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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왔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 편입,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통합과 지형 변화가 가시화되고 글로벌 네트
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
름에 따라 변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
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새로운 대외통상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지역통상정책의 수립이 새로운 통상정책 패러
다임 구축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 대외통상정책의 문제점들을 극복하
고 능동적, 적극적, 종합적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수단을 동원한 해외 국별 ․ 지역별 통상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국별 ․ 지역별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통상구조가 지역별로 편향된 구조인데도 이
러한 특징이 세심하게 고려된 지역 맞춤형 전략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둘째, 그간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정책추진과 집행상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
점을 보였다면 이를 가장 심각하게 드러낸 분야가 바로 국별 ․ 지역별 통상전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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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외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립과 집행은 대상국과의 관계
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별 ․ 지역별 통상전략은 통상정책의 행동계
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보고서는 대외통상정책의 주요 분야인 해외시장확
대, 해외투자, 에너지, 환경, ODA 정책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각 국별 ․ 지역별로 세워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첫째, 시장 확보를 위한 통상장벽의 제거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즉,
FTA나 DDA를 통한 대상국의 관세장벽 완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대상국
의 비관세장벽 제거에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제적 기준과 현
격히 다른 제도적 불투명성에 대해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능동적 통상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여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능동적 통상정책 자체가 우리 경제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자산
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국경제를 실질적으로 글로벌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에너지 관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이 국제사회의 핵
심 이슈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전 세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체계적인 특혜무역협정과 개발협력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국제사회 공존과 번영에 대한 기여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책은 패키지 형태로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기 지역통상정책의 수단을 효
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내부 운용체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른 본 보고서의 분야별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
장확대 분야부터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주력 수출분야인 고위 및 중고위기술 분
야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
역장벽 철폐를 위한 FTA 정책은 대상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FTA에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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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의제를 확대하고 자유화율을 높이며,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걸맞도록 기존
FTA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과는 FTA를 통한 시장
개방과 한국경제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거대개도국과는 포괄적 FTA를 체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상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가 대외통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개도국시장이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국가들
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수입규제와 통관에 장벽을 두고
있는 개도국시장에서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자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에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자간 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를 통
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은 국가별로 특수성이 있
는데 EU와는 환경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국제적 환경기준을 빨리 받아
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일본과의 교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위생 ․ 검역과
관련해서는 미국, EU 등과 공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술장벽 분야는 일본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비관세장벽으로서, 선진국과 상호
호환되는 기준을 구축하는 동시에 개도국들과의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조달 분야는 선 ․ 개도국을 막론하고 상당한 폐쇄성을 갖고 있는 분야
로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유보조항을 갖고 있는 만큼, WTO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러시아, ASEAN과는 지식재산권 보
호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하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한국기업
의 시장접근을 경쟁정책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도국과는 관계 강화를 위해서 FTA보다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낮은 협
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또는 동반자협정(Partnership Agreement)
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체
제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시장개방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협력협정 체계는 무역자유화, 투자 그리고
협력의 세 분야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대에 따라 필요하다면 정치 ․ 안보 대화를 독
립된 장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자유화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상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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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에 집중하되 통상현안과 일부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포함하
며, 투자 분야는 투자자유화, 투자자 보호 등 해외투자와 관련한 당면 현안을 조
율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과학기술협력, 문화협력, 인력
이동, 환경협력, 에너지협력 등 대상국의 특성에 맞춰 협력분야의 의제를 첨삭함
으로써 양국간 경제관계 전체를 조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협력협정 체계
가 잘 운용되면 기존의 투자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등이 모두 이 체계
안에서 하나의 하부협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FTA가 아니더라도 협력협정을
통해 양국간 관계가 정례화된다면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될 것이다.
다음은 해외투자 분야이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경제규모 및 발전수준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작으며 수익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과 대기
업 간 해외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서비스 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부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조업 구조 고도
화 및 서비스산업 발전 등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선진투자강
국의 중장기 정책비전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투자강국의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제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해야 한다. 서비스분야 해
외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해외 서비스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
켜야 하며,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잘 완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산업협력관제도, 수출인큐베이터제도, 해외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경험있는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은 과거부터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간주되어
왔지만,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전환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질서가 형성되고 있
고, 또 미래 에너지시장 전망을 고려해 볼 때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방향을 새로
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와 소득수준, 향후의 에너지수요 전
망, 에너지개발과 관련한 경험과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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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안정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보다 유럽이나 일본형의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국제 에너지협력은 첫째, 에
너지소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둘째,
대체에너지개발 및 환경기술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주요 에너지
공급국과의 정치 ․ 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기업의
해외에너지 개발에 대한 외교적 지원도 국제 에너지협력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으
며, 마지막으로 지역 에너지협력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동아시아 차원에서 에너
지협력이나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형성 등과 같은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
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문제가 공통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에너지포럼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EU와 일본의 사례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두 지역은 모두 선진국이면서 에너지 순수입 지역이며, 에너지안보에 각별한 관심
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성이 많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공급확보 중
시정책에서 수요억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략 차원에서 EU나 일본과의
에너지 분야 혹은 환경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간 협상과정에서 EU,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이 두 지역은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
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환경협력은 최근에 와서 급속히 중요성을 더해 가는 분야이므로 이를 강화
해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 중장기 통상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가 협력하
여 대응해야 할 환경문제들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으며,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글로벌 환경이슈는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은 한편으로는 환경문제를 심화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가들에
있어 환경시장의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환경협력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
분야, 민간환경협력 분야, 동아시아 환경협력, 환경시장 확보를 주요 정책분야로
삼을 수 있다.
먼저, 기후온난화 분야에서는 EU와 일본 등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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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세나 배출권제도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제도의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EU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
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약속한 것보다 훨씬 높은 삭감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세, 배출권제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
고 있다.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수치목표의 설정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청
정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해결책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에너지효율이 낮으면서 향후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
고 실시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역적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동아시
아 탄소기금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탄소기금 설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중국, ASEAN 등 동아시아 국가 ․ 지역에는 탄소기금
을 활용하여 개발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안건 발굴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체제 구축에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간환경협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EU의 환경규제에 대한 것을 기업에 적극 홍보하며 EU와의 환경협
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는 에너지
분야의 민간기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협력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본
격적으로 대두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
하다.
확대되고 있는 환경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특히 동아시아 개발도상
국에서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즉 이 국가들의 환경수요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
해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지 조사 ․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 ․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 서비스에 연계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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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장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환경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은 한국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분
야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전세계적 조류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통상정책적 차원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은
중요한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향후 기본방향은 첫째, 전담연구
조직에 의한 국별 조사를 토대로 국별로 통합된 원조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둘째, 협력대상국을 대륙별로 균등히 배분하고 각 대륙 내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
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
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별 접근을
중시하면서 ODA의 정책입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유무상 원조와 관
련해서는 어느 한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보다 기존의 기능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즉 유 ․ 무상원조를 양축으로, 유상원조가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국가, 무상원조가
더 타당한 국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각 원조별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별 ․ 지역별 통상정책을 수단별로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하는
조정부서가 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대상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ODA, 투자, 그리고 FTA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종합하고 이를 대상국가와 지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총괄기구나
부서가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화권을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이 미국 및 EU와의 FTA 협상 다음
으로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FTA 대상국 중의 하나이다. 중국과의 FTA는 거
대경제권으로 FTA 대상국을 확대하려는 한국 FTA 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
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 ․ 중 교역을 한 차원 높게 달성한다는 측면에
서도 매우 유효한 대중 통상전략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중국과의 FTA를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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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과의 FTA 상품협상에서는
중기술 산업의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위
기술 분야에서는 현재 한국의 잠재력이 거의 다 발현되고 있는 데 반해 중고위기
술 분야에서 자동차, 중저위기술 분야에서 조선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
문이다. 둘째, 중국은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해
결, 서비스시장 개방 등 향후 통상정책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상품양허 분야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이행 등
FTA의 개방의제가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 ․
중 FTA에서 더 나아가 중화권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가
능한 무역협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중화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를 대비하는 방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중국 현지투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내 임금상승, 부동산가격 상승, 조세인센티브 축소 등으로
비즈니스의 비용요소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내수시장의 확
보 및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국 비즈니스의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중국을 에너지수요 관리중심 정책으로 유도하고, 중
국으로부터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해외 에너지자원 공동개발과 석유 공동
비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화권과는 상기 분야 이외에도 금
융 및 물류 협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안정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BRICs 등의 성장으로 유럽 국가들과 같이
GDP 및 교역상 순위가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본은 기술선진국이며, 동아시아의 주요 협력국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기술경쟁력의 열세나 마케팅, 유통 분야의 열
세와 현지밀착형 상품 생산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며, 고위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관세장벽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은 FTA를 통해 큰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보기보다는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대세계 경쟁
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지역통합체
형성의 동반자라는 점까지 포함시켜 볼 때 일본과의 FTA는 그 포괄성이나 수준
보다도 FTA 체결 그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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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기술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자 교역대상 지역으로 계속 남을 것
이다. 또한 한국의 소득 및 서비스 수입의 주 대상지역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북미지역에 대한 시장확대 전략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확대의 대
상지역으로 계속 유효할 것이며, 북미지역 시장확대의 성패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체
결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FTA는 협상 중에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지역에 대한 FTA 정책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FTA 형태를 어떻게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의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의 문제로 집약된다.
한 ․ 미 FTA는 이전에 한국이 체결한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된
다. 미국시장 확대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FTA 이후 대미 통상전략을 어떻게 구
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첫째, 미국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이 더욱 늘
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수출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섬유, 일반기계, ICT 등 상대적
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현지 유통시장 진출, 미국의 원천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 강화, 히스
패닉을 비롯한 떠오르는 수요 계층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기법의 개발 등으로 한․
미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체결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기업들에 대한 M&A 또는
합작투자, 북미지역 정부조달시장 진출, 북미지역의 현지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파
악하고 이를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한 미국 내 현지 사무소 보강 등을 적극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U는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의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EU 수출은 자동차와 조선을 중심으로 선진국 시장으로는 유일
하게 크게 증가하였다. EU와의 FTA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 FTA
가 한 ․ 미 FTA와 함께 ‘한국형 FTA’의 대표적 형태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
이다. 따라서 수준높은 FTA를 이끌어내어 다른 거대경제권과의 FTA에서 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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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EU 시장 내부에서도 비관세장벽의 크기가 국가별
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공동체 내의
차별성을 최대한 축소시켜 역내에서 시장접근의 일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EU는 향후 한국의 신통상의제에 대한 주요 협력자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EU와의 FTA가 중요하다. 이 분야의 협의를 통해서 국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산업 등 국내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
이다. EU 시장에 대한 투자진출 전략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확보하고 고부가
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 ․ EU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되 양국간 투자협정의 체결
또는 개정을 통해 투자정보의 안정적 확보, 제도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및 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업 진
출을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현지 사무소나 법인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ASEAN 지역은 향후 크게 발전할 성장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시
장확대전략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 타결된 한 ․ ASEAN 서비스 협상은 그 의미
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ASEAN 지역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성장의 궤적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
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될 것인 반면, 향후 20년 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CLM) 등은 여전히 최빈국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장
벽의 크기를 보더라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개방된 시장이 있는 반면,
CLM 같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높은 곳도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각 시장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확대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ASEAN 전체로
보아 영상음향통신장비와 기초 및 조립금속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동
차, 조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 ․ ASEAN 상품협상에서 일부 품
목에 대한 시장접근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서비
스 ․ 투자 협상에서 상호유보 조항 중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ASEAN 지역은 한 ․ ASEAN FTA 이후 의제의 확장과 심화에 더욱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FTA 연계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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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시아 역내에서 체결되고 있는 다른 FTA와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
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시아 방식의 원산지규정 도출에서 ASEAN은 그 경
제적 비중이나 경제통합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통합체로 기능할 것이기 때
문이다. 비관세장벽 부분은 비관세장벽위원회 등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
면서 양국간 협의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과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조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ASEAN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현지시장 확보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ASEAN 지역이 우리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갖
는 의미는 첫째, 에너지소비 급증지역이므로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하고, 둘째, 중
요한 해외자원개발 대상지역이라는 점이며, 셋째, LNG의 안정적 도입 대상지역
이고, 넷째, 에너지산업 및 환경서비스산업의 진출대상 지역이라는 점이다. ODA
와 관련해서는 유 ․ 무상 ODA 및 연불수출, 민간투자를 아시아 지역에 지원할 필
요가 있으나 특히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에 대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양주의 시장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향후에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성
장의 속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양주는 비관세장벽이 국가와 지역 중
에서 가장 낮은 열린 시장이며 선진경제권으로서 시장상황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생산국이라는 특성과 동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대양주에 대한 FTA 전략은 시장확대
그 자체보다도 다목적용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대양주와의 FTA는 자원의 안
정적 활용, 농업진출을 위한 투자 및 인력진출, 정치 ․ 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포괄
적인 경제협력을 담보하는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양주와의
FTA는 정치대화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방안 속에서 시장확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서 천연가스, 우라늄 및
니켈 등의 전략광물에 대한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에너지 및 자원대국
인 호주와는 석탄 수입지로서, LNG 수입지로서, 또한 청정석탄기술 분야에서 협
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육우, 낙농, 산림 및 과수재배 등 농업 분야의 적극적
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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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대한 한국의 품목별 상품 수출실적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크게 변하
여 시장상황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한 ․ 인도 CEPA를 통해
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간
인력교류, 과학기술협력, 투자보장 등 광범위한 FTA를 체결함으로써 협력의 시
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의 경우 일부 제조분야 대기업 중심의 투
자진출에서 벗어나, 인프라 개선분야에서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업체들
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의 발달된 IT 서비스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 R&D 투자사업의 추진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협력투자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유가를 배경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러
시아는 시장상황이 안정되지는 않은 실정이지만 폭발적인 내수의 증가가 뒷받침
되는 시장이다. 러시아의 빠른 성장이 석유산업 성장에 기반하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세계 15대 교역국에 들어갈 것으
로 예상되는 등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현재 급속
하게 팽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관계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
어왔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으로는 상품교역량의 급증과 수출상품 구성의 급변을
들 수 있다.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고위기술 상품의 수출이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고위기술 산업에서 유럽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 러시아 FTA 협상이 시작된다면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화학,
기계장비, 음식료 ․ 담배, 영상음향기기 등의 시장접근을 강화하는 한편, 비관세장
벽 분야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조항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며, 분쟁해결절
차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이동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
며,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개발사업 및 시장선점형 제
조분야 투자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인프라 개
발사업 쪽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은 극동 및 사할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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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공동개발, 가스전의 공동개발, 가스의 도입, 북한과의 전력망 연계 가능성
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수출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1990
년대 대우 등의 활발한 진출로 큰 기대를 모았던 한국기업의 활동이 그 뒤로 이
어지지 못한 가운데, 자원부국으로서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0년대 이후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열강의 이 지역 진출이 본격화되었
다. 자원 공동탐사 및 개발, 송유관 프로젝트 등 큰 사업계획에 서방 주요 기업들
이 참여하는 등 중앙아시아는 갈수록 전 세계 주요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중고위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시장확대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이미지를 중앙아시아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와의 FTA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나, 한국은 중
앙아시아와 같은 지역을 염두에 둔 FTA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협력협정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협력협정이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으로,
이것이 다시 유럽협정으로 발전되도록 절차를 정치하게 제도화시켰듯이 한국도
협력협정 차원의 협정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맺음으로써 양자간 경제관계를 안
정화하고, 향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진출교두보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이 권장된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석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 가스 부문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우리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국 정부와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동은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조달 지역으로서 향후에도 계속 중요한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향후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동 오일
머니로 인한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동 시장의 확
대는 FTA를 통해 시장접근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경제관계를 다변화함으로써 가
능하며, 에너지 수입과 건설플랜트 수출, 일부 가전 수출로 요약되는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포괄적 협력협정이 필요하다. 결국 시장확대를 위해서라도 경
제협력의 다변화와 지속적이고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은 강하게 대두된다. 한국과
GCC와의 FTA도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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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의 향후 방향은 투자진출의 다변화와 고도화로 요약된다. 석유화학, 정유, 화
학, 제철, 건설, 기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하며, 이들 분야에서
협력의 고도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투자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산업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심분야뿐만 아니라 중동국가들이 관심을 갖
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발전에 우리의 노하우 이전과 투자실행을 위한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급자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에
너지 공급지역으로서의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중동국가와의 경제관계를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짜는 것이다. 중동의 한국 정유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제3국에 대한
양국간 공동 진출, 한국자본의 중동기업 투자, FTA 체결 등 공고한 경제적 연계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중동 산유국의 이해관계를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요 ODA 형태로는 연불수출 지원, 플랜
트 수출과 연계한 협력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민주화, 내전, 전염병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특
성을 볼 때 향후 당분간은 중고위기술을 중심으로 시장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
이며, 고위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대한 전략으로 남아공 등 주요국과의 FTA를 고려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에서처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협정체제를 제안함으로
써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협력협정체제에서는 양국간 통
상관계의 투명성 강화를 기본조건으로 하여 협력이슈의 개발, 시장확대 방안의 공
동도출 등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석유자원개발
참여가능 지역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에너지 국제협력의 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개발 잠재력이 크지 않고 강대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불확실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와의 에너지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전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하면서, 이를 유전 개발과 연계하여 에너지 공기업들
이 패키지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협력 및 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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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미개척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MDGs 이후 최빈국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중국의 원조가 확대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항공권연대 기금, AfDB 신탁기
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 중남미로의 수출은 최근 크게 신장되었지만 일부 품목에만 편중된 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취약성은 향후 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시장확대
를 위해 더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
지를 제고하고 이 지역 시장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한 ․ 칠레
FTA에 이어 MERCOSUR, 멕시코 등과의 FTA를 조속히 성사시켜 시장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남미국가들과의 FTA도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협력
이슈를 많이 개발하여 측면에서 시장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
남미는 멕시코나 칠레와 같이 상당히 개방적인 시장이 있는가 하면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 등과 같이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
한 차원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시장 고유의 특색을 더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남미 저개발국과의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상황과 특색을 더 잘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미주지역의 경제통합 확대를 예상하여 개
별 국가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한국기업의 기존 중남미지역 진출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한다. 한편 중남미 투자진출 분야의 확대 및 투자보호의 증진을 위한 한국
과 중남미 간 투자관련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필
요가 있다. 한국이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 이 지역은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민간투자 및 연불금융을 통한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IDB 신탁기금을 활용한 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통
상전략은 국별 ․ 지역별로 강조점이 달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25

26

연구보고서 07-01

통상전략 수단을 대상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별 ․ 지역별
통상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표. 국별 ․ 지역별 통상정책의 전략구성도
시장확대 투자확대
중화권

