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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에 와서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BRICs 등 거대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이 가속화하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이 더욱 진전되면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
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의
통상여건 또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외통상
정책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에 비추어볼 때, 이제 한
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이러한 변화한 통상환경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대외통상전략, 그 중에
서도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지역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새로운 대외통상정
책 패러다임 구축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외통상정책의 문제
점들을 극복하고 능동적, 적극적, 종합적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은 선
제적(先制的)이고 종합적인 수단을 동원한 해외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을 구
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체계적인 국별ㆍ지역별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대략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통상구조가 지역별로
매우 편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특징을 세심하게 고려한 지역맞
춤형 전략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간 한국 통상정
책의 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심각하게 드
러내는 분야가 바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대
외통상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대상국과의 관계에서 이루
어진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은 통상정책의 행동계획
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보고서는 대외통상정책의 중점 분야로 인식되어

온 해외시장의 확대와 해외투자활동뿐만 아니라 신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
오르는 에너지, 환경, 및 ODA 정책을 기준으로 이들 분야에서 대외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각 국별ㆍ지역별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타 통상정책보고서와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그동안 발간된 통상정책보고서 중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
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거의 최초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모두 12개 권역별로 나누고 각 지역의 통상전략적 가치,
접근방식, 선택되는 전략적 수단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지역에 대
한 통상전략을 도출하는 데 지역전문가의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점분야별
로 각 지역에 대한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대상지역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과 통상정
책상의 보편성을 잘 조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와 제안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수출
이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
해 비관세장벽을 추정한 연구결과와, 한국의 수출을 대상지역별ㆍ기술수준별
로 세분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이 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 중장기적으로 FTA 정책은 체결국 수
의 확대와 함께 자유화의 제고, 의제의 확장 및 기존 FTA간 연계 강화라는 방
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FTA보다 수준이 낮은 협력협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제안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
라의 에너지정책은 공급안정형보다 수요절약형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에서 기
본방향의 전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국제적 환경협력의 시
급성을 환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환경시장 진출, 동아시아 환경협력, 그
리고 환경기술협력에 관한 다양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의 기본 ODA 정책방향, 그리고 중점지원국가 선정의 차별화 등도 제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는 대외통상정책의 어떠한 수단을, 어떠한 지역
에 중점적으로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6년부터 시작된 “KIEP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의 2년차 과
제인 “KIEP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시리즈”(28종)를 종합한
총괄보고서에 해당합니다. 이 보고서 이외에 12종의 지역별 보고서와 15종의
연구자료가 동시에 출간되었습니다. 본원의 유럽팀장 김흥종 연구위원은 이 방
대한 연구프로젝트의 전체 책임을 맡았고 총괄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담당하면
서 해외시장의 확대 분야와 국별ㆍ지역별 전략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중점분야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담당하였습니다. 해외투자 분
야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성봉 교수, 에너지정책은 박복영 아ㆍ중동팀장, 환경
정책은 정성춘 일본팀장, ODA 정책은 권 율 국제개발협력팀장이 담당하였습
니다.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년간 전문적 지식을 축적해 온 다섯 명의 연구자
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자들
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별ㆍ지역별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12종의 지역별 보고서를 집필한 본 연구원 지역전문가들의 지역통상전략에 관
한 구체적 제언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연구주제가 새로운 분야이고 연구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집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단계단
계마다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고려대학교 박성훈 교수, 효성의 노재봉 상
무,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 외교통상부의 장제학 과장, 재정경제부의 유형철
서기관과 정회윤 서기관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원의 김박수 선임연구위원, 채
욱 선임연구위원, 정여천 선임연구위원과 남호선 연구원, 이현진 연구원, 그리
고 편집과정에서 도움을 준 김연수 연구조원과 익명의 평가자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는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왔던 지역통상전략을 선진국형의 종합적이고 능동
적인 중장기 전략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시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선구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향후 새 정
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반영되고,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
장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연구가
학계의 통상전략 전문가들에게도 중요한 전문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
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
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
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
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
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새로운 대외통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지역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새
로운 통상정책 패러다임 구축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대외통상정
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능동적, 적극적, 종합적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수단을 동원한 해외 국별, 지역별 통상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국별ㆍ지역별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략
세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통상구조가 지역별로 편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특징이 세심하게 고려된 지역 맞춤형 전략이 제대로 도
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간 한국의 통상정책이 정책추진과 집행상 일
관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보였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내는
분야가 바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 분야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외통상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은 대상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국별, 지역별 통상정책은 통상정책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
심적인 수단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보고서는 대외통상정책의 주요 분야로 인식되는
해외시장확대, 해외투자, 에너지, 환경, ODA 정책을 기준으로 이 분야에서 새

로운 대외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각 국별, 지역별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시
장 확보를 위한 통상장벽의 제거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FTA나 DDA를 통한
대상국 관세장벽의 완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이와 동시에 대상국의 비관세장
벽의 제거에도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제적 기준과 현격히
다른 제도적 불투명성에 대해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상대국에 대한 이러한 능동적 통상정책이 힘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 능동적 통상정책 자체가 우리 경
제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둘째,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
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해외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국경제를
실질적으로 글로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
께 에너지 관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체계적으로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이슈가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우
리나라도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체계적인 특혜무역협정과 개발협력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
장 개척과 국제사회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책은 패키지 형태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기 지역통상정책
의 수단을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내부 운용체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른 본 보고서의 분야별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확대 분야부터 살펴본다. 첫째,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인 고위 및 중고위기
술 분야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다.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FTA 정책은 FTA의 대상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FTA에서도 자유화 의제를 확대하고 자유화율을 높이며,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걸맞도록 기존 FTA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과는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한국경제 체질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거대개도국과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상국가의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중요한 대외통상정책의 목표가 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개도국시장이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국가들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수입규제와 통
관에서의 장벽을 두고 있는 개도국 시장에서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
자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자간
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선진국의 비
관세장벽은 국가별로 특수성이 있는데 EU와는 환경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국제적 환경기준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일본과의
교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위생ㆍ검역과 관련해서는 미국, EU 등과 공조하여 문
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술장벽 분야는 일본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비관세장벽으로서, 선진국과 상호 호환되는 기준을 빨리
구축함과 동시에 개도국들과의 상호인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조달 분야는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상당한 폐쇄성을 갖고 있는 분
야로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유보조항을 갖고 있는 만큼, WTO 차원에서 해결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러시아, ASEAN과는 지식재
산권 보호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하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한국기업의 시장접근을 경쟁정책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도국과는 관계 강화를 위해서 FTA보다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낮은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또는 동반자협정(Partnership Agreement) 체
계를 개발하여 이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체
제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시장개방의 부담을 완
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협력협정 체계는 무역자유화, 투자 그
리고 협력의 세 분야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대에 따라 필요하다면 정치ㆍ안보
대화를 독립된 장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자유화 분야에서는 전통적

인 상품 분야의 자유화에 집중하되 통상 현안과 일부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 분
야의 자유화를 포함하며, 투자 분야는 투자자유화, 투자자 보호 등 해외투자와
관련한 당면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과학
기술협력, 문화협력, 인력이동, 환경협력, 에너지협력 등 대상국의 특성에 맞춰
협력분야의 의제를 첨삭함으로써 양국간 경제관계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도
구로 사용할 수 있다. 협력협정 체계가 잘 운용되면 기존의 투자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항공협정 등이 모두 이 체계 안에서 하나의 하부협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FTA가 아니더라도 협력협정을 통해 양국간 관계가 정례화되면 이
는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은 해외투자 분야이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경제규모 및 발전수준에 비
해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작으며 해외투자의 수익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해외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직접투자 실적이 부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서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
하다는 차원에서 선진투자강국의 중장기 정책비전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투자강국의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수익성을 제고
하고, 국제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며, 서비스
분야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해외 서비스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서비스산업
을 발전시키며,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잘 완비될 수 있
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산업협력관제도, 수출인큐베이터 제
도, 해외인력의 활용 등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경험있는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
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은 과거부터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간주
되어 왔지만,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질서가 형
성되면서, 또 미래 에너지시장 전망을 고려해 볼 때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방

향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와 소득수준, 향후의 에
너지수요 전망, 에너지개발과 관련한 경험과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안정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보다 유럽이나 일본형의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방향
에 따라 국제적 에너지협력은 첫째, 에너지소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차
원에서의 에너지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둘째, 대체에너지개발 및 환경기술개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주요 에너지공급국과의 정치ㆍ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기업의 해외에너지 개발에 대
한 외교적 지원도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
로 지역 에너지협력에서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동아시아 차원에서 에너지협
력이나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형성 등과 같은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
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문제가 공통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
록, 동아시아 에너지포럼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EU와 일본의 사례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
다. 두 지역은 모두 선진국이면서 에너지 순수입 지역이며 에너지안보에 각별
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성이 많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공
급확보 중시정책에서 수요억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략에서 EU나 일
본과의 에너지 분야 혹은 환경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
후변화와 관련된 다자간 협상과정에서 EU,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두 지역은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
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환경협력정책은 최근에 와서 급속히 중요성을 더해 가는 분야이다. 따
라서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 중장기 통상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환경문제들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으며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글로벌 환경이슈는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은 한편으로는 환경문
제를 심화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의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환경협력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 분야, 민간 환경협력분야, 동아
시아환경협력, 환경시장 확보를 주요 정책분야로 삼을 수 있다.
먼저, 기후온난화 분야에서는 EU와 일본 등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국가들
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세나 배출권제도 등 경
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제도의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EU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약속한 것보다 훨씬 높은 삭감목표를 제
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세, 배출권제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은 교토의정서 체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수치목표의 설정에는 매우 신
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해결책을 더욱 중
시하고 있다.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에너지효율이 낮으면서 향후 에
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증대
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실시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역적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동
아시아 탄소기금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탄소기금 설
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중국, ASEAN 등 동아시아 국가ㆍ
지역에 대해서는 탄소기금을 활용하여 개발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안건발굴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체제 구축에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간 환경협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야 할 분야이다. EU의 환경규제에 대해서 이를 기업에 적극 홍보하며 EU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협력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과 환경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대되고 있는 환경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특히 동아시아 개발도
상국에서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즉 이들 국가가 어떠한 환경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야 하는지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
의 제품ㆍ서비스에 연계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장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바
로 환경협력의 과정이며 우리 정부는 이제 이러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은 한국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분야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전세계적 조류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통상정책적 차원에서도 국제개
발협력은 중요한 어젠더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향후 기본방향은,
첫째, 전담연구조직에 의한 국별조사를 토대로 국별로 통합된 원조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둘째, 협력대상국을 대륙별로 균등히 배분하고 대륙 내에서 선
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으로 국별 접근을 중시하면서 ODA 정책입안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섯
째, 유무상 원조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 프로그램을 폐지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의 기능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즉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양 축으로 하여 유
상원조가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국가, 무상원조가 더 타당한 국가로 국가선정
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 원조별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하다.
마지막으로 국별, 지역별 통상정책을 수단별로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정부서가 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대상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 환경, ODA, 투자,
그리고 FTA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종합하고 이를 대상국가와 지역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총괄기구나 부서가 있어서 이를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별ㆍ지역별로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중화권을 살펴본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및 EU와의 FTA 협상을 끝내고
나서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FTA 대상국 중의 하나이다. 중국과의 FTA는, 거
대경제권으로 FTA 대상국을 확대하려는 한국 FTA 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부
합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ㆍ중 교역을 한 차원 높게 달성한다는 측
면에서도 매우 유효한 대중 통상전략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중국과의 FTA
를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과의 FTA 상품
협상에서는 중기술 산업의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위기술 분야에서는 현재 한국의 잠재력이 거의 다 발현되고 있는
데 반해 중고위기술 분야에서 자동차, 중저위기술 분야에서 조선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으며 지
식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서비스 시장 개방 등 향후 통상정책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상품양허 분야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의 이행 등 FTA의 개방의제가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FTA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ㆍ중 FTA에서 더 나아가 중화권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가능한 무역협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중화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를 대비하는 대
비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중국 현지투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임금상승, 부동
산 가격 상승, 조세인센티브 축소 등 중국 비즈니스의 비용요소가 계속 악화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내수시장의 확보 및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국 비즈니스의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에너지안보와 관
련하여 중국을 에너지수요 관리중심 정책으로 유도하고,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며, 해외 에너지자원 공동개발과 석유 공동비축 등의 분야에

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화권과는 상기 분야 이외에도 금융 및 물류 협
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안정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유럽 국가들과 같이 BRICs 등의 성장으로
GDP 및 교역상 순위가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술선진국이며, 동아시아의 주요 협력국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
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 부진은 기술경쟁력의 열세나 마케팅, 유통 분야의 열세
와 현지밀착형 상품 생산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며, 고위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관세장벽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이 FTA를 통해서 큰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라기보다는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서 대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
직하다. 지역통합체 형성의 동반자라는 고려까지 포함시켜 볼 때 일본과의
FTA는 그 포괄성이나 수준보다도 FTA 체결 그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일본과는 기술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북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자 교역대상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소득 및 서비스 수입의 주 대상지역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지역에 대한 시장확대 전략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확
대의 대상지역으로 계속 유효할 것이며 북미지역에서의 시장확대의 성패가 다
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FTA는 협상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 지역에 대한 FTA 정책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FTA 형태를 어떻게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의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한ㆍ미 FTA는 그 이전에 한국이 체결한 FTA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FTA로
타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시장 확대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FTA이후 대미
통상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첫째, 미국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섬유, 일반기계, ICT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현지 유통시장 진출, 미국의 원천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 강화, 히스패닉을 비롯한 떠오르는 수요 계층에 대한 맞
춤형 마케팅 기법의 개발 등으로 한ㆍ미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체결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지역 기업들에 대한 M&A 또는 합작투자, 북미지역 정부조달시장
진출, 북미지역의 현지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 기업들이 활
용하기 위한 미국 내 현지 사무소 보강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U는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선진국 시장의 기능을 유지할 것으
로 보인다. 한국의 대EU 수출은 자동차와 조선을 중심으로 선진국 시장으로는
유일하게 크게 증가하였다. EU와의 FTA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
FTA가 한ㆍ미 FTA와 함께 ‘한국형 FTA’의 대표적 형태로 활용될 여지가 크
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준높은 FTA를 이끌어내어 다른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서 전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EU 시장 내부에서도 비관세장벽의 크기
가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공
동체 내의 차별성을 최대한 축소시켜 역내에서 시장접근의 일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EU는 향후 한국의 신통상의제의 주요 협력자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EU와의 FTA가 중요하다. 이 분야의 협의를 통해
서 국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
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 시장에 대한 투자진출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확
보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
표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ㆍEU FTA의 체결을 적극 추진하되 양국
간 투자협정의 체결 또는 개정을 통해 투자정보의 안정적 확보, 제도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및 분쟁해결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
융서비스 등 서비스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현지 사무소나 법인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ASEAN 지역은 향후 크게 발전할 성장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시장확대 전략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 타결된 한ㆍASEAN 서비스 협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ASEAN 지역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성장의
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이 빠른 경제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것인 반면, 향후 20년 내 캄보디아, 라
오스, 미얀마(CLM) 등은 여전히 최빈국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비관세장벽의 크기를 보더라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개방된 시
장이 있는 반면, CLM 같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높은 곳도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차별화된 시장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확대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ASEAN 전체로 보아 영상음향통신장비와 기초 및 조립금속의 수출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동차, 조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ㆍ
ASEAN 상품협상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부
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 상호 유보 조항 중 더 개선
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ASEAN 지역은 한ㆍASEAN FTA 이후 의제의
확장과 심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FTA
연계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역내에서 체결되고 있는
다른 FTA와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시아 방
식의 원산지 규정 도출에서 ASEAN은 그 경제적 비중이나 경제통합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통합체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 부분은 비관
세장벽위원회 등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면서 양국간 협의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조달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ASEAN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현지시장 확보형 투자의 확대가 필요
하다. 한편 ASEAN 지역이 우리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첫째 에
너지소비 급증지역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할 대상지역이며, 둘째 중요한 해
외자원개발 대상지역이며, 셋째 LNG의 안정적 도입대상지역이며, 넷째, 에너
지산업 및 환경서비스산업의 진출대상 지역이라는 점이다. ODA와 관련해서는

유무상 ODA 및 연불수출, 민간투자를 아시아 지역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에 대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양주의 시장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향후에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성장의 속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양주는 비관세장벽이 국가와 지
역 중에서 가장 낮은, 열린 시장이며 선진경제권으로서 시장상황이 매우 안정
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생산국이라는
특성과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대양주에 대한 FTA 전략
은 시장확대, 그 자체보다도 다목적용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대양주와의
FTA는 자원의 안정적 활용, 농업 진출을 위한 투자 및 인력진출, 정치ㆍ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담보하는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양주와의 FTA는 정치대화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방안 속에서 시장확
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 자원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서, 천
연가스, 우라늄 및 니켈 등의 전략광물에 대한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에너지 및 자원 대국인 호주와는 석탄 수입지로서, LNG 수입지로서, 또한 청
정석탄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육우, 낙농, 산림 및 과수재
배 등 농업 분야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 대한 한국의 품목별 상품 수출실적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크게
변하여 시장상황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한ㆍ인도
CEPA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간 인력교류, 과학기술협력, 투자 보장 등 광범위한 FTA를 체결함
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의 경우 일부
제조 분야 대기업 중심의 투자진출에서 벗어나, 인프라 개선분야에서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의 발
달된 IT 서비스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 R&D 투자사업의 추진 등 고부가
가치 중심의 협력투자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유가를 배경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러시아는 시장상황이 안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지만 폭발적인 내수의 증가
가 뒷받침되는 시장이다. 러시아의 빠른 성장이 석유산업의 성장에 기반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성장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세계
15대 교역국에 들어 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
다. 러시아는 현재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제관계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상품교역량이 급증했는데, 이와 더불어 수출상품의
구성이 급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고위기술
상품의 수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고위기술 산업에
서 유럽 등 선진국의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비관
세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ㆍ러시아 FTA 협상이 시
작된다면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화학, 기계장비, 음식료ㆍ담배, 영상
음향기기 등의 시장접근을 강화하는 한편, 비관세장벽 분야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조항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며,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하게 정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인력이동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협력 프로젝
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FTA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이다.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개발사업 및 시장선점형 제조 분야 투자
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인프라 개발사업쪽
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에너지협력은 극동 및 사할린 지역 석유의
공동개발, 가스전의 공동개발, 가스의 도입, 북한과의 전력망 연계 가능성을 중
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수출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1990년대 대우 등의 활발한 진출로 큰 기대를 모았던 한국기업의 활동이 그
뒤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자원부국으로서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이 부각되면서 2000년대 이후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열강의 중앙아시
아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자원 공동 탐사 및 개발, 송유관 프로젝트 등 큰 사업
계획에 서방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중앙아시아는 갈수록 전 세계 주요국

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중고위기술 제품을 중심으
로 집중적인 시장확대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이미지를
중앙아시아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와의 FTA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나,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같은 지역을 염두에 둔 FTA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협력협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U가 협력협정이 제휴협
정(Association Agreement)으로 발전되고 이것이 다시 유럽협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치하게 제도화시켰듯이 한국도 협력협정 차원의 협정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맺음으로써 양자간 경제관계를 안정화시키고, 향후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이 권장된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석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 가스 부문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국 정부와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동은 우리나라 에너지조달의 최대지역으로서 향후에도 계속 중요한 지역
으로 남을 것이다. 향후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
동 오일머니로 인한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동
시장의 확대는 FTA를 통해서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경제관계를 다
변화하여 에너지 수입과 건설 플랜트 수출, 일부 가전 수출로 요약되는 통상관
계의 다변화를 위해서 포괄적 협력협정의 필요하다. 결국 시장확대를 위해서라
도 경제협력의 다변화와 지속적이고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은 강하게 대두된다.
한국과 GCC와의 FTA도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의 향후 방향은 투자진출의 다변화와 고도화로 요약된다. 석유화
학, 정유, 화학, 제철, 건설, 기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하며,
이들 분야에서 협력의 고도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투자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심분야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우리의 노하우 이
전과 투자실행을 위한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급자 시장으로 빠

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지역으로서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할 것으
로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중동국
가 간의 경제관계를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짜는 것이다. 중동의 한국 정유기업
에 대한 투자확대, 양국간 공동으로 제3국 진출, 한국자본의 중동 기업투자,
FTA 체결 등 공고한 경제적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동 산유국의 이해관계가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요 ODA 형태로는 연불수출 지원, 플랜트 수출과 연계한 협력기금 등을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의 민주화, 내전, 전염병 등의 문제가 지속
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특성을 볼 때 향후에도 당분간은 중고위기술을 중심으로 시장확대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고위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충분한 수
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등 주요국과의 FTA를 고려하면서 중앙아
시아에서처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협정체제를 제안함으로써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협력협정체제에서는 양국간에 통상관계
의 투명성 강화를 기본조건으로 하여 협력이슈의 개발, 시장확대 방안의 공동
도출 등의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석유자원
개발 참여가능 지역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에너지 국제협력의 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잠재력이 크지 않고 강대국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불
확실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와의 에너지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전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하면서, 이를 유전의 개발과
연계하여 에너지 공기업들이 패키지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프
리카는 자원협력 및 시장개척 면에서 미개척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MDGs
이후 최빈국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중국의 원조가 확대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항공권연대 기금, AfDB 신탁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 중남미로의 수출은 최근 크게 신장되었지만 일부 품목에만 편중된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취약성은 향후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시
장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제품
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 지역 시장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는 노력이 요
구되며, 한ㆍ칠레 FTA에 이어 MERCOSUR, 멕시코 등과의 FTA를 조속히 성
사시켜 시장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남미국가들과의 FTA도 무역자
유화뿐만 아니라 협력이슈를 많이 개발하여 시장확대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
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는 멕시코나 칠레와 같이 상당히 개방적인 시장이
있는가 하면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 등과 같이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시장 고유의 특색을 더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중남미 저개발국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상황과 특색을
더 잘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미주
표.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전략구성도
시장확대

투자확대

에너지협력

환경협력

중화권

◎

◎

○

◎

◎

일 본

◎

○

◎

◎

E U

◎

◎

◎

◎

북 미

◎

◎

동남아

◎

◎

대양주

○

인 도

◎

○

중 동

○

○

아프리카

◎

ODA정책

○
◎

◎

◎

△

기타

◎
◎
◎
○

◎
◎

러시아

◎

◎

◎

중앙아시아

◎

◎

◎

중남미

◎

◎

◎
◎
◎

○

◎

◎

주: ◎: 적극 추진; ○: 추진; △: 추진 가능; 기타의 경우 중국(금융 및 물류), 일본(일반기술),
EU(과학기술), 북미(기술, 인력이동), 대양주(자원, 외교, 농업), 인도(자원, 인프라), 러시아
(철도, 과학기술, 한민족네트워크), 중앙아시아(자원), 중남미(자원, 기술).

지역의 경제통합 확대를 예상하여 개별 국가단위 접근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한국기업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기존 진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중남미
투자진출분야의 확대 및 투자보호의 증진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투자관련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하여 협력사업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개척 및 자원
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이 지역에는 민간투자 및 연불금융을 통한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IDB 신탁기금을 활용한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국별ㆍ지역별로 한국의 대상지역에 대한 통상전략의 강조점이 달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전략의 다양한 수단을 대상지역에 차별적으로 구
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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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한국경제는 수출진흥과 대외개방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해 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의 핵심은 국부의 증가를 위한 적
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라고 요약된다. 이는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하
고 있다. 이 전략은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다양한 품질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한 해외 수
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당시 한국으로
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외지향적 개방전략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림 1-1]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146개국의 교역 개방도1)
와 일인당 국민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국가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소득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외교역이 그 경제의 소득 또는 총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많은 연구

1) 여기서 말하는 개방도는 수출입의 합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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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교역 개방도가 10%포인트 높은
경우 평균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ssanini
and Scarpetta 2001).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교역과 소득의 비례관계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Frankel and Romer(1999)에 따르면, 63개 표본 국가
에서 개방도가 1% 증가하면 소득은 1.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1. 개방도와 일인당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주: 직선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본 추세선임. 일인당 소득은 1인당 총국민
소득(GNI)의 로그 값이며, 개방도는 교역개방도(Trade Openness)로서 수출입의 합을 국
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임.
자료: World Bank(2006), 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자료 정리.

이렇게 본다면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경제의 수출주도 개방전략은 올
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개방전략도 시기와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변모해 왔다. 경제개발
의 초창기에는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정책과 해외시장 개척에 강조점
을 두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 와서는 앞서 추진된 방식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국내시장 개방을 통한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보다 세련
된 방식이 동원되었다. 점진적인 수입개방정책은 당시 관세인하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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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로 삼고 있었던 다자간 무역협상과도 맥을 같이하였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는 그 동안 다자간 통상협상의 의제범위 밖
에 있었던 농업ㆍ서비스ㆍ규범분야를 협상테이블 위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통상환경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상
규범의 선진화 및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통상정책도 세계화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을 위한 국내 구조개혁과 이를 통한 수출역량의 강화
라는 새로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은 1990년
대 초ㆍ중반 금융시장을 비롯한 국내시장의 추가적인 개방과 OECD 가입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개방화된 경
제에서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체질의 개선이 필
수적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를 선진화 및 세계화 과정의 도전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2)
먼저 한국경제는 선진화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문제
점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여 2000년대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4%대로 감소하였다.3)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선진국들이 혁신능력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경제는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성장할 수 없으면
서도 혁신성 부족으로 성장세가 하락한다는 우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 등 선진국형 경제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자본집약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고
용창출이 큰 일부 제조업이 중국 등 BRICs 국가들로 이전하였기 때문이기도
2) 선진화 및 세계화 과정의 도전 부분은 최낙균 외(2005)의 1장 2, 3절을 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3) 한국은행(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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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동시에 재정위기를 불
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소득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외
환위기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양극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호전되지 않고 있어 사회통합
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넷째,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적 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이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아직 높지 않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으로써 갈등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도 적지 않다.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
경제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통합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의 대외통상전략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일방적(unilateral) 시장개방과, GATT/WTO 주도하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에의 적극 참여라는 기조 위에 1990년대 후반부터 부각되
어 온 FTA를 통한 양자적(bilateral) 시장통합으로 대별되고 있다. 특히 다자간
통상 규범의 확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자간 통상협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양자간 시장통합은 시장개방이 총체적으로 국익의 증대
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계층의 거센 반발과 함께 한편
에서는 피해 부문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4)
한편 BRICs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창출이라는 긍정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
나, 단기적으로 국내 중ㆍ저 기술산업의 공동화와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의 부조
화, BRICs의 성장에 따른 한국경제의 상대적 왜소화와 같은 부정적 요인과 함
께, WTO 다자간 협상에서 이 국가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통상규범 자체가
변화하는 등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폐업 및 전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완전한 피해보상은 FTA로 인한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개선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으며, 피해 부문 지원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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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심화ㆍ확산으로 말미암아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은 판매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관련 활동까지 글로벌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치와 고용창출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이 크다. 국내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소득분배의 불
평등이 완화되어 사회통합이 증진된다는, 과거 고성장시대에 당연시되었던 연
결 고리가 깨지고 있다.
셋째, 글로벌화는 국내 규범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것을 요구
하기 때문에 대외개방은 동시에 대내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각
종 무역협상은 농업과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상이슈가 국내정책과
직결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대외개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국내
개혁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국내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글로벌화의 요구
를 반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경제가 세계 13위권 경제로 성장하고 OECD 등 선진
국 클럽에 가입하면서 통상정책이 중요한 외교정책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
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대
한민국의 외교는 한국을 약소국으로 상정하고 냉전형 환경에 대응하는 외교의
패러다임을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외교는 미국 등 강대국의 정책에 반응
하는 수동적인 외교를 전개해온 측면이 있다.5) 이에 따라 국제환경을 국가간
힘의 균형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중상주의적 현실주의를 추구해온 것이
기존 한국 통상외교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외교를
규정해왔던 조건들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한국
이 국제사회에서 담보해야 할 역할이 증대해야 함을 한편으로는 스스로 깨달
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냉전의 종식과 한반도 긴장

5) 미래전략연구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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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동아시아 경제ㆍ금융협력의 증대로 말미암아 수동적이고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은 더 이상 한국의 대외경제외교 전략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따
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선행 연구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최낙균(1998)은 기존의
한국 통상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를 토대로 WTO의 출범으로 인해 변화된
체제하의 새로운 통상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권영민(2004)은
그 당시까지 한국의 FTA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FTA와 DDA 동시달성을 위해
통상당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2005년 최낙균 외(2005)는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 보고서에서 해외 선
진통상국가 사례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 능동적인 세계시장 참여, 글
로벌 생산요소의 활용, 세계 일류산업의 육성, 그리고 개방친화적인 사회 인프
라 구축이라는 선진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5대 구
성요소를 완비하기 위하여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 글로벌 네트워킹의 촉
진, 그리고 개방이익과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채 욱ㆍ김세원ㆍ유재원 외(2006)는 이러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을 보다 구
체화하였다. 지속적 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경제로의 이행, 성장친화적인 분배 및 복지경제, 그리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세 가지를 한국경제의 3대 과제로 제시하
였다. 이어서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정책은 기업의 혁신경쟁력
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개방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으
로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인 통상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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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새로운 통상환경에 놓인 한국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통
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이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
다. 예컨대 채 욱ㆍ김세원ㆍ유재원 외(2006)에서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제기된
3대 이슈 가운데 실질적 열린경제와 통상거버넌스 구축은 결국 통상환경을 개
선하고 통상정책의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체질의 개선에 강조
점이 두어졌던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한국경
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상거버넌스를 재구축함과 동시에 선행연
구에서 제기한 전략적 협력경제를 구체적으로 국별ㆍ지역별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별ㆍ지역별로 새로운 중장기 통상정
책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통상정책 패러다임 구축의 핵심이라고 판단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 지역별 통상전략인가
본 보고서는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 세계 국별ㆍ지역별로 해당 국가와 지역이 한국에 어
떠한 의미가 있으며, 통상전략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 수단을 활용해
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해가고자 한다.6)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통상구조에 관한 중요한 특징을

6) 본 연구는 2006년에 시작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라는 다년간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6년도 연구과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에 이어 2년차 프로젝트로 한국
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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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한국의 통상구조가 품목별ㆍ항목
별ㆍ지역별로 편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을 제기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
외통상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통상기반
을 확충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7) 또한 품목별, 항목별 편향성이 심각하여 고전
적 의미의 통상전략인 시장확대전략만으로 지역 맞춤형 전략이 제대로 도출되
지 않는다면, 보다 넓은 광의의 통상전략 수단을 동원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지역통상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지역편향성이 크다면, 국별ㆍ지역별 전략, 다시 말해서 지역적 시야를
갖고 한국의 대외통상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대세계 통상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통상환경이 매우 다르다
면, 지역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그간 한국의 통상정책이 정책추진과 집행상 문제
점을 보였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내는 분야가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 분야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별ㆍ지역별 통상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의 성격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7) ICT 산업에 특화하고 있는 핀란드의 성공사례를 보면 품목별 편향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
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향성은 적어도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거나 한국경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ICT 산업으로 특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재산업에 특
화하고 있었는데, 목재의 국제가격에 따라 핀란드 경제 전체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불안정성을 갖
고 있었다. 1970년 핀란드 수출의 56%가 임산물이었으며 GDP의 6.3%, 고용의 5.2%를 차지하는 압도
적인 비중을 갖고 있었다. 둘째, 핀란드와 같이 인구 500만 명의 소국이 아닌 한국경제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강중국들이 그러하듯이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갖고 있어야 산업별 부침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수출품목의 편향성은 FTA 등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상대국보다 협상력이
약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ㆍEU FTA 협상에서 한국과 EU의 제조업 무역구조가 그
단적인 예이다. EU는 한국의 대EU 주력수출품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매우 보수적인 양허계획을 제시함으
로써 이 품목의 개방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EU로부터의 수입품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이러한 전략품목들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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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의 대세계 교역 구조상 몇 가지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다.
첫째로 주목할 사실은 한국의 수출에서 주력 수출품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1]은 주요 연도별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 5대 품목
(MTI 3단위 기준)과 10대 품목의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한국의 수출에서 품목편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표 1-1. 한국의 수출 5대 및 10대 품목의 연도별 비중
구분

1996년

2001년

2006년

5대 수출품의 비중

33.8

38.9

43.0

10대 수출품의 비중

50.4

54.8

60.6

주: 1996년의 경우 5대 수출품에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및 부품, 금은 및 백금, 그리고 컴퓨터
임. 10대수출품에는 석유제품, 인조장섬유직물, 영상기기, 합성수지, 그리고 철강판이 추가
됨. 2001년의 경우 5대 품목에는 금은 및 백금 대신 무선통신기기가 들어가며, 10대 제품에
는 인조장섬유직물 대신 의류가 들어감. 2006년에는 석유제품이 컴퓨터 대신 5대 제품에 들
어가고 10대 제품에는 의류가 빠지고 PDP와 자동차부품이 추가됨.

둘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가 품목편향적일 뿐 아니
라 지역편향적(region-specific)이라는 사실이다. [표 1-2]는 2006년도 한국의 대
세계 5대 수출품목(MTI 3단위 기준)의 지역별 수출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한국의 5대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ㆍ해양구조
물 및 부품, 그리고 석유제품이며 이 5대 품목은 당해년도 한국의 총 수출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5대 수출품목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개 국별ㆍ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러시아
(44.5%)나 동남아(46.1%)와 같이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보
이는 지역이 있는 반면 중앙아시아(12.7%), 중동(29.7%), 인도(31.4%), 일본
(32.8%), 중화권(33.7%)과 같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아프리카(73.7%)나 EU(57.3%)와 같이 한국의 대세계 주요 수출품의 비중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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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국의 수출 5대 및 10대 품목의 비중
2006년

대
중화권 일본 북미 인도
세계

EU

러시아 중앙아 동남아 대양주 중동

아프 중
리카 남미

5대 수출
43.0
상품 합계

33.7

32.8 48.0 31.4 57.3

44.5

12.7

46.1

48.7

29.7 73.7 50.0

10대 수출
60.6
상품 합계

55.2

56.1 80.8 56.8 73.1

63.6

58.4

58.3

58.3

39.1 81.1 66.4

주: 지역 구분은 각 지역별 보고서의 분류기준을 따름. 즉, 중화권에는 중국, 대만, 홍콩 포함. 북
미는 미국과 캐나다, EU는 EU 27개국,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임. 동남아는 ASEAN 10개국, 대양주는 호주와 뉴질랜
드, 중동은 GCC 6개국, 그리고 중남미는 멕시코 이남의 모든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2007)에서 정리.

우 높은 지역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합성수
지, 철강판, 자동차부품이 추가되는 10대 품목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10대 품
목의 점유율은 60.6%인데, 지역별로 볼 때에는 아프리카(81.1%), 북미(80.8%),
EU(73.1%)와 같이 10대 품목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 중동(39.1%)과
같이 10대 품목의 비중이 낮은 지역도 있다. 더구나 이러한 극단적 수치
(outlier)는 교역규모와는 상관없이 나타난다.8)
12개국별ㆍ지역별로 5대 수출품목의 구성비를 세분화해보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와 어떠한 유사성이나 경향을 찾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표 1-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가 해당 지역에서 최대
수출품목인 경우는 중화권과 동남아의 2곳뿐이며,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
카, 그리고 중동 등지로는 거의 수출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의 수출품목 중
가장 인상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북미, EU, 러시아, 대양주,
중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화권, 일본, 인도, 동남아에서
는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9) 선박과 부품은 EU와 아프리카, 중남
8)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한국의 수출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품목별 수출비중의 극단적 값이 관찰된다면 교
역규모가 작아서 몇 개 품목의 수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으나, 북미, EU, 일본
등 한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에서도 한국의 평균적인 대세계 수출구조와 큰 차이가 발견된다.
9) 물론 자동차의 경우에는 인도와 같이 현지 생산체제가 갖춰짐으로써 수출비중이 작은 경우도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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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의 수출 5대 품목의 지역 구성비(2006년)
순
위

품목

(단위: %)

대
아프 중
중화권 일본 북미 인도 EU 러시아 중앙아 동남아 대양주 중동
세계
리카 남미

1

반도체

11.5

19.4 13.6 8.4

0.0

0.0

22.4

0.3

0.1

0.0

0.4

2

자동차

10.1

0.8

0.1 21.5 0.2 19.3 32.7

10.9

2.8

20.0

19.7

9.8

14.0

3

무선통신
기기

8.3

6.1

3.2 11.0 22.4 15.7

3.6

1.4

5.0

9.5

5.4

3.8

10.1

4

선박 및
부품

6.8

1.3

0.5

0.8 15.3

7.0

0.0

4.2

4.1

4.1

54.5 22.3

5 석유제품

6.3

6.1

15.5 6.6

7.7

1.2

1.2

0.4

11.6

14.8

0.4

5.5

3.2

6

PDP

3.8

3.8

11.7 20.5 0.2

6.5

0.0

0.0

1.0

0.0

0.0

0.0

5.5

7

0.5

0.4

5.7

컴퓨터

3.9

6.4

3.0

2.8

1.6

4.4

0.3

0.6

2.5

1.3

1.0

0.3

2.9

8 합성수지

3.4

5.1

1.7

0.9

3.3

1.2

10.8

5.6

3.2

2.9

1.5

5.8

4.2

9

철강판

3.4

3.5

5.3

2.8

8.9

1.8

0.9

1.1

4.6

3.3

4.5

0.8

2.3

10

자동차
부품

3.1

2.7

1.6

5.8 11.3 2.0

7.3

38.4

0.8

2.1

2.3

0.5

1.6

주: 짙은 글씨는 10%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경우임.
자료: KOTIS(2007)에서 정리.

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록 5대 수출품목에는 속하지 않지만 평
판디스플레이(PDP) 및 센서는 북미(20.5%)와 일본(11.7%), 합성수지는 러시아
(10.8%)에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중앙아시아(38.4%)와 인도(11.3%)에서 주
요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수출품목의 편향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대상
국의 소득수준이 낮아 수요가 없을 수도 있으며 자국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서,
또는 다른 경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더 경쟁력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러한 품목별 지역편향성이 문제라는 사실보다도,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지역
맞춤형 대외통상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수출시장은 다양하
다. 즉 한국의 지역별 수출 통계는 한국의 대세계 상품 수출이 지역에 따라 매
도의 경우 수출품 중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높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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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전략을 도출
할 때 국별ㆍ지역별 시야를 갖고 차별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1-4. 소득 2만 달러 시점 주요 선진국의 경상수지 계정 구성

(단위: %)

국가명

상품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

한국

81.6

12.8

3.3

2.3

캐나다

78.9

11.2

8.5

1.4

핀란드

77.2

13.3

8.2

1.3

아일랜드

76.8

9.0

8.7

5.5

스웨덴

76.4

15.5

7.6

0.5

싱가포르

74.8

17.6

7.5

0.1

독일

73.6

11.2

12.9

2.3

아이슬란드

70.5

27.8

1.4

0.3

일본

70.0

9.5

20.2

0.4

호주

69.1

21.2

6.5

3.2

홍콩

68.6

13.2

17.9

0.3

네덜란드

68.4

15.4

13.8

2.4

덴마크

68.1

20.8

7.0

4.1

벨기에

68.0

15.2

14.6

2.1

이탈리아

67.2

18.6

8.7

5.5

뉴질랜드

65.1

26.1

5.5

3.3

노르웨이

64.4

26.0

9.2

0.4

스위스

63.9

15.7

18.3

2.0

프랑스

58.7

21.5

15.7

4.2

스페인

57.1

26.9

9.8

6.2

미국

56.1

19.2

23.9

0.8

오스트리아

54.3

31.2

12.3

2.2

영국

49.6

17.2

27.3

5.9

그리스

27.3

53.0

6.3

13.4

룩셈부르크

12.3

15.2

69.9

2.6

주: 각 계정의 수입(credit)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품계정의 비중이 큰 국가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 국가별 2만 달러 달성시점은 1986년(스위스), 1987년(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1988년(일본, 미국, 핀란드), 1989년(캐나다), 1990년(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1991년(이탈리아), 1993년(홍콩), 1994년(호주, 싱가포르), 1996년
(아일랜드, 영국), 2003년(뉴질랜드, 스페인), 2005년(그리스), 한국은 2006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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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제수지 구성에서 상품계정의 비중
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비스, 소득, 기타 경상이전계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다.10) [표 1-4]는 소득 2만 달러 달성 시점에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제수지 구성 비중을 보여준다.
한국은 영국, 미국 등 서비스업이 발달한 국가 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강국이라고 일컫는 독일, 핀란드, 스웨덴보다 상품 계정의 비중이 5~10%포인
트 더 높고, 흔히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서비스 계정뿐만 아
니라 소득계정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11) 우리보다 소득수준
이 약간 높은 싱가포르, 홍콩, 그리스, 스페인 등과 비교해 보아도 이러한 특징
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 3만 달러 달성 시점과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림 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임금과 이자, 배당금의
그림 1-2. 소득 3만 달러 달성 시점 경상수입계정의 부문별 구성

(단위: %)

100%
80%
60%
40%
20%

GOODS
상품

SERVICES
서비스

CURRENT
경상이전

영국

룩셈부르크

미국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이슬라드

일본

INCOME
소득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독일

스웨덴

한국

캐나다

0%

T RANSFERS

10) 국제수지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경상수지는 1) 상품 수출입 결과인 상품수지, 2) 운수, 여행 등 서비
스거래 결과인 서비스수지, 3)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즉 임금 및 이자) 결과인 소득수지, 4)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무상원조, 교포송금 등의 결과인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11) 서비스계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수서비스의 비중이 과도하고 여행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등 고
부가가치 서비스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2006년의 경우 서비스계정 중 운수서비스의 비중(수입기준)은
49.8%이며, 유일하게 흑자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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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한국의 소득수지(2006년)
항 목
<투자소득>
수 입
지 급
<배 당>
수 입
지 급
<이 자>
수 입
지 급
급료 및 임금
합 계
자료: 한국은행(2007).

(단위: 백만 미국달러)
금 액
-1,003.7
12,990.3
13,994.0
-5,131.8
2,447.6
7,579.4
4,128.1
10,542.7
6,414.6
465.1
-538.6

수취 소득을 나타내는 소득계정을 통해 벌어들이는 국부의 비중이 다른 선진
국들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소득계정의 세부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표 1-5]는 2006년
한국의 소득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중 약 130억 달러의 투자소득과 4억
6,500만 달러의 임금소득이 있었고, 투자소득은 24억 달러의 배당소득과 105억
달러의 이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지로 볼 때 투자수지는 배당수지의 적
자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1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수취를 포
함해서 5억 3,86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 및 임
금 소득의 규모가 작은 것이 한국의 소득계정 비중이 낮은 이유이고, 특히 해
외 배당소득이 작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금융자산을 포함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비스와 소득계정의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심한 편이다. [표 1-6]은 2005년
도 한국의 서비스 및 소득 계정(수입)의 구성을 주요 국가 및 지역별로 보여준
다. 서비스 수입 전체로 볼 때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고 동남아, EU, 일본 및
중국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남미, 중동, 기타 지역의 비중은 매우
낮다. 서비스 중에서도 운수나 여행이 비교적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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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한국의 서비스 및 소득 수입의 지역별 구성(2005년)

(단위: %)

구분

미국

중국

일본

EU

동남아

중동

중남미

기타
지역

서비스 수입

27.7

12.7

14.7

14.8

17.5

2.3

2.8

7.7

운수

23.2

17.1

10.2

13.9

19.1

3.2

3.9

9.4

여행

14.0

13.5

37.1

8.0

23.8

0.8

0.6

2.2

통신서비스

38.1

8.8

13.5

8.9

15.8

0.8

0.6

13.5

보험서비스

15.3

9.1

-3.3

67.9

13.9

-0.1

1.6

-4.3

사용료

38.8

26.0

8.0

7.3

16.8

0.2

0.4

2.5

사업서비스

34.3

2.9

17.4

20.2

13.2

1.3

0.9

9.9

정부서비스

97.6

0.9

2.5

2.2

2.6

3.3

0.8

-9.9

기타서비스

39.7

5.5

13.2

18.6

12.5

1.5

1.9

6.9

68.2

1.8

1.6

9.1

8.0

0.8

1.5

8.7

소득 수입

주: 비중은 각 서비스 및 소득 항목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기타 지역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시아, 대양주와 캐나다, EFTA 및 기타 유럽 지역, 태평양 국가들이 모두 포함
됨; 정부서비스는 정부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 거래를 뜻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 에서 정리.

있는 반면 정부서비스는 압도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크고 보험서비스 및 특허
권 등 사용료의 지역편차가 큰 편이다. 특히 소득계정의 경우에는 미국의 비중
이 68.2%로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요약하면, 한국의 통상구조가 품목별ㆍ지역별로 편향적
이며 통상을 통한 국부의 창출도 주로 상품거래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편향성이 항상 불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비록 소수이지만 갖고 있고, 또 지역시장을
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향성은 한국의 통
상정책이 보다 지역적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경상수지
구성의 단조로움은 통상정책의 수단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
준다. 이러한 모든 특징으로부터 앞으로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대외통상정책 과제를 해결해 나아
가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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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기존 외교전략이 수동적이며 소극적이었다
면, 통상정책도 이러한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 확
대를 통한 국부의 증대를 위해 국내외 자본과 노동을 강제로 동원하는 체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환경이 변화하면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어떻게 슬기롭게 흡수하여 기존의 수출확대를 통한 지
속적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본격적인 통상협상을 처음으로 해본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통상협상의 의
제가 확대된 이 라운드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시장확대를 달성할 것인지
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으며,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FTA 정책도 지역경제
통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존시장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는 기본 인식하에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GATS가 WTO에서 공식적인 장(場)으로 출범
하자 서비스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위한 로드맵을 서둘러 작성하였고,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공급국과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BRICs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자 신흥 거대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은 장기적 비전이 부재한 가운데 수
동적, 소극적, 임시방편적으로 집행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통상정책 수단 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통상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시장개척활동, 투자유치활동,
해외투자활동, 다자간ㆍ양자간 무역협정의 체결, 환경, ODA, 에너지정책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종합적인 전략하에서 통상정책들을 일관되게
집행하면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수동성, 소극성, 유기적 결합의 부재와 같은 문제
점들이 가장 잘 드러난 통상정책 분야가 바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WTO 이후 다자체제하의 무역협상이 비교적 체계적인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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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어 온 반면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은 해당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 임
시방편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강하다. [그림 1-3]의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수
출 추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부 고위인사의 방한이나 수교 확대후 갑자
기 무역이 크게 늘어났다가 몇 년 동안 순차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왼쪽으로
치우친(left-skewed) 산봉우리의 형태를 보이거나, 에너지가격에 따라 중동지역
에 대한 관심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통상정책도 대상지역이 선진강대국인 경우 수동적으
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했고, 개도국인 경우 관심의 밖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은 모든 통상정책의 수단들
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운용되어야 서서히 효과를 볼 수 있는 특
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정책 수단의 유기적 결합이 부재한 경우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효과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정책 분야는 한국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통상정책 집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그림 1-3.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

(단위: 천 미국달러)

주: 1982년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 1997년 외교부, 건교부 장관 등 방문, 2002년 건교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방문, 2004년, 2005년 외교부, 행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문, 2006
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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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정책을 잘 수립하
는 것은 기존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해결
방안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연구의 방향: 국별 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할 때, 새로운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은 어떠한
성격과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가?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은 외부의 위
협이나 새로운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별ㆍ지역별 통
상정책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
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지역통상정책(comprehensive
and proactive regional trade policy)’이라고 할 것이다.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통상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국별ㆍ지역별로
정책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정책수단별로 보자면 지역간 차별성을 기반으로 지
역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별ㆍ지역별로 통상정책의 다
양한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정책수단별로 정책수단의 지
역적 고려를 하고자 한다.12)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지역통상정책은 대상국가와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12) 지역별, 정책수단별 차별성과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면서 대외통상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가 유럽연합(EU)이다. EU는 과거부터 대외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정책목표인 지역안정과 번영, 전세계
적 시장개방, 기술 표준의 확보, 안정적인 에너지확보 등의 목표에 따라 지역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통
상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과의 안정적인 관계강화를 위하여 특혜무역협정의 최우선 순위를
주변 국가들에 두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EU 기준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최근 EU의
신통상정책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확대방안을 강구하면서 역내시장의 통합을 통한 경쟁의 도입과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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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확보를 위한 통상장벽의 제거이다. FTA나 DDA를 통한 대상국 관
세장벽의 완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이와 동시에 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제거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제적 기준과 현격히 다른 제도적 불
투명성에 대해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상대국에 대한 이러한 능동적 통상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물론 능동적 통상정책 자체가 우리 경제의 개방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해외투자와 해외자산 관리를 통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국제수지 구성상에서 서비스계정과 소득계정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 에너지원의 확보와 함께 에너지 관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
한 국제협력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이슈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면서 동시
에 환경 분야, 나아가서 한국경제 전체의 국제경쟁력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
구할 필요성이 크다.
다섯째, 체계적인 특혜무역협정과 개발협력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제사회의 공존과 번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책은 패키지 형태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기 지역통상정
책의 수단을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내부 운용체제가 요구된다.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에서 다루는 연구의 범위를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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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고자 한다. 통상정책은 보통 “자국의 비교우위체제를 토
대로 교역상대국의 특성과 세계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특정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다국간 무역관계의 이해 조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
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13)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국가간 통
상문제 및 대외협상과 관련된 전략적 차원의 입장수립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역정책보다는 넓은 의미”14)를 가지게 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을 통해서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을 대
상으로 통상정책을 구사할 때에는 양자간 경제협력관계 전반이 통상정책의 범
위에 속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통상’의 범위는 무역정책이나 보통의 통상정
책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통상은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양국간 경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역관계를 넘
어서 투자관계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통상정책의 범위에 속하며 더 나아가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ODA)정책을 통상정책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 해외투자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활동
영역에 속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거나, 국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에
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수급정책, 대체에너지 개발정책 등에는 필연적
으로 장기적인 정책적 마인드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범주에
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자원의 편재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연적으로 지역적 마인드가 개입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의 경우에도 정부는
기후변화, 환경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장기적 안목
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개발협력은 오늘날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는 정부 대외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 무역, 개발과 환
경 등의 이슈가 국제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개발협
13) 강인수 외(2006).
14) 채 욱ㆍ김세원ㆍ유재원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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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포괄적 통상정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통상정책의 지역적 시야를 확보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나, 전
세계의 주요 지역통합체와 관련한 부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동
아시아 경제협력, ASEAN+3, APEC, ASEM 등과 같은 지역 또는 지역간 경제
협력체에서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한
국의 양자적 의미에서의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을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는 지역경제협력체에서의 통상정책 분야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체
계적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양자적 통상전략 분야를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전 세계 12개 국가 및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
다. 먼저 1국가－1지역군으로서 일본, 인도, 러시아가 있으며, 몇 개의 국가 또

표 1-7. 국가 및 지역 구분
국가 및 지역구분

해당 국가

중화권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일본

북미

미국, 캐나다

EU

EU 27개국*

인도

인도

러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의 5개국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ASEAN 10개국**

중동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프리카

아프리카 53개국***

중남미

멕시코 이남 라틴아메리카

주: * 경우에 따라 EU 25; ** 통계상 문제로 라오스와 미얀마가 없는 경우 있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지칭하는 경우, 별도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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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권을 1개의 지역군으로 하는 중화권, 북미 그리고 대양주가 있다. 중화
권은 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고,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로 구성되며 대양주는
대부분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만을 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의 5개 국가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EU는 EU 27개국, 동남아는 ASEAN 10개국, 중동은
GCC 6개국만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53개국, 중남미는 멕시코 이남의 라틴아
메리카를 가리킨다. 통계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지역구분이 달라질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기로 한다.15)
본 보고서는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의 총괄보고서에 해당한
다. [그림 1-4]는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전체 연구프로젝
트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국가에 대한 한국의
통상전략은 12개 지역별 연구보고서로 출간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별 통상전

그림 1-4. 연구 프로젝트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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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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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러한 지역구분이 전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많은 CIS 국가들(우크라이나, 벨로
루시,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등), EFTA, 발칸 국가들, GCC를 제외한 아시아 중동국가, 파키스탄, 방글
라데시 등 인도를 제외한 남아시아 국가들, 남태평양 군도 등이 제외된다. 이 국가들이 제외된 이유는
통계상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지역통상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우 등이며, 지역구분은 KIEP
지역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지역구분은 각 지역별 보고서에서도 그대
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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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동향, 한국과의 경제관계, 주요국의 대상국
가 및 지역에 대한 통상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한국의 대세계 전략에 대한 분석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주요 논의주제는 전통적 통상정책의 목표인 시장확대 분
야와 함께 적극적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국제협력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이며, 신통상정책 분야인 환경협력의 방향과 국제
개발협력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제언이 포함된다. 2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
한 포괄적 통상정책의 이슈들에 대한 지역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 개별 이슈별로 한국이 전 세계 12개 지역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분석과 제언을 바탕으로 대세계 국
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정책의 중점분야를 요약ㆍ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2장
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주요국별ㆍ지역별로 어떠한 통상전략을 수립
하고 집행해야 하는가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지역별ㆍ국별
통상전략의 접근방식과 차별화되는 점은 각 개별 지역연구자들의 시각을 뛰어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시각(2장 내용)
이 함께 용해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통상전략을 한국의 대세계 전략의 시각에
서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장은 결론과 시사점 부분으
로, 향후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을 수립, 집행시 고려해야 할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5]는 본 보고서의 전체 구성에 대한 개념도를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2장의 5대 분야별로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
는데, 2장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12개 국
가 및 지역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지역적 시각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12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정책을 설
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정책분야가 해당 지역과 관련을 맺기 어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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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보고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공란
으로 남겨 놓아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수단이 선택적이고 차별적으로 구사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16) 3장은 이를 다시 지역별로 재구성하고 각 지역
연구자들의 정책방향을 결합하여 지역 맞춤형 통상정책을 제시한다. 4장은 본
연구를 요약ㆍ정리하면서 주요 정책 시사점을 재강조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그림 1-5. 보고서 구성의 개념도

16) 예컨대 일본에 대한 ODA 전략 등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겨 놓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02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시장의 확대는 무역을 통해 국부를 증진시키려는 통상국가에게 있어 필수적
인 조건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내다파는 단조로운
방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생산ㆍ유통ㆍ판매의 국제적 분업과 협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통상역량뿐만 아니라 무역대
상국의 경제 상황과 통상 제도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시장확대는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매우 다양
한 수단을 포함한다. 일단 통상정책에서 볼 때 시장확대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
해서 달성될 수 있다. 무역장벽 철폐는 양자적 차원이든, 다자적 차원이든 시장
접근을 강화시키는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확대전략은 무역장벽 철폐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무역장벽이 완화
된다고 해서 시장확대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통
상정책의 수단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때 시장확대의 목표가 달성된다. 예를
들어, 후술할 해외투자의 적절한 활용, 에너지와 시장의 연계, 환경산업과 시장
확대, ODA를 통한 시장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시장확대전략이 수반된다. 또한
수입을 통한 수출의 증대와 시장확대전략도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시장확대전략 중에서 가장 원론적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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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장벽의 철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서 대략적으로 보인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의 특징을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시장 성장 전망에 따라 한국의 수출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
하고자 한다. 이어서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대상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장벽 중 최근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비관세장벽의 크기를 추정하고 이를 국별ㆍ지역별로
비교할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장확대를 위해서 현재 한국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FTA 정책을 비롯한 통상정책의 향후 운용방향을 제시할 것
이다.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시장확대전략을 도출하기 전에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론에서 한국의 수출구조가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증가 형태와 기술수준별 한국의 대세계 수출

그림 2-1. 연도별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에서 정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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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파악하기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1991년 이후 2006년까지의 16년 기간에 대한 시기 구분을 한다.
[그림 2-1]은 1991~2006년 동안 한국과 세계의 수출증가율을 그래프로 나타
내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세계의 수출증가율은 크게 보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가
전 세계의 수출증가율보다 더 큰 진폭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세계의 수출증가율은 크게 보아 세 번의 정상(peak)과 두 번
의 골짜기(trough)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시기 구분을
1991~96년, 1996~2001년, 그리고 2001년 이후로 하기로 한다.17)
[그림 2-1]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2001년 세계
적인 경기 후퇴기에 감소한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01년 1,504억 달러의
수출액이 2006년에 3,2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수출이 매년 16.7%씩 늘
어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출증가율은 1991~96년 기간 평균 증가율 12.5%
나 1996~2001년 기간 평균성장률 3.0%에 비하면 최근에 수출 성장세가 크게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
은 비단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이 기간 중에 전세계적으로 무역규모
는 크게 증가하여, 세계 교역규모는 기간 평균으로 매년 14.1%씩 늘어난 것으
17) 한국과 세계의 연도별 수출액의 추세선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1991년 이후 두 번의 오목형( ) 곡선
사이에 한 번의 볼록형( ) 곡선이 관찰된다. 그 변곡점 부근이 1996년과 2001년이다.

한국수출

세계수출
(단위: 십억 달러)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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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된다. [표 2-1]은 한국과 세계 연평균 수출증가율의 기간평균을 보여준
다. 1991~96년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교역규모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출증
가율을 보인 반면 1990년대 원화 환율의 고평가와 2001년 경기침체를 겪은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세계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다시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2.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 한국과 세계의 기간평균 수출증가율

(단위: %)

기간

한국의 수출증가율

전 세계 수출증가율

1991~1996년

12.5

8.2

1996~2001년

3.0

3.5

2001~2006년

16.7

14.1

자료: KOTIS에서 정리.

다음으로, 한국의 대세계 국별ㆍ지역별 수출증가율을 파악해 보자. [표 2-2]
는 1991년부터 세 기간 동안 기준년도 대비 비교년도의 국별ㆍ지역별 한국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18) 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러시
아, 인도, 중화권, 아프리카, 그리고 중ㆍ동구 신규회원국을 포함한 EU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전 세계 수출이 모두 증
가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과 비교함으로써 대상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양호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2]에서 뒤의 숫자는 같은 기간 이 지역에 대한 전 세계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인
도, EU, 러시아, 대양주, 아프리카, 중남미에 대해서 2001년 이후 수출을 상대

18) 앞 숫자는 기간 중 한국의 대상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고, 뒤의 숫자는 기간 중 대상지역의 수입 증
가율, 즉 전 세계의 대상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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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과 세계의 국별ㆍ지역별 수출증가율
지역별
중화권
일본

1991년 → 1996년

(단위: %)

1996년 → 2001년

2001년 → 2006년

259.2/105.6

26.3/31.9

203.0/153.1

27.6/47.8

4.7/-0.17

60.8/65.8

북미

13.1/56.6

45.4/41.7

40.8/61.8

인도

151.0/84.8

19.6/64.1

293.0/212.8

EU*
러시아
중앙아시아

45.4/26.6

28.1/14.4

146.9/81.4

1,567.8/27.2**

-52.3/-17.1

452.1/259.2

10,083.3/753.2**

-19.1/2,177.9

114.8/225.3

동남아

177.1/105.3

-19.0/-8.2

94.8/107.2

대양주

83.9/-23.2

19.8/104.7

119.4/115.0

중동

32.9/27.8

45.9/7.8

92.2/112.2

아프리카

-7.4/31.8

31.8/-7.0

160.6/145.7

중남미

213.3/80.9

8.6/73.0

111.6/77.8

주: 앞 숫자는 한국의 각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 뒷 숫자는 해당지역에 대한 전 세계의 수출증
가율; 색이 들어간 부분은 한국의 수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임; * EU의 경우 1991
년 자료부터 EU 27개국을 사용; ** 자료의 제약상 1992~96년 통계 사용.
자료: KOTIS에서 정리.

적으로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던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
고 전 세계 평균 증가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한국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1990년대 초반 및
후반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출된다. 첫째, 1990년대 초반 한국
의 수출이 일본과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크
게 증가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1년 이후에는 국별ㆍ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려
수출의 성과가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회복세
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수출이 부진하
였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중동ㆍ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양호했을 뿐,
신흥시장에서 수출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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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늘어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은 오히려 수출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2001년 이후에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수출실
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한국 제품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도 전 세
계의 대미 수출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9)
그러면 이제는 국별ㆍ지역별 한국의 상대적 수출의 현황을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기술집약도를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한국의 지역별 수출구조의 특
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OECD에서 분류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산업에는 고위기
술(HT: High-technology) 산업, 중고위기술(MHT: Medium-high-technology) 산
업, 중저위기술(MLT: Medium-low-technology) 산업, 그리고 저위기술(LT: Lowtechnology) 산업의 네 종류가 있다.20)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세계 수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고위기술 수출산업 내의 종목별 편향성이 드러난다. [표 2-3]을
보면, 2004년의 경우 고위기술 산업 부문 수출비중 35.9%에서 영상음향통신장
비의 수출비중이 24.7%포인트로서 컴퓨터 및 사무기기(8.5%포인트)와 함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고위기술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약간 완화되어
전체 33% 중 자동차(12.8%), 화학(9.6%), 기계장비(7.5%)가 비교적 고른 분포
를 보여준다. 한편 중저위기술에서는 21.8% 중 기초 및 조립금속(8.9%)와 조선
(6%), 석유정제핵연료(4.1%) 부문이 핵심 수출산업이다. 저위기술에서는 섬유
가죽신발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이 부문의 쇠퇴와 함께 전체적으로 수출비중이
빠르게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산업 구성은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이 중위
기술 위주로 편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고위기술 분야에서 소
수 종목에 집중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겨우 벗어나 종목별 확산의 단계에 있고,

19) 전 세계의 대미 수출은 1991년 이후 세 기간 동안 60.6%, 44.3%, 그리고 62.6% 증가한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16.8%, 44%, 38.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 네 종류 산업의 하부 산업은 [표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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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기술 분야에서 마지막 주력업종을 고수하는 상황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고위기술 산업에서 영상음향통신장비가
시간에 따라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고, 중고위기술 산업에서는 자동

표 2-3.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세계 수출비중의 추이
기술수준

(단위: %)

1995년

2000년

2004년

28.9

36.8

35.9

우주항공

0.7

0.4

0.2

의약품

0.4

0.4

0.3

고위기술(HT)

컴퓨터 및 사무기기
영상음향통신장비

3.9

11.4

8.5

22.6

23.5

24.7

의료정밀광학기기

1.4

1.2

2.2

중고위기술(MHT)

28.2

26.5

33.0

기타전기기기

5.5

2.2

3.0

자동차

7.9

9.0

12.8

화학(의약품 제외)

8.3

8.6

9.6

철도장비 및 기타운송기기

0.2

0.2

0.1

기타기계장비

6.3

6.5

7.5

21.1

20.9

21.8

4.3

4.8

6.0

중저위기술(MLT)
조선
고무플라스틱

2.4

2.2

2.3

석유정제핵연료

1.9

5.4

4.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5

0.6

0.5

기초 및 조립금속

11.9

7.9

8.9

저위기술(LT)

20.8

15.1

8.8

기타제조업

2.0

1.5

1.0

목재 및 목재품

0.1

0.1

0.0

종이인쇄출판

1.1

1.3

1.0

음식료담배

1.8

1.2

1.0

섬유가죽신발

15.9

11.0

5.7

정보통신기술(ICT)

27.3

35.6

33.9

주: 가장 최근 자료가 2004년이었음.
자료: OECD(2006),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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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화학제품의 증가가 눈에 띈다.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조선산업의 수출비중
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위기술은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섬
유가죽신발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중국산 제품의 세계시장 잠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세는 최
근 한국의 5대 수출품목 추이를 대체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이제 기술수준별 한국의 수출비중을 대상국에 따라 세분해 보기로 한다(표
2-4 참고). 먼저 한국의 수출이 선진국과 개도국 시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수준별 한국의 수출비중을 선진국인 OECD 국
가군과 개도국인 비OECD 국가군으로 구분하였다.
표 2-4. 기술수준별 한국의 수출비중: OECD vs. 비OECD
기술수준

(단위: %)

OECD 국가

비OECD 국가

1995년

2000년

2004년

1995년

2000년

2004년

고위기술

36.1

42.5

38.7

22.2

31.0

34.1

중고위기술

27.1

25.0

35.2

29.8

28.5

31.6

중저위기술

16.9

19.2

17.7

25.8

23.1

25.2

저위기술

19.9

13.3

8.4

22.2

17.4

9.2

정보통신기술

33.6

40.6

36.9

21.6

30.4

31.9

주: 옅은 색은 연도별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이며, 짙은 색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산업임.
자료: OECD(2006),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에서 계산.

[표 2-4]는 비교적 분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개도국보다 선진국에서 고
위기술형 수출의 비중이 더 높다. 표에서 보면, 비OECD 국가보다 OECD 국가
에 대한 수출에서 고위기술과 중고위기술 산업의 수출 합의 비중이 약 10%포
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2004년의 경우 고위기술과 중고위기술의
수출비중은 OECD 국가에서 73.9%이고, 비OECD 국가에서는 65.7%이었다.
둘째, 비OECD 국가에서 한국의 고위기술 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저위기술 산업의 수출비중은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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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추세를 보여준다. 중고위기술 산업의 경우도 비OECD 국가에서 최근
그 비중이 상승하였다. 반면에 OECD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관된 추세
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선진국 시장에서 상대적 고위산업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중도 OECD 국가에서
는 비OECD 국가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등락을 반복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OECD 국가에서도 비OECD 국가에서와 같이 저
위기술 산업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뚜렷한 추세를 나타낸다.
셋째, [표 2-4]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OECD 국가에서는 영상음향통신장
비와 자동차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다.21) 한편 비OECD 국가에서는 영상음향통
신기기, 화학제품, 그리고 기초 및 조립금속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넷째, OECD 국가에서는 자동차와 기계장비(철도 및 기타운송기기 제외)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중저위기술 중 기초 및 조립금속, 그리고
저위기술 중 섬유가죽신발 분야의 수출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비OECD
국가에서는 고위기술 중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수출비중이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수출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위기술산업으로 더욱 특화해야 함을 보여줌과 아울러, 개도국에
서 고위 및 중고위기술 산업의 수출에 더욱 힘을 쏟음으로써 시장확대를 이뤄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은 전 세계 각국들과의 FTA 상품 분야
협상에서 어떠한 분야가 핵심적 이슈로 제기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 수출대상국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제
는 수출대상국을 더욱 세분화하여 주요국별ㆍ지역별로 기술수준별 한국의 수
출이 주요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표 2-5]는
기술수준별 한국의 대세계 수출비중을 살펴보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이 산업에 대한 선진국 관세율이 다른 품목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 품목들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FTA 상품 분야 협상에서 이 분야의 시장개방이 핵심적 이슈로 떠오
르는 것으로 보인다. OECD 및 비OECD 국가군에 대한 세부산업별 수출비중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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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술수준별 한국의 수출비중: 국별ㆍ지역별

북미

일본

EU*

중화권

동남아*

대양주

중남미*

인도

러시아

아프리카*

(단위: %)

연도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정보통신기술

1995년

46.3

25.1

10.9

17.7

43.3

2000년

47.2

26.9

11.9

13.9

45.3

2004년

38.2

40.0

12.4

9.5

36.8

1995년

27.8

13.9

27.4

31.0

26.4

2000년

36.3

13.2

32.6

17.9

34.3

2004년

31.9

21.4

34.2

12.5

30.2

1995년

31.1

40.6

14.8

13.5

28.3

2000년

43.9

27.8

19.1

9.1

42.0

2004년

42.8

34.2

18.4

4.6

40.2

1995년

19.8

29.0

22.7

28.5

19.2

2000년

33.7

27.2

21.7

17.4

33.1

2004년

40.7

30.2

21.2

7.9

37.2

1995년

34.0

24.2

30.2

11.6

33.2

2000년

49.7

21.2

18.2

11.0

49.4

2004년

47.0

24.7

20.4

7.9

46.4

1995년

13.8

53.5

17.4

15.3

12.9

2000년

22.0

38.7

27.2

12.1

22.1

2004년

29.8

40.5

19.5

10.2

30.3

1995년

37.7

37.7

5.1

19.6

36.8

2000년

39.4

35.0

12.3

13.3

38.3

2004년

53.5

29.8

11.6

5.2

52.0

1995년

9.2

55.3

28.7

6.9

7.4

2000년

16.2

44.3

26.1

13.4

14.2

2004년

32.2

36.9

26.4

4.5

32.1

1995년

42.4

23.4

9.6

24.6

41.5

2000년

15.7

37.5

9.5

37.2

13.0

2004년

14.2

61.5

9.1

15.2

12.0

1995년

19.0

36.8

23.6

20.5

17.1

2000년

14.9

56.0

9.6

19.4

13.5

2004년

22.4

58.9

11.9

6.8

21.6

주: * OECD 자료의 제약으로 동남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합; 중남미의 경우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합;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
국; EU의 경우 EU 25개국임. 짙은 음영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옅은
음영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한 경우를 나타냄.
자료: OECD(2006),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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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미와 일본의 경우 중고위기술과 중저위기술에서 한국의 수출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의 경우 자동차와 화학제품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2) 고위기술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나타
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국 시장에서 이 부문에서의
높은 경쟁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위기술에서는 수출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고위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중위기술 분
야에서도 한국의 수출비중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중저위기술 산업인 조선
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해온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북미ㆍ일본ㆍEU 시장에 대한 한국의 고위 및 중고위기술 수출비중을
비교해 보면, 2004년 북미와 EU 시장에서 두 부문의 합계 비중이 77~78%의
높은 수준인 반면 일본에서는 53%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중저위기술 산업 위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북미ㆍ
일본ㆍEU에 대한 수출비중을 비교해 보면 EU에 대한 수출비중에서 가장 비중
이 큰 부문이 고위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산업인 반면 북미에서는 중고위, 일본
에서는 중저위 기술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는 각각의 수출 대상국가에서 한국
산 제품의 기술수준별 상대적 경쟁력의 대략적인 추세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중화권과 동남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고위기술 분야의 수
출비중이 가장 높고 저위기술 분야로 순차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고위기술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저위기술 분야의 비중이 감소하
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수출구조 변화의 표준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넷째, 중남미와 인도에 대한 수출의 경우 고위기술 분야의 비중이 최근에 와
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특이하게도 중고위기술 분야, 특히 화학
제품 분야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23) 이는 중남미와 인도에

22) 세부산업별 수출비중 추이는 [부록 2] 참고.
23) 부록의 [부표 2]에 세부산업별 수출비중의 추이가 나와 있다. 중남미에서 화학제품의 비중은 18.8%,
10.7%, 8.4%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31.4%, 15.4%, 그리고 10.4%로 감소한다. 중남미와 인도
의 차이점은 중남미에서 철도장비 및 기타운송기기의 비중이 약 10%로서 상당히 큰 반면 인도에서는
그 비중이 0.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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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상음향통신기기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탓에 화학제품이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국
가들의 화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내수 자급도가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 러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특이
성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고위기술 분야의 수출비
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중고위기술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러
한 상황은 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위기술 분야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러시아에서 고위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하락은 영상음향통신장비에서의 부진에
크게 기인한다. 이 분야의 수출비중이 1995년 35.2%에서 2004년에는 10.9%로
하락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중고위기술 분야에서 자동차의 수출비중이 1995
년 5.5%에서 2004년에는 26.4%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이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크게 늘었으나, 대상국가별로 볼 때, 미국을 비
롯한 북미ㆍ일본ㆍ동남아ㆍ중앙아시아ㆍ중동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상대적으
로 낮다는 것이 드러난다. 둘째, 한국은 고위, 또는 중고위기술 산업의 수출비
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저위기술 산업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셋째, 기술수준별로 볼 때 선진국에서는 고위기술의 수출비중이 크고 개
도국에서는 저위기술의 수출비중이 크다. 넷째, 개도국에서도 고위기술 산업의
수출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개도국에서 중고위기술 상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별로 볼
때 북미와 일본에서의 수출 부진은 주로 고위기술 산업의 수출부진에 기인한
다. 여섯째, 중화권, 동남아, 중남미에서도 고위기술 산업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고, 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 러시아와 아프리카
의 경우 현재는 중고위기술 산업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지만, 향후 이 지역의
소득 증가에 따라 고위기술 산업 부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른 시장확대 전망은 어떠할지 가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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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세계 각국의 GDP 성장 전망을 보기로 한다.
향후 10~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GDP 규모는 현재의 미국과 EU가 계속 최상위
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EU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즉, 미국-EU-중국의 3대 경제권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
라 BRICs를 포함한 신흥거대경제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세계경제의 무게중
심이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Global Insight는 실질 GDP 규모에서 미국과 EU가 각각 1, 2위를 차
지하는 가운데, 203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3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2005년 현재 세계 15대 국가 중 선진국이 10개국, 개도국이 5개국으
로서 개도국의 GDP규모 비율이 11.9%에 지나지 않지만 2030년에 가서는 세
표 2-6. 실질 GDP 중장기 전망(Global Insight)
2005년
1

(단위: 십억 달러, 2000년 기준)

2010년

2015년

2030년

전 세계

36,175.0

전 세계

43,123.9

전 세계

50,240.5

전 세계

78,967.1

미국

11,048.7

미국

12,848.8

미국

14,551.6

미국

21,893.8

2

EU

9,005.5

EU

10,150.5

EU

11,234.4

EU

14,838.1

3

일본

4,978.1

일본

5,471.4

일본

5,846.9

중국

10,652.7

4

독일

1,957.5

중국

2,950.5

중국

4,201.3

일본

6,455.2

5

중국

1,893.3

독일

2,156.4

독일

2,339.3

독일

2,934.9

6

영국

1,629.2

영국

1,860.7

영국

2,089.7

인도

2,826.4

7

프랑스

1,428.2

프랑스

1,561.1

프랑스

1,706.3

영국

2,819.6

8

이탈리아

1,132.6

이탈리아

1,219.8

인도

1,305.7

프랑스

2,200.6

9

캐나다

822.2

인도

944.3

이탈리아

1,304.6

멕시코

1,632.5

10

스페인

680.5

캐나다

940.2

캐나다

1,070.4

이탈리아

1,583.2

11

브라질

670.8

한국

826.8

한국

1,008.6

브라질

1,541.9

12

인도

653.5

브라질

798.3

브라질

한국

1,501.2

946.1

13

한국

638.0

스페인

792.0

멕시코

928.9

캐나다

1,469.7

14

멕시코

635.3

멕시코

772.4

스페인

879.3

스페인

1,164.4

15

호주

453.4

호주

516.0

호주

600.0

아르헨티나

1,104.8

자료: Global Insight(http://www.globalinsight.com/)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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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대 국가 중 개도국이 6개국에 GDP 비율이 25.8%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한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새로운 신흥경제그룹으로 Next-11
을 제시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에 전 세계 GDP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순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중국이 1위, 그 뒤로 미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4)
GDP 규모에서의 지각변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인당 소득에서는 순위 상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흥거대경제권에서 광범위한
중산층의 형성으로 이 경제권에서 구매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OECD는 1인당 GDP는 2025년에도 여전히 미국이 1위이며, 일본, 유로권
표 2-7. 상품교역량 중장기 전망(Global Insight)
2005년

(단위: 십억 달러)

2010년

2015년

2030년

전 세계

19,038.2

전 세계

31,747.2

전 세계

44,629.6

전 세계

129,617.7

1

미국

2,572.0

미국

3,762.3

중국

6,743.7

중국

33,975.7

2

독일

1,748.2

중국

3,378.4

미국

4,995.9

미국

12,816.6

3

중국

1,422.6

독일

3,026.2

독일

3,959.7

독일

10,916.8

4

일본

1,042.1

프랑스

1,485.8

영국

1,852.5

영국

5,234.6

5

프랑스

일본

1,455.4

프랑스

1,846.1

네덜란드

4,210.5

909.3

6

영국

894.3

영국

1,434.7

일본

1,799.6

프랑스

3,857.7

7

이탈리아

744.5

이탈리아

1,090.3

네덜란드

1,450.2

한국

3,476.1

1,089.4

8

캐나다

695.4

네덜란드

9

네덜란드

648.8

한국

976.8

한국

1,448.5

인도

3,064.2

이탈리아

1,335.2

이탈리아

3,010.0

10

홍콩

586.7

홍콩

11

한국

544.5

캐나다

897.1

홍콩

1,264.6

벨기에

2,975.6

882.6

캐나다

1,166.1

캐나다

2,670.1

12

벨기에

527.6

13

스페인

474.3

벨기에

833.6

벨기에

1,079.1

일본

2,577.8

스페인

762.4

러시아

994.2

스페인

14

멕시코

2,560.6

436.1

러시아

716.5

스페인

990.7

홍콩

15

싱가포르

2,433.5

387.3

싱가포르

698.0

싱가포르

942.5

러시아

2,245.6

자료: Global Insight(http://www.globalinsight.com/)에서 정리.
24) The N-11: More Than an Acronym(Goldman Sachs 2007. 3. 28) - 새로운 신흥경제국그룹으로
‘넥스트-11’개념을 제시하고 한국과 멕시코를 각각 1, 2위로 하는 이 그룹이 2050년 미국 수준에 상
당하는 GDP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넥스트-11’그룹에는 한국, 멕시코와 함께 인도네시아, 나
이지리아, 베트남, 터키, 필리핀,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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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area)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의 1인당 GDP는
2020년이 지나면서 발칸국가와 유럽 독립국가연합(CIS)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25) 한편, 골드만삭스는 2050년 국가별 소득 전망에서 부자 국가군
(rich club)으로 미국, 한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일본을, 중상위 소득국
가군(upper middle income group)으로 멕시코, 이탈리아, 브라질, 중국, 터키를,
중하위 소득국가군(lower middle income group)으로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이집트, 필리핀을, 그리고 하위 소득국가군에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를 꼽고 있다.
교역량도 신흥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의 지역별 세계교역량 비중 전망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비중이
15%(2005년)에서 11%(2025년)로 줄어들고, 같은 기간 일본(6% → 4%)과 유로
권(26% → 18%)이 세계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
국은 현재의 7%에서 17%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Global Insight에 따
르면 상품교역량은 2015년 중국이 1위로 부상하며 미국과 독일이 그 뒤를 이
을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 가면 인도와 러시아가 상위 15대 교역국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05년 11위에서 2010년 9위, 2015년 8위, 2030년 7
위까지 그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품교역량 추이의 변화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경제권에서
무역개방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의 GDP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
개방도에서 미국과 일본은 30~40%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중국과
한국, 역내 무역을 포함한 EU는 100을 상회하는 높은 무역개방도를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된다.26)
이제 이러한 전망을 배경으로 하여 앞에서 분석한 한국 수출구조의 특징에
따른 한국의 시장확대 전망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기로 한다. 향후 10~20년
25) OECD(2007).
26) EU 역내무역을 제외한 무역개방도는 2005년 현재 약 20% 수준으로 미국ㆍ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EU 15개국과 EU 25개국의 전망치는 다소 차이를 보여, EU 15개국의 역외 무역
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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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무역개방도 추이 전망

(단위: %)

국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5년

미국

15.3

17.9

20.3

20.6

24.8

34.6

38

일본

16.3

13.8

17.2

22.9

25.7

30.2

30.8

중국

29.7

38.6

39.6

63.9

75.7

121.1

127.4

EU*

n.a.

40.2

49.9

51.7

66.7

95.1

104.1

50.4

56.7

65.7

72.8

102.5

106.8

중남미

24.3

28.4

38.1

45.1

47.4

56.3

57

중동

58.5

64.0

68.2

80.7

60.9

57.1

52.9

37.8

43.1

53.1

65.6

80.2

81.4

49.2

49.2

65.6

69.1

88.4

111.9

115.5

아시아/대양주**

아프리카
한국

2030년

2035년

주: * EU 역내 교역 포함; ** 일본 제외.
자료: Global Insight(http://www.globalinsight.com/)에서 정리.

동안 세계경제는 큰 변동을 겪을 것이다. 총 GDP 규모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거대경제권으로 부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에서 중고위기술 이상의 산업에서 생산
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와 멕시코,
브라질과 중국, 터키는 중상위 이상의 소득국가군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지역
에서 고위기술과 중고위기술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고위기술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수출산업에서 고위기술 산업 중 영상음향통신기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술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선진국 시장에서 고위기술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차상위 소득의 경제권에서 고위기술 상품이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EU 25

-

-

16.9

20.4

19.9

18.8

18.3

19.2

20.7

EU 15

18.8

18.6

18.9

22.7

22.3

21.2

20.7

21.7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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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되는 경로를 밟게 될 때, 지속적인 수출의 증가는 바로 고위기술 산업에서
여러 종목의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영상음향통신기기 이외에 의약품, 우주항공, 의료정밀광학기
기 분야에서 현재의 수출 부진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와 인도와 같이 새로이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중상위기술
산업의 상품의 수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광범위
한 중산층이 빠르게 형성됨에 따라 고위기술 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조만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중고위기술 편향적 수출구조는 조만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고위 및 고위기술 제품이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해외 주요
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크기에 관한 추정과 그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무역장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고찰한다.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좋은 상품 만들기 이외에도 대상지역이나 국가에 관한 정
확한 정보, 대상 소비자들이 선호 등 상품 수요를 판매로 연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KOTRA, 무역
협회 등 무역진흥을 위한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수출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적절한 금융지원,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출보증 및 수출보험
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금
융기관이나 정부지원기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관심분야는 이러한 요소들에 더해서 수입
국의 무역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정부간 차원에서,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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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고려 없이 포
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역통상정책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전통적인 관세장
벽 분야는 무역장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여러 번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세 수준은 상당히 낮아졌
으며, 무엇보다도 관세장벽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관세장벽의 감축이라는 변화된 환경과 관세장벽의 투명성이라는 속성
으로 인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에는 관세장벽과 함께 비관세장벽이 매우 중요
한 무역장벽으로 관심을 끌어 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비관세장벽 분야를 통상정책과 결부시켜 다루기로 한다.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중요한 분야로서 해외 각국의 비관세장벽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FTA 협상 등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비관
세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분야는 국제적으
로 공인된 유형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개념 자체도 명확한 것은 아니
다. 비관세장벽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종종 투명하게 드러
나지도 않는다. 가장 넓은 정의를 따르자면,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이 흐름을 제
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을 포괄한다.27) 여기에는 수입제
한과 쿼터, 비자동적 수입허가, 관세수수료 및 수입세 등 무역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가 모두 포함된다.28)
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장벽, 내부수수료,
세관절차와 규칙, 시장접근에 관한 경쟁제한조치, 서비스 관련 제한조치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거론되고 있다.29) 시장접근에 관한 경쟁제한조치로는 수량제

27) OECD(2005). 수입비관세장벽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인 자료는 UNCTAD의 TRAINS(Trade Analysis
and Information System) databas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수출세나 수출제한 등 수
출비관세장벽을 제외한 수입비관세장벽만을 다루기로 한다.
28) 노재봉(1992)은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수량제한(수입금지, 수입할
당, 수출자율규제), 수입절차((비)자동적 수입허가, 통관절차), 가격제한(가격조사, 가격유지, 가격인상),
그리고 기타 제한으로서 표준 및 규정에 의한 제한, 원산지규정, 국내생산분 포함규정, 정부조달, 금융
상 제한, 수입자 제한 등이다(노재봉 1992, pp. 18~21).
29) OECD(2006),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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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행정조치, 정부조달, 보조금과 정부지원, 투자제한, 운송에 관한 규제
나 운송비용 등이 포함되고 서비스 제한에는 인력이동 제한, 무역구제조치 남
발, 현지마케팅 관련 규제 등이 거론된다.
본 절에서는 비관세장벽(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보다는, 국별ㆍ지
역별로 비관세장벽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이며, 그 유형은 국별ㆍ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다. 왜냐하면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에
서 주된 관심사는 국별ㆍ지역별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이 얼마나 크고,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방식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30)

1) 비관세장벽의 추정
비관세장벽이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최초로 논의된 것은 1973년에서 79년까
지 계속된 7차 동경라운드에서였다. 동경라운드는 보조금과 상계관세, 기술표
준, 수입허가과정, 관세평가 등을 논의함으로써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비관세장벽 분야가 논의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였으며, 이 협상 이후 비관세장벽에 관한 다양한 논의
가 진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WTO를 중심으로 OECD와 APEC에서
무역원활화31) 의제를 다룰 때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와 철폐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면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먼저 파악
하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주로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
루어졌으며, Deardorff and Stern(1998)을 비롯하여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비관

30) 따라서 비관세장벽의 크기를 나타내는 관세 상당치(Tariff Equivalents)를 따로 구하지는 않는다.
31) 무역원활화는 무역과 관련한 모든 절차의 비효율과 복잡함을 제거하고, 절차, 관행, 인프라의 간소화,
조화, 자동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무역원활화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각료회의에서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로 포함되었으며, 2004년 7월 무역원활화만
WTO 일반협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 이슈는 무역원활화보다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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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벽을 추정하는 방식이 발전되어 왔다.
현재 비관세장벽을 추정하는 방식을 대별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
이 가능하다.32) 기본적으로 가격과 수량, 두 가지 측면에서 비관세장벽이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첫째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특정
상품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더 높을 것이므로 가격 비교를 통해서 비관
세장벽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상품무역
이 저해되어 무역량이 줄어들 것이므로 무역량을 소위 정상상태의 무역량과
비교ㆍ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대상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개별적인 비
관세장벽을 조사하는 방식과 거시경제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
첫째 방식은 수공 가격비교방식(handicraft price gap method)이다. 이 방식은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은 재화의 국내 가격과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국제가격
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정교하게 가격비교가 이루어진다면 비
관세장벽의 크기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크기는 곧바로 관세 상당치로 전환
되어 비관세장벽이 얼마만큼의 관세장벽에 상당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러나 이 방식의 문제점은 가격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운송비,
도소매 마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정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격변수 계량경제학적 방식(price-based econometric methods)이다. 이 방식은
가격비교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많은 나라와 상품을 동시에 적용하고자 사용
된다. 그러나 가격 자료의 가용성이 종종 문제가 되고 계량모형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의 효과가 변하거나 하여 전체적인 효과를 볼 때에만 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셋째 방식은 수량변수 계량경제학적 방식(quantity-based
econometric methods)이다. 이 방식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무역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관세장벽이 없다면 무역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추
정하여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력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와 요소
함유도(factor-content) 모형이 있다. 수량적 접근법은 자료를 구하기 쉽다는 장

32) OECD(2005),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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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나 상품고유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계량모형의 형태에 민감하
다는 점 등 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
며, 나중에 관세 상당치를 계산할 때 추가적인 가정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넷째 방식은 시뮬레이션(simulation) 방법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관세
상당치를 알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일단 구해진 관세 상당치에 따라 비관
세장벽이 경제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균형모형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형의 민감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개별
비관세장벽의 크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량변수 계량경제학적 방식, 그 중에서도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주요국별ㆍ지역별 비관세장벽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방식을 사
용한 이유는 전 세계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자료보다
무역량 자료가 가용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관심분야가 비관세
장벽이 경제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국별ㆍ지역별
로 비관세장벽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개별 상
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가격접근법보다는 수량접근법이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
추정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한 형태의 중력모형 방
정식을 구성하고 여기에 전 세계교역량과 다양한 중력모형 인자를 대입하여
회귀분석을 한다. 회귀분석의 결과 나온 추정교역량을 정상교역량이라고 간주
하고 이를 실제교역량과 비교하여 실제교역량이 추정교역량보다 작다면 이를
비관세장벽에 의한 무역장벽의 효과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직관적이
고 간단하지만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먼저 계량경제 방정식에서 나온 모
든 잔차를 비관세장벽이라고 간주하는 무리한 단순화를 범하고 있다. 이 방식
이 비록 널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33) 이러한 단점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제교역량이 추정교역량보다 더 큰 경우 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회귀방정식의 구현형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거
33) Park(2002), Lejour et al.(2004), Philippidis and Carrington(2005), Philioppidis and Sanjuan
(2007) 등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비관세장벽을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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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부(負)의 비관세장벽이라고 간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제교역량과 추정교역량을 비
교함으로써 대상국가와 지역의 수입량이 대략 어떠한 수준인지 파악한다. 이어

표 2-9. 주요국별ㆍ지역별 교역친화도

(단위: %)

국가 및 지역

비율

국가 및 지역

비율

한 국

1.615

일 본

1.938

중화권
북미

동남아

남아시아

대양주

중남미

홍콩

2.856

벨기에

2.794

중국

2.651

독일

2.571

미국

3.197

네덜란드

2.105

캐나다

2.052

이태리

1.774

싱가포르

2.660

스페인

1.327

말레이시아

2.297

영국

1.703

태국

1.656

프랑스

1.635

인도네시아

1.277

덴마크

0.841

필리핀

0.824

핀란드

0.766

방글라데시

1.034

그리스

0.753

인도

0.926

스웨덴

0.740

스리랑카

0.720

포르투갈

0.738

호주

2.322

폴란드

0.673

뉴질랜드

1.160

아일랜드

0.604

멕시코

1.727

오스트리아

0.553

칠레

1.668

스위스

0.847

브라질

1.358

터키

1.237

온두라스

0.687

남아공

1.278

과테말라

0.655

이집트

1.131

콜롬비아

0.609

모로코

1.060

아르헨티나

0.598

가나

1.050

페루

0.530

알제리

0.805

바하마

0.511

케냐

0.769

베네수엘라

0.442

앙골라

0.363

우루과이

0.374

바레인

0.729

EU

EFTA
기타 유럽

아프리카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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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방식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비관세장벽이 적다고 간주
되는 국가와의 교역량 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여타 국가와의 교역량 비율을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다른가를 파악하는 간접비교방식을 사용하
고자 한다.34) 예를 들어 EU 시장의 비관세장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EU
국가들과 사실상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FTA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 비
율을 파악한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실제수입의 비율이 더 낮다면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보는 것이다. 즉 EU-EFTA 간 교역은 비관세장벽이 없는,
또는 가장 적은 이상적 관계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35)
먼저 표준적인 가정에 따라 중력모형 방정식을 추정하였다.36) 분석대상 국
가는 전 세계 52개국으로서 52개 국가의 교역관계와 이 국가들의 GDP(변수명
GDP), 1인당 GDP(PCGDP)와 거리(DISTANCE)가 기본적인 중력모형 인자로
사용되었다.37) 기본 중력모형 인자와 함께 모형에서는 두 나라의 접경 여부
(BORDER), 동일언어 사용 여부(LANGUAGE), 그리고 EU, NAFTA, ASEAN,
MERCOSUR와 같은 경제공동체 더미변수(BLOC)가 포함되었다.38)

34) Winchester(2007)는 호주와의 교역관계를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비관세장벽을 추정하고 있다.
35) 이 방식은 회귀식의 형태에서 오는 단점을 최소화한다는 이점은 있으나, 이상적인 관계를 갖는 교역관
계 선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교역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치를 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적절한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력모형에서
제시하는 실제교역량과 추정교역량의 비율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36) 이 회귀분석은 Kim and Lee (2004)의 분석 결과를 활용한 것이다.
37) 분석대상 52개 국가는 한국, 일본, 중화권(중국, 홍콩), 동남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
르, 태국), 북미(캐나다, 미국), 유럽(영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바하마), 아프리카
(앙골라,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가나, 케냐, 남아공),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남아시아(인도,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 중동(바레인)이다. 교역량 자료는 IMF DOTS이며, 명목 GDP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거리는 Rose(2002)를 기본으로 하고 indo.com에서 보완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RATS가
사용되었으며 random effect panel analysis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비관세장벽으로 도출하기 위
한 기본 교역량은 2002년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2002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0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38) 경제공동체 더미변수가 포함된 이유는, 역외국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이 역내국이 아니
기 때문에 발생하는 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이다. 즉 일단 경제공동체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역내국의 차별적 특혜는 인정하고 역내국에 적용되는 차별적인 조치를 넘어서는 비관세
장벽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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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Tij) = α+ β1(logGDPi ㆍ logGDPj) + β2(logPCGDPi ㆍ logPCGDPj) +
β3 log (DISTANCEij) + β4 (BORDERij) + β5 (LANGUAGEij) + γk ∑k BLOCk
단, log (Tij)는 i국의 j국으로부터의 교역량(수입량); logGDPi ㆍ logGDPj는 i국과 j국
의 GDP의 log값의 곱; logPCGDPi ㆍ logPCGDPj 는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로그값의
곱; DISTANCEij는 두 국가의 거리; BORDERij는 두 국가의 접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LANGUAGEij는 동일언어 사용 여부; BLOCk는 경제공동체 여부를 나타냄.

[표 2-9]는 회귀분석의 결과 도출된 적정수입량 대비 실제수입량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39) 표의 숫자는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그 국가의 대세계 적정
수입량대비 실제 수입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숫자가 더 크면 클수록 그
국가는 자신의 적정 수입량보다 더 많은 수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비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
아시아권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이들 선진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에서 실제수입량이 적정 수입량을 웃돌고 있어 시장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반면 아프리카, 중남미, 남아시아, 중동 시장의 접근성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표 2-9]의 결과를 비관세장벽 크기의 역수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제 이 결과를 기반으로 교역대상별로 가장 비관세장벽이 낮
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기준으로 다시 비율을 조정하였다.
[표 2-10]은 조정된 결과 도출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0]을 [표 2-9]와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치의
크기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가장 긴밀한 교역관계를 보이는 국가와의 통상관계
를 기준으로 다른 교역관계를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다.40) 국가별ㆍ지역
별로 보면, 북미, 대양주, EFTA, EU 시장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39) 회귀분석의 결과는 Kim and Lee(2004), p. 144 참고.
40)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은 조정 후 그 수치
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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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주요국별ㆍ지역별 교역친화도(조정 후)

(단위: %)

국가 및 지역

비율

국가 및 지역

비율

한 국

0.740

일 본

0.821

중화권
북미

동남아

남아시아

대양주

중남미

홍콩

2.856

독일

1.957

중국

0.733

네덜란드

1.259

캐나다

1.385

영국

1.136

미국

1.097

스웨덴

1.047

싱가포르

1.094

핀란드

1.000

말레이시아

0.877

아일랜드

0.937

인도네시아

0.810

스페인

0.903

필리핀

0.562

덴마크

0.864

EU

태국

0.540

벨기에

0.836

스리랑카

0.720

프랑스

0.835

인도

0.526

이태리

0.747

방글라데시

0.332

포르투갈

0.654

호주

2.080

오스트리아

0.648

뉴질랜드

0.930

폴란드

0.467

멕시코

1.200

그리스

0.362

칠레

1.105

스위스

1.113

EFTA
기타 유럽

바하마

0.863

터키

0.912

콜롬비아

0.738

가나

0.733

아르헨티나

0.665

남아공

0.649

이집트

0.645

케냐

0.601

브라질

0.650

과테말라

0.638

온두라스

0.597

모로코

0.565

우루과이

0.566

알제리

0.559

페루

0.417

앙골라

0.363

베네수엘라

0.411

바레인

0.605

아프리카

중동

주: 기준이 된 통상관계는 인접국가, 식민지경험 등으로 인한 특혜무역협정의 존재 여부와 주
요교역대상국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앙골라(프랑스), 아르헨티나ㆍ콜롬비아ㆍ브라질ㆍ멕
시코ㆍ카리브해 연안 국가ㆍ베네수엘라ㆍ페루ㆍ우루과이ㆍ칠레(북ㆍ중남미), 호주(뉴질랜
드), 뉴질랜드(호주), EU(스위스), 바레인ㆍ이집트(영국 및 중동), 방글라데시(인도, 태국),
캐나다(미국), 중국(홍콩), 가나(영국), 미국(주요 선진국), 스위스(EU), 인도(남아시아, 미
국), 터키(EU), 남아공(아프리카, 영국), 한국(일본, 중국), 일본(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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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면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은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관세장벽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국별ㆍ지역별로 보면, 홍콩,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칠레, 독
일,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등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 전반적으로 비관세
표 2-11. 주요국별ㆍ지역별 비관세장벽의 크기
국가 및 지역

NTB

국가 및 지역

NTB

한 국

1.352

일본

1.218

중화권
북미

동남아

남아시아

대양주

중남미

홍콩

0.350

독일

0.511

중국

1.364

네덜란드

0.794

캐나다

0.722

영국

0.880

미국

0.912

스웨덴

0.955

싱가포르

0.914

핀란드

1.000

말레이시아

1.140

아일랜드

1.067

인도네시아

1.235

스페인

1.107

필리핀

1.779

덴마크

1.157

EU

태국

1.852

벨기에

1.196

스리랑카

1.389

프랑스

1.198

인도

1.901

이탈리아

1.339

방글라데시

3.012

포르투갈

1.529

호주

0.481

오스트리아

1.543

뉴질랜드

1.075

폴란드

2.141

멕시코

0.833

그리스

2.762

스위스

0.898

터키

1.096

칠레

0.905

바하마

1.159

EFTA
기타 유럽

콜롬비아

1.355

가나

1.364

아르헨티나

1.504

남아공

1.541

이집트

1.550

케냐

1.664

브라질

1.538

과테말라

1.567

온두라스

1.675

모로코

1.770

우루과이

1.767

알제리

1.789

페루

2.398

앙골라

2.755

베네수엘라

2.433

바레인

1.653

아프리카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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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의 크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싱가포
르를 제외한 동남아국가, 상당수 EU 국가, 터키 등은 실제 교역량이 잠재적 교
역량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태국, 방글라데시, 페루, 베네
수엘라, 폴란드, 그리스, 알제리, 앙골라 등의 국가에서는 실제교역량이 잠재교
역량을 크게 밑돌고 있어서 외국 상품의 국내시장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정 전의 비율과 조정 후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조정 전 교역친화도 비율이 상
당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조정 후에는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동
아시아 시장이 잠재적 교역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교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이 국가들의 시장이 보편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특정
한 국가에 대해서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아시아시장은 보편
적인 시장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유럽 시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비유럽 국가들이 크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41)
[표 2-11]은 [표 2-10]에서 도출된 수치의 역수로 계산된 비관세장벽의 크기
를 국별로 보고하고 있다. 홍콩, 호주,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의 순으로 비관세
장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표 2-12]는 이러한 개별 국가의 비
관세장벽의 크기를 본 보고서에서 구분한 지역별로 산술평균한 값을 제시하고
있다. 대양주의 비관세장벽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북미,
중화권, 기타 유럽(EFTA, 터키), 일본, EU, 한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
카, 남아시아의 순으로 나타난다. 단, 여기서 제시된 국별ㆍ지역별 비관세장벽
의 크기는 해당 지역 국가의 모든 경우가 고려된 것은 아니며, 자료가 가능한
경우에 국한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는 ASEAN

41) 이는 Fortress Europe이라는 역외국의 우려가 기우일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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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중 비관세장벽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후발 4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
으며, 아프리카는 53개국 중 7개국만 포함되어 있고, 바레인은 중동에서도 가
장 개방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2-12. 주요국별ㆍ지역별 비관세장벽의 크기
국가 및 지역

비관세장벽

국가 및 지역

비관세장벽

대양주
북미

0.778

한국

1.352

0.817

동남아

1.384

중화권

0.857

중남미

1.558

EFTA, 터키

0.997

중동(바레인)

1.653

일본

1.218

아프리카

1.776

EU

1.279

남아시아

2.101

2) 주요국별ㆍ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유형
앞에서는 주요국별ㆍ지역별로 비관세장벽의 크기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국별ㆍ지역별로 비관세장벽의 대략적인 크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비관세장벽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할 때 밝힌 바와 같이 이러
한 거시적 접근방식은 개별국 비관세장벽의 특징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거의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별ㆍ지역별로 어떠한 종류의
비관세장벽이 있는지, 또 국가마다, 지역마다 더 자주 나타나는 비관세장벽의
종류가 있는지, 그 차이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비관세장벽의
전체적인 수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국별ㆍ지역별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을 수행할 때 대상국별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3]은 국별ㆍ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빈도수를 제시하고 있다.42)

42) 비관세장벽의 유형에 따른 분류는 [부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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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수입규제, 통관, 무역구제, 정부조달, 기술장벽, 환
경, 지식재산권, 그리고 경쟁분야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43)
표 2-13. 국별ㆍ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빈도수
일본 대양주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중동 중남미 중앙아

아프
리카

분야

북미

EU

수입규제(8)

3

0

1

1

7

6

4

4

5

5

2

2

통관(15)

5

3

2

1

8

5

8

7

5

3

5

6

무역구제(3)

1

1

1

2

1

0

2

2

0

1

2

1

정부조달(8)

4

1

1

5

3

2

6

7

8

5

0

5

기술장벽(15)

4

5

9

1

8

5

7

6

6

4

5

5

환경(14)

5

11

1

1

3

0

1

1

1

3

1

1

지식재산권(3)

1

0

0

0

3

3

1

3

2

0

1

0

경쟁(2)

1

0

0

0

1

2

2

1

0

1

2

0

계(68)

24

21

15

11

34

23

31

31

27

22

18

20

주: 짙은 숫자는 빈도수가 높은 경우를 나타냄; ASEAN: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
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대만, 태국, 필리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
웨이트;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이집트.
자료: 외교통상부(2006), USTR(2007)과 기타 국별 통상장벽 보고서 등에서 정리.

[표 2-13]에서 확인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비관세장벽의 크기
를 추정할 때 대체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비관세장벽의 크기가 작고 개도국의
비관세장벽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표 2-13]에서 정리한 기준에 따라 해
당 항목에 적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비관세장벽
의 빈도수가 낮고 개도국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추
세는 결코 아니다. 예컨대 북미권의 비관세장벽 빈도수가 24개인 반면 중앙아
시아는 18개 분야, 아프리카 20개, 중남미와 러시아는 각각 22개와 23개를 보
여 북미보다 빈도수가 더 낮았다. 빈도수로 볼 때 가장 비관세장벽이 낮은 순

43) 이 분류기준은 외교부(2006), 외국의 통상환경 의 분류기준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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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열하면, 대양주(11개), 일본(15개), 중앙아시아(18개), 아프리카(20개),
EU(21개),

중남미(22개),

러시아(23개),

북미(24개),

중동(27개),

인도와

ASEAN(31개), 그리고 중국(34개)의 순이다.
다음으로, 국별ㆍ지역별로 8가지 비관세장벽의 유형에 따라 빈도수가 달리
나타났다. 수입규제, 통관과 같은 고전적인 비관세장벽의 경우 개도국이 상대
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반면 EU, 일본, 대양주 등은 이 분야의 제한이
거의 없었다. 반면 환경규제의 경우에는 EU가 압도적으로 많은 11건의 환경규
제를 운용하고 있다. EU가 대양주나 일본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환경
규제 분야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44)
일본은 기술장벽에서 9건이나 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
가 일본과의 FTA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장벽 중 특히
위생검역 부문의 비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이 가장
적은 대양주의 경우에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5건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
한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다.45)
북미(주로 미국)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통관, 정부조달, 환경 등 거의 모
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특
히 미국)의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인데 첫째 유형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의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경우이다.46) 둘째 유형은 9ㆍ11
테러 이후 안보상의 이유로 주로 통관 분야에서 절차가 복잡하여 무역장벽으
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관세법ㆍ국토안보부법ㆍ무역법 등에 의거하여 안보통
관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47)나 바이오테러 대응법 시행에 따라 식품수입규제를
44) 환경규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 EU가 제기하여 만든 제도임을 알 수 있다. EU는 현재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포장재폐기관리지침(PPW), 에코라벨제도, 전기전자폐기지침(WEEE), 폐차지침(ELV),
배기가스규제(euro4, euro5), 플루오르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을 실시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45) 호주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이다.
46) American Automotive Labelling Act, Merchant Marine Act, Buy American Act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47)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 Free and Secure Trade Program,
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02.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 95

강화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유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의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비관세장벽이다.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이 적용
되지 않는 주가 13개에 이르는 등48) 미국은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
각기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를 관할하는 기관이 700여 개,
규격 수가 9만 3,000여 개에 달하며 관련정보가 산재해 있어 이같은 복잡함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별ㆍ지역별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관세장벽 문제를 접근할
때 국별ㆍ지역별로 서로 차별화되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국별ㆍ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먼저 비관세
장벽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중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비관세장벽이 발견되는
국가이다. 수입규제ㆍ통관ㆍ기술장벽ㆍ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매우 높은 빈도
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규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이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를 들어 수입자동차의 통관지를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만, 만주리항,
심천항, 阿拉出口 등 7곳으로 제한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든가,
약품수입관리방법 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항을 특정 항구로 제한하여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다는 점 등이다. 한편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CCC) 인증제를
실시하여 중국정부가 지정한 대상제품은 반드시 이를 획득해야만 중국 내 수입ㆍ
유통ㆍ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49) 이로 인해 인증품목 변경에 대한 예측
이 어렵고, 인증절차에 시일이 오래 걸리며, 많은 정보 제출 요구로 인해 기업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다음으로 비관세장벽이 많은 지역으로 보고되는 ASEAN의 경우도 수입
규제ㆍ통관ㆍ무역구제ㆍ정부조달ㆍ기술장벽ㆍ지식재산권 등에서 높은 빈도

48) 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
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49) 대상품목은 자동차, 전기제품, 건축용 인테리어품목, 일부 자동차 부품, 완구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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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환경 분야는 거의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각종 수입허가제를
실시하는데, 수입허가 승인을 위해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캄보디
아의 경우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캄컨트롤(CAMCONTROL)
은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부처 중 하나로 뇌물이 있어야 통관서류가 쉽게 처리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 규율
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절차를 따른 식품만 수입이 가능하다.50)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한국제품과 관련하여 반덤핑 조사 및 제소가 빈번한 편이다.
ASEAN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비관세장벽을 보여주는 인도는 수입규제, 통
관, 무역구제, 정부조달, 기술장벽 분야에서 높은 빈도수의 비관세장벽이 알려
지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관련 규제가 많고, 자동차 수입항을
3곳으로 한정하여 수출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와 적자 완
화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51) 또
한 외국제조업자와 수출업체는 인도 표준청에 등록하여 BIS 인증마크를 받아
야 하는데, 규제 해당품목의 HS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당국의 자의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매번 검사와 샘플테스
트 등을 다시 모두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수입규제와 통관 분야 이외에도 정부조달에
서 폐쇄성을 나타냈으며 기술장벽도 상당하다. UAE, 카타르, 오만의 경우 영
사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수입물품 통관 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 해
외주재 해당국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UAE, 오만, 쿠웨이트 등 많
은 중동국가들이 AGENT 제도를 운영하여, 외국 업체가 중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현지 판매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
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의 입국 시에는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하며,
스폰서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50) 할랄(halal) 식품 관련인증제를 도입하고 할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51) 인도는 1992~2005년까지 188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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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경우 수입규제와 정부조달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많
은 편이다. 특히 수입규제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수입규제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부족으로 알려진 것보다 적은 비관세장벽이 보고
되는 아프리카는 통관ㆍ기술장벽ㆍ정부조달과 관련해서 비관세장벽이 지적되
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장기간의 통관과
정과 정박 및 하역비용이 높은 고질적인 악습이 부두 관행으로 남아 있다. 또
한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최대 단일 수
출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국 수출업자들은 인근 국
가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수입규제와 통관, 지식재산권과 경쟁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에는 각종 인증제도 및 통관제도가 여러가지 법에 의
해 규정되어 있고, 각 제도들이 정착되지 않아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빈번
한 제도의 개폐와 법 간의 상호모순 등으로 통관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연방
법과 지방정부의 법 해석 및 적용이 다른 경우가 빈번하고 관료주의, 부패, 조
직범죄 등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지적된다. 또한 브랜디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증류주에 대해서 엄격한 수입허가 및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 중에서 가장 비관세장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복적 서류제출 요구, 과도한 지연 및 비과학적 통관절차
등의 문제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소비세가 굉장히 높아서 수입품에 대해
서 100~15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앞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해외 시장의 상황은 국별ㆍ지역별로 상당한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양주ㆍ북미ㆍ유럽선진
국과 홍콩 등의 비관세장벽이 비교적 낮은 반면 신흥개도국 시장의 비관세장
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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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거대 신흥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국가들에 대한 수출확대를 포함한 경제협력의 확대가 절대
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는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중국, 터키는 중상위 이상 소득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고위기술과 중고위기술 상품에 대한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은 현재의 선진국시장처럼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위기술 산업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해 이
지역에서 고위기술 산업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미리 철폐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고위기술 산업 분야의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
야 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위기술 산업은 일종의 첨단산업 제품으로
서 비교적 무역장벽이 높지 않은 반면 중고위기술 산업의 경우에는 많은 선진
국과 개도국들이 경쟁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역마찰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중고위기술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노
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까지 한국의 수출 성과를 보면, 북미, 일본,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에
대한 수출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미와 일본에서의 수
출 부진은 앞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고위기술 산업의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
인데, 이는 기술경쟁력과 마케팅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에서의 상대적 수출부진은 이 지역에 대한 수출
인프라 구축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산업정책 차원에서 보자면 고
위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수출산업의 기
술경쟁력이 증가됨에 따라 선진국 시장에서 이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고 이러
한 흐름이 적하효과를 통해서 차상위 소득의 경제권으로 파급되는 경로를 보
일 것이기 때문에 고위기술 산업에서의 품목별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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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행해진 한국의 중요한 통상정책의 수단을 놓고 볼 때 시장확대와 관련하여 가
장 중요한 해결 방향은 FTA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것과 다자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 보고서에는 FTA를 중심
으로 한 양자적 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논하
고자 한다. 시장확대 통상정책으로서 FTA 정책이 중요한 것은 FTA 협정이 양
자협상이기 때문에 국별ㆍ지역별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FTA정책이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핵심적 수단 중의 하나가 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FTA 정책을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범주에서 고찰해 보기
로 한다. 1998년 정부가 칠레와의 FTA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이래 2007년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상품협정) 등 4개 경제권, 16개 국가와
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또한 1980년대 가장 먼저 FTA의 가능성이 논의되
었던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었으며,52) ASEAN과의 서비스 부문 협정이 서명
되었고, EU, 캐나다, 인도 등 29개국과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중국,
MERCOSUR, GCC,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를 검토 중에 있거나 의제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당초에 칠레 등 소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부의 FTA 정책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2003년 중반에 발표된 FTA 추진 로드맵 을
통해서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FTA 정책은 높은 수준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여 전세계적인 FTA네트워크를 만들며, 지역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북아 허브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까지의 성과로 볼 때 정부의 FTA 정책은 전세계적 지역주의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한국경제의 선진적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당초의 목적에 대체

52) 1989년 미국 무역위원회(USITC)는 한ㆍ미 FTA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원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무역위원회는 한국 측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지만, 이 FTA는 경제적 효과가 커
매우 긍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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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FTA 대상국가의 선정 및 개별 FTA에서 기대하는 수준 등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 고려될 필요
가 있다.

1) post-한ㆍ미, 한ㆍEU FTA 전략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또 EU를 비롯한 다
른 많은 국가들과 FTA 협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FTA 정책은 향후 FTA
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FTA가 다자적 차원의 시장개방과 합치되는 방
향으로 나아간다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FTA 체결대상국의 발굴과 동시에 기존의 FTA를 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살펴볼 때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FTA 전략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고 판단된다. 첫째, 체결국 수가 확대(enlargement)되어야 하고, 둘째, 기존 FTA
에서 개방의제를 확장(widening)하며, 셋째, 주어진 의제에서 개방의 폭을 넓히
는(deepening) 전략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기존 FTA간의 연계(connection)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FTA 체결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
로 FTA의 외연과 내면을 확장, 심화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 체결국 수의 확대(enlargement)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무역과 투자를 통한 해외 시
장의 확보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은 한국이 목표로
하는 개방형 선진통상국가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정부의 FTA 정책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해야 할 통상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목표가 무리없이 달성되기
위해서 FTA 대상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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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국가들과 시장자유화 조치를 해야 하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과의 상호 개방을 통한 경쟁의 심화가 필수적이
기 때문이다. 한국의 FTA 정책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미국, ASEAN 그리고
현재 협상 중인 EU, 캐나다, 인도로 이어지는 FTA 체결국의 증대를 통해서 안
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선진통상국가의 달성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
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DDA를 통한 다자간 무역규범 제정의 추진동력이 약화
된 현 상황에서 FTA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
국의 FTA 대상국은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GCC,
MERCOSUR,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러한 전세계적 FTA 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통상정책의 의제가 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확대의 순서(sequence) 문제이
다. 거대경제권의 경우 현재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EU와의 협
상을 진행 중이다. 거대경제권 중에서 향후 FTA의 연결망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 첫째,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주변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다. 여기에는 일본, 중국이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며 러시아도 포함된다. 주변
국과의 FTA는 선진경제권인 미국과 EU와의 FTA를 통해서 선진경제와의 경
쟁을 통한 체질의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을 확립하면서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서를 따를 경우 한국의 FTA 정
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속성을 유지하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
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흥거대경제권과의 FTA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러시아 등 지역경제권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터키 등 신흥경제권과의 FTA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흥경제권의
시장을 선점하는 데 FTA가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보아 이 두 가지 정책방향에서 동시에 포함되는 중국과 러시아
는 향후 한국의 FTA 대상국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FTA을 통해서 시장진출을 강화하려면 현재 마무리 중인 선진
경제권과의 FTA에서 비관세장벽ㆍ서비스ㆍ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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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이 지향하는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라
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 의제의 확장(widening)
기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및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여타 국가들과의 FTA의 형태를 놓고 볼 때, 향후 개방 및 조화
(harmonization)의 대상이 되는 통상의제를 확대하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이

표 2-14. 한국의 기체결 FTA의 주요 항목
구분

한ㆍ칠레

한ㆍ싱

한ㆍEFTA

한ㆍASEAN

한ㆍ미

한ㆍEU

관세철폐

o

o

o

o

o

o

o

o

o

o

비관세장벽
수량제한 금지

o

o

o

o

o

o

o

세관통관절차

o

o

o

투자

o

o

o

세이프가드 조치

o

반덤핑ㆍ상계관세

o

원산지규정

SPS

o
o

TBT
정부조달

o

o

o

o

o

o

o

o

o
o
o

경쟁

o

분쟁해결

o

전자상거래

o

o

o

o
o

o

o

o

지식재산권

인력이동

o

o
o

o

o

o

서비스
기준ㆍ인정(MRA)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환경

o

o

노동

o

o

주: 한ㆍEFTA FTA 투자 분야는 국가별 별도협정문 제정;
o 반영.

부분 반영 또는 추후 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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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체결한 FTA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추가 협상을 통해서 그 범
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며, 그 방향은 개방도의 확대와 상호인정 및 조화의
확대를 통한 통상장벽의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표 2-14]는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다뤄진 의제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 협
상 중인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각 FTA에서 합의한 항목을 보면, FTA의 가
장 전통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와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해서
는 많은 FTA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물론 이 의제들에서도
FTA마다 개방도나 개방순서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서비스, 지식재산권, 비관
세장벽, 환경, 노동 이슈 등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서는 한ㆍ미 FTA 이전의
FTA에서는 다루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이러할 경우 발효 후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상대국과 미
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FTA는 한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무역협정은 아니며 의제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제의 확장은 기체결된 FTA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한국이
추진해 나갈 FTA에서도 기존의 FTA에서 다루지 못했던 분야를 가급적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적 FTA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는 의제 확장을 위한 좋은 기준이 될 것
이다.

다) 심화(deepening): 개방도의 제고
개방도의 제고 및 심화는 기체결한 FTA에서 상품양허의 수준을 더 높이고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양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체결한
FTA에서도 점차적인 관세의 철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관세장벽
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으나, 양허 비대상 품목과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개방도
를 더욱 높여서 예외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FTA의 형태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심화(deepening)는 의제의 확장(widening)을 위한 협상과 병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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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양허안 비교표
대상국별 FTA

양허수준
한국

한ㆍ칠레
칠레
한국
한ㆍ싱가포르
싱가포르
한국
한ㆍEFTA
EFTA
한국
한ㆍASEAN
ASEAN
한국
한ㆍ미국
미국

전체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양허율

99.8

100.0

100.0

100.0

98.5

즉시철폐

87.2

99.9

58.2

69.5

15.6

양허율

99.0

99.8

100.0

100.0

94.2

즉시철폐

41.8

30.6

100.0

99.0

92.9

양허율

91.6

97.4

82.9

56.2

66.6

즉시철폐

59.7

68.8

53.7

13.8

16.0

양허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즉시철폐

100.0

100.0

100.0

100.0

100.0

양허율

99.1

100.0

100.0

88.4

84.2

즉시철폐

86.3

92.3

45.5

27.1

15.8

양허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즉시철폐

-

100.0

100.0

100.0

35-55

양허율

99.2

100.0

100.0

100.0

94.1

96.6

60.4

60.8

63.2

-

-

-

-

-

-

일반품목

90.8

양허율

99.2-100

일반품목

89.9-100

양허율

99.8

100.0

100.0

100.0

99.0

즉시철폐

78.2

90.6

26.8

15.4

37.9

양허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즉시철폐

81.3

87.9

73.0

72.8

58.7

자료: 외교통상부.