◎

◎

일 본

◎

○

에너지협력
○

환경협력 ODA정책

기타

◎

◎

◎

◎

E U

◎

◎

◎

◎

북 미

◎

◎

○

◎

동남아

◎

◎

대양주

○

인 도

◎

○

중 동

○

○

◎

◎

◎

◎

△

◎
◎
○

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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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업), 인도(자원, 인프라), 러시아(철도, 과학기술, 한민족네트워크), 중앙아시아
(자원), 중남미(자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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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
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협상의 세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
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소위 ‘밀실협상론’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협상이란 말 그대로 상대가 있는 만큼 협상 속도와 절차를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끌고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법 시한을 고려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한 ․ 미 FTA와 같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크
게 엇갈리는 경우 국내의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협상을 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보아도 협상의 진행 및 비준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집
단과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국내 합
의를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 ․ 미 FTA 협상의 효과 및 대응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협상
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의 여부는 구체적 협상결과를 놓고 세밀하게 따져보
아야 할 것이다. 즉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협
상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분야별로 검토 ․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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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구체적 쟁점이슈를 살펴보고 각각의 협상결과에서 우리
나라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도출하고, 둘째, 공산품 등 대미 경쟁우위 분야의 시
장접근 기회를 조기에 확대하며, 셋째, 경쟁취약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
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넷째,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
이 증진되는 협상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협상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 비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며 국내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떠한 유 ․ 불리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협상에 관련되는 국내의 법적 ․ 정치적 ․ 경제적 제도를 검토
하면서 협상결과의 활용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 ․ 미 FTA를 통한 경제
개방의 과정을 능동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
다.
한 ․ 미 FTA 협상은 17개 분과와 2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구체
적으로 17개 분과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SPS), 기술적 무역장벽(TBT),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
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등을 다루었으며, 2개의 작업반은 자동차, 의약품 등
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협상이슈를 크게 4개 분야로 대별하였다. 첫째,
농산물을 다룬 농업분야, 둘째, 상품일반, 섬유, 자동차를 포함하는 제조업분야,
셋째, 서비스 일반, 금융, 투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넷째, 원산
지, 무역구제,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의약품 등을 포괄하는 기
타 분야로 나누어진다.
한 ․ 미 FTA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경제현상은 수많
은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한 ․ 미 FTA로 인한 효과를 여타 요
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 ․ 실증적 측면에서
한 ․ 미 FTA와 같은 개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
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르면 개방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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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력 제
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제도의 선진화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경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진보, 즉 생산성의 향상이다. 다시 말해
FTA와 같은 경제개방은 국가간 교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
함으로써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결국 기술혁신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은 자본축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입품
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engineering)을 통해 선진기술과 생산방식을 체득
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바탕에서 한 ․ 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 ․ 미 FTA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0.3~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태모형에서는 약 0.3%의
GDP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 ․ 미 FTA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까
지 모두 고려할 경우 약 6.0%의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후생
수준은 정태모형에서 약 17억 달러,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약 209억 달러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5만 7,000명,
장기적으로 8만 3,000~33만 6,000명(이하 모두 누적개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약 1만 6,000개의 일자
리가 소멸되는 반면, 제조업(광업 포함)의 경우 약 5,000개, 서비스업의 경우 6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한 ․ 미 FTA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고용창
출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생산성 향상, 즉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
하느냐가 고용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 미 FTA는 이상과 같은 거시경제적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본 보고서
는 분야별 협상결과 분석 및 영향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해득실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향후 해당 분야의 구조조정방안 및 제도
개선의 세부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분야의 경우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인 KREI-ASMO 200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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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한 ․ 미 FTA의 농산물 생산액 감소와 수입 증가에 대한 영향을 계측하
였다. 한 ․ 미 FTA 협상결과에 따른 개별 품목의 양허안(관세율, TRQ, 세이프가
드 등)을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 외생변수로 고려하였다. 한 ․ 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 원,
10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분
석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하다. 이행기간에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149억 원이며, 15년 이전에 이행기
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
액 감소는 6,698억 원이다.
농업부문의 한 ․ 미 FTA 대책은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은 비효율적 분야의 축소와 효율적 분야의 유
지 또는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 칠레 FTA 대책에서 도입된 것과 유사한
폐업 지원사업과 전업 또는 전직 지원 등을 통한 효율성 추구를 통해 수입 농산
물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내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
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서는 기계화 ․ 자동화 ․ 규모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가격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품목은 고품질(식품안전, 친환경, 신선도, 규격
등의 우수성) 생산체제로 유도해야 한다.
소득보전정책은 FTA 이행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하
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정
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복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을 실시하되, 보상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향에
부합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 ․ 칠레 FTA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보상방식을 보완할 것 등이 요구된다.
제조업분야의 경우 한 ․ 미 FTA 협상을 통해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상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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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 내)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협상 당시 가장 큰 주목을 받
았던 자동차 및 섬유 분야에서도 한 ․ 미 양국의 관세양허 일정이 기대보다 적극적
인 수준으로 타결됨으로써 이 산업들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 미 FTA 체결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부분균형분석을 사용
한 결과, 한 ․ 미 FTA 발효 이후 제조업분야 대세계 총수출은 연평균 25.5억 달
러, 수입은 3.7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21.8억 달러 늘어나며, 대미 교역의
경우 수출은 연평균 13.9억 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5.9억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흑자가 8.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표적인 수출증대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자동차 및 섬유 분야의 대미 무역효과는 각각 연평균 7.6억 달러
의 무역흑자 증대효과(수출 8.4억 달러, 수입 7,200만 달러), 1.7억 달러의 무역흑
자 증대효과(수출 1.9억 달러, 수입 2,30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한 ․ 미 FTA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기
회가 크게 늘어나는 산업의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지역별 ․ 산업별 홍보활동 등 적
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 및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외국인투
자를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한 ․ 미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R&D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개방 부담을 안고 있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
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장개방 압력을 극복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경우 한국은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
화를 달성하였으나, 교육 및 의료 등 주요 서비스부문이 포괄 유보되어 한 ․ 미
FTA 추진시 당초 개방목표보다는 낮은 폭의 추가개방을 달성하였다. 서비스분야
의 주요 이슈는 래칫 메커니즘(자유화 후퇴방지장치) 적용 여부, 전문직 상호 자
격인정, 일시입국 및 전문직 비자쿼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주정부 비합치조치,
특급배달 및 법률시장 개방, 방송 ․ 통신 ․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 스크린쿼터, 해운 ․
어업 등 다양한 서비스부문에 걸쳐 있었다. 투자분야의 주요 이슈는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임시세이프가드, 투자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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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투자협정의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 최혜국대우와
같은 협정상 의무사항, 협정상 예외인 투자와 환경, 혜택의 부인, 비합치조치를
담은 현재유보(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 대위변제 등이었다.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의 결과 유보안의 네거티브 방식 및 래칫 메커니즘의 적용
으로 포괄적인 개방이 유도되고, 개방의 투명성과 자유화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보안
에 기재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제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FTA 협정에 명
기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투
명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비즈니스환경 개선,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사 ․ 건축사 ․ 수의사 분야의 상호 자격 인정 논의 개시, 방송 ․
통신서비스 간접투자 허용, 전문직 사업서비스 법률 ․ 회계 ․ 세무 영역의 단계별 개
방이 최종 타결되었다. 특히 법률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 및 세무는 2단계 개
방이 추진된다. 법률 ․ 회계 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국경간 M&A,
다양한 국제금융거래 기법, 해외증권 발행 등 국제거래의 수요급증에 수반되는 자
문서비스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시장 개방으
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경간 서비스교역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대한국 서비스 직
접투자 확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및 고용 증가효과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소비자 후생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내 우려를 반영해
기존 투자협정에 비해 간접수용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당
한 정책권한을 확보하였고, 애초 협상시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
보험공사의 대위변제권을 확보함으로써 한 ․ 미 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분야 규제 개선, 서
비스분야 구조조정 촉진, 경쟁촉진제도 확립,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미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개방, 서비스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서비스 수출지원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업종별 ․ 지역별로 세분화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또한 ISD 등 한 ․ 미 FTA로 강화된 투자자보호장치를 국내 투자환경 개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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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삼아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 강
화 등 투자분쟁 발생을 대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타 분야의 경우 협상결과에 따라 한 ․ 미 양국간 무역규범상의 제도적 차이를
조화시키는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향후 관련되는 국내제도의 개선을 위
한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무역구제의 경우 협상결과에는 무역구제협력
위원회의 설치,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제도 활성화
등의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와 관
련하여 글로벌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재량적 배제에 관한 규정과 FTA 체결
이후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지적해왔던 애로사항으로, 한 ․ 미
FTA 체결에 따라 기업의 수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역구제협력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각종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위
원회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며 기
업의 애로사항이 협력위원회에 신속히 전달되기 위한 내부시스템의 정비가 요구
된다.
의약품 협상결과에 따라 양국은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선언
적 규정을 하였으며 정당한 구제절차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고,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의약품 허가
와 특허의 연계는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
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관세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년 이내로 유예기간을 확보하였
다. 한 ․ 미 FTA 체결 이후 양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의약품 가격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중장기
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한 국
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R&D 투자 확대 등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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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함은 물론
R&D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의 진출을 확대하여 제약산업
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상은 여타 FTA와 달리 저작권, 특허, 상표, 집행 등 지
식재산권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자국 수준의 보
호수준과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반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우리나
라 지식재산권 법제도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견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과
구체적 기준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반영하여 설정해야 하는 이슈로, 선진경제
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나 한 ․ 미 FTA를 계기로 이러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 ․ 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환경분야 협상결과 양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무를 보장하고 민간조사요구
제를 도입하였으며, 추가 협상에 따라 7개 국제 환경협약의 수용과 실행 및 환경
조항 위반시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명시하였다.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환경법규
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간접수용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평균 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도가 개선 ․ 강화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내법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보호
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및 양국간
환경협력 확대에 따라 국내 환경시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 미
FTA로 인해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어 소득수준이 향상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수요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다. 아울
러 향후 환경 관련 양자간 마찰을 최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관련법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개선 여지가 있는 법집행제도의 재검토, 미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과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등이 주요 이슈였다. 협상결과에 따라 국제적 노동권 준수 노력, 노동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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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집행의무, 공중의견 제출 및 일반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협정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도입, 노동분야 협력 강화 등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국내 노동법이 더욱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 일각에서는 노동정책의 자율성 침해,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미흡, 노
동시장의 지나친 유연성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과장된 측면이 많
고 근거도 빈약하다. 신규로 도입되는 분쟁해결절차나 공중의견제출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심각한 분쟁해결장치에 회부된 사례가 없고 절차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아직 비준하
지 않은 국제노동기준의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
이다.
경쟁분야에서는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과 조율에 집중하였다. 한 ․ 미 FTA에
서는 절차상의 규정 외에 경쟁법에서 제외된 지정독점과 공기업 관련 내용, 동의
명령제도, 소비자보호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지정독점 ․ 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조항 도입과 동의명령제 도입은 협상단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경쟁
분과의 협상결과 중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 ․ 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곧 국내시
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력 확보’가 지속성장
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동의명령제
도입,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
가정책의 재설계 등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 ․ 미 FTA 정부조달협상에서 양국은 중앙정부 조달 양허하한선을 인하하고
자국 내 과거실적 요구를 금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산업(이하 민자
사업)을 정부조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예외조
항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부조달작업반을 구성하여 향후 조달기관 간 협력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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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고 정부조달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한 ․ 미 간 FTA 합의에 따라
조달시장의 양적 규모 확대뿐 아니라 시장진출 희망기업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호소했던 미국의 과거 입찰 및 낙찰 실적 요구 관행을 한 ․ 미 FTA 협상을 통해
금지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참여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
장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정부조달 관련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파악하여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분야의 경우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안정적인 교역 ․ 투자 환경이 조
성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산지 기준 자체
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개성공단 관
련 합의사항은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상당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통관분야의 합의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수입비용을 감소시켜 수입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득을 줄 것이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상품의 수출비용을
감소시켜 수출기업에 역시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분야는 공정하고 효과
적인 원산지 검증절차가 마련되고 통관절차가 표준화 ․ 간소화되어, 불공정 무역행
태가 방지되고 양국간 교역을 원활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우
리나라는 한 ․ 미 FTA 발효 이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통관분과위원
회에서 컨테이너안전협정 완화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한 ․ 미 FTA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업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분야별 평가를 토대로 한 ․ 미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한 ․
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큰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즉 한 ․ 미 FTA를 통한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 ․ 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내제도를 선진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되는데, 이는 곧바로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질적 도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0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12단계 급상승하여 세계
11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 및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우리 경제
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한 ․
미 FTA는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
및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 ․ 미 FTA의 체결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
로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룬, 세계 최대의 단일국가 간 FTA라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외교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제고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거대경제권인 미
국과의 FTA로 개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반(反)개방적 국민감정을
상당 부분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 미 FTA는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FTA 움직임에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미국과의 FTA는 향
후 추진하게 될 일본 및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즉 한 ․ 미 FTA를 활용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촉진
하고, 이 국가들과의 협상과정에서 한 ․ 미 FTA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이 같은 FTA 네트워크 및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은 우리나라가 ‘동아
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평가에 따르면 한 ․ 미 FTA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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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개개인은 한 ․ 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혁신을 통해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
하고, 부문별 경쟁력 요소 확충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정책을 동시에 모색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제도적 기반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효
율성 제고와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활용
하고 성과지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경쟁심화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패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정
책과정의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동반자관계 및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각자 자기 분야의 시장정보와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FTA 활용전략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FTA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은 FTA와 이에 따른 개방을 도전과 기회의 양 측면에서 보
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개방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FTA를 통해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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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
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채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
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
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 농업협상은 미국의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을 놓고 미국과 브라질 ․ 인도
가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한 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농업보조금 문
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삼각쟁점의 하나로 DDA 협상 전체의 진
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농산물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의 수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G4 간 입장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 아울러 미국과 EU가 농업분야 주
요 쟁점에 관해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농업분야 의장초안은 주요국(그룹)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고 있어, 향후 협상
이 계속된다고 해도 최종 합의안은 제시된 의장초안에서 크게 변할 것으로는 예
상되지 않는다.

39

40

연구보고서 07-03

2007년 NAMA 협상은 농업협상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관세감축공식 계수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확실했던 점들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아울러 관세감축계수 논
의에 대한 보완으로 분야별 자유화가 활성화된 점은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장초안은 비록 개도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으나, 향후 합의될 세부원칙의
틀로서 비교적 균형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2007년 NAMA 협상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협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복수적 R/O 협상방식이 도입되어 그동안 지
지부진하던 양허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 아울러 서비스의 규범제정 분
야도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자격요건과 절차, 허가요건과 절차, 그리고 기술표준
등 국내규제 관련 규범을 DDA 타결시까지 제정하도록 하여 협상진전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 통신, Mode 4 등 20여 개 분야에서 복수적 R/O
협상이 전개되어 요청국과 요청대상국 간에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복수적 R/O 협상이 갖는 성과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각 분야별로 기술적인 측
면에 대해 이해를 제고시킨 것이다. 즉 소비자 보호,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성
(liability) 확보, 서비스 공급에 대한 감독 등과 관련하여 규제 담당자들이 갖는
우려들에 대해 기술적인 협의를 함으로써, 그동안 해당 분야의 양허확대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저항감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고, 국내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객
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제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양허개선 의지를 표명한 회원국
은 많지 않아 복수적 R/O 협상이 실제 양허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브라질 등 개도국들이 향후 양허개선의 정도를 농업협상의 진전과 연계시키는 것
도 서비스협상에서의 진전을 어렵게 하였다. 아울러 국내규제, 긴급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등 서비스규범 관련 협상 진전도 미진하다. 이는 Mode 3, 4
및 유통서비스 등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1) 따라서 서비
1) 예를 들어, 국내규제규범과 관련해서는 Mode 4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과 인도
간의 대립이 심하고, 긴급 세이프가드는 유통서비스의 Mode 3 관련 문제로 개
도국과 선진국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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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양허협상은 농업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이상 DDA 협상에서 새로운
시장개방은 차치하고, 미국 등 주도국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국의 실제 개방
수준과 양허수준과의 격차(binding gap)를 해소하는 것도 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비스규범 협상은 DDA 타결시까지 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국내규제규범
의 경우 낮은 수준에서 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외 긴급 세이프
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부문은 규범제정 시한에 대해 어떠한 지침도 없기 때문
에, 이번 DDA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규범 협상은 2007년 11월 말 의장초안이 배포된 것이 큰 성과이다. 의장초
안은 다른 협상그룹 의장초안과는 달리 bracket이나 option 없이 단일 문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향후 협상에서 회원국 간 의견대립은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시된 의장초안은 반덤핑 프렌즈그룹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
몰조항과 최소부과원칙, 미소 마진, 이용가능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그러나 조사절차 관련 조항의 투명성 등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
다. 뿐만 아니라 WTO 분쟁해결기구가 위반 판정을 내린 제로잉을 일부 허용하
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반
덤핑 프렌즈그룹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장초안은 일반보조
금 분야에서 제6조 1항 ‘심각한 손상’ 규정을 부활시켰으며,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는 ‘선별적 금지 방식’에 기초해 금지보조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협상은 현 WTO 회원국이 체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을 WTO 규범에 맞추도록 하는 ‘실체적 요건’과, 특정 회원국간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다른 회원국이 이를 잘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요건’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의 협상은 절차적 요건인 투명성 규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2006년 7월 초기공고, 통보시점 등 투명성 증진을 위한 절차에 대해 합의를 도출
하였다. 그러나 실체적 요건을 다룬 협상은 지역무역협정의 구조적 쟁점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이해가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상은 크게 공중보건과 지리적 표시(GI)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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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로 구분된다. 공중보건 분야는 2005년 12월 홍콩 각료선언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식재산권 쟁점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협상
은 지금까지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은 협상 결과
수혜를 받는 쪽과 수혜를 제공하는 쪽이 확연히 나누어져 있어 당사국 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협상 진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협상은
DDA 협상의 다른 협상분야와 연계하여 일괄타결의 형식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 무역원활화 협상의 성과는 회원국들이 기존 제안서를 협정문에 가까운