나가면서 FTA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표 2-15]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상품 양허표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하듯이 즉시철폐부터 시작해서 7년 또는 10년,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차를 두고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양허율에 따라서 상
품 분야 개방의 폭이 정해질 것인데, 표에서 보듯이 농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공산품 분야에서도 최종 양허율이 FTA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양허의 수
준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여건이 허용된다면 상품 양허의 수준을 더
높이고 칠레와 ASEAN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상품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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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에 한국도 추가적인 개방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방도의 제고는 기체결한 FTA뿐만 아니라 신규 FTA에서도 관철되어
야 할 원칙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라) 연계(connection)의 강화
기존의 FTA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현재 제각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
는 FTA의 형태를 가능한 한 단일한 형태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
가 있다. 기존 FTA의 형태별 상이성은 원산지 규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스파케
티 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낳기 때문에 FTA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
도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꾸
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세
관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FTA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원산지 규정
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소극적 의미에서 연계라고 한다면 규범과 제도의 조
화, 상품양허 수준의 상향평준화 등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연계라고 할 수
있으며 원산지 분야에서도 원산지 누적의 광역화를 통한 지역무역협정의 추구
는 보다 적극적인 연계의 대표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의 원산지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미 미주는 많은 경우 NAFTA 방식
으로 원산지 규정을 맞춰 나가고 있으며 유럽은 Pan-European 방식을 사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행해지는 FTA에서는 아시아방식의 원산
지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원산지 규정 통일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가) 중화권
중국은 한국이 미국 및 EU와의 FTA 협상을 끝내고 나서 유력하게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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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FTA의 대상국 중 하나이다. 중국과의 FTA는 거대경제권으로 FTA 대상
국을 확대하려는 한국 FTA 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고, 앞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ㆍ중 교역을 한 차원 높게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효한 대중 통상전략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 경
제의 규모가 향후 20여 년 내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커지고 세계 제1의 무역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 볼 때, 중국시장과의 접근성 강화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를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과의 FTA 상품협상에서는 중기술 산업의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수준별 수출구조로 파악할 때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저위기술 산업부터 고위기술 산업으로 수출비중이 증가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어 왔다. 이러
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유형을 한국의 대세계 기술수준별 수출구조와 비교해
보면, 고위기술 분야에서는 현재 한국의 잠재력이 거의 다 발현되고 있는 데
반해 중고위기술 분야에서 자동차, 중저위기술 분야에서 조선의 수출비중이 대
중국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확인된다.53)
둘째, 앞서 비관세장벽의 추정과 유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우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해
결, 서비스시장 개방 등 향후 통상정책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
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상품양허 분야와 더불어 FTA의 개방의
제가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를 포함한 규범 분야에서는 이행(enforcement)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실질적으
53) 고위기술 분야의 주력 수출품인 컴퓨터 및 사무기기와 영상음향통신장비가 고위기술 분야 대중국 주
력 수출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세계 기술수준별 수출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이러한 경향이 급격히 강화되어 과거 2000년 이전의 상황과 많이 달라진 점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자동차(3.2%)와 조선(1.5%)의 수출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수출
에서 자동차(12.8%), 조선(6%)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동차 현지생산의 강화 및
자동차와 조선에서의 중국의 성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문들에서 무역장벽은 여
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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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도와 규범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ㆍ중 FTA 협상에서 한국이 당초에 의도한 대로 포괄적인 FTA가 가
능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
되, 이러한 관심사와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과의 공
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 협상과 아울러 관심 의제를 DDA
차원에서 제기하고, 미국, EU 및 일본 등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ㆍ중 FTA에 더 나아가서 중화권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유무역협
정의 효과가 가능할 수 있는 무역협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
후 동아시아에서 중화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를 대비하는 대비책으로도 사
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협상 중인 한ㆍEU FTA 등이 포괄적인 FTA가
되어 한ㆍ중 FTA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틀을 잡아나갈 것 등이 권고사항이다.

나) 일본
일본은 안정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중국과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
는 시장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과 같이 오히려 BRICs 등의 성장으로 GDP 및
교역상 순위가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장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의 수출이 고위기술 또는 중고위기술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여 한국의 대
세계 기술수준별 수출비중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대상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수출 부진은 기술경쟁력의 열세나 마케팅ㆍ유통 분야의
열세와 현지밀착형 상품 생산의 실패 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고위
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관세장벽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FTA를 통해
서 이 분야의 관세장벽을 낮추어 시장확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반드시 옳
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본과의 FTA에서는 이 FTA에 대한 기대 수준과 방향을 명확히 설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한국이 FTA를 통해서 큰 시장의 확
대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라기보다는 FTA를 통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대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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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아시아에서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일본은 경제발전단계상
아시아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과 이해관계가 근접하고 공통점이 더 많
은 국가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의 FTA
는 그 포괄성이나 수준보다도 FTA 체결 그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관세장벽 추정에서 확인하였듯이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높
은 수준의 비관세장벽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이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분야이고 또 미국 등이 이를 시정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로 보아 일본시장의 비
관세장벽을 낮추고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타국들의 노력은 큰 성공을 거
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 비관세 장벽의 문제는
상호인정과 조화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일본에서 통
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북미
북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남을 것이며 교역대상으
로도 중요한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소득 및 서비스 수입의 주 대
상지역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지역에 대한 시장확대전략은 한
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확대 대상지역으로 계속 유효할 것이며, 북미지역에서의
시장확대 성패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계속 감
소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
며, 캐나다와의 FTA는 협상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지역에 대한 FTA
정책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FTA 형태를 어떻게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
대의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한ㆍ미 FTA는 그 이전에 한국이 체결한 FTA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FT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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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시장 확대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FTA 이후 대미
통상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첫째, 미국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대북미
산업별 수출에서 대세계 수출보다 더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대
한 더욱 공세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54) 또한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는 자
동차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섬유ㆍ일
반기계ㆍICT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55) 이밖에도 현지 유통시장 진출, 미국의 원천기술 활
용을 위한 기술협력 강화, 히스패닉을 비롯한 떠오르는 수요 계층에 대한 맞춤
형 마케팅 기법의 개발 등으로 한ㆍ미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체결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EU
향후 중장기 전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EU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의 선진국 시장의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EU 수출은 지난 2001년 이후 선진국 시장으로는 유일하게 크게 증가하였
다.56)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대EU 시장확대는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대세계 수출비중과 비교
하여 한국의 대EU 수출은 고위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에 대한 수출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반면 중위기술 분야의 자동차와 조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또한 (석유)화학ㆍ기초 및 조립금속ㆍ섬유가죽신발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비중을 보였다. 이는 현재 한ㆍEU 간 통상마찰과 FTA
협상에서 조선과 자동차가 핵심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54) [부표 2]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미 자동차 부문 수출비중은 26.9%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대세계 자동
차 수출비중은 12.8%이다.
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전국경제인연합회(2007. 6).
56) 신규회원국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EU 회원국, 즉 EU 15로의 수출도 2001년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 수출성장세가 지지부진했던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실적과는 큰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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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의 FTA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 FTA가 한ㆍ미 FTA와 함
께 ‘한국형 FTA’의 대표적 형태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준
높은 FTA를 이끌어내어 다른 거대경제권과의 FTA에서 전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비관세장벽 추정에서 확인하였듯이 EU시장 내부에서도 비관
세장벽의 크기가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2-11]에서 확인하듯이 독일(0.511)과 같이 비관세장벽이 낮은 국가가 있는
반면 폴란드(2.141)나 그리스(2.762)와 같이 공동체 차원의 시장장벽이외에 비
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공동체 내의 차별성을 최
대한 축소시켜 역내에서 시장접근의 일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자간 협상 의제의 미래를 보려면 EU의 동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EU와의 FTA가 중요하다. 예컨대, 싱가포르 이슈ㆍ환경ㆍ무역과 개발
등의 이슈는 다자간 협상에서 의제로 제기되기 전에 유럽공동체 내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안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FTA 협상에서 논의
되는 의제 중 신통상의제와 관련이 있는 일부 비관세ㆍ지식재산권ㆍ환경ㆍ노동,
그리고 SPS 분야는 미래에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될 의제를 미리 조율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협의를 통해
서 국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
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EU는 향후 한국 신통상의제의 주요 협력자로
활용될 수 있다.

마) ASEAN
한국과 ASEAN 간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역밀도(trade intensity)가 꾸준
히 증가해 왔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57) 한국과 ASEAN 간 교역밀도(양국의 전체 수출입 대비 두 국가간 수출입의 비중)는 일관되게 증가해
왔다. 이는 중국ㆍASEAN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는 반면 일본ㆍASEAN간의 교역밀도는 등락을 반복
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Ki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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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전 세계의 대ASEAN 수출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이 향후 크게 발전할 성장시장이라는 점에서 ASEAN에 대한 시장확대
전략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타결된 한ㆍASEAN 서비스 협
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ASEAN 지역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성장의 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
득 수준이 향상될 것인 반면 향후 20년 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CLM) 등
은 여전히 최빈국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장벽의 크
기를 보더라도 싱가포르(0.914)나 말레이시아(1.14)와 같이 개방된 시장이 있는
반면, CLM 같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높은 곳도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서는 차별화된 시장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확대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ASEAN 전체로 보아 영상음향통신장비와 기초 및 조립금속의 수출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동차, 조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ㆍ
ASEAN 상품협상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부
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 상호 유보조항 중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ASEAN 지역은 한ㆍASEAN FTA 이후 의제의 확
장과 심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FTA 연계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역내에서 체
결되고 있는 다른 FTA와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
면 아시아 방식의 원산지 규정 도출에서 ASEAN은 그 경제적 비중이나 경제통
합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통합체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
부분은 비관세장벽 위원회 등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면서 양국간 협
의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바) 대양주
대양주의 시장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향후에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성장의 속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양주는 비관세장벽이 국가와 지

112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역 중에서 가장 낮은 열린 시장이며 선진경제권으로서 시장상황이 매우 안정
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생산국이라는
특성과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대양주에 대한 FTA 전략
은 시장확대 그 자체보다도 다목적용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대양주와의 FTA는 자원의 안정적 활용, 농업 진출을 위한 투자 및 인력진출,
정치ㆍ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담보하는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EU가 멕시코나 남아공 등과 맺은 FTA가 주요한 참
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들 FTA의 협정문은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뿐만 아니라 정치 대화(Political Dialogue)와 협력(Cooperation)을 주요 Chapter
로 둠으로써 무역자유화와 동격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양주와
의 FTA는 이러한 포괄적 협력방안 속에서 시장확대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사) 인도
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30년 인도의 실질 GDP는 현재 세계 12위에서 6
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폐쇄경제의 유산을 떨치고 같은 기간 상품
교역량도 8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8)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전망
과 더불어 한국기업들의 현지투자와 상품시장 개척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인도 시장진출은 크게 늘어났다. 인도에 대한 한국의 품목별 상품 수
출실적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크게 변하여 시장상황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영상음향통신장비의 경우 2000년 전체 상품수
출의 9.8%였던 것이 2004년에는 28.5%로 증가한 반면, 석유정제제품은 같은
기간 10.2%에서 3.2%로 급락하였다. 섬유가죽신발의 경우도 10.1%에서 2.5%
로 수출비중이 떨어졌고 화학제품도 15.4%에서 10.4%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ICT 제품의 경우 14.2%에서 3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58) [표 2-6]과 [표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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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율이 연평균 20%를 넘는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품목별로 수출비중
이 줄어든 것이 수출액의 감소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단지 영상음향통신장비
와 ICT 제품의 수출 신장세가 워낙 두드러져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인도는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
인 한ㆍ인도 CEPA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간 인력교류, 과학기술협력, 투자 보장 등 광범위한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러시아
러시아는 BRICs 중의 한 국가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고유가를 배경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왔다. 러시아의 빠른 성장이 석유산업의 성장에 기반하기 때문
에 불안정한 성장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표 2-7]의 향후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러시아가 2030년에는 세계 15대 교역국에 들어 갈 것으로 전
망되는 등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현재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제관계도 급
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상품교역량이 급증함과 이와 더불어 수출상품의 구성
이 급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2004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중고
위기술 상품이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위기술 상품이 중저위기술 상품보
다 더 비중이 높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와 화학이 각각
28.9%와 22.2%의 비중을 보여 가장 중요한 수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컴
퓨터 및 사무기기의 수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국의 주력수출상품인 조선ㆍ석유화학ㆍ기초 및 조립금속의 비
중이 낮은 반면 음식료와 담배의 비중은 7.5%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또
한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수출품의 구성이 급변하여 시장상황이 그리 안정적
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2000년 수출비중이 불과 2.1%였으나 4년 만
에 28.9%로 급증하였다. 반면 섬유가죽신발은 같은 기간 23.2%에서 5.9%로 감
소하였고, 컴퓨터 및 사무기기는 1995년 6.2%에서 9년 만에 0.8%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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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러시아는 시장상황이 안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지만 폭발적인
내수의 증가가 뒷받침되는 시장이다.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고위기술 상품의
수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고위기술 산업제품에 대
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산업에서 유럽 등 선진국의 제품과의 경쟁이 격
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영상음향통신장비의 경우
1995년 수출비중 35.2%에서 2004년 10.9%로 떨어졌다. 향후에도 러시아시장
을 장악하고 있는 유럽산 제품과의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비중을 급
격히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확대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비관세장벽이
다. 러시아는 러시아인 통관신고자 지정, 자의적인 규정 적용, 부패 등 통관절
차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수입금지, 수입할당, 수입허가, 적합성검사증명서 요
구 품목 등 다양한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의 패쇄성, 지식재산
권 보호 위반, 과도한 라벨링, SPS 등의 문제점이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한ㆍ러시아 FTA 협상이 시작된다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
차, 화학, 기계장비, 음식료ㆍ담배, 영상음향기기 등의 시장접근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비관세장벽 분야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조항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며,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려인 등의 인
력 활용을 위한 인력이동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협력 프로젝트
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FTA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수출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1990년대 대우 등의 활발한 진출로 큰 기대를 모았던 한국기업의 활동이 그
뒤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자원부국으로서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이 부각되면서 2000년대 이후 미국ㆍ중국ㆍEUㆍ일본 등 세계 열강의 중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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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자원 공동 탐사 및 개발, 송유관 프로젝트 등 큰
사업 계획에 서방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중앙아시아는 갈수록 전 세계 주
요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중고위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시장확
대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이미지를 중앙아시아에 확고
하게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국가들과의 FTA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
단되나,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같은 지역을 염두에 둔 FTA의 전 단계에 해당
하는 협력협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U가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에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으로 발전되고 이것이 다시 유럽협정으
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치하게 제도화시켰듯이, 한국도 협력협정 차원의 협정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맺음으로써 양자간 경제관계를 안정화시키고, 향후 강화
시키기 위한 포석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 중동
중동은 우리나라 에너지조달의 최대지역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OPEC에 대
한 전 세계의 에너지 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획기
적인 대체에너지가 조만간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중동 에너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
는 전망이다. BRICs의 급속한 성장과 그 뒤를 잇는 거대경제권들의 급속한 경
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전망
에 따라 향후 유가는 100달러 이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
하다. 이렇게 본다면 중동지역은 에너지 조달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계속 누
릴 것이며, 아울러 중동 오일머니로 인한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동시장의 확대는 FTA를 통해서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경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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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다변화하여 에너지 수입과 건설 플랜트 수출, 일부 가전 수출로 특징지워
지는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위해서 포괄적 협력협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다. 결국 시장확대를 위해서라도 경제협력의 다변화와 지속적이고 포괄적 접근
의 필요성은 강하게 대두된다. 한국과 GCC와의 FTA도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FTA 협상 착수의 수순을 시작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카)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의 민주화ㆍ내전ㆍ전염병 등의 문제가 지속
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시장 진출의 특색을 보면 러시아와 유사하게 중고위기술의 비중이 거의
60%에 다다를 정도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기계장비의 수출이 많으
며 화학, 영상음향통신장비도 주력 수출품에 해당한다. ICT의 비중은 상대적으
로 낮으며 섬유가죽신발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밀려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급
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특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당분간은 중고위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고위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와는 다
른 이유로 현재 기술수준별 비중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는 남아공 등 주요국과의 FTA를 고려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처
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협정체제를 제안함으로써 양국간 관계를 강화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협력협정체제에서는 양국간 통상관계의 투
명성 강화를 기본조건으로 하여 협력이슈의 개발, 시장확대방안의 공동 도출
등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타) 중남미
Global Insight는 2030년 세계 15대 국가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각각 11
위와 15위에 둠으로써, 중남미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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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하고 있다.59) 중남미가 최근 들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한
국의 대중남미 수출도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그 수출구조가 영상음향통신기
기(41.9%)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취약성
은 향후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
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 지역 시장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한ㆍ칠레 FTA에 이어 MERCOSUR,
멕시코 등과의 FTA를 조속히 성사시켜 시장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남미국가들과의 FTA도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협력이슈를 많이 개발하여
시장확대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는 멕시코나 칠레와 같이 상당히 개방적인 시장이 있는가 하면 베네
수엘라, 페루, 우루과이 등과 같이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시장 고유의 특색을 더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남미
저개발국과의 협력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상황과 특색을 더 잘 파
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1990년대 중반 급속하게 확대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은 1997년 아
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정체되었다가 2004년부터 다시 활발해지고 있
다. 특히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시장 확보, 선진기술의 습득 및

59) [표 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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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 체계의 확보를 위해 행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생산비용을 제공하
는 해외지역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
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새로운 양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도 이러한 변화된 양상을 반영할 필
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외투자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해
외투자를 존중하되, 해외투자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
면 자본도피 및 해외자산부실에 의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최
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혼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글
로벌화 진전과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자본시장의 국제화, IT 기술
및 통신의 발전, 외환보유고의 확대, 해외투자기회의 증가 등 해외투자를 둘러
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게 됨에 따라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선진통상국가의 구현이라는 정부의 대외부분 정책목표
와 연계된 해외직접투자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해외직접투자 지원정
책의 방향 설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주요국
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반영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전망
하고 이를 반영한 해외직접투자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국별ㆍ지역별 해외투자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1) 해외직접투자 현황
가) 전체 동향
[그림 2-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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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전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고, 특히 1994년부터는 매년 약 10억 달러 정도씩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 나섰
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 발생 이후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해
외투자는 상당기간 정체되었으며, 1997년 이후 해외투자는 매년 40~50억 달러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60억 달러, 2005년 65.6억 달러, 그리고 2006년에는 107.6억 달러로 다
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2-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세

(단위: 천 미국달러)
투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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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2000

2,000,000

1000

0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투자금액
투자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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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나) 지역별 동향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누적기준)의 지역별 분포를
[그림 2-3]에서 보면 아시아가 343억 달러로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 북미가 184억 달러로 25.4%, 유럽이 106.7억 달러로 14.7%, 중남미가
48.6억 달러로 6.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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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가장 크고 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2-3.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현황
투자건수

(단위: 천 미국달러)

중동
0.5%

중동
2.0%

투자금액
북미
25.4%

북미
22.4%
중남미
2.0%
구주

아주
68.1%

중남미
6.7%

아주
47.4%

3.8%
대양주
2.7%

Africa
0.6%

구주
14.7%
대양주
2.1%

Africa
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한국의 대아시아 투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최
근 급격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4]의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를 보면 2001년 6.3억 달러, 2002년 10.3억 달러, 2003년 16.7억 달러, 2004년
23억 달러, 2005년 26.5억 달러 그리고 2006년에 33.2억 달러로 높은 투자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국이 미국에서 중
국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2002년 5.7억 달러, 2003년 10.5억 달러, 2004년 13.4
억 달러에 머물러 대중국 투자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별 해외투자의 추세를 1997년과 2007년을 비교해보면,60) 중화권ㆍ일본ㆍ
러시아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표 2-16). 특히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1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투자도 5배 이상, 중화권의
경우 약 5배 늘어났다. 반면 북미, 인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배 이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2007년의 경우 9월말까지의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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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세

(단위: 천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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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표 2-16.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업종별 현황
구분

제조업
1997년

(단위: 천 미국달러)

서비스업

2007년

1997년 2007년

기타
1997년

합계
2007년

1997년

2007년

중국

512,832

2,727,186

2,760 222,920

254,765

500,638

770,358

3,450,745

중화권

3,080 348,542

529,272

2,860,730

일본

2,157

88,748

303,512

764,778

835,864

3,974,050

55,399

54,515

180,288

57,081

324,435

미국
북미

498,774

328,055 20,526 175,807

390,206

960,918

909,506

1,464,780

507,584

336,554 21,142 178,869

393,860

1,074,458

922,586

1,589,881

인도

133,289

231,138

150

3,327

2,132

20,539

135,570

255,004

EU

247,793

554,497

-

134,942

169,323

370,584

417,115

1,060,023

673

55,597

-

1,259

7,750

83,495

8,423

140,350

27,694

-

2,687

110,373

344,709

118,982

375,091

687,447 10,916 188,300

387,009

982,211

679,919

1,857,959

71,008

132,804

82,984

159,248

러시아
중앙아시아

8,610

동남아

281,994

대양주

10,592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계

11,122
139,803
1,872,888

409

16,451

1,384

9,993

21,844

133

2,419

45,837

116,201

45,970

140,464

2,312

56

2,986

96,527

109,664

107,705

114,962

139,496

-

24,295

168,185

542,371

307,988

706,161

4,722,103 3,720,187

10,697,628

5,022,507 37,271 953,018 1,810,029

주: 2007년의 경우 9월말까지의 통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서 정리(1997/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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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큰 대조를 보이는데 제조업의 경우 1997년
에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비슷하였으나, 2007년에는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
로 증가했으며 동남아 및 EU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1997년에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7년에는 역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가 그 다음 순위이다. EU와 중
남미의 경우에는 그 전에 없었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2007년 3월말 현재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381
억 달러(5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도ㆍ소매업으
로 총 140억 달러(19.3%)이며, 광업이 53.7억 달러(7.4%)에 달한다.
제조업과 도ㆍ소매업 위주의 투자형태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 제조

그림 2-5.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2007년 3월말)
기타

(단위: 천 미국달러)

0.0%

부동산업

2.7%

Service업

6.6%

숙박음식점업

2.5%

금융보험업

1.9%

통신업

2.5%

운수창고업

0.9%

도소매업

19.4%

건설업

2.6%
52.6%

제조업
7.4%

광업
0.8%

농림어업
0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30,000,000 35,000,000 40,000,000 45,000,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02.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 123

업체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제조업 투자는 주로
한국 제조업체의 해외 제조시설 확보에 집중되었으며, 도ㆍ소매업 투자는 한
국 업체의 해외 현지판매를 위한 판매거점 확보를 위해 행해진 측면이 강하다.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통신장비(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분야가 2007년 3월말 현재 투자 잔액이 126.3
억 달러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기계산업(motors and equipment) 분야
가 54.8억 달러로 14.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섬유ㆍ의복이 38.7억
달러로 10.2%, 석유화학이 36.7억 달러로 9.6%, 기계장비가 29.8억 달러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분야 해외직접투자에서 이들 다섯 업종
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다.
그림 2-6.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현황(2007년 3월말)

(단위: 천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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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 지역이 2007년 3월말 투자 잔액이
228억 달러로 59.8%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지역이 73.6억 달러로 19.3%,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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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60.3억 달러로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분야의 지역별
분포는 한국 제조업체의 해외생산 관련 투자 동기가 비용최소화의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 및 동남아의 인건비가 한국과 비
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또
한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북미와 유럽에서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회피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현지시장에서
비용경쟁력(cost advantage)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많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7. 한국 제조업 해외투자의 지역별 현황
투자금액

투자건수
중동
0.2%

중동
0.3%

북미
7.8%
중남미
1.9%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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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주
86.3%

대양주
0.8%

북미
19.3%
중남미
3.8%

구주
15.8%
Africa
0.5%

아주
59.8%

대양주
0.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07년 3월).

[그림 2-8]의 도ㆍ소매업 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07년 3월말 현재 북
미지역에 57.8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도ㆍ소매업 투자의 41.2%가 집중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역이 39억 달러(27.9%), 유럽 지역이 33.5억 달러(23.9%)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ㆍ소매업 투자의 경우 대부분 수출을 목적으로 한 시장
지향형 투자라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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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한국 기업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면, 2007년 3월
말 현재 투자 잔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495.7억 달러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
고 있고, 중소기업이 194.2억 달러로 26.8%, 그리고 기타 개인투자자가 34억
달러로 4.7%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9). 그러나 프로젝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림 2-8. 한국 도ㆍ소매업 해외투자의 지역별 현황
투자건수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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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중남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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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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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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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양주

0.8%
대양주
4.4%

아주
41.2%

아주 3.0%

중동
0.1%

27.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07년 3월).

그림 2-9. 한국 해외투자의 기업규모별 현황
투자건수

투자금액
중소기업
52.9%

중소기업
26.8%

대기업
10.0%

기타
4.7%

기타
37.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07년 3월).

대기업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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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전체의 52.8%, 대기업이 10%,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37.2%를 차지
하고 있다. 금액기준과 프로젝트 기준의 이러한 비율 차이는 대기업의 투자건
별 투자금액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경영권 현황
한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경영권의 한 지표로서 해외직접투자의 투자 주식
소유 비율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건별기준으로 볼 때, 2007년 3월말 현재 해
외현지법인(foreign subsidiaries)에 대해서 100% 지분율인 경우가 64.2%이며,
50% 이상 100% 미만 지분율인 경우가 13.4%이다. 이 두 경우를 합치면 77.6%
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의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 주식 소유를 통해 경영권
(management control)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0).
그림 2-10.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경영권 현황
투자건수

투자금액
10% 미만

10% 미만

1.5%

1.9%
10~50%

10~50%
15.1%
64.2%

10.9%

100%

100%
50%
5.7%
50~100%
13.4%

64.5%

50%
4.0%

50~100%
18.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07년 3월).

투자 잔액기준으로 볼 때 100% 지분율인 경우가 64.5%, 50% 이상 100% 미
만의 지분율인 경우가 18.7%로 이 둘을 합치면 83.2%가 된다. 투자금액기준의
과반수 이상 주식소유의 비율이 건수기준의 경우보다 5.6%가 더 많은 것은 대
기업 투자의 경우 과반수이상 주식소유의 비중이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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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은 현지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자체적인 경쟁력(competitive advantage)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기업과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방식이 대기
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성과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현지법
인들에 대해서 사업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받아서 이를 토대로 매년 해외직
접투자 경영분석 을 발표하고 있다.61)
[표 2-17]에서 확인하듯이 2006년 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성과분석
에서 주요 특징은 수익성과 관련하여 매출총이익율은 7.7%, 영업 이익율은
1.3%, 경상이익률은 1.2%, 당기순이익율은 0.9%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전체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48.3%인 996개 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기업규모별

표 2-17. 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수익성(2006년)

(단위: %)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제조업

10.7

2.0

1.7

1.3

도ㆍ소매업

5.3

0.6

0.6

0.5

전체

7.7

1.3

1.2

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7), 2006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표 2-18. 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매출 현황(2006년)
현지판매
관계회사
기타
25,343,205
109,100,892
매출액
비중
10.3
44.4
자료: [표 2-17]과 동일.

한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92,085,720
6,004,081
14.0
1.9

(단위: 천 미국달러, %)
제3국 수출
관계회사
기타
27,246,531
30,607,615
12.7
16.8

61) 가장 최근 발표된(2007년 10월) 보고서는 2006년 말 현재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것으
로, 전체 조사대상 4,670개 해외현지법인 중 충실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2,000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조사법인 중 금융업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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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매입 현황(2006년)
현지매입

(단위: 천 미국달러, %)

한국수입

제3국 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입액

9,716,497

45,676,937

92,085,720

6,004,081

27,246,531

30,607,615

비중

4.6

21.6

43.6

2.8

12.9

14.5

자료: [표 2-17]과 동일.

로는 대기업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56.2%, 중소기업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41.3%가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중소기업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 현황은 현지판매 비중이 54.7%로 가장 높고, 제3
국 수출비중이 39.5%,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15.9% 차지하고 있다(표 2-18).
한편,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입현황은 한국수입 46.4%, 현지매입 26.2%, 제3
국 수입 27.4% 비중이며, 한국 관계회사, 즉 모기업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43.6%를 차지(표 2-19)하고 있다.
분석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2006 회계연도 한국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11.5%
로 나타났다(표 2-20). 투자수익 중 로열티가 전체 수익의 38.6%를 차지
하였고, 투자순이익(한국투자자 지분고려 당기순이익)은 60.4%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2-20. 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 투자수익(2006년)

(단위: 천 미국달러, %)

투자수익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금액

2,121,412

1,357,175

33,957

3,512,544

구성비

60.4

38.6

1.0

100.0

투자잔액(B)

투자수익률
(A/B)

30,477,720

11.5

자료: [표 2-17]과 동일.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이 980.9억 달러, 수입 390.8
억 달러, 순수출 590.1억 달러를 보였다(표 2-21).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수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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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과(한국에서 현지법인으로 수출/투자잔액)는 321.8%, 수입유발효과(현지
법인에서 한국으로 수입/투자잔액)는 128.2%, 전자에서 후자의 지표를 차감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193.6%로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2).
표 2-21. 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수출입 현황(2006년)

(단위: 천 미국달러)

수출
(한국 → 현지법인)

수입
(현지법인 → 한국)

순수출
(수출-수입)

모회사

92,085,720

34,473,627

57,612,093

기타

6,004,081

4,602,691

1,401,390

전체

98,089,801

39,076,318

59,013,483

자료: [표 2-17]과 동일.

표 2-22. 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무역수지 개선효과(2006년)
수출(한국 → 현지법인)
투자잔액
30,477,720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98,089,801

321.8

(단위: 천 미국달러, %)

수입(현지법인 → 한국)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39,076,318

128.2

193.6

자료: [표 2-17]과 동일.

3)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정책
가) 한국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변천
한국은 1980년대 말 3저 호황 이후 한국기업들은 본격적으로 해외투자에 눈
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고질적인 외화부족국가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과잉 유동
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도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였다. 1980
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성
장을 보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면
서 해외투자 자유화가 더 진전되었으며 1997년 8월에 해외직접투자 법규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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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1998년부터 2002년 무렵까지 해외직
접투자는 정체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기업들은 해외자회사들을 폐쇄하거나
매각하였다. 이는 상당수 해외자회사들의 재정상황이 지극히 나빠 부채가 많은
자본구조의 상황에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채가 한국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서 조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외투자 자금조달에서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투자의 건전성을 유도하였다.
2004년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한국
의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한국정부의 최근 해외투자정책
방향도 해외투자를 보다 더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나) 주요 해외직접투자 촉진정책
현재 한국의 해외투자 촉진정책으로는 투자자금의 융자, 투자정보의 제공
그리고 투자보험의 제공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해외투자
자금융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해외투자자금의 80%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대
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활용한
융자제도를 운영하여 수익창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인 개도국 개발프로
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62)
투자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지원은 해외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에게 현지국
의 경제상황, 주요 산업동향, 경영 및 생활환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
로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이 대표적인 기관
이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의 비상업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수
출보험공사로 하여금 해외투자보험을 한국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80여개 국가와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역시 62여 개 국

62) EDCF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장 5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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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해외투자에 따른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
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 최근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부정책
최근 정부는 한국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 및 해외 각국의 비
교우위의 활용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 1
월부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촉진 및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
다. 2007년 1월 정부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화 등 규제완화와 투
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007년 4월에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하여 금융
지주회사 자회사에 외국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해외점포 개설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2007년
7월에는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기구로서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한 해외진출협의회와 산업자원부 차관을 의장으로 한 해외진출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도 병행
하고 있어 원유가스, 유연탄 등 전략광물 개발을 통한 안정적 원자재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새로운 도전
가) 경제규모 및 발전수준에 비해 낮은 해외직접투자 규모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잔액은 4.6%로 전 세계 평균인 23.9%
및 선진국 평균인 2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대만(28.1%)이나 싱가포르(94.1%)에 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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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낮은 수준에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 내수시장의 규모가 커서 국내경제만 갖고도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와 비교할 경우, 한국의 내수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므로 한국기업은 해외시장진출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
다. 그동안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시장 확보는 주로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수출과 보완적인 형태의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해외직접투자의 낮은 수익성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수익
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영업 이익률이 0.9%에 머무는
등 현지법인의 수익창출 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해외직접투자 양극화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상 R&D 및 디자인과 같
은 고부가가치 분야는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고, 조립 등 저부가가치 활동의 경
우 비용-효과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글로벌 경쟁력 제고관점에
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비
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상실에 대응하여 생존차원에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진출한 현지국의 생산비용 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기업의 사활이 노출되

표 2-23.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잔액 국제비교(2005년 기준)
한국

세계평균

선진국평균

4.6

23.9

27.9

자료 : UNCTAD(2006).

영국 스웨덴
56.2

56.5

네덜란드

아일랜드

102.6

59.0

(단위: %)
일본 대만
8.5

28.1

싱가포르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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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2006년도 해외현지법인의 납입자본 비
율63)을 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경우 -10.6%를 보이고 있는 반
면 대기업 해외투자의 경우 3.7%의 납입자본 유지비율을 보이고 있다. 투자수
익률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는 수익률이 -0.6%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 14.3%에
이르고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라) 서비스 분야 해외직접투자의 부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도 ‘무역 및 해외영업’ 분야의 비중이 크고 이마저도 자동차 및 전자 업종
의 해외 판매를 위한 투자로 서비스 분야의 해외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해외투자는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와 보완적인
관계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은행들의 해외진출
은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해외투자는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를 견실하게 만들고 한국의 서비
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 중장기 정책비전 및 지역별 전략
가) 해외투자 중장기 비전
국제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확대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등 세계경제의 글
로벌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만으
로 한계가 있다.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신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고 할 것이다. 신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구조고
도화 및 신 성장분야 선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경쟁
력 강화가 필요하다.

63) 납입자본 비율은 (자기자본/납입자본금-1)*100(%)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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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신 성장동력의 확보는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 분야인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의 확
대 및 심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크게 증가하였고,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에서도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 및 기업의 이탈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공동화ㆍ실업ㆍ
수출 감소 및 해당 산업의 기반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해
외직접투자는 소득수지의 개선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자본유입효과가 있으
며, 해외 첨단기술 습득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가 있다. 해외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학습과 이를 통한 신 시장 개척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수
출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를 통해서 국내 산업구조조정이 가능하고
국제 분업 체계를 활용하는 등 글로벌 시너지 효과 등을 토대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서 선진통상국가의 구현을 앞당기는
해외투자 중장기 정책비전으로 ‘선진투자강국’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와 이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GDP 대비 해외직접투
자잔액의 비율을 2005년 4.6%에서 2015년 2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해
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나) 해외투자 중장기 정책 목표
‘선진투자강국’의 해외투자 정책비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장기 정책 목
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해외투자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소득수지 흑자
를 실현하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소득수지 확대로 국
가의 가처분소득 증대가 필요하다. 무역수지의 흑자기조 변동가능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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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득수지의 흑자기조가 조기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제수지 발전단계
의 관점에서 분류할 때 한국은 제2단계인 성숙채무국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64) 제3단계인 미성숙 채권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지의 흑자전
환 및 대외순자산 플러스 전환이 국제수지상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한 소득수지 확대 및 대외순자산
증가가 필요하다.
한편 해외투자는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해외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잉여유동성 등 통화량 관리와 이를 통한
물가관리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무역수
지 흑자에 따른 과다한 외환보유와 이로 인한 원화절상문제 해소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둘째, 국제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해외직접투자
를 활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국내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 기능을
해외이전하는 등 국제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해
야 한다.
셋째, 서비스 분야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한 시장선점 및 서비스산업 발전이
다.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해외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서비
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ㆍ통신ㆍ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
투자는 중국 등 급성장하는 신흥시장에서의 시장선점효과가 높아 해당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해외 자원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이다. 치열해지
는 국제적인 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는 해외 투자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해외투자는 자주적이며, 안정적

64) 장광수ㆍ김민우(2007)는 국제수지 발전단계를 제1단계 미성숙채무국(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흑자,
대외순부채), 제2단계 성숙채무국(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 다만,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소득수지 적
자 또는 흑자, 자본수지 흑자 또는 적자, 대외순부채), 제3단계 미성숙채권국(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제2단계와 동일, 대외순자산), 제4단계 성숙채권국(경상수지 적자, 소득수지 흑자, 대외순자산) 등 4단
계로 구분하고 한국이 제2단계인 성숙채무국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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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너지 및 자원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은 해외 에너지
및 자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자원 확보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자원개발형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자원민족
주의 확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 해외투자 중장기 정책 비전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① 해외투자의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해외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및 개인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잔
존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자금조달 및 투
자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 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신고제로 전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을 현금ㆍ자본재ㆍ상장주식 이외에
비상장 주식 등도 포함하는 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부동산 투자시
투자목적의 취득한도 등도 확대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현
재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을 연결
하여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 현지에서 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진출을 결정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실
행단계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협정, 조세조약 등 해외진출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해외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을 축소하고 이중과
세를 방지하며, 해외소득의 국내송금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해외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패키지형 해외진출의 확대하는 정
책도 필요하다. 투자대상 국가별로 전략적 정책목표, 예를 들어 자원개발ㆍ경
제개발경험 전수ㆍ전자정부ㆍITㆍ과학기술 등을 고려하여 산업진출과 연계한

02.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 137

패키지형 해외진출 모델을 제도화하여 범국가적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해
야 할 것이다.
② 해외투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해외투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포트폴리오 투자활성화 기반을 확충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자산 운용사의 국내 펀드 판매 요건인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내국인투자자의 해외펀드 가입 확충을 유도하고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활성화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
사의 해외 영업활동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
외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일시적인 비과세 등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정착실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지정착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진출
초기에 현지정착지원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지에 가칭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진출단계별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
③ 산업구조 고도화 목적의 국제생산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정책과제
한국과 대상 지역 또는 국가의 산업구조 및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 지역
별ㆍ국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국별ㆍ산
업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업계 및 주요 해외진출 기업과 공유함으
로써 한국과 대상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국제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을 활성
화해야 한다.
④ 서비스 분야 해외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서비스 분야 해외투자의 확대를 위해 금융 분야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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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진출희망지역에 이미 진출한 동종 점포의 1/2 이상이 흑자여야 신규진
출을 허용하는 조건을 폐지하여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기준을 완화할 필요
가 있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의 해외직접투자시에 적용
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역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금융 지주회사의 해
외진출 규제 역시 완화해야 한다. 금융 지주회사를 비금융 기관으로 분류해 3년
간 누적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를 부과했던 것을 금융기관과 동
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편 의료 및 한류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의 확대를 통해
서 고급의료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한류확대를 위한 패키지
형 진출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광ㆍ실버 등 내국인의 해외서비
스 지출규모가 큰 분야에 우리 업체가 주요 대상국가에 적극 진출하여 내국인
의 해외서비스 소비 지출을 흡수하는 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⑤ 해외 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해외 자원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자
원개발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공제요건으
로 대상설비를 나열하여 증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분참여 방식 등 다양한
해외자원개발 방식을 고려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
에 대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우선배정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분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검토해야 한다.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활성화
역시 필요하다. 2006년 11월 출시된 유전개발펀드의 후속펀드의 개발 및 유연탄,
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개발 펀드의 출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해외투자 중장기 정책 비전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별 전략
해외투자의 정책 비전과 해외투자의 수익성 강화, 국제생산네트워크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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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장, 서비스 분야의 해외투자 활성화, 해외자원개발의 확대라는 네 가지 정
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정책과제들을 지역별로 어떻
게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별 해외
투자 중장기 전략은 각 지역별로 기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성과를
고려하고, 향후 해당 지역의 잠재성과 우리 기업이 보유한 역량이 최대한 결합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① 아시아 지역(인도, 대양주 포함)의 해외직접투자 중장기 전략 및 지원방안
아시아 지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 국제생산네
트워크 구축관련 정책 그리고 서비스 분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이 핵심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우선 아시아 지역은 중국ㆍ인도ㆍ동남아국
가 등 세계 이머징 마켓을 선도하며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
의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시장선점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전략이 필
요하다. 또한 아시아 지역은 해외진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많이 행해진 곳으로,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수익성 제고 및 중소기업의
저비용 국제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글로벌 시장 편입 촉진이 가장 중요한 전
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은 우리와 문화적 유사성이 다
른 지역보다 크다는 점에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
출 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곳이다.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별로 효과적인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해야 한다. 먼저 아시아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시장선점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아시아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비용경쟁력 확보만을 위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입지 확보라는
진출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최근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조세인센
티브 축소 등 중국 비즈니스의 비용요소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저렴한 생산비의 확보 이외에 중국 내수시장의 확보 및 한국기업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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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국 비즈니스의 재편이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 철강ㆍ가전ㆍ자동차 등 일부 제조 분야 대기업 중심의 투자진
출에서 벗어나, 인프라 개선분야에서 한국의 건설ㆍ엔지니어링ㆍ에너지업체
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의 발달된 IT 서비스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 R&D 투자사업의 추진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협력투자가 요청된다.
ASEAN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달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ASEAN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현지시장 확보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 대기업의
ASEAN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ASEAN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과 대
기업과의 상생형 협력관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대양주의 경우 먼저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며, 특히
천연가스ㆍ우라늄ㆍ니켈 등의 전략광물에 대한 개발사업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육우ㆍ낙농ㆍ산림ㆍ과수재배 등 농업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분야에서 한국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여 현지의 높은 기술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활용하고, 해당 품목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한국의 자급율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러한 적극적인 시장선점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확
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시아의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협상중인 한ㆍ인도 CEPA, ASEAN과
의 투자서비스 분야 FTA 등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 또한 한ㆍ중 FTA를 위
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토대로 한ㆍ중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ㆍ
일 FTA도 적극적으로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수익성 제고, 저비
용 국제생산네트워크의 형성 및 글로벌 시장 편입 등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
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아 주요 국가별로 중소기업 해외투자 현장지원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 대한 주요 지원형태는 해
외투자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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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해외투자 현지국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시아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지원활동을 전개
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에 현지국 법령으로 설립된 한국계 기업
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해외투자가 많은 몇
몇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이러한 공공기관 현지 사무소 및 파견 인력을 해외
투자 현지법인의 정착지원 시스템 하에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정착지원 시스템은 협의체 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현
지법인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효과적인 현장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진
흥공단, KOTRA 등 실무지원기관의 인력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
소기업 현지법인 지원을 위한 현지의 통합적 기구, 가칭 ‘한국투자기업지원센
터’는 중국의 경우 산둥성 등 중소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야 하며, 동남아국가들 중에서는 역시 중소기업의 투자가 많은 베트남 등에 우
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산둥성이나 베트남과 같이 중소기업 해외투자가 아주 많은 지역
이외의 다른 아시아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기 위
해 산업협력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협력관 제도는 현재 중소
기업진흥공단에서 필리핀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필리핀 정부기관인 투자청
에 우리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직원이 산업협력관으로 파견되어 ‘Korea Desk’
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Korea Desk’에서는 필리핀에 투자하려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국인 산업협력관이 필리핀 투자청의 현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투자 및 정착을 지원하
고 있다. 따라서 1인 산업협력관을 통해서 필리핀 정부 내 모든 기업지원 시스
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산업협력관 제도는 1인 파견에 따른 인건비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산
업협력관 제도를 우선적으로 아시아 주요 개도국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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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북미지역의 해외직접투자 중장기 전략 및 지원방안
북미지역의 경우 한국기업의 기존 투자는 시장접근성 제고, 통상마찰의 해
소, 운송비용 절감 등 주로 효과적인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이다. 그러나 한ㆍ
미 FTA의 체결 및 한ㆍ캐나다 FTA 협상 등을 통해서 한국과 북미지역 간 경
제통합,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및 이를 통한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의 대북미지역 투자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기업의
새로운 진출 필요에 부응하는 정부의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한ㆍ미 FTA 및 한ㆍ캐나다 FTA를 계기로 향후 한국기업의 북미 투자진출
의 새로운 전략적 포인트는 우선 미국 및 캐나다 기업의 세계적인 기술력 및
브랜드 등 경쟁우위 요소를 M&A 또는 합작투자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원천기술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 등 북미지역 우량기업에 대한 M&A
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경영자원이나 기술을 획득하여 글로벌 기업
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우수한 경영자원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을 M&A할 경우, M&A 이후 핵심인재의 유출을 통한 기업가치 하
락의 가능성이 크고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간 시너지효과의 창출이 쉽지 않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의 우량기업에 대한 M&A에 나서는 한국기업은 M&A 이후 고
도의 경영관리 전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M&A 방식의 경우
보다 안전하게 북미지역의 우량기업 경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방안으로
한국기업과 북미지역 기업 간 협력적 투자를 통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 기업이 보유한 원천기술 또는 기초기술과 한국기업의
응용기술을 접목하여 북미시장 및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작투자를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과 북미기업 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공동연구개
발 투자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ㆍ미 FTA 및 한ㆍ캐나다 FTA 이후 북미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
자로 새로운 조망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북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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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이라고 하겠다. 특히 IT, 통신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
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의 북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할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
고 하겠다.
이러한 북미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진출 전략에 부응한 정부
의 지원방안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북미기업과 효과적인 기술 및 투자 분업체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과 미
국 및 캐나다 기업과의 공동 R&D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국의 연구소
와 한국기업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KOTRA 등 기업활동 지원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들의
미국 내 현지 사무소들로 하여금 북미지역의 현지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파악
하고 이를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력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북미지역 정부조달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유망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및 네트워
크의 파악과 북미시장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매칭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워싱턴 등 미국의 주요 도시
에 운영하고 있는 ‘Korea Business Development Center(KBDC: 수출인큐베이
터)’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KBDC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사
무실을 임대해주면서 현지 비즈니스 마케팅 고문 등을 활용하여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인데, 워싱턴 등 정부조달 분야의 기회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는
KBDC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을 구축하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③ 유럽 지역의 해외직접투자 중장기 전략 및 지원방안
유럽 지역 투자진출의 전략적 목적은 유럽연합이라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성
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급부상하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 및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진출교두보 확보 등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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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EU 진출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의 모색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도 디자인 및 연구개발 등의 고부가가치 활동과 유럽시
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 그리고 제조활동 등 유럽시장 공략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투자진출활동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배치하고 이들 활동들을 통합적
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EU가 동구권국가들로 확대되면서 전자
및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제조 분야 대기업들은 그 생산 거점을 동구권국가들
에 배치하고 유럽시장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
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에 제조시설들을 배치
하였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신규회원국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새로
운 입지로 부각되고 있지만, 각종 인프라의 미비로 아직 한국기업의 유럽 내
제조거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디자인 및 R&D 활동의 경우 영
국, 독일 등 EU 내 선진국에 입지하고 있으나 향후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
바키아 등이 입지로 부각되고 있다. 마케팅 활동의 경우 지금처럼 향후에도
EU 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진출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진출확대라고 하겠다. 특히 동구권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기진출한 국
내 금융기관의 영업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및 신규진출의 확대를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동구권 EU 회원국 금융시장의 경우 서유럽 국가의 금융시장
에 비해서 우리 금융기관의 시장진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DB 헝가리의 성공적인 은행영업은 우리 금융기
관의 유럽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겠다.65) 특히, IT 기술
65) KDB 헝가리는 산업은행이 구(舊) 헝가리 대우은행을 인수하여 2002년 말에 개점하였다. KDB 헝가리
는 한국계 은행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데, 헝가리 및 주변 동구권 진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
격적인 마케팅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대해 왔으며, 헝가리 국영 및 대형우량기업에 대해 본점과 연계
한 Investment Banking을 추진하고, 과거 3년간 영업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 등 우량기업 선별기
법에 의거하여 현지 우량 중견기업에 대해 대출을 확대하였다. KDB 헝가리의 성공요인으로는 신속하
고 광범위한 통합 IT 시스템의 구축, EU 기준에 부합하는 내규체제 정비, 과감함 현지화 전략, 지점망
확대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인센티브시스템 도입과 공정한 업적평가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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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접목된 금융서비스 및 차별화된 서비스의 창출을 통해서 신규 EU 회원국
금융 서비스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서비스
의 진출확대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지역에 대한 제조업 투자의 수익성 제고 및 금융ㆍ서비스 분야의 투자
확대 등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ㆍEU FTA의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투자 분야의 경우 각 회원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또는 개정을 위한 협상
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투자 분야의 경우 EU 각 회원국별로 개방 분야 및
투자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및 투자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금융서비스 분야의 진출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KDB 헝가리
의 경우 KDB가 국내에서 기업금융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럽 현
지에서 소매 금융업무 등 모든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
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현지에서 지점확대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
요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금융 규제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어려움이 있
다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④ 러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중장기 전략 및 지원방안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사항은 러시아 내 투자진출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지역별로 산업발전 및 소비구조가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투
자진출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 등
유럽권역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규모 소비시장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자 및 자동차 분야의 한국기업 투자가 유망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동시
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우 에너지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관련 한국 업체의 진

세한 사항은 김박수 외(2007) 참고.

146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러시아에 대한 해외투자의 중장기 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사항으
로는 교통인프라 개발사업 유망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KR-TSR)의 연결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긴밀한 교통협력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철도 외에도 도로ㆍ공항
ㆍ항만 등으로 투자 관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가 교통물류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우
리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의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향후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서는 양국간 이익공유라는 대원칙이 견지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TKR-TSR 연결 및 에너지 협력분야 외에 양국간 이익공유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IT 관련 분야
를 들 수 있다. 특히 IT 분야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현재 러시아 IT 시장의 최
대 구매자라는 점과, 향후 IT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전략 수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러시아가 ‘e-Russia’의 기치 아래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사업에 열의를 갖고
있어 한국의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시스템 통합 등 IT 분
야 투자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양국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좋
은 투자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중동지역의 해외직접투자 중장기 전략 및 지원방안
중동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석유 공급지역이라는 전략적인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투자 분야의 협력은 건설 및 플랜트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
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적 접근은 건설 및 플랜트 진출에 집중
되어 있는 기존의 투자진출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투자진출의 다변화와 고도화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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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 분야의 다변화는 중동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인 석유화학ㆍ정유ㆍ화학ㆍ제철ㆍ건설자재ㆍ기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출
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확대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실질적인 투자진출의 확대를 위
해서는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동국가 간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석유화학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오일자본유치를 통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정유ㆍ석유화학ㆍ건설ㆍ에너지 등에 진
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사업 분야가 다양한 한국 대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
한 사업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중동국가들의 인프라, 자원개발 등의 투자진출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CC 국가들은 석유화학산업 이외
에 여타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정책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투자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큰 고부가가치의 투자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대기업이 가전 또는 IT
제품의 조립라인을 주요 GCC 국가에 설치하는 투자를 실행하여 현지 정부와
의 확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 대기업의 건설 및 에너지개
발관련 사업 분야에서 해당국 사업에 참여를 적극 모색하는 전략적 진출방안
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자진출의 다변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인 에너지ㆍ플
랜트ㆍ건설 분야의 진출확대 및 고도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동국가들이
크게 관심 갖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우리의 노하우 이전과
투자실행을 위한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⑥ 중남미지역의 해외직접투자 중장기 전략 및 지원방안
중남미지역의 경우 MERCOSUR 등 지역통합체 움직임과 FTAA66) 구상 등
투자진출과 관련된 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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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가별 개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중남미지역에 대해서 개별
국가단위 접근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남미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투자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기업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기존 진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미ㆍ카리브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역사
가 20년에 달하고 있고 한국 섬유봉제업체의 미국 수출 전진기지로서 큰 역할
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진출 업체들의 생산 공정, 수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 및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미주지역에서 FTAA
등 경제통합의 확대 및 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기업의 대 중
남미 산업별 진출실태 백서 를 작성하는 등 투자진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A 출범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크게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의류, 자동차 및 부품ㆍ기계 및 장비ㆍ전기기계 등
의 분야에서 기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중남미 투자진출 분야의 확대 및 투자보호의 증진을 위한 한국과 중남
미간 투자관련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투자협정 및 이
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이 확대되어야 한다. 2007년 현재 투자보장협정은 중남
미 33개국 중 불과 12개 국가와 체결된 상태이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브
라질, 멕시코, 칠레 등 단지 3개 국가와 체결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
남미지역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이유는 한국 기업의 중남
미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향후 한
국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 확대 및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직
까지 미흡한 투자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을 적극 체결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6) FTAA는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를 뜻하는데 미주 전역을 하나의 자유
무역지대로 묶는 야심찬 구상이다. 미국과 브라질을 주축으로 한 미주 34개국은 1994년부터 FTAA 협
상을 추진해왔다. 당초 2005년 출범을 목표로 진행된 FTAA 협상에서 협상국들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
협상쟁점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여 협상은 2005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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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투자진출시 애로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
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정보
필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국가들의 한국 주재 대사관들이
아직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KOTRA 등 해외진
출 지원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이들 대사관들의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다시 중남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2-24]와 같다.

표 2-24. 각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장기전략 및 추진방안
지역

해외직접투자 장기전략

- 적극적인 시장선점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전략
- 중소기업의 국제생산네트워크
아시아
형성과 글로벌시장 편입
촉진
- 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
북미

유럽

-

러시아
-

중동

중남미

-

해외직접투자 추진방안

- 중국: 내수시장의 확보 및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관점에서 중국사업 재편
- 인도: 인프라 개선분야 및 IT 서비스 분야를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 분야 투자 확대
- ASEAN: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에서 현지조달 기반 확충
- 대양주: 전략광물 개발투자 및 농업 분야 투자진출 확대
- M&A 또는 합작투자를 통한 세계적인 기술력 및 브랜드 등
한ㆍ미 FTA 및 한ㆍ캐나다
경쟁우위요소 확보
FTA 이후 변화될 투자환경을 - 북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확대
고려한 투자진출전략 수립
- 북미기업과 기술 및 투자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적극적인 시장선점을 위한
- 제조, 마케팅 및 연구개발 활동 EU 역내 지역적 배치 및
투자확대 전략
조정 고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진출 확대
진출전략
러시아 내 투자진출의 다변화
- 러시아 내 지역별 산업발전 및 소비구조를 고려한 투자진출
교통인프라 개발사업 확대
- 교통물류체계 혁신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
-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IT 관련 분야 확대
추진
- 오일자본 유치를 통한 장기적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투자진출 확대
투자진출의 다변화와 고도화
-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활용, 인프라, 자원개발 등의
투자진출 사업의 고도화
개별 국가단위 접근에서
- 한국기업의 중남미 기존 진출 실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
벗어난 통합적 투자진출전략 - 투자 관련 제도적 지원 및 투자애로 해소체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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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1) 신에너지질서
2000년을 전후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절에
서는 이러한 변화를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고 판단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전환의 결과 형성된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를 신에너지질서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이나 기술적 장애와 같은 우발적인 요인이나 경
기변동과 같은 주기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수급
환경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변화라는 의미에서 구조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으
며, 새로 형성된 에너지시장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에서 구조적 전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이다. 1차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의 가격이 2000년 이후 모두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바이오 연료(bio-fuel)의 원료인 옥수수나 사탕수수의 가
격도 크게 상승하였다. 다양한 1차 에너지가 있지만 이러한 에너지가격의 상승
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전체 에너지소비 중 약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석유이다.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에너지용 곡물의 가격 상승은 대부분 석
유가격의 상승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1차 에너지원들 사이에는
소비에 있어 어느 정도의 대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가격의 상승은 다른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림 2-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이전 10~20달러에서 비교적 안정되
었던 국제유가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
가 계속 이어져 2007년 후반에는 80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석유가격이 상승하
자 발전 부문에서 석유와 대체관계에 있던 석탄의 수요도 증가하여, 연료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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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2000년 이전 톤당 30달러 수준에서 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석
유와 가격이 더 밀접히 연동되어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상승률이 더욱 높았
다. 2000년 이전 백만 BTU당 3달러 수준이던 LNG 가격은 2000년 이후 8달러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우라늄 가격은 더욱 크게 올라, 2000년 이전 파운드당
10달러 내외에서 최근에는 90달러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이처럼 모든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2000년을 전후하여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5년여
간 안정되어 있던 에너지가격이 에너지 종별을 막론하고 2000년 이후 급등세
를 보여 작게는 2배, 많게는 9배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1. 연평균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장기 추이(1960~2007년)
(단위: 미국달러/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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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데이터베이스(www.petronet.co.kr).

물론 이러한 에너지가격의 급등은 최근에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배럴당
2~3달러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1970년대 중동지역의 아랍민족주의 강화와 석
유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이란 혁명으로 촉발된 오일쇼크로 단숨에 40달러까
지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OPEC 국가간 카르텔이 붕괴되면서 1986년 국제유
가는 거의 1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고 그 후 약 10~20년간 안정된 수준에 머
물렀다. 1973년부터 1985년까지 OPEC이라는 강력한 공급자 카르텔이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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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한 ‘공급자 시장’이었다면, 1986년부터 1999년까지는 OPEC은 물론이고
비OPEC 국가의 석유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이 초래되어 ‘구매자
시장’의 구조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석
유소비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도 유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비교적 풍부한 석유생산은 세계 석유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WTI(서부 텍
사스산 중질유)와 같은 미국산 석유나 북해산 브렌트유는 선물시장에서 거래
되기도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재화의 성격이 짙었던 석유는 곡물이나
금속과 같은 다른 1차 상품과 유사한 정도의 경제적 재화로 변모해갔다. 즉 시
장의 수급상황을 비교적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재
화가 된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변모하였다. 무엇보다도 세계 전체
의 에너지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
다. 그 결과 에너지가격은 급등하였고, 산유국들은 에너지가격의 이익을 최대
한 향유하고자 다시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란
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정도 이러한 전환이 가능
하도록 돕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가격은 여전히 시장에서 수급을 반영
하여 결정되지만 비경제적 요인들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은 분
명하다. 전통적인 에너지의 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 소비국들은 다양한 대체에
너지를 개발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21세기 진입과 동시에 세계 에너지시장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에너지가격’에서 ‘고에너
지가격’으로, ‘구매자 시장’에서 ‘판매자 시장’으로, ‘안정된 에너지시장’에서
‘불안정한 에너지시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질서도 시장에 기
초한 에너지질서에서 패권적 성격이 농후해진 에너지질서로 전환되었다. 에너
지믹스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압도적
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다양한 대체에너지를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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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전환의 원인
2000년을 전후한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경제적 요인이 더 압도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급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요 급증은 OECD와 같은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
비롯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거대 신흥경제의 에너지소비
가 크게 증가하였다. 소위 BRICs로 지칭되는 대규모 신흥시장이 본격적인 산
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산업용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석유의 경우 1990년대 세계 전체의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1.32%였지만
2000~05년에는 1.69%로 증가하였다. OECD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증가율은
두 시기에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1.17%에서 3.32%로 2000년 이후 무려
세 배 가까이 높아졌다. 석탄 소비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연평균 0.55%
에서 4.32%로 8배가량 높아졌다.67) 최근의 이러한 세계 전체 에너지소비 급증
은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충격도 컸다. 특히 2004
년 중국의 석유소비 급증은 시장이 거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폭이었으며,
이것이 에너지가격 급등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신흥시장의 본격적 산업화
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 추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68)
에너지의 공급능력 확대에 장애가 발생한 것도 구조적 전환의 한 요인이 되
었다. 1986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개발투자도 감소하여 그 후 10여 년
간 세계 전체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로 세계경기가 침체하자 산유국의 석유개발투자는 더욱 감소하였다. 저유
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석탄이나 우라늄에 대한 투자는 석유에
비해서도 훨씬 작았다. 이러한 10여 년간의 투자부진이 수요의 급격한 증대와

67) BP(200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서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68) IEA(2006), World Energy Outlook은 2030년까지 세계 전체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1.6%이지
만 개발도상국만의 증가율은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이 시기에 세계 전체 소비증가의 70%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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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면서 공급상의 애로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는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하
루 평균 약 400만 배럴에서 2005~06년에는 100만 배럴 내외로 크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69) 하지만 이러한 애로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은 보이지
않는다. 즉 석유의 경우 장기적인 생산 확대 노력이 제한된 매장량이라는 자연
적 한계에 점차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유전의 발견이 최근 크
게 줄어들고, 육상유전이나 천해유전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한계유전인 심
해유전의 생산비용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북해 및 미국의 유전 및 가스
전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중동의 대형 산유국들 역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
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세계 석유생산의 정점, 즉
피크오일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세계 경제 전체가 고유가에 내성이 생긴 것도 구조적 전
환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수
요가 감소하여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였다. 하지만 선진국
경제가 서비스산업화하고 경제에서 IT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경제 전체의 에너
지 의존도가 줄어들어 가격상승에 의한 수요위축 효과, 즉 소비의 가격탄력성
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에너지가격에 대한 정부통제로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이 국내에서 제
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요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계경
제가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격 수준이 점차 상승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OPEC도 목표로 하는 유가 수준을 2000년대 초 20달러대에서 점차 높여 최근
에는 70달러대까지 높인 상황이다.
2000년 이후 지정학적 불안이 만성화된 것도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가져온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9ㆍ11테러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걸프 지역의 정세는 매우 불안해졌다. 그리

69) 원유의 여유생산능력이란 최대 원유생산능력에서 실제 생산량을 뺀 능력으로 이것이 매우 작으면, 공
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작은 충격도 큰 폭의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2004년에는 이 규
모가 사상 최저 수준인 하루 백만 배럴 수준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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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의 에너지생산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반대로 지
정학적으로 불안한 개발도상국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세
계 에너지시장 전체가 지정학적 요인에 더욱 취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국지적 테러나 파업, 그리고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
이 세계 석유시장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가통제의 경향이 강화된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에너지가격이 상승하자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동인과 세
계 각 지역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의 보수 세력의 집권 확산이라는 정치적 요인
이 이러한 경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정부, 베네수엘라 차베스정
부와 같은 중남미의 좌파정부, 이란 강경보수 정권이 모두 에너지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국에서 정부통제가 강화되면 수
요국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국과의 관계가
강화에 적극 나서게 된다. 그러면 공급국은 자신들의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에너지를 이용하게 된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싸고 EU와 마찰
을 빚은 것이나, 베네수엘라가 석유공급과 오일머니를 내세워 미국과 대립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정부통제는 에너지 분야에 대
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어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
를 낳는다.
2000년 이후 세계 석유시장이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되고 정치적 요인의 영향
력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1970년대와 유사하지만 차이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70년대에는 아랍민족주의와 이란혁명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판매자
시장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요인이었다면, 최근의 시장구조는 일부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급상황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이다. 이것은 1970년대의 시장구조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시장구조는 그러한 극적 변
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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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1) 에너지 공급국의 대응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에 대해 세계의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에너지의 공급국 혹은 순수출국과 소비국 혹은 순수입국으로 나누어 살
펴보기로 한다. 에너지 공급국의 대응은 에너지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지역인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공급상의 애로가 발생
하였고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생산능력을
높여 판매량을 늘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개발에
대한 투자를 누구의 주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석유메이저와 같은 외국 자본이나 기술을 유치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법
과, 반대로 정부의 통제나 개입을 강화하여 국가주도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쿠웨이트, UAE, 이라크,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이 전자의 경우에 속
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나라들은 해외 자본의 유치를 위해 석유산업 개방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
하고 유전을 분양하는 반면 뒤의 나라들은 기존의 개방적인 정책에서 선회하
여 외국지분을 회수하거나 외국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하고 있다.70) 2003~04년까지는 개방의 경향이 강했으나 그 후에는 오히려 정
부통제 경향이 더욱 우세해졌다고 할 수 있다.71)

70)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0년대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계속 석유개발 부문의 외국
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71) OPEC 회원국이면서 아프리카의 핵심적 에너지자원 보유국인 알제리의 최근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알제리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2005년 유전에 대한 국영기업의 최소 지분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
로 새로운 석유법을 제정했지만, 겨우 1년이 지난 2006년에는 국영기업이 반드시 최대 주주가 되도록
석유법을 개정함으로써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 쿠웨이
트 정부도 석유의 상류 부문(원유의 탐사, 채굴, 생산)에 대한 대외개방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쿠웨
이트’를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대 기류에 직면하여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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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국들은 소유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높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는 이미 OPEC이라는 카르텔 조직이 형
성되어 있는데, OPEC은 1999년 이후 결속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 후 자신들
의 목표유가를 암묵적으로 설정해 놓고 생산쿼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데, 최근 3~4년 사이 목표유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석유와
는 달리 운송상의 제약이 강하고 장기계약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카르텔을 형
성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의 주도하에 천연가스분야의 카르텔 형
성이 시도되고 있다. 국제적인 카르텔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는 동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천
연가스도 석유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
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석탄이나 우라늄의 경우는 다른 화석연료와 달리 전
세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영향력이 석유나 천연가스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가격이 상승하자 에너지 공급국들이 비전통적 에너지원, 특히 전통적
인 석유를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대응 중 하나이다. 이것은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이들 에너지원의
경제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석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카타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천연가스를 디젤로 전환하는 GTL(gas to liquid) 사업에 막대한 투자
를 하고 있다. 캐나다는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오일샌드의 개발에, 브라
질은 사탕수수와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의 개발에, 호주는 청정석탄
의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보면 이러한 비
전통적 석유 혹은 대체에너지의 비중은 아직 매우 미미하고 앞으로도 그 비중
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시장 전반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을 것이다.72)

72) IEA(2007), World Energy Outlook은 GTL이나 오일샌드 같은 비전통적 석유의 공급 비중이 2005년
2%에서 2030년에는 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1차 에너지원 중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대
체에너지의 소비 비중이 2030년에도 현재와 같은 11%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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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수요국의 대응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대한 수요국의 대응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을 것이다.73) 첫 번째는 미국형으로 복합적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방식은 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개발 확대와 수요 측면에서의 석유소비 억
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개발도 국내자원과 해외자원에
대해 병행해서 추진한다. 알래스카 지역에서의 석유탐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
라크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개발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가 정
치ㆍ외교적 혹은 군사적 지원까지 하는 것이다.74) 그리고 해외에너지에서 중
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자원개발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군사력과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이라크 및 중앙아시아의 석유개발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석유소비 억제의 필요
성도 내세우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75) 에너지소
비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개편 노력이 없는 것이나, 에너지 메이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와 같은
복합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혹은 외교적으로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면서, 국내에
막대한 에너지자원과 세계적 에너지 메이저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에너지기업의 영향력에서 결
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주장해
왔음을 고려할 때, 다음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이 공급능력 확대에서 수요 억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73) 최근의 고유가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KOTRA(2005), 산업자원부(2006) 등
을 참고.
74) 부시 행정부의 미국 에너지정책 방향은 “National Energy Policy”(2001년 5월 발간)에 잘 나타나 있다.
75) 부시 행정부는 2006년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소비 억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에너지정책(AEI:
Advanced Energy Intitiatve)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동지역 원유수입의 75%
를 대체할 예정이지만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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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은 유럽ㆍ일본형인데 이는 에너지소비 억제와 대체에너지의 개
발에 정책의 역점을 두는 것이다. EU와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확대와 강화를 주
장하며 국제적인 에너지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76) 물론 에너지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에너지 공급국과의 관계 강화나 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럽은 천연가스 도입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으로 도입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 개발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외
교적 지원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대국들은 기존
의 원자력 비중 축소 전략을 재검토하여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
다. EU나 일본이 이러한 방향의 정책을 선택한 것 역시 정치경제적 배경이 있
다. 우선 이 나라들은 이미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에너지 저소비형 국가
가 되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이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시장의 구조
적 전환에 비교적 일찍 대비해 온 나라들이다. 에너지 메이저를 보유한 나라들
도 있지만 미국과는 달리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만큼
공격적인 해외자원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 유형은 중국ㆍ인도형인데, 이들 나라는 에너지소비 억제보다는 공급
확보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억제를 위해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적 호소를 하고 있지만,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가격정책 도입에는 미온적
이다. 반면 자국 국영 에너지기업의 해외유전 확보에는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
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제유전의 가격 인상
을 주도하고 있다. 즉 해외유전의 확보에 국영 에너지기업의 경험과 기술력, 정
상외교나 원조제공과 같은 외교력, 외환보유고 등 풍부한 자금력이 모두 동원
되고 있다. 이 두 나라는 에너지소비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의

76) EU는 역내 에너지협력과 에너지효율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략보고서
를 2006년 3월 발표하였으며, 일본은 에너지효율 개선, 석유의존도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국가에너지전략 을 2006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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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에 있다. 그리고 국내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여 대형 에너지개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신흥시장으로서의 에너지 공급국에 대해 정치경제
적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막강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특징이 에너지소비 억제보다는 공급 확보에
주력하도록 만드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대응 중 어떤 유형을 채택할 것인가가 향후 우리 에너지정책
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의 방향과 비중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5. 에너지 안보정책의 유형
유형

각국의 에너지환경
장래 에너지소비 급증
시장에 대한 막강한 정부개입

중국ㆍ인도형

대규모 에너지개발기업 보유
대형 소비국으로 레버리지 보유
국내 에너지가격 통제

유럽ㆍ일본형

소비억제보다 공급확보 우선
공격적 해외에너지 확보
(외교력+국내기술+자금력)
정부의 전폭적 자금지원

장래 에너지소비 감소 전망

공급확보보다 소비억제 우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극소

에너지 공급국과의 외교 강화

일부 국가만 오일메이저 보유
(영, 불, 네, 이탈리아 등)

자원개발에 외교적 지원 국한
대체에너지 개발기술 선도

높은 에너지 소비세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에너지소비 증가 지속
경미한 에너지 소비세
미국형

주요 에너지 안보정책

국내에 다량의 에너지 매장량
패권형 국가
오일메이저 보유

종합적 에너지 안보정책
국내 에너지개발 확대
(민주당 집권 시 반전 가능성)
자원 확보 위해 군사력 동원
(중앙아시아, 이라크 등)
중동 의존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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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1) 전체 에너지
IEA(2007)의 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2030년에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171억 toe (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다. 이것은 2004년의 소비량 112억 toe에 비해 53%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
로 환산하면 2015까지는 지금까지의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연평균 2.1%로 증
가하고, 2015~30년 동안에는 평균 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IEA의
전망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최근 에너지수요 급증을 반영한 것이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2-2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석연료의 비중이 2004년 80%에서 2030년에는 오히려
1% 상승한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것은 석유의 비중은 현재의 35%
에서 33%로 감소하지만, 고급 연료인 천연가스의 소비가 비교적 높은 증가율
을 기록하고, 고유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석탄의 소비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2030년에도 화석연료의 시대는 계속되며
현재와 같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나란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
을 것이다. 풍력이나 태양력과 같은 대체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에너지
표 2-26.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2005~30년)

(단위: Mtoe)

구분

1980년

2004년

2015년

2030년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수력
목재폐기물
기타 대체에너지

1,785
3,107
1,237
186
148
765
33

2,773
3,940
2,302
714
242
1,176
57

3,666
4,750
3,017
810
317
1,375
136

4,441
5,575
3,869
861
408
1,645
296

1.8%
1.3%
2.0%
0.7%
2.0%
1.3%
6.6%

합계

7,261

11,204

14,071

17,095

1.6%

자료: IEA(2007), World Energy Outlook, p. 66.

200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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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다소 빠른 증가율을 기록하겠지만 2030년에도 그 비중은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IEA의 이러한 전망은 2012년까지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보다는 과거
추세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현재 세계시장의 수급구조
에 비추어 볼 때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석유소비 증가세는 IEA의 예상보다 더욱 둔화되는 반면 석탄과 대체에너
지의 소비 비중은 더 커지고, 원자력의 비중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소비증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것이므로 선진국의 소
비 비중은 현재의 50%에서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비중은
현재의 15%에서 2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부문별로는
발전분야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IEA는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증가의 47%가 발전용 수요에서 비롯되는 반면 운송용 수요의 증
가율은 2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 석유시장
현재 세계 석유시장이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의 석유시장
상황을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다음의 몇 가지 추세는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적어도 향후 20~30여 년간 인류의 에너지원으
로서 석유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유가를 배경으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체에너지
들이 석유를 대체하기까지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으로 전망된다. IEA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1차 에너지의 연평균
수요증가율은 1.6%인 반면 석유의 수요증가율은 1.3%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
으로 전망되었다.77) 이것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석유소비 증가세의 둔화 경향
을 반영한 것인데 이러한 소비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2030년 석유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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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33%로 2004년에 비해 단 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되었
다. 즉 2030년에도 석유는 모든 1차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둘째, 급격한 수요증가에 석유생산 증가가 순조롭게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20년 내에 석유생산의 절대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위 석유생산 정점이 조만간 도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일부 비관적 석유지질학자들은 세계 석유생산이 2005년을
전후하여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캠벨(Colin Campbell)이 대표적
인 인물이다. 이들은 미국 지질학자 허버트(M. King Hubbert)의 이론을 수용하
여, 2005년을 전후하여 세계 석유생산은 정점에 이르러 석유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78) 허버트는 1956년 석유의 생산량이 종 모양과 같
이 초기에는 점차 증가하다가, 누적생산량이 매장량의 절반 수준이 되는 시점
에서 정점에 이르고 그 후에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79) 캠벨
은 세계 석유의 궁극가채매장량(1조 8,500억 배럴)과 지금까지의 석유 누적생
산량을 계산해 볼 때 세계 석유생산의 허버트 정점(Hubbert’s peak)은 2005~06
년이 될 것이라고 최근 주장하였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2030년까지는 석유생산이 수요증가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도 석유의 가채매장량은 40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
전으로 가채매장량 자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석유생산도 계속 증가할 것
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생산능력 10만b/d 이상의 대형 유전(giant oilfield)의 평
균 생산량과 신규발견 건수가 1980년대 이후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80) 탐
사ㆍ개발 기술의 발전으로 중소형 유전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77) IEA(2006), World Energy Outlook.
78) Campbell(2005).
79) 허버트는 이 주장에 따라 미국의 석유생산이 1970년을 전후하여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
로 미국 석유생산은 그 시기 이후 감소하였다.
80) 대형유전의 평균생산량은 1970년대에 23만b/d에서 1990년대에는 14만b/d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신규
발견 건수도 같은 기간 25개에서 12개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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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석유 확인매장량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추가 확인매장량의 약 절반
은 해상 유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상류 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국제유가
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저유가 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 연간 800억 달러에
서, 유가가 상승한 2000년 이후에는 1,1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리
고 최근에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석유개발투자의 증가는
석유생산량뿐만 아니라 석유의 가채매장량도 당분간은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
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과 인도가 세계 석유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석유소
비국이 될 것이다.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급속한 공업화와 자동차의 보급
으로 인해 석유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향후 국제 석유시장에서 주요 플레
이어로 등장하면서 석유질서와 국제유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은 중국과 인도의 석유소비 증가율은 향후 20년
동안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연간 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81)

그림 2-12. 석유수요의 지역별 비중 변화(2001~25년)
2001년
기타 개도국
기타개도국
27%

2025년

북미
31%

기타
선진국
기타선진국
8%

구소련 등
7%
인도
3%

북미
29%

기타 개도국
기타개도국
30%

기타
선진국
기타선진국
6%

중국
6%

서유럽
18%

자료: EIA(2004),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81) EIA(2006),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구소련 등
7%

서유럽
13%
인도
4%

중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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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체에서 중국과 인도의 석유소비 비중은 2025년에는 10.6%와 4.4%로
증가하여, 중국은 EU에, 인도는 일본에 필적할 만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이처럼 선진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BRICs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면서, 석유시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세계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2/3가 개도국 수요증가
에 기인하고, 중국과 인도의 수요증가가 전체 증가분의 1/4을 차지할 전망이다.
넷째, 석유공급의 측면에서는 OPEC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동의 영향
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해와 북미지역 유전이 빠르게 노후화하
면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OPEC의 석유생산량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소
수 산유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
OPEC 지역의 생산은 2010년을 전후하여 정점에 이른 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중동지역은 확인매장량의 60%, 미확인매장량의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비용도 낮아 생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OPEC의 생산 비중은 현재의 약 38%에서 2030년에 50% 내외로 증가할

그림 2-13. 지역별 원유생산 전망(2000~30년)

(단위: 백만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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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석유수출에서도 중동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동의 석유수출량은 현
재 하루 약 2,000만 배럴에 2030년에는 하루 4,600만 배럴 정도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석유생산의 지리적 집중이 심화되면서 석유수입국의 석유의존도,
특히, 중동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보다도 중국 등 아시아 개
도국의 수입의존도가 현재 40%에서 80% 수준으로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석유공급 측면에서 중동의 비중이 증대하고 수요 측
면에서 아시아 비중의 증대로 중동-아시아 간 교역이 세계 전체 석유교역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동 석유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가열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2-14. 지역별 석유교역량 변화(2005~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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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07), World Energy Outlook.

다섯째, OPEC의 석유개발투자 동향과 계획에 비추어 볼 때 국제유가는 적
어도 2010년까지는 6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의 고유가와 공급능력 제약을 배경으로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석유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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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리고 이 지역의 산유국들이 향후 5년간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 중 약 절반 정도
의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석유개발
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동 산유국을 비롯한 OPEC이 세계 석유수요의 증
가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과거와 같은 정도의 여유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각국의 석유개발투자 계획과 목표를 종합하여 보면 2010년 OPEC의 생산능
력은 현재보다 하루 500만 배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동 산유
국을 비롯한 OPEC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원유생산능력 증대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의 세계 석유수요 전망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OPEC의 여유생산
능력은 2010년에도 하루 200만 배럴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과거 그 규모가 많
게는 1,000만 배럴, 평균적으로도 500만 배럴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도 OPEC이 내놓은 원유생산능력 전망에는 이라크와 이란에 대해 낙관적인 가
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라크 정세나 이란의 핵문제를 고려할
때 양 국가가 원유생산능력을 목표만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중동지역 산유국들의 향후 석유개발투자 계획과 세계 석유수요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석유의 빠듯한 수급상황은 적어도 2010년까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국제유가도 100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강세
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이처럼 60달러 이상의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면
소위 비전통적인 석유의 공급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전통적 석유에
는 천연가스의 액화물(NGL: natural gas liquid), 천연가스를 디젤로 변환한
GTL(gas-to-liquid), 원유를 함유한 모래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오일샌드(oil
sand) 등을 들 수 있다. GTL이나 오일샌드가 경제성을 갖는 유가수준은 대체
로 배럴당 40~60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GTL의 경우 카타르와 남아프리카 공
화국이 현재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카타르는 GTL의 생산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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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보다도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오일샌드인데,
캐나다는 최대 1.7조 배럴의 오일샌드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현재 기술수준에
서 경제성이 있는 확인매장량도 1,75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82) 생산량은
2000년 이전까지는 하루 약 50만 배럴에 머물렀지만, 2004년에는 100만 배럴
에 이르렀고 2006년에는 120만 배럴로 증가하였다. 최근 캐나다 국내는 물론
이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기업이 오일샌드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
어 앞으로도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하루 3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비전통적 석유의 비중은 세계 전체 석유생산의
5~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3) 천연가스시장
현재 천연가스는 러시아와 북미지역이 세계 전체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
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시아가 각각 약 10%씩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2030년
이 되면 이런 분포는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중동과 아프리
카의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IEA의 전망
에 따르면 2030년 중동의 생산량은 북미지역 생산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
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도 중요한 천연가스 공급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는 석유와는 달리 운송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역이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의 주된 소비지는 북미, 유
럽, 그리고 극동 아시아이다. 유럽의 경우 역내 천연가스 생산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로 운송이 가능한 러시아와 북아프리카에 대
한 의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북미지역은 PNG로 도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고, 극동아시아 지역은 PNG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액화천연
가스(LNG)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LNG 시장에서 중

82) 오일샌드를 석유매장량에 포함할 경우 캐나다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1,79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2,590억 배럴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이준규ㆍ고희채
(200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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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지역별 천연가스 생산 전망(200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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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06), World Energy Outlook.

동과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아프리카의 LNG 도
입을 두고 유럽과 미국이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중동의 LNG에 대해서는 유럽
과 극동아시아가 도입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천연가스는 개발단계에서
장기도입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석유만큼 공급국의 지배력이 강하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LNG 현물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 시장수급에 따라 공급국
의 협상력이 행사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모두 LNG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
서에서는 LNG 시장을 중심으로 전망을 하기로 한다.
IEA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연간 2.4%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3.2t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 중국이 수
요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에서는 천연가스 생산이 2000~04
년에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미국의 생산 증가가 매우 저조한 상태이
며 생산증가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 북미지역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LNG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은 노르웨이의 생산이 2000년대 전반에
60%나 증가했지만 영국의 생산 감소로 5년 후에는 유럽 전체 생산량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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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은 수입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에
도 호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요 증가로 2010년에는 전체 소비
의 2/3 정도를 LNG의 형태로 수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 천연가스시장의 전망을 기초할 때 천연가스에서 LNG의 비
중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역내 생산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LNG 수입의존도는 커질 것이 거의 분명하다. IEA의 전
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가스 소비에서 LNG의 비중은 2005년 10% 수준에
서 2010년에는 20%로 2배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LNG의 추가 공급은 카타르, 나이지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북아프리카 지
역 등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카타르는 풍부한 오일머니와 외국인투자를
이용하여 LNG 생산 증가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 최대의 LNG
공급국인 인도네시아는 투자 부족과 국내의 가스대체 정책의 영향으로 LNG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EA에 따르면 보수적
으로 추정하더라도 2010년 LNG 교역량은 현재보다 50~80% 증가한 300~
350b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83) 2010년의 LNG 생산능력은 현재 건설 중
인 플랜트만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300bcm 수준이며, 설계 중인 것까지 모두
완공된다고 가정하면 370bcm에 이른다. 그리고 각국이 현재 계획 중인 것까지
모두 실제 건설로 이어지면 450만bcm으로 현재의 두 배 이상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LNG 생산시설이 계획대로 얼마나 건설되느냐에 따라 수급상황이 결정
되는데, 현재 설계 중인 플랜트의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공급상의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새로 개발되는 LNG 플랜트 프로젝트는 과거와 같은 사전의 장기도입
계약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세계 LNG 시장수요에 대한 공급

83) IEA(2006), World Energy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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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LNG의 단기 및 현물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5년 동안은 일본과 한국의 LNG 소비가 여전
히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2010년경이 되면 대서양의 시장규모가 태평양시
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84)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
한 중동이 양 지역에 동시에 LNG를 공급하면서 시장의 통합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북미지역에서 PNG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 지역간 가격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태평양시장의 경우에도 중동의 LNG 중 대서양시장으로 공급
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인도네시아의 공급이 정체되면 가격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LNG 소비국으로 등장하면서 수요가 증
가하고 미국 태평양 연안의 터미널 건설 역시 태평양시장의 LNG 수요를 자극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히 아시아 LNG 시장에서는 1990년대 말 이
후의 구매자의 협상력 강화 추세가 반전되면서 당분간 판매자 시장의 특성이
지속되고 가격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과 인도의 LNG 수
요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주요 공급국인 인도네시아의 LNG 생산은 감
소하고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공급부족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다
만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가스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국과 일본 등 극동
지역에 PNG로 공급된다면 세계 LNG 시장 구조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겠
지만, 단기간 내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석탄시장
2003년을 기점으로 석탄은 세계의 에너지원으로 새로운 중흥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탄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물론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환경적 에너지원으로 지목되면서 그 비
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욱 청정하

84) 2005년 현재 태평양시장이 약 63%, 대서양시장이 약 3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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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하고 편리한 에너지원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소위 신
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석탄의 중요성과 경제성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IEA는
2002년 발간된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보고서 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의 비
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2006년 보고서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85) 2002년 보고서에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1.7% 증가하는 데 비해 석탄은 1.4% 증가에 그쳐 세계 에너지 총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6%에서 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에 발간된
2006년 보고서에서는 석탄의 연평균 소비량이 1.8%에 이르고 비중도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석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한 배경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제유가의 상승이다. 석유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탄의 경
제성이 더욱 부각되고 따라서 석유에 대한 대체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발전
분야에서 석유나 가스 대신 저렴한 석탄 사용을 확대하려는 추세가 나타났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안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가 고조되었는데 석탄
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석탄은 석유
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에너지안보의 절박성이 가장 강
한 중국과 인도가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급증하
는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86) 최근 3~4년 사이에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수요가 급증한 것도 석탄
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향후 30년 동안 세계 전체 석유소비 증
가의 약 85%가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두 나
라는 여전히 석탄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두 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
는 세계 석탄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석탄의 사

85) IEA(2002, 2006), World Energy Outlook.
86) 중국은 2006년부터 시작되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자급능력 강화를 위해 석탄의 비중을 앞으
로도 계속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석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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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관련된 청정기술 개발 노력도 석탄의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청정석탄기술의 개발과 보급 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황, 질소, 분진 등의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기술은 현재 실용화되어 있으며, 이
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열효율 개선의 기술 개발도 상당 정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배출 기술 개발까지 시도
되고 있다.87)
신흥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 급증과 그로 인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로
석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석탄은 세계 에너지소비에서 현재와
비슷한 비중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소비 추이가
세계 석탄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수요증가의 대부분은
발전분야에서의 소비증가에 의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석탄공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탄생산성의 상승, 신규탄광
개발, 석탄개발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지원이 생산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다. 석
탄의 공급 역시 소비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자급의 형태로 석탄이 조달되기 때문에 교역의 비중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석
탄의 국제적 교역에서 아시아시장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중국의 수출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수출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중요한 석탄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석탄의 수출비중을 감소시키겠지만 여전히 순수출국
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석탄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제유가
가 계속 상승한다면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석탄은 석유나 천연가스와는 달리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생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불안이 해소되면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여전히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2003년 이전의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
에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석탄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

87) 청정석탄기술 개발 동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orld Coal Institute(2005), section 6을 참고.

17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던 해상운임도 선박공급의 증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의 국제교역에
서 현물거래 비중은 1995년 5%에서 2001년 30%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2003년 이후 석탄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되어 다시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
능성이 있다.
그림 2-16. 석탄의 생산량과 소비량 전망(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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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06), World Energy Outlook.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신에너지질서의 형성, 그리고 미래
에너지시장의 전망은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질서에 대응한 에너지 공급
국과 수요국의 대응 역시 이 분야에서의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시사
점을 준다. 무엇보다도 세계 에너지질서의 변화는 우리의 국제 에너지협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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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신에너지질서가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증대와 에너지가격 상승을 의미
하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협력의 중요성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시장
의 변화가 신흥시장의 본격적인 산업화라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초래되
었고, 이러한 외부적 환경에 대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넓은 의미의 대외통상정책에 있어 에너지 분야 협력
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지
금까지는 해외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
자원협력위원회’와 같은 정례적인 양자간 에너지협력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앞
으로는 국제 에너지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의 수립과 다자간 협력체제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즉 국제적 협조를 통해 세
계 에너지시장 환경을 우리 경제구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나 환경에 관한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 에너지협력에서 어떤 입장 혹은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정하기 위
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전반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다른
에너지 소비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패권국
가이면서 국내적으로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
의 에너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남는 문제는 유
럽ㆍ일본형과 중국ㆍ인도형 중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중국이
나 인도보다는 훨씬 높다. 따라서 두 유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다
른 측면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유럽이나 일본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산업화의 진전 정도인데 중국이나 인도
는 현재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는 도약단계(take-off)단계에 있거나 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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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앞두고 있는 반면 우리는 성숙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후장대형 산업은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소득도 2만
달러 수준으로 소비형 에너지수요도 안정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체 에너지소비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단계는 지난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은 이미 석유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전력소비 증가율도 0.5~
1.0%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나 산업화 단계
의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성장 혹은 안정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석유소비의 경우 우리나라도 이미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석유소비 증
가율은 거의 0%에 가깝다.88)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급격한 에
너지소비 증가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원의 확보 필요성은 크지 않다.
에너지자원 개발의 역사,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이나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은 자국 영토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한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식민지에서 자원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 덕분에 토탈(Total-Fina-Elf)이나 로열더치셸(Royal-Dutch
Shell)과 같은 오일메이저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 경우를 제외
하면 오일메이저 기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미국, 중국, 인도
등은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고 석유를 비롯하여 풍부한 에너지원을 보유하
고 있어 국내의 에너지개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거대한 자국의 에너
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
외에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막
대한 외환보유고라는 자금력까지 동원하고 있다.
에너지개발의 기술이나 경험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보
88) 정부가 2006년에 발표한 에너지비전 2030 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상당히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EA 전망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세계 전체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1.6% 수준이고 OECD 평균이 0.9%인데 우리가 세계 평균
을 상회하고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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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일본과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
하여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인도, 유럽의 일부 강대국에 비
해 뒤질 수밖에 없다. 기술, 경험, 자금조달능력, 외교적 역량 모든 점에서 불리
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국가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안보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정책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의
열세를 차치하더라도, 강력한 정부 지원하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정책은 효과
에 비해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해외유전 개발이 갖는 공익적
효과, 즉 에너지안보에 대한 기여효과는 사실 매우 제한적이다. 평상시에는 해
외에서 개발된 석유는 현지 혹은 인근 국가에 대부분 매각되고 유사시라고 하
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여올 가능성 역시 매우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89) 그 양도
우리 소비량에 비추어 보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처럼 효과는 제한적인데 비
해 정부지원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비용은 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공확률이 매우 적은 데 비해 위험이 높은 유전개발에 대해 성공불 융자,
즉 개발의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고 실패의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는 현
재와 같은 융자 지원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런 공익적 외부효과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에너지
안보의 역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에너지자원은 투자가치를 갖은 경제적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민간기
업이 자본이득(capital gain)이나 개발이득을 얻기 위해 해외유전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기업이 철저히 상업적 기초에서 판단하여
투자할 일이며 그 위험도 민간기업이 부담하여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89) 유사시라고 하면 중동으로부터 거의 모든 석유수입이 중단될 수 있는 정도의 전쟁이 2~3개월 이상
장기간 발생하는 경우나, 석유의 세계적 고갈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공
급이 시장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제유가만 상승한 경우는 해외에서 개발된 석유를 국내로 들여
오는 위급 상황이라고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민간의 석유개발기업이 국제적인 고가격을 포기하고 낮
은 가격에 국내로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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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할 수
는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와 소득수준, 향후의 에너지수요 전망, 에너지개
발과 관련한 경험과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형
보다는 유럽이나 일본형 에너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안정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보다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정
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단순히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능력을 확대해 온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소
비 억제와 효율성 향상 그리고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통한 화석에너지 사용의
절감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석
유를 비롯한 에너지원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에너지시장의 투명화나 에너지외
교의 강화를 통해 지금과 같이 시장을 통해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에너지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인 에너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하고 실
현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전반적 방향하에서 국제적 에너지협력은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할까? 그것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의 에너지소비 억제
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에너지가격 상승과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의 가
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경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이다.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
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국제적 차원
에서 소비억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이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신흥경제권이나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그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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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거나 에너지 절약적 기
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에너지가격 안정이나 하
락으로 경제적 이득이 됨을 설득하고 국제사회가 적절한 지원과 견제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협
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ASEAN+3, APEC
등 다양한 다자간 틀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소비 억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체에너지 개발 및 환경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나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유
럽의 경우 대체에너지 개발기술은 아직 해외 수출 혹은 진출의 단계에 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환경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당분간 국내시장을 일정부분 보
호하면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적 catch-up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전략적 제휴 혹은 M&A를 유도하
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기술 도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 분야는 선진국과의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요 에너지 공급국과의 정치ㆍ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우리의 주요 석유수입국인 중동과의 관계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서는 지금까지의 양국간 공동자원위원회 개최를 넘어 좀 더 전향적인 정책 수
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에너지에 국한된 협력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 GCC와의 FTA 체결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
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협력이나 과학기술 분야
의 협력도 양국의 상호이익과 우리의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유, 석유화학, LNG 개발, GTL 개발 등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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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에서의 상호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에너지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즉 유사시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 공급국 스스로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 관계가 긴밀한 나라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민간기업의 해외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에
대한 외교적 지원도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너지 개발은 철저히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민
간이 투자에 참여하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
양한 외교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정부는
사전적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치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DA나 정상외교와 같은 정책수단이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추진
이나 금융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앞으로는 에너지 관련 기
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GTL, 오일샌드, 바이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비전통적 혹은 대체에너지의 개발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기업이나 국가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해외기업과 전략적 제휴
를 형성하거나 해외기업을 인수ㆍ합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을 국내적
으로나 국제협력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에너지협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중국이나 일본을 무리하게 참여시키
는 것보다도 남북한의 에너지문제 해결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극동지역에 대한 잠재적인 에너지 공급대국인
러시아와 구체적인 에너지협력을 점진적으로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 전력 공급, 러시아 천연가스와 원유의 도입 등이 가능한 협력분야이며 이
세 가지 분야를 상호 연계하여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ㆍ러 에너지협력이 답보 상태에 있지만 북핵문제의 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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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
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우리나라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안보 강화와 세계적 혹은 지역적 차원의 에너지 및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
다.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국 혹은 주요 지역과 어떤 방
향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하는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한 지역만 보면 그 지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세계 전체
를 시야에 넣고 또 다양한 에너지원을 고려할 때에만 그 지역의 중요성을 제대
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상태만이 아니라 장래의 전망까지 같이 고려
하여야 적절한 미래의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국제적 에너지협력의 기본원
칙, 에너지원별 구성에 대한 전망, 지역별 에너지생산 전망 등을 기초로 하여
각 지역 혹은 주요 국가와 어떤 방향에서 에너지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중동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에너
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동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유의 약 80%를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
고 있고, 천연가스는 그보다 의존도가 낮지만 약 50%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에너지자원의 분포 때문이다. 앞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석유의 경우 세계 전체 확인매장량의 60%, 미확인매

182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장량의 40%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전체 매장량의
40%가 중동에 존재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생산능력에 대한 불안감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라는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중동의 중요성
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세계 석유생산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는 심각한 석유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동 산유국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중동은 우리의 최우선 협력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에너지의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
급받아 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 즉 중동의 산유국들이 에너지안보를 위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
한 파트너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제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수
단은 거의 없다. 중동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판매처로서 한국의 중요성은 감소
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시장이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에서 판매자 시장
(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어 수출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되었다. 또한 중
국의 급성장으로 세계적인 에너지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거의 사라졌고, 에
너지 총수출 중 한국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유전은 대부
분 국영 석유회사에 의해 소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직접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는 우리
나라와 중동 간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이다. 공고한 경제적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동 산유국의 이해관계와 가능한 한 일
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에너지공급 중단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의 석
유 분야 상류 부문(upstream)과 우리의 하류 부문(downstream)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중동 석유회사들이 우리의 정유나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하여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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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
기지로서 우리나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동기업이 참여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시장에 공급
하기 위한 에너지 물류기지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석유 공동
비축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기업들이 중동에 투자하는 것도 간접적이지만 우리의
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유나 석유화학 분야는 물론이고 고용창출능
력이 있는 제조업분야의 투자도 바람직하다. 만약 에너지 위기에 의해 우리나
라의 경제 혹은 기업이 충격을 받고 그 결과 자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곤란에 빠지면 자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상
황을 피하기 위해 산유국의 노력이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확보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GCC와의 FTA도 결국 이런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FTA 협정에서 에너지안보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여 위기 시 에
너지공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지역이지만 에너지자원 개발 참여의 측면에서도 중동은
중요하다. 참여가 가능하고 유망한 지역은 역시 이라크와 이란인데, 이 두 나라
는 세계 전체적으로 보아도 석유생산능력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매장량은 엄청난 데 비해 1980년대 초 이후 약 20여 년간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경우 아직 연방정부 차
원에서 석유개발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쿠르드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
정부는 유전개발 입찰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쿠르드 지역에서의 유전
개발 참여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보수파 정권의 집권과 최근
핵개발 억제를 위한 미국의 경제제재 강화 이후 외국인의 유전개발 참여가 매
우 어려워졌지만 잠재력은 매우 큰 지역이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를 위해 이란
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
고 이란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LNG 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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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입과 유전개발 참여를 교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2)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 전체 석유매장량의 6.2%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사우디아라비
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최대의 보유국
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 역시 세계 최고이다. 이런 점에
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강국 중 하나인데, 에너지교역의 대부분은 아
시아가 아니라 유럽과 이루어지고 있어 무게중심이 유럽에 있다. 하지만 우리
에게는 한반도 주변에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에너지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에
너지 분야 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리와의 에너지협력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극동 및 사할린 지역 석유의 공동개발, 가스전의 공동개발, 가스의 도
입, 북한과의 전력망 연계 가능성 등이다. 이러한 사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또 상당수는 현재 추진 중이다.90) 하지
만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9년부터
추진된 이르쿠츠크 가스의 도입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협력의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중앙정부의 정책초점이 여전
히 유럽으로 향하고 있고,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우리와의 에너지협력
에 대한 의지가 약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사할
린 석유의 도입은 운송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이라
도 낮추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다만 앞으로 러시아의 석유생
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선의 실질적 분산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연가스이
다. 천연가스의 도입 역시 PNG의 형태든 LNG의 형태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90) 한ㆍ러시아 에너지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이재영 외(2007a)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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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북한을 경유한 PNG 형태의 도입이
나 북한-시베리아 간 전력망 연계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북한 에너지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전체와 러시아와의 관
계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을 조망해야 하고, 협력의 심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러시아에 한반도와의 에너지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은 에너지교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와 매
우 유사한 상황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한ㆍ일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북미지역의 가스 및 원유 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러시아로부터
LNG와 원유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극동시베리아를 동북아 및 태
평양 지역의 에너지교역 중심지로 만들고, 러시아의 에너지공급 확대와 시장투
명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ㆍ미ㆍ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협력체제는 북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러시아와 북한
간 전력망 연계 문제의 논의에도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이 국가통합체제로 변모하고 있고,
우리와의 에너지협력 이슈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ㆍ러 에너지협력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와 같이 참여주체별로 분산된 형태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보다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극동러시아 개발계획에의 주도적 참여와
FTA 등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고, 일본이나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을 대서양에
서 태평양으로 이동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세계 전체 석유매장량의 3.3%, 천연가스매장량의 3.3%를 보
유하고 있다. 전체 매장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국제정치 무대에서 이 지역이 권력의 공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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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백을 미국이 급속히 메웠지만 최근에는 이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러시아의 경제력이 회복되면서 다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과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상태에 있다. 2001년에 형성된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지
역은 앞으로 석유나 천연가스 모두 생산잠재력이 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2030년이 되면 석유생산은 리비아와 알제리가 위치
한 북아프리카 지역에 버금갈 만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
기업의 에너지자원 개발 참여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지역
중 하나라는 특징 때문에 세계 에너지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중 에너지 측면에서 핵심국가는 석유 부문의 카자흐스탄과
가스 부문의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 지역들에서는 우리나라로 에너지를 직접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이 에너지협력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우리 기업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참여이다.91)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이며, 정부는 이런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해당국 정부
와 정책협력을 할 수 있다.

4)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세계 석유매장량의 9.5%,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
의 분포지역은 리비아와 알제리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부아프리
카의 기네아만 근처이다. 기네아만 주변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적도기니가 주
요 산유국이다. 향후 아프리카의 석유생산량 전망과 관련해서는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에 비해 석유생산량이 크
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유가의 지속과 많은 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3~4년간 석유생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런 전망
을 뒷받침하고 있다.92) 또한 대부분의 잔존 유전이 개발이 어려운 심해유전이
91)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에너지개발 참여 현황에 대해서는 이재영 외(2007b)를 참고.
92) 2000년대 초 나이지리아의 산유량은 2007년경이 되면 하루 4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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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과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 역시 생산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이미 유전이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생산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국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었기 때
문에 강대국 기업의 진출무대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석유자원을 둘러싸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개발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미국은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리카 개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고,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
들과의 정치적 유대관계와 미-아프리카 간 틈을 활용하면서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사업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풍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
면서 국가통제가 강화되는 경향으로 반전되고 있다. 다만 리비아의 경우는 미
국에 의한 경제제재 해제 이후 오히려 외국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가 우리의 에너지 국제협력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이
지역이 석유자원개발 참여가능 지역이라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는
자주개발률의 확대로 인한 유사시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잠재력이 크지 않고 강대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불확실 요인이 많다는 점에
서 아프리카와의 에너지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유전개발투자를 측면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아프리카는 세계 전체 매장량의 약 8%, 생산량의 6%를 차
지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지역의 천연가스 생산 정체 및 공급선 다변화 정책에
대응하여,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가스 생산과 LNG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지리적으로 멀고
앞으로도 대부분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수출될 것이므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
은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중앙아시아와 더불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너지
었지만 실제 산유량은 몇 년 동안 230만 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앙골라의 산유량은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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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원에 대한 국가통제는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여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전력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아프리카의
전력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우리 기업이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하는 것이
협력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유전의 개발과 연계하여 에너지 공기
업들이 패키지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5) 중국
중국은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
면서 에너지소비도 급증하여 세계의 에너지를 흡인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시 석유가 가장 문제인데 1993
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는 수입의존도가 41%에 이르고 있으
며 앞으로 이 비율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일본과의 동시
베리아 송유관 경쟁,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유전개발 진출, 중동과의
관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93)
에너지확보를 위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에너지확보 측면
에서 자금력이나 외교적 역량, 기술, 국가의 의지, 에너지기업의 역량 등 모든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제로섬형 에너지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에너지안보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우리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대중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을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이며, 둘째,

93)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해외에너지 확보 정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양평섭 외(200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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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셋째, 해외 에너지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석유 공동비축 등을 제안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에너지의 수요 조절보다는 공급의 안정적 확보에 훨씬 더 큰 정
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소비 억제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안정과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ASEAN+3나 APEC 등과 같은 다자간 채널을 통해 다른 선진국과 더불어 중국
의 에너지소비 억제 정책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의
무 감축의 수용,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 환경서비스시장의 개방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탄의 소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에너지와 관련한 양자간 협력관계는 석
유제품의 대중 수출, 원유와 천연가스의 공동개발,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분야의 대중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양
국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에 비하면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협력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대중 에너지협력 전략은 기존 협력분야의 확대발
전과 양자간 협상이 가능한 추가적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 인도와 더불어 세계에서 에너지의 순수입이 크게
증가할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공급지역으로서
동남아지역의 중요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OPEC 회원국인
인도네시아가 원유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예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우리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첫째 에너지
소비 급증지역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할 대상지역이며, 둘째 중요한 해외자
원개발 대상지역이며, 셋째 LNG의 안정 도입 대상지역이며, 넷째, 에너지산업
및 환경서비스산업의 진출 대상지역이라는 점이다. 이 지역의 에너지소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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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채널을 통해 설득하고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투자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50%
의 LNG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최근 LNG 시장이
공급자 시장으로 변모되고 동절기를 중심으로 현물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계절
적으로 LNG 도입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 국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남
아시아 지역은 우리의 주요 투자 및 서비스시장 진출 대상지역인데, 에너지플
랜트 산업과 에너지절약 및 환경서비스시장 측면에서도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
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시장개방 유도가 필요하다.

7) EU와 일본
EU와 일본은 모두 선진국이면서 에너지 순수입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와 마
찬가지로 에너지안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에너
지공급의 확보보다는 에너지소비의 감소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달성한다는 기
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다자간 국제관계
의 틀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공급확보 중시정책에서
수요억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런 전략하에서는 EU나 일본과의 에너지
분야 혹은 환경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간 협
상과정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EU와 일본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
서의 이행과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인 국가이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는 대
조적인 입장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중간적 위치에서 탈피하여 EU와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 에너지안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은
에너지 및 환경 관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이 두 지역은 에너지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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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고
공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는 지역 에너지협력에서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
과는 러시아, 북한, 중국, 미국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이나 동북
아시아 에너지시장 형성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공급확보 중심정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중
심 정책, 양자관계 위주정책, 대립적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정책
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EU와 일본은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다자
틀을 통해서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에너지소비 억제의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
하고, 그 과정에서 EU 및 일본 등 선진국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그리고 양자간 관계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에너지협력이나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형성 등과 같은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차원에
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해외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상업적 투자행위로 이해하고 외교적 차원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세계 전체 석유매장량의 8.6%,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
다. 그리고 중남미지역은 중앙아시아 다음으로 석유생산 증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다만 중남미 매장량의 80% 이상은 베네수엘라에 집
중되고 있고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거의 전량은 미국, 인근 중남미, 유럽으로 수
출되고 있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외국기업의
석유 부문 참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유전개발 진출도 어렵다.
다만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매장량의 비중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비교적 일찍부터 석유의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국가에서 자원민족주의와 국가통제가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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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런 추세의 확산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남미지역 역시 우리
에너지정책에 있어 자주개발률을 다소 증가시킬 지역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9) 기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호주는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국이다. 캐
나다에는 비전통적 원유라고 할 수 있는 샌드오일(sand oil)이 최대 1.7조 배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샌드오일 개발의
경제성이 확보되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 사업에 막대한 투자
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도 유전을 매입하였는데 고유가의 지속
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7. 각 지역별 중점 에너지협력 목표와 방안
지역

에너지협력 목표

협력방안

중동

상호투자와 경제통합을 통한 에너지안보 달성, 정상외교를 통한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 신뢰관계 구축,
한-GCC FTA 체결, 오일머니 투자 유치

러시아

천연가스와 원유의 도입 포괄적 에너지협력 전략 수립, 극동에너지 시장의 중요성 설득,
및 개발, 북한 에너지문제 동북아에너지 시장 형성, 정상외교,
협력
6자회담 활용

아프리카

기업의 자원개발 진출
지원

외교적 지원, ODA의 활용,
정보제공을 통한 리스크 관리 지원

중앙아시아

기업의 자원개발 진출
지원

외교적 지원, ODA의 활용,
정보제공을 통한 리스크 관리 지원

남미

기업의 기존투자
리스크관리

자원협력위원회 활용, ODA활용,
정보제공을 통한 리스크 관리 지원

중국

에너지소비 억제 유도
동북아 에너지협력 강화

다자간 채널을 통한 소비억제 유도, 에너지자원공동개발, 공동
석유비축, 대중 에너지시장 진출, 석탄의 안정도입 체제

동남아시아 에너지소비 억제 유도
일본, EU

국제사회의 에너지소비
억제 유도

공동감축목표 설정, ODA를 활용한 에너지소비 억제 경험 및
기술 공유
다자간협상에서의 공조체제, 온실가스 감축 확대, 환경기술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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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샌드오일의 생산량은 국제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지만, 이
분야에 대한 세계적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및 자원 대국인 호주는 우리나라 전체 석탄수입의 약 44%를 공급하
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석탄의 소비량은 감소에서 증가 추세로 반전되
고 있다. 문제는 석탄이 갖는 환경파괴적 효과를 줄이는 것인데, 호주와는 석탄
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 외에 청정석탄(clean coal)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호주로부터의 LNG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추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NG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
어야 할 것이다.
[표 2-27]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국별ㆍ지역별 에너지협력 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환경협력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용어임에 틀림
없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발전, 생물다양성협약 등 다자간 협
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한ㆍ중ㆍ일 간의 해양 및 육상에서의 환
경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환경협력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환경협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나아가 어떠
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블록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
양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환경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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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세계경제는 무역, 투자, 인적이동 등 다양한 생
산요소의 이동이 자유화되는 글로벌화 과정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
의 주요 지역들이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블록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 및 블록화의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기업의 경
제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협력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원ㆍ에
너지협력, 투자협력, 산업ㆍ기술협력, 기타 각종 제도적 조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이 국가ㆍ지
역 간 협력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개발도
상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을 통해 자국의 환경산업 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반대하여 왔던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기업들의 환
경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규제가 느슨한 미국기업들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미국기업들로 하여
금 미국의회를 자극하여 규제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환경협력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냉혹한 경쟁의 논리가 이러
한 국제협력의 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쟁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환경협
력이 왜 필요하며, 우리나라 환경협력의 중장기적인 기본전략은 어떻게 설정해
야 하는지, 그리고 주요 국가ㆍ지역별로 어떠한 환경협력을 전개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지역ㆍ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환경협력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해야만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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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적 환경문제(regional environmental issue)와, 더 나아가 지구적 환경
문제(global environmental issue)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 발생의 역
사를 보면 환경문제는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매우 복잡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특정 산업단지 주변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산업공해에서 시작하여 환
경파괴의 효과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越境型(cross-border)’ 환경문제(국제
하천오염, 산성비, 해양오염 등), 나아가 지구 전체적으로 환경파괴의 효과가
발생하는 지구환경문제(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로 그 공간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오염의 효과가 단기적인 환경문제에서 지
속적이고 장기적인 환경문제로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환경파괴의 영향
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게 증가하였고 환경파괴의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도
공간적ㆍ시간적으로 확대되면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문제영역이 확대되고 복잡화된 환경문제가 대
두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체제도 공간적인 확장을 요구받게 되
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 오존층 파괴
에 대응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대응하는 바젤협약, 생
물다양성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등은 이러한 문제영역
의 공간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환경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대기오염, 해양오염, 황사,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 등
의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나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
제들이다. 더구나 중국은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구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적극적인 환경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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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도상국 환경시장 확보
환경협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환경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시아와 아
프리카를 중심으로 중동, 중남미 그리고 중동구 등 개도국들의 환경시장은 빠
른 속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고도성장은 필연적으로 환경
부하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환경투자를 확대
시킨다. 물론 환경시장의 규모확대 현상은 환경정책의 차이, 비용부담능력 등
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나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규시장을 놓고 선진 각국은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경 ODA이다. 이 분야
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ODA에서
환경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일본의 대중국 유상원조(엔 차관, 2004년)
표 2-28. 세계 환경시장 규모의 추이

(단위: 십억 미국달러)

지 역

2000년

2004년

2008e년

2000~2004년
변화율

2004~2008년
변화율

미국

210.5

240.8

268.5

14.4%

11.5%

서유럽

157.8

180.0

197.5

14.1%

9.7%

일본

93.7

98.8

108.0

5.4%

9.3%

아시아(일본 제외)

24.0

38.0

57.4

58.1%

51.3%

멕시코

3.57

4.43

6.0

24.1%

36.0%

라틴아메리카(멕시코 제외)

9.2

12.1

16.0

30.7%

32.3%

캐나다

15.0

16.5

18.3

9.6%

10.8%

호주/뉴질랜드

8.4

10.1

11.5

19.8%

13.6%

중동부 유럽

9.2

13.0

18.3

41.6%

41.1%

e

중동

6.8

9.4

13.2

38.1%

39.8%

아프리카

3.4

5.5

8.2

63.6%

48.9%

총계

542

629

723

16.0%

15.0%

주: 2008 년은 예측치임. 짙은 색은 증가율이 높은 경우를 나타냄.
자료: EBI(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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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4%가 환경 관련 원조였다. 한편, 미국이나 EU 등 서구 선진국들도 신흥시
장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사업들을 전
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기술과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이식하
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기업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의 수출,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 관련 인프라 건설에의
자국 기업의 참여 확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94)
사업 참여를 통한 배출권 확보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선
진국의 환경협력은 또한 개발도상국에게도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선진국의 기술 및 노하우의 활용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개발도상국의 환경
시장이 급팽창할 것이라는 점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능력을 활용한
대개발도상국 환경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
협력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보다 훨씬 환경관리능력이 뛰어
난 선진국들과의 환경협력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발달 정도를 보면 선진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게 부
각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환경기술 개발에 투자를 시작한
선진국들에 비해 환경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은 사후처리기술 분야인 오ㆍ폐수 고도처리, 유해폐기물 처리, 집진기
술, 배연탈황기술 등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이르나, 사전오염 예방기술,
지구환경 대책기술, 생태계 복원기술 등의 첨단 환경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94) 청정개발체제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의 한 방법이다. 배출삭감의
무국인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이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삭감한 부분의 일부를 선진국이
획득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삭감의 한계비용이 높은 선진국보다 한계비용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배
출삭감을 촉진함으로써 지구전체적으로는 비용효율적인 배출삭감을 가능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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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5) 정부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
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n-Technopia 21, ET21 사업)’을 통해
2001년부터 10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하는 3단계 환경산업 중장기전략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환경 관련기술은 바로 에너지 절
약기술이다. 현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의 논의 동향을 보면 국제사회
의 관심은 이미 2013년 이후의 제2차 약속이행기간에 모아지고 있다. 이 기간
에 미국, 중국, 인도, 한국 등 제1차 약속이행기간에 삭감의무를 지지 않고 있
는 대량 배출국가들에게 삭감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 부과한다면 어느
정도의 삭감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
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협
상을 개시한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2013년 이후의 기후
변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시한도 정해졌다. 발리 회의에
서 EU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한국을 포함한 대량배출국가 모두에게 삭감의무
부과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배출삭감의무가 부과될 것이라
는 전제하에서 선진국 특히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은 일본 및 EU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본 절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환경협력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EU 및 일본의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러한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협력 현황을 선진국 사례
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환경협력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95) 환경부(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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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으로 주정부기관에 대해 최대 15만 달러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매년
CSG의 지원사업 모집에 대해 각 주정부의 환경관련기관 및 주내의 환경사업
자 및 아시아의 제휴국이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응모하는 형태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96) 지난 10여 년 동안 26개 주정부에 약 800만 달러가 지급되었고
관련 파트너들의 부담분인 1,100만 달러를 포함하면 약 1,900만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다) 기술협력
US-AEP는 기술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를 아시아 11개국에 배치하고 아시아
및 미국기업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환경기술 주재원은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
정자와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아시아의 구매자나 환경 관련 기업의 관심사
항, 기술적 해결책 등의 정보를 집약하여 미국의 환경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US-AEP는 각국의 경제상황 분석, 환경 관
련 시장의 분야별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사업진출 가능기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청(EPA)과 지원대상국의 관련 부처 간의 협정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원이 실시되었다. 기술지원의 주체는 미국
환경청(EPA)의 환경행동팀(Environmental Action Team)으로, 이에는 환경청
전문가와 기타의 연방정부 부처의 전문가, 국제기관, 기업체,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US-AEP가 제공하
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공적 지역지원
96)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정부는 ASEAN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도를 미국 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향후 미국기업의 시장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둘째,
미국 내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된 노하우나 기술, 제도는 지방정부 즉 주정부가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정부는 관련 기업,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주정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
다. 셋째, 미국의 환경 관련 기업에게 남아시아 및 동남아에서의 시장기회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진
출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넷째, 이러한 관민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형성함으로
써 향후 미국기업의 시장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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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utreach), 환경조직관리, 정부계약(government contracting),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 등의 분야이다. 또한 환경규제 준수 및 집행(environmental
compliance and enforcement),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공해방지(pollution prevention), 환경사업의 자금조달(financing environmental
investments) 등도 포함되어 있다.

라) 시사점
미국의 대아시아 환경협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
국제개발청이 주도하는 환경협력사업은 협력주체가 정부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부문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관일체형 협력체제’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US-AEP의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기관(예: EPA)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 및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민간 부문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규모적인 하드웨어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소규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체제’라는 특징이 있다. 미국정부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
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정비하는 대규모 하드웨어적 협력을 실시하기보다는 소
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소규모
소프트웨어적 협력을 다수 실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현지의 환경수요에 대응한 ‘기동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
프로젝트가 소규모적이고 단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수요에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미국의 환경협력은 직접 대면접촉형(face to face) 협력으로서 현지의
정계, 관계,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11개국에 주재하는 현지 주재원들은 현지정부 및 민간기관과 상시
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고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있어 이
러한 네트워크가 프로젝트 안건의 형성 및 취득 단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환경협력은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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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미국의 환경관련 기업이 아시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형’ 환경협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를 통해 미국 환경정책 및 제도의 수출을 도모하여 “미국형 환경관리 제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약 2,700여 사의 미국기업이 정보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어 현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바로 이들 기업에게 전달하여
시장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
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국기업들이 현지의 파트너 기업을 탐색하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 EU
가) 개요
1997년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EU 가맹국에 의한 권
고에 따라 5년간의 환경협력 프로그램으로서 Asia EcoBest(AEB) 사업을 개시
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의 환경관련 기업이 아시아의 협력 파트너
와 공동으로 아시아 환경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투
그림 2-17. AEP 프로그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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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는 환경시장 확보라는 이익을 얻고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윈윈(Win-Win)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동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
적이었다. 2002년 3월에 종료된 이 프로그램의 대상지역은 남아시아, 동남아시
아 및 중국이었다.

나) RIET(Reg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이 프로그램의 기관은 RIET(Reg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였
다. RIET는 1993년 EC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환
경 전문가 그룹으로, 유럽의 환경기술, 환경정책, 환경제품을 아시아에 보급하
기 위한 중추적 기능을 해 왔다. 동 기관은 EU의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1998년 비영리법인으로 싱가포르에 등록되었고 이하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ㅇ 정보수집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Information News and Business Networking)
ㅇ 교육훈련(Training)
ㅇ 컨퍼런스 및 세미나(Conferences and Seminars)
ㅇ 상담회 및 전시회(Business Partnership - Exhibitions)
ㅇ 출판(Publications)
ㅇ 아시아 에코베스트 프로그램(Asia-EcoBest Programme)
AEB 프로그램이 실시된 5년 동안 RIET는 약 180개 이상의 양 지역간 환경
협력을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양 지역에서의 환경 관련 무역 및 투자
의 활성화 사업이 가장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 연구조사, 교육, 세미나, 회의,
출판, 기업 간 회의 개최, 전시회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였다.
RIET의 활동방식은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provider)와 수요자
(demander) 간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 유럽기업과 아시아기업 간의 정
보교류와 사업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먼저, RIET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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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등록한 회원들에게 아시아 환경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미나와 컨
퍼런스를 조직하여 환경관련 기업들이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RIET의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환경 관련 기업 간 파트너십 형성사업
이다. 유럽 환경기업과 아시아기업 간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이
벤트를 실시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럽기업의 환경기술, 제품, 서비스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또한 유럽기업과 아시아기업이 직접 만나 환경관
련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업 상담회(商談會)’를 개최하였다.97)

표 2-29. RIET가 관여한 전시회의 예(2000년)
행사

일시

개최지역

WATER 2000

2000. 5. 9~12

말레이시아

ENTSORGA 2000

2000. 6. 26~29

독일

ITEP China 2000

2000. 9. 11~14

중국

PSA 2000

2000. 9. 25~28

싱가포르

WATER Asia 2000

2000. 9. 18~20

인도

자료: RIET(2000).