‘3세대’ 제안서로 발전시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제안서가 최종 협정문에
가까운 형식을 띠고 있어, 회원국들은 각 제안서의 의무조항에 대해 수용가능 또
는 수용불가능이라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거나 조항의 수정 및 명확화를 적극적
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TA/CB 관련 논의는 현재 개도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협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밀고당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7월의 기본 골격은 협상결과 이행에 필요한 선진국의 인프라 지원이 없
거나 개도국의 이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개도국의 이행의무 배제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
재산권 협상과 마찬가지로 농업 및 NAMA 등 DDA의 핵심 의제가 해결된다면
TA/CB 관련 문제도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DDA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 가지 환경의제에 대한 협상은 어느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쟁점, 특히 농업부문에서 일
단 합의가 도출된다면 환경협상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어 나름대로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얼마나 사려 깊게 관련 의제를 다루고 합의를 도
출할 것인지이다.
무역과 개발은 개도국 우대를 위해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
외와 융통성을 부여해줄 것인지가 핵심이다. 특히 개도국 우대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 상품분야 시장접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득실과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어, 농업과 NAMA 등 여타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나름대로 만족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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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를 거둔다면 무역과 개발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요구는 약화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현재까지 남아 있는 쟁점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문안의 조정 차원이
아니라, 다자무역체제를 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본적인 철학 차이에서 비롯되
고 있어 향후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DDA가 당초 예상과 달리 만 6년이 지나도록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
하지 못하는 이유는 (1) 삼각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대립, (2) 복잡한 신 4강구도
(New Quad), (3) 개도국 중심의 회원국 확대, (4) 개발의제를 포함한 복잡한 협
상의제, (5) 합의(consensus)에 기초한 의사결정 방식의 비효율성, (6) New
Quad의 정치적 타결의지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DDA 협상 지연은 지금까
지 세계무역을 규율해왔던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아울러 지역 ․ 양자주의에 기초한 무역자유화도 확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한 ․ 미 FTA를 타결했고, 또 다른 거대경제권인 EU와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DDA 협상 지연이 당장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수출시장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과, 주요 선진국과의 FTA 협상 결과를 활용하여 대세계 수출시장을 확
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DDA 협상의 지연은 무역장벽의 전체적인 완화
및 수출확대로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혜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DDA 협상은 2008년 7월경 세부원칙이 합의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뒤받쳐 주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설령 2008년에 세부원칙이 도출된다고 해도, 주요국의 국내 정치상
황을 고려할 때 DDA 협상의 최종 타결은 2009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DDA 협상 지연과 함께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은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
히 2006년 7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일시중단 선언은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
는 WTO 체제에 대한 회의와 함께 WTO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DDA 협상 지연에 따라 WT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1) ‘합의(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의 비효율성과 비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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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 WTO 운영의 낮은 투명성(transparency)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향후
WTO의 변화 방향은 지난 6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기보다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해 가
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
DDA 협상의 지연으로 그 최종 타결은 2009년에, 실제 협상결과의 이행은
201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과 지
역통상정책을 상호 비교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향
후 예상되는 FTA를 추가로 고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RTA 국가와의 무역이 한
국 전체 수출입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DDA 협상
까지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무역자유화가 우리나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DDA 협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타결된, 그리고 향후
조만간 타결될 FTA의 결과와 DDA 협상 대책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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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2007. 12)
ISBN 978-89-322-1269-2/A5/168면/7,000원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
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글로
벌 아웃소싱의 규모, 지역별 추이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
소싱 실태조사를 기초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전 세
계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국가
의 컴퓨터 ․ 정보서비스,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규모를 추정해 볼 때, 지난 10년간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
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초기 단계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주로 제조업 부문
의 하청, 외주, OEM 등의 형태를 띤 비핵심 분야 생산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러나 이후 교통, 통신 등 기술의 발달과 신흥 공업국 시장의 서비스분야 자유화
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서비스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R&D,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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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디자인 등 고기능 서비스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비중이 작으며, 증가율
또한 1% 내외로 미미한 편이다.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들로 나이키, 델, IBM, 레인콤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글로벌 아웃소싱하고 본사는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같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함으로써, 회사 규모를 줄이고 유
연성을 제고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마텔사의 중국제품 대량 리콜 사태 등 글로벌 아웃소싱을 도
입한 기업이 부실한 품질관리 및 통제, 하청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실
패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과 더불어, 아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한
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동기 및 성과를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698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전체 표본 중 글로벌 아웃소싱을 도입한 기업은 169개사, 24.2%로 나타
났다. 이 중 84%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고 있으며 일단 도입한 이후에는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대상지역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해외 자회사를
통해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80.8%는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R&D, 고객지원, 법무, 회계, 경리 등 서비스부문은 비중이 매
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서비스부문 아웃소싱의 증가율이 제조업부문 아웃소싱의
증가율보다 높으므로, 향후 서비스분야에 대한 글로벌 아웃소싱의 비중은 점차 증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시행하는 가장 큰 동기는
비용절감으로 나타났으며, 둘째가 사업운영상 유연성 확보,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을 위한 생산네트워크 형성이 그 다음 중요한 동기로 선정되었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도입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조사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아웃소싱 업체
의 감독비용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운송비용, 해외 현지국 정부규제 대응비
용과 관리인력비용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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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로벌 아웃소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및 요인을 probit
모형과 OL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글로벌 아웃
소싱을 시행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IT 수준과 R&D 지출 비
중이 높고 수입과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기업일수록 글로벌 아웃소싱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졌다. 기업 규모는 글로벌 아웃소싱과 양의 관계에 있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기업의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글로벌 아웃소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
내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도입은 내생성을 고려했을 때에도 기업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아웃소싱이 매입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의 대상
분야별 실증분석 결과, 금형부문 글로벌 아웃소싱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부문 아웃소싱은 유의한 영향을 찾을 수 없는 반면, 부품 및 중간
재 제조부문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글로벌 아웃소싱만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아웃소싱 형태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내부조달과 외부조달로 구분하여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내생성과 각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아웃소싱의 도입이 기업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이미 시행 중인 기업들의 대다수(84%)가 글로벌
아웃소싱이 자사의 매출액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아웃
소싱을 기업의 성장전략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아웃
소싱이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미루어, 이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또한 하청감독비용 절감 및 운송비용 문제 등 애로점을 해소하고 글로
벌 아웃소싱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시장과의 긴밀한 연계성 확보와 IT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단순 비용절감 차원의 제조업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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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에서 벗어나 해외 신기술과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구해
야 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아웃소싱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도입과 활용에 따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
업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구축
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해외 현지기업과 한국기업의 아웃소싱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물류 ․ 유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원활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 글로
벌 아웃소싱의 경우 기술표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편중 현상이 매우 두드러
져 향후 이에 따른 리스크가 예상되므로,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정보 획득 등을
통해 투자지역 다변화를 추구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대상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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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송원호 외 (2007. 12)
ISBN 978-89-322-1270-8/A5/200면/10,000원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무역 ․ 금융 측면의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나라 통화인 원화의 국제적 통용도 확산시키자는, 이른바 ‘원화국제화’에 관한 논
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원화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우리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추진을 위한
단기 ․ 중장기 정책과제에 어떤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내의 조사연
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원화국제화에 따르는 비용과 편
익을 이론적 ․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무역결제 및 자본거래에서 원화의 국제통화
기능을 확대시키는 가능성을 모색하며, 아울러 일본 엔화 및 호주 달러의 국제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봄으로써 향후 활발해질 원화국제화에 대한
학술적 ․ 정책적 토론과정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화국제화의 추진에 따른 장단점으로서 환투기의 위험과 시뇨
리지 효과라는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원화의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가
능성과 채권시장의 발전과 같은 간접적이고 광의적인 편익까지 분석하였다. 또한
통화국제화 추진과 관련된 해외사례로서 통화국제화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와 성
공한 호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통화국제화를 시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본 연구는
원화국제화라는 주제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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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를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재정 ․ 통화 ․ 금융 ․ 외환정책 등 많은 미시적인 제
도분석과 그러한 제도의 변화가 외환 및 금융 시장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는
원화국제화에 대한 기초연구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원화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원화국제화의 주요한 편익으로서 통화발행에 따른 시뇨리지 효과를 들 수 있는
데, 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국제
화폐로서의 비중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국제화폐의 수요가 결정
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차 원화가 국제화되는 경우 시뇨리지 수입이 어
느 정도 될 것인지 계측하였다. 그 결과 2007년 화폐발행액을 기준으로 국제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1~26.7% 사이의 화폐증발이 가능하며, 이는 수치상으로 0.28조
원에서 7.84조 원에 해당함을 발견하였다. 국제화폐수요의 결정은 선형보다는 비
선형적인 관계가 더욱 잘 묘사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화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 네트워크 외부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경험분석 결
과는 대체로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변수들이 실제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통화 및 환율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플레이션 및
환율이 안정될수록 국제화폐로서의 수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국가 규모를 나타내는 GDP 규모였다. 또한 금융시장
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도 (일본을 제외하여 분석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무역의 크기보다는 국가규모를 나타내는 GDP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사실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국가가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뜻한다. 또한 각 경제변수와 외환보유 화폐의 결정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라기보다는 비선형적인 관계로 파악된다는 사실도 소규모
국가의 한계를 보여준다. 즉 국제화폐로서의 위상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네
트워크 외부성에 의해 보다 큰 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
은 소규모 국가로서는 국제화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짐작된다. 단 일본을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국제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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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수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
은 무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되는데, 금융시장
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GDP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
다. 즉 지역적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 금융시장의 규모는 빨리 성장할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늘리고 그에 따른 시뇨리지
수입의 증가를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화국제화가 환공격을 유발하여 환율변동성을 증대시킬 것인가를 살
펴보기 위해 주요국 환율의 적정밴드를 추정하고, 이어서 19개 OECD 국가를 대
상으로 1981년 1분기부터 1997년 4분기까지의 환율 및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데
이터를 패널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통화국제화와 환공격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화국제화를 완료한 국가들이나 통화국제화를 진행
중인 국가들의 환율변동성은 통화국제화를 시도하지 않은 국가들의 환율변동성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통화국제화가 완료된
국가의 더미 변수와 통화국제화가 진행 중인 국가의 더미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화국제화가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
향이 국가별로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국제화
와 환율변동성, 더 나아가 통화국제화와 환공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화국제화의 한 장점으로 우선 검토될 수 있는 부문은 무역결제 중 원화결제
의 확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역결제 통화는 대부분 미 달러화로, 수출의
85%, 수입의 78%가 미 달러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최근 기축통화로
서 미 달러화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어 향후 국내 무역 및 자본 거래의 통화 구성
은 다소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를 기초로 한 국경간
거래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소규
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무역결제는 해당지역 화폐단위(LCP: Local Currency
Pricing)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달러화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다른 선진국 통화 즉, 유로화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반면 원화 결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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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기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환율변동성이 높을수록 결제통화로 선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원화의 무역결제
통화 선택에 있어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원화 환율변동성이 축소될수록 무역결제 통화로서 원화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전환 이후 원화의 변동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수출 및 수입 기업들의 원화결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국내 수출상품의 차별화가 높을 경우 국내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원
화 결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경쟁이 더욱 확대되는 상
황에서 국내 상품의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국내
경제 규모의 증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원화 결제 수요를 높일 수 있는데, 이
역시 원화 결제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무역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외환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환위험 헤지 상품이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규모
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화국제화는 국내 외환시장
의 규모와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원화국제화는 외국인에 의한 자본투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원화국제화는 통화불일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통화표시 채권의 해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원화표시 국제채권의 형태인 유로원(Euro Won) 시장
의 형성을 위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원화표시 국
제채인 유로원 채권의 발행은 허용되고 있으나,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
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유로원 시장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한편
국내 채권시장의 국제화 측면에서 해외 채권투자자의 국내 투자 확대 역시 원화
국제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자국통화표시 채권의 해외 거래가 자유로운 국가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원화표시 금융자산의 해외 거래 및
보유를 증가시킬 수는 없다. 즉 원화표시 금융자산이 계산단위(unit of account)
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보유자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아야 할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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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죄 해결국의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원화 보유 위험을 축소시킴으로써 외국인투
자자의 국내통화표시 금융자산 보유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통화표시 자산보다 국내통화표시 자산을 선호할 때 외국
인투자자 역시 국내통화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원론적이지만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 한편 국내 자본시장 역시 다양한 헤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을 축소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나듯이 통화국제화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통화표시 채권 보유와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원화국제화가 외국인의 국내통화표시 채권의 수요를 증대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화국제화는 통화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논의도 결국 국제화된 통화의 국경간 채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음을 의미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논의
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판단된다.
본서에서는 통화국제화에 대한 사례로서 일본과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일
본에서 엔화국제화가 추진된 것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1970년대 이후이
다. 1980년대 일본의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금융 ․ 자본시장
자유화와 엔화국제화를 요구하였다. 당시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이 엔화의
과소평가에 있다고 보고 엔화국제화를 통해 엔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함으로써 대
일 무역적자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적극적인 금융 ․ 자본시장 자유화보다는 주로 유로엔 시장의 자유화에 치중하였고,
이에 따라 엔화국제화는 왜곡된 모습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엔화는 여전히 달
러화의 종속통화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통화화한다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말
하기는 어렵다. 한편 1990년대 말에는 일본 금융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내부적 요인
이외에도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출범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엔화국제
화는 다시 한 번 추진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엔화국제화의 방안으로
국내 금융 ․ 자본시장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계기로 아시아 역내에서 엔화의 지위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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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일본 엔화와는 달리 호주 달러는 1983년 12월 호주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
래 매우 성공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화를 달성하였다.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호주
달러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해외시장에서의 호주 달러 거래(offshore trade)는 전
체 호주 달러 거래의 약 59%를 차지하여 미국 달러(73%)와 유로화(70%), 스위
스 프랑(76%) 그리고 뉴질랜드 달러(76%)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일본 엔화
(61%)나 캐나다 달러(60%)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 규모에 있어 뉴
질랜드 달러(134억 달러)나 캐나다 달러(446억 달러)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채권시장에서도 호주달러표시 채권은 호주 연방 채권의 약 절
반가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약 33%가 해외시장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역외
인(기관)이 발행한 호주달러 채권의 67%는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다.
호주 달러 국제화는 1983년 12월 호주가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호주 달러는 약 1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국제화
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변동환율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통화스왑시장(currency
swap market)과 같은 금융파생상품시장의 발달로 인해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
에 비해 수익률에서 장점을 가짐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발행 채권
에 대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하였지만 해외발행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의 국내발행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
어드는 효과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내 발행기관의 해외 채권 발행을 독려함으
로써 성공적인 국제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호주 달러의
국제화는 호주 정부의 의도적이고 정책적인 과정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 국
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호
주 국내 금융시장의 발달과 견실한 경제성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금리는
호주 달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화국제화 추진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야 한다. 통화
국제화로 인해 역사적으로 환투기를 비롯한 중요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
으나 통화국제화에는 항상 환투기에 대한 위험이 내재하므로 통화국제화를 성공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적으로 달성한 나라들의 금융감독 및 규제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아 위기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법을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둘째, 어떤 속도로 원화국제화를 추진해야 하는가도 연구해야 한다. 원화국제화
는 그 정의와 범위를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 및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제도적인 세부사항 또한 많을 것이다. 원화국
제화는 결코 단시간에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 및 제도, 시장상황 등
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각 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셋째, 원화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충분히 높
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원화국제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국제화를 했어도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원화국제화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원화에 대한 수요 결정요인을 조사, 분석하
고 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을 더욱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증분석 및 사례연구 결과
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규모가 국제화폐로서의 수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역적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 금융시장의 규
모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그에 따
른 원화 수요를 확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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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최대의 소
비시장이며,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
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대상국이고 일본에
이은 제2의 수입대상국으로서, 수출입을 총괄하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따라서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
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세계 최고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미국기
업들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제휴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향후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다자체제나 지역협력체제에
서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미국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 미 양국간 통상관계는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또는 국제통상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정부수립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
국으로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대미 경제 의존도는 높아졌고,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통상정책,
특히 대한 통상정책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이후에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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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한 ․ 미 통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 한 ․ 미 FTA의 체결로 그와 같은 불균형적인 양자간 통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한 ․ 미 간 통상환경 및 관련 이슈도 한 ․ 미 FTA
를 계기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한국의 시장접근 개선과 비관세
장벽 제거가 양자간 주요 통상이슈가 되어 왔으나, 상당부분이 한 ․ 미 FTA 체결
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조업분야는 거의 완전 개방되었고, 농업
의 보호수준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분명한 개방일정이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환위기를 계기
로 개방이 가속화된 금융서비스분야가 한 ․ 미 FTA 협상을 통해 더욱 문호가 개
방되었고 미국이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 왔던 법률 ․ 회계서비스, 그리고 방송 ․ 통신
서비스 등 분야의 개방에서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또 다른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도 있고 협정 이외의 사안이 새로운 통상이
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FTA상의 명확하지 않은
협정문구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협정해석과 관련한 한 ․ 미 양국간 이
해차이에서 통상현안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위생 및 검역(SPS)관련 조치의 범
위,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한 ․ 미 FTA에서
거론되지 않았지만 쌀의 의무수입량 준수 여부, 쇠고기 검역,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등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제
조업분야에서는 비록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우회수출방지 관련
기업 및 원가 관련 정보 제공의 범위, 미국의 까다롭고 엄격한 섬유 및 의류 관
련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자동차 기술표준, 그리고 의약품과 관련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서비스분야에서도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이나 비자쿼터 확대 문제, 한국의 광
고 ․ 방송 ․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규제, 그리고 미국 해운서비스의 폐쇄성과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규제가 통상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투자자와 국
가간 투자분쟁,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그리고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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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책 등과 관련하여 양국간 입장이 대립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
이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미국의 의회구조를 감안할 때 환경 ․ 노동 관련 양
국간 분쟁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대미 통상분쟁을 살펴보면, FTA를 체결
했다고 해서 WTO나 FTA 차원에서 반드시 미국과의 분쟁이 감소하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NAFTA의 경우 미국과의 투자분쟁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칠레와 싱가포르가 FTA
를 통한 개방형 경제로 발전하며 이를 국가성장동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데 반해, 멕시코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제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내적 문제로 인해 FTA에 따른 이익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들을 감안할 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대미 통상정책 방향에 있어서 FTA를 고려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거대한 시장, 높은 기술수준, 외교력 등을 양자적 측
면, 다자적 측면, 지역적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다. 그와 같은 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한 ․ 미 FTA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법 ․ 제도를 정비하고 통상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한 세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 ․ 미 FTA가 새로운 양국 통
상관계 구축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FTA의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 미 FTA의 효율적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FTA상의 제반 위원회 및 협의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보다 긴밀한 협
력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간 통상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한 ․ 미 FTA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효
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FDI 유치와 서비스산업의 경쟁
력 강화, 그리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R&D 투자의 확대도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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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지역통합을 실현하기 어렵다
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동시에 고
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의 주요 지역통합체, 즉 AFTA, EU, MERCOSUR, NAFTA
의 통합사례를 검토하여 이 지역통합체들의 통합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주요 지역통합체들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기능적 경제통합 여
건, 사회문화적 여건, 정치안보적 여건, 제도적 통합 여건 등을 통해 살펴보고 통
합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요인과 통합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동북아지역통합 정책의 방향
을 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새롭게 설정하고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
다.
통합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역통합지수를 구축하여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 정도를 측정하였다. 기능적 통
합, 정치안보, 사회문화, 제도적 통합의 4개 분야에 대한 지역통합지수를 선정하
고 더 세부적으로 총 12개의 평가요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각 평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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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1점에서 5점까지 5단계로 평가하였으며 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
과하였다.
동북아의 경우 지역통합의 초기단계인 1991년에는 사회문화지수의 2점을 제외
하고는 전 분야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북아지역이 냉전과 이
데올로기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난 지역이기 때문으로 지역통합의 모멘텀이 전
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단계인 2000년에는 사회문
화, 정치안보, 제도적 통합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특히 역내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기능적 통합이 부각되었고 동북아국가 간 교류의 활성화로 사회문화지
수가 상승하고 정치안보 면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도적으로도 외
환위기 이후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금융통화협력과 분야
별 협력이 크게 진전되었다. 현재 시점인 2005년에는 사회문화, 정치안보, 기능적
통합 면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관찰된다. 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정보화의 진전으로 사회문화지수가 상승하였으며 북핵문제 등 공동의 위기의식이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지역통합 초기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NAFTA(2.58)가 가장 앞서 있고, 다음으
로 ASEAN(2.25)과 EU(2.08)가 뒤따르고 있다. MERCOSUR(1.83)와 동북아
(1.42)는 상대적으로 통합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통합의 발전
단계를 비교하면 NAFTA(3.17), ASEAN(2.92), EU(2.84), MERCOSUR(2.50),
동북아(2.33)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지역통합의 발전단계에서도 MERCOSUR의
통합 정도가 다른 지역통합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현재의 전반적인 지역통합지수를 비교해 보면 EU는 4.83점으로 크게
앞서고 있고 NAFTA(3.25), ASEAN(3.09), MERCOSUR(3.08)는 3점대에 머무
르고 있다. 동북아는 2.58점을 기록해 지역통합의 여건이 성숙해 있다고 할 수 있
다.
동북아는 상대적으로 사회문화면에서 지역통합의 촉진요인이 발견된다. 문화의
동질성, 시민사회의 성숙도, 정보화의 진전은 지역통합의 촉진요인이다. 한편 기
능적 통합의 정도는 지역통합체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역내무역이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정치경제체제의 동질성과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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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치적 리더십도 확대되고 있다. 2005년 동북아(2.58)의
상황을 여타 지역통합체의 통합 초기 상황과 비교해 보면 ASEAN(2.25),
EU(2.08), NAFTA(2.58)보다는 양호한 여건이며 MERCOSUR(1.83)에는 앞서
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합 발전단계의 ASEAN(2.92), EU(2.84),
NAFTA(3.17)에는 약간 뒤지고 MERCOSUR(2.50)와는 비슷한 여건을 갖추었
다.
주요 지역통합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통합의 전개에서 정치안보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도 정치안보 요인이 적극적으로 작
용하여야 하는데 동북아지역에서 한 ․ 중 ․ 일 간 정치경제체제의 동질성을 제고하
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성숙을 기대하
는 것도 단기간에는 이뤄지기 힘든 사안이다. 결국은 지역 차원의 안보역학 구조
상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거사 문제 및 영토분쟁의 해소, 지역패권 경쟁구도
에서 협력구도로의 변경,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지역통합의 추진 등이 동북아의
지역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동북아지역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역내 리더들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정치적 리더
십)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에서는 기능적 통합의 정도가 EU나 NAFTA에는 뒤떨어지나 이미
FTA를 형성한 ASEAN과 MERCOSUR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초기 유럽의 수준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 통합요인이 동북아
에서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미 성숙된 기능적 통합을 어떻게 제도
적 통합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지역통합의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관건이다.
참여정부 동북아구상의 성과를 평가해 본다면 2차대전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참여정부가 최초로 동북아지역에서 역내국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
에 따라 한 ․ 일, 한 ․ 중, 한 ․ 중 ․ 일 FTA에 대한 논의, 한 ․ 중 ․ 일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개시, 기타 분야별 경제협력 논의를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거두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불과하고 현재까지 동북아지역통합
의 수준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동북아시대 구상도 그 한계점을 노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동북아시대 구상이 참여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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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나라 위주의 일방적인 계획에 그쳤다는 점이다. 둘째, 동북아구상의 정립
과정에서 경제 위주에서 정치안보 병행으로 초점이 바뀌면서 동북아구상이 다루
는 이슈가 너무 다기해졌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워졌다. 이
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북아지역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토의와 합의에 기초한 공동의 비전과 계획을 도출해내야 한다. 즉 관
련국들의 공동 리더십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추진상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단
기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통합의 초기성과(Early
Harvest)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협
력의 모멘텀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통합의 제도화가 중요한데, 협력을 제도화하여 구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을 제시하였
다. 우선 학제간 종합에 의한 순류모델과 역류모델을 살펴보고 동북아지역통합의
쟁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을 제시하였다.
지역통합지수 분석에서 살펴본 바 있는 동북아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촉진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이 요인은 개념적으로는 세계화에 반대되는 지역
주의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은 앞의 통합지수 분석에서 사회문
화지수 중 정보화 지수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점수로 반영되었다. 둘째 요인
은 기능적 요인으로 다른 지역보다 빠른 경제성장률과 높은 역내무역 비중은 동
북아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앞의 통합지수 분석
에서 나타났듯이 기능적 통합은 여타 통합체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며 이
는 동북아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함을 의미한다.
셋째 요인은 경제통합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다. 1990년대 말의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미국 주도의 기존 다자간 경제질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동북아에서도
지역경제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정치안보지수 중
지역 차원의 정치안보 역학구조에서 공동의 위기 ․ 위협의 존재로 긍정적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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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EU와 NAFTA와 같은 다른 지역기구가 확장됨에 따라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도 지역 차원의 제도적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어나고 있
다.
장애요인으로는 첫째, 앞의 지수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정치안보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즉 정치경제체제의 동질성이 낮으며, 지역 차원의 정치안보구조에
있어서도 과거사 ․ 영토분쟁, 중 ․ 일 간의 지역패권 경쟁 및 역내 통합에 대한 미국
의 부정적 태도 등 부정적 요인이 더 많다. 정치적 리더십에서도 한국의 제한된
리더십만 보이는 수준이다. 둘째, 제도적 통합지수에서도 분야별 협력은 진행되는
데 지역 차원의 공식적 기구나 조약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지수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된 정치안보지수, 즉 정치경제체제의 이질성과 지역 차원의
정치안보 역학구조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내 정치적 리더십이 관
건적 요인이다.
위의 고려요소들을 역류모델에 반영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동북아판 지역통
합의 신모델을 제기하였다. 동북아판 지역통합의 신모델은 기존의 경제통합 모델
들과는 달리 학제간 종합에 기초하여 국가, 사회, 시장의 세 분야를 종합하고 있
다. 이 모델은 기존 경제주도의 통합모델인 순류모델과 정치안보 주도 모델인 역
류모델 중 역류모델을 근거로 한다.
동북아 모델은 역류모델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분야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
는 정치적 리더십이 특히 중요하며 사회분야에서 지식인과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
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강조된다. 또한 시
장분야에서는 기능적 통합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
행이나 역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북아 모델은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역류 모델이 기본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리더
십과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모델도 지역통합에 대해 긍정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강조한다. 또한 동북아 모델은 이행과 개발 요소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 ․ 중 ․ 일 간의 FTA를 통한 시장통합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개발 협력 및
안보 협력과 통합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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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북아판 지역통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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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합 지역이 동아시아인지 동북아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협
력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위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동북아는 문제의 시급성과 비중의 크기에서 중요성이 크
다. 즉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치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동아시아
전체 지역통합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 ․ 중 ․ 일의 경제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볼 때 한 ․ 중 ․ 일 간의 지역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내용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모델은 동북아를 통합의 시발점으로
삼으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지역통합을 동아시아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상정한다.
셋째, 동북아 모델이 가장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경제, 안보, 또는
시민사회 중 어떤 부문 또는 분야가 지역통합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경제분야에서 기능적 통합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통합이 부
진한 것은 결국 비경제분야, 그중에서도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장애요인이 발목을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문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에 맞는 전략과 정책
이 필요하다. 지역통합의 동북아 방식(Northeast Asian Way)은 한 ․ 일(또는 한 ․
중)을 핵심(core)으로 하고 동북아안보협력회의를 분계점(threshold)으로 삼는
한편 미국의 참여라는 촉매(catalyst)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는 외교정책의 큰 축
으로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과 동북아식 지역통합 방식을 반영하여 중장기 프로
그램인 ‘아시아판 쉬망플랜’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경제
및 시장통합 프로그램으로 동북아공동체를 아시아연합의 사전단계로 설정하고 한 ․
일 FTA, 또는 한 ․ 중 FTA를 거쳐 한 ․ 중 ․ 일 FTA를 체결하고 이후 동아시아
및 아시아통합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가진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과감하고
포괄적이며 창조적인(BCC: Bold, Comprehensive & Creative)’ 접근을 취하여
야 한다.
북한 문제는 남북간의 민족문제이기도 하지만 태생적으로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문제나 북한문제는 냉전체제 이후의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주도로 동북아에 지역통합을 진전시
켜 그 과정 가운데 북한을 지역통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남북간의
협력보다도 동북아 역내 협력과 통합을 우선하는 정책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
동북아지역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역내 인식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 사회분야에서 지역통합관련
NGO(예를 들어 NAIS Korea) 활동을 활성화하고 유럽 대학원대학(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이나 로베르 쉬망 고등연구센터(RSCAS: Robert Schuman
Center for Advanced Studies)를 벤치마킹하여 ‘동북아공동체 지도자아카데미
(LANACO: Leaders Academy of Northeast Asian Community)’를 설립하거
나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지방과 중국의 동북 지역을 포함한 역내의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지역까지도 통합하기 위한 ‘동북아개발 및 이행벨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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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을 포함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발을 돕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인 ‘동북아판 마셜플랜’을 준
비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주도에 의해 제안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국가의
연구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팀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6자회담을 기초로 CSCE의 동북아 버전인 ‘동북아 안보협력회의’의 설립
추진위원회를 6개국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한 ․ 중 ․ 일 정상회의를 정례
화하고 이를 위한 상설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동북
아지역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역내에 확산시키고 동북아지역통합의 공동비
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비전그룹’을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동북아비전그룹은
궁극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각국의 정치가, 전직 고위관료, 언
론인, 학자 등 저명인사로 구성하되 초기에는 한 ․ 중 ․ 일 3국의 저명인사로 구성하
여 출범하고 점진적으로 저변의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비전그룹은 안보협력그
룹, 경제협력그룹, 사회문화협력그룹으로 구성하되 동북아경제협력 비전그룹은 동
북아경제통합의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토의하고 준비하여 이를 한 ․
중 ․ 일 정상회의에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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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 ․ 중 교역구조
한 ․ 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
로 한 ․ 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 중 FTA 체결로 인
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조업분야에서 한 ․ 중 간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대치보다 대중
국 수출증대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 ․ 중 간 교역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내수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중
국 내에서 임가공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내 가공무역용 수출이 전체
대중국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수
출하는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재, 부품, 부분품 등의 중간재
가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재가 차
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자(buyer)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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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요자 중에서 외자계 기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포함된다. 특
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경우 중국을 임가공기지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
고, 이러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한 후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이
러한 매입과 매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수출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48.9%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 중 간 분업․경쟁 구조와 실질관세 비교
이러한 교역 특성이 한 ․ 중 간 분업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실질관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한 ․ 중 간 분업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무역에서는 일방
적 무역관계가 강한 반면,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부품산업과 자본재산업에서 한 ․ 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재 업종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많고, 중간재 업
종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 중 간 분업관계, 경쟁관계, 우위관계를 기준으로 한 ․ 중 FTA 추진시 시장
보호 예상 강도를 정리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의류, 비금속광물, 기타 섬유제품
에서 국내시장의 보호요구 강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무제
품, 정밀계측기기, 조선,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업종에서 보호요구 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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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TA 시 경쟁 ․ 보완 패턴과 시장보호요구 예상 강도
기

준

분업관계 경쟁관계

비경쟁적

우위관계
양국 모두
비교우위
양국 모두
비교열위

경쟁적

없음

소

목재 및 종이제품

한국

중

없음

중국

중

비철금속, 가죽 및 모피,
무기화학,기타공산품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전자부품,
기타전기기기, 화학섬유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화장품, 의약품, 일반기계,
기타화학제품

한국

중

없음

중국

중

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소

철강

소

석유제품 및 코크스

한국

대

고무, 정밀계측기기, 조선

중국

대

수산물, 의류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없음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농산물가공품,음식료품 ․
담배,기타운송장비

한국

대

유기화학, 합성수지,자동차

중국

대

비금속광물, 기타섬유제품

일방이
비교우위

비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양국 모두
비교열위
일방이
비교우위

일방적
무역

경쟁적

해당 업종

소

일방이
비교우위
산업내
무역

비교우위 보호요구
국가 예상강도

일방이
비교우위
자료: 필자 작성.

둘째,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면 가공무역 중심의 한 ․ 중 간 교역구
조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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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에서는 중국(9%)이 한국(6.7%)보다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명목관세율에서는
한국(4.62%)이 중국(4.4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대한국 실질
수입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2.7%)을 유지하고 있다. 가공무역용 원부자재의 경
우 중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면제받거나, 생산된 제품의 수출 후에 관세를 환
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를 감안한 한국과 중국의 관세 Matrix
한국의 관세2)
10% 이상
10% 이상

-

5% 이상
10% 미만

의류

5% 이상 10% 미만
완성차

자동차부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가전기기
섬유직물, 화학섬유,
기타 섬유제품,
가죽 및 모피,
중국의
비금속광물,
1)
관세
정밀광학계측기기,
5% 미만 편직물
일반기계, 화장품
합성수지, 농약 및 비료,
무기화학, 유기화학,
의약품, 기타화학제품,
기타공산품
주: 1)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 2)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업종임.

5% 미만
목재 및 종이, 철강제품,
철강 일차재료,
스테인리스강,
철강 및 비합금강,
기타 합금강 및 봉,
석유제품 및 코크스,
전자부품, 통신기기,
컴퓨터, 기타전자제품,
기타 전기기기 및 부품
관세율, 3) 음영부분은 한국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한 업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편직물, 의류는 물론 가죽 및 모피, 화학섬유, 합성수지, 무기화
학, 유기화학, 화장품, 일반기계, 정밀계측기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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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에서는
FTA 이후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을 증대
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중국에 진출해 있
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 임가공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 현재 무관
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판매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조달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 ․ 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 ․ 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한 ․ 중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첫
째, 중국의 명목, 대한국 가중 평균,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
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FTA에 따른 가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
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완성차, 의류, 가전기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전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입시장
에서 경쟁국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세계 가중평균 관세율
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완성차, 자동차부품, 의류, 기
타 섬유제품, 가전기기, 고무, 플라스틱제품, 기타화학제품, 철강제품, 일반기계,
비금속광물 업종에서 가격효과와 전환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품목에는 중국의 무역방
식 분류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중에서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품목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격으로는 소비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동시에 중국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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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수출되는 업종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하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
종으로는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그동안 중국의 고관세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부진했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대체로 내구소비재류가 이러한 제품군에 속하며 중
국이 가장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이다. 예컨대 자동차, 가전제품 등과 같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활발하나 대중국 수출은 부진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경우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관세장벽을 피해
이미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현지에
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일부 제품군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 ․ 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
한 ․ 중 FTA 이후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세인
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완화 또
는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를 감안
할 때, 한 ․ 중 FTA를 통해 중국 내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288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 ․ 중 FTA 추진으로 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상호 무관세의 실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다음으로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진출기업의 비즈니스환경 개선, 비
관세장벽 해소,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인력이동 제한 완화, 중국의 비합리적인
상관행의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 중에서 통관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중국 법인의 원부자재 수입시 자의적인 관세부과 등의 관
세평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 ․ 중 FTA 추진시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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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상품분과 이외에 비관세조치
협상 분과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의제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비관세조치와 투자 관련조치는 각국의 각종 법규
개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협상 자체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향후 중국의 각종 비관세조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침해 사례, 투자 장벽 등
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와 사례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 ․ 중 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는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
컬기업,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
중 FTA가 추진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전체 판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산 제
품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 ․ 중 FTA로 양국간에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간재보다는 자동차, 의류 등 최종재에서 중국으로부
터의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
서도 우리의 민감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한 ․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
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핵심부품과 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으로부터의 수입
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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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 ․ 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
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
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
간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허브 전략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5년간의 우리나라 허브정책 전반을 평가해 보고, 우
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지역 및 상하이
지역의 금융 ․ 물류 허브정책 성과와 경쟁력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 ․
물류 허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 ․ 물류허브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금융허브 정책은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의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①
자산운용업 육성, ② 금융시장 선진화, ③ 지역특화 금융개발, ④ Global
Network 강화, 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⑥ 규제 ․ 감독 시스템 혁신, ⑦ 경
영 ․ 생활 환경개선)를 제시한 이래 현재까지 비교적으로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금융규제 완화, 외환자유화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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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시장중심으로 구축하였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된 금융시
장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 세계적 기준에 상응하는 금융제도의 개혁, 금융감독 행정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물류허브 정책에 대해서는 2003년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 추진 로드맵에서 인천
공항, 부산신항,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3대 추진사업과 7대 추진과제(①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② 물류거래의 투명화, ③ 물류인력의 양성, ④ 물류전문기업 육
성, ⑤ 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⑥ 막힘없고 서류 없는 물류정
보시스템 구축, ⑦ 동북아 철도망 구축)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과제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인천 공항이 국제화물 취급물동량에서
세계 2위, 공항서비스 측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정상급 공항으로 발돋움
하였고 2006년 개장한 공항물류단지는 2008년까지 입주완료 예정에 있으며 인천
공항 2단계 건설사업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또한 부산항의 경우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환적물동량 증가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 양산항 개장과 화물의 경박단소화,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에 의한
것으로, 당초 물동량 및 환적률 목표에 비해서도 다소 부진하다.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나 물류기업의 체질개
선 미흡 등으로 기업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국제 물류지원 제도 개
선을 위해 관세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운영이 실시되었고 통관신속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 효율적인 통관제도, 높은
질의 내륙운송서비스, 물류소프트웨어 등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하고, 물류인프라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통합적 관리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외에 민간투자 유
치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허브전략의 중심지인 베이징-톈진 권역 및 상하이의 금융 ․
물류산업에 대한 정책 및 현황 전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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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베이징-톈진 권역은 베이징에 중국 금융정책의 결정과 감독 및 거시관
리 부문을 담당하는 주요 금융기관이 소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산업의 핵심
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베이징이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 본사들이 입
지한 경제 중심부로서 금융자본이 풍부하며, 중국의 수도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도 외자유치에 큰 장점으로 작용
하고 있다. 또한 톈진시는 빈하이신구를 금융개혁의 교두보이자 실험무대로 삼겠
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톈진 지역의 물류환경은 중국 내 단일 공항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베
이징 공항과 톈진항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에 비해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등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물류산업이 아직 계획경제의 영향에
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 내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
모 확대에 주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하이 지역의 경우는 베이징-톈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 물류 부문
모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상하이 푸동지구가 1990년대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동북아 무역⋅금융⋅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중국정부의 계획에 따라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우
상하이시 전체 금융업 자산규모가 전 세계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
었다. 무엇보다 상하이는 기본적으로 심천과 함께 금융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
는 증권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 증권등록결산 업무와 상업은행 자금결산업
무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증권시장, 선물시장, 황금시장, 외환시장, 수표
시장 등도 모두 상하이에 입지해 있어 전국 자본운영 기능과 외국 금융기구의 관
리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금융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하이는 물류중심지로서도 중국 내에서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푸동공항은 중국 제1의 화물처리 공항이자 베이징공항에 이어 2위의 여객수
송 처리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항은 연간 20~30%대의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더구나 양산 심수항의 개항과 더불어 상하이항은 곧 세계 제1
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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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류산업의 발전은 중국 내 소비재 수출 및 각종 원자재 유입의 급증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아직 환적물동량 비중
(33.2%)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당분간은 중국 내 물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어 단기적으로 환적화물 비중의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인천, 베이징-톈진, 상하이 3개 지역의 금융 ․ 물류 부문 추
진성과와 함께 3개 지역에 대한 금융 및 물류산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별 중요도와 각 지역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부문의 경쟁력 평가 결과 3대 평가기준 중 ‘경제활동 여건’의 중요도가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생활환경 여건과 접근성 여건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요소 중에서는 국제화 경쟁력, 제도적 경쟁력, 전문인력 경쟁력, 성장
잠재력, 기업 경쟁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12개의 평가요소 중에서
서울-인천 경제권은 국제화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요소에서만 상하이보다 뒤처지
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경제권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부문의 경쟁력 평가는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 따르면 3대 평가기준 중 ‘경제활동 및 물류 여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항만여건, 공항여건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평가 요소 중에서
는 허브 경쟁력, 기업 경쟁력, 성장 잠재력, 기술 경쟁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물류부문에서는 상하이 경제권이 경제활동 및 물류여
건, 그리고 항만여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인천 경제권
은 공항부문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 ․ 중 3대 경제권의 금융 ․ 물류 허브 추진성과와 더불어 3개 지역의 경
쟁력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의 허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단 우
리가 앞서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처진 부분은 그 중요도에 따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허브
정책 수립과정에서 상호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측면을 같이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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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금융부문의 경우 3개 지역 간 비교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제도적 경쟁력, 전문인력 경쟁력 등은 지속적으로 개혁 ․ 발전시키는 한편, 뒤
처져 있는 국제화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중 제도적 경쟁력의 경우 3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아직 선진 금융중심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에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상시 금융규제개혁이 가능한 틀을 확고히 구
축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감독 ․ 검사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
과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 부문은 국가의 GDP 성장률 차이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으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 개
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자산운용업, 장기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다양한 특성화 금융
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국제화 경쟁력 또한 금융허브 경쟁에서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물론 국제화는
개방 추진의식 등 주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선은 국내금융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
하는 한편, 반대로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각종 규제 및 경영환경의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비와 인적자원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요건 중에서 접근성 및 생활여건은 상
대적으로 경제활동 여건에 비해 중요도가 낮으며 비교적 단기적인 보완 및 개선
이 용이한 부문으로, ‘외국인 경영 ․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조기 추진하고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인
력의 질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인적자원의 개선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산학협동 등을 통한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육성방안
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금융관련 MBA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반면 금융부문의 협력적인 측면을 보면, 중국의 개방으로 인한 투자자금의 유
입은 단지 중국 내 투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지역금융중심지(홍콩, 싱가
포르, 도쿄, 서울 등)로의 분산투자를 통해 역내 전체 금융산업의 활성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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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상호간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재로서는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대륙 내 자본 ․ 금융 시장은 아직 개혁이 미진한 단
계에 머물고 있어 중국 본토와 대만, 해외 화교 등 ‘대중화권’의 은행 역할을 하
던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홍콩 유수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과의 제휴 ․ 협력을 통해 차이나 리스크를 극소화하면서도 향후 중국 대륙 진출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및 현황자료를 기초로 볼 때 물류허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상대
적으로 높은 공항여건의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기업운영의 경쟁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와 뒤처져 있는 성장 잠재력, 즉 항만 경쟁력, 허브 경쟁력을 역내협력
등의 방안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있다. 물류부문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물류정책과 관련한 우대조치를 통해 물류산
업의 질적 제고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 위주의 물류정책으로의 전환은 물동량 증가가 없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허브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
안인 동시에 물류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우위에 있는 ‘기술경쟁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무엇보다 물류부문에 정
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 RFID 등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선진물류국가들을 중심으로 E-Logistics,
M-Logistics, U-Logistics 등 정보화를 물류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RFID, SCM 등 차세대 물류정보화 신기
술 개발을 통한 E-Logistics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류부문의 경쟁력 비교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류허브
전략이 중국과의 인프라 구축 경쟁을 통한 단일허브로의 대결구도로 흐르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바, 역내 협력적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현재 경쟁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다롄, 톈진, 칭다오항 등 역내항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 허브항만 전략을 보다 지속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경쟁력 분석에서 나타난 우리의 기술적, 기
업경쟁력 측면의 우위와 항공물류 경쟁력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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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전략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요인 중 하나는 재원조달 문제이다. 특히
물류관련 시설투자의 경우는 대체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바, 제한된 재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용규모 예측과 더불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자 등의 자금조달계획이 먼저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간재원 조달방식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 외에
도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프로젝트 금융, 조세증가 재정 등을 고려할 수 있
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든 민간자본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제시된 세 가지 방안들은 모두
향후 사업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의 추진 및 참여가
보다 신중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방안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비교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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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정성춘 ․ 이형근 (2007. 12)
ISBN 978-89-322-1275-3/A5/222면/10,000원