표 2-30. 2001년도 주요 이벤트
행사

일시

개최지역

ENTECH POLLUTEC 2001

2001. 5. 16~20

태국

INDOWATER 2001

2001. 8. 28~31

인도네시아

2001. 11. 7~9

말레이시아

WASTE MGT 2001
ENVIRONMEXASIA 2001 & WATERMEXASIA 2001
WATER ASIA 2002
WATER 2002

2001. 10. 30~11. 2
2001. 1. 30~2. 1
2002. 3. 26~29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자료: RIET(2000).
97)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sia-INTERPRISE cooperation meetings event for WASTE
technology”에서 28개의 유럽기업과 45개의 말레이시아 기업이 참여하여 폐기물 관련 기술, 제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Asia-Ecobest supported ENVIROCONNECT 2001”에는 30개 유럽기
업과 60개 말레이시아 기업이 참여하였다. “Asia-INTERPRISE cooperation meetings event for
WATER technology”에는 35개 유럽기업과 55개 아시아기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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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sia EcoBest(AEB)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RIET가 추진해 온 유럽-아시아 간 환경협력, 환경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EB는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첫째는 프로젝트 개발
에 대한 자금지원이었다. 유럽 및 아시아 기관이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기술의 연구ㆍ보급 활동을 실시할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정보 세미나에는 사업비의 65% 지원(상한 1만 유로)
ㅇ 문제 해명을 위한 연구사업에는 30~60% 지원(상한 2만 유로)
ㅇ 연수사업에는 40~60% 지원(상한 1만 5,000유로)
ㅇ 준비적 투자(pilot investments)에는 25~50% 지원(상한 5만 유로)
둘째는 공동 진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었다. 전시회, 商談會 등은 이를
RIET에 신청하고 인정받는 경우 1건 당 최대 4,000유로가 지원되었다. 셋째는
정책교환 원탁회의(roundtables)에 대한 지원이었다. 유럽과 아시아 간의 환경
관련 경제적 공동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교환 원탁회의를 개최
하는 경우 경비의 최대 65%(상한 3만 5,000유로)를 지원하였다. 단, 원탁회의
는 최소한 유럽의 2조직 및 아시아의 1조직에 의해 개최되고 또한 최소한 EU
가맹국 4개국 및 아시아 3개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다
수의 참여자를 확보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정책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그
배경에 있다. 넷째, 실현가능성 연구(Feasibility Study)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원탁회의에 제출된 새로운 환경관련 경제적 공동작업에 관해 그 가능성을 검
토하는 사업에 대해 1사업 당 최대 55%를 지원하였다(7만 유로가 상한임).

라) EU의 환경정책
EU는 지역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들 간
의 경제발전단계나 환경보호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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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으로서 가맹국의 환경보호를 의무화하고 EU 차원에서의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EU의 환경정책은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모범적이
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EU의 환경정책이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EU라는 확고한 지역통합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환경적으로 매우 긴밀한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
시 말하면 타국에서 발생한 환경문제가 자국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다. 이처럼 환경문제의 영향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이른바 ‘越境型’ 환경문
제가 유럽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하천의 오염문제, 산성비 등 장거리 이
동성 대기오염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오염의 영향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광역오염의 사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한ㆍ중ㆍ일 3국에 걸쳐 발생하는 산성비
문제나 황해 혹은 동해에 나타나는 해양오염 문제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특히 산성비에 의한 국제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 차
원에서의 공동대응의 역사가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국가들은 1960~70년
대 대표적인 산성비 피해국들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호소가 산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이 문제는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
으며 유럽 전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OECD 등이 중심이 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강수의 성분분석을 가능
하게 하는 광역 관측망을 설치하는 노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구서독 및 영국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원인이 되어 유럽의 북구지역에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는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의
거하여 유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럽 내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EC가 있었으나 스웨덴 등은 가맹국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럽 전
체가 가맹해 있는 국제연합의 지역기관인 ‘유럽경제위원회(UNECE)’를 활용하
여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 조약 (일명 제네바 조약)을 1979년에 체결하였고,
이 조약에는 유럽 국가와 구소련,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이 참가하였다.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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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독일 등 대량 배출국과의 타협의 결과 배출삭감의 강제성은 크게 약
화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유럽 전체가 국제적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
는 중요한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앞에서 소개한 장거리 이동성 대기오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개별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
라 EU 전체 차원에서도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ㆍ조직적 역량을 갖
추게 되었다. EU는 현재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공통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
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체제도 갖추고 있다.
EU 차원에서의 환경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는 환경행동계획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을 들 수 있다.
EU는 1970년대부터 환경정책상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분야와 목표를
제시한 환경행동계획 을 작성하여 왔다. 현재는 2002~12년까지 10년간을 대
상 기간으로 한 제6차 계획이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행동계획 을 보면
그림 2-18. 온실가스 배출삭감의 추이

기
준
년
으
로
부
터
의
변
화

EU 15의 교토의정서 목표치

주: EU 15는 교토의정서상 삭감의무를 지고 있는 기존회원국임. EU 10은 2004년 신규가입
국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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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어느 분야에 환경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현재의 행동계획은 기후변화 , 자연과 생물다양성 , 환경, 건강 및 생활
의 질 , 천연자원과 폐기물 의 4개 중점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EU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EU
는 공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기온상승이 최대 2℃ 이내로 억제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550ppm 이내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
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기후변동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럽 전체 차원
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EU 전체를 하나의 정책주체로 설정하고 특정의 정책목
표도 EU 차원에서 결정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EU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상에서의 배출삭감의무를 운용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1차 삭감의무기
간에 1990년 배출량 대비 8% 삭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EU 내부에서는
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출량 삭감의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정을 통해 EU는 더욱 효율적인 배출삭감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
로 기준년(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삭감은 EU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EU의 환경정책은 현재 체계적인 법제도를 형성하고 있
다. EU의 환경정책 중 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이 공통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통합적 오염방지관리(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이다. IPPC는 EU의 산업설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로 에너지, 금속, 광물, 화학, 폐기물 관리 등 업종에 종사하
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인허가 및 기술규제를 가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IPPC 부칙 I에는 상기 업종의 어느 시설이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2007년 10월 말까지는 신규시설 혹은 기존시설 중 대
폭적인 변경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루어졌으나 이후부터는 모든
시설이 인허가 규제의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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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 개요
미국의 대아시아 환경협력은 미국 국제개발청(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환경협력 프로그램으로서
1992년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US-AEP(The United States- Asian
Environmental Partnership)를 발족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을 추진해
왔다. US-AEP 프로그램은 2005년 9월에 종료되었고 2005년 10월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대상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및 스리랑카 등 주로 남아시아 및 동남아국가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지속적 발전, 환경개선을 위한 ‘클린 개혁’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지원활동을 통해 환경 관련 미국기업들의 수출 증진 및
고용확대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나) 자금협력
US-AEP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환경기술자금’이 있다. ‘환경기술자금’은 미국 중소기업이 아시아에서
공동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활동에 지원되며 최대 2만 달러의 보조금을 교부
하였다. 둘째는 NGO에 대한 지원 자금이다. US-AEP는 아시아의 NGO가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NGO에 최대 3만 달러
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셋째는 미국기업과 아시아 기업의 상담회 등 행사에
대한 지원이 있다. US-AEP는 아시아 및 미국기업에 대해 무역상대가 될 가능
성이 있는 기업의 모국에서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2만
5,000달러를 지원하였다.
넷째는 미국 주정부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다. US-AEP는 미국의 전문지식
을 아시아 환경개선 수요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의 기능과 지식을 활용
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주정부 평의회(CSG: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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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의 환경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의 EU 환경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참고가 되거나 통상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전자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규제, 제조자에 대한 가전폐기물의 회수 및 리사이
클 의무화, 자동차업체에 폐차의 해체 및 리사이클 비용부담 요구 등의 정책은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에서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배기가스 규제(emission regulations)’에 의한 강제적 규제이며 다른 하
나는 집행위원회와 자동차 업계와의 협정에 의한 자율규제이다. 전자는 탄화수
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입자상물질(PM)에 대한 규제이며
후자는 이산화탄소(CO2)에 대한 규제이다. 배기가스 규제는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현재 유로5(2008년 중반 도입 예정)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배
기가스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규제를 넘어서기 위한 기술개발
은 자동차업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유로5의 경우에는 특히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입자상물질 배출량은 80%,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질소산화
물과 탄화수소를 25%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규제로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폐차
에 대한 회수 및 리사이클 규제이다. 폐차지침(End-of-life Vehicles, ELV 지침)
은 2000년 10월에 발효되었는데 이 지침의 최대 목적은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었다. 문제는 폐차의 회수 및 리사이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차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차의 리사이클 의무비율도 2006년 1월 차량 중량당
Recovery 85%, 리사이클 80%에서 2015년까지 Recovery 95%, 리사이클 85%
로 인상될 예정이다.
98) 그러나 실제로 각 회원국의 상황을 보면 아직 충분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05년 12월 시점에서의 이행상황을 보면 벨기에의 경우 약 1,300여 시설의 약 85%에 대해 조업허
가를 부여하는 등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은 30% 미만의 진척도를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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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및 폐전기전자기기에
관한 지침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이들 지침은 2003년 2월 발효되었는데 전기전자업계는 RoHS 규제에
따라 2006년 7월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는 납, 수은,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사
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WEEE 규제에 의해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리사이클
의 의무가 제품의 제조자에게 부여되었다. 이러한 규제의 최대 목적도 역시 폐
기물의 감량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환경정책은 현재 모든 환경분야에 대해서
공통의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해 왔다. 1960년대 이
후 산성비나 국제하천 오염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환경정책 협
조는 EU차원에 이르러 공통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 체제로 발전한 것이다. 그
리하여 현재는 앞에서 언급한 환경행동계획을 통해 EU 전체의 환경정책의 기
본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집행체제
를 갖추게 되었다.

그림 2-19. 주요국의 에너지강도
GDP 1000
(kg)

유
로
당
석
유
소
비
량

주: EU 15는 교토의정서상의 삭감의무를 지고 있는 기존회원국, EU 10은 2004년 신규가입국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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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U는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또한 환경성과 면에서 볼 때도 가장 앞선 지역이 되었다. 그 결과,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삭감비율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반해 EU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U15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에너지강도(GDP당 에너지 소비량)가 낮다. 더구나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자연증가 대비 20% 삭감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또
한 2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엄격한 환경기준은 다른 국가들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의 전력생산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EU 15는 약 14%를 달성하고 있으며 EU 25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EU가 201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치(EU 15와 EU 25는 20%를 넘고 있으며 EU 10은 10%를 넘고 있다)
에 실제로 도달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재생가능 에너

그림 2-20.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의 전력생산량
EU 15 목표

( )

전
체
에
너
중 지
소
비

EU 25 목표

EU 10 목표

주: EU 15는 교토의정서상의 삭감의무를 지고 있는 기존회원국, EU 10은 2004년 신규가입국임.
자료: [그림 2-1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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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활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회제도적 장치를 많이 정비하고 있는 에너
지 선진국임에 틀림없다.

마) 시사점
EU의 환경협력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RIET 등
‘거점기관을 활용한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1993년 싱가포르에 개설한 RIET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RIET는 결코 거액의 자금이 드는 조직이 아니
며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자립능력을 갖춘 조직이다.99) EU는 이러한 조직을
가동하여 유럽 환경기업의 ASEAN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EU는 미국의 US-AEP와 같이 소액의 ‘소프트웨어적 협력활동’을 중심
으로 환경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RIET의 재정상황을 보면 EU는 5년간 약 800
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지원 사업별로 보더라도 거액의 시설정비 등에는 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연구, 전시회, 商談會, 정책대화 등이 주요 지원
분야였다.
셋째, 유럽 환경기업과 아시아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킹형 지원’이
유럽 환경협력의 가장 큰 특징이다.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商談會, 정책대화,
전시회 등을 조직하여 유럽의 환경정책, 기술, 제품, 노하우를 아시아에 소개하
고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환경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유럽기업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EU 내에서의 환경정책을 보면 모든 환경분야에서 공통의 환경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EU는 국경을 넘는 越境型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대응
을 해 온 역사가 있다. 그 결과 EU는 경제사회적인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

99) 이 기관의 2001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EU로부터 받은 약 150만 달러의 출자를 포함하여 부채가 160
만 달러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은 약 250만 달러로, 따라서 순자산은 약 90만 달러였
다. 이 기관의 2001년 손익계산을 보면, 회원들의 회비 약 130만 달러를 포함한 수입이 약 230만 달
러이고 인건비 약 120만 달러를 포함한 지출이 약 240만 달러로 단지 1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
을 뿐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는 상당한 재정자립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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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회원국 간의 정책조화를 통하여 EU 차원에
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EU 전체의 교섭력을 강화하
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EU 전체 차원에서의 대응이나 최근 추진되
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해물질 규제, 폐가전제품 등의 리사이클 규제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역내에서의 환경정책 조화와 더불어 역외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 EU는 우리에게 좋은 협
력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
재 이 국가들에 대한 소프트 지원형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형 환경협력은 우
리나라의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
고 있다.

3) 일본
가) 개요
일본의 환경협력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환경 관련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일본정부는 JICA(무상원조), JBIC(유상차
관), JETRO, NEDO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아시아 각국에 환경원조사업을 전개
해 왔다. 환경원조와 관련하여 무상원조로 실시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0% 일본기업이 수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원칙적으로 자유경쟁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본기업이 유리한 조건
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원조를 통해 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일본 대기업이 진
출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일본의 하청기업들이 진출
하게 되고 동시에 이에 필요한 물품, 기술, 기자재 등이 수출되는 구조가 형성
되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이 실시하는 환경보전분야에서의 (유상)대외원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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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해외 경제협력 업무에서 환경보전 분야 지원 추이

(단위: 억 엔)

연도

승낙 액(건수）

엔 차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9년

4,620 (37)

43.8%

2000년

3,289 (35)

49.3%

2001년

1,609 (15)

23.4%

2002년

2,372 (19)

42.9%

2003년

3,370 (21)

57.4%

자료: 일본국제협력은행.

실태를 보면, 2003년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은 3,370억 엔에 이르고 있고 엔 차
관 전체에서 무려 57.4%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규모 또한 최소 수십억
엔 많게는 수백억 엔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지원 대상국은 주로 중국
과 동남아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국제협력은행은 이 자금을 통한 프로젝
트의 실시에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100)
한편, 일본 정부기관 차원에서의 환경협력은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관련 부
처가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지원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다. 경제산업성의 협력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ㆍ제도의 정비(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인증제도 정비 및 공통화, 물류효
율화), 환경ㆍ에너지절약,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육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환경성의 환경지원 사업은 주로 국제 세미나, 정보교류, 환경교육, 데
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사업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고, 그 예산 규모는 10억 엔
을 넘지 않고 있다.

나) 경제산업성의 GAP(Green Aid Plan)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지역들에 진
출한 일본 기업이 공해수출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경제산업성은
GAP (Green Aid Plan)를 추진하였다. GAP는 아시아 각국에서 환경의식 고양
100) JBIC의 홈페이지 참고(http://www.jbic.go.jp/japanese/environ/support/kaigai_kankyo/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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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대책 정비를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경제와 긴밀한 관
계를 가지고 있는 7개 개발도상국101)이 지원대상국이다. 주로 공장 등 고정오
염원에서의 환경대책이 지원대상이 되며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은 지원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다.
GAP의 협력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간의
공통인식을 양성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 및 노하우, 제도를 이전하려 하
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매년 1회 7개국의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정책의 방향성,
우선분야 등에 대해 당국자와 의견교환을 실시한다. 이 회의에는 경제산업성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JETRO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팀을 구성하여 참가
한다.
개발도상국이 일본에 원조를 요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특정한 기술이전
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제산업성은 이 기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대국의 제도, 정책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대화를 통해 상대국이 특정
환경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구축과 관련된 지원이
중요과제가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관련 단체들이 하나의 팀을 형성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GAP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 왔다. 첫째, 상대국 정부와
일상적인 정보교환체제를 가동하여 JETRO의 해외 사무소(환경담당)를 통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며 상대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책정과정에 들어간다.
둘째, 종래에는 상대국 정부의 원조요청에 대응해 수동적으로 원조사업을
선정하는 요청주의에 근거하여 지원안건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정부가

101) 태국(1991), 중국(1992), 인도네시아(1994), 필리핀(1994), 말레이시아, 인도(1999), 베트남(1999). 베트
남을 제외한 6개국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업성’으로 공장 등 오염원에 대한 실사조사 등의 권한을 보
유한 행정기관이다. 한편 베트남을 담당하는 기관은 ‘천연환경자원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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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GAP의 추진체제

상대국 정부

JETR O 해 외 사 무 소
(중 국 은 N E D O 북 경 사 무 소 )

경제산업성
기술협력과

JETR O

리사이클추진과

자원에너지청 국제과

산업시설과

자원에너지청 정책과

국제플랜트실

자원에너지청 석탄과

북동아시아과

아시아대양주과

산환협

JO D C

AO TS

NEDO

에너지절약센터

주: 원조사업의 총괄은 경제산업성 ‘기술협력과’가 담당, 상대국 정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창
구는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해외 사무소이며 중국은 NEDO
(신에너지ㆍ산업기술개발기구) 북경사무소가 창구역할을 담당, ‘산업환경관리협회(JEMAI)’,
‘해외무역개발협회(JODC)’,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에너지절약센터(ECCJ)’ 등의
기관이 전문가 파견,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 짙은 글씨는 핵심 부서를 나타냄.
자료: 경제산업성.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사업선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셋째,
과거에는 1건이라도 더 많은 사업을 채택하고자 하는 건수주의가 만연했으나
최근에는 원조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넷째, 과거에는 원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상대국에 사업성과를 보고하게 하는
제도, 사전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마
지막으로 경제산업성의 GAP 사업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 산업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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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대기오염, 수질오염, 산업폐기물 문제), △ LCA(Life Cycle Assessment)
방법의 도입 지원, △ 에너지 절약대책, △ 순환형 사회구축 지원 등이다.

다) 환경성의 환경협력사업
환경성의 환경협력은 주로 학술연구,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
파견, 세미나 개최 등이 주요 협력분야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분
야 중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협력, 특히 CDM과 관련된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
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CO2 감축의무 대상국이며 아시아 각국에서의 CO2 삭
감을 위한 투자를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환경성 환경협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산규
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협력사업들은 자금보다는 지식,
노하우, 인적자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상기의 협력사업들

표 2-32. 환경성의 주요 협력사업
사업명
아시아 태평양
환경회의

주요 내용
각국의 환경장관, 국제기관 담당자들을 일본에 초청하여 회의 개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3회 개최하였음.

지구온난화 아시아 약 28개국 정부의 과장급공무원 및 국제기관의 담당자들을 거의 매년 초청하여
태평양 지역 세미나 환경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1991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하였음.
아시아 수질환경
파트너십
사업(WEPA)

일본정부는 2003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서 상기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을 정비하고 있음.

키타큐슈
이니셔티브

아시아 대양주지역 도시간 협력에 의해 지역주도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려 하는
키타큐슈 이니셔티브에 따라 ASEAN 7개국 17도시와 일본의 도시간 협력사업을
지원함.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산성비 방지를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산성비 문제 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정비하고자 하고 있음.

아시아 태평양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제 10차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회의(2002년)에서 채택된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정책적 연구를 추진하는
것임.

자료: 환경성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18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을 통해 일본의 제도, 경험을 아시아 각국에 전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
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도모하고 있다.

라)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에너지ㆍ환경협력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일본의 에너지ㆍ환경기술, 산업기술 개발을 총체적으로 조정하는 일본 최대의
연구개발 추진기구이다. 동 기구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프로젝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술 중 에너지ㆍ환경기술이 매우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
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ㆍ환경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핵기관이다.
NEDO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 중 환경과 관련이 깊은 분야는 ‘국제 에너
지소비 효율화 등 모델사업’과 ‘국제연구협력사업’이다. 국제 에너지소비 효율
화 등 모델사업은 일본 기업이 보유한 에너지 절약기술을 아시아ㆍ태평양 지
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 국가들의 에너지효율을 향상
시킴으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사업과 지구온난화협정상의 JI/CDM102) 사업을 연계시키려는 움
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ASEAN, 인도, 중국 등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추
진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배출 삭감분을 배출권의 형태로 획득하기 위해 각
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103)
102) JI는 공동실시(Joint Implementation)를 의미한다. 교토의정서 배출삭감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협력하여 배출삭감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선진국 간에 배분할 수 있게 한 교토메커니즘 중 하나의
조치임. CDM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의미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배출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교토메커니즘상의 유연화 조치임.
103) 이 사업의 기본적 추진체제는 아래와 같다.
대상국: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분야: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기술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예산범위: 20억 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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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업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보급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보유기술
을 확산시키고 이 지역에서 환경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에는 ‘상대국 요청형’ 지원으로부터 ‘NEDO 제안형’ 지원으로 그 역할을 적극
화하고 있다.
국제연구협력사업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ODA 대상국)을 대상으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기업 및 연구기관과 상대
국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2년이며 예산규모는 3,000만 엔에서 1억 엔 정도이다. 사업 실시
자는 일본법인 혹은 현지 일계법인104)이어야 한다.
NEDO는 개발도상국의 순수한 지원 차원을 넘어 일본 기업의 환경 비즈니
스 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JI/CDM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상대국의 환경규
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국과의 환경규제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정
책대화)을 실시하고 있다.

마) 시사점
일본의 환경협력은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ODA 자
금을 대량으로 투입하여 환경 인프라를 정비하는 하드웨어적 협력을 지양하면
서 상대국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협
력전략이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술협력은 궁극적으로 일본적 환경
관리 시스템을 아시아 국가에 도입하여 일본 환경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
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대국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과정에서 획득한 인적
네트워크가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
사업 실시자: 일본 법인
104) 주식의 20% 이상을 일본 법인이 보유한 관련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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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우리 정부의 환경협력사업도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시장진출과 수익창출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시스템
과 제도를 이들 국가에 도입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
국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지나치게 ODA 자금에 의존한 진출형태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주적 진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들
은 일본의 ODA 자금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형태로 아시아에 진출해
왔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환경시장분석,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의 면에서 유
럽 및 미국기업에 비해 열위에 놓이게 되었다. ODA에 의존하는 사업전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사업의 수주, 현지기업 및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관계
형성 등의 면에서 자립성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
기 진출단계에서는 ODA를 통한 사업 경험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기업
의 해외진출 시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우리나라 환경협력정책의 주요 과제
우리나라의 환경협력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
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를 활용
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개발원조의 역사가 짧고 지원규모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협력이 아직 불충분하다. 또한 환경
선진국과의 협력도 아직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도입을 위한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선진
국의 기술과 노하우 활용을 위한 협력,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과의 공동 환
경협력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 경험이 일천하다.
우리 정부의 ASEAN과의 환경협력은 ‘ASEAN+3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이
루어져 왔다. 2000년 제8차 ASEAN 환경장관회의에서 한ㆍ중ㆍ일과의 환경협
력강화가 논의된 후, 동 회의는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다.1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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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ASEAN 및 중국의 환경수요를 파악하고 이
들 국가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동남아 열대림 복원사업은 그 하나의 사례로 동남아지역의 훼손된 열대림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7월 이 사업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사
업의 대상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8개국이며 사업기간은 제
1기(2000년 7월~2005년 6월: 5년)와 제2기(2005년 7월~2008년 6월: 3년)로 구
분되어 있다. 사업비는 제1기 245만 달러, 제2기 105만 달러이며 사업내용은
생태계 복원/혼농림업 연구, 생물다양성 연구 및 참여 6개국 연구기관의 산림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사업과 단기연수(3~4주) 및 장기연수(석ㆍ박사 1명)의
연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교류사업으로는 ASEAN국가들의 고위 환경공무원단을 초청, 우리나라
와 ASEAN 간의 환경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현황을 시찰
하게 하여 양국ㆍ지역간 환경협력을 위한 인적교류를 진행시켜 왔다.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협력대상 국가는 베트남이다. 먼저
2005년 6월에 우리나라는 하노이에 ‘한ㆍ베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설치하
였다. 이 협력센터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협회의 합
동 대표사무소로서 국내업체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독자적으로 베트남의 자원환경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왔다. 2004년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베트남 자원환경부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
문하여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원환경부와는 (1)폐기
물의 재활용, 재사용, 전처리 및 처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한 협력방안(예 :
재활용 시설 등을 비롯한 시범사업 등), (2)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능력향상
프로그램 공동개발(예: 기술인력 훈련, 워크숍, 견학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베
트남 생산성본부 등과는 전반적인 폐기물관리체제에 대한 협력, 하노이 시 등

105) 제1차 회의는 2002년 11월 21일 라오스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회의는 2003년 12월 19일 미얀마에
서, 3차 회의는 2004년 10월 14일 싱가포르, 4차 회의는 2005년 9월 28일 필리핀, 5차 회의도
2006년 11월 11일 필리핀에서, 그리고 6차 회의는 2007년 9월 7일 태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22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표 2-33. 주요국 대아시아 환경협력정책의 비교분석

구분

환경의식
향상 단계

환경관리능력 향상
단계(정부기관,
업계단체 등
핵심인물과의
네트워크 형성)

자국의 우수
실증조사, 타당성
사례(Best Practice)
조사(F/S) 단계
보급 단계

프로젝트의
획득, 실시
단계

프로젝트 안건
형성 단계

○아시아
주재원(아시아에
○아시아 주재원에
의한 face to face
약 50명)에 의한
○NGO, 대학
○아시아
○철저한
상세한 정보교환 ○지원체제를
관계 구축
주재원에 의한
미국 (AEP 등의 활동
현지화의
○정보 네트워크의
○교환프로그램(95년
통한
지원
상무성 타당성
사례)
추진에 의한
정비(미국기업
이후 3,000건 이상
교류기회가
조사 지원
(보조금)
가격경쟁력
실시)의
2,700사 등록)
자국 비즈니스
확보
실시(보조금 지급)
○세미나
안건 형성에
○기기판매
개최(보조금 지급) 기여
뿐만 아니라
○정상외교,
○문제해명을
운영, 관리에
현지대사관의
위한
이르는 Total
지원 등
연구사업(보조 ○기관지, 뉴스레터
Solution
○라운드
관민일체의
금 지급)
발행
EU
○조사연구
Business로
테이블(정책대화)
체제 정비
○전시회 개최
(AEB사례) 사업
○Pilot
수익성 확보
의 개최
Investment에
(보조금 지급)
대한 보조금
지급

일본
(GAP사업)

○기술실증안건
형성을 위한
정책대화

○NGO의
무상지원
일본(기타)
○연구협력
추진사업

○민간전문가 파견
○종합개발계획 ○정보제공, 세미나
(JODC)
조사
개최(JETRO)
○해외기술자 수용 등
○해외개발계획조 ○APEC
연수사업(AOTS)
사(JICA)
환경기술교류
○JICA 연수생 수용
○지구환경플랜트 Virtual
○JICA 전문가 파견
활성화사업 등
Center(오사카
○무상원조,
조사(JETRO)
상공회의소)
기기제공

한국

○제한적 활동
○정책대화
○NGO 활동
개최(ASEAN
(제한적)
주요국 환경관련
공무원 초청)

자료: 필자 작성.

○기술실증

○제한적 활동
○문제해명을
위한
연구사업(보조금
지급)

○일본의 환경 관련
○ 정책대화
제도의 보급

○제한적 활동
○부족
○국내 환경기관,
○국내 대표적
제도의
환경기관의
소개(공무원 초청
독자적 추진
연수)

○고성능,
고기술의
장점이
있으나
가격경쟁력
이 낮음

-

○부족
○기업의
독자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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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동 연구 등에 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
약서를 체결하였다. 베트남 건설자재연구소와는 리사이클링 연구인원 및 정보
교환, 기술전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위해 한ㆍ중 양국은 2003년에 ‘한ㆍ중 환경산업
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기관은 한국의 환경부와 중국의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운용하는 기관으로 양국간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 한ㆍ중 환경교류 및 협력업
무 수행, 한ㆍ중 환경산업과 기술정부의 상호제공, 한국 환경산업 및 기술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06) 현재 한ㆍ중 간에는 환경기술 공동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주로 중국에서 요청되는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연구기
관과 중국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정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예산이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2004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총 11개 사업(20억 원)이 선
정되어 추진되었다.
[표 2-33]은 미국, EU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협력정
책을 협력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비교ㆍ정리한 것이다. 환경협력은 상대국의
환경의식 향상의 단계로부터 환경협력 프로젝트의 실시까지 6단계로 구분하였
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의 환경협력은 자국의 환경제도나 기술
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 안건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환경비즈
니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환경개선의 효과를 얻고 선진국은 비즈
니스 기회를 얻는 상생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각 단계에서의 환경협력이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형편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
라 환경협력정책의 주요 과제에 관해 고찰한다.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기반구축이 필요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협력 대상국에서 환경관리

106)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ㆍ중 환경산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korea21.com/intro.asp)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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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환경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체계
적인 환경협력체제의 구성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ㅇ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협력
ㅇ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배양 협력: 정부 및 업계
ㅇ 구체적 협력안건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ㅇ 우리나라의 우수 사례(Best Practice) 보급
ㅇ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의 형성을 위한 협력
ㅇ 프로젝트의 획득 및 실시
이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제품, 서비스, 제도의 본격적인
진출이 가능하므로 환경협력은 위의 각 단계별로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협력은 아직 조직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
태에 있다. 주요 환경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환경협력은 각 기
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
관리공단 등이 베트남에 환경산업협력센터를 공동 설치하는 등 상호 연계체제
를 구축하고 있을 뿐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4대강 유
역 환경청, 각 지역 환경청, 환경 관련 각종 협회, 시민환경단체, 각 지역 환경
기술개발센터 등 수 많은 환경 관련 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 주요 지역 환경거점(사령탑)의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요
우리나라는 2003년 중국에 한ㆍ중 환경산업센터, 2005년 베트남에 한ㆍ베
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환경산업센터의 설립은 각 지역
에서의 정보수집,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ㆍ베트남 환경산업협력
센터가 ASEAN 지역 전체를 커버하며 환경비즈니스 분야의 횡단적인 사령탑
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OTRA 등 각국에 상주하고 있는 무역관, 대사관과의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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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미국은 US-AEP를 통해 ASEAN 각국에 주재원을 설치하고 있고
일본은 JICA, JETRO, NEDO 등 각 지역과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기관들이 체
계적인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다) 환경협력 관련 전문 인재의 발굴과 육성
환경협력의 사령탑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을 전체적으로 조
정ㆍ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기
술, 환경제도, 환경정책 등에 정통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특히 산업계의 인
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소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제 구축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수요에 적합한
우리의 기술을 상대국에 소개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보급사업은 한 기업만으로는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의 기술보
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먼저 협력 대상국의 환
경기술수요조사, 우리 기술의 적합성 조사 등 사전조사에 관련된 자금지원제도
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 기술의 적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모델사업에 대
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술실증 후의 본격적인 기술보급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대규모 자금보다는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중
국에서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이러한 취지에 가장 근접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각국은 특히 동아시아 지
역을 대상으로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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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대대적인 환경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이는 주로 ODA 자금을
활용한 환경협력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환경협력의 효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환경협력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프
로젝트 실시에 의한 인프라 정비라는 하드웨어적 지원방식을 탈피하면서 자국
의 제도나 기술의 이식, 자국 기업의 진출 확대, 인적네트워크 강화 등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방식으로 환경협력의 형태가 점차 바뀌어가
표 2-34. 환경협력 기본전략
5대 분야

Ⅰ.
지구온난화

Ⅱ.
동아시아
환경협력

Ⅲ.
민간환경협력

10대 실천과제
2차 약속기간 협상에
적극 참여

EU, 일본: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이 국가들과 협력
미국, 중국, 인도: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이 국가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에너지효율 증대를 통해 에너지시장의 안정화
도모

교토메커니즘
활용체제의 정비

미국, EU: 국제적인 배출권시장 형성과정에서의 협력 강화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CDM 사업의 안건 발굴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일본: 동아시아 탄소기금 설립에 적극적 역할을 요청,
중국의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예: 대기 개선, 사막화
동아시아 국제
방지, 하천오염 저감, 에너지효율 개선, 대기모니터링시스템
환경문제에의 대응 강화
구축 등)
동아시아 탄소기금 설립
중국, ASEAN, 인도: 동아시아 탄소기금 설립 추진,
탄소기금을 활용한 개발사업의 적극적 발굴
EU: 환경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의 파트너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기업과의 협력관계 지원→EU의 각종 환경규제 준수와 수출
다양한 주체의 환경협력 증대 도모
강화
일본: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민간기업 차원의 CDM 사업
안건 발굴을 지원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상대국의 제도적 여건
강화

Ⅳ.
환경시장의
확보
Ⅴ.
환경협력기반
정비

국별ㆍ지역별 전략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우리나라 환경기술 및 제도의
적극적 이식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환경협력 거점의 확충 중국, ASEAN: 환경산업센터(중국, 베트남)의 역할 강화,
환경 인프라시장 참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정비,
환경 인프라
건설시장에의 참여 강화 한ㆍ중 및 한ㆍASEAN 환경정책협의회 설립
환경협력의 통합적
관리체제 강화
환경협력 인재육성

미국, 일본, EU: 환경협력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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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
이 중점을 두어야 할 5대 핵심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가) 2차 약속기간 협상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가 향후의 환경협력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3년 이후의 제2차 약
속기간에 대한 국제 규범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우리나라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 제1차 약속기간
은 2008년부터 시작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EU와 일본과 같은 제1부속서 국가들은 1990년
배출량 대비 각각 8%와 6%의 삭감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2007년 3월에 개최된 유럽연합이사회에서 교토의정서상의 삭
감의무보다 훨씬 더 앞선 제안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EU 내의 선진국들은
1990년 배출량 대비 2020년까지 30% 삭감, 2050년까지 60~80% 삭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영국은 2050년까지 60% 삭감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새로
운 지구온난화 대책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EU 전체로서는 미국이나 중
국 등 대량 배출국의 협력이 있는 경우에는 30% 삭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0% 삭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이나 중국 등 소극적인 대량 배출국
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EU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한 확실
히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2006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행정부와 의회로 양분되었다. 부시 행
정부는 소극적인 반면 의회는 이른바 Cap and Trade형의 의무적인 배출삭감을
제도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정부는 온난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이후의 차기정권은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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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관계없이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
측이다. 더구나 자국의 국내대책수단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면서 EU와 주도
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동향도 주목된다. 2006년 11월 케냐의 나이
로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2차 당사국 회의(COP12)와 교토의정서 제2
차 당사국회의(COP/MOP2)에서는 교토의정서 제9조에 기초한 의정서의 재검
토(Review) 스케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정서의 재검토 과정에서는 제
2차 약속기간에 미국이나 중국 등을 포함한 모든 주요 배출국의 참여, 삭감목
표의 배분, CDM 등 교토메커니즘의 조정 등의 의제가 핵심적인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교토의정서 재검토 과정을 정례화하기를 원
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배출국 모두가 참여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EU나 일본과 같이 배출삭감에 적극적인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참
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국제적인 룰 형성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악영향
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대단히
복잡한 외교전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둘러싼
국제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
라질 것이다.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
우 작다는 한계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협력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분야는 바로 이 국제적 규범 형성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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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토메커니즘 활용체제의 정비
제2차 약속기간에 우리나라의 배출삭감의무가 어떠한 형태로 결정될 것인지
는 아직 미지수이나 최소한 배출삭감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국내의 배출삭감대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내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교토메커
니즘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배출삭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선진국의 동
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7) 본래 교토메커니즘과 같은 유연화 조치를 도입한
목적이 바로 비용효과적인 배출삭감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비용효과적인 배출삭감 사업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추
진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라 평가된다.
그런데 해외에서의 배출삭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안건을 발굴하
고 최종적으로 배출권(예: CERs)을 확보하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이 과정은 교토 메커니즘에 관한 구체적인 룰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
나 이 과정이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정부, 기업, 국제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CDM 사업으로 인정되는 안건을 발굴하고 상대국 기업과 배출권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대국 정부에는 CDM 사업과 관련된 수용체제를
정비해야 하고 UN에 의한 CDM 안건의 승인과정이 필요하다. UN에 등록하기
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CDM 사업을 추진한 결과 얻어지는 배출권의 양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의 배출권 확보
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향후의 배출권 확
보를 위해 해외에서의 배출삭감사업에 대한 협력체제를 시급히 구축해갈 필요
성이 있다.

107) 일본의 민간기업은 해외에서의 배출권 확보를 위해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한 배출권 확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출권 시장
은 점차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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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에 중점을 둔 국제환경협력 추진
가) 동아시아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우리나라 환경협력이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은 바로 동아시아이다. 그 중에
서도 한ㆍ중ㆍ일 3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제적인 환경협력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이 지역에서는 산성비, 해양오염, 황사, 사막화 등의 국제적
인 환경문제가 많이 존재한다. 현재 ASEAN+3 환경장관회의나 한ㆍ중ㆍ일 환
표 2-35. 중ㆍ일 간 환경협력의 주요 내용(2007년 4월 양국 공동성명)
분야

수질

폐기물

대기

기후변화

폐기물 이동
식림
지역협력
정부 차원 협력
협력거점

주요 협력내용
음용수 수원 보호
長江유역 수질오염 방지
황해ㆍ발해 수질오염 방지
기타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협력
폐기물 재생이용 강화
폐기물 회수 및 기업환경보호감독원제도도입에 협력
이산화황 배출삭감
산성비ㆍ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정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탈질소 기술 이전
교토의정서체제에 대한 상호존중과 협조
2013년 이후 2차 약속기간에의 적극 참여
CDM 협력을 강화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경이동이나 해양표류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공동대응
‘일중민간녹화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평가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 등 지역 협력메커니즘에 적극 협력
일ㆍ중 환경보호 합동위원회에서의 협력 및 정책대화 강화
기술교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일ㆍ중 우호환경보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환경보호기술이전의 거점으로 활용

자료: 일본경제신문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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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관회의 또는 양국간 환경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
에 대응하여 왔다.
일본은 특히 중국에 대한 환경ㆍ에너지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07년 4월, 양국 정부는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환경 분야에서의 주요 협력사업을 보면 음용수 수원 보호,
폐기물 재생이용, 대기오염 방지, 기후변화 방지에 적극 참여, ‘일ㆍ중 우호환
경보전센터’의 역할 강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사
업을 보면 ‘일ㆍ중 에너지절약ㆍ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트’의 실시, 경
제산업성의 중국인 300명 연수, 에너지정책 공동연구, 석탄효율 증대 지원, 원
자력발전소 건설 및 안전운영 협력,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협력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중국과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
적인 협력사업들을 전개해 가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의 공동협력사업도 필
요하나 동시에 양국간의 협력도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향후 한ㆍ중, 그리
고 한ㆍ일 간의 환경ㆍ에너지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36. 중ㆍ일 간 에너지협력의 주요내용(2007년 4월의 양국 공동성명)
분야
모델 프로젝트

주요 협력내용
‘일중 에너지절약ㆍ환경비즈니스추진 모델 프로젝트’의 구체화

연수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향후 3년에 걸쳐 중국정부 등에 300명 규모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연수를 실시

연구

양국 연구기관의 에너지정책 공동연구

석탄

석탄의 효율생산ㆍ탄광의 안전ㆍ석탄의 클린 이용 등 분야에서 협력

원자력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안전운전에 관한 협력

신ㆍ재생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분야에서 협력

시장환경정비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비즈니스 협력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등 시장환경을 정비

자료: 일본경제신문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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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시아 탄소기금(EACF: East Asia Carbon Fund) 설립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촉진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인도를 제외한 온난화 대책
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흡수량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화하려면 배출량
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토의정서의 삭감의무
를 안고 있는 국가의 배출량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인도 등 현재 삭감의무가 없는 국가들이 참가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 있는 온난
화 대책은 불가능하다.
동아시아 탄소기금은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를 충
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
능하게 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동아시
아 국가들이 경제규모에 상응하여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 자금은 온난화
대책에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그 결과 얻어지는 배출삭감분에 대
해서는 기금을 출연한 국가나 기관에 적절히 분배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면
된다.
현재 세계은행의 탄소기금(PCF: Prototype Carbon Fund), 일본의 온실가스 삭
감기금(JGRF: Japan GHG Reduction Fund) 등이 있으나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온난화 대책에 대
한 협조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등 독자적으로 해외에서의 삭감 프로젝
트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공동프로젝트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3) 민간 환경협력의 강화
가)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환경협력의 강화
전통적으로 환경협력은 선진국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개도국 지원이라는 형
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방식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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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진국에 의한 일방적 지원
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호혜적 환경협력이 주
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호혜적 환경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간 부문이며 특히 기업과 연구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진국 기업에 의한 CDM 사업의 실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
다. 선진국 기업은 비용효과적으로 배출권을 획득하고 개발도상국은 에너지효
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환경협력
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의 사
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현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금을 형성하여 지
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한 대기ㆍ수질 정화기술, 폐기물 처리장
기술을 활용하여 상대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많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음용수의 수원 보호, 폐기물 재활용,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삭감대책
등의 분야에서 매우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상대국의 제도적 여건 강화
한편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을 통한 환경협력은 필연적으로 기업이나 연구
기관이 개발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
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제도정비
가 요구된다. 또한 민간기업의 환경개선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상대국 정부의 환경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환
경투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환경협력
은 민간 부문의 진출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 형성 즉 상대국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 보호를 강
화하는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이러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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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협력과 환경시장 확보
가) 환경협력 거점의 확충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환경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
국에 설치한 한ㆍ중 환경산업센터는 양국 환경 관련 기업의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환경제품을 중국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을 양국의 연구기관이 공동개발하는 사업도
관장하는 등 한ㆍ중 환경산업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협력 거점은 아직도 그 수와 규모가 매우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환경시장은 향후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
력 거점으로서의 베트남 센터는 그 위상과 역할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협력 거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현지
주재원 약 50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일본은 태국(1989년), 인도네시아(1991년),
중국(1992년)에 환경센터를 설립하여 환경교육, 기술연구, 모니터링 정보망 구
축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108)
환경센터는 사회적 환경관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첫째, 환경 모니터링의
강화를 통한 환경정보의 수집 및 분석, 둘째, 제도적 및 기술적 환경연구, 셋째,
환경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을 수행하며, 넷째, 현지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의 환경수요 파악 및 시장정보 수집, 네트워킹을 주 임무로 하는 조
직으로 구축하여 지역시장의 사령탑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소각로 및 고
체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정비, 녹화조림사업, 도시환경 인프라 정비 등의 분야
에 대해서는 ODA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기 유망 협력사업 발굴

108) 단 일본의 환경센터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조직이 아니라는 점, 무상원조자금(JICA)
을 바탕으로 시설 및 기자재는 제공하나 운영ㆍ관리비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순수한 환경교육ㆍ연
구기관이며 시장정보 수집 등 영리활동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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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사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을 강화하고, KOICA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중
점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자금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초기단계부터 기술용역사업에 무상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지원형 개발
조사를 활용한 풍부한 현지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망사업
발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환경 인프라 건설시장에 대한 참여 강화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정비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던 아시아 인프라 시장규모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속도로 축소되어 왔
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과 더불어 인프라 시장은 새로운 확장국
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의하면 2005~10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의 인프라 정비수요는 매년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도시교통, 항만, 상하수도, IT 정비 등 분야의 인프라 정비수요는 향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시장의 팽창은 우리 기업에 커
다란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에서도 매우 유망한 분야는 환경 인프라 건설ㆍ유지ㆍ
운영과 관련된 시장일 것이다. 아직 환경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국가
들이 많은데 이 국가들에서의 환경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는 엄청난 자금이 투
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
족하고 기존의 선진국 원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이른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에 의한
인프라 건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PPP 방식이란 공적기관과 민간기업이 적절히 역할분담을 하여 사회적 인프
라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공적기관은 민간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부
담하거나 상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등 민간기업
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민간기업은 자금,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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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건설과 유지ㆍ운영을 담당한다. 최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나 국토교통
성은 일본의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과 민간기업의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개발
도상국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도 이러한 개발도상국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기반 정비
가) 환경협력의 통합적 관리체제 강화
환경협력은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계몽ㆍ교육” →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Capacity Building” → “각국의 환경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 “우리나
라의 환경관리 시스템의 보급ㆍ확대” → “프로젝트 안건형성을 위한 교섭” →
“프로젝트의 획득 및 실시” 등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환경협력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고 다수에 이르고 있으
므로 이들 주체의 활동을 중점국가 및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추진
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칭 ‘환경협력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부가 중심
이 되고 산업자원부(해외직접투자, 산업지원), 외교통상부(환경원조), 재정경제
부(EDCF 자금)의 협력 하에 중점 지원국가, 중점 지원분야, 재원확보 및 배분
과 관련된 환경협력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환경협력계획에 기초하여 정부부처 및 유관 단체(공사, 공단, 원조기관,
대학ㆍ연구소, 플랜트 수출업체, 환경컨설팅 업체, 건설업체, 협회 등)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환경성은 환경관련
공동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도구축지원 등 소프트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환경기술 실험ㆍ실증ㆍ보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을 하고
있다. JETRO 및 NEDO는 현지 정보수집 및 정부ㆍ기업과의 접촉을 통한 네트
워크 형성을 담당하며 JICA와 JBIC은 원조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실시를 담당한다. 이 외에 산업환경관리협회(JEMAI), 해외무역개발협회(J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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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환경협력의 단계 및 협력수단
단계

목적

수단

주체

환경의식 향상

상대국의 환경의식을
향상시켜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기반 확충

세미나, 워크숍
공동조사, 연구
초청교육연수
전문가 파견
NGO 활동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예: KOICA)
민간환경단체, 민간원조단체
환경관련 공사, 공단 및 기타
환경행정기구

환경관리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상대국 정부 및 기업의
환경규제, 환경경영능력을
향상시켜 환경시장규모를
확대

환경공무원 초청연수
한ㆍASEAN 환경정책협의회(정부)
한ㆍASEAN 환경산업협의회(업계)
환경센터의 컨설팅
환경기자재 제공
환경정책ㆍ제도 도입을 지원

환경부
환경산업관련 협회
환경센터
KOTRA
원조기관(KOICA, 외교부)
환경관리공단

정계ㆍ업계ㆍ
단체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상대국 각계의 핵심인물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기업진출 기반마련

현지 주재원의 설치와 주재원의
Face-to-Face 관계 형성
인재교환 프로그램 가동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산업협의회
환경산업 미션단 파견
환경 ODA의 활용

환경센터
환경부
환경산업관련 협회
대학, 연구소

수요 및
타당성 분석

상대국의 환경현안에 관한
정보수집 및 대응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잠재적
진출 가능분야를 추출

현지
특정
특정
특정

환경센터, KOTRA
환경관련 연구소, 기업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시스
템 보급ㆍ확대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기술,
제품, 제도, 노하우를
상대국에 보급, 전파하여
우리의 시스템을 표준화

우리의 우수 제도 도입 지원
전시회, 박람회
국내제도, 기술, 노하우에 관한
정보제공(세미나 등)
환경센터의 기관지 발행

환경부
환경정책 및 기술연구원
환경산업관련 협회
환경센터

프로젝트
안건형성

구체적인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관해 상대국과
협의, 우리 기업의
진출사업을 구체화

상대국의 지원요청을 받아들이는 창구 개설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상대국 창구
개설
고위인사의 환경외교
환경 ODA의 활용

환경부 ‘ASEAN
환경지원팀’(가칭)
외교부
수출입은행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획득하고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

국제기관 등 환경프로젝트 입찰정보
수집 및 확산
진출기업의 현지화(현지인 고용확대, 현지
시스템에 적합한 기술개발 및 보급,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는 total
solution service를 제공
입찰과정의 투명화 요구
투자, 자본 자유화 요구

플랜트 수출기업
한국환경자원공사(폐기물,
재활용)
현지진출기업 네트워크
환경센터

프로젝트 획득
및 실시

주재원에 의한 동향분석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기술의 실증
과제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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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에너지 절약센터(ECCJ) 등의 기관이 전문가 파
견, 연수 등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나) 환경협력 인재 육성
이상에서 우리나라 환경협력의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환경협력을 실시하는 인재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나
라의 환경기술과 제도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외에 진출
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기술, 제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대국과 대화해 나갈
수 있는 인재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부 차원에서는 아직 환경협력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은 전혀 없다. 아직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환경협력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글로
벌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인재육
성은 매우 필요하다.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이상에서 제시한 분야별 환경협력의 중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국가ㆍ지역과 어떤 협력이 필요한 것일까? 이하에서는 상기의 분야별 과
제에 대응하는 국별ㆍ지역별 협력전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지구온난화 분야
먼저 지구온난화 분야에서의 협력전략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환경협력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후변화협약을 둘러싼 협상과정에
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우
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약속기간에 배출삭감에 참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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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국내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의 2차 약속기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의무국가로 참여하면서 이에 대비한 국내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을 국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난화 대책에 매우 적극적인 EU
와 일본 등 선진국과는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위한 제도 및 기술 분야에서 긴
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온난화 대책
에 소극적인 국가들에게는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인 기후변
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2013년에 시작되는 2차 약속기간부터 배출삭감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몇 %의 배출삭감이 요구되는지에 따라 경제적 충격은 달라질 것이지만 저탄소
형 사회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중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략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는 미국의 불참,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나, 향후 미국이나 중국이 태도를 바꿀 경우 우리나
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인 룰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공
화당 정부는 교토의정서 체제에 매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의회는 매
우 적극적이라는 점, 향후 신정권이 들어설 경우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도 현재는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결국 향후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교토의정서 참여국가 확대, 삭감비율 강화 등, 그 강도
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배출삭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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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국제적인 명분을 획득함과 동시에 환경 및 에너지기술을 보다 적극적으
로 개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의 저탄소사회를 위
한 기반구축을 촉진하는 실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렇다면 저탄
소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제도ㆍ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고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한데, 배출삭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에 동참함으로써 이를 외압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전략하에서 국별ㆍ지역별 협력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와 일본 등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와 지역은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
어서 우리나라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 가전, 철강, 신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효
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환
경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면서 이를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구
사하고 있다.
한편 EU는 일본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U는 지구온난화에 대응
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약속한 것보다 훨씬 높은 삭감목표를 제시하
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세, 배출권제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
표 2-38. 일본의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분야
철, 시멘트
원자력
교통
자동차
태양전지

현황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철 1톤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EU,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일본의 1-1.25배, 2003년)
총 발전 전력량의 3분의 1
공공교통 분담률: 일본 46.7%, 영국 13.1%, 독일 20.7%, 프랑스 16.1%, 미국 22.4%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국내외 판매대수는 2007년 4월까지 약 100만 대
1999년 이후 태양전지 생산량 세계 1위

자료: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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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환경세나 배출권제도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제도의 도입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다만 우수한 환경기술의 활용
을 확대하고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체
제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교토의정서 이후의 2차 약속기간에 대한 UN에서의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09)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수치목표의 설정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청정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해결책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매우 비슷한
전략이다.110) 미국과 중국은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이들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
이 급증하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
에 이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과 EU는 배출권거래 제도를 선진적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EU는 EU 전
체 차원에서 배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 몇몇 국가들은 독
자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배출권 제도의 도입
에 소극적이나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배출권의 국제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연결
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배출량의 산정ㆍ보고ㆍ공표 등의 제도
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설계, 도입, 시장간 연계 등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EU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에너지효율이 낮으면서 향후 에
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증대

109) 2007년 9월에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고위급 회담 및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
국 회합 에서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온난화가 ‘중대한 과제’임을 인정하였고 ‘미국은 진지하게 대처한
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110) 일본과 미국은 태양광 패널,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보급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환경관
련 제품의 관세철폐 등도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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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실시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교토의
정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한 배출삭감량의 일부를 자국의 배출삭
감량으로 인정해 주는 메커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있다.
향후 배출삭감의무를 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배출삭감을 위한
국내 대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의 배출삭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
다. 국내대책보다 해외에서의 대책이 비용효과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
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은 중국 등에서의 CDM 사업발굴과 이로부
터 발생한 배출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11) 일본정부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공여하
는 대신 배출권을 취득하는 협력구조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112) 이는 우
리나라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11) 일본의 경우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억 7500만 톤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 현재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배출권은 약 9000만 톤에 달하여 전체 삭감의 절반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 일본경제신문 2007년 9월 17일, 1면). 아래의 표는 확보된 배출권의 기업별 내역이다.
(단위: 만 톤)

전력

철강

상사

금융, 펀드, SPC

J파워
中部電力
東京電力
東北電力
中 電力
四 電力
九州電力
新日本製
三菱商事
住友商事
丸紅
三井物産
豊田通商
JMD온난화가스삭감
일본 카본 파이넌스
국제협력은행

345
313
282
193
172
153
122
219
1,383
770
633
325
147
580
476
178

112)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는 지난 2007년 8월 온난화대책에서 협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했고 현
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중국과도 같은 해 8월 발전소에서의 에너지 절약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배출권을 취득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일본경제신문 2007년 9월 17일, 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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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환경협력
중국의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은 중국의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분야이다. 황사나 산성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식림사업,
중국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 청정에너지로의 대체촉진사
업 등의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
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에 ODA를 제공할 필요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기술과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가칭) 한ㆍ중 환경정책협의회 를 통하여 양국
간의 협력안건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통
해 우리 기업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중국 내에서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배출권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탄소기금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탄소기금 설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중국, ASEAN 등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탄소기금을
활용하여 개발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안건발굴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체제 구축에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 민간환경협력 분야
EU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환경규제를 크게 강화하여 왔다. 자동
차 배기가스규제, 자동차 재활용 규제, 유해화학물질규제, 전자제품의 재활용
규제 등 EU 시장에 수출하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가 매
우 강화되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EU 시장으로의 주력수출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대EU 수출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규
제들은 기업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이와
동시에 EU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기도 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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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자동차 재활용이나 전자제품 재활용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의 재활용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EU의 엄
격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단순히 기
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EU와의 협
력이 필요하다.
일본과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협력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크게 에너지효율 향상
을 위한 협력과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협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에너지효
율 향상을 위한 협력에서는 일본 기업과 한국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CDM 사업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협력에서는 연료전지개발을 둘러싼 협력이 필요하다.
연료전지는 향후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체계 전체에
커다란 혁신을 불러올 매우 중요한 에너지 분야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
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우
리나라의 환경기술과 환경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역량강화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의 사회적
환경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관련 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
하게 논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ODA
자금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제도 도입에 대한 기술적 지원, 환경기술 보
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술보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식재
산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매우 필요하다.

4) 환경시장확보 분야
우리나라 환경 관련 업체가 시장의 성장성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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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ASEAN 환경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환경협력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와 지역에 대한 환
경협력은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계몽ㆍ교육 →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Capacity Building → 각국의 환경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 우리나라의 환경
관리 시스템의 보급ㆍ확대 → 프로젝트 안건형성을 위한 교섭 → 프로젝트의
획득 및 실시 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39]는 이러한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단과 주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성장이 활발한 신흥국가에 대해서는 이러
한 단계별 환경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환경시장진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수단들 중에서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 설치한 환경산업센터의 역
할강화, 환경 인프라시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정비, 대상국가 및 지역과
의 환경정책협의회 설립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과 에너지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대중 환경ㆍ
에너지협력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시장은 향
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중국의 환경개선 및 에너지효율
개선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경제사회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중
국의 환경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형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향후 우리나라의 기
후변화대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내에서의 배출삭감과 더불
어 중국에서의 배출삭감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ASEAN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ASEAN 국가들의 환경
시장도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주로 폐기물, 수질개선관련 분
야에서의 수요확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은 주로 이 분야에서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ASEAN 진출기반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ASEAN 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소각로 및 고
체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정비, 녹화조림사업, 도시환경 인프라 정비 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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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ODA 자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환경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단계부터 기술용역사업에 무상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지원
형 개발조사를 활용한 풍부한 현지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
망사업 발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39. ASEAN 주요국 환경시장의 유망분야 및 진입장벽
태국
유망 시장
상하수도 사업
폐수처리 서비스
고형폐기물 처리서비스

진입 장벽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49%의 지분제한
현지조달 요구
관세율이 높음
합작투자 요구
높은 행정비용

주요 진출분야
상하수도 건설, 운영
폐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말레이시아
유망 시장
상하수도 사업
폐수처리 서비스
고형폐기물 처리서비스

진입 장벽
입찰과정의 불투명성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기업 우선

주요 진출분야
상하수도 건설, 운영
폐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인도네시아
유망 시장
상하수도 사업(약 3분의 1)
폐수처리 서비스(약 4분의 1)
고형폐기물 처리서비스(15%)

진입 장벽
입찰경험이 없는 외국 업체의
참여제한

주요 진출분야
상하수도 건설, 운영
폐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필리핀
유망 시장
물공급
폐수처리 서비스
고형 폐기물 처리
이들 세 분야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

진입 장벽

주요 진출분야

수입관세 약 10%
상하수도 건설, 운영
직접투자 일부에 대한
주식보유제한
폐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불투명한 입찰
서비스
NGO 등에 의한 환경소송의 다발

자료: 필자 작성.

이상에서 우리는 국제환경협력의 필요성,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협력사례 및
우리나라 환경협력의 기본방향과 핵심 협력분야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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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ㆍ지역별로 어느 분야에서 어느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환경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문제가 공간적ㆍ시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졌고,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됨
에 따라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신흥국 환경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
으며, 환경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습득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환경관
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협력의 사례로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 및 일본의 개발도상국과의 환
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이들 선진국들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
경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동아시아 지역에 환경협력을 위한 거점
과 인재를 배치하고 자국의 환경관련 기업과 현지의 환경수요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로 삼고 있다. 일본은 ODA를 활용하여 환경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거나
자국의 제도, 기술의 이식을 도모하는 협력과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진출을 측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협력의 경험이 부족하
고 국내적으로도 환경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체제도 갖추어져 있지 못
한 실정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협력의 5대 분야로는 기후변
화에의 대응, 동아시아의 지역적 환경문제에의 대응, 민간 환경협력의 강화, 신
흥국 환경시장의 확보, 국내 추진체제 정비로 파악된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체제는 향후 우리 경제에 대단히 큰 영
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동향에 대해 소극적
으로 대응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소극적 대응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신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인 전략으
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
기에 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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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으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동시에 이에 대응한 규제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체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기
후변화관련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는 서둘러 기후변
화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적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발전단계상 많은 격차가 있어서 지역적 환경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 기술, 제도 면에서 선진국들의 협력과 기여가 매우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
의 환경 및 에너지협력은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및 에너지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국은
환경개선 및 에너지효율 개선의 이익을 보며 우리나라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특히 기후변화와 관
련된 동아시아 탄소기금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환경협력 분야에서는 특히 EU 국가들과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EU의 환경규제 강화는 이 지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
고 있다. EU는 한ㆍEU FTA 협상에서도 환경규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
고 있다. EU가 강력한 환경규제를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있는 것은 아니나 환경규제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체제정
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지 파트너일 것이다.
민간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러한 EU 현지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환경협력은 환경시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환경시장의
80%는 미국, EU 및 일본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 이들
선진국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서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부
터 환경규제 강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투자의 증가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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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은 이제부터 이러한 단계
에 진입하게 된다.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이 규제되기 시작함에 따라 대규
모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결과 이러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도 점차 갖추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신흥국 특히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즉 이들
국가가 어떠한 환경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수요를 충족하
기 위해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는지를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ㆍ서비스에 연계된 구체
적인 프로젝트의 발굴이 요구되며 이를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장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환경협력의 과정이며 우리
정부는 이제 이러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적인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받은 바 있고, 지난 40여 년간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면서 경제 및 무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경제ㆍ사
회제도 및 정책 운용의 선진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향해 매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선진형 통상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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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분담과 공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
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도 중요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2015년을 목표로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
다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가 설정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113) 최근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MDGs를 실현하기 위해, ODA 배증계획은 물론 결과중심의 사업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서 뒤떨어져 있는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보다 국
별ㆍ지역별 접근을 강화하여 대외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단계
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세계은행 및 주요 선진국들은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적인 지원방식을 추
진하고 있다.11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조배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별
차별화 전략은 ODA의 소규모성이라는 예산제약조건하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
난 15년간 7배 이상 증가하여 2004년에는 4.2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5년의 경
우 7.5억 달러를 넘어서 GNI 대비 0.1%까지 원조규모가 급증하였다. 지난 7월
개최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10년을 목표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로드맵이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국제규범에 부합한 우리의 원조정
책 및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할 수
113) 최근 국제개발협력 추세에 대해서는 권 율 외(2006), pp. 31∼50 참고.
114) 세계은행의 경우 포괄적 개발체제(CDF: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와 빈곤퇴치전략
(PRS: Poverty Reduction Strategy) 등을 통해 국별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은행 홈페이지 http://web.worldbank.org/website/external/projects/strategies/c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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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국제개발협력의 체계화와 ODA정책의 전략적 운용방안이 시급한 실정
이다.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여전히 OECD 선진국 평균인 0.33%의 1/3
수준에 불과,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고, 중장기 국제협력전략에 근거한 체계적 ODA 운용을 위해서
도 다양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ODA 정책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으나, 중장기 통상전략의 일환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개도국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ODA는 그 여건과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ODA를 통해서 대상지역에 한국을 알리고, 대상
국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한국산 상품과 자재를 공급하며, 투자자 보호와 투
자시스템의 구축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ODA는 에너지 및 환경협
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도국 시장에 대한 환경시장 조사, 환
경시장 진출의 여건 정비, 민간협력의 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서 ODA는
환경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ODA 그 자
체로서 큰 의미가 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ODA 정책을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 절은 최근 국제개발협력추세와 대내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국별 배
분에 초점을 두어 ODA 중장기 비전 및 운용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체계적인 국
제개발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UN 밀레니엄 개발선언에
명시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 책임을 공유하고, 개발원조가 무역 및 투자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국별 지원전략에 기반을 둔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적 안배에 중점적인 분석
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고려는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으로서의
ODA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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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1) 연도별 추이 및 현황
우리나라의 ODA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여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고, 1991년에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은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통해 ODA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
리나라는 신흥 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개도국의 개발과 복리증진
에 기여하기 위하여 ODA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온 결과, 1995년 1.1억 달러
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05년에는 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년 우리나
라 ODA 규모는 전년대비 78% 증가하여 다자간 원조의 대폭 확대와 양자간
원조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양자간 원조는 4억 6,330만 달러로서 전년대
비 40% 증가하였는데,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이다.
그러나 [표 2-4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6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전년대비
39.5% 감소한 4억 5,53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다자간 원조가 전년대비
72.6%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양자간 원조에서도 아프간,
이라크 전쟁복구 지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남아시아 자연재해 등 2005년
의 일시적 증가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절대규모면에서 크게 감소하였다.115)
표 2-40. 우리나라 ODA 공여 규모(2000년 이후 순지출 기준)
구 분
2000
ODA 총액
212.07
① 양자간 협력
131.18
무상원조
47.78
EDCF 차관
83.41
② 다자간 협력
80.89
54.85
국제금융기구
국제연합기구
19.6
기타 기구
6.44
ODA/GNI(%)
0.047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07),

(단위: 백만 미국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64.65
278.78
365.91
423.32
752.32
171.54
206.76
245.17
330.76
463.30
52.97
66.70
145.46
212.09
318.00
118.57
140.06
99.71
118.68
145.30
93.11
72.02
120.74
92.56
289.01
58.12
41.46
70.87
63.2
240.26
25.53
21.46
25.1
21.58
38.27
9.46
9.1
24.77
7.78
10.48
0.063
0.058
0.064
0.062
0.096
외교부 OD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참고.

2006
455.25
376.06
258.95
117.11
79.19
22.14
42.86
14.19
0.051

115)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07. 10. 12)에 의하면, 이라크, 아프간 복구지원비는 (’02) 480만 달러 →
(’03) 6,170만 달러 → (’04) 9,370만 달러 → (’05) 1억 5,840만 달러 → (‘06) 5,920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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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별ㆍ지역별 배분
우리 정부는 2006년에 130여 개국을 대상으로 3억 7,606만 달러 규모의
양자간 ODA를 공여하였는데, 지역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22]와 같

그림 2-22. 양자간 원조의 지리적 배분(2006년 기준)

동유럽, 31.1, 8%

기타, 42.5, 11%

오세아니아, 1.2,
0%
라틴아메리카,
25.9, 7%

아프리카, 47.8,
13%

아시아, 227.6,
61%

자료: [표 2-40]과 동일.

그림 2-23. 양자간 원조의 소득그룹별 배분(2006년 기준)

기타, 44.7, 12%
중상소득국, 5.2,
1%

중하소득국,
185.6, 49%

최빈국, 92.1,
25%

기타저소득국,
48.3, 13%

주: 중상소득국(UMICs: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2004년 기준 1인당 GNI
3,256달러 이상 10,065달러 이하, 중하소득국(LMICs: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1인당 GNI 826달러와 3,255달러 사이, 기타저소득국(LICs: Other
Low-Income Countries): 1인당 GNI 825달러 이하,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50개국(UN 지정)
자료: [표 2-4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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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자간 원조중 61%가 아시아에 집중되었고, 아프리카(13%), 동유럽(8%),
라틴아메리카(7%)의 순이다. 소득그룹별로는 UN 지정 최빈개도국(LDC)에
25%, 기타 저소득국에 13%, 중하소득국에 49%가 지원되었다(그림 2-23
참고).
한국의 ODA에서 매년 약 130여 개국이 무상원조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1989년 이후 2006년까지 총 41개국이 EDCF 자금을 지원받았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2005년 기준으로 상위 10개 수원국에 대한 지
원비중은 54.2%에 달하고 있다(표 2-41 참고). 10대 수원국은 이라크, 스리랑
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케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순이
고, 이라크에 대한 재건지원은 5,710만 달러로 지원비중이 15.2%에 달하고
있다.
표 2-41. 한국의 상위 10대 수원국(2006년)
순위

국 가

1

이라크

2

스리랑카

3

방글라데시

4

인도네시아

무상원조

(단위: 백만 미국달러, %)
유상원조

합계
금액

비중(%)

57.1

-

57.1

15.2

7.4

15.3

22.7

6.0

4.1

18.0

22.2

5.9

20.3

△1.4

18.9

5.0

5

알바니아

0.0

16.9

16.9

4.5

6

케냐

1.1

14.4

15.5

4.1

7

캄보디아

7.4

6.5

13.8

3.7

8

라오스

5.4

8.2

13.6

3.6

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0.0

12.9

12.9

3.4

10

중국

6.8

3.3

10.2

2.7

상위 10개국 소계

109.6

94.1

203.7

54.2

기타 소계

104.6

23.0

127.6

33.9

44.7

-

44.7

11.9

259.0

117.1

376.1

100.0

국별 배분 불능
총 합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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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유ㆍ무상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현재 KOICA
와 수출입은행은 각 기관별로 별도의 국가를 선정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18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설정하고, EDCF는 11개국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
표 2-42. 유ㆍ무상 중기 국제개발협력 중점지원국
지역

무상(18개국)

유상(11개국)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남미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과테말라, 콜롬비아

동구ㆍCIS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 동
아프리카

예멘
가나,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
탄자니아

앙골라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표 2-43. KOICA 협력사업 협력대상국 리스트
구분
58개국

중점
협력국

18개국

일반
협력국

40개국

아ㆍ태
17개국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8개국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PNG

미주
12개국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3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동구ㆍCIS
4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동
7개국

-

2개국

세르비아-몬테네
그로,
아제르바이잔

수단, 예멘,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18개국
가나, 케냐,
콩고,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5개국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DRC)
튀니지
13개국

9개국
9개국
2개국
7개국
DAC 수원국 리스트 상의 기타 국가 중
특별협력국
－ 정부간 기지원 약속 대상국 및 외교적 수요 발생시 선별적으로 지원될 국가
자료: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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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과테말라
등 7개국만 일치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ODA 확대계획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
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ODA 규모를 향후 5년간(2007~11년) GNI 대비
0.12%로 확대하기로 하고 있다. 2030보고서

116)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

라의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2004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평
균인 0.25%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표 2-44. 2007~11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ODA 확대(안)
구분
2007년
2008년
ODA 총지출
7,254
8,830
3,046
3,547
- 유상원조
- 무상원조
2,456
3,146
ㆍKOICA
2,205
2,872
ㆍ기타
251
274
- 다자원조
1,752
2,137
ODA/GNI
0.081
0.094
주: 기획예산처(잠정치, 2007년 4월 기준).

2009년
9,867
4,048
3,606
3,274
332
2,213
0.101

(단위: 억 원, %)
2010년
11,218
4,549
4,173
3,790
383
2,496
0.109

2011년
12,623
5,050
4,845
4,420
425
2,728
0.117

증가율
14.9
13.5
18.5
19.0
14.1
11.7
-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1) 정책방향
가) 경제ㆍ통상외교 강화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의 안정적인 협력기반 구축이
필수적이고, 글로벌 리더십 확충을 위해 대외원조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116) 정부ㆍ민간 합동작업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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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개발협력 추세는 원조의 양적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DAC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정부
로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ODA 언타이드117) 기준과 규제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미 DAC는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정책권고로 채택한 바 있고, 2005년 2월 발표한 원
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도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산 물자 및 용역 구매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타이드원조를 국제적 관례는 물론 여타 선진원조공여국 수준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방향과 로드맵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목표하에 경제ㆍ통상외교를 보다 강화하여
개발잠재력이 큰 개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무역, 투자, ODA를 상호 연계하고,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노력을 통해 대외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수출확대를 위
해 원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수원국의 빈곤퇴
치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상호호혜적인 협력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ODA 공여는 개도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출증진ㆍ기
업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표 2-45]는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
화하여 민간투자 및 수출이 ODA 공여와 연계하여 추진됨으로써 개도국의 경
제개발과 통상협력기반 구축이 상호 유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호혜적 협
력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경협수단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대선진국 수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국제적 의무분담이라는 측면으로 인식하기보
117)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타이드
(tied) 원조라 하고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를 언타이드(untied) 원조라 함. 타이드 원조는 구속성 원
조 혹은 연계성 원조라고도 하고 언타이드 원조는 비구속성 또는 비연계성 원조라고 하나, 본문에서
는 최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타이드 원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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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ODA 공여가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우리의 개도국 협력기반
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상호공존과 번영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ODA를 활용한 경제ㆍ통상외교에 있어서 기
본적인 정책목표는 상호의존주의에 입각한 호혜적 경협관계 증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2-45.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정책목표와 경협수단
정책목표

협력기준

경협수단

인도주의 구현

최빈국지원, BHN* 사업

→ 무상원조(긴급구호 등)

자조노력 지원

개발경험 전수

→ 기술협력, EDCF 연계

상호보완적
경협기반 확대

시장개척
민간투자촉진
자원개발
국내산업구조조정

→ 연불수출금융, 공적수출신용
→ EDCF와 기술협력,
공적수출신용 상호연계
→ KOICA 개발조사사업 강화
→ 해외투자지원자금(유휴설비 지원자금,
중소기업 진출 지원)

주: BHN은 기초생활욕구(Basic Human Need)를 뜻함.
자료: 필자 작성.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경협대상국인 개도국들과의 실질적
인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고, ODA의 소규모성이라는 제
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통해 중점지원국가를
선정하고, 세밀한 국별 경협원칙과 방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경제ㆍ
통상외교 차원에서 경제협력효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별ㆍ분야별 선택과 집중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원조효과성을 높
이기 위해 중점지원국과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지
원방식을 추진하고 있다(표 2-46 참고). 원조배분에 있어서 이러한 국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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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 전략은 우리나라와 같이 ODA의 소규모성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원조
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운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다.
무엇보다도 국별 접근을 통해 ODA 정책입안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전략적인 협력대상국으로서 중점지원 대상국을 선정하고, 국별 적정지원 프
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중점지
원분야를 연계하여 전략적인 차원에서 원조사업을 프로그램화하여 원조의
집중도를 높여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표 2-46. DAC 회원국의 중점지원국 및 지원 부문 비교
국가

중점지원국

호주

파푸아뉴기니(최대규모) 외 아시아-태평양
17개국

거버넌스, 보건, 교육, 농업ㆍ농촌개발,
인프라

오스트리아

남반구: 7개 우선순위국, 13개 협력국
동유럽: 8개 우선순위국 중 3개국에서
철수 중
그 외 11개국에서 지역협력활동 시행 중

교육, 에너지, 농촌개발, 투자고용,
중소기업지원, 교통ㆍ운송, 수자원ㆍ위생,
민주화, 법치주의, 인권, 분쟁예방, 거버넌스

벨기에

아프리카 13개국, 라틴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

보건, 교육, 농업, 식량안보, 기본인프라,
분쟁예방, 사회적 화합

캐나다

현재 약 100여 개국에서 협력활동을 시행
중이나 이 중 중점파트너국가를 선정하고
있음.

교육, 보건, 영양, HIV/AIDS, 아동보호,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

덴마크

아프리카 9개국, 라틴아메리카 2개국,
아시아 4개국

보건, 교육, 수자원ㆍ위생, 교통, 에너지,
농업, 민간 부문 개발 중 국가당 최대
3~4개 부문에만 집중

핀란드

아프리카 5개국, 라틴아메리카 1개국,
아시아 2개국

MDGs

프랑스

54개 중점지원국

수자원공급ㆍ위생, 교육, 보건, HIV/AIDS,
농업ㆍ농촌개발, 인프라

40개 중점지원국과 35개 협력국

HIV/AIDS, 교육, 열대우림,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수자원ㆍ위생,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독일

중점지원 부문

260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표 2-46. 계속
국가

중점지원국

중점지원 부문

발칸 6개국, 흑해 2개국, 중동 7개국,
아프리카 3개국

초ㆍ중등교육 및 직업교육, 보건,
수자원ㆍ위생, 환경, 농업, 민주화, 인권,
제도구축, 소액대부ㆍ수입창출

아일랜드

아프리카 6개국, 아시아 1개국

교육, 보건, 수자원ㆍ위생, 거버넌스

이탈리아

아프리카 10개국, 아시아 2개국, 중동
4개국

보건, 교육, 농촌개발, 식량안보,
인도적지원, 중소기업육성

주로 아시아 지역에 걸쳐 140개국

빈곤감소, 지속가능개발, 전 지구적 이슈,
평화구축

아프리카 6개국, 아시아 2개국,
라틴아메리카 2개국

보건, 수자원ㆍ위생, 교육, 사회적서비스,
농촌개발

네덜란드

아프리카 16개국, 아시아 10개국,
라틴아메리카 5개국, 유럽 5개국

교육, 모자보건, 농촌개발에 걸쳐 국가당
2~3개 분야 지원

뉴질랜드

태평양 20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1개국

교육, 보건, 가축, 양성평등, 거버넌스,
인권

노르웨이

7개 중점지원국과 18개 협력국

교육, HIV/AIDS, 민간 부문, 농업,
지속가능개발, 거버넌스, 반부패, 평화구축,
보건

포르투갈

7개 중점지원국

교육, 직업훈련, 문화유산, 보건, 인프라,
사회제도구축, 안보, 금융지원, 인도적지원
및 긴급구호

스페인

아프리카 13개국, 라틴아메리카 9개국,
아시아 3개국, 유럽 3개국

기본적사회서비스, 교육, 인권, 민주주의,
시민사회, 환경, 문화ㆍ과학ㆍ기술연구

스웨덴

100여 개국에서 활동중

인도적지원, 분쟁예방, 사회적 부문, 인권,
거버넌스, 민간 부문, 도시개발

17개 중점지원국(스위스개발청 SDC),
16개 중점지원국(스위스재무부 SECO)

분쟁예방ㆍ해결, 거버넌스, 수입창출,
사회적정의,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이용(SDC), 거시경제체제,
투자유치, 인프라개발 자금지원,
무역ㆍ환경친화적 기술협력(SECO)

영국

공식적인 중점지원국 리스트는 없으나
아프리카 20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에
사무소개설, 직원파견

보건, 교육, 가축, 안보개혁, 인도적지원,
민간 부문

미국

아프리카 22개국, 중동ㆍ아시아 20개국,
라틴아메리카 17개국

농업, 분쟁관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경제성장, 무역, 교육, 환경, 인구, 보건,
영양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

자료: OECD/DAC(2005); 권율 외(2006), p. 8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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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ODA 재원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 선택과 집중에 의한 ODA
의 전략적 지원체제 수립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별접근
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국제적 개발협력의 주요 흐름인 개발파트너십 강화에
도 부응하는 것으로서 원조의 집중성을 통해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ㆍ통상 외교라는 측면에서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여 수원국의
개발과제에 입각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중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원조
공여규모를 사전에 협의하여 적정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
다. 특히 수원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가능 분야와 사업규모의 예측가
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인 국별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
써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상호연계한 원조사업의 패키지 방안 및 자금배분기
준을 원조방침으로 설정하여 원조사업의 계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국별 원조전략은 정책입안능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행단계에서 실시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지원수단의 효율적인
연계가능성이 사전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정책결정 및 지원방침 수립단계에서
실시기관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된 국
별 원조계획은 외교부와 재정경제부의 긴밀한 협의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를 통해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별 배분과 함께 중점지원분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비
교우위 및 개발경험을 토대로 수원국 자조노력 촉진 및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
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의 개방화 전략과 성공경험은 개발경험 전수사업으로
한국 고유의 원조모델로 체계화하여 인적자본 확대 전략, 재정건전성 유지 방
안,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IT 산업 발전전략 등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로 IT, 교육훈련,
보건의료, 공공행정, 경제인프라 지원 등을 설정하고, 유ㆍ무상협력 수단간 연
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및 IT 산업 해외 진출
등을 위한 유ㆍ무상협력 연계를 추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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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등 IT 서비스, 정보통신 정책ㆍ제도ㆍ인력 개발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중점지원국 선정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과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별ㆍ국별 지원전략을 토대로 중기 사업계획 및 주요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별ㆍ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원국의
개발 잠재력과 경제전망, 개발 수요 분석에 근거한 국별 접근방식을 강화해
야 한다. 특히 통상협력 차원에서 교역 및 투자 확대, 자원협력, 경제개발
및 개방경험 전수, 외교ㆍ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중점지원국
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점지원국의 경우 국별 원조계획(Country Programming, 이하 CP)을 작
성하고, 정책협의 정례화, 중기원조 프로그램 실시 등 장기ㆍ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점 지원국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별 원조연구회를 상시화하고, 포괄적인 국별연구(Country
Study)와 부문조사(Sector Study)를 강화해야 한다. 시범적으로 국별 원조계획
을 작성하고,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기초로 주요국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별 승인 방식에서 벗어나 3~5년 단위의 중기원조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한도 내 포괄지원 방식으로 지원방식
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국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시범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대
상국가를 확대하여 중점지원국에 대한 ODA 지원규모의 사전결정과 지원대상
분야의 사전합의 및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유망사업
발굴 및 전략적 지원분야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기술협력을 연계 지원하는 ‘패키지형 원
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개도국 개발 컨설팅을 통해 개도국의 개발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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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EDCF 프로젝트 지원 및 기술협력을 연계하여 지
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발굴 단계부터 KOICA 개발조
사사업을 활용하여 수원국 개발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개발컨설
팅을 통해 EDCF 유망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EDCF 프로젝트 지원후
에도 기술협력을 연계 지원하여 KOICA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을 추진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중점지원국 선정기준
국제적으로 ODA 공여대상은 DAC가 발표한 수원국 리스트(DAC List of
Recipient Countries, 이하 DAC List)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모든 개도국이
ODA 수원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DAC List에
포함된 개도국에 대한 지원만이 ODA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DAC List는 세계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수원국을 크게 4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DAC는 지난 2005년 12월 새로운 DAC
list를 발표하였는데, ODA 지원대상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빈개도국(LLDCs),
기타 저소득국(other LICs), 저중소득국(LMICs), 고중소득국(UMICs)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빈국은 1인당 국민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정도, 경제의 구조
적 취약성 등을 반영하여 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지정한 50개국
이다. 상기 4개 그룹 가운데 중상소득국(UMICs)은 대부분 최근 1인당 GNI가
3,256달러 이상이고, 일부 국가는 1만 달러에 거의 육박하여 가까운 장래에 수
원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ODA 중점지원국 선정에 있어 UMICs 국가들은 배제하
고 LMICs, LICs, LDCs 등 3개 그룹만을 대상으로 수원국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12개국), 남아시아(8개국), 중남미(13개국), 동구
CIS(14개국), 중동(25개국), 아프리카(47개국), 대양주(16개국)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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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원국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기준으로는 MDGs 달성 등 국제적인 개발
목표를 고려하여 1인당 GNI와 같은 수원국 빈곤지수와 인간개발지수(HDI), 극
빈층 인구비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와
의 전략적 협력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요한 거
점국가를 중심으로 우리와의 경제관계(교역규모, 투자진출 등)상 협력잠재력이
큰 국가를 선정하고, 최근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자원 등 경제안보 차원의 협
력가능성이 중요하다. 또한 여타 공여국의 지원 규모 및 분야를 고려하는 등
공여국 간 원조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원국의 자조노력, 수원국 정부의 개발의
지 및 원조관리 능력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정기준이 정성적이어서 지표를 선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
이 뒤따른다. 여러 지표 중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주요 6대 지표를 크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원국의 개발 잠재력을 비교하기 위해 경제규모(명목 GDP)와 인구를
주요 기준으로 선정하고, 수원국 경제의 안정성을 감안하기 위해 물가(소비자
물가상승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원국의 개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인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118) 2006년 HDI 지수의 실제 데
이터는 2004년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통상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국과의 교역(최근 2002~04년 3년간 연평균 교역량)과 한국기업의 투자
(누계기준)를 주요 지표로 고려할 것이다. 교역액의 경우 연도별 변동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평균 교역량을 사용하였고, 투자

118)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문자해독률과 평균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말한다. 2006년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는 각국의 HDI를 도출하는 데 2004년 자료를 비교연도로 이용하였으며, 총 177개국 가
운데 노르웨이가 1위, 아이슬란드가 2위, 호주가 3위, 호주가 4위, 스웨덴이 5위를 차지하는 등 대부
분 북유럽의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HDI는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측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서 국민총생산(GNP)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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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누계치를 기준으로 지표를 사용하였다.
상기 6대 지표로 중점지원국 선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정성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특정 지역 내 경제협력체 혹
은 소지역내 거점 확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거점 확보 가능성과 정치 경제적 안정성 및 부존자원 등과 같은 정성적인 지
표와 함께 기존의 지원실적, 경제성장률, 대외개방도 등의 정량적인 지표도 추
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ODA 지원의 지속성 측면에서 기존의 지원실적,
성장성 지표로서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의 대외개방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
이다.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1) 아시아
아시아 지역은 시장개척, 투자진출, 자원개발 및 경제개발지원 등 각 분야에
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시
장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서 중국, 인도, ASEAN 등이 신흥시장으로 급부
상하고 있고, 최근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와 한ㆍASEAN FTA 등이 추진
되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점지원대상국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원방식도 유상과 무상원조를 토대로 연불수출과 투자 등 모든 경제협력수단
의 상호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동아시아
우리나라와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수출시장 개척, 성
장잠재력, 자원개발 등에서 협력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
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ㆍ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점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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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무상의 경우, 개발수요가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상의 경우, 현재 협력 잠재
력 및 인프라 수요가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최우선 국가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ㆍASEAN FTA와 연계, 역내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ASEAN
국가를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다. ASEAN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FTA를 중심으로 통상전략과 연계하여
ODA 공여 확대가 필요하다. ASEAN 국가 중 소득수준이 낮으나 성장잠재력
이 큰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대
한 ODA 공여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12월 한ㆍASEAN 정상회의시 한ㆍASEAN FTA 기본협정과 함께
경제협력 부속서가 서명되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설정된 바 있다. 이와 같
이 개도국과의 FTA 추진시 시장개방의 대가로 개발협력을 약속해야 하기 때
문에 앞으로 통상정책과 개발협력의 연계는 불가피하다. ASEAN의 경우 베트
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제
수립은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6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면서 ASEAN
저개발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은 국가별 원조정책을 통해 보다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중점지원국에 대해서는 사업 중심에서 협력
대상국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원국과는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수원국
의 수요와 입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ASEAN 원조사업에서는
CLMV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MDGs 목표 달성을 위한 최빈개도국 빈
곤퇴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앞으로 동아시아와의 통상전략과 원조프로그램의 긴밀한 상호연계
를 위해서는 중점지원대상 지역으로 동아시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역내국
가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을 중점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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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점지원국에서 제외된 미얀마의 경우 최빈국으로서 지원효과가 높고, 풍부
한 인적자원, 천연자원 등 전략적 중요성은 높으나, 현재 인권문제로 서방의 경
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점지원국 선정은 인권문제 호전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하위 중소득국에 속해 있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경
제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아시아 저개발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 대규모 원조
를 공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
표 2-47. 동아시아 국가들의 6대 지표 비교
국가
중국
(LIMCs)

GDP
인구
물가
(십억 순위
순위
순위
(백만 명)
(%)
미국달러)
1653.74 1

인도네시아
(LICs)

257.69

말레이시아
(UMICs)

117.78 4

필리핀
(LIMCs)
태국
(LIMCs)
베트남
(LICs)
미얀마
(LDCs)

86.43

2

5

163.38 3
45.28

6

1299.90 1
217.10

2

3.9 5
6.1

7

HDI

순위

0.768(81) 3
0.711(108)

5

교역
투자
(천
순위
(천
순위
미국달러)
미국달러)
59,713,419 1
8,834,665

2

12,021,605 1
2,199,497

2

25.56 7

1.4 1

0.805(61) 1

8,506,582 3

494,128 6

83.14

5.9

6

0.763(84) 4

4,686,441

725,763

63.35 5

2.8 3

0.784(74) 2

4,686,441 5

82.53

7.8

3

4

8

0.709(109)

6

3,237,101

4

6

5

937,970 4
1,408,917

3

7.98 7

50.11 6

2.7 2

0.581(130) 9

201,682 7

53,504 8

캄보디아
(LDCs)

4.59

13.21

8

3.8

4

0.583(129)

8

120,430

8

60,138

몽골(LICs)

1.39 10

2.50 10

8.3

9

0.691(116)

7

92,102

9

24,836 10

2.14

5.79

라오스
(LDCs)

8

9

9

10.2 10 0.553(133) 10

7,689 10

39,811

7

9

자료: 한국무역협회(교역); 한국수출입은행(투자); Global Insight(GDP, 인구, 물가); UNDP(HDI,
( ) 안은 HDI 세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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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 내륙지역의 사막화, 해양오염 등 환경관련 사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MICs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우리
와 특수 관계에 있는 북한, ODA 수원을 거부하는 태국 등을 제외하였고, 우리
와의 교역 투자, 시장규모 및 개발 잠재력 면에서 유망한 경협파트너인 인도
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6개국을 동아시아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나) 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의 6대 지표 비교결과, 우선적으로 개발잠재력면에서 파키스
탄과 방글라데시를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의 거점국가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BRICs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의 교역 투자는
물론 시장잠재력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공여하는 원조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므로 중점지원대상국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교역, GDP, 인구 등에서 남아시아 국가 가
운데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는 방글라데시가 2위, 파키스탄이 4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물가는 다소 높은 편이나 한 자리 수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최근 PRSP를 UN에 제출하는 등 원조 수원에 매우 적극적
이다.
한편 남아시아 국가중에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나라는 방글라데시를 포
함하여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 남아시아 최빈국에 대한 고려이
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정정불안 및 한국 NGO 인질 문제로 당분간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겠지만,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앞으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그리고 나머지 최빈국 중 우선적으로 네팔에 대한 지원성과를 보아가면
서 부탄, 몰디브 등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아시아의 경우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네팔 등 3개국을 중점지원
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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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남아시아 국가들의 6대 지표 비교
국가
인도
(LICs)

GDP
인구
물가
(십억 순위
순위
순위
(백만 명)
(%)
미국달러)
635.41 1

1080.26 1

HDI

순위

3.8 2

0.611(126) 3

교역
투자
(천
순위
(천
순위
미국달러)
미국달러)
4,066,900 1

785,629

1

파키스탄
(LICs)

77.75

2

151.85

2

7.4

6

0.539(134)

4

740,765

2

23,232

4

방글라데
시(LDCs)

57.00

3

140.35

3

6.1

4

0.530(137)

6

587,742

3

161,963

2

스리랑카
(LMICs)

17.41 4

19.43 6

7.6 7

316,182 4

153,272

3

아프가니
스탄
(LDCs)

6.00 6

32.58 4

14.7 8

네팔
(LDCs)

6.72

25.20

몰디브
(LDCs)

0.82 7

0.30 8

부탄
(LDCs)

0.69 8

0.90 7

5

5

0.755(93) 1

-

9

110,064 5

205

7

0.527(138)

7

24,39 6

6,355

5

6.4 5

0.739(98) 2

1,840 7

830

6

4.3 3

0.538(135) 5

1,784 8

0

8

2.8

1

자료: 한국무역협회(교역); 한국수출입은행(투자); Global Insight(GDP, 인구, 물가); UNDP(HDI,
( ) 안은 HDI 세계순위).

2) 중남미
새로운 협력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남미의 경우 지역적 개발
수요와 특성을 감안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미는 중미통합기구(SICA)
회원국, 남미는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행정제도, 보건의료, 정보통신 분야에 중
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2005년 3월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과
연계하여 신탁기금을 활용한 기술협력 확대, 자원협력 및 시장진출 기반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개의 지역협력체와 소지역으로 구분 가능한 중남미지역의 중점지원대
상국은 지역협력체 혹은 소지역의 거점 확보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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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 중남미국가들의 6대 지표 비교
국가
브라질
(UMICs)
칠레(UMICs)
파나마
(UMICs)
과테말라
(LMICs)
엘살바도르
(LMICs)
페루
(LMICs)
콜롬비아
(LMICs)
베네수엘라
(UMICs)
도미니카공화
국(LMICs)
온두라스
(LMICs)
코스타리카
(UMICs)
니카라과
(LICs)
엘살바도르
(LMICs)
볼리비아
(LMICs)
파라과이
(LMICs)
자메이카
(LMICs)
벨리즈
(LMICs)
St Vincent &
Grenadines
(LIMCs)
기아나
(LMICs)
수리남
(LIMCs)
세인트루시아
(UMICs)

GDP
(십억 순위
미국달러)
603.86

인구
순위
(백만 명)

1

181.59

94.10

4

13.92

11

26.80

물가
(%)

순위

HDI

순위

교역
(미국달러)

순위

투자
(천
순위
미국달러)

1

6.6

13

0.792(69)

4

3,077,296,206

1

366,533

2

15.96

5

1.1

1

0.859(38)

1

1,808,226,531

2

73,985

6

3.17

15

1.7

2

0.809(58)

2

1,438,911,424

3

228,800

3

7

12.67

7

7.6

14

0.673(118)

20

602,461,011

4

75,402

5

30.28

6

13.62

6

2.8

3

0.765(83)

8

541,768,541

5

5,336

14

68.44

5

27.55

3

3.7

6

0.767(82)

7

442,45,3326

6

368,549

1

97.38

3

45.33

2

5.9

12

0.790(70)

5

419,868,795

7

19,309

12

109.35

2

26.13

4

21.7

20

0.784(72)

6

258,006,467

8

66,491

7

18.53

8

8.87

9

51.5

21

0.751(94)

12

185,303,991

9

4,109

15

7.52

15

7.08

10

8.1

15

0.683(117)

19

150,747,359

10

87,728

4

18.42

9

4.12

14

12.3

18

0.841(48)

1

149,529,414

11

26,736

9

4.44

16

5.60

13

8.6

16

0.698(112)

17

93,514,433

12

20,553

11

15.83

10

6.61

11

4.5

9

0.729(101)

14

76,249,833

13

22,642

10

8.77

13

9.07

8

4.4

8

0.692(115)

18

31,466,788

14

60,189

8

7.64

14

5.78

12

4.4

7

0.757(91)

11

31,102,227

15

3,680

16

8.88

12

2.66

16

13.6

19

0.724(104)

16

14,739,154

16

11,330

13

1.04

18

0.28

19

2.9

4

0.751(95)

13

10,828,928

17

3,437

18

0.40

21

0.11

21

2.9

5

0.759(88)

5

9,460,243

18

870

19

0.76

19

0.77

17

4.8

11

0.725(103)

15

3,625,669

19

3,600

17

1.11

17

0.44

18

9.0

17

0.759(89)

10

2,899,111

20

665

20

0.76

20

0.16

20

4.8

10

-

919,092

21

500

21

자료: 한국무역협회(교역); 한국수출입은행(투자); Global Insight(GDP, 인구, 물가); UNDP(HDI,
( ) 안은 HDI 세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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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중미ㆍ카리브 지역의 경우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중점지원대상국 선정은 중미ㆍ카리브와 남미로 구분하여 선정할 필
요가 있다.
UMICs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6대 지표 비교결과, 남미에서는 페루
가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시장규모 및 잠재력, 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점
지원대상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ERCOSUR에서 유일하게
ODA 지원대상인 파라과이를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6대 지표에서
파라과이보다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국가들과 유무상 지원실적, 경제성장률 및
대외개방도 등을 비교해보면, MERCOSUR의 거점 확보라는 측면 외에도 파라
과이의 중점지원대상국 선정은 그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표 2-5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진 온
두라스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들과 볼리비
아, 파라과이 등의 남미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유ㆍ무상 지원실적을 비교한 결
과, 파라과이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ㆍ카
리브 지역의 경우 중점지원국으로는 과테말라와 도미니카가 적합하다.
CAFTA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과테말
라에는 1만 명 이상의 비교적 많은 교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미
지역은 최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멕시코의 NAFTA 가입과 MERCOSUR
등 지역경제권 부상에 따라 시장개척에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최근 FTA 협상이 본격화되어 한ㆍ칠레 FTA 출범 이후 한ㆍ멕시코
FTA, 한ㆍMERCOSUR 협상이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개발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미ㆍ카리브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통상협
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위주로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투자지원
및 연불수출금융지원이 바람직하며 ODA는 상기 중점지원대상국(페루, 파라과
이)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투자지원 및 수출지원은 동 지역 국가의 자유무역정책에 부합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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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0. 중남미 주요국들에 대한 유무상 지원실적, 경제성장률 및 대외개방도

국가

무상실적
(2004년
누계기준)
단위: 백만 원

도미니카공화국
(LMICs)

2,691

0

1.50

0.36

엘살바도르(LMICs)

3,747

0

1.87

0.40

볼리비아(LMICs)

2,691

1,081

3.04

0.45

파라과이(LMICs)

7,185

0

1.04

0.79

유상실적
(2004년 누계기준)
단위: 백만 원

경제성장률
(2002~04
연평균)

대외개방도
(교역/GDP)

자료: KOICA(무상실적); 한국수출입은행(유상실적); Global Insight(경제성장률, 대외개방도).

때 큰 성과가 기대된다. 수출지원은 중남미 제국의 2차산업 육성책을 감안, 중
간재 및 자본재 부문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지원은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1980년대에 카리브 해 연안지역, 1990년
대 들어서는 NAFTA의 영향으로 멕시코에 집중되는 경향이나, 점차 남미지역
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한편 미주개발은행 가입으로 중남미지역 관련 국제기구에서 개발협력사업
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일본은 IDB 이사국으로 산업경제정보 획득 및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동구 및 CIS
최근 자원협력 가능성 및 신시장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유상차관 수원을
중단하여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을 CIS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상의 경우,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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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동구 CIS 국가들의 6대 지표 비교

국가

카자흐스탄
(LMICs)

GDP
(십억
인구
물가
순위
순위
순위
미국
(백만 명)
(%)
달러)
39.47 4

우즈베키스탄
45.66
(LICs)
키르기즈스탄
(LICs)

9.09 11

투르크메니스
46.40
탄(LMICs)
아제르바이잔
(LICs)

3

2

15.09 2

6.9 10

26.48

3.7

1

5.12 6
5.09

8

7

2.8 6

HDI

순위

0.774(79) 5
0.696(113)

7

0.705(110) 12

12.1 12 0.724(105) 11

교역
순위
(미국달러)

투자
(천
순위
미국달러)

362,009,044 1

159,640

2

349,126,162

403,604

1

37,939,332 3

-

0

24,929,306

4

-

0

2

8.52 12

8.35 3

6.8 9

0.736(99) 10

11,540,226 5

-

0

11.92 9

5.10 7

7.4 11

0.743(97) 9

11,162,723 6

-

0

타지키스탄
(LICs)

7.35 14

6.64 5

5.6 8

0.652(122) 14

10,273,728 7

몰도바
(LICs)

8.27 13

3.97 11

12.5 13 0.694(114) 13

664,1107 8

-

0

알바니아
(LMICs)

14.08 7

3.17 13

2.2 5

0.784(73) 4

534,5141 9

-

0

크로아티아
(UMICs)

34.31 5

4.45 9

2.1 4

0.846(44) 1

65,537 10

-

0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LMICs)

48.70 1

8.16 4

12.8 14

-

20,130 11

-

0

보스니아-헤
르체고비나
(LMICs)

24.55 6

4.38 10

0.5 2

0.800(62) 2

17,252 12

-

0

아르메니아
(LICs)

10.35 10

3.22 12

2.0 3

0.768(80) 6

5,346 13

-

0

마케도니아
(LMICs)

13.28 8

1.98 14

-0.9 1

0.796(66) 3

1,084 14

-

0

그루지아
(LICs)

-

58,100

3

자료: 한국무역협회(교역); 한국수출입은행(투자); Global Insight(GDP, 인구, 물가); UNDP(HDI,
( ) 안은 HDI 세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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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중앙아시아
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수준이 높은 반면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협력 차원의
호혜적 원조가 필요하다. 유상의 경우, 시장선점 및 유럽권 진출을 위한 거점확
보 차원에서 카스피해 연안국 위주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우즈베
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원개발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의 민간직접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매우 폐쇄적인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아직 경제협력 정도가 미미
하나, 자원이 매우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이 최근 IMF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바,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구와 CIS에 각각 거점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국제적 규정상
동구 대부분에 대한 지원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ODA)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동구 국가들을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 CIS의 경우에
는 향후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을 중점지원대상
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카스피해 연안은 지리적 중요성은 물론 석유 및
가스, 비철금속 등 풍부한 보유자원 등에 힘입어 21세기 최대 신흥자원부국으
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자원개발 및 풍부한 에너지자원 수출
을 바탕으로 각종 인프라 개발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바,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해외자원개발 촉진, 석유가스 관
련 시추생산설비 수출,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유산을 지니고 있는 동구국가들은 향후 우리와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 ODA 자금의 지원보다는 교역 확대를 통한 시장선점
및 대유럽권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의 차원에서 민간 직접투자를 적극 지원해
야 할 것이다. 동구의 ODA 지원대상국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
테니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등은 아직까지 우리와의 경제관
계가 미미하나, 향후 유럽의 유일한 신흥시장 발칸의 거점 확보를 위해 세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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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6대 지표 비교
국가

GDP
인구
물가
(십억 순위
순위
순위
(백만 명)
(%)
미국달러)

HDI

순위

교역
순위
(미국달러)

투자
(천
순위
미국달러)

이란
(LMICs)

160.51

2

70.19 2

14.7 10

0.746(96) 3

3,585,068 1

26,029 6

터키
(LMICs)

298.90

1

70.36 1

8.6 6

0.757(92) 2

1,634,796 2

106,116 4

이집트
(LMICs)

76.56

4

70.00

3

11.3 8

알제리
(LIMCs)

83.46

3

32.35 4

3.6 4

0.728(102) 4

467,581 4

218,197 2

요르단
(LMICs)

11.20 10

5.58 9

3.5 2

0.760(86) 2

366,388 5

7,154 7

예멘
(LDCs)

12.94

9

20.73

7

12.5 9

시리아
(LMICs)

21.82

7

17.78 8

6.0 5

이라크
(LMICs)

63.94

5

25.30

6

14.9 11

모로코
(LMICs)

49.58

6

30.58 5

1.5 1

레바논
(UMICs)

19.37

8

4.56 10

1.22 11

2.76 11

모리타니아
(LDCs)

0.702(111)

0.492(150)

6

8

0.716(107) 5
-

11

650,378

329,841

3

6

318,475 7
250,347

136,488

625,822

3

1

2,669 9

8

70 11

0.640(123) 7

170,432 9

58,166 5

3.5 3

0.774(78) 1

82731 10

397 10

10.1 7

0.486(153) 9

3,176 11

5,000 8

자료: 한국무역협회(교역); 한국수출입은행(투자); Global Insight(GDP, 인구, 물가); UNDP(HDI,
( ) 안은 HDI 세계순위).

아와 몬테네그로를 중점지원대상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중동 및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산유국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ODA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산유국들도 대부분 정
치 외교적 위험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흥시장 및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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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원부국 등과의 시장개척 및 자원 확보, 기타 외교적 차원에서 중요한
거점국가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상의 경우, 우리의 경제개발경험 전수, 국가 재건복구 및 정부역량 강화
등에 지원하고, 협력사업 비중이 큰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자원협력 대상으로서의 중
요성이 크므로 저소득 산유국 및 전후복구에 따른 인프라 개발수요가 큰 이라
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6대 지표 비교결과, 이란
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핵문제와 미국과의 갈등을 비롯한 정치
외교적 위험부담으로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
인다.
이란을 제외하면 6대 지표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
는 터키와 이집트이나, EU 가입을 앞두고 있는 터키는 엄밀하게 보면 중동 국
가라기보다는 유럽에 편입되어야 할 국가이다. 터키는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
아 및 북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중점지원국으로는 부적절하다.
이집트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점 확보가 가능한 국가이다. 6대
지표만 비교하면, 이집트와 알제리가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나, [표 2-53]
에서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유무상 지원실적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속적인 개
발원조라는 측면에서 이집트를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표 2-53. 이집트와 알제리에 대한 유무상 지원실적, 경제성장률 및 대외개방도

국가

무상실적
(2004년 누계기준)
단위: 백만 원

유상실적
(2004년
누계기준)
단위: 백만 원

경제성장률
(2002~04
연평균)

대외개방도
(교역/GDP)

이집트(LMICs)

11,844

0

3.51

0.38

알제리(LMICs)

2,089

0

5.25

0.59

자료: KOICA(무상실적); 한국수출입은행(유상실적); Global Insight(경제성장률, 대외개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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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동지역에서 중점지원대상국으로는 최빈국으로서 지원효과가 큰 예
멘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협잠재력이 매우 큰 산유국 예멘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
범지구적 과제인 MDG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ODA가 주로 아시
아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빈국의 빈
곤퇴치라는 국제개발목표와 인류보편적 가치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9월 유엔 정상회의시 국제사회의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
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를 2008년까지 3
배 증액키로 한 정부의 계획은 최근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구
체적인 재원마련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개발재원
으로서 항공권연대기금(air-ticket solidarity fund)은 국제선 항공권에 소액의 기
여금을 부과, 동 재원을 원조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프랑스, 영국, 칠
레 및 아프리카 국가 등 총 20여 개 국가가 도입 중이다.
따라서 원조사업에 있어서 무상의 경우,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되,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원조효과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요 신흥자원부국에 대한 경협지원 및 아프
리카 시장개척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국가들의 원조사업과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퇴치기
여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KOICA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되어 민관합동으로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유상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 자원부국 등과의 경
제협력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현상을 해소함으로
써 향후 동지역이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대 지표 비교결과, 가나, 케냐, 탄자니아를 아프리카의 중점지원대상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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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6대 지표 비교
국가

GDP
인구
(십억 순위
순위
(백만 명)
미국달러)

물가
(%)

순위

HDI

순위

교역
(미국달러)

순위

투자
순위
(미국달러)

남아공(LMICs)

213.08

1

46.71

4

1.4

10

0.653(121)

1

1,422,593,907

1

112,450

2

나이지리아
(LICs)

64.36

2

124.86

1

15.0

21

0.448(159)

12

899,365,195

2

22,857

3

수단(LDCs)

20.78

3

34.30

6

8.4

16

0.516(141)

4

201,789,006

3

148,341

1

기니(LDCs)

3.81

17

8.07

16

18.3

22

0.445(160)

13

143,565,157

4

411

18

카메룬(LICs)

16.34

5

16.40

11

1.2

9

0.506(144)

6

120,979,440

5

1,276

13

스와질랜드
(LMICs)

2.00

20

1.15

23

5.6

14

0.500(146)

8

92,259,260

6

1,439

12

가봉(UMICs)

7.20

12

1.37

20

0.6

7

0.633(124)

2

74,026,343

7

9,089

5

가나(LICs)

8.72

8

20.73

9

12.6

19

0.532(136)

3

71,986,396

8

4,676

7

케냐(LICs)

14.60

6

33.06

7

11.6

18

0.491(152)

9

53,853,993

9

2,023

11

탄자니아
(LDCs)

11.19

7

42.11

5

0.0

4

0.430(162)

15

31,791,897

10

2,898

8

이디오피아
(LDCs)

7.35

11

70.79

2

3.2

11

0.371(170)

19

20,221,743

11

0

23

모리셔스
(UMICS)

6.32

13

1.22

22

4.7

13

0.486(153)

10

19,990,082

12

11,807

4

토고(LDCs)

2.01

19

4.96

17

0.3

5

0.495(147)

8

19,201,738

13

600

16

세네갈(LDCs)

7.55

10

10.24

14

0.5

6

0.460(156)

11

15,469,143

14

478

17

마다가스카르
(LDCs)

3.66

18

17.35

10

14.1

20

0.509(143)

5

11,605,670

15

2,222

10

차드(LDCs)

3.87

16

8.86

15

-4.8

1

0.368(171)

20

11,201,902

16

662

14

우간다(LDCs)

7.68

9

25.92

8

3.3

12

0.502(145)

7

5,932,055

17

150

20

말리(LDCs)

4.99

15

11.86

13

-3.1

2

0.400(166)

17

4,494,936

18

5,035

6

콩고(LDCs)

6.01

14

54.76

3

6.5

15

0.391(167)

18

1,979,140

19

2,332

9

라이베리아
(LDCs)

0.60

22

3.45

19

10.3

17

-

1,564,152

20

260

19

기니비사우
(LDCs)

0.27

23

1.31

21

1.2

8

0.445(160)

15

1,114,548

21

69

2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LDCs)

1.32

21

3.94

18

-2.9

3

0.353(172)

21

489,613

22

627

15

앙골라(LDCs)

20.37

4

14.75

12

43.5

23

0.439(161)

14

169,818

23

125

21

-

자료: 한국무역협회(교역); 한국수출입은행(투자); Global Insight(GDP, 인구, 물가); UNDP(HDI,
( ) 안은 HDI 세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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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의 거점으로서 비교적 경제발전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서방국가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조만간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수단은 6대 지표에서 남아공과 나이지리아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
으나, 중동의 중점지원대상국인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새로운 거점 확
보 측면에서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케냐와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
의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55]에서 우리의 유무상 지원실적
을 고려하면, 단연 케냐가 유력하며 대외개방도도 케냐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채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단기간 내에 획기
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석유 등 각종 부존자원
이 풍부하며 경제적 낙후, 정치적 격변, 전쟁과 기아, 부패와 독재, AIDS 등
‘위기의 대륙(Continent in Crisis)’에서 새로운 성장지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민주화운동은 지속적으로 파급되어 정치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ㆍ문화 등 모든 면에서 향후 아프리카인의 사고체계 및 생활방식
을 변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비록 시장규모가 작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미미
하나, 여타지역에 비해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진출 여건이 좋은 미개척 시장이다. 더욱이 이
들이 EU, 미국 등 선진국과 체결, 운영하고 있는 특혜 무역협정을 적절히 활용
표 2-55. 아프리카 주요국들에 대한 유무상 지원실적, 경제성장률 및 대외개방도
국가

무상실적
(2004년 누계기준)
단위: 백 만원

수단(LDCs)

5,800

유상실적
(2004년 누계기준)
단위: 백 만원

경제성장률
(2002년~04년
연평균)

대외개방도
(교역/GDP)

0

6.21

0.35

케냐(LICs)

3,276

10,994

1.87

0.44

탄자니아(LDCs)

6,233

0

5.84

0.29

이디오피아(LDCs)

9,755

0

3.10

0.35

자료: KOICA(무상실적); 한국수출입은행(유상실적); Global Insight(경제성장률, 대외개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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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이들 구미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생산기지로의 육성 가능성도 있다. 따
라서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BHN 지원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진출
을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주요 SOC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마. 정책적 시사점
[표 2-56]에서 요약되어 있듯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반 강화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였다.
아시아 지역 9개국, 중남미 4개국, 동구 및 CIS 지역 1개국, 북아프리카를 포함
한 중동 3개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개국 등 총 20개국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원조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상국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우선, 국별 원조계획 작성을 위해 원조 관련부처 및
주요 실시기관 관계자ㆍ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연구조직을 구성하여 국별
로 통합된 원조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원조집행기관은 구체적인 실시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연구와 연계된 국별조사가 전제되어
야 한다. 개도국의 개발협력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원국의 개발과제와 수요
를 검토하고, 국제기관 및 다른 원조공여국의 지원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사단 파견 및 기초자료 작성
등을 통한 국별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국가별로 지원계획 및 기본
방침을 통해 유ㆍ무상 원조연계는 물론 무역ㆍ투자 등 민간 부문과의 연계효
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별원조계획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책문서, 중기정책, 분야별 협력프
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원조정책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
다는 점이다. 국별 원조방침이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경제여건 분
석, 원조실시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유의점 등은 가능한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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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6. 지역별 특성 및 지원전략
지 역

지역별 특성

중점지원국 및 협력 부문

아시아

-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시장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
- ASEAN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수요가
크고, 개발협력 효과도 큼
- 한ㆍASEAN FTA,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협력사업 다수
- 교역 및 투자면에서 신흥유망시장에 대한
경제협력 지속적으로 확대

- 시장개척, 자원협력, 구조조성,
경제개발지원에 경협잠재력이 큼
- 유ㆍ무상 ODA 및 연불수출, 민간투자를
아시아 지역에 집중 지원
-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에 대한
집중 지원
- 중점지원대상국(9)
ㆍ동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ㆍ남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중남미

- 최근 FTA 추진 및 경제통합 활성화에
따라 SICA, MERCOSUR 등 진출 강화
- 투자 및 수출정책을 동 지역국가의
자유무역정책에 부합시 효과
-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으로 협력사업
증대

-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 잠재력 가능성
- 민간투자 및 연불금융을 통한 통상협력
강화
ㆍIDB 신탁기금을 활용한 기술협력 강화
- 중점지원대상국(4)
ㆍ남미: 페루, 파라과이
ㆍ중미ㆍ카리브: 과테말라, 도미니카

동구 및
CIS

-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기반 확대
- 자원협력 및 신시장개척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기반 강화
- 동구국가는 급속히 유럽화 우리와
잠재적인 경쟁관계
ㆍEU체제 편입

- 러시아, 동구국가는 시장개척 측면에서
경협가능성이 있음
ㆍODA 자금지원보다는 시장 선점 및
대유럽권 진출거점 확보 차원에서
직접투자 지원
- 중점지원대상국(1)
ㆍ우즈베키스탄

- 아프리카는 자원협력 및 시장개척면에서
미개척시장으로 부상
ㆍMDGs 이후 최빈국 지원 확대, 중국의
원조확대
- 한국정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ㆍ원조규모를 2008년까지 3배 증액
- 중동은 최근 원유가격 급등으로
경제활성화

- 아프리카는 대부분 최빈국이어서
원조수요가 높음.
ㆍ항공권연대 기금,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신탁기금 활용
- 중동은 자원협력 및 시장개척에
협력가능성이 큼
- 연불수출지원, 플랜트 수출과 연계한
협력기금 등 지원
- 중점지원대상국(6)
ㆍ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가나, 탄자니아,
케냐
ㆍ중동(북아프리카 포함): 이집트, 예멘,
이라크

아프리카
및 중동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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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원조방침 및 방향성, 중점지원 분야 및 명확한 목표제시에 역점을 두
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차등화하여 중점지원국에 대
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ODA 재원이 아시아 지역에 너무 집중되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 추세가 MDGs 달성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최빈국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사
하라 이남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수의 최
빈국이 위치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에 대한 기본욕구 충족 및 MDGs 달성 위주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
고, 정상외교를 통해 밝힌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통한 아프리
카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체 양자간 ODA중 대아프리
카 지원규모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반
영되어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빈곤층이 많은 ASEAN
후발개도국, 남아시아 빈곤국에 대한 중점지원을 하되, 선택과 집중원칙에 입
각하여 지원효과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주요 정치ㆍ경제협
력 파트너인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ASEAN+3 등 각종 연례 국제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의 지원요청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한ㆍ
ASEAN FTA 추진과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역내 경제통
합에 따른 제반 경협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ODA 확대가 필요한 실
정이다.
결론적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별 접근을 중시하면서 ODA 정책입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지원 대상국을 선정하여 국별 적정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
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
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원조사업을 프로그램화하여 원조의 집중도를 높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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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유관 부처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원조실시기관 간
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요약 및 소결
2장에서는 5가지의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의 중점분야를 중
심으로 이러한 중점분야를 국별ㆍ지역별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에서 중점적
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로 한국의 대세계시장 확대 정책, 해외투자 정책, 에너
지정책, 환경 정책 그리고 개발원조 정책을 선정하였다. 중점분야별로 지금까
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대세계 시장진출 상황을 전 세계 국별ㆍ지역별로 분석하고 시
장확대 전략을 도출하였다. 2001년 이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크게 늘어났으
나 미국을 비롯한 북미, 일본,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가 상
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를 찾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수준별로 볼 때 선
진국에서는 고위기술의 수출비중이 크고 개도국에서는 저위기술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도국에서도 고위기술 산업의 수출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음향통신기기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의 고
위기술 수출 부문을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주력수출분야인 고위 및 중고위기술 분야
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부 개도국시장이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국가들
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향후 관건으로 떠오를 것이다. 주로 수입규제
와 통관에서의 장벽을 두고 있는 개도국 시장에서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는 이 문제에 대해 양자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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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자간 협의체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은
국가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EU와는 환경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국제적 환경기준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일본과의
교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생과 검역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과 공조하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술장벽 분야는 일본뿐만 아니라 개도
국에서도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비관세장벽으로서 이는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
과 상호 호환되는 기준을 빨리 구축함과 동시에 개도국들과의 상호인정이 가
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조달 분야는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상당한 폐쇄성을 갖고 있
는 분야로서 전 세계에서 EU가 가장 개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분야이다. 정
부조달 분야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유보조항을 갖고 있는 만큼, WTO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WTO 정부조달협약에 가입
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 ASEAN과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중요한 이
슈가 되어야 하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한국기업의 시장접근을 경
쟁정책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시장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의 기본 방향은, FTA의 대상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FTA에서도 자유화 의제를 확대하고 자유화율을 높이며,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걸맞도록 기존 FTA의 연계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
과는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개도국 중
에서 거대경제권과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며, 여타 개도국과는 이보다 무역자
유화의 정도가 낮은 협력협정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낮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체제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협력을 강
화하면서도 시장개방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
을 것이다.119)
한국의 해외투자는 경제규모 및 발전수준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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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해외투자의 수익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해외
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서비스 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부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선진투자
강국의 중장기 정책비전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투자강국의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는 해외투자의 수익
성 제고, 국제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 서비스 분야
해외투자의 확대를 통한 시장선점 및 서비스산업 발전,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별 전략을 보면, 먼저 아시아 지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 제고, 국제생산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서비스 분야 해
외직접투자의 확대 등이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조세인센티브 축소 등 중국 비즈니스의 비용요소
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렴한 생산비의 확보 이외에 중국 국
내 내수시장의 확보 및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국 비즈니스
의 재편이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 일부 제조 분야 대기업 중심의 투자진출에서 벗어나, 인프라 개
선 분야에서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
하다. 또한 인도의 발달된 IT 서비스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 R&D 투자사
업의 추진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협력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ASEAN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조달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ASEAN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현지시장 확보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 대기업의
ASEAN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ASEAN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과 대
기업과의 상생형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19) 협력협정체계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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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의 경우 호주 자원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서, 천연가스, 우라늄
및 니켈 등의 전략광물에 대한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육우, 낙
농, 산림 및 과수재배 등 농업분야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
요가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한ㆍ미 및 한ㆍ캐나다 FTA 이후 세계적인 기술력 및 브랜
드 등 경쟁우위요소를 갖고 있는 이 지역 기업들을 M&A 또는 합작투자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M&A 대상으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 등이다. 또한 북미지역 정부조달시장에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미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진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KOTRA 등의 미국내
현지 사무소들로 하여금 북미지역의 현지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력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북미지역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의 파악과 한국 중소기업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EU 시장에 대한 투자진출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
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ㆍEU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되 양국간 투자협정의 체결 또는
개정을 통해 투자정보의 안정적 확보, 제도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및 분쟁해결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업 진출
을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현지 사무소나 법인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개발사업 및 시장선점형 제조분야 투자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인프라 개발사업에 특
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진출교두보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이 권장된다.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의 향후 방향은 투자진출의 다변화와 고도화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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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된다. 석유화학, 정유, 화학, 제철, 건설, 기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
대해야 하며, 이들 분야에서 협력의 고도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투자진출의 활
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심분야
뿐만 아니라 중동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우리의 노하우 이전과 투자실행을 위한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남미지역은 향후 미주지역의 경제통합 확대를 예상하여 개별 국가단위 접
근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기업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기존 진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남미 투자진출분야의 확대 및 투자보호의 증진을 위한 한
국과 중남미 간 투자관련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중
남미 투자진출시 애로사항을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한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신에너지질서의 형성, 그리고 미래
에너지시장의 전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방향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와 소득수준, 향후의 에너지수요 전
망, 에너지개발과 관련한 경험과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중장
기적으로 유럽이나 일본형의 안정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보다 수요관리 위주
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국제
적 에너지협력은 첫째, 에너지소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의 에너
지 소비억제를 유도하고, 둘째, 대체에너지개발 및 환경기술개발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주요 에너지 공급국과의 정치ㆍ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기업의 해외에너지 개발에 대한 외교적 지원
도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에
서의 에너지협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협력 정책을 살펴 보면, 먼저 중동의
경우 공급자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에너지공급 지역으로서 헤게
모니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

288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 현실적 대안은 중동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짜는 것이
다. 중동의 한국 정유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양국간 제3국 공동진출, 한국 자본
의 중동 기업투자, FTA 체결 등 공고한 경제적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동 산유국의 이해관계와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러시아와 에너지협력은 극동 및 사할린 지역 석유 공동개발, 가스전의 공동
개발, 가스의 도입, 북한과의 전력망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
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석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 가스 부문에서는 투르크
메니스탄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유전 및 가
스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국 정부와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석유자원개발 참여 가능 지역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에너지 국제
협력의 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잠재력이 크지 않고 강대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불확실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와의 에너지협력
을 통해서 에너지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유전개발투자를 측면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은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
프리카는 전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투자개발형으로 진출
하면서 이를 유전 개발과 연계하여 에너지 공기업들이 패키지로 진출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중국을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정책으로 유도
하고,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며, 해외 에너지자원 공동개발과
석유 공동비축 등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국과의 협력목표로 파악된다. 중국의
에너지소비 억제를 위해 우리나라는 ASEAN+3나 APEC 등과 같은 지역협력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탄의 소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ㆍ중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관계에 비
하면 초보적인 단계이며, 협력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대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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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전략은 기존 협력 분야의 확대발전과 양자간 협상이 가능한 추가적 의제
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우리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첫째 에너지
소비 급증지역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할 대상지역이며, 둘째 중요한 해외자
원개발 대상지역이고, 셋째 LNG의 안정적 도입 대상지역이며, 넷째, 에너지산
업 및 환경서비스산업의 진출대상 지역이라는 점이다.
EU와 일본은 모두 선진국이면서 에너지 순수입 지역이며 에너지안보에 각
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성이 많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공급확보 중시정책에서 수요억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략에서 EU나
일본과의 에너지 분야 혹은 환경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간 협상과정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탈피하여 EU와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 에너지안보
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관련기술 분야의 협력이 필요
하다. 이 두 지역은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에너지협력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동아시
아 차원에서의 에너지협력이나 동북아 에너지시장 형성 등과 같은 지역적 차
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및 자원 대국인 호주와는 석탄 수입지로서, LNG 수입지로서, 또한
청정석탄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캐나
다의 경우 샌드오일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한국기업들도 여기에 투자확대
가 기대된다.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 중장기 통상전략의 중요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환경문
제들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으며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글로
벌 환경이슈는 향후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은 한편으로는 환경문제를 심화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시장의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국제환경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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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하다. 국제환경협력 분야는 지구온난화 분야, 민간 환경협력 분야, 동
아시아 환경협력, 환경시장 확보의 네 분야가 있다.
먼저, 기후온난화 분야에서는 EU와 일본 등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국가들
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환경세나 배출권제도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제도의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EU는 지구온난화
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약속한 것보다 훨씬 높은 삭감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세, 배출권제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설계, 도입, 시장간 연계 등을 위해
서 EU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수치목표의 설정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
이고 있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해결책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중
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에너지효율이 낮으면서 향후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실시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적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탄소기금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탄소기금 설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중국, ASEAN 등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탄소기금을 활용하
여 개발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안건 발굴과 이를 수용할 수 있
는 국내 체제구축에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간 환경협력 분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
로 개입해야 할 분야이다. EU의 환경규제에 대해서 이를 기업에 적극 홍보하
며 EU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
다. 일본과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협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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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은 경
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
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과 환경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개선
을 위한 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대되고 있는 환경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특히 동아시아 개발
도상국과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즉 이들 국가가 어떠한 환경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하
는 것이 요구되는지를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ㆍ서비스에 연계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장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
이 바로 환경협력의 과정이며 우리는 이러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적인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한국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분야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전세계적 조류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통상정책적 차원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은
중요한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향후 기본방향은, 첫째, 전담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국별조사를 진행시킨 다음 국별로 통합된 원조프로그램
을 만들어야 하며, 둘째, 협력대상국을 대륙별로 균등히 배분하고 국별로는 선
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경
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넷
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별 접근을 중시하면서 ODA 정책입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대상지역을 차별화하여 무상원조가 더 필요한 지
역과 유상원조가 더 효과적인 국가 및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보자면, 먼저 아시아의 경우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시장잠
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서, ASEAN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수요가 크고, 개발
협력 효과도 크다. 또한 한ㆍASEAN FTA,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292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협력 사업이 다수 있으며 교역 및 투자면에서 신흥유망시장에 대한 경제협력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지역이다. 따라서 유ㆍ무상 ODA 및 연불수출,
민간투자를 아시아 지역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저
개발국에 대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점지원대상국으로는 동아시아에 베
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그리고 남아시아에 파키스
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네팔의 9개국을 들 수 있다.
중남미의 경우 최근 경제통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SICA, MERCOSUR 등에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 및 수출정책을 동 지역국가의 자유무역정
책에 부합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여 협
력 사업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이 지역에
는 민간투자 및 연불금융을 통한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IDB 신탁기금을 활용한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지원대상국으로는 남미의 페루와 파라과
이, 중미와 카리브해 연안에 과테말라와 도미니카를 들 수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인프라 개발사
업 수주기반을 확대하며, 자원협력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동구국가는 시장개척 측면에서 경협
가능성이 있다. ODA 자금지원보다는 시장선점 및 대유럽권 진출거점 확보 차
원에서 직접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점지원대상국으로는 우
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협력 및 시장개척 면에서 미개척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MDGs 이후 최빈국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중국의 원조가 확대되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원조규모
를 2008년까지 3배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최빈국이어서 원
조수요가 높다. 따라서 항공권연대 기금, AfDB 신탁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중동은 자원협력 및 시장개척에 협력가능성이 크다. 주
요 ODA 형태로는 연불수출 지원, 플랜트 수출과 연계한 협력기금 등을 지원하
는 것이다. 중점지원대상국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가나, 탄자니아,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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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그리고 중동의 이집트, 예멘, 이라크 등이다.
이상에서 5대 중점분야별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의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중점분야별 이슈를 국별ㆍ지역
별로 재구성하여 국별ㆍ지역별 전략적 가치와 종합적 접근방식을 강조하고자
한다.