본 연구는 한 ․ 일 자동차산업이 한 ․ 중 ․ 일 3국에 형성한 생산네트워크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 분석하고 있다. 한 ․ 중 ․ 일 3국 중에서도 특히 중
국에 형성된 한 ․ 일 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
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중국 생산네트워크를
고찰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대체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해외
에 형성하는 생산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본국에 형성되어 있는 생산네트워크의
구조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가치활동이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최근의 경향을 통해 볼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여러
나라에 걸쳐 형성된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 자동차산업은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생산물을 다루
는 산업으로, 다수의 업체로 구성되는 생산네트워크가 전형적으로 발달된 산업이
다. 또한 최근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 자동차시장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가
장 유망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으로서는 자동차산업
을 선정하고 지역적으로는 한 ․ 중 ․ 일 3국을 선정하여, 우리 기업과 일본기업이 형
성한 생산네트워크의 특징을 비교 ․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글로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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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적 개념으로서 ‘생산네트워크’를 보다
엄밀히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와 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생산네트워크’의 중심에는 핵심기업(flagship)이 있고 핵심기업의 통합력에 의해
다수 공급기업(suppliers)의 계층적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 이러한 계층적 구조는
핵심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며 이는 ‘생산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등 ‘생산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고
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의 대응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동차업체의 대응을 요약한다면 대형화와 글로벌 사
업 전개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과잉생산능력이 현재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완성차업체들은 합병, 자본제휴, 기술제휴 등의 대형화를 추구하였으며, 이와 더
불어 글로벌 전개도 가속화하였다. 특히 신흥시장으로의 생산거점 확대는 그 전형
적 특징이다. 부품업체들도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전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
가되었다. 본장에서는 중국의 자동차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특히 2004
년을 전후로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수요자 주도시장으로 변화된 상황과 주요한 자
동차업체들의 판매성과 및 그 요인을 분석하면서 중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4장과 5장에서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업계의 중국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고찰
하였다. 먼저 국내에 형성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고
찰하였고 이러한 생산네트워크의 중국으로의 이식, 그리고 중국의 시장상황에 대
응한 생산네트워크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광저우시에 형성
되어 있는 일본의 생산클러스터, 베이징시에 형성되어 있는 한국의 생산클러스터
에 대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 ․ 일 기업 생산네트워크의 특징을 비교하고 우리정부의 정책과제
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의 유사점으로서 자기완결적인 네트워크 구조, 제한적인
네트워크 간 상호 교류, 특정지역(일본: 상하이, 톈진, 광저우, 한국: 베이징)에의
생산거점 집중, 자국 부품업체에 대한 높은 부품조달 의존도, 연구개발기능의 제
한적인 이전, 현지조달 중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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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차이점으로서 일본은 고품질 ․ 고가격 전략인 반면 우리나라는 박리다매
전략, 부품조달구조에서 일본은 계열구조 강화인 반면 한국은 약화, 단가인하방식
에서 일본은 합의와 효율개선에 의한 단가인하이나 한국은 일방적 전가형의 단가
인하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안
하고 있다. 먼저 해외진출 우리 업체의 현지화를 더욱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지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국내 중소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수요감소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FTA 체결을 통해 해외진
출 우리 업체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국내와 해외의 공정
및 제품 분업구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자
동차산업 R&D 기능의 국제적 재배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
리고 일본의 생산네트워크에 우리 기업을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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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 ․ 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2007. 12)
ISBN 978-89-322-1276-0/A5/184면/7,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
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장, 무역구조 등의 현황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정성적 ․ 정량적 방법으로 고찰한 후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인도산업은 발전하고 있으나 제조업이 중단기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계, 자동차, 철강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향후 인도 주요 제조업은 한국의 제조업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적인
교역의 잠재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정부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 발전이 필
수적이라고 인식하여 다양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효
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정부는 제조업 중에서도 철
강, 석유화학, 일부 기계, 자동차, 섬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의 FTA 정책이 인도 제조업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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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도경제를 견인하는 서비스업과 더불어 최근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이 중단기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그 성장
추세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음료 및 섬유와 같은 경공업보다는
철강,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인도
제조업 성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인도의 6개 주요산업에 대하여 산업 및 무역의 잠재규모 등을 계량적으
로 추정함으로써 산업발전 가능성을 도출한 결과, 생산 측면에서 기계, 철강, 섬
유, 전자 및 화학의 순으로 중요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교역구조
면에서는 화학, 철강, 기계 등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킬 것으로 추정
되었다.
넷째,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분석에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도 진출
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인 한 ․ 인도 경제협력 규모 및 수준은 아직
작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구조면에서 양국관계는 매우 보완적임에도 불
구하고 교역대상 품목은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화학 등 제조업의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간 교역품목의 경쟁도는 낮은 편이나 산업간
교역대체관계도 매우 낮아 교역의 잠재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인도 산업발전에 대응하고 산업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력과 보완적 산업협력을 추
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우리측의 협력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현재 교역하고 있는
분야는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경제가 급속도로 성
장하면서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일본 등 다양
한 국가들이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한국도 인도 진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야별로는 자동차 부품, 백색가전, 유무선 전화기, 전선 및 케이블, 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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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물, 비합금강 및 스테인레스강, 합성수지 및 고무, 유기화학물, 섬유기기, 주
형 및 주물기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출전략 수립시 세계 인구의 1/4, 연평균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
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의 생산거점으로 인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도가 남아시아, 유럽, 중동, 동남아, 중국 등을 연결하는 허브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연한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인도산업이 우리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전자, 기계와 같은 분야에서 경쟁
적 관계를 형성할 만큼 급속히 성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속성장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이들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교역 잠재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정부는 한 ․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조속히 추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보다 먼저 CEPA를 추진하여 현재 선점하고 있는 인
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
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인도시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의 투자 및 교역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 ․ 분석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조업 분야뿐만 아
니라 인도가 비교우위를 지닌 서비스업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인도의 유능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 유치 확대,
골든카드 확대 운용, 전문직 인력 국내 취업확대, 인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립, 각종 학술 포럼 등과 같은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넷째, 한 ․ 인도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 ․ 인도 R&D 협력기금’을 마련하
여 ‘한 ․ 인도 과학인력교류 프로그램’, ‘한 ․ 인도 비즈니스 포럼’ 등을 설립 및 지
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통상 및 교류
재단’ 등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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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가입국 가운데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
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무역대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6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는 WTO
가입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 러시아
는 WTO 가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산업다각화,
소비자 후생증대 등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2006년 11월 미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10월 현재 그루지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상을 남겨
두고 있어, 이르면 2008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은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WTO 가입 이후 가시화될 러시아의 무역투자환경 변화
가 한 ․ 러 경제협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 증
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러시아 정부는 1999년 이후 WTO 가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관세는 대부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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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가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안정적이며, 2005년 기준 특별관세 포함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은 12.1%, 무역량가중평균 실행관세율은 14.0%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비종가세 비중이 전 품목의 13.1%를 차지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관세가
실행관세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관세장벽보다는 통관절차,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과 금융 ․ 보험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하는 서비스장벽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러시아의 WTO 가입 양허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농산물 관세는 8% 수준까지 인하될 계획인데, 이는 협상의 기준연도인
2000년 관세율에 비하여 약 36%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혼합세
가 적용될 품목은 현행 1,300여 개 품목에서 WTO 가입 이후 1,100여 개로 줄어
들고, 최근 3년간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ITA(정보통신협정)에 가입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둘째, 서비스시장 개방은 총 150개 부문 중 116개 부문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방될 116개 부문 중 30개 부문은 완전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의 개방 폭은 WTO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칠 전망이며, 원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과 운송, 전력 ․ 철도 ․ 항공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방의무를 지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 부문에서 국내업자와
해외업자 간의 차별대우도 허용되며, 개방허용 부문에서도 서비스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WTO 농업협약에 따라 WTO 가입 6년 이내에 단계적으
로 앰버박스를 20% 감축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가 계산한 감축대상 농업보조금
규모는 162억 달러이며, 농산물 수출보조금 규모는 7억 2,600만 달러이다. 러시아
정부는 2001년 3월에 WTO 가입 후 6년 내에 감축대상 농업보조금을 129억 달
러,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4억 6,470만 달러까지 축소하겠다는 보조금 감축 계획을
WTO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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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러시아의 WTO 가입은 다양한 수준의 관세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아직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세부 품목별 양허내용은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러시아의
수입시장개방 확대 폭을 엄밀히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과의 양자협상
내용과 러시아가 WTO 가입작업반에 제출한 자체보고서 등 대외적으로 공개된
일부 정보만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부문인 전기 ․ 전자, 자동
차, 철강, 기계 등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는 비교적 높
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들은 러시아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내수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바탕으로
러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투자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현지 그린필드 투자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
데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시장진출에 커다란 변화를 가
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무역투자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과거에 비해 러시아의 무역투자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
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무역투자 대상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
나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WTO 가입
을 계기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하하고,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고질적인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복잡한
조세 및 회계 기준 등이 가장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WTO
가입이 한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호기만은 아니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현재까지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크게 누려왔다. 그
러나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여 무역투자환경이 개선될 경우 러시아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새로운 대
러시아 무역투자 증진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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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러시아 무역투자 증진방안은 크
게 △ 통상협력의 확대 △ 현지 기업활동의 지원 강화 △ 국내 통상인프라의 강화
△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시장여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러시아 시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WTO 가입을 분기점으로 해서, 한 ․ 러 양국이 일정한 규칙
과 기준하에 정부간 통상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더라도 통관절차를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정부는 러시아 현지 한국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러
시아의 WTO 가입으로 무역 및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러시아 시장을 둘러싼 국
내외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감당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비자문제, 정보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은 정
부가 전담하여 해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대러시아 통상인프라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높아질 러시아 통상 관련 인적자원 수요를 감안하여 러시아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 내의 러시아 관련 업무비중을 늘리고, 부처 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활성화될 기업들의 무역투자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는 산 ․ 관 ․ 학 ․ 연의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협의채널도 통상관계 중심의 실질협력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협력사
업 방향은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무역과 투자를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산업인프라 구축, 에너지자원 개발 등이 중심이 될 개발협력사업
은, 한국은 에너지를 획득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산업인프라 구축
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이다.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비하여 기업차원에서도 △ 현지투자 활성화 △ R&D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 민간통상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러
시아 투자진출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러시아 현지의 무역투자환경 변화에 걸맞게 기존의 수출 중심에서 현지투
자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전반적인
구매력 상승과 관세인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
아남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현지투자를 적극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R&D 투자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과 인적자원은 한국
의 첨단산업기업들이 러시아에 현지투자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생산요
소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은 현지에 다양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국간
통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종업계의 기업 간
자매결연, 러시아 내 한국인 상공인단체 결성, 박람회 및 전시회 활성화, 문화 및
예술 교류행사 활성화 등이 적절한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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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2007. 12)
ISBN 978-89-322-1278-4/A5/356면/12,000원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앞서 발전한 나라에 대한 학습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발견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즉 앞서 발전한 나
라의 정책 방향과 결과, 그리고 정책 실패까지도 후발국들이 최선의 정책을 수립
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발국의 발
전경험을 후발국과 공유하는 것은 후진국의 빈곤감축과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
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발전경험 공유를 대외원조의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침을 정하
였다. 하지만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적 전통이나 경제적
초기조건을 갖고 있는 지금의 개발도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중
요한 분야인 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이며 예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주로 초기 공업화 과정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1960년대
와 1970년대 초반이 주를 이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의 경험도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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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제정책 중에서도 산업발전과 밀접히 연관된 실물분야 정책을 주 분석대상
으로 하였으며, 거시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 등은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산업정
책이나 무역정책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국가를 우리 경험의 적용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중에서도 자원부존이나 자연환
경이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나 초기 공업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않
은 나라는 제외하였다.
우선 아프리카의 경제현황과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가 중 우리 경험이 적용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국가를 추출하였
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공업화 과정의 산업화 전략이 아프리카에서도 적용 가
능한지를 초기조건의 차이 및 국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비교경제사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정책분야로는 산업정책, 무역정책, 자본조달정책, 기술발전과정, 부패
억제 등을 다루었으며, 산업 사례연구로 섬유산업의 발전과정과 아프리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와 아프리카 나라들의 초기조건이 다르고 또 40여
년 전과 현재의 국제적 환경에도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위험과 한계
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공동연구자들은 몇 가지 정책방향이나 원칙 차원에서 우
리의 경험이 아프리카에 줄 수 있는 교훈 혹은 시사점이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
을 같이하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나라의 산업화 전략은 최적의 기성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산업화
에 성공했지만,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스스로 시
행착오와 학습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적합한 전략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기
구의 작동에 필요한 제도뿐 아니라 기업가 의식을 가지고 민간경제를 주도해 갈
기업가 집단도 형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시기
나 1950년대를 거치면서 다수의 민간기업과 기업인들이 이미 폭넓게 존재하고 있
었는데, 이는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 되었다.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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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 경우 이런 자산이 우리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를 시장기구
의 작동에만 맡겨놓거나 그것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산
업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분적으로 기업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업 소유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소유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이다. 사실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정책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것을 제대
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성과관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가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적
이익집단으로부터 소위 ‘포획’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관리들이 정책집
행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버리면 어
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유능한 엘리트를 관료
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원 채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
산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순서(sequence)를 바로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순서가 잘못될 경우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성과를 내
지 못할 수도 있고, 올바른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초기 공업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이미 성숙된 기술을 도입하여 가격경쟁력을 획득하고 기술을 이전받는 전략이었
다. 비록 더디더라도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이나 분야를 택하여 성공의 경험을 축
적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정부에 의
한 선별적인 산업육성이 과연 필요하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도 수출확대정책뿐 아니라 국내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주의 혹은 수입대체적 정책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소위 ‘수출대체(export substitution)’를 통해 수출산업의 구조를 고도
화하고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보면 수출지향적 정책과 수입대체적 정책이 적절하게 혼합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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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현재와 같이 다변화되고 자기완결적인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였지만, 그 과정에서 수
출구조를 발전시키고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해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대체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실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외국제품 수입을 허
가하여 경쟁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현재 아프리카지역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력을 판매하는 ‘국제하청(international
subcontracting)’이라도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 혹은 일부 부문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 효과가 파급되고 성공모델이
학습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근대적 행동양식이나 사고체계도 형성되며, 민주주
의의 정착과 부패 청산을 위한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추구했던 산업정책, 소위 제조업 분야에서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을 육성하는 정책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모방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
로 보인다. 그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과감한 산업정책은 위험하지만 외국의 기술을 흡수하
고 추격하려는 노력은 초기 공업화 단계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지금은 기술라이센싱을 통한 토착기업의 기술흡수가 어려워지고 기술사용료도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숙기술의 경우 이런
형태의 기술도입이 지금도 가능하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기술을 개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설립한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들이
기술을 흡수 ․ 모방하고 나아가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개발도상국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이다.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발전 및 생산성의 향상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
적되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국내 소비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지만, 농촌사회의 안정은 정치안정에 매우 필수적이다. 그리고 농촌과 농업의 발
전은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확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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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농촌의 빈곤화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박탈, 빈곤층 및 도시공식부문
의 광범위한 확대를 가져와 사회안정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교육의 확대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서도 강조하
였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초기조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문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수준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자해독률, 초
등학교 및 중등학교 진학률 등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1960년대 초에 비해 크게 낮
은 수준이다. 교육수준은 단순히 노동력의 질이나 노동규율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갖추는 데에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공업화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세련된 민주주의는 아니라도 복수정당
제와 최소한의 언론 및 집회 ․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편
적 교육과 기본적 민주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극도로 부패해
져 소위 ‘약탈국가(kleptocracy)’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1990
년 이전까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같은 정부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 교육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
칙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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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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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섭·여지나·박현정·배승빈 (2007. 12)
ISBN 978-89-322-2124-3/A5/210면/10,000원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
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
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
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
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현재 한국이 중국 및 세계 시장에
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혹은 중국 중심의 중화권 경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략적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에 대한 답으로서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포괄적ㆍ다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제관계를 중
심으로 발전되어 온 한ㆍ중 관계의 협력 의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화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안전성장 일변도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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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 분야에 걸친 보다 광범위한 통상외교
전략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실리적인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 가능성을 내다보고 한ㆍ중 관계의 방
향을 설정해 이에 기반한 대중 통상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ㆍ
중 경제교류 분야의 쟁점인 한ㆍ중 FTA 체결에 있어서 협상의 적절한 시기 선
정과 협상력 발휘를 통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ㆍ중 관계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둘째, 향후 대중화권 통상전략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홍콩, 대만의 전략적 중
요성을 고려한 지역별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하나의 중화
경제권’과 중화권 내 수 개의 경제권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홍콩과 대만에 대한 경제적 통합 가속화를 통하여 중화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중화권 내 금융ㆍ물류 등 일부 영역에서 서로 경쟁과 협
조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중국 대륙
의 성장점이 다핵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연해의 주장(珠江) 삼각주, 창장
(長江) 삼각주 및 환발해만 지역 이외에도 동북3성, 서남지역인 성유(成濡)지구
등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연해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대중국 진출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난 15년간 한ㆍ중 경제교류를 통해 향유해온 ‘중국효과(China effect)’
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고부가가치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향후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주도적인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지배력을 가진 주도적인 제조국이자 수출국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
이 시작되고 있는 제품군에 대해 한국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옮겨가거나 혁신적
인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사슬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인 R&D, 디자인, 핵심 부품 개발, 마케
팅 등의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산업별로는 현재의 중심산업인 철강, 전자,
석유화학, 조선 등의 제조업 수명을 늘려야 한다. 부품 소재 사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나 소재의 품질이나 다양화가 최종 조립제품의 품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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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은 기초소재에 대해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
다. 한편 중국의 소비시장뿐 아니라 생산자시장의 공략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품과
자본재 개발에 노력하고, 시장 수요의 세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대중 통상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한ㆍ중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단순히 무역과 투자문제를 넘어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
야에서 중국과 통상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와 이
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한ㆍ중 간 통상분쟁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면에서 중국의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는 물론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중국
협상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국 또는 국제기구
와의 선택적 공조를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하에서 분야별 통상협력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무역분야에서는 한ㆍ중 간 분업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부품과 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증강시켜 중국 산업구
조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
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
국 수출유발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분야에서는 중국이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을
임가공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China+1’ 전략을 추구하여 중
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내수시장을 타
깃으로 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시장 규모 확대와
개방에 맞춰 금융, 유통, 물류 등 중국의 성장분야인 제조업 지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출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향후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해외투자를 강화하게 되면, 양국간 투자협력 구조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투자에서 쌍방향 투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는 대중국 투자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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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정립하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통상협력의 정부간 주요 이슈가 될 한ㆍ중 FTA 논의에서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되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구와 예측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결과에 기초하여 조심스
럽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FTA 협상을 다른 국가
들과의 협상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협상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ㆍ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내 투자기
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금융, 물류, 에너지, 기술 등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양자간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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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
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 지위를 상실하였
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
처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
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
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일본경제의 현황 및 일본정부의
통상정책의 변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경제는 2002년도 이후 플러스 성장에 진
입한 이래, 현재 전후 최장기간의 확대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출입
규모는 2002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
가와의 수출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
후 다자간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FTA 중심의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
상정책으로 변화되었다. 통상정책의 기본방향도 ‘대미관계 중시 노선’에서 ‘동아시
아 연대 중시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일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소재ㆍ부품, 생산설비 등에 있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본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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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면서 투자대상국이다. 최근 일본의 대한투자는 액정,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하며, 최근에는 양국간
산업협력의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무역적자 문제, 투자확대 문
제, 한ㆍ일 FTA 재개와 관련된 문제, 산업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현안 이슈를 안고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 EU, 중국의 대일 통상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국가들의
대일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과거 미국은 일본과 극심한 통상마찰을 겪었으며, 구체적
으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수출자율규제(VER)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시장개방 및 구조개혁 요구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WTO의 성립, 중국의 대두 등으로 미ㆍ일 간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7년 들어 미국과 일본의 정부계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양국
간 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국과 비교해 EU와 일본의 경제관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EU는 일본
과의 통상마찰에 있어서 1950~80년대에는 차별적인 수입제한조치, 1990년대에는