03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2장에서는 시장확대, 해외투자, 에너지, 환경 및 ODA의 5대 중점분야별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각도를 달리하여 각 국가 및 지역별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통상전략을 대상국가 및 지역에 어떻게 유기적이고 종
합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종합적 지역통상정책이라는 정책방향을 구현
하기 위해서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지역통상정
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살펴 본 5대 분야를 각각 별개로 볼 것이 아
니라,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전략을 구사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 즉, 한국이 대상국에 대한 통상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5대 중점분야를 종합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유효한 접근방식이므로 국
별ㆍ지역별로 통상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장은 2장에서 도출된 중점분야에서의 국별ㆍ지역별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각 지역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해당국가에 대한 통상전략과 결합하여 종합적 통
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각 국별ㆍ지역별로 대상지역의 전략
적 중요성과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통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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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중국, 대만 및 홍콩으로 대표되는 중화권은 중국의 발전과 홍콩의 도약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온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아울러 높아지면서 경
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도 이러한 외부적 요구와 내부
의 경제사회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다. 1997년 중국 반환 후 한 때 침체에 빠졌던 홍콩은 중국의 금융중심지 및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의 길로 가고 있다. 홍콩정부
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홍콩을 금융 및 물류 허브로 육성하려 하고 있
다. 대만은 제조업 기반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신세기
의 국가발전전략 을 통해 세계 R&D 기지 및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로서의 역
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
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화권은 한국경제와 가장 밀접한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과거 대만과 홍
콩이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었으며 2003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가로 떠올랐다. 1992년 한국의 수출에서 14.1%였던 중화권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6년에 31.2%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5대 수출대상국 중에서 1위
(중국), 4위(홍콩), 5위(대만)를 중화권 국가들이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
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화권의 분업구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가령 한ㆍ중 간에는 전기ㆍ전자 분야를 비롯한 일반기계, 제조업 분야의 산업
내무역 비중이 30~50%대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의 발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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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이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이해하고, ‘중
국 혹은 중화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가운데 적합한 통상전
략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변화하는 중화권의 통상환경에 맞추어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양 지역간 경제관계가 더욱 밀접해져야
한다. 현재도 한국과 중국 및 중화권과의 경제 교류는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단순히 물량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한 단계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ㆍ
중 FTA는 이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 간 경제통합의 증진은 중화권 경제의 통합에 대비한 전략으로 기능
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홍콩, 대만을 연결하는 대중화(大中華)경제
권이 형성되고, 중화권 내에서는 각 소지역경제권이 형성되어 갈 것이다. 특히
금융, 물류 등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 대만, 홍콩이 상호 경쟁과 협조를 통해
역할을 분담해 갈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경제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ㆍ
중 FTA 의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ㆍ중 관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과 중화권은 포괄적ㆍ다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경제관계를 위주로 발전되어 온 측면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통상관계뿐만 아니라 정
치, 경제, 문화, 외교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통상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
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분야가 통상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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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대중화권 통상전략서 중국, 특히 해안지역에 편향된 통상전략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홍콩,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
을 고려한 지역별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하나의 중화
경제권’과 중화권 내 여러 개의 경제권역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
적으로 중국 대륙의 성장점이 다핵화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현재 연해
의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및 환발해만 지역 이외에도 동북3성, 서남지역(성
유(成濡)지구) 등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
여 연해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대중국 진출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중 통상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향후 한ㆍ중 간 경제협력이 가속
화되고 FTA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단순히 무역과 투자문제
를 넘어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통상협
상을 진행해야 한다.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와 이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한ㆍ중 간 통상 분쟁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협상 전략에 대
한 연구는 물론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중국 협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같은 대중국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요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선택적 공조를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지난 15년간 한ㆍ중 경제교류를 통해 향유해 온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고부가가치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향후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기술주도적인 산업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지배력을 가진 주도적인 제조국가이자 수출국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제품군에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시장으
로 옮겨가거나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압력을 받
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사슬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인 R&D, 디자인,
핵심 부품 개발, 마케팅 등의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산업별로 볼 때 현재
의 중심산업인 철강, 전자, 석유화학, 조선 등의 제조업 수명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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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사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나 소재의 품질이나 다양화
가 최종 조립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므로 제품수명주기가 짧지 않은 기초소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R&D 강화를 통한 부단한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소비시장뿐 아니라 생산자 시장
의 공략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품과 자본재 개발에 노력하고, 시장 수요의 세분
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이상에서 언급한 대중화권 통상정책 방향에서 분야별 통상협력의 전략과 과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야별 통상전략은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1) 시장확대 분야: 무역역조 시대의 대비와 한ㆍ중 FTA
2006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20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많
은 전문가들은 2010년경 무역수지의 역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먼저 무역 분야에서는 한ㆍ중 간 분업구조가 중장기적
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완제품 조립
및 가공 산업에서는 저임금을 활용하여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 및 소재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
여 부품과 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 산업구조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지나치게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시장을 중
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도 중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를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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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양국간 통상 현안의 주요 이슈가 될 한ㆍ중 FTA의 논의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한ㆍ중 FTA를 추진하되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중위기술 분야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
식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ㆍ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행 문제, 중국 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투
자자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 이외의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EU FTA에서 전향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이해관
계를 같이하는 선진국들과 공동보조를 맞춰 중국의 개선조치를 이끌어내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투자협력: ‘China+1’ 전략과 쌍방향 투자 시대의 대비
중국은 한때 세계의 투자를 흡입하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2005년
현재 중화권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전 세계 FDI 유입액의 12%를 차지하
는 1,09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국기업에 대한 M&A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고위기술 도입이 가능한 분야로 외국인투자를
선별 제한함에 따라 중국 투자를 과거와 같은 비용경쟁력 확보만을 위한 제조
업 생산기지로만 보기에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조세인센티브 축소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과거에 비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국내 내수시장의 확보 및 한국기업의 글
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국 비즈니스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China+1’ 전략을 추구하여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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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투자를 강화할 필
요가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시장 규모 확대와 개방에 맞춰 금융, 유통, 물류 등
중국의 성장분야인 제조업 지원 서비스 분야 진출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중
국은 2005년 이후 해외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향후 막대
한 외한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ㆍ중 간 투자 협력구조도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 투자에서 쌍방향 투
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대중국 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에너지협력
지금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한ㆍ중 양국간의 협력은 석유제품 중심의 교역,
석유ㆍ천연가스 등 자원의 공동개발, 원전 건설 중심의 대중 투자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 중국과의 에너지협력은 에너지수급 불안과 고유가에 대비
하여 기존의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
국을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유도하고, 중국으로부터 석탄을 안정적으
로 도입하며, 해외 에너지자원 공동개발과 석유공동비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에너지수급 차원이 아닌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기술협력을 강
화함으로써 에너지경쟁의 압박을 완화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방
출을 감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탄소배출 감축의무의 수용,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 환경서비스시장의 개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관계에
비하면 초보적이며, 협력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대중 에너지협력
전략은 기존 협력분야의 확대발전과 양자간 협상이 가능한 추가적 의제를 발
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동아시아 내 에너지 과도 수요로 인한 경쟁구조
에서 탈피하고 동아시아 프리미엄120)을 불식시키기 위한 에너지구매 관련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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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석유소비 증가와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되는 석유비축기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
는 기술력과 경험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해외 전략 석유류 비축사업에 국내 민간업체와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중국 비축기지 건설에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4) 환경 및 기술 협력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환경협력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일단 황사, 공해
물질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은 피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
으므로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대책과 관련해
다소 소극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선진국들과 함께 기
울여야 한다. 중국과 같이 에너지효율이 낮으면서 향후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
로젝트를 발굴하고 실시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중
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
적 압력과 더불어 환경시장도 커질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 분야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 분야에서 중국, 대만과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기술의 복잡성과 기
술변화에 따른 동태적 특성으로 인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기술장벽의 해소문
제이다. 특히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중국과는 무역, 투자 부문에서 상호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정보 수집과 제시된 규제에 부합하기 위
120) 동아시아 국가들의 과도한 중동산 원유 의존 및 경쟁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동산 원유
도입단가가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중동산 원유도입단가보다 높은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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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개발 관련기반이 취약하여 이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더욱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상대국 간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별도 분과를 개설
하고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등과 함께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미국
과 유럽의 기술포맷과 경쟁하기 위해 산업표준의 설정이 가능한 중국의 거대
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자체 표준 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5) 금융 분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자간 협력 틀 내에서의 금융협력은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역내 국가간 통화스왑협정 체결이
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 채권시장 형성 논의에서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과의 금융기관 간의 협력에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의 금
융측면에 있어서 각종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간에 인적교류 프
로그램을 확대하여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금융협력의 한 방향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에 부과되고 있는 많은 영업 제한규정들이
완화되고 철폐되는 것도 양국간의 금융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상하이(上海)와 다롄(大連)과 같은 중국의 금융허브 육성 도시들
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허브 전략에서 경쟁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본시장인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중국을
경쟁자인 동시에 배후지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콩의 사례를 참조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경쟁 지역의 허브화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구 분석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금융 분야에 대한 특화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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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다른 금융센
터가 취약한 부문을 먼저 공략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6) 물류 협력
우리나라를 둘러싼 물류환경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물류네트워크의 급
속한 성장 및 인프라 확충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및 세계 물류시장이 재
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급사
슬망 체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는 중국
내 주요 항만 및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과의 네트워크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의 우위를 활용하여 화물의 단순한 집산지가 아닌 다양
한 부가가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보다 포괄적인 물류허브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을 위해 우선 정부는 물류네트워크가 전 산업 부
문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물류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물류 활동이 중국, 홍콩, 대만 등지에서
자유롭게 수행되도록 국가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
해 국가간 물류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물류 표준화, 정보화, 시설 및 장비의 사
용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물류 전문인력 양성, 물류 허브
추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강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전통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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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일본의 자금 및 기술지원이 우리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일본과의 경
제협력은 우리나라 대외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경제
관계에서 일본이 갖는 전통적 가치는 수출시장, 투자를 통한 자본 및 기술공급
이라는 측면이었다. 일본은 자원 부국도 아니며, 에너지 대국도 아니다. 인구는
많은 반면 자원은 빈약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노동과 자본투하를 바탕으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
고 최근에는 노동인구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장기불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수출시장의 역
할을 하였다. 더구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서도 최근까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 이외의 국가 및 지역으로 경제활동을 확대함에 따
라 수출과 투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
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일 수출비중을 보면
1990년 27%에서 2006년 16%로 하락하였고, 대일 수입비중에서도 비슷한 하
락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대한 수출비중과 수입비중은 1990년 이
후 약 5% 전후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투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기별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서 일본의 대한 투자가 차지하
는 비중을 살펴보면, 1962~81년까지 55%, 1982~90년까지 47%, 1991~99년까
지 20.5%, 2000~06년까지 18.7%로 그 비중이 현저히 하락해 왔다. 따라서 일
본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전략적 가치는 최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하락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본의 새로운 전략적 가
치는 한국경제의 성장모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경제는 노동이나 자본의
양적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단
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개발도
상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과 에너지효율을 경시하는 경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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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양해야 한다. 환경과 에너지효율을 무시한 제품은 더 이상 선진국 시장에
서 통용될 수 없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 구축 또한 필
요하다. 단순히 국내만을 대상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로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
쟁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일본과의 협력분야로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
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기술’, ‘환경’,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일한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 환
경친화적인 제품ㆍ제도ㆍ기술능력,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이를 활용한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 구축능력 등이 향후 우리경제가 필요로 하는 가장 핵
심적인 경제적 자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혁신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
야 하며,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에서도 이 세 가지 분야에 정책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한ㆍ일 경제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한ㆍ일간의 관계는 양자간 관
계보다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협력강화’라는 보다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양국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양국간 경제협력을 통한 세계시장 확대로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경제활동범위가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양국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
화되면서 글로벌 소싱도 보편화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양국 기업이 상호협력
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한ㆍ일 양국 내에서의 협력에서도 각국이 보유한 경쟁우위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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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기업의 투자나 기술이전 등에 너무 많은 기대
와 요구를 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하는 방식 이외에도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즉 일본기업과 우리 기업의 결합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 간 전
략적 제휴는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1) 시장확대 분야: 경제통합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역 파트너로서
한ㆍ일 양국의 상대적 중요성은 점차 저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우 중요한 조달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에게도 우리나라 역시 중요한 조달기지의 하나이다. 경쟁격화로 인하여
일본기업들도 기존의 계열관계를 넘어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
러한 일본기업의 조달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일본기업의 조달기지
로 성장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ㆍ일 간 무역에서
반도체, 철강, 화학제품 등 부품소재가 양국 모두에서 상위의 수출품목이다.
따라서 한ㆍ일 양국 기업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공급사슬의 일부를 형성
하고 있다. 양국 기업은 이미 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
를 대상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ㆍ일 양국 기업은 이미 서로
에게 중요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네트워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양국간에 존재하는 교역상의 장벽을 제거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나아가 한ㆍ일 양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경제통합을 추진
하여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ㆍ일 양국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06년의
경우 HS 2단위 기준으로 수출상위 20대 품목 중 양국의 중복품목이 총수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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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89.4%, 일본 86.1%로 매우 높다. 양국 모두 비슷한
제품이 주력 수출품목임을 알 수 있다. 강두용(2007)에 따르면, 1990년 우리나
라의 상위 20대 품목 중 대일 경합품목의 수출비중이 59.7%였던 점을 볼 때
한ㆍ일 간 경합관계는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ㆍ일 간
의 경합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는 고위기술 분야에서 부진
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한ㆍ일 경합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세계경제의 호황,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 한ㆍ일 양국의 제품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각자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ㆍ일 양국간에도 중간재의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
면서 경제통합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본은 경제규모나 제도정비 등 모든 면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
한 국가이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ㆍ일 F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
로 볼 때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부정적 요인도 없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ㆍ일 FTA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일 FTA가 크게 부담
이 된다면 한ㆍ중ㆍ일 3국을 포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2) 환경ㆍ에너지 분야
환경ㆍ에너지 분야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분야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영역인 기후변화대책 분야를 향후 가장 중요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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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협력 파
트너를 찾아서 협력관계를 잘 다져 놓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살
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간 협상과정에서의 협력이다. 기
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관련해서 일본은 EU와 더불어 매우 적극적인 국
가이다. 일본은 또한 한국을 비롯한 대량 배출국가에 대해 2013년 이후에는 배
출삭감에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여, 미국이나 중국과는 대조적인 입장에 서 있
다.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EU나 일본과 같이 기
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
에 일본 및 EU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환경ㆍ에너지 관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
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 제품의 에너지효율 증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개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술을 통
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
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환경협력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환경협력
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중국의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ㆍ
중 양국간에 환경ㆍ에너지 협력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협
력형태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ㆍ중 간의 환경ㆍ에
너지 협력의 핵심은 중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환경ㆍ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이러한 협력을 사업화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경
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추진하려는 것이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ㆍ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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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3) 기술 분야
현재 한국과 일본 기업 사이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바람직한 기술협력의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DVD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기업
은 완성품의 제품개발력 및 양산기술에 뛰어난 반면 일본 기업은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제품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제공한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기업이
각각 자신의 강점을 제공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공급하여
세계시장에서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121)
이러한 사례는 한ㆍ일기업의 기술협력에도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 새
로운 한ㆍ일기업 기술협력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거나 기
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기술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형태의 기술협력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
다. 시장 경쟁은 당연히 이러한 방향으로 기술협력을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ㆍ일 양국의 산업 및 기술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양국 대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시장환경
을 창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시장의 통합, 즉 한ㆍ일
공통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식재산을 상호 존중하는 시장환
경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략적 제휴의 중요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공동기술개발, 혹은 각자 가진 강점기술의 상호공유
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협력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의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양국의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제도의 조화와
시장에서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121) 이 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정성춘 외(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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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한국경제의 중장기 목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한 선진복지국가의 달성이라고
할 때, 해외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지
속적인 해외시장 확보, 직접투자의 확대, 산업고도화를 위한 기술수준 제고, 에
너지 등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할 수 있다. EU는 이 중에서 해외시장, 직
접투자 및 기술협력의 파트너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시장으로서 EU는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2장 1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EU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중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와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기술력 제고를 통한 수출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한국으로서는
EU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향점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직접투자에서도 EU는 상당히 중요하다. EU는 세계 직접투자의 약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국이자 투자유치국이다. 한국이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서비스산
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를 포함하는 직접투자
는 이 분야의 국내외 비교우위 요인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EU의 거대한
직접투자 능력과 흡수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EU는 환경과 같은 신통상의제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경제권이다. 따라
서 미래의제인 환경의제를 미리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EU와의 환경협력과
환경기술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EU의 수요감축형 에너지기술의 개발은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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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EU는 과학기술협력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EU의 신리스본전략은 성장
과 고용 창출, 지식기반경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에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기술격차가 적은 EU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산업구조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 에
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래기술의 공동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EU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수퍼파워이며,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ㆍEU FTA가 타결된다면, 한국은 EU 시장에 대한 진출
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의 국제적 위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은 한국에 대한 EU의 전략적 중요
성과 한ㆍEU 경제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시장 중 가장 중요한 EU 시장의 확보, 쌍방향 직접투자의 확대 및 환경협력,
과학기술협력의 증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122)
EU시장의 확보에 있어서는 한국이 EU의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 중간 정
도의 발전수준에 있으므로,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 시장을 차별화하여 각 시
장에서 한국의 중장기적인 비교우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시장확대 전략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확대에 있어서는 EU의 대한국 직접투자와 한국
의 대EU 직접투자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EU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 제조
업과 서비스업, 신규투자와 M&A 등이 결합된 대EU 투자전략을 수립, 집행하
여야 할 것이다. 환경협력은 지구 온난화문제에의 공동대처, 환경시장 공동진
122)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를 위한 EU의 활용도 중요한 중장기 전략의 목표이나 국제정치적 측면이
강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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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환경의제의 조율 등에서 더욱 협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에 관
한 수요를 감축하는 기술의 개발에 있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EU의
제7차 기본연구계획(FP)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EU가
앞서 있는 대체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신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이를 산업화하는 협력전략을 수립, 집행하여야 할 것
이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1) 시장확대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복잡한 시장이므로 한국의 EU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제품의 차별화, 한ㆍEU FTA
의 적극적 활용, 신규회원국에 대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출유망품목
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EU 회원국 15개국은 중고위기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나 무역비교우
위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반면 ICT를 중심으로 한 고위기술 분야는 취약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규회원국은 비교적 높은 성장에 따라 현재 저위기술산
업에서 고위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
위기술산업에서의 비교우위가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EU 시장을 기존회원
국 시장과 신규회원국 시장으로 차별화하여 전자에는 ICT를 중심으로 한 고위
기술 제품, 후자에는 중위기술에서 고위기술에 이르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협상은 2007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대체로 2008년
상반기에 협상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FTA 협상이 타결되
면, 대EU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세
인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가격경쟁력 향상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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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
세 및 비관세 장벽이 현지 생산의 주요 동기였던 제품의 현지 생산비용과 여타
국가에서의 생산비용을 재평가하여 현지 생산전략과 제3국 생산에 의한 수출
전략의 유효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ㆍ동구의 EU 신규회원국들은 현재 기존회원국 평균 소득수준의 약 60%
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신규회원국들의 소득수준은 점차 기존회원국 수준에
수렴해가고 있으며, 상당수의 신규회원국들이 30~40년 내에 기존회원국 수준
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체되어 있는 기존회원국 시장보다는 시
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신규회원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
이 향후 EU 시장점유율 확대의 관건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잠
재력이 큰 신규회원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회원국 시장에서 기존 유통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현 시점이 우리 제품의
점유율 확대의 호기일 수 있으며, 빌트인 가전시장을 집중공략하는 것도 최근
현지의 건설 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투자확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기존 15개 회원국은 선진국인 반면 신규
10개 회원국은 개도권 수준에 있으므로 직접투자에서도 구분된 전략이 구사되
어야 할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EU의 기존 회원국은 대체로 산업구조가 안정
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한ㆍEU FTA가 체결되면 EU 기존회원국들의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한국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
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M&A
시장 참여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한국의 EU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ㆍ동구 국가들은 EU 가입 이후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신규회원국에 대
한 투자진출 전략은 첫째 대EU 수출증대를 위한 판매거점, 둘째 대EU 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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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겨냥한 생산거점, 그리고 셋째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IT 산업의 유럽진
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ㆍ동구 국가들은 서유럽과 CIS, 북유
럽과 남부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해운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바, 유럽시장 전체를 겨냥한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도가 매
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유수 벤처기업들은 중국 IT 시장의
수요증가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EU 신규회원국 시장을 한국 IT 산업의 유럽진
출 거점으로 개발해보는 것도 매우 시의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백색가전과 같은 부문은 중부유럽에 생산거점, 개발거점, 판매거점을 통합
하는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총괄본부 구축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앞으로 양측간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EU 27개국 각각의 정부와 개별적으로 새로이 투자협정을 체결하거
나 기존의 투자보장협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EU 회원국은 물론,
과거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던 중ㆍ동구 국가들은 대체로 사회보장세 부담이 과
중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EU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양자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현지투자업체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시
켜 줄 필요가 있다. 한편 EU는 FTA를 통하여 한국을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ㆍEU FTA
체결을 앞두고 한국의 기업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우리의 최대
투자국인 EU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3) 환경ㆍ에너지 협력
기후온난화 분야에서는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EU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EU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약속한 것
보다 훨씬 높은 삭감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세, 배출권제
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설계,
도입, 시장 간 연계 등을 위해서 EU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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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환경협력 분야에서는 EU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 중 환경 분야는 EU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된
다. 정부는 EU의 환경규제에 대해서 이를 기업에 적극 홍보하며 EU와의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관
련 규제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사항을 한ㆍEU FTA 등에서 추가함으로써 향후
에도 환경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빨리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
가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EU는 선진국이면서 에너지 순수입 지역이며 에너지안보에 각별한 관
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성이 많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공급확
보 중시 정책에서 수요억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략에서 EU와의 에너
지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EU와는 에너지 관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EU는 에너지 절약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과학기술협력
한국과 EU 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EU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우리나라의 EU 프레임워크 프로그
램(Framework Programme) 참여의 확대, 학생 및 과학기술자의 교류 확대, 세
미나 및 포럼과 같은 정보교류의 장 마련 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ㆍEU FTA 협상을 통해서 향후 한ㆍEU 간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ㆍEU FTA에서 최대
한 한국의 과학기술협력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회원국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여야 하며, FP-7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력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역시 회원국 수준의 자격과 의사결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U 차원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기술선진
국 및 중ㆍ동구 신규 EU 회원국과도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ㆍ
강화함으로써 한ㆍEU 차원의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입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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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연구소(CERN),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건설, 갈릴레오프로젝트 등 국제
적인 거대과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이다.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캐나다는 2006년 GDP 규모로 전 세계 8번째 규모를 갖고 있고, 미국은 국가
별로 보아 세계 1위의123) GDP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가계 소
비 지출이 세계 1위(9조 2,690억 달러)이고, 세계 2위인 일본(2조 4,187억 달러)
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상품 및 상업용 서비스
수입은 세계 1위로 2조 2,263억 달러, 캐나다는 세계 9위 4,289억 달러의 규모
이다. 미국은 누계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해외ㆍ외국인 직접투자국이다. 캐나다
의 오일샌드를 에너지 부존량에 포함시킬 경우 캐나다는 세계 2위의 석유부존
량을 보유한 에너지 강대국이다. 미국은 2005년 R&D 예산이 약 3,125.4억 달
러로 세계 1위이며 2위인 일본의 약 2.1배에 달한다.
그러므로 북미시장은 막대한 소비처로서 시장확대의 주요 대상으로서의 역
할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으로서 현실적으로 전 세계
주요 지역 중 가장 개방되고 협력이 가능하며 선진적인 사회경제시스템과 대
외통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미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
는 역할은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대북미 해외투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북미 무역 및 북미지역의 대한국 직

123) IM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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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투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중남미 등 개도국 경제의 부상과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하락 등 복
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북미지역은
FTA 체결이라는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통해 신경제협력 단계로 진입하
고 있다. 따라서 북미지역과의 FTA 체결이 한국 경제를 선진국형으로 변화시
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북미지역을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단순히 북미지역을 시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시장확대의 기회로 재검토해야 하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이
익을 극대화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ㆍ투자의 심화와 함께 세계화
촉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지식기반사회 확충, 경제인력 교류 확대 등 기
타 영역에서 지속적인 상호 심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미 통상
전략이 요구된다.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한국과 미국, 한국과 캐나다는 FTA 체결로 인해 그동안의 외교ㆍ안보ㆍ군
사력 중심의 안보 동맹이 경제동맹으로 보완 및 대체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FTA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협력
및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북미지역에 대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협력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FTA로 인한 무역ㆍ투자 관계의 심화뿐만 아니라 세계화 촉
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지식기반사회 확충, 경제인력 교류 확대 등 기타
영역에서 지속적인 심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미 통상전략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한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은 선진국 간 협력에 맞는 질적인 경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대북미 통상전략은 시장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협력을 촉진하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인력이동을 촉진하여 한국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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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2001년
이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FTA를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여 성장
과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였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협력관계가 FTA 체결을 통해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새로운 통상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양국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시스템이 FTA로 인해 새로이 확대
및 변화되고 안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북미지역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출상품을 내다파는 시
장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며, 인력이동을 촉진하는 대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북미지역 국가와 FTA 체결을 완료하면 다자간 개방에서 미국
과 캐나다와의 공동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하게 형성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과 마찬가지로 선도적 입장에서 서비스ㆍ투자 개방, 지식재산권 강화와 같은
이슈에서 국제적 네트워크 공조 등을 통해 대개도국에 대한 통상이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미 통상전략은
해당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양자적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협력체
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대북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통상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시장확대 전략이다. 북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 현지
진출, 전략적 제휴 형태 등 다양한 시장 진입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한 산업
진출시 북미지역을 지역별ㆍ산업별 클러스터(cluster)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진
출 리스크를 낮추고 이익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며, 미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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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적극 추진하여 북미지역 진출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지역 서
비스 기업에 대한 M&A는 한국 서비스산업 수출산업화 전략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이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있는 운수ㆍ금융ㆍ건설 분야의
북미시장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미지역을 원천기술을 획득
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FTA를
통한 전략적 투자처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신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기술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북미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연결하
는 북미지역과의 효율적 분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대북미 에너지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캐나다와 미국은 공통적으로 에너지자원
및 기술에 대한 주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주목하여 연방 및 주정
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에너지협력 방안을 다층적 구조로 모색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천연가스, 오일샌드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 및 투자에 초
점을 맞추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하이브
리드 기술, 신바이오 에너지기술 등과 같은 에너지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한ㆍ미 간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한ㆍ미 FTA
타결로 인해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사 상호자격인정, 연구개발 분야의 시장
접근 향상, 환경서비스시장 접근 향상 등에서 과학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증진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미국은 DDA 수준으로 연구개발 분야 및 환경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을 향상시켰다. 한국이 이를 잘 활용하면 미국의 첨단기술 구
매, 국내 벤처 기업의 미국 내 연구소 설립, 미국 환경서비스 기업과의 사업기
회 확대 등 한국의 산업ㆍ환경기술 향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인력이동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ㆍ캐나다 FTA의 경우 NAFTA 모델을 기준으로 인
력이동 분야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력이동을 통
한 대캐나다 통상이익의 극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는 전문인력 양허와 상호자격인정의 적극적 연계이다. 둘째, FTA 이후 달라
지는 일시입국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미국 인력이동 분야 전략은 캐나다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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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국 의회의 반대로 인해 한ㆍ미 FTA에서는 인력이동에 관한 분야가 협
정문에서 제외되어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한ㆍ미 양국은
전문직 상호자격 인정체계에 관한 부속서에 합의하여 상호자격인정 추진체계
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한ㆍ미 FTA에서 합의된 전문직 상호자격인정
에 관한 논의 체계를 대미통상 전략의 중요한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ㆍ미 FTA에서 미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상호인정
체계를 구성하였지만, 상호인정 자체가 각 주별 전문가 단체에 의해 운영되므
로 한ㆍ미 양국의 전문가 단체 간의 상호인정 개선을 위한 절차, 주정부의 조
치 등에 관한 면밀한 준비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직 상호인정 추진체계
의 적극 활용과 함께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인력이동 분야 전략은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다.
한국의 북미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다자 개방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 한국이 추진할 여타 국가와의 FTA에서도 협력의 기본 틀과 모
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북미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대는
GDP, 수출입, 투자, 에너지, 기술, 전문인력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 대외경제 이
슈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한국이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데 필요
한 중요 요소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ASEAN은 1967년대 창설 이후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에 와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ASEAN 자
유무역지대(AFTA)를 강화ㆍ발전시켜 왔다. 외환위기 이후 관세인하계획을 앞
당기는 등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면서 2006년 기준으로 인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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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명, GDP 1조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
ASEAN은 한국의 5대 교역지역, 2대 건설수주지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
제적인 긴밀성이 높고,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말래
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동남아 인근연안은 주요 자원의 공급루트로서 안보 측
면에서도 중요하다. 즉, 우리와 EU 간 교역, 아ㆍ중동으로부터의 자원 수입 등
이 동남아 해안을 거치는 등 ASEAN은 우리의 석유자원 공급루트에 위치해 있
으므로, 안정적인 교통망 확보를 위해 ASEAN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는 필수적
이다.
이러한 지경학적 중요성외에도 한ㆍASEAN 관계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
분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구도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이 촉진되면서 ASEAN을 매개로 한 ASEAN+1
차원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SEAN이 외환위
기 이후 주변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동북아
3국은 물론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역내 협력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
존의 통상외교를 개별국가 차원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공동체로서 ASEAN의
정치ㆍ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ASEAN+3 협력체제에서 나타나듯이 동아시아 역내 문제 논의에서 ASEAN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매개로 역내 수퍼파워인 일본과 중국에 대해 동
등한 지위를 확보해 왔다. 앞으로도 ASEAN+3 체제는 역내 국가들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기제로서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대해 ASEAN과 연대하여
우리의 발언권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역내
채널로서 결정적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반도 4강 위주의 정책과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은 ASEAN과의 협력기반을 통해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동남아 경협정책의 기조를 ASEAN과의 관계 긴밀화에 보다 역점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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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우리의 대동남아 진출은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선진국 우회수출기지’
로서 부각, 국내 사양산업의 대거이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조
정 차원에서 중점 경협대상지역으로 부상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
후 동남아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 내수시장
을 개척하려는 시장지향적 투자가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발생 이후 교역기반이 붕괴되면서 수출입이 모두 급감하고,
투자진출도 현저히 약화되면서 현지 생산 및 판매 기반이 축소되고 있어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ASEAN이 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교역국인 중국, EU, 미국, 일본과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외교
적 측면에서 ASEAN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었다. 대ASEAN
정책은 경제적 실익을 앞세운 단기적 시각에 한정되어 왔고, 중국과 미국시장
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전략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향후 ASEAN의 발전전망에 주목해야 한다. ASEAN 국가 내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발전전망이 매우 높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향후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당분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ASEAN 시장은
향후 역내 경제발전의 차별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ㆍASEAN FTA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ㆍ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6월 발효되었고,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도 체결되었다. 조만간 투자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ASEAN은 중국에 이어 중점 경협대상지역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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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ASEAN과의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ㆍ통
상장관회의와 고위 경제ㆍ통상관리 간 협의채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치ㆍ외교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대표부를 설치하거나
ASEAN 사무국 등에 전담요원을 파견하여 대ASEAN 통상정책을 한층 격상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시장화하고 있는 ASEAN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
기 위해 EU와 같은 ‘ASEAN 무역대표부’ 혹은 이와 유사한 통상대표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특히 금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및 문화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한ASEAN 센터설립 양해각서 가 체결되었는바, 앞으로 한ㆍASEAN 협력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1) 시장확대
한국과 ASEAN 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장의 분석은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1996년 이후 전 세계의 대ASEAN 수출
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ASEAN 지역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성장의 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이 빠
른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될 것인 반면 향후 20년
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여전히 최빈국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이다. 비관세장벽의 크기를 보더라도 싱가포르(0.914)나 말레이시아(1.14)와 같
이 개방된 시장이 있는 반면 CLM과 같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높은 곳
도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시장확대 전략은 차별화된 시장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확대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ASEAN 전체로 보아 영상음향통신장비와 기초 및 조립금속의 수출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동차, 조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ㆍ
ASEAN 상품협상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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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 상호유보 조항 중 더 개선
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ASEAN 지역은 한ㆍASEAN FTA 이후 의제의
확장과 심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산
지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FTA와의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
다. 비관세장벽 부분은 비관세장벽 위원회 등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
면서 양국간 협의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ASEAN과의 교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이다. ASEAN
은 중국 다음으로 비관세장벽이 많은 것으로 앞에서 분석되었다. 2007년 6월부
터 발효된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ASEAN
의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ASEAN 현지의 진출기업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애로
요인을 조사하고,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
어야 한다.
그러나 한ㆍASEAN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에 실질적인 개선
을 위해서는 대ASEAN 진출기업과 주요 수출업체들과 공조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별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발굴하여 구조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협상내용을 다시 업계에 알려주는 메커니즘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FTA 이행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계간담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매년 이행위원회 개최 이전에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관련업체 및 유관협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
체적인 비관세장벽 사례 및 업계 애로사항을 조사ㆍ취합하여 이행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업계간담회(가칭)’는 FTA 이행위원회 개최 4개월
전에 1차 회의를 통해 업계의견을 조사하고, 이행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회의결
과를 공유할 수 있는 2차 회의를 통해 주요 회의결과를 업계에 알려주는 틀을
정착시켜 정부와 업계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메커니즘이 정착되면 NTB 위원회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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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위원회를 실효성있는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정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간담회는 우선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기계협회, 자동차협
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주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KIEP, KOTRA, 무역협회 등의 연구조사능력을 활용하여 매년 비관세장
벽 주요사례를 조사ㆍ발굴하고, 유관기관과 세부적인 사례를 발굴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통상협력기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투자확대
ASEAN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조달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ASEAN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현지시장 확보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 대기업의 ASEAN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ASEAN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상생형 협력관계 강화도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한국과 ASEAN 간에는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분야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ㆍASEAN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단기적인 협력 사업이라기보다는 동남아 각국에 신뢰
감을 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호
혜적인 차원에서 실리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외교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ASEAN 국가간 교역ㆍ투자 및 관광 교류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ASEAN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수출정보 지원,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투자
정보 제공 등 한-ASEAN 협력관계 강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ASEAN과의 통상협력기반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한 ASEAN 협력기금
사업이나 관련부처 협력 사업이 비교적 인적교류 혹은 단기 행사성 사업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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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사업의 체계적이
고 전략적인 조정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한 ASEAN 정상회
의에 주요사업의 이행성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협력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과 평가체제 강화를 통해 한 ASEAN 협력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ASEAN간 산업협력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에 진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동기는 무엇보다도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확보
와 함께 선진국의 보호 장벽을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기지 확보라 할 수 있다.
최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투자진출이 급
속히 확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잠시 위축되었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
는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한 동남아국가들의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한
편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어 현지시장개척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우리 기업의 동남아 현지생산은 생산설비와 소재 및 부품을 모기업으로
부터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 또는 가공 생산하여 수출하는 현지생산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남아 진출기업들은 원ㆍ부자재 조달의 어려
움, 자체 브랜드 개발에 소극적이어서 내수시장 진출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경제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한ㆍASEAN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중층적인 분업관계와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에 기반을 두어
역내 경제통합에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ASEAN과의 분업관계를 고
려할 때 ASEAN과의 FTA로 역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자
본재 및 중간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SEAN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인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부문, 통신기기, 전자기기
등에서는 ASEAN 역내로의 현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우위산업의 내수지향형 투자와 공정간 분업체제 구축을
통해 중간재와 부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
는 일본이나, 대만이 경쟁력제고를 위해 대ASEAN 투자를 늘리고 있어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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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품 차별화와 더불어 원가절감을 위
해 현지진출 기업 간에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
반진출은 대기업의 경우 부품조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중소기
업의 경우 취약한 해외 마케팅을 비롯한 해외 경영능력과 자금조달상의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에너지ㆍ환경 협력
동남아시아 지역이 우리의 에너지ㆍ환경 정책에서 갖는 의미는 첫째, 에너
지소비 급증지역으로 국제환경협력 차원에서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할 대상지
역이며 둘째, 중요한 해외자원개발 대상지역이며 셋째, LNG의 안정적 도입대
상지역이며 넷째, 에너지산업 및 환경서비스산업의 진출대상 지역이라는 점이
다. 이 지역의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해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채널
을 통해 설득하고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공적개
발원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이
분야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현재 약 50%의 LNG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최근 LNG 시장이 공급자 시장으로 변모되고 동절기를 중심으로 현물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계절적으로 LNG 도입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우리
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의 주요 투자 및 서비스시장 진출 대상지
역인데, 에너지플랜트 산업과 에너지절약 및 환경서비스 시장 측면에서도 진출
이 유망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시장개방유도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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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DA 정책
ASEAN 국가들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저개발국들이 상당수 있어 우
리나라와의 경협관계를 고려하여 우리의 주요 무상원조 지원대상 지역으로 중
점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ASEAN과의 관계를 긴밀히 할수록 지역 혹은
국가별로 지원요청이 쇄도할 것이므로 대ASEAN 협력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망지원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국별 차별화 전
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별로 경제발전단계 및 개발격차가 크므로 국
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경제적 지원을 인도차이나 국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베트남과 미얀마는 시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유ㆍ무상 원조를 확대해
왔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였는바, 이들 국가에 대한 보다 중점적인 지원을 추
진하고, 원조규모도 그 양적 규모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ASEAN 역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발격차 완화 및 후발국의 경제
통합 지원이므로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현재 ASEAN은 역내개발격차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이며,
ASEAN+3 정상회의시 IAI 협력사업 지원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는 등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로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인력개발(HRD), IT 협력, 개발경험 지원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원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ASEAN+3 차원에서 ASEAN 경제통합에 적극 관심을 표명하면서 ASEAN
차원의 개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IAI 사업 추진으로 저개발국 CLMV 개별 정
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ASEAN 역내국가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2007년까지 지원
을 마친 IAI 사업 및 추가지원 계획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고, 저개발국
에 대한 중장기 지원프로그램을 ASEAN IAI와 다각적으로 상호 연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SEAN 후발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FTA 추진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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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ASEAN 개발 이니셔티브’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ASEAN+1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경제장관회의와 고위경제관리회의와 같은 협
의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SEAN측의 개발수요를 파악하
고 신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ASEAN 사무국과
정책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경협기반을 조성하고 ASEAN에 신뢰
감을 줄 수 있는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
주와 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
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ㆍ
경제ㆍ문화ㆍ외교 및 역사적으로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은 대양주에 위치한 국
가들의 지정학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전개
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6년도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양주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약 2% 정도이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경제적 교류는 대부분 대양주의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
랜드 2개국에 의존해 있으며, 이 외 태평양제도의 개발도상국 및 개도국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시각만으로 대양주를 바라보았을 때, 대양주는 한국의 주요 관심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 대양주의 주요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각각 2,000만 명과 400만
명의 적은 인구는 자동차, 전기기기 등 최종 소비재의 수출이 많은 한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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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또한 태평양 도
서국가들의 경우, 교역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역
증대나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의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양주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제ㆍ문화ㆍ정치적 다양성은 한국에 상
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여지를 제공한다. 호주의 풍부한 자원, 뉴질랜드의 농업
기술력,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국제기구에서의 투표권은 경제적ㆍ외교
적으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호주ㆍ뉴질랜드를 제외한 한국의 대양주국가들과의 교역관계는 매우 미미
하며 대호주ㆍ뉴질랜드와의 교역도 높은 1인당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규모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양
자간 투자에서도 2000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몇몇 특정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경우, 경제
적 낙후성과 지역적 고립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국의 관심대상 밖에 있다.
이처럼 대양주지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ㆍ지역과 비교하여 통상에 있어 주
목을 받거나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양주국가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대양주 통상전략은 이러한 이 지역들의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상호보완적 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에게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문으로는 자원시장 진출, 농업 진출, 외교협력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1) 시장확대: 종합적 통상전략 수단으로서 FTA 활용
대양주지역은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2장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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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듯이 비관세장벽이 가장 낮은 지역이므로 FTA를 통해서 시장의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조
속한 FTA 추진은 중요한 통상전략의 수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ㆍ뉴
질랜드의 사회ㆍ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순수한 경제적 접근보다는 여러 가
지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ㆍ경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FTA 추
진시 기존에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처럼 관세철폐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철폐 이외에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인적교류 확대, 과학ㆍ기술협력과 같
은 상호협력의 확대나 서비스ㆍ투자 부문에서의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의 진출
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FTA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ㆍ수
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호주ㆍ뉴질랜드와의 FTA는 양국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양주지역에
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중
재자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양주국가들과
FTA를 할 때에는 기존의 무역자유화, 투자, 협력분야 이외에도 정치대화를 하
나의 독립된 장(章, chapter)으로 삽입하여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이 대양주와
여러 가지 의제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강력히 요청된다.
이와 같이 한국은 호주ㆍ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한국이 얻고자하는 협상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필
요가 있다.

2) 자원시장 진출을 통한 안정적 자원 수급 확보
호주는 국내산업의 생산을 위한 안정적 자원 수급을 위해 중요한 공급 기지
이며, 국내 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ㆍ진출을 고려해야 하는 주요 국가가
된다. 호주는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자원 및 주요 광물자원의 주요 보유ㆍ
생산국으로 2005년도 채굴경제성 기준으로 갈탄(brown coal), 납, 미네랄샌드,
니켈, 탄탈륨, 우라늄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동시에 보크사이트, 미네랄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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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탈륨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또한 우라늄, 아연, 망간, (공업용) 다이아몬
드, 철광석의 세계 주요 보유 및 생산국이기도 하다.
호주가 국내산업 생산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진출대상국가로서 갖는 중
요성은 호주가 지니고 있는 주요 자원의 매장량에 기인하는 바도 있으나, 정치 ㆍ
경제적 안정성 및 투명성, 건실한 경제 하부구조, 자원개발을 위한 기술력 등의
측면에서 여타 진출대상국가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치ㆍ경제적 기반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개발사업의 투명한 운영은 국내 민간기업 및 공
기업의 진출에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호주의 자원개발은 도로, 열차, 항
만 등과 같은 기간시설의 확충을 동반하고, 이는 생산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며
광산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현재 계획 중인 호주
자원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내 산업의 ‘안정적 자원 확보’라는 효과 외
에도 ‘기술이전을 통한 타 지역 진출을 위한 노하우 축적’이라는 파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 축적된 노하우는 타 지역의 생산 참
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3) 농업 진출
식량자급률 향상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그러나 수입억제를
통한 식량안보의 확보는 무의미하며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WTO 다자간
협상뿐만 아니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나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인
해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바, 세계시장에서 한국 상품
에 대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경제적
으로 보다 큰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업 부문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국가이다. 198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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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추진하면서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총생산대비 생산자 지원
비율(PSE: Producer Subsidy Estimate)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2004년도 한국의 PSE가 무려 63%
에 달했던 것에 반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PSE는 각각 3.8%와 2.7%로 나타났으
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는 두 국가의 농업생산에서의 비교우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
가 된다.
쇠고기, 낙농, 산림, 그리고 과수재배업 등은 한국의 진출이 유망한 농업 부
문으로 여겨진다. 이 부문들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높은 기술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급률 향상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업 부문에서의 높은 기술력
을 지니고 있고, 영어 사용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의 개인이나 기업 진
출시 언어소통에 유리하며 농업 부문의 적극적인 이민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한국 농업 진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 진출은 이미 이전에도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
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부진하였다. 성공적인 농업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호주ㆍ뉴질랜드와의 국가간 접촉을 통해
한국 농업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고, 분야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농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개인ㆍ기업에 제공하는 일은 농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기대된다. 또한 많은 초기투자가 투입되는
농업 부문 진출의 특성상, 금융지원과 국내 유통망 연계와 같은 지원이 필요
하다.

4) 외교 협력
국제사회에서 대양주는 외교적으로 ‘능력에 비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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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호주ㆍ뉴질랜드의 강하고 적극적인 외교와 경제적인 영향력은 미미하
지만 다자간 협상이나 포럼에서 중요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
도서국가들의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구이다.
국제사회에서 호주ㆍ뉴질랜드의 외교력과 태평양제도 도서국가들의 투표권
활용을 위해 한국은 대양주지역에 대한 외교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여론을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직접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ㆍ뉴질랜드 등의 측면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WTO를 비롯해
APEC, EAS, UN 등 다자간 협상에서 호주ㆍ뉴질랜드와 입장을 같이할 수 있
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국가들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해 나가
야 한다.
반면에 태평양제도의 도서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이 유ㆍ무상 원조에 많
이 의존하는 만큼, 국가간 이슈나 국제문제에서 원조 공여국에 대한 입장을 대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이 대양주의 태평양제도 도서국가들로부터 국제사
회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ODA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대대양주 개발원조는 전체 ODA의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는 태평양제도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작은 탓
도 있겠지만 아시아(36%)나 중남미(8%), 아프리카(12%) 등 대양주국가들과 유
사한 발전 정도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태평양제도
도서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경제적인 효과는 낮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을 높이고 지지세력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ㆍ외교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DA 증액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관계 수립이 태평양 도서국가
들에 대한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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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인도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남아시아에서 드물
게 이슬람이 아니면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인 중요성도 매우 높다. 또한 세계 두 번째
군사 강대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군사적 중요성도 지니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국내 공기업 중심의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폐쇄적 경제개
발 계획으로 그동안 3~5%대의 완만한 경제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1991년 개
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경제는 2002년까지 6%대의 성장을 하고,
2003년 이후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9%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기준 인도의 GDP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랐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
준(PPP)으로는 GDP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인도 경제는 인도 국내총생산의 2/3을 차지하면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가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조업이 10%대로 동반 성장하는 한편, 몬순에 의존하여 경제
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던 농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성
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골드먼삭스 등 세계 유명 경제예측기관들은 인도경제가 향후 단기적으
로는 8%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5~6% 이상 성장함으로써 2015년에는 경제성장
률면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2020년경에는 일본을 앞서 중국과 미국 다음으
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요
인으로는 지속적인 개방과 개혁정책,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 철강 및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대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국의 인도와의 경협

03.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339

분위기 조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50년경에 이르면 세계 가용노동인구
의 약 18%를 인도가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인력이 영어를 능숙
하게 구사하고 수학, 물리와 같은 기초과학과 이를 토대로 한 IT, NT, BT 등의
지식기반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
되어 인도 경제성장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거대한 새로운 소비시장이며 우회생산 및 수출기지
로 활용 가치가 있고, IT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파악된다. 최근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아직도 한국의 입장
에서는 인도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수출되는 한국제
품의 수출비중이 지난 몇 년 동안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인도 중장기 통상협력의 기본 방향은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
장벽의 제거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인도는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이 매우 높은 나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입규제와 통관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장벽과 무역구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인도의 까다로운 행정규제 및 절차, 인프라 부족, 강성노조 및 엄격한 노동
법 적용,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 등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
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가능성은 협상중인 한ㆍ인도 CEPA의 조
기 타결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양국간 FTA가 조기 타결된다면 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반자 시
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인력교류와 산업협력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인도와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실시
할 뿐만 아니라 한ㆍ인도 간 외교 메커니즘의 강화, 정치적 협력 심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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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교류 확대, 과학기술 협력, 투자확대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한국은 인도 경제의 부상, 주변국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 한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인도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
인도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은 인도가 1) 거대잠재시장이고, 2) 남아시아의 전략
적 허브 지역이며, 3) 지식기반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
양국간 산업구조 보완관계 활용 극대화, 2) 투자의 시너지 효과 증대, 3) 우수
한 인력 교류 및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시장확대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지난 10여 년간 20~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3년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6년에 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20%를 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교역의 급증은 대부분 한국의 대인도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2003년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함으로써 한국이 10억 달러 이상 수출한
31개 국가 중 대인도 수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4년 이후 한
국의 대인도 수출은 매년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 말 5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자동
차 부품, 전자제품, 철강판,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 제품으로 구성되
어 있다.
2003년까지 1% 이하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 오던 인도로부터 수입 또한
2005년 14.2%, 2006년 72.4%가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7년 상반
기에도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나프타), 면사, 대두박, 철광, 고철,
아연광 등의 1차 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무역구조 때문에 대인도

03.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341

무역수지는 1993년부터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
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현재 협상 중인 한ㆍ인도 CEPA에서 포괄적인 타결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ㆍ인도 CEP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인도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투자확대
한국은 인도에 1991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신고기준으로 271건에 총 10억
8,941만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고 있
는 동기는 거대한 인도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장추구’에 있으며, 대체
적으로 인도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
기업이 제조업과 도ㆍ소매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
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인도시장을 선점하여 인도 시장에서 1~2위의 점
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동안 철강, 가전, 자동차
등 일부 제조 분야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인프라 개선분
야에서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의 발달된 IT 서비스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 R&D 투자사업의
추진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협력투자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R&D 분야에
서 인도로부터 한국에 대한 투자도 적극 유치하여 양국간 이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분야
현재 한국은 인도와 세관, 에너지자원, 과학ㆍ기술, 안보, 건설 분야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분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양국의 수출입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고, 투자 역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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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간 잠재력에 비해 경제협력의 수준은
매우 낮다. 따라서 양국간 주요 협력 이슈는 상호보완적 산업 및 수출구조를
활용하여 통상의 분야와 폭을 크게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강점인 하드웨어 개발기술과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을
결합하고 BT, NT와 같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협력
도 적극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의 지리
적 이점을 감안하여 남아시아, 중동 등 인근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생산거
점 또는 허브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국은 인도가 동북아지역으로 진출하는 허
브로 기능함으로써 양국이 통상의 지평을 확대하는 파트너 관계로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인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첫째, 인프라 개선 사업, 농업기술
및 가공사업, 섬유 분야 등의 투자 확대, 둘째,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허브 지
역인 남아시아와의 협력 및 생산거점화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 IT 상호보완관계 협력 증대, 항공서비스 산업, 소매업 등의 투
자 및 사업협력이 요구된다. 넷째, 세계의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인도와 발전사
업 및 에너지안보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인도는 연
간 5,000명의 박사와 20만 명의 기술자를 배출하는 등 과학기술 인력이 풍부하
고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지식 및 기술수준이 높으므로 과학 및 기술협력, BT/
의약/보건 협력 등이 요구된다. 여섯째, 인도는 세계 최대의 철강과 석탄의 생
산국인 동시에 구리, 크롬 및 아연, 금, 망간광,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광물자원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도의 환경개선 사
업도 우리의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개도국 원조를 받고 우리와는 협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협력의 가능
성은 높지 않다.
이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한ㆍ인도 CEPA를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도록 하고,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 및 무역을 확
대하며, IT 분야, 과학ㆍ기술, 보건ㆍBTㆍ의학, 금속 및 광물개발 협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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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남아시아 경제통합, 우주 및
항공 분야 협력, 항만 및 고속철도 건설 등 인프라 분야 협력, 핵에너지 협력,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중동은 우리의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의 약 80%를 중동지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그보다 의존도가 낮지만 약 50%를 중동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
며 오히려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에너지자원의 분포
때문이다. 석유의 경우 세계 전체 확인매장량의 60%, 미확인매장량의 40%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석유나 LNG 두 부문 모두에서 우리의 대중동 의존
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
지 공급국으로서의 중동의 위상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생산능력에 대한 불안감은 에너지의 안정
적 확보라는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중동은 해외플랜트ㆍ건설시장으로 한국에게 중요하다. 2004~06년 2년
동안 중동은 우리나라 전체 건설 플랜트 수주의 50~6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이었다. 2007년에도 3분기까지 전체 플랜트 수주액 283억 달러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최대 시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플랜트 시장으로서 중동의 중
요성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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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일머니 유치대상 지역으로 중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유가
의 상승과 더불어 막대한 오일머니가 중동 산유국으로 유입되면서 중동은 글
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한 축이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동 산유국
으로 유입된 오일머니의 규모는 최소한 3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중동 산유국들은 이 중 상당부분을 ‘석유안정기금(oil stabilization fund)’ 등
의 형태로 국부펀드를 만들어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IMF는 2007년 현재 전
세계 국부펀드의 규모가 3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절
반 이상인 약 1.5조 달러를 중동의 산유국들이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동은 우리에게 여전히 역동적인 신흥시장이다.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원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경제규모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중동과의 통상정책에서 중장기적 정책 목표는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협력
관계의 다변화와 심화, 오일머니의 투자유치, 플랜트 수출경쟁력 강화의 네 가
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안보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통상정책에서 대중동 통상외교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절대적인 공급지역이며 앞으로도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정책이나 통상정책에서 중동지역의 위상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높아져야 할 것이다. 대중동 외교의 위상을 증대한다 함은 우선 전
체 외교역량 중 중동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동지역에
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존재(presence)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학문 등 각 방면에서의 종합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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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의 다변화와 심화를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이 매우 중요하다. 포괄적 접근이란 통상 문제를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대응하
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에 문제가 되는 다른 통상 문제는 물론 정치, 외교, 사회
등 다른 영역의 문제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
근이 필요한 이유는 중동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상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즉
왕정체제인 걸프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집중
화되어 있고,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제도적으로도 분리되지 않은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에너지안보를 대가
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의 자산
요소를 상대방의 필요요소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면 양 지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중동이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우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통상
분야의 다른 이익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일머니의 투자와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중동국가들의 투자행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 세계 국부펀드 중 중동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국부펀드의 대부분이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
만 최근에는 M&A나 헤지펀드 투자와 같이 위험도는 비교적 높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
역적으로는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비중도 계속 확대하
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세계 유동성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동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일부 정유회사에
투자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형태의 투자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에 우리나라로 유입된 규모가 거의 4배 가량 증가
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중동 오일머니의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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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 경쟁력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노력을 기울일 분야이
지만, 이 분야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다. 중동의 플랜트 수요는 중동
의 경기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중동의 경기는 국제유가가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석유의 타이트한 수급구조는 고유가의 지속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막대한 오일머니의 지속적인 중
동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여 년 동안 중동은 심각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5% 내외의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중동 산유국들의 최고의 정책 목표는 산업다각화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석
유화학 부문을 비롯한 중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연평균 3%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인구증가 혹은 인구유입으로 전
력, 교통, 담수 등에 대한 인프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플
랜트 분야에서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얼마나 기술경
쟁력을 높이는가, 그리고 금융조달(financing) 능력을 개선하는가가 관건이겠지
만, 플랜트ㆍ건설시장에서 중동의 갖는 중요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한 중동의 상호보완적 관계
자산요소

필요요소

한국

우수한 노동력
발전된 기술(IT, 플랜트)
축적된 발전경험
동북아경제의 허브
포용적 유교문화

안정적 에너지공급
해외시장(상품, 플랜트)
외국인투자

중동

풍부한 에너지자원
풍부한 자본
시장잠재력
이슬람의 고유문화

인적자본 축적
발전전략
안정적 에너지시장
동아시아와의 협력
해외투자 대상

자료: 박복영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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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야별 통상전략
1) 시장확대
중동국가가 현재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고 한국
의 대중동 수출이 세계의 대중동 수출에 비해서 크게 높지는 않지만 중동지역
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엄청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 최근의
수출증가율과 앞으로의 이 지역의 성장전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국가에 대한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중동 소비자들의 선호를 잘 파악하여
이 선호를 잘 반영한 상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동은 수입규제와
통관, 그리고 정부조달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
러한 비관세장벽 문제는 GCC와의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 산유국들은 산업다각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새
로운 영역의 산업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기회
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단순히 상품이나 플랜트 수출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
자 등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통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는 통상
관계의 다변화 지원전략을 뜻한다. 중동의 통상정책에 있어 과거의 주요 통상
관계, 즉 에너지수입, 상품 및 플랜트 수출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통상분
야의 발굴도 매우 중요하다.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투
자확대, 중동 오일머니의 국내 유치, 중동 서비스시장 진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중동국가와의 FTA는 포괄적인 FTA가 되어야
하며 시장확대 분야와 함께 에너지, 건설플랜트, 투자, 비관세장벽 등의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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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확대
중동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경제적 유대관
계 강화이다. 중동 석유회사들이 우리의 정유나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하여 지
분을 갖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기지로서 우리나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기업들이 중동에 투자하는 것도 간접적이지만 우리의 에너지안보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정유나 석유화학 분야는 물론 고용창출능력이 있는 제조업분
야의 투자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와 GCC와의 FTA도 결국 이런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출자의 확대는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가져 올 것
으로 보인다. 즉, 공고한 경제적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
를 중동 산유국의 이해관계와 가능한 한 일치시키게 되면 한국의 이해관계가
중동지역의 이해관계로 대체되어 나타날 수 있다.