‘미ㆍ일 구조협의’ 성과의 유럽 적용, 규제완화 요청 등으로 대응해왔다. 한편
2006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WTO 중심에서 FTA 적극 추진으로 과거 통상전
략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통상전략(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발표한바, 향후 이는 양자간에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중ㆍ일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신 확대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
제협력의 긴밀화는 양국간의 민감한 대립부분을 자극하기보다는 협조 가능한 사
안에 치중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은 대일수출과 투자확대 일
변도에서 기술협력 및 에너지ㆍ환경 협력의 증대, 중국기업의 대일 투자환경 정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고
려해 볼 때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기술혁신능력, 환경ㆍ에너지, 동아시아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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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파트너라는 세 가지 분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핵심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역사적, 경제적 피해의식 등을 버려야 하며, 나아가
제3국에서의 한ㆍ일 협력, 양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 인적교류 강화 등이 주
요 협력과제로 제시된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산업 및 기술, 교역, 투자, 인적교
류, 환경ㆍ에너지라는 5대 분야에서의 부문별 통상전략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우리가 얻은 결론은 명확하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
일 통상전략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나 선진국들의 대일 통상전략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은 일본의 풍
부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력분야를 설정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향후 기술, 환경ㆍ에너지, 경제통합
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대일 통상정책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분야들
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상호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우리 기업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필요한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 조성은 양국간의 제도적 조화와 시장통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술능력 향상이 매우 필요한 분야는 환경ㆍ에너
지 분야이다. 현재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
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 틀림없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성장의 제약조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돌
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가능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결국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ㆍ에너지 제약의 극복에 필요한 제도적ㆍ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보유한 제도와 기술을 어떻게 발굴ㆍ활
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ㆍ일 양국간 경제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핵
심적인 파트너로서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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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2007. 12)
ISBN 978-89-322-2126-7/A5/122면/7,000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
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
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
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ASEAN은 또한 한국의 5대 교역지역, 2대 건설수주지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으로 긴밀성이 높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주요 자원을 보유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동아
시아 역내 경제통합과 ASEAN+1 차원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루
어진 한ㆍASEAN FTA는 한국이 동아시아 역내 지역통합 구도에 안착하는 발판
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수년간 ASEAN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과의 FTA와 동아시아 지역
통합 및 경제협력 구도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 인도, 호주 등의 적극적인 견
제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ASEAN은 ASEAN+1, ASEAN+3,
ASEAN+6 등 ASEAN 중심의 중층적인 협력구도를 기반으로 각국과의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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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시장통합 및 경제협력 구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이같이 동아시아 지역통합 및 경제협력의 주도권 경쟁에서 전략적 허브로서
ASEAN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한ㆍASEAN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중점 추
진과제로는 대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ㆍ전략적 운용체계 구축, 산업협력기반
확대, 비관세장벽 철폐, 저개발국 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향후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향방을 결정지을 ASEAN과의 전략
적 파트너십 형성 및 통상외교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산업협력기반 강화
를 통해 민간부문의 진출기회 확대와 무역 창출에 역점을 두는 전략적인 글로벌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역
내 FTA가 보다 확산된다면 2010년을 전후로 동아시아 FTA 추진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ㆍASEAN FTA 등으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구축한 점을 적극 활용해 ASEAN과의 전
략적 파트너십을 보다 심화ㆍ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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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 ․ 배희연 ․ Jeffrey Robertson (2007. 12)
ISBN 978-89-322-2127-4/A5/130면/7,000원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
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말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 경제, 문화, 외
교 및 역사적으로는 상이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조건은 대양주에 위치한 국가들의 지
정학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주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높은 국민소득을 지닌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으로
부터 국가의 경제활동이 대부분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까지, 역
내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 정도의 차이로 인해 대양주는 하나의 지역으로 이해되
기보다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기타 국가로 양분되어 인식되었다.
2006년도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양주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약 2%이며 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경제적 교류는 대부분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에 의존해 있으며, 그외 태평양제도의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시각만으로 대양주를 바라보았을 때, 대양주는 한국의 주요 관심국가
가 될 수 없다. 대양주의 주요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각각 2,000만 명과 400만 명의 적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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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차, 전기기기 등 최종 소비재화의 수출이 많은 한국이 이 지역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경우
교역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역 증대나 경제적 협력
을 통해 한국의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양주에 위치한 국
가들의 경제ㆍ문화ㆍ정치적 다양성은 한국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여지를 제
공한다. 호주의 풍부한 자원, 뉴질랜드의 농업기술력,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
의 국제기구에서의 투표권은 경제적ㆍ외교적으로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양주 지역에 대한 통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이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즉 대양주 국
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 증대나 교역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국가들이 지
니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자원 확보나 농업 진출 및 농업 기술협력 강화,
그리고 외교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지지기반 강화와 같이 정치ㆍ
경제ㆍ안보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접근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 진입을 원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럽통합과정
에서 소외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호주ㆍ뉴질랜드에 있어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진입은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쟁
과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은 호주ㆍ뉴질랜드의 동아시아 경제권 진입에 중
요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ㆍ뉴질랜
드에 있어 한국은 단순한 주요 수출국을 넘어 자국의 동아시아 경제권 진입의 성
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성급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진입
을 희망하는 호주, 뉴질랜드의 입장과 동아시아 내에서의 역학관계를 활용하면서
경제통합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한국의 농업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전략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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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총생산대비 생산자 지원비율(PSE: Producer Subsidy Estimate)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현
재 호주와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PSE를 가지고도 국제 농산물시
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두 국가의 농업생산에서의 비교우위
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농업부문에서의 높은 기술력과 더불어 영어 사용권으로 다른 지역에 비
해 한국의 개인이나 기업 진출시 언어소통에 유리하며, 농업부문의 적극적인 이민
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농업 진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호주ㆍ뉴질랜드와의 국가간 접촉을 통해 한국 농기업들의 진출
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고, 분야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농업 진출
에 관심이 있는 개인ㆍ기업에 제공하여 농업 진출 및 협력 확대를 전략적으로 전
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적 협력 강화도 대양주 국가들에 대한 주요 전략목표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양주는 외교적으로 ‘능력에 비해 많은(Punch above its weight)’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긴밀
한 관계를 배경으로 한 호주ㆍ뉴질랜드의 강하고 적극적인 외교와 경제적인 영향
력은 미미하지만 다자간 협상이나 포럼에서 중요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태평
양제도 도서국가들의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구이다.
국제사회에서 호주ㆍ뉴질랜드의 외교력과 태평양제도 도서국가들의 투표권 활
용을 위해 대양주 지역에 대한 외교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
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여론을 한국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직접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도 중요하
지만 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ㆍ뉴질랜드 등의 측면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태평양제도 도서국가들에 대한 ODA 규모를 확대하여 한
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국가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목
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ㆍ호주 및 한ㆍ뉴질랜드 FTA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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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ㆍ뉴질랜드의 FTA 추진 요구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ㆍ뉴질랜드와의 FTA는 FTA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아닌 중장기 통상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호주ㆍ뉴질랜드
의 사회ㆍ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순수한 경제적 접근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ㆍ경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FTA를 추진
함에 있어 상품교역에서의 관세철폐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철폐 이외에
인적교류 확대, 과학ㆍ기술협력과 같은 상호 협력의 확대나 서비스ㆍ투자 부문에
서의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의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FTA를 통해 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
보ㆍ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호주ㆍ뉴질랜드와의 FTA는 양국과
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양주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을 견제하여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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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 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경제는 2002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9%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이처럼 고속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2006년 기준 인도의 GDP는 8,261억 달러
로 세계 13위에 올랐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에 따른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명 경제예측 기관들은 인도경제가 향후 단기적으로는
8%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5~6% 이상 성장함으로써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2020년경에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20억~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의 대인도 교역
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2006년에는 9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 중 대인도 수출은 55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36억 달러에 그쳐, 한국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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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은 1991년부터 2007년 9월
까지 271건, 총 10억 8,941만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한 인도의 7대 외국인투자
국이기도 하다.
그 밖에 한국은 인도와 세관, 에너지 자원, 과학ㆍ기술, 안보, 건설 분야 등에
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양국은 광의의 FTA라고 할 수 있는 한ㆍ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한ㆍ인도
CEP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인도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전략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이 대인도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배경 및 목표는 경제, 정치, 외교적인 측면을 모
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하
이테크 기술 협력, 대테러전의 동맹국 확보, 중국과 러시아 견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인도 협력을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우주 공동개발, 군사훈련, WMD 확산 방지 등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도 인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인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 주요 통상국과의 무
역수지 흑자가 확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마찰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과의 통상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인도와의 FTA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 확보 및 개발에 있어서 인도와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거대한 인도시장 진출, 우회생산 및 수출기지 확보, IT 협력을 통한 시
너지 효과 거양 및 중국 세력 확대 견제 등 치밀한 정치ㆍ경제적인 고려를 바탕
으로 대인도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와 FTA를 추진하는 한편 인
프라 건설, 핵연료 및 기술 제공, 합동 군사훈련, UN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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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시 거대한 시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자
역할이 가능한 인도의 정치ㆍ경제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인도를 EU의 전략
적 통상확대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① EUㆍ인도 간 외교 메커니즘 강화, ② 정치적 협력 심화, ③ 인력 및
문화교류 확대, ④ 경제정책 협력 및 확대, ⑤ 문화교류 확대, ⑥ 무역 및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인도 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인도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도 주변국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 한국
과의 경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인도 통상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은 인도가 ① 거대한 잠재적 소비
시장, ② 남아시아의 전략적 허브지역, ③ IT 등 지식기반산업의 강국인 점을 고
려하여 ① 보완적 산업관계의 활용, ② 투자의 시너지 효과 증대, ③ 우수한 인력
의 교류 및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한ㆍ인도 CEPA를 적시에
체결하고,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 및 무역을 확대하며, IT
ㆍ과학 및 기술ㆍ보건/BT/의학ㆍ금속 및 광물개발 협력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남아시아 경제통합, 우주 및 항공 분야 협력, 항
만 개발 및 고속철도 등 인프라 분야 협력, 핵에너지 협력,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
력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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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가 점쳐질 만큼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의 고공행
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
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동경
제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
국가들의 발전전략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중동이 우리에게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
를 고려하여 우리의 대중동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으로는 중동 GCC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대외경제협
력 현황과 정책 분석, 세계 주요 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전략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걸프지역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하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즉 에너지 부문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경제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국민을 위한 일자
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획득하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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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다
각화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유가급락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원 고갈 이후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자국민을 위한 일
자리 창출은 높은 인구증가율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증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외국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
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유수
요 증가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석유 및 가스의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다각화를 위해서는 민영화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
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에서는 에너지 연관산업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 산업 등이 주요 육성대상이다. 이러한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금융, 관광, 물류, IT, 비즈니스서비스, 교
육 등이 유망한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걸프지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
20년 이상 산업다각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이 지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소위 ‘지대수입형 국가’로서 정
부가 압도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민간경제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부 주도의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프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개혁의 방향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
합을 심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역할 축소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와
보조금 축소,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경우 상품수입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으나, 서비스업 및 외국인
투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제조품의 경우 2003년부터 GCC
차원에서 5%의 단일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05년 말에 GCC 국가들 중 경제 비
중이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GCC 6개국이 모두 WTO
에 가입하게 되었다. GCC는 2001년부터 EU와의 FTA 협상을 재개하였으며, 그
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남미의 MERCOSUR 등과 다발적으로 FTA 협
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GCC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대부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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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에서의 관계강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국은 GCC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로 요구하고, GCC는 FTA 협상 대상국에게
에너지도 소매업, 석유화학시장 진출을 희망하며 기술이전과 투자확대 등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중에 GCC와 FTA 협상을 개시
할 예정이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대중동 정책을 살펴보면 21세기에 접어들
면서 걸프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것은
고유가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걸프지역의 수출시장이
확대된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문제가 자국의 안보나 사회안정과 밀접
한 관련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동의 정치
적 민주화와 경제적 개방이라는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경제통합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걸프지역 사이의 틈새를 활
용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네 국
가 모두 이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 이 지
역의 경제적 특징을 고려할 때 FTA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FTA가 정치ㆍ외교적 관계 강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그 결과 간접적으
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네 나라 모두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인데, 특히 이란과 이라크는 유전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더 이
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중동경제는 당분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시
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걸프지역의 영향력은 계
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의존
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걸프
지역과의 협력을 정치적ㆍ경제적 영역에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차원의 통상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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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대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란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
은 요인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석유의 경우 최근에 공급능
력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물량부족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가 절실하다. 현재까지는 제도적 틀을 통해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명시적 협약 외에 상시적 협력을 통한 신뢰 및 우호
관계 구축이나 경제적 연계관계 형성도 비상시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동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다변화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
리나라의 대중동 통상관계는 주로 상품수출과 에너지 수입, 그리고 플랜트 수출에
국한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동 투자나 중동의 대한투자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그리고 서비스부문에서의 경제관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중동 산유국은 막
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처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
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상황과 정
책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이나 플랜트의 수출입
을 넘어서서 양 지역 간 경제관계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관계
를 통한 양 지역 간 경제통합 심화는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성장이나 투자면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신흥시장 중 하나이므로 기존
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오일머니의 투자유치를 중요한 통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기금
으로 운용되는 중동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다른 외국 자금과는 달리 안정적 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관련분야, 석유화학, 제철, 건설자재, 금융이나 도시개발 등 서비스 분야,
민간자본 참여형 인프라 사업 등이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의 수주율과 경쟁
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통상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주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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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나 엔지니어링
분야와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진출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
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랜트 수주에서 파이낸싱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
므로, 우리 금융기관의 파이낸싱 능력을 제고하여 중동에서의 금융산업 진출과 플
랜트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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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더 이상 ‘암흑의 대륙’이 아닌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되
어야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잠
재성을 간파하고 다중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양한 협력채
널과 개발원조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가장 큰 의의는 역시 자원 확보가 아닐 수 없다.
석유하면 먼저 중동을 떠올리지만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원유의존도는
4%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아프리카는 일정부분 중동지
역을 대체하는 에너지자원의 보고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석유자원 이
외에도 우리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광물자원들이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다. 석
유자원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도 가능하다지만 광물자원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프리카는 우리의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이다.
둘째, 아프리카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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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도 지니고 있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플랜트 파급효과가 확산되
고 있다.
셋째, 상품 수출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되다시피해 왔으나 최
근의 성장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것
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만, 여타 개도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
이어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2006년 우리의 대아프리카 수출이 100억 달
러대에 진입한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자원 확보나 수출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
라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이다. 특히 아프리카
는 UN 회원국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다중적 또는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 아프
리카는 사실상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협력의 대
상에서 늘 멀어져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에 주목
하여 우리와의 협력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국가 전체 자원에서 아프리카
진출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진출전략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에 대해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
다. 따라서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아프리
카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거점 또는 중점국가 선정을 통
한 시장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물론 중점국가는 해당기업의 업종이나 진출동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3 plus 3’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접근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국가들은 아프리카 자원강국이자 성장 잠재
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핵심시장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와 협력의 여지가 많다
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왜소하고 개발잠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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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반면 이 국가들은 잠재력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는 신흥 유
망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무역ㆍ투자, 자원개발, 건설ㆍ플랜
트, 정보통신(IT), 개발협력 등 6대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아공과의 FTA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의지이다. 남아공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남아공 양국 모두는 FTA 체결 의
지나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ㆍ남아공 FTA는 실질적인 협력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이해되어야 한다. 남아공은 SACU라는 관세동맹체에
속해 있어 원칙적으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FTA 체결이 가능하나, 실
질적으로는 남아공이 SACU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남아공 측과의 FTA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AC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역시 남아공과의 개별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원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
국의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키지 진출전략이다. 나이지
리아의 경험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자원개발과 동시에 극
히 낙후되어 있는 전력망, 도로, 통신 등 인프라 건설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아프리카 산유국의 여건과 협력수요를 감안하
여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관련산업의 동반진출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보통신(IT) 산업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산업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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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아프리카로 확산하고, 궁극적
으로는 국내 IT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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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논점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아
프리카 순방 이후 ｢한ㆍ아프리카 포럼｣ 등과 같은 후속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
속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ㆍ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익과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아프리카와의 협력
이 자원 획득만을 목표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결국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두 해만 협력하고 말 것이 아
니라면 보다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효과를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의 비교우
위 분야와 아프리카 측의 협력 수요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소중한 ‘소프트 파워’ 자산을 보유하고 있
는 만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개발경험의 전수일 것이다. 빈곤완화가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
적인 원조방향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개발모델은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매우 유효
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
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
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지원공세를 펴도 우리의 개발경험
은 분명 아프리카인들에게 유익한 모델이자 숭모의 대상일 것이다. 경제개발경험
사업은 일종의 지식공유산업인 만큼 일회성 세미나나 단기연수 등 단편적인 방식
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촌문제와 직결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실
천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농촌을 개발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압축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접목시킴으로써 아프리카 빈곤극복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농촌개발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
한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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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 전
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한 수준 및 내용에, 인력이동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캐나다 FTA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네거티
브 시스템과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의 도입으로 서비스ㆍ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그 이전까지 한국이 북미지
역 국가와 유지하고 있던 경제협력 관계는 전혀 다른 별개의 패러다임을 바탕으
로 새로운 진전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변화될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
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대북미 통상전략을 탐색하였다. 북미시장은 막대한 소비처
로서 주요 시장확대 대상이자 에너지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이며, 현실적으
로 전 세계 주요 지역 중 가장 개방된 협력이 가능한, 선진적 사회경제 시스템과
대외통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북미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통상전략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 시장확대 전략이다. 북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현지 진출, 전략적
제휴의 형태로 다양한 시장진입전략을 제안하고 있고, 산업 진출 시 북미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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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ㆍ산업별 클러스터(cluster)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진출 리스크를 낮추고 이
익 극대화를 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하여 북미지역 진출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미지역 서비스기업에
대한 M&A는 한국 서비스산업 수출산업화 전략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운수ㆍ금융ㆍ건설 서비스 분야의 북미시장 확대를 적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고는 대북미 투자확대전략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북미지역에 대해
원천기술 획득, 글로벌 브랜드 창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FTA
를 통한 전략적 투자처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전략은 신산업 및 지식
기반산업의 기술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북미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연결하는 효율적 분업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대북미 통상전략은 에너지협력 전략이다. 에너지 협력전략에서는 캐나
다와 미국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소 차별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
다. 캐나다와 미국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대해 주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에 주목하여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에너지 협력방
안을 다층적 구조로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천연가스, 오일샌드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 및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하이브리드 기술, 신바이오에너지 기술 등과 같은 에너지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네 번째 대북미 통상전략으로 제시된 것은 기술협력 전략에 관한 것이다. 한ㆍ
미 FTA 타결로 인해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사 상호자격인정, 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접근 향상, 환경서비스 시장 접근 향상 등에서 과학 및 산업기술 협력의 증
진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미국은 DDA 수준으로 연구개발 분야 및 환경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향상시켰다. 한국이 이를 잘 활용하면 미국
의 첨단기술 구매, 국내 벤처기업의 미국 내 연구소 설립, 미국 환경서비스 기업
과의 사업기회 확대 등 한국의 산업ㆍ환경기술 향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대북미 통상전략은 인력이동 확대전략에 관한 것이다. 한ㆍ
캐나다 FTA의 경우 NAFTA 모델을 기준으로 인력이동 분야가 진지하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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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력이동을 통한 대캐나다 통상이익의 극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전문인력 양허와 상호자격 인정
의 적극적 연계 방향이다. 둘째로 인력이동 분야의 대캐나다 통상전략은 FTA 이
후 달라지는 일시입국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미 인력이동분야 전략은 캐나다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회의 반대로 인해 한ㆍ미 FTA에서는 인력이동에 관한 분
야가 협정문에서 제외되었다. 한ㆍ미 FTA 협상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지
는 못했지만, 한ㆍ미 양국은 전문직 상호자격 인정체계에 관한 부속서에 합의하여
상호자격인정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한ㆍ미 FTA에서 합의된 전
문직 상호자격 인정에 관한 논의체계를 대미 통상전략의 중요한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상호인정체계
를 구성하긴 하였지만, 상호인정 자체가 각 주별 전문가단체에 의해 운영되므로
한ㆍ미 양국의 전문가단체 간의 상호인정 개선을 위한 절차, 주정부의 조치 등에
관해 면밀한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직 상호인정 추진체계의 적극
활용과 함께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인력이동분야의 전략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전략이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넘어 경제ㆍ정치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국간 이해의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대북미 통상전략은 FTA 시대 이후 새로운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이다. 한국의 북미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다자개방에서 한국의 입지
를 강화하고 향후 한국이 추진할 여타 국가와의 FTA에서도 협력의 기본틀과 모
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있어서 북미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대는
GDP, 수출입, 투자, 에너지, 기술, 전문인력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 대외경제 이
슈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한국이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중요 요소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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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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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
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중남미시장의 높은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간파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회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중남미 진출을 가속화하
고 있다. 미국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좌초에 대한 대안으로 중남미 개별국
가와 FTA 협상을 추진, 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FTA
를 체결했다. EU 또한 중남미 주요 진출 거점인 멕시코, 칠레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중남미지역 최대 경제통합체인 MERCOSUR와도 FTA 협상을 추진 중
이다. 일본도 멕시코 및 칠레 등 중남미 진출 거점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중
국 또한 2006년 칠레와 FTA 체결을 시발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본격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자
원 부국인 중남미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 각국의 진출도 치열한 상황이다. 국
제 원자재의 블랙홀로 부상한 중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중남미지역 농산물,
석유,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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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전략적 진출시장이자 주요 천연자원 공급처
로 부상한 중남미지역에 대한 진출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
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 날
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중남미경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통상전략은 이 지역에 대한 관심부재와 이해부족으로 단속적이며 체계적
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남미지역과의 통상관계를 종합적ㆍ체계적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
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경제의 구조변화 특징과 중남미 각국 정부의 주요 중장기 발전전략
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본 보
고서에서는 중남미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천연자원의 보고,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인프라 개발에 대한 높은 수요, 방대한 시장규모,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으로 대별
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주요 경쟁국의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했다. 일본, 중
국, 미국, 스페인 등 주요 경쟁국의 최근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 특
히 이 장에서는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자원ㆍ에너지협력, 산업협력 및 문화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중장기협력 대상지역으로서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를 국제협력 파트너, 상품시장, 자원 공급처 등 3개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이
같은 3개의 전략적 가치에 기초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가치 공유를 통한 중남미지역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데올
로기 균열의 극복, 대중남미 ODA 정책의 방향 전환,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전략국가와의 지적공감대 형성 노력 등을 제시했다. 둘째, 중남미시장이 상품시장
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FTA 확대 추진, 사전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제체 구축,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인프라 진출 강화, 소프
트 인프라의 정비,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남미지역이
풍부하게 갖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지 네트워크 신속
구축, 중남미 자원 전문가 육성, 중남미 자원개발사업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 차원의 자원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6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과 통상진출 확대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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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태현 (2007. 12)
ISBN 978-89-322-2133-5/A5/274면/10,000원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
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때, EU가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의 대EU 통상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EU를 둘러싼 직접적인 요인으로 EU의 경제성장, 산업, 무역, 직
접투자, 경제정책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 한국과 EU 간의 무역, 투자, 기술협력
과 통상현안,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EU의 경제성장 현황과 전망은 앞으로 시장의 크기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변
수라 할 수 있다. 최근 저성장세를 거듭하던 EU 경제는 2006년부터 강한 회복세
를 나타내며 실질 GDP 성장률이 3.0%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한편 EU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2% 내외의 건실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리스본 전략이 각 회원국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경
우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EU의 중장기적 성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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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본보다 다소 양호하나 미국이나 전 세계의 평균성장률보다 다소 밑돌 것으
로 예상되며, 따라서 EU의 세계경제 비중은 추세적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된다.
산업구조의 추이는 EU 산업의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무역구조는 산
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므로 한국의 대EU 교역 확대에 있어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EU 15개 회원국과 10개 신규회원국의 산업구조를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존회원국이 신규회원국에 비하여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다소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신규회원국은 ‘광공업’
및 ‘음식ㆍ숙박, 도소매, 통신’ 부문의 비중이 높은 구조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구
조의 최근 변화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기존회원국의 경우는 ‘금융, 부동산, 비즈
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된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
으로 신규회원국은 ‘광공업’ 부문의 비중확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으
로도 기존회원국은 대체적으로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규회원국의 경우도
현재까지는 ‘광공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산업고도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수준에 따른 EU의 산업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EU 기존회원국들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ICT) 분야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위기술 산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이 가장 뛰어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저위기술 수준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수준별 수출입 구조는 지난 1995~2004년의 10년간 큰 변화 없이 안정된 구조
로 고착화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산업구조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신흥시장답게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저위기술 분야에 수출특화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정
보통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고위기술 분야와 중고위기술 산업이 점차 수출특
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ㆍ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회원국들이 신규회원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규회원국들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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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의 흐름은 자본이동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전략의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
유한 시장이라는 점과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s)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2005년 기준 GDP의 1.7%인 EU의 외국인투자는 2011년까지 GDP의
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국인투자의 주요 수혜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꾸준히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국은 외국인투
자자들에 대한 높은 개방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금융부문의 발전 등으로 인해
EU 외국인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2004년 EU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낮은 노동비용과 넓은
시장규모 및 비교적 높은 성장률, 주변 지역시장으로의 접근성 등이 투자요인이
다. 그러나 점점 높아지는 노동비용 및 비즈니스 환경 측면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대내 경제정책은 EU 경제와 시장의 발전방향 및 특징을 보여주고 대외
경제정책은 세계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의 대EU 통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U는 현재 경제공동체, 외교안보, 내무사법의 3개 부문을 축으로 약
20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초국가적 기구와 정부간 협력체
로서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으며, 공동정책은 EU와 개별국의 정책결정 권한 배
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첫째 유형으로 대외관세율
조정, 경쟁관련 적법성 여부 판단, 어종별 쿼터량 설정 등은 각국 개별 정부가 아
닌 EU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되어 모든 회원국에 공동으로 적용된다. 즉 통상정
책, 관세동맹, 경쟁,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등은 개별국이 해당 주권을 EU에 이양
하여 정책이 전적으로 공동체 차원에서만 결정되는 분야이다. 반면 이들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정책은 EU와 회원국이 정책결정권을 공유하고 있고 해당
정책의 많은 부분은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되나 회원국도 상당한 정책권한을 가지
고 있다. 시장단일화 정책, 내무사법, 농업 및 수산, 교통, 에너지, 사회정책, 지역
개발, 환경, 소비자보호, 공공보건, 거시경제협력 등이 모두 이 같은 둘째 유형의
정책들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공공보건 중 일부, 교육, 문화, 국방 등 셋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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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원국 차원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되며, EU는 주로 여러 회원국의 정책
을 조율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축 가운데 경제공
동체 관련 공동정책을 중심으로 주로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의 정책을 시장단일
화 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경쟁정책, 산업정책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
았다.
유럽은 연구와 혁신에 있어서 오랜 전통이 있으며, 현재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의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규모는 미국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
R&D 지출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전통적인 선진국의 비중
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ㆍ한국 등 아시아 신흥경제국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
다. 과학기술정책은 EU의 배타적 정책영역이 아니므로 주로 회원국에 의해 수행
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는 국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개방적 토론과 연구가 전
체 유럽사회에 공통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과학기술정
책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회원국과 타 국가 간 협력과 공동
연구센터(JRC)의 지속적인 활동, 국가간 협력과 고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아
이디어 공유 등을 통해 EU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U가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R&D 지출규모는 EU 회원국 전체 R&D 지출의 10% 정도
를 차지하고 있어, 그 규모는 작지만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국제협력
을 주도하고 있다.
EU 역외 국가들과의 모든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동무역정책에 기초하고 있
다. 공동무역정책은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을
대신하여 EU가 배타적인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문 가운데 하나이
다. 공동무역정책은 일방적인 무역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물론, 이를 배경으로 역
외국과의 협상 혹은 WTO를 비롯한 국제무역기구 내에서의 협상을 전개하거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공동무역정책의 대상은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및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한다. 미국과 함께 양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EU는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큰 시장을 형성하며 막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EU의 공동무역정책은 WTO의 무차별적 다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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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투자정책ㆍ경쟁정책 및 무역원활화 등 국제규범 제정을 통
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는 지역주의를 선도하고 있으
며, 지역주의의 확대를 통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EU는 세계 거
의 대부분의 지역 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새 통상정책에 대
해 만델슨 집행위원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EU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
아 시장에서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하
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EU의 경제관계와 주요 현안은 장래 양측 경제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며, 이 자료를 기초로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을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출하였다.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교역상대국이다. 한국은 2006년 EU에 전년대비 11% 증가한
485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EU와의 총 교역액은 785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편
EU 입장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은 EU의 여덟째 교역대상국이다.
한국과 EU와의 기술수준별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대EU-15 진출확대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고위기술 분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EU 시장에 대한 수출특
화의 특성이 뚜렷한 ‘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컴퓨터 및 사무기기’ 분야의 수출확대
가 예상된다. 그러나 같은 고위기술 분야에 속한 산업 중 ‘의약품’과 ‘의료정밀광
학기기’ 산업은 EU-15가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
타나고 있는 수입지향적 교역구조의 특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
고위기술 산업 또한 전통적으로 EU가 강한 산업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의 수
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전기기기’, ‘화학(의약
품 제외)’, ‘기타 기계장비’ 등에서 한국은 수입지향적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철
도장비’ 산업이 2002년 이후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2004년에는 수출특화로 전
환되면서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에서
의 수출시장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는 산업내 무역이 활발히 일어
나고 있는 산업이며, 기존회원국의 넓은 시장을 고려한다면 EU 역내 시장에서의
지속되는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시장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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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조선분야 수출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분야를
중심으로 EU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석유정제’,

‘기타 비금속광물’, ‘기초 및 조립금속’ 등의 경우 한국의 수입특화의 특성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EU는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이다. EU의
대한국 투자총액은 2006년 말 현재 404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06년 말 현재 한국은 EU에 약 135억 달러를 투
자했으며, 이는 전체 해외투자(1,059억 달러)의 12.7%에 해당한다. 이는 대중ㆍ대
미 투자의 50~65% 수준으로 교역 및 외국인투자와 비교해서는 미약한 수준이며,
EU 대한국 투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EU 투자
는 신규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
로 제조업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EU는 WTO 다자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광범위한 분야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즉 양측은 상품 및 서비스무역
관련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직접투자, 정부조달시장,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은
물론, 환경, 사회 및 노동을 포함하고 지속가능개발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상
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교역규모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국제
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EU와 다자협상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또한 강화
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ㆍ유럽회의(ASEM) 외에 UN, WTO,
OECD,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를 통해 EU와의 협력을 도모하
고 있다. 또한 항공협정, 조선협정, 철강협정, 국제환경협약 등 다자간 회의를 통
해 유럽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에서는 미국, 중국 및 일본의 대EU 통상전략을 분석
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통
상을 비롯한 소수의 분야에서만 공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제통합체이기 때문
에, 주요국의 EU에 대한 통상전략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
전략에 비해서는 그 의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정
책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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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과 협력을 되풀이하되, 양자간에는 제도적인 협
력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최소화와 투명성 증대, 공공조달의 확대,
무역ㆍ투자 장벽의 완화 또는 해소를 통하여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의 증진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거 30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국제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중국과 EU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정상회담, 각료회담 및 고위급회담
등은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의 현안뿐만 아니라 양자간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 대화기구 설립, 양해각서 또는 협정의 체결 등 중국ㆍEU 관계의 제
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EU 간의 협의사항도 단순
한 정치적 수사(修辭)에서 실행을 수반하는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특히 EU는 중국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기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자국의 독자적인 입장과 EU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은 시장개방과 관
세인하 등 양적인 세계무역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서는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
에서 EU와 협력하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은 양자간 협
의 또는 협상의 심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목표는 선진복지국가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해외무역 의
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이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지속적인 해
외시장 확보, 직접투자 확대, 산업고도화를 위한 기술수준 제고 및 에너지 등 자
원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제외하고
EU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으로서 EU의 중요성이다. EU는 세계 최대의 경
제권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와 시장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직접투자에서 EU의 전략적 중요성이다. EU는 세계 직접
투자의 약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국이자 투자유치국이다. 셋째, EU는
과학기술협력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EU의 신리스본 전략은 성장과 고용의 창출
과 지식기반경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에 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넷째, EU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슈퍼파워이며, 27개 회원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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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은 이와 같은 EU의 전략적 중요성
과 한ㆍEU 경제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EU 중
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은 해외시장 중 가장 중요한 EU 시장의 확보, 쌍방향
직접투자의 확대 및 과학기술협력의 증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
상 제고를 위한 EU의 활용도 중요한 중장기 전략의 목표이나, 국제정치적인 측
면이 강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복잡한 시장이므로 EU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제품의 차별화, 한ㆍEU FTA의
적극적 활용, 신규회원국에 대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출유망품목에 대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기존 EU 회원국 15개국은 중고위기술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나 무역 비교우
위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반면, ICT를 중심으로 한 고위기술 분야는 취약한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신규회원국은 비교적 높은 성장에 따라 현재 저위기술 산업에
서 고위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비교우위가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EU 시장을 기존회원국 시장과
신규회원국 시장으로 차별화하여 전자에는 ICT를 중심으로 한 고위기술 제품, 후
자에는 중위기술에서 고위기술에 이르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협상은 2007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
로 2008년 상반기에 협상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FTA 협상
이 타결되면 대EU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
히 관세가 비교적 높아 가격경쟁력 향상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및 가전제
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 및 비
관세 장벽이 현지 생산의 주요 동기였던 제품의 현지 생산비용과 여타 국가에서
의 생산비용을 재평가하여 현지 생산전략과 제3국 생산에 의한 수출전략의 유효
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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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동구의 EU 신규회원국들은 현재 기존회원국 평균 소득수준의 약 60%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신규회원국의 소득수준은 점차 기존회원국 수준에 수렴해가
고 있으며, 20~30년 내에 거의 기존회원국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정체되어 있는 기존회원국 시장보다는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신규
회원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향후 EU 시장 점유율 확대의 관건이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회원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회원국 시장에서 기존 유통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현 시점이 한국
제품의 점유율 확대의 호기일 수 있으며, 빌트인 가전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최근 현지의 건설 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15개 회원국은 선진국인 반면
신규 10개 회원국은 개도국 수준에 있으므로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구분된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최근 10년간 EU의 기존회원국은 대체로 산업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금
융,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한ㆍEU FTA가 체결되면 EU 기존회원국의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한국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M&A 시장 참여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한국의 EU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ㆍ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은 투자환경이 EU 평균 수준으로 수렴함을 의미
하므로 EU 가입 이후 중ㆍ동구 국가들의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도 전반적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ㆍ동구 지역에 대한
FDI는 첫째 효율성 제고형, 둘째 시장접근형, 셋째 자원접근형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기업의 투자는 주로 첫째와 둘째 형태의 혼합이다. 신
규회원국 투자진출 전략은 첫째 대EU 수출증대를 위한 판매거점, 둘째 대EU 우
회수출을 겨냥한 생산거점, 셋째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IT 산업의 유럽진출을 위
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ㆍ동구 국가들은 서유럽과 CIS, 북유럽과 남부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해운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바, 유럽시장 전체를 겨냥한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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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유수 벤처기업들이 중국 IT 시장의 수요증가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EU 신규회원국 시장을 한국 IT 산업의 유럽진출 거점으로 개발해
보는 것도 시의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백색가전과 같은 부문은 중부유
럽에 생산거점, 개발거점, 판매거점을 통합하는 유럽ㆍ중동 및 아프리카 총괄본부
를 구축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앞으로 양측간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는 정부차원에서 EU 27개국 각각의 정부와 개별적으로 새로이 투자협정을 체결
하거나 기존의 투자보장협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 EU 회원국은 물
론 과거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던 중ㆍ동구 국가들은 대체로 사회보장세의 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대EU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헝가리의
사례처럼 정부차원의 양자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현지 투자업체의 사회보
장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EU는 FTA를 통하여 한국을 동북아 진출
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한ㆍEU
FTA 체결을 앞두고 한국의 기업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우리의 최대
투자국인 EU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한ㆍEU 과학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EU 과학기술협정, 한ㆍEU
FTA, FP7에서 회원국 수준의 참여 등을 통해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
건 및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중시되는 전략적 고려사항은 한
ㆍEU FTA에 최대한 한국의 과학기술협력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회원국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하며, FP7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국 수준의 자격과 의사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EU 차원뿐
만 아니라, 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ㆍ핀란드 등 유럽의 기술선진국 및 중ㆍ동
구 국가와도 개별적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ㆍEU 차
원의 협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및 과학기술자의 유럽진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 및 유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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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ㆍ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 분야
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항공 분
야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며, 제16
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금액은 3억
7,156만 달러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협소한 영역의 경제ㆍ통상 관계를 뛰어넘어 21세기 한
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전략이 투사되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지의 하나이다.
만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대한다면 러시아는 해양-대륙 복합화 전략 실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TKR-TSR 연결로 구현될 ‘철의 실크로드
(Iron Silkroad)’, 그리고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구현될 ‘에너지 실크로드(Energy Silkroad)’ 사업에서
한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을 주요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확대 측면에서 보면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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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공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현지생산체
제 구축 등 대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협력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에서 공격적인 수성(守成)
의 시장진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ㆍ생산ㆍ공급할 수 있
는 물류망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
도시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전략은 지역별로 차
별화되고, 다변화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ㆍ태지역 진출의 교두보이며,
러시아의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은 한국의 대륙 진출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진출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로드맵을 실천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러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FTA가 단순한 관세철폐
협정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국가간 시장통합협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
한다면, 향후 한ㆍ러 FTA 체결 협상도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나아가 양국간 긴밀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확대의 측면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이익 공유라는 대원칙이 견지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이를 지지ㆍ후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TKR-TSR
연결 및 에너지협력 분야 외에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IT
관련 분야가 전도유망하다. 향후 한국 민간자본의 대러 투자 진출에서 교통인프라
개발사업도 중요한 투자시장이 될 수 있다. 기존의 TKR-TSR 연결사업 외에도
도로, 공항, 항만 등으로 투자 관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와 공
동으로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
어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도 투자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재자로서 러시아가 갖는 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 북한 내 경제적 이권 확보,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민간부문은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상업적 타당성이 검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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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면 적극적인 해외투자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 북ㆍ러 경제협력의 최대 걸
림돌로 작용했던 약 80억 달러의 북한의 대러 채무조정 문제가 해결 단계로 진입
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러 채무탕감 문제의 해결은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
의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협력에서 협력의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논의는 에너지자원 그 자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한ㆍ러
양국 관계의 위상과 성격 규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에너지협력이라는 목표 실현
을 위해서는 포괄적 경제협력의 성격을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간 ‘전략적 투자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금까지의 행
태처럼 개별 프로젝트별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러시아
측이 한국 측의 투자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각종 사업(IT, 조선, 건설, 플랜트 등)
과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에너
지협력에서 기본적으로 한ㆍ러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간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러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점유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하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러 에너지협력 구도에서 중국과 일본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수송 및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
력과 다각적인 투자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TKR-TSR 연결사업을 본격화하
기 위해서는 관련국들과의 대화 방식 및 수준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 압
박ㆍ설득 시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ㆍ러 간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장기간 러시아의 중개 역할에 의
존하는 것도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이해관계의 균열지점을 찾아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2차 남ㆍ북ㆍ러
철도운영자회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한ㆍ러 양국간에 ‘나진-핫산 프
로젝트’를 TKR-TS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자 환동해권 복합운
송 활성화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환동해 항만ㆍ철
도 복합운송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주변국들에게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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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심어주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주요 항만도시와 철도거점도시 등을 연계하
기 위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발전협의체 등을 주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라는 기본원칙을 공유하면서 장ㆍ단기 측면이 유
기적으로 연계된 방향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인력교류와 공동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전략목표에서도 ‘차별과 집중’의 원칙이 필요하
다. 무분별하게 인력교류의 관심영역을 확산하기보다는 ‘고도화된’ 기술과 연구경
험을 가진 전문 R&D 인력을 확보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한국기업과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축적
한 러시아 인력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관이
소단위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한ㆍ러 과학기술협력의 ‘난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한ㆍ러 과학기술협력의 단기적 전략목표와 장기적 전략목표를 연계
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력창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한ㆍ러 과학기술협력의 장기적 전략목표를 고
려한다면 기존의 과학자 유치와 위탁개발에 치중된 협력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
한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로 핵심연구기관과 기
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되어야 하지만 기관별ㆍ지역별로 협력구조를
다면화ㆍ복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R&D 예산체계에 편성된 중앙
연구기관 외에도 목적지향적 R&D 프로그램과 국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
학아카데미를 필두로 한 다양한 연계조직 및 하부조직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외에
도 대규모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 체
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한민족네트워크 구축과 고려인의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ㆍ
러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고려인’은 양국간 경제ㆍ통상 분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한국의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재러 동포들과 한국 투자자와의 연대, 국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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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려인 기업가 간의 연대, 고려인들의 모
국투자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ㆍ러 비즈니스센터(가칭)’
등을 설립하여 현지 진출하는 기업인들에게 역량이 있는 고려인들의 취업을 알선
해주는 채용 기능을 담당하거나, 고려인(기업가)과 한국 투자자와의 성공적인 연
결 사례 등을 DB로 구축하는 사업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본격
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는 고려인 사회를 네트워크화
하고, 이들을 단일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ㆍ러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
다. 그 이유는 한ㆍ러 경제협력이 21세기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담보하는 국가전략의 실현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푸틴 정부가
에너지, 자원 등 전략 분야에서 정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
한다면, 양국의 민간기업 간 진행되는 투자협력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투자보장 등
한국기업이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장치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
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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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딛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
의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주요 중장기 통상전략 대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원동력 확충을 위해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산업다
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과 역내 경제협력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이에 중앙아시아 경제는 높은 성장성ㆍ시장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통상대상지역
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석유ㆍ가스ㆍ광물 자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
어 있어 러시아와 함께 중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공급원이며, 유럽, 러
시아, 중동, 중국 등에 둘러싸여 있어 지정ㆍ지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지
역이자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앙아시아
의 세 가지 전략적 가치로서 △ 높은 성장성ㆍ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대
상지역 △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자원공급원 △ 국제정치질서에서 신
거대게임의 중심지 등을 제시하였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
아시아와 양자간 및 다자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원조성 투자
를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진출하고 있다. 일본도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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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바탕으로 과감한 대외원조를 제공하면서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
원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EU는 개
별 회원국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통한 원
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중앙아시아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는 적극적인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추진하면서 체제전환 초기에
멀어졌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무역 및 투자, 자원개발협력, 대외원조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통상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전반적으로 기대나 잠재력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제는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대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6년에 제시한 한국 통상정책의 3대 전략
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대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
영 추진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ㆍ안보 공동체 건설 △에너지 및 원자재
의 안정적인 확보 등 네 가지를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의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전략하에서 실천과제를 면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과제별로 추진
정책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실천과제인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1) WTO 가입을 유도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2) 국가
주도로 현지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다자간 대화를 통해 WTO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양자간 대화를 통해 중앙
아시아 5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 시
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경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
문에,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실천과제인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을 위해서는 1)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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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확대 및 재구성, 2) 특혜관세제도의 수혜국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아
시아가 지닌 높은 전략적 가치에 비해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외원조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중앙아시아에 공여되는 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한
편,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혜대상국을
확대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특혜관세제도
(GSP)를 부여하여, 이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실천과제인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ㆍ안보 공동체 건설’을 위해
1) 유라시아 지역협력체의 전략적 참여, 2) 한ㆍ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심화 및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유라시아 대륙 경제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협력체에 참가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SCO 가입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최초의 다자간 협
력체인 한ㆍ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확대ㆍ발전시켜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실천과제는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
서는 1) 호양 및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2) ‘자원개발협력위원회’ 상설을 통한 정
부 지원구조 확립의 두 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중앙아시아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를 위해,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이 한국에 요구하는 제조업 및 기술을 제공하는
호양(Give-and-take) 전략과 한국의 비교우위산업(IT, 건설, 플랜트 등) 진출과
해외자원개발을 포괄하는 패키지(package)형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자원
개발 지원구조를 ‘자원개발협력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연속
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과제 및 과제별 추진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과 투자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개발하고, 한국기업의 현
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
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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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및 지하 자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
어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아시
아 진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 환경을 분석하고, 중앙아시아의 정치 및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을 통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중국, 터키, 일본 등 주요국들
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상황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
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정치개혁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민주화 정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소요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대
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향후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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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여 대체로 안
정적인 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수준 역시 국내정치 상황, 부존자원, 시장경제 이행
및 경제개방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수출과 개방적인 경제 운영으로 연 10%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은 경제수준이 매우 낙
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는 원유 수출 확대 등으로 2015년까지
연평균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출을 통한 고성장을 바탕으로 산업다각화 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
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아제르바이잔은 당분간 에
너지 수출의존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성, 성장성, 경제
발전 잠재력, 통상환경 등을 고려한 결과 우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및 아
제르바이잔을 한국의 중점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경제협력을 집중하고,
점차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가장 유용한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판단되
는 중국, 터키 및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과 전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지역적인
차원이 아닌 세계 전략과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자외교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역내 테러 방지,
평화 유지, 군사ㆍ정치적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
하고 외교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자
국의 영향력을 착실히 증대시키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에너지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중앙아
시아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터키는 활발한 문화 및 교육 교류를 통해 투르크 혈통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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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함으로써 인종, 교육, 언어ㆍ종교적 측면에서 정서적ㆍ문화적 유대를 강화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진출을 촉진하고 보완하는 토대로 활용
하고 있다. 또한 터키 정부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유기적인
민관 합동 체제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ㆍ경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비롯한 물적ㆍ인도적 지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 협력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을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외교를 바탕으로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에 머물지 않고 외무부장관 회담인 ‘중앙아시아+일본 협의체’라는 독자적인 다자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중앙아시아 진출 계획과 로드맵을 제
시하고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각종 지원을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된다. 예컨대 2006년 11개월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6개국 간의 총교역액은 13
억 2,775만 달러로, 한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5%, 0.11%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2006년 말
까지 총 164건에 9억 1,974만 달러로, 한국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건수의 약 0.5%,
투자금액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훌륭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은 특히 정보통신, 건설, 운송 등 제반 경제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관계 발
전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유망 진출분야는 석유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개발과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건설사업 참여를 비롯하여 정보통신(IT)산
업, 유통산업, 부동산 개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진출전략을 수립
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차원의 종
합적인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수립이 절실하며, 중앙아시아 현지 시장개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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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향후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무엇보
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
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목표는 경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자원 확보,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제고,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
보 구축,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등이다. 이러한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위한 주도면밀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될 때 비로소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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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및 통상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그 역사적 연원이나 정책 수립과정이 매우 정치
적이기 때문에 통상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 통상정
책은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되어 왔고, 또한 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는 특정 통상정책으로 인해 손익을 달
리하는 다양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이 동반되어 왔다. 또
한 자국에 유리한 통상환경의 확보 및 개선 등은 순수 경제적인 수단만을 가지고
는 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는 경제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risk)을 최소화하는 정치·안보적인 비경제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이 밀접하게 개입
되어 있는데, 기존의 통상정책 연구 및 전략개발은 이러한 요인을 크게 간과하고
있었다. 한편 기존의 몇 안 되는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연구들도 통상전략 개
발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연구보다는 주로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서 생겨나는 국내
이해집단간의 정치과정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 통상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통상정책 및 전략에 정치경제적인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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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새로운 내용들을 접
합하고자 하였고, 국제규범과 표준의 틀 내에서 국가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통상정책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소위 ‘소프트파워
통상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적 시각의 통상전략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
한 부분은 국제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비경제적인 전략과 방법이다. 이
는 위험요인(risk) 관리의 외교안보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요시장의 위험요인을 급변성 고위험 요인(Volatile High Risks)과 중저위 위
험요인(Mid-Low Level Risks)으로 구별하여, 이러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최
소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제안하였다. 한국 주요시장의 급변성 고위험 요인으로는
중동정세의 불안정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를 들 수 있으며, 중저위 위험요인으로는
중국, 체제전환국, 실패국가(failed state)의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화와 동반되는
다양한 초국경 범죄 및 위협(transnational threats)을 상정하고 있다.
중동문제의 위험요인 관리 및 최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고효
율 에너지 기술개발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정치경
제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중동문제에 대한 개입은
신중하게 추진하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국제적인 합의와 국내법 절차에 의거
하여 결정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테러망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하여 GCC 국가와의 FTA
추진 및 중동 이외의 에너지 자원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를 구성하는 외교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뿐만 아니라 이 분야 기술력이 뛰어난 북유럽 국가와의 공동 기술개
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과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가
장 피해야 할 고위험 요인인바,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 핵
제거 이후 북한이 안정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 및 경제
적 보장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는 평화체제의 내용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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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위 위험요인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이 되
도록 국제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경제가
중국 중심의 패권구도에 묶이지 않도록 이 지역에 중국을 포함한 중층적 다자 경
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체제전환국, 실패국가, 그리고 초국경 범죄 및 위
협과 관련한 중저위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ODA 정책을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색은 소위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통상정책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소프트파워는 군사적인 강제력 등 소위 하드파워에 대칭
되는 개념인데,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와 같은
선호(preference)를 갖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상징자원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소프트파워라고 정의하고 몇 가지 소프트파워 전략을 통하여 해외 시장확대
및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통상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시장확대전략과 관련해서는 소위 ‘상황변화 가속화 전략’을 사용하여 한국
의 성공사례 및 교훈의 전수를 원하는 개도국 지역에 급격한 상황변화가 예상되
는 시점에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개방과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컨설팅을