3) 에너지정책
사실 중동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에너지정책과 관련되며, 에너지정책과의
관계 없이는 그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때, 에너지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향후 더욱 커
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볼 때 중동의 에너지정책은 결국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조달받는 것이며, 그렇게 때문에 중동에 대한 에너지정책은 중동과
의 관계강화정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동에 대한 관계강화 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동에 관한
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중동 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 중동지역에 대한 정보와 인적네트워크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의 장기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의 정보나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동경제의 특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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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와의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동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축적, 그리고
중동지역 인사와 국내 기업계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
편으로 정부에서 ‘중동 소사이어티’라는 친선단체를 설립하고 있음은 시의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동 소사이어티’는 한국정부와 기업, 중동의 왕실, 정부
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양측간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브랜드 관리가 중요하다.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매우 양
호한 편이다. 그리고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국가 이미지로 확
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상품수출국으로서가 아니라 투자대상국으로의 매력
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투자설명회나 광고, 다양한 컨벤션 등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노출을 높일 수 있는 종합
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문화의 홍보, 한국학 활성화, 방송
콘텐츠의 확산,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한국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 유도
등을 목표로 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중동지역 개발도상국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확대
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아랍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는 우리가 아랍국
가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국가의 관리전략이다. 중동국가 중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과 이라크이
다. 이란과 이라크는 현재는 매우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사실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이다. 전통적인 석유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3위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979년 이후 약 30년간 전쟁과 정치적
격변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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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지정학적 문제만 해결되면 한 세대 정도 억눌렸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란은 인구대국이며 자원부국이지만 핵개발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대립으
로 우리와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약이 따르는 나라이다. 하지만 우
리에게는 수출시장, 에너지교역, 플랜트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
에 양국간 관계를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역시 현재는
국내의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치안불안 때문에 통상 측면에서의 우리의 진출
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라크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임은 틀
림없다. 이라크의 치안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세 변화에 관
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단계별 통상정책이나 진출전략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아프리카는 이제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잠재성을 간파하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은 이
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력채널과 개발
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의 주요대상이다. 아프리카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
카 원유의존도는 4%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 부
분 중동지역 대체도 가능하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석유자원 이외에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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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광물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석유자원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도 가능하다지만 광물자원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프리카는 우리의 광물자원 개발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이다.
둘째, 아프리카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낙후된 산
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 플랜트의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상품 수출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
리카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당하다시피 해
왔으나 최근의 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
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
하지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2006년 우리의 대아프
리카 수출이 100억 달러대에 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나 수출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
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이다. 특히 아프
리카는 UN 회원국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이러한 아프리카의 다중적 또는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사실상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협
력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아프리카의 다중
적 가치에 주목하여 우리와의 협력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국가 전체 자
원에서 아프리카 진출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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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전략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로
서는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에 대해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렵다. 따라서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
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거점 또는 중점국
가 선정을 통한 시장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물론 중점국가는 해당기업의 업종
이나 진출동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3 plus 3’ 거점국가
를 선정하여 접근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국가들은 아프리카 자
원강국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핵심시장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
와의 협력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왜소하고 개발잠재력이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반면에 이들 국가들은 잠재력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또한 우리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한 아프리카 포럼 등과 같은 후속사
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 운영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다음에서는 6개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무역 투자, 자원개발, 건설 플랜트, 정
보통신(IT), 개발협력 등 6대 분야에 있어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1) 시장확대
최근 한국의 아프리카 수출은 크게 늘어났다. 중고위기술 분야의 자동차와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 이
제는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확대의 모멘텀을
지속시키는 수단은 FTA를 통한 시장확대일 것이다. 아프리카 6개국 중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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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타당성과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남아공이다.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의 1/3을 차지하는 경제력과 상대적으로 앞선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한
국이 아프리카 국가와 FTA를 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과의 FTA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관세장벽을 용인하는 비호혜적 무역협
정을 인정하더라도 직접적인 수입규제와 통관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가
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남아공과의 FTA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의지이다. 남
아공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보다 적극적
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남아공 양국 모두는
FTA 체결 의지나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ㆍ남아공 FTA는 실질적인
협력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남아공은 SACU라
는 관세동맹체에 속해 있어 원칙적으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FTA
체결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남아공이 SACU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남아공
측과의 FTA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ACU와의 FTA를 추
진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역시 남아공과의 개별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

2) 에너지ㆍ자원 정책
자원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
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
키지 진출전략이다. 나이지리아의 경험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자원개발과 동시에 극히 낙후되어 있는 전력망, 도로, 통신 등 인프
라 건설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아프리
카 산유국의 여건과 협력수요를 감안하여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전력망 구
축 등 에너지 관련산업의 동반 진출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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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A 정책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자원 획득만을 목표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결국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두 해만 협력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보다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
이다. 제한된 예산범위 범위에서 지원효과를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와 아프리카측의 협력니즈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소중한 ‘소프트 파워’ 자산을 보유하
고 있는 만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개발경험의 전수일 것이다. 빈곤완화가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조방향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개발모델은 아프리카 저개발국
에게 매우 유효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
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지원공세
를 펴도 우리의 개발경험은 분명 아프리카인들에게 유익한 모델일 것이다. 경
제개발경험 사업은 일종의 지식공유산업인 만큼 일회성 세미나나 단기연수 등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촌 문제와 직결된다.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개발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접목시킴으로써 아프리카 빈곤 극복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농촌개발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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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보통신(IT) 산업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산업협력을 진전시
키는데 있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국내 IT 산업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지원을 통한 유대강화 등 무형의 협력기반 구축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아프리
카로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IT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여건을 형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ㆍ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협
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협력,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
항공 협력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
국 교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12대 수출대상
국이며, 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금
액은 3억 7,156만 달러로, 러시아는 한국의 28번째 외국인 투자대상국에 해
당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ㆍ통상관계를 뛰어넘어 21세기 한국의 외교안
보 및 경제통상 전략이 투사되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지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
다. 만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21세기 한국의 국가
전략의 방향을 해륙(海陸)국가로 전환한다면 러시아는 해양-대륙 복합화 전략
실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TKR-TSR 연결로 구현될 ‘철의 실
크로드(Iron Silkroad)’, 그리고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구현될 ‘에너지 실크로드(Energy Silk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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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한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동북아 구상이 한ㆍ중ㆍ일 3국체제에 갇힌 소지역주의를 넘어
‘열린 동북아’로 나간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국익
을 극대화하는 데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동북아 지역협력의 공간
인 시베리아ㆍ극동지역에서 러ㆍ중ㆍ일 3자 관계가 중ㆍ일의 상호견제로 난
관에 빠져있을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국 또는 일본 중의 한 나라를 선택할
경우 러시아는 중, 일 중에서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은 중ㆍ일 간 경쟁 구조에서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반도가 과도하게 이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고,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우회로이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러
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내세워 유럽과
아시아의 성장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유라시
아통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열리는 유라시아대륙의 지평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으로서
의 역할을 강화하는 러시아와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최근 러시아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대비 2006년에 수출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
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게 러시아는 단순히 확대되는 시장 이
상의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러시아, 특히 극동러시아는 우리의 중요
한 투자대상지로 기능할 수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러시아에 대한 수
출과 투자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겠지만 극동러시아 개발에의 적극적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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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과 지역공동번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ㆍ철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야별 전
략에서 후술하겠지만 에너지와 철도 협력은 극동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철도를 통해 극동아시아의 물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 러시아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과학기술 협력은 러시아의 앞선 과학기술이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나 EU에 경도된 과학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균형을
맞춘다는 전략적 사고를 감안한다면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협력은 중장기적으
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한편, 러시아에는 고려인을 비롯한 많은 해외교포가 살고 있다. 중앙아시아
와 극동아시아에 퍼져 있는 한인들과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경
제적 유대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1) 시장확대
시장확대 측면에서 보면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
고, 보다 공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의 현
지생산체제 구축 등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정보와
서비스제공을 전담하는 협력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에서 공격
적인 수성(守成)의 시장진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ㆍ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갈수록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기업이 진출하여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전략은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다변화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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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시베리아ㆍ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을 보다 가속화해
야 한다. 만일 양국의 이해관계의 접점을 확인한다고 할 때,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ㆍ태지역 진출의 교두보이며, 러시아의 시베리아ㆍ극동은 한국의 대륙 진출
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이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로드맵을 실천해간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러시아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FTA가 단순한 관세철폐 협정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국가간 시장통합협정
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한다면, 향후 한ㆍ러 FTA 체결 협상도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양국간 긴밀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CEPA 체결을 가정하여 협상과정에서 국가전략적 이해관계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 검토하고, 향후 한ㆍ러 CEPA가 가져
올 경제적, 경제외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투자확대
투자확대 측면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이익 공유라는 대원칙이 견지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러시아 정
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이를 지지ㆍ후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TKR-TSR
연결 및 에너지 협력분야 외에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IT 관련 분야가 전도유망하다. 향후 한국의 민간자본의 대러 투자 진출에서 교
통인프라 개발 사업도 중요한 투자시장이 될 수 있다. 기존의 TKR-TSR 연결
사업 외에도 도로, 공항, 항만 등으로 투자 관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남ㆍ북ㆍ러 삼각경제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도 투자확대의 한 방안
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재자로서 러시아가 갖는 경제적 위상과 역
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 북한내 경제적

03.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359

이권 확보,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남ㆍ북ㆍ러 삼각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민간부분은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상업적
타당성이 검토된 대상이라면 적극적인 해외투자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 북ㆍ
러 경제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북한의 대러 채무 약 80억 달러에 대한
조정문제가 해결의 단계로 진입하고 이다. 아직 북ㆍ러 간 탕감의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향후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 문제의 해결은 ‘남ㆍ북ㆍ러 삼각
경제협력’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3) 에너지협력
에너지협력에서 협력의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논의는 에너지자원 그 자체에
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한ㆍ러 양국관계의 위상과 성격 규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에너지협력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포괄적 경제협력
의 성격을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간
‘전략적 투자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까지의 행태처럼 개별 프로젝트
별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러시아측이 한국측의 투
자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IT, 조선, 건설, 플랜트 등 각종 사업과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러시아는 안정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시장지배력을 증대하기 위해
자국의 석유ㆍ가스를 도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류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로 향후 동북아에서도 러시
아와 상ㆍ하류 부문에 대한 교차투자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
된다면, 러시아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신에 수송노선 선정, 가
격 및 공급물량 확보, 매장지 개발 참여 등과 관련된 한국의 요구 조건을 러시
아측에 제시하는 협상의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는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가통
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원개발 관련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
해서는 러시아의 가스프롬(Gazprom)과 로스네프트(Rosneft) 등 국영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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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차원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업간 협력의 단위에서
다양한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국간 협력의 경험
이 일천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선 낮
은 단계의 투자 파트너십 사업부터 추진한 다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면 높은 단계의 전략적 제휴 등의 단계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에너지협력에서 기본적으로 한ㆍ러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러시아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간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대러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점유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하는 정책
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러 에너지협력 구도에서 중국과 일본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수송 및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다각적 투자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4) 철도협력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TKR-TSR 연결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과의 대화 방식 및 수준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 압박ㆍ
설득시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ㆍ러 간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장기간 러시아의 중개 역할에
의존하는 것도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이해관계의 균열지점을 찾아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2차 남ㆍ
북ㆍ러 철도운영자회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한ㆍ러 양국간에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TKR-TSR 연결을 위한 pilot
project이자 환동해권 복합운송 활성화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 한국은 주변국들에게 환동해 항만ㆍ철도 복합운송네트워크를 강화함
으로써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중장기적으로 동북
아 주요 항만도시와 철도거점도시 등을 연계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발전협의체 등을 주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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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협력과 관련된 대러 협상에서 논의의 축을 ‘민간기업 주도의 사업타당
성 검토’에만 둔다면 러시아의 한국의 선투자 참여 공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
가 생기지만, 이러한 접근전략이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
를 상실할 수도 있다. 오히려 투자와 관련한 대러 협상에서 공격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증대 및 운임 등 기타 협상조건에
서 러시아의 양보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과학기술협력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라는 기본원칙을 공유하면서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
면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방향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인력교
류와 공동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전략목표에도 ‘차별과 집중’의 원
칙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인력교류의 관심영역을 확산하기보다는 ‘고도화된’
기술과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 R&D 인력을 확보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한국기업과 연
구소에서 연구경험을 축적한 러시아 인력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이러한 조직화ㆍ네트워크화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ㆍ러 과학기술협
력의 제도화와 이를 운영할 조직체계화가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기관이 소단
위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한ㆍ러 과학기술협력의 ‘난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ㆍ러 과학기술협력의 단기적 전략목표와 장기적 전략목표
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
의 공식적인 협력창구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ㆍ러 과학기술협력의 장기적 전략목표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과학자 유치
와 위탁개발에 치중된 협력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향후 양국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지식재
산권 등 법률적 분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협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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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로 핵심연구기관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
편, 기관별ㆍ지역별로 협력구조를 다면화ㆍ복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방
정부의 R&D 예산체계에 편성된 중앙의 연구기관들 외에도 목적지향적 R&D
프로그램과 국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아카데미를 필두로 한 다양한
연계조직 및 하부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스
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외에도 대규모 과학기술 잠
재력을 보유한 시베리아ㆍ극동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야 한다.

6) 한민족네트워크 구축과 고려인의 활용
한ㆍ러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려인’은 양국간 경제ㆍ통
상 분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한국의 시베리아ㆍ극동지역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고려인은 우선 한국의 시장확대와 현지 투자 진출에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재러 동포들과 한국 투자가와의 연대,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려인 기업가 간의 연대, 고려인들의 모국투자 유도 등을 적극적으
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ㆍ러 비즈니스센터(가칭)’ 등을 설립하여 현지 진출
하는 기업인들에게 역량이 있는 고려인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리쿠르트 기능
을 담당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고려인(기업가)과 한국 투자가와의 성공
적인 연결 사례 등을 DB로 구축하는 사업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사업
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는 고려인 사회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을 단일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재외동포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실태가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재외동포정책’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역에 특
화된 ‘재러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고려인들의 생존기반 강화,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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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대러 진출 가속화, 러시아의 지역개발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최근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딛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카자흐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등 에너지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이
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시장성ㆍ성장성은 체제전환 초기에 비
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자원 수출국에서 더욱 높은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국제 수요가 점점 높아
짐에 따라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경제구조에 벗어나 산업다각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
는 적극적인 친시장적 경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별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
히 에너지자원 수출국들은 석유ㆍ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비수출국들은 자국의 전
통산업인 농업과 광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
아, 중국, 터키, 이란 등 주변국들과 다양한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앙아시아는 높은 전략적 가치로 인해 세계 주요국들
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는 크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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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첫째, 높은 성장성ㆍ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대상지역이며, 둘째,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자원공급원이고, 셋째, 국제정치질서에서 신
거대게임의 중심지 등의 3가지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는 2020년까지 약 6%
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
되어, 포스트-BRICs 국가들 중에서 단연 높은 성장성ㆍ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 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원개발과 각종 제조
업 및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유치할 것으로
보이며, 높아지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소비시장이 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는 석유ㆍ가스ㆍ광물 자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러시
아와 함께 중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공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
히 석유는 카자흐스탄, 가스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주요 생산국으
로 주목받고 있으며, R/P 비율124)이 중동 주요 산유국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향
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러시아, 중동, 중국 등에
둘러싸여 있는 중앙아시아는 지정ㆍ지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지역으
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로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한국은 그동안 무역 및 투자, 자원개발협력, 대외원조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와 통상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기대나 잠재력에 못 미치는 것이 현
실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역구조는 매우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호보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앙아시아가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투자 부문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투

124) 생산량 대비 매장량 비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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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운 수출 및 투자대상지역으로서 중앙아시아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주요 자원외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
고, 정상 및 정부 고위층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자원개
발을 추진하려는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
본력과 기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비체계적이고 근시안적이
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이 KOICA 무상원조와 재
정경제부 EDCF 자금으로 중앙아시아에 공여하고 있는 대외원조도 중앙아시
아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대외원조 중점지원국도 최근의 현
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원조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에 이제는 중앙
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에, 그동안의 대중앙아시아 통상관
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세계 주요국 못지않은 적극적인 대중앙아시아 중장
기 통상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본 연구는 △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 경제개발 원
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ㆍ안보 공동체 건설
△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등 4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기본전략하에서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제별로 추진정책을 제시한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1) 시장 및 투자 확대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ⅰ) WTO 가입을
유도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ⅱ) 국가 주도의 현지 기
업 활동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자간 대화를 통해 WTO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양자간 대화를 통해 중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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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5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치열해지는 중
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아시아는 경제 전반
에서 국가의 역할이 클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현지에 투자하
는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KOTRA 부설
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기업지원센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인큐베이터’ 제도 등을 중앙아시아에 도입하여, 자본ㆍ기술ㆍ정보가 부
족하여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 및 자원 정책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실천과제는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
적 확보’이다. 이를 위해 i) 호양(Give-and-take) 및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ii)
‘자원개발협력위원회’ 상설을 통한 정부 지원구조 확립의 2가지 추진과제를 제
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발전
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측면에서도 완벽히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다. 이에 한
국은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을 제조업 및 기술을 제공
하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에너지 및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호양
(Give-and-take)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의 비교우위산업(IT, 건설, 플랜
트 등) 진출 확대와 해외자원개발을 포괄하는 패키지(package)형 진출도 유효
할 것이다. 또한 자본과 기술력에서 선진국에 뒤처지는 한국으로서는 중앙아시
아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확립이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지원은 근시안적
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원개발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구조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에 ‘자원개발협력위원회(가칭)’를 상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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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A 정책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을 위해서는 i) 대외원조의 확대 및 재
구성, ii) 특혜관세제도의 수혜국 지정 등을 제시한다. 중앙아시아는 높은 전략
적 가치에 비해 한국의 대외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한국의
대세계 대외원조 규모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공여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
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대외원조는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최빈개도국 49개국에 대해 특혜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개발도상
국의 수출과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특혜관세제도(GSP)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
아시아 최빈개도국들은 섬유 및 의류산업 등 초기 제조업이 발전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재나 최종소비재 등의 수입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전형적인 GSP 수혜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국가도
수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GSP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전략적 협력의 강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
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ㆍ안보 공동체 건설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i) 유라
시아 지역협력체의 전략적 참여, ii) 한ㆍ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심화 및 발전
의 2가지 추진정책을 제시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유라시아 대륙 경제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역협력체에 참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
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하
이협력기구(SCO)이다. SCO는 현재 다자 안보 지역협력체이나, 2020년까지
SCO 회원국 간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점차 역내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지역경제협력기구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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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O는 향후 유라시아 대륙을 포괄하는 상호이익을 위한 다자기구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SCO를 필두로 한 다양한 유라시아 지역협력
체에 참여하여 급변하는 질서에 적극 참여하며, 다양한 유라시아 지역협력체
내에서 국익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125)
또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 1차 한ㆍ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최초의 다자간 협력체라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포럼을 기반
으로 다자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ㆍ중앙아시아 평
화공동체(가칭)’으로 확대ㆍ발전시켜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 및 안보질서를 평
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실천과제 및 과제별 추진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한국이 반드시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기본 전제는, 중앙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과 경
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과 투자환경을 고려
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을 위
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한ㆍ중앙아시아 간 협력체를 통해 대상국의 구체적
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통상관계에서 현지의 믿을 수 있는 동
반자인 고려인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은 현지 사정에 능통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
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125) 한국은 2006년부터 한국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중동 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아
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참여하고 있다. CICA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주도
하에 아시아 내 상호신뢰 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안보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06
년 6월 18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CICA 특별실무그룹(SWG)/고위관료회의(SOC)에 참여하고,
자발적 기여금(5만 달러)을 납부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CICA는 회원국 간 신뢰구축 및
경제ㆍ사회ㆍ문화 협력 증진 등을 통해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4개 분야를 선정,
역내 신뢰구축 실현을 주도하는 중앙아지역 대표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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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전통적으로 중남미시장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역흑자시장으로서 중
요성이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효자시장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2004~06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33.4%의 증가율을
기록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 13.2%를 크게 상회했다. 연도별 대
중남미 수출증가율은 2004년 31.4%, 2005년 29.6%, 2006년 37.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도 중남미시장은 지난 2년간(2005~06년)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
현했다.
중기적으로도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전도는 양호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중남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 업체의 약 50%가 향후 3년간 대
중남미 수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26년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장기 추세
에 기초해 수출을 전망한 결과, 2007년에서 2011년에 걸친 향후 3~5년 후 대중
남미 수출규모는 각각 344억 달러, 4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중남미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도 2005년 3.0% → 2009년 4.7%
→ 2011년 5.9%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중남미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물에너지 자원 공
급선 다변화 및 생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처로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높다. 중남
미는 동, 보크사이트, 철광석, 아연, 주석 등 전 세계 전략적 광물을 20%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중동에 이은 제2의 석유생산 벨트(멕시코 + 베네수엘라 + 브
라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남미는 전 세계 식물종의 34%를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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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1세기형 자원으로 일컫는 바이오에너지 원료인 생물자원을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2004)는 21세기 중남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푸른 노다지(Green Gold), 달콤한 노다지(Sweet
Gold)로 불리는 생물자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및 안정적 공급처 확보 차원에서 중동에 이
은 제2의 원유생산 벨트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지역과 에너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 미래 자원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생물
자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협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대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면, 1) FTA
의 확대 추진을 통한 통상협력 강화, 2)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발
협력 정책 강화, 3) IDC 등을 통한 전략국가와의 협력기반 강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중남미국가들이 역외국가들과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우리 주요 경쟁국들도 FTA를 통해 중남미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남미 주요 거점국가들과 FTA 협
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 확대 개편되어 진행 중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신속히 매듭짓는 한편, 2006년 공동연구를 마친 메르꼬수르와도 조속
히 FTA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중남미 소지역 중에서도 새로운 성
장센터로 급부상한 안데스 지역 국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페루나 콜롬비아와도 FTA 협상을 신속히 추진
해야 한다.
한편,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중남미지역에서는 과거의 신자유주의 정책운용
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석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풍부한 재원을 바
탕으로 좌파정부들이 득세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의 좌파정치
가 언제라도 다시 개방되거나 외국인투자 유치강화 정책으로 전환될 것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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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구
축정책으로서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의 경제ㆍ사회
문제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 개발을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 이래 제기되고 있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Good Governance’를 우리의 대중남미
개발협력의 중심 테마로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강화이다. 중남미지역 후발 진출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중
남미 33개국에 대해 동등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며 이를 고집하는 것은 장기 전략기반 구축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따
라서 한국은 중남미 경제협력의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주변국에 대한 보완적인
협력형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개발
원조 중점지원국가를 선정 및 확대시킴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전략적 협력국가와는 지적대화채널(IDC: Intellectual Dialogue
Channel)을 상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IDC는 주요국 인사와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양국의 주요 정책현안을 토론하고, 공동 정책관심사에 대한 진솔
한 의견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과제들을 발굴함으로써 공식적인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 분야별 통상전략
1) 시장확대
중남미시장 진출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중남미지역주의 확산에 대응,
멕시코, MERCOSUR, 페루 등 중남미 주요 거점국가와 동시 다발적인 FTA 협
상을 추진하여 시장개방 시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
관세 장벽 강화 및 통상마찰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시장 조사
를 강화하여 중남미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출 상대국
및 수출상품 구조의 편중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지역에서 중국의 시장진출이 강화되고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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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수출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지역
의 블록화, 유통시장 변화, 다품종 소량 구매패턴에 적극 대응키 위해 물류기지
나 전용공단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해외투자
2장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중남미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이 지역을
개별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활발
히 전개되었던 대중남미 투자는 최근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바,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기업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기존 진출 실태를 종합
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투자진출 백서와 대중남미 진출 산업별 연차보고
서 등을 발간하여 이를 기반으로 활발하고 심도있는 전략연구를 해야 한다.
제도적 지원과 관해서는 중남미 투자관련 통상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제도
적 협력이 미미한 국가들과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여
야 한다. 또한 투자정보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중남미 사이버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정보 필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투자진출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이민과 청년인력의 중남
미 진출사업을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

3) 자원협력
광물ㆍ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과제는 먼저 보다 빨리 유
용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를 조기
에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중남미 자원 전문가 육성이 절대적이다. 중남미는
대부분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원개발 관련자료 및
입찰서류 등이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신속 정확한 현지 자료의 입
수와 분석을 위해서는 중남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스페인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중남미 자원전문가가 필요하다. 셋째, 중남미 자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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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확대와 사업추진 과정상의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는 중남미 자원개
발사업 전문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넷째, 정부 차원의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협
력위원회,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남미자원협력센터 사업을 가칭 ‘전략적 자원
협력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ODA 정책
한국의 대중남미 원조정책은 열악한 재원 수준, 수혜지역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원조전략, 경직된 예산구조와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개발원조, 협력사업
부문간 시너지효과 부재, ODA 관리시스템의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 문제
점으로 성과가 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먼저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ODA 규모 확대이다. 둘째, 협력
사업간 연계 강화,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feed-back) 기능 강화이다.
셋째, 다원화된 원조실시체계를 일원화하여 ODA 실시체계 다원화로 인한 비
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넷째, 중남미지역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개발원조 지역전문가를 폭넓게 육성하여,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배양함
으로써 기초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주개발은행(IDB)을
축으로 기존 개발협력프로그램을 재편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IDB 내 한국
의 경제발전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가칭 ‘Korea Program’을 설립, IDB 등 중남
미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경험이 중남미 경제발전모델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기술협력
중남미지역과의 기술협력은 IT 협력과 산업기술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먼저 IT 협력 및 진출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
문가로 구성하는 IT Dream Team을 발족하여 첫 IDB 사업 수주에 주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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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또한 IDB ICT 신탁기금을 활용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각국의 IT
장관을 국내에 초청, 한ㆍ중남미 IT 장관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도 중남미와의 IT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IT 청년봉사단 양성 및 운영, 현지 청
년 IT 인력 초청사업 심화ㆍ확대 운영, 중남미 소지역 경제통합체와 협력 확대
를 위한 소지역통합체 협의체 내 IT 분과 신설, IT + EDCF 연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중남미국가 중에서도 기술수
요가 높은 브라질, 멕시코 등에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해 기술협력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문화협력
한국의 해외 문화산업 진출은 인류학적 접근법의 한계와 문명론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과거의
관행처럼 이질성의 확인 효과만을 낼 가능성이 높은 단순한 문화 소개 및 행사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지역 일반인을 상대로 한 대중문화의 파급
력을 감안한 영화ㆍ드라마 산업의 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수출네트
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 지배 엘리트를 상대로 상호간 가치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는 가운데 각종 한의학 시술, 식음료 보급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집
중해야 할 것이다.

04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은 한국경제의 선진화 및 지속적 성장
을 위한 통상정책 중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과 한국의 위상제고에 따라 한국의 대외통상전략이 이제는 보다 능동적이
고 대상지향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한국의 국별ㆍ지역별 통상
정책이 일관성없이 추진되어 왔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반성과
함께, 대상지역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한국 통상구조의 특성
을 반영하는 적절한 수단은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에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
발하였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중점분야와 지향성은
해외시장 확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구축, 국제협력
을 통한 에너지안보의 강화, 국제 환경협력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체계적인
ODA 정책의 수행에 있다. 각 분야별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구하고 있는 FTA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FTA 정책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은 FTA
정책이 단순히 FTA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기존
의 FTA에서 자유화의 심화, 자유화 의제의 확대, 그리고 기존 FTA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로의 일치성 증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전 세계 주요국 및 지역과의 FTA가 종결되더라도
추가적인 FTA 협상은 지속되어, 기존에 체결한 FTA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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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정부의 통상담당 부서는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
자유화와, FTA를 통한 양자간 무역자유화, 그리고 FTA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한
국형 FTA의 도출 및 기존 FTA의 다자간 무역협정과의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FTA 정책부서의 임무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일단
체결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둘째, FTA 정책은 그 자체로서 의미도 있겠지만, 대상 국별ㆍ지역별 통상전
략의 일부분으로 그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야 한다면 그 수단으로 FTA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며, 대상국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FTA에 담을 의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중동
국가와의 FTA에서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상호 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등
이 중점분야로 부각되어야 하며, 호주와의 FTA에서는 무역장벽 분야보다는 자
원확보와 인력이동 분야가 부각되어야 한다. FTA는 대상지역에 대한 통상전략
의 하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의 수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무역자유
화를 의미하는 FTA뿐만 아니라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체계를 개발
하여 FTA를 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경우에 이 체
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력협정체계는 무역자유화, 투자 그리고 협
력의 세 분야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대에 따라 필요하다면 정치ㆍ안보 대화를
독립된 장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자유화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상품
분야의 자유화에 집중하되 통상 현안과 일부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 분야의 자
유화를 포함하며, 투자분야는 투자자유화, 투자자 보호 등 해외투자와 관련한
당면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과학기술협력,
문화협력, 인력이동, 환경협력, 에너지협력 등 대상국의 특성에 맞춰 협력분야
의 의제를 첨삭함으로써 양국간 경제관계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
할 수 있다. 협력협정체계가 잘 운용되면 기존의 투자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등이 모두 이 체계 안에서 하나의 하부 협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FTA가 아니더라도 협력협정을 통해 양국간 관계가 정례화되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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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FTA에 대해 부담
을 갖고 있는 개도국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상국가의 비관세장벽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장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시장접근이라고 할 때 시장접근을 저해
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미국
및 EU 등 선진권과의 FTA를 체결하고 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의 비관세장벽
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해외통상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무역자유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때, 향후 정부는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에 보다 더 관심
을 갖고 이를 철폐,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엄밀한 분석, 다자간 무역
포럼에서의 논의 동향,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와의 연계, 다자간 및 지역간
협의체에서의 문제제기 지속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기회를 이용하여 이 문제
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 FTA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원산지 규정의 조화 및 통일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아시아 지역에서 통일된 원산지 규
정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해 보인다. 현재 미주에서는 주로
NAFTA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Pan European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
에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조화를 도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ASEAN+3 등 관
련 지역통합기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SEAN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선진투자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자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잘 완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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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력관제도, 수출인큐베이터 제도, 해외인력의 활용 등 가능한 범위에서 다
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외진출지원의 추진
체계 정비, 해외진출에 관한 재원 확충,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과 세
제 지원,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담고 있는 가칭 해외투자지원
법을 입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경험있는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째, 에너지안보의 강화와 관련하여 해외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전
통적인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안보의 강화는 에너지공급의 안정
성 확보와 함께 에너지기술의 발전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도 매
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중동, 러시아, 아
프리카 등 에너지 공급국과의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기술을 갖고
있는 EU와 일본 등 선진국과의 공조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공
조를 통해서 에너지 다소비국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동아시아 에너지포럼 등의 활동이 필
요하다.
여덟째, 선진국과의 환경기술 공조, 개도국 환경시장의 적극적 진출을 양대
환경협력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국제협상 동향을 보면 향후 글로벌 환경이슈가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2007년 12월에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한다는 발리 로드맵
이 채택되었는데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제 환경이슈는 국제경제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
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면서
국제경쟁력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환
경기술 공조와 후진국 환경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아홉째, 체계적인 ODA 정책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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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그 동안 양과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ODA 정책을 수립할 시점에 와 있다. 유무상 원조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 프로
그램을 폐지하지 않고 기존의 기능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즉 유상원조와 무
상원조를 양 축으로 하여, 유상원조가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국가, 무상원조가
더 타당한 국가로 국가선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 원조형태별로 그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상원조 중점국가와 무상원조 중점국
가의 면밀한 선정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는 중점분야별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지역별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러한 통상정책의 특징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다른 각도로 각 국별ㆍ지역별로 통상정책의 중점분야가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표 4-1]은 2장의 논의를 바탕
표 4-1.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의 전략구성도
구분

시장확대

투자확대

에너지협력

환경협력

중화권

◎

◎

○

◎

◎

일 본

◎

○

◎

◎

E U

◎

◎

◎

◎

북 미

◎

◎

동남아

◎

◎

◎

◎

대양주

○

△

◎

△

인 도

◎

○

중 동

◎

○

아프리카

◎

ODA정책

○

기타

◎
◎
◎
○

◎

△

◎

◎

러시아

◎

◎

◎

중앙아시아

◎

◎

◎

중남미

◎

◎

◎
◎

○

◎

◎

주: ◎: 적극 추진; ○: 추진; △: 추진 가능; 기타의 경우 중국(금융 및 물류), 일본(일반기술),
EU(과학기술), 북미(기술, 인력이동), 대양주(자원, 외교, 농업), 인도(자원, 인프라), 러시아(철
도, 과학기술, 인력네트워크), 중앙아시아(자원), 중남미(자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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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장에서 종합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을 중점분야별로 재구성한 것이
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별ㆍ지역별로 대상지역에 대한 통상전략의 강
조점이 달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전략의 다양한 수단을 대상지
역에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별ㆍ지역별 통상정책을 수단별로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조정부서가 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대상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 환경,
ODA, 투자, 그리고 FTA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종합하고, 이를 대상국가와
지역에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총괄기구나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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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세부기술수준별 한국의 수출비중: OECD vs. 비OECD
분야
고위기술

(단위: %)

OECD

Total non-OECD

1995

2000

2004

1995

2000

2004

36.1

42.5

38.7

22.2

31.0

34.1

우주항공

1.2

0.8

0.4

0.2

0.0

0.0

의약품

0.4

0.3

0.3

0.3

0.4

0.3

컴퓨터 및 사무기기

6.3

16.6

8.9

1.5

5.6

8.3

26.5

23.4

27.4

19.2

24.0

22.8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중고위기술

1.8

1.4

1.7

1.0

0.9

2.7

27.1

25.0

35.2

29.8

28.5

31.6

기타전기기기

8.2

2.1

2.6

2.8

2.3

3.3

자동차

8.9

11.9

19.4

7.0

5.7

7.4

화학(의약품 제외)

4.4

4.3

5.1

12.4

13.7

13.4

철도장비및기타운송기기

0.1

0.2

0.2

0.4

0.1

0.1

기타기계장비

5.4

6.5

7.8

7.3

6.6

7.4

16.9

19.2

17.7

25.8

23.1

25.2

조선

2.5

4.1

3.6

6.3

5.5

8.0

고무 플라스틱

2.7

2.3

3.0

2.2

2.2

1.7

석유정제핵연료

1.7

5.0

4.0

2.1

5.9

4.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6

0.6

0.6

0.5

0.6

0.5

기초 및 조립금속

9.5

7.1

6.5

14.7

8.9

10.9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19.9

13.3

8.4

22.2

17.4

9.2

기타제조업

2.9

1.9

1.1

1.0

1.1

0.9

목재 및 목재품

0.1

0.1

0.0

0.1

0.1

0.0

종이인쇄출판

0.5

0.9

1.1

1.7

1.7

1.0

음식료 담배
섬유 가죽 신발
정보통신기술

2.5

1.7

1.4

1.1

0.7

0.7

13.9

8.8

4.7

18.2

13.7

6.6

33.6

40.6

36.9

21.6

30.4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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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세부기술수준별 한국의 수출비중: 국별ㆍ지역별
분야

북미
95

고위기술

00

일본
04

95

00

(단위: %)

EU
04

95

00

중화권
04

95

00

동남아
04

95

00

04

46.3 47.2 38.2 27.8 36.3 31.9 31.1 43.9 42.8 19.8 33.7 40.7 34.0 49.7 47.0

우주항공

1.9 1.1 0.6 0.1 1.0 0.1 1.1 0.3 0.3 0.1 0.0 0.0 0.6 0.1 0.1

의약품

0.2 0.2 0.2 0.5 0.3 0.4 0.6 0.5 0.5 0.4 0.3 0.2 0.2 0.3 0.3

컴퓨터 및 사무기기

8.4 19.0 8.0 2.1 14.0 6.9 7.8 17.7 11.5 1.1 8.8 11.7 2.3 5.1 9.4

영상음향통신장비

33.9 25.5 28.3 23.5 19.7 22.4 19.8 23.9 28.4 17.3 23.5 24.6 29.8 43.6 36.3

의료정밀광학기기

1.9 1.4 1.1 1.5 1.3 2.1 1.9 1.6 2.1 1.0 0.9 4.2 1.0 0.7 0.9

중고위기술

25.1 26.9 40.0 13.9 13.2 21.4 40.6 27.8 34.2 29.0 27.2 30.2 24.2 21.2 24.7

기타전기기기

8.6 2.3 2.5 3.3 2.6 4.4 13.8 1.4 1.8 2.3 2.7 4.4 4.3 1.9 2.5

자동차

8.4 15.5 26.9 0.9 1.1 2.0 15.6 13.7 19.5 1.9 1.0 3.2 2.9 3.0 5.1

화학(의약품 제외)

2.7 2.8 3.2 5.8 5.5 8.3 4.7 4.8 4.4 18.8 18.6 16.1 8.8 9.5 10.7

철도장비 및 기타운송기기

0.0 0.1 0.1 0.2 0.1 0.0 0.1 0.3 0.5 0.5 0.0 0.0 0.2 0.0 0.0

기타기계장비
중저위기술

5.3 6.1 7.2 3.7 4.0 6.7 6.4 7.5 8.0 5.5 5.0 6.5 8.0 6.7 6.5
10.9 11.9 12.4 27.4 32.6 34.2 14.8 19.1 18.4 22.7 21.7 21.2 30.2 18.2 20.4

조선

1.0 1.5 1.5 0.1 0.0 0.0 6.2 12.2 12.3 1.1 0.3 1.5 2.8 1.8 1.6

고무 플라스틱

2.4 2.0 3.1 1.9 2.6 3.4 3.3 2.5 2.6 1.8 1.7 1.3 1.4 1.6 1.6

석유정제핵연료

0.5 2.0 2.0 5.5 18.6 16.0 0.0 0.0 0.2 3.3 8.8 4.9 2.0 4.7 4.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2 0.3 0.3 1.5 1.2 0.9 0.2 0.4 0.3 0.5 0.8 0.6 0.7 0.4 0.4

기초 및 조립금속

6.8 6.1 5.4 18.3 10.1 13.8 5.0 4.0 3.1 16.0 10.2 12.9 23.2 9.6 11.8

저위기술

17.7 13.9 9.5 31.0 17.9 12.5 13.5 9.1 4.6 28.5 17.4 7.9 11.6 11.0 7.9

기타제조업

3.1 2.4 1.3 3.5 2.0 1.5 2.4 1.4 0.8 1.2 1.0 0.9 0.6 1.0 0.9

목재 및 목재품

0.1 0.0 0.0 0.3 0.2 0.1 0.1 0.0 0.0 0.2 0.2 0.1 0.0 0.0 0.0

종이인쇄출판

0.6 1.2 1.4 0.4 1.0 1.8 0.3 0.2 0.2 3.1 2.3 1.0 0.7 1.0 1.0

음식료 담배

0.7 0.5 0.7 7.4 5.9 5.1 0.8 0.4 0.3 1.4 0.7 0.5 0.7 0.7 0.7

섬유 가죽 신발
정보통신기술

13.3 9.8 6.1 19.4 8.8 3.9 9.9 7.1 3.3 22.5 13.2 5.6 9.6 8.3 5.3
43.3 45.3 36.8 26.4 34.3 30.2 28.3 42.0 40.2 19.2 33.1 37.2 33.2 49.4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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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계속

(단위: %)

분야

대양주
95

고위기술

00

중남미
04

95

00

인도
04

95

00

러시아
04

95

00

아프리카
04

95

00

04

13.8 22.0 29.8 37.7 39.4 53.5 9.2 16.2 32.2 42.4 15.7 14.2 19.0 14.9 22.4

우주항공

0.2 0.0 0.0 0.0 0.0 0.0 0.4 0.0 0.0 0.0 0.0 0.5 0.0 0.0 0.0

의약품

0.4 0.2 0.1 0.1 1.0 0.7 1.4 1.3 0.4 0.1 0.5 0.1 0.7 0.9 0.3

컴퓨터 및 사무기기

5.6 5.0 3.8 2.5 7.2 9.5 0.8 3.1 2.6 6.2 1.9 0.8 2.2 1.8 2.1

영상음향통신장비

6.7 16.4 25.4 33.9 29.7 41.9 5.8 9.8 28.5 35.2 10.9 10.9 14.4 10.6 18.9

의료정밀광학기기

0.9 0.4 0.4 1.2 1.5 1.4 0.7 2.1 0.8 1.0 2.6 1.9 1.8 1.7 1.0

중고위기술
기타전기기기
자동차
화학(의약품 제외)

53.5 38.7 40.5 37.7 35.0 29.8 55.3 44.3 36.9 23.4 37.5 61.5 36.8 56.0 58.9
2.5 2.2 2.9 2.1 3.6 1.9 1.8 2.6 2.4 0.6 1.5 1.4 3.5 2.3 1.5
35.8 20.3 17.6 18.8 10.7 8.4 7.9 11.8 11.3 5.4 2.1 28.9 5.5 20.2 26.4
8.4 7.1 8.8 5.8 9.1 9.9 31.4 15.4 10.4 9.5 26.9 22.2 15.7 14.7 12.9

철도장비 및 기타운송기기 0.1 0.2 0.1 0.5 0.4 0.0 0.0 0.2 0.7 0.0 0.0 0.0 0.3 0.4 0.2
기타기계장비
중저위기술

6.7 8.9 11.2 10.5 11.3 9.6 14.2 14.3 12.1 8.0 7.0 9.0 11.9 18.4 18.0
17.4 27.2 19.5 5.1 12.3 11.6 28.7 26.1 26.4 9.6 9.5 9.1 23.6 9.6 11.9

조선

2.4 0.0 0.0 0.1 0.0 0.0 9.3 0.0 8.0 1.4 0.1 2.6 10.9 0.0 0.0

고무 플라스틱

6.0 3.8 4.3 3.0 4.2 2.6 1.2 3.1 1.4 1.1 3.3 2.2 6.3 3.7 3.6

석유정제핵연료

0.2 3.1 5.0 0.0 1.5 1.2 0.3 10.2 3.2 4.3 3.4 1.1 0.0 0.4 2.6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6 0.6 0.4 0.1 1.4 3.0 0.4 0.6 0.3 0.4 0.3 0.3 0.1 0.2 0.2

기초 및 조립금속

8.1 19.6 9.7 1.8 5.3 4.8 17.5 12.2 13.4 2.4 2.4 3.0 6.2 5.3 5.6

저위기술

15.3 12.1 10.2 19.6 13.3 5.2 6.9 13.4 4.5 24.6 37.2 15.2 20.5 19.4 6.8

기타제조업

1.8 1.2 1.6 1.3 1.0 0.6 0.6 0.7 0.7 2.2 2.1 0.6 1.4 1.1 0.7

목재 및 목재품

0.0 0.0 0.0 0.0 0.0 0.0 0.1 0.0 0.0 0.1 0.1 0.1 0.0 0.1 0.0

종이인쇄출판

2.7 3.5 3.7 0.1 0.4 0.2 0.1 2.3 1.1 1.3 1.9 1.1 0.2 1.4 2.7

음식료 담배

0.9 1.6 2.1 0.3 0.2 0.1 0.1 0.2 0.1 10.4 9.9 7.5 0.8 0.5 0.2

섬유 가죽 신발

9.9 5.7 2.8 17.8 11.6 4.2 5.9 10.1 2.5 10.6 23.2 5.9 18.1 16.4 3.2

정보통신기술

12.9 22.1 30.3 36.8 38.3 52.0 7.4 14.2 32.1 41.5 13.0 12.0 17.1 13.5 21.6

주: 자료의 제약으로 중남미의 경우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합; 아프리카의 경우 남
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2006),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에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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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주요국별ㆍ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유형
선진국
분야별

세부항목

북미

EU

개도국

일본 대양주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중동 중남미

수입금지

△

√

√

수입품 등록 관리제도

△

√

√

수입품 사전신고제

√

√

중고기계, 전자제품
수입규제 수입금지

√

△

△

△

√

√

△

△

△

√

√

√

√

△

√

√

√
△

수입허가
√

수입쿼터

△

√

통관규정의 복잡성
특정상품의 통관지
지정

√

△

√

세관분류의 임의 변경
과도한 통관비용

△

관련 법규에 따른
문제

△

√

√

√

√

√

△

△

√

△

△

△

△

△

△

△

△
△

√

△

△

항만에서의 적체
△

√

√

√

√

품목가격평가의 문제점
√

관세환급

△

√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

△

√

△

△

√

기타

△

√

△
△
△

√

√

√

한시적 물품수입에
따른 문제점

△
√

△
√
△

세이프가드

보조금

△

√

√

중복적/과다 서류 제출

무역구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

√

수입통관의 과도한
지연

일선 세관의 관행

△
△

△
△

영사인증제 실시

통관

△

△

√
△

△

△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기타 수입규제

√
√

중앙 아프
아시아 리카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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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계속
선진국
분야별

개도국

세부항목
북미

EU

일본 대양주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중동 중남미

일반사항(WTO정부조
달 비가입)

△

△

공개입찰 회피

△

△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당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한 조건
충족

√

√

√

△

√

√

정보부족(짧은
공고기간, 언어)
정부조달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절차가
공존

△

정부조달 참여시
현지기업과 합작

△

△

△

√

△

△

△

√

△

△

△

√

△

△

√

△

△

√

국내업체에 대한 우대
존속, 심사기준이
외국업체에 불리

√

자국물품/용역 우선
구매

√

까다로운 기술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별적 기준적용

△

국제표준과 불일치

√

√

투명성 결여

√

√

√

√

√

중복검사

√

√

과다시간 소요

√

인증제

√

√

과다비용 소요
라벨링

△

△

△

품질안전허가증

기술장벽

√

중앙 아프
아시아 리카

√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

√

√
√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엄격

√

엄격한 가공식품
첨가제 기준

√

기타 식품에 대한
과도한 검사/기준요구

△

기타 위생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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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계속
선진국
분야별

북미
환경기준

△

환경마크제도

△

상품 폐기물 및
재활용 규제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혹은 사용 제품에
대한 규제

환경

개도국

세부항목
EU

일본 대양주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중동 중남미
△

√
√

√

△

√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

자동차 폐기지침

√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

전지류 관리지침

√

포장재 폐기물 관리

√

△

√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청정연료 자동차

√

청정생산제도

△

환경영향평가

√

√
√

√

△

지식재산권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

국영기업 독점

계

△

√

화학물질 수입규제

기타 공정거래법 관련

△

△

법의 집행 취약

경쟁

△

√

폐기물의 수입규제

기타

중앙 아프
아시아 리카

√

√

√

√

√

√

√

√

√

√

√

23

31

△
24

21

15

11

34

√

△

△

△

△
△

△

△

△

△
△

31

27

22

18

20

주: √는 단일국가 또는 2개 이상 국가로 된 지역에서 공통에 해당하는 경우; △는 2개 이상 국
가로 된 지역에서 1개국 이상 해당 경우; ASEAN: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대만, 태국, 필리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
르, 쿠웨이트;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앙아
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이집트.
자료: 외교통상부(2006); USTR(200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와 각종 국별ㆍ지역별 보고서에서 정리함.

Executive Summary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the World

Heungchong Kim et al.
Trade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It is well known that the Korean economy developed very quickly
via its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since the early 1960s. Mainly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of exports to the world, Korea’s total GDP has
increased by more than three hundred times over the last forty years.
Korea’s active engagement of the global trade regime was accelerated by its
membership in GATT in 1967 and in the WTO in 1994.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e with outside economies in it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Korea implemented a unilateral open-market policy in early 1980s,
and made subsequent efforts to jo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1996.
Since the early 1990s, however, Korea has faced substantial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world trade regime and trade environment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ginning with the Single Market formation in the EU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has gained an even
stronger foothold globally. In response to this trend, East Asian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formulate a regional safety net against another regional
financial crisis. Since 2003, China has stood up a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while the US stepped down from being the largest to the
fourth-largest trading partner after China, the EU, and Japan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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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It is also noticeable that the global economy has been
engrossed in pursuing b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Korea was not an
exception to this trend.
Therefore, it is no wonder that Korea has been very active in reviewing
and evaluating its trade policies, and producing new trade policies as the
economy grows and new challenges emerge. To name some recent efforts,
Choi (1998) published a book of comprehensive research evaluating Korea’s
trade policy,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a new trade policy under the
new trade regime under the WTO. Choi and Kim (2005) suggested a new
concept of an “advanced trading nation,”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omestic restructuring, deregulation of product and labor markets, global
sourcing of labor and capital, and taking an active role in the multilateral
agenda. In line with the concept, Chae and others (2006) published a book
entitled, Mid & Long-Term Strategies toward an Advanced Trading Economy,
which suggests curative methods to implement the long-term goal of an
advanced trading economy.
Despite of rich reservoirs of research on Korea’s trade policy,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there were few publications considering a region-specific
strategy for Korea’s trade policy in the mid and long terms. It is true that
there were a lot of publications on Korea’s trade policy with specific trade
partners when one of those countries experienced political regime change or
a new administration. This kind of research, however, focused only on
short-term aspects of Korea’s trade policy to these countries, without
considering the long-term view, and included little serious analysis or review
of trade policy in the context of Korea’s mid- and long-term global trade
policy.
Bearing in mind the need for formulating Korea’s mid- and long-term trade
policy from a regional perspective, this research tries to suggest a region-specific
trade and economic strategy for the world. Korea’s trade and economic policy
is reviewed from regional perspectives, so that its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in the fields of market expansion, investment and foreign assets,
energy, environmental cooperation, development assistance, and oth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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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rawn out.
The research has two notable characteristics, differentiating it from prior
research. First, it elaborates on Korea’s new trade and economic strategy for
the world, reflecting the factors influenced by recent changes in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It was a matter of course that Korea’s trade
policy toward the world has been at the heart of its economic policy agenda
since the 1960s due to the heavy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on Korea.
Recent developments in East Asian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nd China’s rapid emergence provided an impetus to review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in a different way. Furthermore, in the
course of fashioning regional integration, Korea’s active FTA policy provides
a catalyst to deepen Korea’s relations with the world.
Second, and more importantly, the research looks at Korea’s region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from a broader perspective of strategic tools of trade
and economic policy, including market expansion, investment, energy and
environmental aspects, and development assistance. By using and adapting
the core results of an issue-based approach,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research is successful in inducing comprehensive and balanced view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as for
the strategies of market expansion, special efforts should be made to lift
trade barriers against Korea’s exports of high- and medium-high-technology
through FTAs with other countries. Second, Korea’s FTA policy needs to
have four future directions: widening, deepening, enlarging, and connecting.
Widening implies that the agenda for FTA negotiations needs to be widened
to grasp non-liberalized areas of the current FTA talks. Some items in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and many areas of services can be fields for
further liberalization. Deepening means that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of a
certain area liberalized in the FTA talks must increase, such that the degrees
of committal and concession in a category should be the target of further
liberalization. Enlarging requires Korea to engage global FTA partner
countries, given the current performance of FTAs with major economies.
Finally, harmonization of each FTA, so called connecting of FTA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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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as the network of FTA should contribute to accelerat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ird, another aspect of market expansion is effective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NTBs). As the tariff barriers are reduced or
eliminated worldwide, non-tariff barrier have emerged as a major hindrance
to free trade. Korea needs to be more interested in lifting NTBs for trading
partners whether or not they are developed or developing. In this research,
the comparison of NTBs in the twelve economic zones in the world has
been conducted, to clarify which markets Korea needs to focus on when
lifting a certain type of NTB. Fourth, Korea needs to develop lower level of
trade agreement than FTA, in the form of a cooperation agreement or
partnership agreement. These can include investment and cooperation issues,
as well as a substantial degree of market liberalization. In certain cases,
political dialogue needs to be included to deepe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for the overseas investment issues, Korea needs to be interested in
achieving an “advanced country with active overseas investment” through
active overseas investment. In order to do that, it is important to create and
enlarge the number of “Korea desks” in the public institutions of foreign
countries, and facilitate a global Korea Business Development Center. Global
resourcing of foreign people is also very important.
As for Korea’s energy strategy for the world, energy security has growing
importance in this era of skyrocketing energy prices. Korea needs to redirect
its basic energy policy from guaranteed supply of energy sources to
development of energy-efficient technology. In line with the change of
policy direction, cooperation with the EU and Japan is gaining more
importance. Korea’s new trade policy requires considering the increasing
possibility of cooperation in energy technology and the utilization of energy
sources in North East Asia and the world.
Fourth, in relation to the previous agenda, environmental issues are one
of the hot trade policies that have recently emerged. Korea and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cooperation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renas. The
recent development in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in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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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to Protocol and UN Framework Convention in Bali are a notable
phenomenon. There is still much more development needed for furthe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and energy-saving
technologies, and so on.
Finally,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must be
reshaped, reflecting Korea’s changing status in the world.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at the volume of Korea’s ODA needs to grow, but other policy
agendas in Korea’s ODA policy need to be considered. The target countries
of ODA need to be select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ast, the necessity
of the countries in need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selection criteria
among tied and untied loans need to be differentiated.
The following table shows a structural formation of Korea’s trade and
economic strategy for the world based on the research in this book.
market
expansion
◎
◎
◎

investment

energy

environmental
cooperation
◎
◎
◎

ODA

others

China
◎
○
◎
Japan
○
◎
EU
◎
◎
North
◎
◎
○
◎
America
ASEAN
◎
◎
◎
◎
◎
Oceania
○
◎
△
◎
India
◎
○
○
Middle East
○
○
◎
Africa
◎
◎
◎
Russia
◎
◎
◎
◎
Central Asia
◎
◎
◎
◎
○
Latin America
◎
◎
◎
◎
Notes: ◎: very active engagement; ○: active engagement; △: possible to engage; For the
“Others,” China includes cooperation for finance and transportation; Japan for technology;
the EU for scientific technology; North America for technology and Mode 4; Oceania for
natural resources, diplomacy, and agriculture; India for natur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Russia for rail, scientific technology, and Korean networks; Central Asia for natural
resources; and Latin America for natural resource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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