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국가들과 경제전략대화(economic
strategic dialogue)를 상설화해야 한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소프트파워 네트워
크 효과 전략’이 있는데, 이는 상대국이 한국에 유리한 표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소위 모델하우스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한편 한·미 FTA 체결 이후
에 미국(또는 EU)과 함께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상장벽보고서를 출판하고 공론화
하여 개도국에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는 소프트파워 통상전략을 생각할 수 있으며,
경제통상부처나 경제연구소의 정보력, 분석력, 예측력으로 상대국에서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통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소위 ‘신뢰성 영향력
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한 소프트파워 통상전략으로는 세계의 이목을 끄는
상징적 가시적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특정 시점에 집중화하여 투자유치를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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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변화 가속화의 소프트파워 통상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을 동아시
아 트렌드 창출 센터로 만들어 연구·개발과 관련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소프트파워 네트워크 효과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정된 국가이미지와 매
력적인 국가이미지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강구할 수 있으며, 한국 및 동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장 창출 전망을 예측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소프트파워 통상전략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에서도 매우
생소한 분야이며, 본 연구에서 최초로 개발된 통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체계화되고 실용화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문에서 전개되는
이론과 논리를 정확히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에
도움이 되는 창조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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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최의현·김완중 (2007. 12)
ISBN 978-89-6093-8/A5/112면/7,000원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통상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들의 대중 통
상전략 분석은 선진국과 중국 간 중장기 통상이슈가 무엇이고, 선진국과 공조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한·중 양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진국
의 통상전략에 따라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
고 대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와 같다.
한편 미국, EU,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중국 중장기 통
상전략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은 최근 새로운 대중국 통상정
책의 근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중국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
은 2007년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을 수립하여 자국 통상정책의 큰 방향
을 설정하고 FTA 등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있어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국가별 통상정책 수립시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같은 가
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통상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전략은 단계적으로 심화·구체화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중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통상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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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상 현안

경제협력 전망

중장기 통상 전략

-무역적자 축소와 인민폐 -중국의 규제 철폐로
-통상 현안에 대한
절상
서비스분야 협력 확대
지속적 시정 요구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의 첨단기술 이전 -양자간 문제는 직접적인
-금융시장의 실질적 개방 제한 폐지로 협력 확대 통상압박으로 해결
미국 -중국산 농산물 안정성 -환율, 지식재산권, 환경․ -다자 문제는 WTO,
-신규 투자제한 제도
노동기준에서 분쟁
DDA, IEC 등 국제
시정
가능성 확대
기구를 통해 해결
-서비스분야의 실질적 -FTA 가능성 낮아
개방 요구
-통상 중요도는 중․동구 -EU 기업에 시장접근
-무역장벽 완화 요구
-새로운 비관세장벽 폐지 유럽에 비해 낮음
확대
-지식재산권 및 중국산 -제도적 글로벌 스탠더드
-공산품 수입의 급증
불법복제품의 EU 시장 요구
가능성
-글로벌 불균형 문제해결
EU -신규 투자제한 제도시정 진입 우려
-서비스분야의 실질적 -EU 신회원국과의 무역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마찰 가능성 높음
개방 요구
견제
-공격적인 해외자원 개발
-EU 내부의 적응력 제고
우려
-중국산 수입품의 안정성 -대중 경제협력은 긴밀 -중국산 농산물 안정성
문제
해지나, 급속한 대중
여부
-지식재산권 보호
의존도 증가는 없을것임 -기술유출 문제
-투자기업의 기술 유출 -정치․경제적으로 중국 -ASIAN+3의 경제
가능성
투자의 위험성이 지속될 공동체화, 중국과의 쌍무
FTA는 반대
일본 -ODA 제공의 지속 여부 가능성이 있음
-에너지․환경 분야 협력
강화
-‘약간의 거리를 둔
경제적 동반자 관계’
유지

셋째, 미국은 금융 등 서비스산업, 의약품, 농업 등과 같이 자국이 경쟁력을 가
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관철해 가고 있으
며, 다른 이슈와의 연계를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넷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에서 특히 위엔화 환율 관련 보복관세 부과법안을
놓고 행정부와 의회 간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듯하나, 행정부는 오히려 의회의
강력한 압박을 근거로 중국과의 통상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다섯째,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통상정책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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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접근 확대 등과 같은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는 공통적인 대중 통상이슈 중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
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과 공조하고, 우리 통상역량의 보다 많은 부분은 양자간
이슈에 집중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 EU,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통상현안 가운데에는 매우 중요한 차
이점이 있다. 바로 무역수지 문제이다. 이 국가들은 최근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
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흑자폭이 최근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중국으로부
터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다
른 국가와는 달리 수세적인 통상정책을 사용했던 이유도 이러한 무역흑자의 연장
선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전환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과 수동적인 정책을 구별해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가령 중국이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의 경우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WTO 규정을 위배했거
나,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견지할 수 있다. 반면
한·중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의 개방 일정을 예의 주
시하며, 개방 방향에 따라 우리측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다소 수동적인 전략을 선
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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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훈 (2007. 12)
ISBN 978-89-322-6094-5/A5/108면/7,000원

최근 일본은 미·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한국 및 중국 등의 FTA 추진 가속화
등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EPA(경제연대협정) 추진전략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은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변화의 양
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해 왔으며, 새로운
FTA의 확대 및 심화 속에서도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의 추진을 자제하며 소
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
무역협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 협상을 중
시하는 정책에서 FTA 중심의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전환
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월에 체결된 일·싱가포르 FTA는 중층적 통상정책으
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다자주의에서 양자간 중심으로 FTA 추진 방향을 전환시
켰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대미 관계 최우선’ 노선에서 ‘동아시아
연대 중심’ 노선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연유로, 일본정부는 동아
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중국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FTA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아시아 통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과거 해외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일본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가 최근에는 베트남
을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 적극적인 베트남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본기업이 해외투자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저부가가
치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용이 중국보다 저렴한 곳으로 투자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일본 내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서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
국은 임금 및 물가의 상승, 법인세 등 투자 유인의 폐지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의
이점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그 투자규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과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일본 통상 흐름의 급격한 변화는 아시
아 역내의 국제분업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일본 통상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본
진출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일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전술한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에 있어서의 한·일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정치경제학적 관점도 포함함) 및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대일
통상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FTA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3
장에서는 일본의 FTA 추진 현황, 일본의 FTA 전략,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
의 의의와 과제 등을 분석한 후, 제4장에서 한·일 통상관계의 현황, 통상현안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전술한 내용들
을 요약하고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요약·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GATT/WTO를 통한 다자간 교섭을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며, 따라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에는 소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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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취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에는 FTA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할
것이라는 국제적인 인식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FTA가 경제블
럭화를 촉진시켜 결국에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양국간·지역간 FTA에 대하여 무조건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WTO와 배치되지 않는
FTA의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그것이 세계무역의 자유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술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를 초래한 또 하
나의 중요한 요인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구상’이
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제도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2003년「통상백서」에서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화 및 제도적 조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양국간, 다자간 협상을 결합한 자유무역협
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중층적 통상정책 흐름을 보면, 인적·물
적·정보 측면의 교류 활성화 및 국가간·지역간 상호의존도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내에서 비즈니스권 제도화를 통해, 자국기업 경영자원의 최적배분,
자국의 해외시장 확보, 자국의 경제구조 개혁을 이룸으로써 경제대국으로서의 역
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는 일본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한국은 GATT/WTO의 다자간 무역체제 아래에서 활발하게 대외무역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수출이 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이 한국경제
를 지탱하는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다양한 혜택을 누렸던 다자
간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 지역주의의 가속화와 함께
세계 각국이 양자간 또는 지역간 협정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한국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좇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째, 지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형성되는 FTA 네트워크에서 역외국으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
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전술한 두 가지 목적에서, 한국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모토로 한 FTA
전략을 세우고 현재 세계 각국·지역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
략은 FTA 체결 흐름에 늦게 편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협상에서 예상되는 피해산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하여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관세 철
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의 개선 및 변혁도 요구하
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FTA 전략을 검토해보면, 일본의 EPA와 내용상으로는 유사
한 측면이 있으나, 대상국 범위에 있어서는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일본은 EPA 체결의 대상국 범위를 넓게 잡아 동아시아 FTA 형성의 대
상국으로서 ASEAN+6(인도, 호주, 뉴질랜드 포함)을 상정하고 있는 데 반해, 한
국은 크게 잡아 ASEAN+3(한·중·일)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내의 역학관계 및 안전보장 문제까지 감안한 일
본의 이러한 FTA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은 타국과 EPA를 체결할 때 항상 자국에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상
태에서 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
우에는 농산물 개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지 않고 성급하게 협상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FTA 타결 후 국회비
준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단 FTA 협상이 타결되면 비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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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장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과거와 달리 자국 산
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중요성을 터득하여 여기에 총력
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 발간된「통상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본정부는「통상백서」를 통해 자국 기업 및 산업의 기술 보호와
이를 통한 국익의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
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2004년 일본기업은 한국기업과의 사이에

‘특허분쟁’이라는 통상마찰을 유발함으로써, 양국 통상관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
다. 물론 이러한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가 비단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이는 분명히 한국의 기술력 향상을 우려한 일본의 사전 대응책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통상정책의 흐름을 지속적으
로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직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 내실 있는 대응책
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일 FTA 체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
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동북아 내 새로운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공
동체 형성이나 FTA 체결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에 비해 ASEAN 등이 훨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시기적으로 더욱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독도문
제, 역사문제, 북핵문제 등으로 관계가 불편해진 일본과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파트너십을 형성해가기 위해 한층 더 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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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Anjan Roy (2007. 12)
ISBN 978-89-322-6095-2/A5/224면/10,000원

이 책은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
다. 폐쇄적이고 거의 자급자족에 가까운 인도 경제정책은 인도가 독립과 동시에
처하게 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자급정책은 국내의 자
원부족과 국제적 요건 충족능력에 대한 정치가와 정책입안자들의 태도에 의해 더
욱 심화되었으며, 이들의 폐쇄적 태도는 사실상 1991~92년의 경제위기를 불러왔
다.
인도의 경제정책은 1991년 위기를 겪으면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1990년대 들
어 인도는 시장개방과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뛰어들게 되었다. 인도의 세계화와 개
방의 과정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내용은 다양하다. 인도의
개방 방향은 몇 가지 미묘한(nuance) 변화 속에 계속되어 왔다. 그 가운데 주요
한 두 가지 변화 중 하나는 태국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인접국가들과
경제적인 연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전략은 양자간 경제협력협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무역협정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서방
선진경제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병행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일제히 추진되었으나, 움직임은 결코 원활하게 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가운데는 중단되거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평가를
받거나 재검토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인도 국내경제가 견고하고 점진적인 향상
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인도는 세계경제와의 통합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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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인남식 (2007. 12)
ISBN 978-89-322-6096-9/A5/80면/5,000원

본 연구는 최근 독립노선을 가시화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우리의 정책 제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팔레스타인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중동 분쟁의 핵심이 되어왔다. 중동지역에 만연한 고질적인 사회갈등의
근원이 팔레스타인이었고, 따라서 현 중동정세의 안정구축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의 안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팔레스타인은 몇가지 국제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아랍의 박탈감 중첩지역, 둘째 이란이 주도하는 이슬람 혁명 확산의 잠재
적 거점화, 셋째, 글로벌 테러리즘의 온상화 가능성, 넷째 문명담론의 격전지화,
다섯째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관련 시사점 등이다.
1993년 오슬로 프로세스 이후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최근 정세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정치질서의 변화, 이란 핵문제, 이
스라엘 내외의 혼란, 하마스의 등장 등 제반 여건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국제
사회는 팔레스타인의 안정화 없이는 중동평화 및 세계평화 구축이 난망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한국도 이 맥락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
여야 하는 시점이다.
향후 한국의 대팔레스타인 정책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볼 수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포럼 한국 개최, 주요인사 교류 확대 및 국제사회의 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레스타인 평화구축 노력 적극 동참 등 평화관련 정책과 더불어, SOC 구축지원,
공단건설지원, 국가운용 패키지 전수 및 관광산업 투자 등 경제활성화 지원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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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빈곤의 원인과 농촌개발의 과제
농업 외 다른 산업기반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여건에서 농업 성장률은 아프리카
전체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부분 가난한 농촌 인구의 경제생활의 기반인 농업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은 인구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의 1인당 농업생산은 1975년을 기점으로 하락 내지 정체 수준이며 농업생산성
과 수출 감소는 아프리카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오랜 식민통치, 사회주의 및 대내외 전쟁으로 인한 농업 정책의 등한시, 농민들
의 낮은 영농 의식, 기후에 의존적인 전통적 농작법 및 낮은 비료 사용률, 열악한
농업 관련 인프라, 사막화 현상 및 토지의 영양 고갈 등으로 저하된 토지 생산성
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은 타 대륙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아프리카
사회의 지리적 특성, 가계의 규모, 가계의 가장, 교육 수준, 남성 노동자들의 이농
현상 및 농업 인구의 노령화, 농촌 인구의 보건 및 건강 상태 등의 요소도 아프
리카 농촌 사회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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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아프리카 농촌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개발 과제로서, 크게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개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의 경험 분석과 아프리카 농촌에 접속가능성 분석
우리나라는 농촌 새마을운동과 그 후의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농촌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우리나라 농촌개발사업은 시대와 여건
의 변화에 따라 모델을 달리해 왔으며, 아프리카 농촌의 경우에도 사회·경제·문
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개발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 농
촌에서는 대동계(大同契)와 같은 마을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
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이 농촌 새마을 운동과 같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농촌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여건에 맞추어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즉,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기본단위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업이므로,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국의 모든 마을을 동일하게 지원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마을을 더 많이 지원하는 마을간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으
로, 재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많은 마을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개발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프리카 농촌개발 모형 및 지원 방안
아프리카의 농업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아프리카의 농업·농촌 문제를 일반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가와 지역의 여건 및 농가 유형을 고려하여 경
제·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개발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아프리카 농촌개발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국가를 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익을 고려하면서, 지원에 따른 농촌 개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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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
및 범지구적 과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방향에서 대상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로서 국
가지도자가 농촌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모델전수 초기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중점 대상국가를 선정한 후, 그 나라의 관
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농업경제전문가를 2~3년간
파견할 필요가 있다. 현장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대상국가에 2년 이상 머물면서 정치･사회･경제･문화를
이해하고 그 국가의 전문가와 충분한 의사를 교환한 후에 종합적인 농촌개발계획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 식량증산 정책과 1970년대 녹색혁명을 이룬 미곡증산의 경
험은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산능력 확충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아프리카에 효과적
인 개발모델이 될 것이다. 첫째, 전문가에 의해 국가 전체의 3개년 또는 5개년 단
위의 식량증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영농법이나 생산성이
높은 신품종이 개발되어도 보급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수행하
는 것과 같은 농업기술의 연구 및 보급･지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규모 댐, 저수지 및 제방 건설, 농촌 물류비 감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등 하부
구조 건설을 위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부족한 자금과 영농자재를 무상으
로 원조해야 할 것이며, 농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근검절약을 통한 절약 정신과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의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농촌 종합개발 역량확충 지원프로그램으로서, 지원대상 국가의 원수를 국내에
초청하여 현지 시찰과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단 국가지도자가 농촌종합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
면, 해당국의 정부관료 및 전문강사를 교육하여 정책 및 농촌 지도자 발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촌종합개발의 분위기가 어느 정
도 마련되면 국내전문가를 해당국가의 정부에 파견하여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국
내자금으로 시멘트 또는 비료 등 새마을운동을 위한 기초 시행 자재를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사업이 착수된 후 평가․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모니터링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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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행한다.
아프리카 농촌개발 사업은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된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이를 아프리카의 농촌개발 국가모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초기의
농촌개발종합계획 또는 식량증산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비용은
KOICA의 무상원조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단계에서는 무상지
원보다는 차관형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의 제약상 아프리카 농
촌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부족한 부분은 OECD/DAC, FAO, 세
계은행, AfDB, CAADP 등 다양한 아프리카 지원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기금(matching fund) 방식 등으로 이들의 공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프
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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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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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개될 EU의 통상전략 중 명백한 특징은 소위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대변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양자적 또는 지역적 통상협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EU는 EU 회원
국 이외의 국가들과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
국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다소 소극적 또는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쳐왔으
나,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발표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FTA 추진전략
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EU의 경우 EU 회원국들과 식민지배 경
험을 가지고 있는 ACP 국가들에 주력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해 왔는데,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전개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각성이 고조되면서 2006년 10월 공표된 신통상정책을 전기로 미국의 통상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책 시행을 명확하게 공식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재 EU가 아무런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미국은 싱가포르, 한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를 제안하게 된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시장
을 선점하기보다는 미국의 주요 거점 시장 선점에 대한 방어적 대응책으로 보여
진다.
또 다른 EU 통상정책의 특징은 WTO 체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자협상 차원에
서 미국과 공조 또는 협력방안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EU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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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해외 영토를 식민지 통치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그러한 국가들과 밀접한 경
제·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구조적으로 특혜무역의 상대국이 많다. 2007
년 2월 시점에서 EU와 전적으로 MFN 차원의 교역을 수행하는 국가가 1998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에서 졸업한 한국,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대만,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총 9개
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ACP 국가들을 위한 특혜무역의 중요성이 높
아, 여타 일반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기존의 특혜 교역상대국들 입장에서는 무
역혜택의 효과가 격감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통상협상 전
략이나 방향은 일반적으로 WTO를 통한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부 특정 산업부문의 육성을 위해 국별로 특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EU 교역구조의 정치·경제적 특성에 의해 특혜적 교역관계를 안정적이
고 실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설적으로 다자적 차원의 시장개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EU는 다자주의적 세계통상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제 주체국이며 심대한 경제이해를 공유하는 미국과 다소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시장접근의 전격적인 개선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직접적 활성화를 꾀하는 미국
과는 달리, EU의 경우 시장접근 수준에 있어 다소 점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일관된 다자적 규범의 설립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실
제로 EU는 최근 WTO 차원의 다자무역협상에서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의해 유지되는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
로 여타 WTO 회원국들에 대해 공세적인 시장개방 입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투자·경쟁·정부조달·무역원활화 등 제반제도 개선이 요
구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시초로 WTO 차원의 규
범화 작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아프리카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반대하여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소위 ‘싱가포르 이슈’들을 논
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다자간 규범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
더욱이 EU 기업들이 주된 경제이해를 가지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강화 등은 수많은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를 통한 개선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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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WTO를 통한 다자적 세계무역체제
유지는 여전히 EU의 통상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WTO 체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변화가 브라질, 인도, 중국
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 그룹의 부상이다.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입장 조율이
사실상 협상 타결의 관건이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상황과는 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 협상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의 삼각 관계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의 양자적 차원의 관계에서는 상호간 입장이 대립되는 측면이 있으나, 새로이 도
하 협상 타결의 변수로 등장한 개발도상국 그룹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을 공유
하면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
식으로 미국과 입장을 공유하고 도하 협상에서 전략을 수행할 것인지는 현재 도
하협상의 다각화된 협상구조를 감안할 때 협상 쟁점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
이나, GATT/WTO 체제 발전의 지난 경험과 비교해 볼 때 도하 협상을 전기로
하여 미국과의 통상정책 시행 또는 통상협상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체
제가 최초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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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 및 전략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을 외교안보정책 및 경제통상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냉전체제의 붕괴 이
후 상호의존과 지역화가 심화되고 경제발전 중심의 국가정책이 중시됨으로써 경
제통상 이익이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상 외교
의 배후에는 결국 정치적 배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배경이 경제
통상정책의 결정자로 활약하는 한 ‘경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economy)’
가 조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의 경제통상정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통상정책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협
상지위를 선점하거나 보다 유리하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대북미 통상관계나
정책 역시 양국간의 전략관계를 논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상학적인 관점에서 이해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른바 ‘샤오캉(小康)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통
상부문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자국의 국가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협력적인 외교안보전략을 견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중
국은 자국에 대해 취하는 미국의 통상조치가 순수한 경제적 의미로 접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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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 부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미국발 통상갈등이 지
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역시 국내정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년에 출범한
캐나다의 신정부 역시 통상문제를 정치이슈(예: 인권문제)에 결부시키면서 캐나다
의 통상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어 중국과 캐나다의 통상관계 또
한 정치적 갈등의 구속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치적 갈등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북미국가의 통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어 양자간 통상관
계에서 정치적 개연성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중국과 북미 간의 통상마찰은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
다. 즉, 중국은 북미국가들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단순한 경상수지 문제가 아닌 북
미국가의 내적 문제 표출로 간주하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 상승, 재정
적자, 불균형한 경상수지 등을 포함한 내재적 문제는 중국의 환율 및 덤핑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미국가들은 자국 내적 문제
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과의 통상마찰은 이
런 내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2. 중국의 대북미 통상마찰 및 전략
경제통상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북미국가 간의 통상마찰의 가장 큰 배경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대외
개방 정책을 통해 투자와 수출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가동함으로써 고도
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성장의 속도만큼이나 빠
르게 국제무역체제에 편입하였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현재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로 시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에 다양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중에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과 함께 미국기업에 대한 더 많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통상전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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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으로서는 환율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의 경제성장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환율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중국은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는 무역흑자를 줄여 통상마찰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식재
산권 침해, 다양한 시장장벽 등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소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려 하고 있다.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서 중국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섬유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억제 등의 일련
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중국의 무역흑자가 최근에도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WTO 제소 등의 조
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
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
온양면의 대응전략’으로 상대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강력하게 맞대응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양보 및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제
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그리고 기술력 제고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전략도 그
위상에 맞게 다변화되고 그 영향력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통상마찰에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통상전
략’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경제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거나 무역구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제무역체제 내에서 통상마찰에 대한 방어와 공세를 강화하
는 수준이지만,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통상압력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
거나 중국자본의 해외진출 통로를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환율
압력에 대해 중국은 외환보유고 다변화 정책 및 미국채권 매도 등의 대응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국부펀드의 세계 금융권
공략, 개인의 해외투자 허용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 한·중 FTA 협상에 주는 시사점은 현재 미국이 요구
하는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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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대중국 투자의 자유화와 시장접근의 유리한 조건을 얻
어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 및 서비스분야는 한국이 한·미 FTA를 통
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중국진출로 향후 한·중 관계의 향
방을 좌우할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한·중 FTA 협상에서 먼저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만 미국에 허용하는 수준에서 좀더 우호적인 입지를 얻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지렛대
로 삼아 한·중 FTA 협상에서 능동적으로 협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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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 체제의 ‘다자간’을 가장 중요시해온 반
면, ‘양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이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중요시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힘입
어 안정적인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세계경제는 불
황에 직면하면서 보호주의 움직임을 심화시켰으며, 일본의 통상정책도 이러한 흐
름에 대응하여 무역마찰 해소와 원활한 수출 촉진,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라는 측
면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일본
에 대한 통상압력은 무역불균형 시정문제를 중심으로 심화되었으며, 일본으로서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노선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 WTO의 출범과 이를 전후하여 대두된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지역주의를 가속화하였으며, 다자간 무역체제라는 통상환경을 약화시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지역연대 및 경제통합의 확대가 WTO를
기본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자간 무역
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98년 중반 이후 일본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상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FTA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간 협상도 아울러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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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1990년도까지만 해도 ‘경제통합’ ‘지역
협력’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던 일본의 통상정책 기조는 10년도 채 안 되어 FTA 긍정론으로 흐름이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2년 1월 일본은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신시대 경제
연대협정(JSEPA)을 체결함으로써 FTA 체결국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은 2002년을 ‘FTA의 원년’으로 책정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FTA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
본의 통상정책이 과거의 흐름과는 달리 중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본이 어떠한 방향으로 북미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갈 것인가를 특
히 통상전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일본의 대북미 통상 현황 및 현안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본 후,
제3장에서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
는 최근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PA(경제연대협정) 전략의 내용, 추
진현황 및 향후과제, 그리고 그것이 향후 대북미 통상정책에 대해 갖는 의미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정치경제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 일본의 대미
통상전략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감안하여,
미·일 경제관계 및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
막으로 결론에서는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였
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요약·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미·일 통상관계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문제를 제외하면 긴급한 현
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WTO에서의 분쟁처리절차나 미
국의 ｢외국무역장벽보고서｣ 및 일본의 ｢불공정무역보고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반덤핑(AD) 관련이나 기타 무역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
늘날은 ‘달러 블라우스 사건’으로부터 ‘미·일 포괄경제협의’에 이르는 20세기 후
반 50년간의 상황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21세기에 들어서고부터
미·일 통상관계는 과거 경쟁시대의 유산을 버리고 협조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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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캐나다 통상관계는 무역면에서나 투자면에서 공히 일본이 일방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지만, 그 규모가 양국의 전체 통상(무역 및 투자)규모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높지 않아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캐나다는 전
술한 무역·투자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
하여, 일본과의 무역·투자·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일 및 일·캐나다의 통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
술한 세부적인 통상현안들보다는 오히려 전 지구적인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이 국
가들이 전개하고 있는 FTA 전략 등을 위시한 핵심적인 통상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GATT에 의한 다자적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후 다자적인 통상협상뿐만 아니라 양국간, 복수국간, 지역간 협상을
더불어 추진함으로써 일방주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
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Multi-Track
Approach라고 하는데, 민주당, 공화당 정권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이스라엘 FTA(1985년 9월 실시), 미국·캐나다 FTA(1989년 1월
실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4년 1월 실시),
미국·요르단 FTA(2002년 1월 실시) 등을 체결했다. 또한 2001년 미주 정상회담
에서 2005년 말까지 발족하기로 합의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를 체결하기 위해 중남미 34개국과 협상해 왔지만, 2005
년 11월 미주정상회담에서 그 합의에 실패하였다.
죌릭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촉진권한 성립 후인 2002년 8월 의회
에 보고한 싱가포르, 칠레와의 협상은 2002년 중에 합의되었다. 미국은 모로코,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바레인, 호
주, 오만, 페루, 콜롬비아와의 협상을 완료했으며, 2007년 2월 말 현재 파나마, 태
국, 말레이시아 등과도 협상 중이다.
이러한 FTA 체결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조건은 미국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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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다. TPA란 주지하
는 바와 같이 헌법상 연방의회가 갖고 있는 통상교섭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회는 통상교섭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의회와 면밀하게 협의하고 제휴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하게 된다. 그 대신에 체결된 협정을 비준 심의할 때 의회는 협정을 일절 수정하
지 않고, 협정을 채택할지 거부할지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의회
에 주어져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권한하에서 미국은 과거에는 주로 중남미·중동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아시아로 관심의 폭을 넓히게 되었
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싱가포르 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미·일
FTA 체결문제에 대해 미국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외
교·안보라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일본의 요구
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중심 통상정책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향후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미 FTA 체결 후의 비준문제나 사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통상마찰 문제에
대한 사전준비 및 조율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한·미 간의 통상마찰은 지난 1980~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는 현
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대부분의 현안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대체적으
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양국간 통상관계가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한·미 양측에서 대두됨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
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를 추
진하여 2007년 6월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고, 현재는 양국 국회의 비준을 남
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로 인한 시장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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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증대 및 안정적 교역의 확충, 그리고 제도 선
진화 및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및 기술협력
의 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국가·기업의 인지도 상
승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한·미 FTA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향후 발생할 사태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느냐에 크
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캐나다는 비록 미국과의 경제연대관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캐나다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최근 통상정책 지침에 비춰볼 때, 캐나다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추
진하는 데에도 강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경제와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는 캐나다와의 관계를 더욱 강
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과 캐나다는 1993년 11월 20일에 열린 제1차 시애틀 APEC 정상회의
때 특별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특별동반
자관계 작업반회의, 산업기술협력위원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캐나다 수출의 80%를 대미수출이 차지할 정도로 캐나다와 미국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캐나다와 미국을 연계한 대북미
시장개척 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조성된
상호이해가 전자상거래 관련 민간협력, 기후변화협약 관련 공동사업 수행 등 구체
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BT, IT, NT, ET 등 첨단산업 부
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한·캐나다 간 기술이전 및 산업간 협력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관심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간 협력이 가일층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
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캐나다가 2001년 코스타리카와의 FTA 체결 이후 FTA 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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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한국이나 중미 4개국(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과의 협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향후 캐나다와의
FTA 체결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과정에서처럼 현재 진행 중(12차 협
상까지 완료됨)인 캐나다와의 FTA 협상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련업계로부터 이견
이 제기되어 국내 의견조정에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
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정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조
정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지역연구시리즈 07-11/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0-0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임배진 (2007. 12)
ISBN 978-89-322-6101-0/A5/84면/5,000원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서 벗
어난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베네수엘라 에너지정
책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의 근간인 석유산업에 일대
변혁을 야기했다. 차베스 정부는 미국과 국제석유자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에너
지산업의 점진적 재국유화를 단행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중심의 에너지자원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차베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예측하려면 에너지분야뿐 아
니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차베스식 정책의 형성 동인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차베스의 에너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외교정책, 경제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차베스 현상’은 역사
적 돌발사건이라기보다는 베네수엘라 특유의 정치·경제·사회 제도와 차베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상호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생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사회의 정치·경제적 균형이 내생 또는 외생변수에 의해 와해되어 정
권교체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정책 노선은 급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 에너지시장의 동향을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하
고 대응하려면 차베스 요인을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닌 일반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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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자원 수입국의 입장에서, 기존의 자원협
력체제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차베스가 구상하는 새로운 자원협력체제의 활용방안
을 모색하는 등 에너지자원 확보 문제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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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김영철 (2007. 12)
ISBN 978-89-322-6102-7/A5/68면/5,000원

브라질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시장개방정책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
화되었다.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출주도정책과 시
장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이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시
장에서는 소득증가로 소비가 진작되고 있으며, 소비패턴도 소득수준에 따라 변하
고 있다. 그리고 대외부문에서는 수출상품이 원자재 중심에서 자동차, 기계류, 전
기기기, 항공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가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았던 한국도 이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브라질을 공업화를 위한 원자재 수입처와 상품 수출 시장
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시장진출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브라질 코스트’
를 극복하지 못한 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현지의 물류나 인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은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코스
트 때문에 기대만큼의 높은 성장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코스트란 관료주
의 관행과 함께 복잡한 조세체계와 과도한 세금부담,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
과다지출,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이루어진 경직된 노동법에 따른 종업원 고용
및 해고비용 증가 등을 말한다.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대부분이 이 브라질 코스트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이런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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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를 막고 있어 직접적인 교역과 투자 규모가 정
체되고 있다. 브라질이 우리나라 중남미 수출과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한계점은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을 활용함으로써 일부 극복될 수
있다. 현재 브라질 교민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의류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교민들은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물류 네트워크
와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부분이 의류업
에 종사하고 있지만, 브라질 의류시장이 개방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의 값싼 의류가 밀려들어와 한인 의류시장이 위축되었고, 인접 국가인 페루와 볼
리비아인들이 한인 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의류 생산권역도 상파울루를 중심으
로 한 단일권역에서 지방으로 다원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브라질 교민들은 의류업을 패션화하고 한국과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한상섬유벨
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의류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여기고 다른 산업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대체에너지, IT 산업, 전기·전자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민들의 진입이 눈에 띈다.
브라질에 진출하려면 포르투갈어를 잘 구사하고 브라질 국내 시장에 정통한 지
역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성장한 한인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면 브라질 시장
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 전문직업인들은 교수 및 교사, 의료
계, 법조계, 공무원, 정계, 경제·경영·회계, 예술계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다. 진출기업들은 발굴한 전문가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상호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진출
기업들이 한인 전문가들과 공동 작업을 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기대치를 잘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마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
출을 현지 교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방안은 첫째, 한상섬유벨트와 같이 IT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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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기업과 브라질 한인기업을 묶어 IT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브라질 경제인들과 관계지향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만
들 수 있다. 셋째, 우리 기업의 진출분야가 다양해지고 완결형 투자 진출 형태로
전환되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는 교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기업들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브라질 교민의 현지화된 물류·인적 네트워크는 변화하고 있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코스트를 피하고 진출을 확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따라서 진출기업과 교민이 윈윈 전략을 통해 협력한다
면 높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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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 및 전망

하상섭 (2007. 12)
ISBN 978-89-322-6103-4/A5/96면/5,000원

20세기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 발전은 연속된 위기의 역사였다. 이러한
정치경제 발전구조의 이면에는 언제나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한 발전 논리와 시장
자유를 통한 발전 논리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독특
한 정치 문화의 하나인 페론이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정치경제 발전모델에서 언
제나 대립적 갈등구조의 중심, 즉 국가와 시장 사이의 결정 과정에서 시계추
(pendulum swings)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울러 이러한 대립적 발전 구조와 함
께, 다양한 정치 및 경제 행위자들의 이합집산의 역사가 존재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들을 페론이즘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더불어 재조명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보다 실질적으로 페론주의 정부와 반페론주의
정부의 정치경제 정책비교를 통해 역사적 성과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페론주의 정부의 현주소와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갈등의 역사는 정치경제적으로 민족주의적 국가 발전 정
책을 시행한 페론이즘 발전 모델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론이즘(1946~55년)은 국가
주도 산업화(ISI)와 함께 복지 지출을 통한 포플리스트적 발전전략으로서 1930년
이전의 자유무역 주도 성장모델의 종언을 가져왔다. 페론이즘은 또한 아르헨티나
에서 노조화된 노동자, 도시 빈민, 그리고 저중산층 등으로 구성된 대중정치
(pueblo)를 성립시킴으로써 이들을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경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 및 전망

제 및 사회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시민권 확대에 일대 변화를 가져
왔다. 경제적으로도 페론이즘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과
시장 사이의 중재를 통해 국가 자본주의 성장을 이루어내어 대외 종속을 낮추었
다. 제조업 부문에 호의적인 외환 관리, 무역 보호, 산업 보조금 장려, 그리고 관
세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으며, 수입대체와 국내 생산품을 위한 국
내 소비시장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페론은 국가 중심 발전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1955년).
페론의 포플리즘과는 다른 형태의 국가주도 발전주의는 군부정권 시대에도 끊
임없이 정부 정책들을 유도했지만 정치적인 불안과 1960년대, 1970년대를 통한 수
입대체 산업화 지속의 어려움 등으로 경기의 팽창과 수축, 즉 stop-go의 순환적
발전만을 발생시켰다. 점증하는 외채와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외채 위
기’로 인한 경제 붕괴,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삶의 질 저하만이 그 결과로 남았
다. 1983년 아르헨티나에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에도 취약한 경제구조는 지속되
었다. 새로운 라디깔(the Radical) 정부인 알폰신 정부도 산업발전 저하와 하이
퍼인플레이션만 유발했다. 이 영향으로 1989년 정권은 다시 한 번 페론주의자인
메넴 정부로 이양했다. 하지만 메넴 정부는 그 스스로 페론주의자임을 자칭하면서
도 경제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1940년대 고전적 형태의 페론 정부와는 사뭇 다른,
시장 중심의 개방정책을 선호했다. 네오포플리스트(neo-populist)라고 명명되는
정치적 포플리즘(populism)과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결합
된 새로운 형태의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이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를 포함하여 급격하게 이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넴
정부의 이러한 충격요법은 결과론적으로 그리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5년부터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 사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확산, 다양한 사회갈등
의 팽배는 총체적인 정치경제의 붕괴라는 결과를 낳았다. 급기야 2001~02년 경제위
기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재고해야 했다. 이러한 위기
의 정치경제학은 새로운 발전모델의 대안으로 네오페론이즘(neoperonism)을 주목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시장경제에 대한 경계 및 적절한 국가 개입을 통한 정치
경제 발전, 혹은 신자유주의 실패 이후 남미지역 경제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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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원 민족주의)의 부활 등 새로운 발전요소와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이 2001
년 경제위기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패러다임이 제도화된 시점은 아니다. 다만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확산을 저지
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며, 또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지역연구시리즈 07-14/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0-0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이상현 (2007. 12)
ISBN 978-89-322-6104-1/A5/76면/5,000원

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같은 해 10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과
의 탐사 및 생산 재계약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본 연구는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분석을 통하여 제3세계 자원민족주의의 실제적, 그리고 이론
적 시사점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역사는 최
근의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된 다양
한 정치적·정책적 행위의 반복과 진화를 통하여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재편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근에
등장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은 소유권의 향방이 초점이 되어 이념적 목표에 주력
하였던 과거와 달리 이익극대화에 주력하는 실용적 접근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몰수 또는 수용을 통한 기존의 완전국유화와는 달리 모랄
레스 정권의 에너지산업 국유화는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계 에너지기업들과의
기존 계약조건 변경을 통한 로열티와 세금 확대, 그리고 국영 에너지회사 YPFB
의 역할 확대에 기반을 둔 에너지산업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실용적 형태의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 정책은 과거 급진적 형태의
완전국유화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 투자자와 소비자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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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구조의 특징, 그리고 헌법 개정 및 소유권 이
전을 동반하지 않았던 기존 에너지산업 개방정책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지역연구시리즈 07-15/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2-01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한종만 (2007. 12)
ISBN 978-89-322-6105-8/A5/166면/10,000원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EU, 미국, 중국,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부터 러시아의 경제여건이 양호하게 진전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대러시
아 무역과 투자, 그리고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대러시아 통상
전략은 적절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된 에너지원과 원료자원을 공급하고, 에
너지와 자원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러시아의 풍부한 경화 회수를 위한
수출증진 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러시아 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소득수입을 올린
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주요국들의 대러시아 교역규모는 EU,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모두 높은 대러시아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무역적자의 폭이
큰 주요 국가 순으로 대러시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EU의 대러시
아 투자는 75% 이상이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투자 규모도 이와 유
사한 양상(EU, 미국, 중국, 일본 순)을 보이고 있다.
대러시아 경제협력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조나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들은 대러시아 에너지협력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보다는 경
쟁적으로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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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서비스부문(은행, 보험, 투자, 법률, 통신, 교통, 지식소
유권 등) 개방과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해서 EU와 미국은 WTO 협상과정에서 더욱 강력하게 러시아 시장의
개방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본재와 기계류 등의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러시아 교역량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가 적은 소비재와 생산재 수출이나 인력협력(예를 들면, 국경무역과 벌목, 목재
임가공 등)을 주요 협력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점차적으로 전방위적 협
력과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예를 들면, 자동차부문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혹은 견제 목적
으로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EU와 미국은 자본과 자원개발 경험이 풍부한 세계적 석유 메이저를 통해 러시
아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도 1970년대부터 사할린 자원탐사와 사할린-1,
2 프로젝트 개발에 뛰어들었다. 중국 역시 초고속 성장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 자원개발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인접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해 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
료자원 및 임산자원 확보나 자원수입에서도 뒤처져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의 투자
와 교역은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진
출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지역연구시리즈 07-16/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3-01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박상남·강명구 (2007. 12)
ISBN 978-89-322-6105-8/A5/166면/10,000원

구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
앙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의 하
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는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
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둘째, 중앙아시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
시안 벡터(eurasian vector)와 미국이 주도하는 트랜스 퍼시픽 벡터(transpacific
vector)가 충돌하는, 지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셋째, 석유 및 천연가스로 대
표되는 에너지자원의 보고라는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투자 및 통상에 대한 관심이 중앙
아시아에 집중된 것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1년 이후이다. 중앙아시아 지역
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심지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과 광
물자원, 관광자원 등 지정ㆍ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부응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산
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대외무역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
다.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러한 투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요국의 입장에서 중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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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는 에너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9·11 사태 이
후, 중동의 군사적 위기, 남미의 반미 분위기 등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
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부족한 에너지자원
을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대외 의존
도가 높은 일본은 중앙아시아를 대체 공급처로 보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EU는 에너지자원 수급의 다변
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과거 중
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유지, 회복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둘째, 정부개발원
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 원조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
고이다. 주요국들은 원조외교를 통해 자국 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철저히 자국의 이해
라는 현실적, 실용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무역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무역
규모는 크지 않았다. 2000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
장에 따라 무역액이 증가하였으며, 무역품도 다양화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산업 및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어 자본재 및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민소득의 상승으로 소비패턴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입국도 중국, 터키,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경제성장은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현재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통상은 중ㆍ저가의 소비재 및 자본재가 주를 이
루고 있으나, 미래에는 고가품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대되어 주요국의 무역품 변화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과 정치ㆍ경제ㆍ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이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주요 진출국의 성공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경
제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주요국의 진출정책을 세밀히 파악
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현재 국
제사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에너지안보를 위해 우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보증하에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인들과의
협력은 한국이 가진 민족적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잊지 말아
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앙아시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
므로 정부, 기업, 그리고 민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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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쟁점

정지원ㆍ박혜리ㆍ여지나 (2007. 8)
ISBN 978-89-322-2113-7/A5/128면/7,000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ㆍ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
부터 2년간 한ㆍ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ㆍ관ㆍ학 공동
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ㆍ중 FTA 협상
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양국간 통
상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
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으로, 한ㆍ중 FTA 협상에서 반덤핑
관련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 및 중국의 반덤핑제
도를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여 한ㆍ중 FTA 협상 논제 중 반덤핑제도 부문
의 예상 쟁점을 제시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WTO 반덤핑협정의 기본
골격을 수용하여 내용을 크게 보완했으나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
여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한국 및 중국의 반덤핑
규정을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한 결과, 세 규정 모두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는 양국의 반덤핑규정 및 WTO 반덤핑
협정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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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2007. 10)
ISBN 978-89-322-2115-1/A5/96면/5,000원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양국 보건의
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
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최근 추세, 그리고 특징적
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나 의료시설이 OECD 회원국
들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지만, 의료비 및 시설의 확충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다. 중국은 최근 빠른 의료비 상승, 도농간의 의료지출 격차, 영리법인의 비
중 확대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병원급에서 중의학 및 중서의 진료를 담당하
는 인력의 숫자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개방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보건의료서
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중국은 영리법인의 일부 허
용을 포함해서 이미 일정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여기서는 한ㆍ중 FTA에 따른 개방의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양국이
직면한 의료비와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둘째는 한의학시장 개방의 문제를, 마지막
으로 의료인력 교류의 문제를 살펴보고, 각 쟁점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
효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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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2007. 11)
ISBN 978-89-322-2116-8/A5/82면/5,000원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
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
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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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2007. 3)
ISBN 978-89-322-2109-0/B5/208면/10,000원

세계경제는 급속한 기술혁신과 전세계적인 경제통합의 가속화가 밑받침되어
2006년 들어 4년째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글로벌화와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는 오늘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2007년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은 미국경제의 연착륙과
그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미국경
제의 감속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경제의 성장 감속도 비교적 완만할 것
으로 보인다. 유로지역은 2006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지역으로 미국경제
의 감속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성장률 감소가 예상된다. 일본 역시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이나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
2007년 세계에서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지역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
권으로, 중국은 투자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진 9%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달리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견
인하고 있는 인도는 급속한 물가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의해 2006년보다 약간 낮
아진 7%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향방에서 또다른 중요한 변수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으로, 특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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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석유와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과 아프리카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문제, 이라
크의 치안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이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CIS(독립국가연합)도 에너지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
으로, 과도한 유가 의존도로 인해 안정적인 유가가 이 지역 경제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 중남미지역은 베네수엘라를 축으로 하는 남미 에너지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통한 남미의 경제적 결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재원조달이 과
제로 남아 있다.
한편 2007년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정치권의 향배
가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펼쳐질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인해 통상마찰이 세계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며, 주요 통상국에 대한
통상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은 국가별 비준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EU 헌법 문제가 2007년에도
난제가 될 것이고,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총리 교체의 가능
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에 있어 2007년은 덩샤오핑 사망 10주년, 홍콩반환 10주년 등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한 해로, 특히 가을에 예정된 제17차 공산당대회를 통해 후진타
오의 제2기 집권이 시작됨에 따라 계층, 지역, 산업 간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도 최대 관심사인 국가두마 선거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8
년 3월의 포스트 푸틴 정부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
시아의 WTO 가입, 러시아와 CIS 국가 간의 에너지공급 분쟁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중남미에서는 좌파 정부의 확산이 정치 사회적 변혁뿐 아니라 경제적 변혁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분열, 쿠바 피델 카스트로의 권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력 이양은 이 지역 전체 구도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에서는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FTAA 협상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
나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 간 FTA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위와 같이 2007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화와
경제통합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세계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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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안형도 ․ 김원배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2007. 6)
ISBN 978-89-322-2110-6/A5/256면/10,000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대도시지역(city-region)이 세계경제에서 경쟁의 주체이
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거래비
용 감소로 대도시지역과 세계경제의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생
산 및 혁신활동이 대도시지역에 집적되고 있다. 한국이 입지하고 있는 동북아지역
은 최근 10여 년간 역내 교역량, 자본이동, 인적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중
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동시에 한ㆍ중ㆍ일 간 자유무역협정이 검토되는 등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
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동북아지역 내에서 도시지역 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실
질적으로 경제협력과 통합의 중심에 위치한 대도시권의 경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
나 논의는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북아 및 세계경제의 협력 및 경쟁
의 중심지가 될 동북아 대도시지역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대도시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
이다.
동북아경제의 주역인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주요 대도시권에 대한 비교 분석
을 통하여 이들 대도시권 경제가 어떻게 변모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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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의 경쟁력 변화 추이와 그 동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
적이다. 선행연구에서 특정 시점의 도시간 경쟁력이 비교의 중심이었다면, 본 연
구는 대도시권의 경제구조, 공간구조,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비교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구조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노력과 이를 수행하는 거버넌스 구조도 분석의 범주에 속한다. 특
히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정부의 역할이 아직도 중요한 만큼 대도시권에 대한 정
책개입과 대도시권 내부의 관리와 관련되는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
여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대도시지역 중 중심도시의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이며 주변도시 및 농촌과 기능적으로 통합된 지역을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중국의 경우, 해당 도시지역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대표적인 도시지역 3
개만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권역설정은 ‘기능적으로 통합된 대도
시지역’으로, 통근이 가능한 ‘통근권’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학
자들은 수 개의 메트로폴리스가 연계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를 국제 비교
에 적절한 공간단위로 보는 반면, 메트로폴리스를 보다 적절한 공간단위로 이해하
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

톈진

탕산 메갈로폴리스의 경우, 기능적

으로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한 통근권을 형성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8개 지역을 최종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서울권과 부산권, 일본의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그리고 중국의 베이
징권, 상하이권, 광저우권이다. 권역의 범위는 자료구득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
역 경계를 따라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대도시권을 사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이미
정의된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중국의 경우는 대도시의
행정범위가 실제 기능적으로 통합된 지역범위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인 기능적 권역을 설정하는 것은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하므로 기존의 행정구역
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서울권과 부산권을 통근권으로 하여 권역범위를 재설
정할 수 있으나, 자료 처리의 편의상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으로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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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평면적인 경쟁력 분석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
문에, 1985~2005년의 약 20년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료구득이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이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북아 대도시권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지표 선정을 통한 단순 비
교에 그치고 있다. 동북아 주요도시들이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가정하에 다
양한 경제ㆍ사회적 지표를 가지고 각 도시의 우열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
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정태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 지역의 성장동력이 무엇이며,
성장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역구조로 재편되
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본 연구는 지역 재구조
화(regional restructuring)라는 관점에서 동북아 주요도시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정태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화 및 국내외 도시간 경쟁구도, 국
가의 개입 정도와 그 성격, 지방정부의 자율성 정도, 공간구조의 제약요인 등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을 연구의 흐름과 결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는 연구의 개념적 틀을 상술하고, 경쟁력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경쟁력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비교대상 도시권의 기본적인 현황을 소
개하고, 각 도시권별로 지역 재구조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논의하고 있으
며, 경제 및 산업기반, 주력산업, 발전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제4장은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 도시지역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지역총생산 및 지
역생산성 자료를 결과지표로 하고, 인적ㆍ지식 자원, 경제구조, 공간자원, 사회자
원을 구성하는 요인지표 중 구득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경쟁력의 차이가 어디
에서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결
론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지역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영향요인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그 불분명하며, 특히 지역
에 적용될 경우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폴 크루그먼의 경우, 국가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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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이 불가능하며, 시장점유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며 정책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포터는 국가
내 기업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나 지역 수준에서 의미 있는 유일한 경쟁력 개념을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역경제학자들은 지역경쟁력을 지역 외부성(regional
externality)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에 환원되지 않으면서 효
율성, 혁신, 유연성, 역동성, 즉 총체적인 경쟁력(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을 지역경쟁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의 개념은 지역경쟁력이 최종적으로 ‘생산성’을 의미하며 이로써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며 이론적 근거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지표 중심의 연구들은 대개 정태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역동성과 변화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산성을 지역경쟁력의 결과지표로 채택하되, 정태적인 ‘경쟁력 비
교’를 넘어 각 도시지역 경제의 재구조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가
지 자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쟁력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기반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지표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지역경제의 핵심자산을
구성하는 변수로, 이 변수의 대표성 확보 및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구축의
용이성을 도모하였다. 지역정보는 국가정보와는 달리 자료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국가별로 정보구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정
보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역자산의 경우, 기존 구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
여 인적ㆍ지식 자원, 경제구조, 공간인프라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으로 나누어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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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쟁력 자원과 지표
구분

범주

인적 지식
자원

자산/
자원

경제구조

공간인프라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산출/
결과

1차 선정지표
인구
경제활동가능인구
대졸자 비율
학생/교수 비율
창조적 직업인
R&D 투자 비중
특허출원 건수
수출입액
지식기반산업 비중
외국인직접투자
외국기업 수
면적
도로밀도
항공연결 편수
주택보급률
공원면적
대기오염(NOx, 미세먼지)
외국인 수
소득분배 정도
공공도서관 장서 수
GRDP
1인당 GRDP
평균임금
고용률

2차 선정지표
인구

단위
인

대졸자 비율

%

특허출원 건수
수출액 비중
지식기반 비중
외국인직접투자

개/인
%
%
$

면적
도로밀도
항공여객량

㎢
㎞/㎢
명

외국인 수

명

GRDP
1인당 GRDP
평균임금
고용률

$
$/인
$
%

인적ㆍ지식 자원은 지역의 경쟁력과 혁신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며, 기존 연구에서 인구, 경제활동 인구, 대졸자 비율, 대학의 교수/학생 비
율, 창조적 직업인 수(문화예술계 종사자), R&D 비중, 특허 건수 등을 변수로
설정할 수 있으나, 자료구득의 한계로 대졸자 비율과 특허 건수만을 포함하였다.
경제구조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양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 수출입액, 지식기반
산업 비중,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지표화하였다. 공간인프라 자원은 지역의 인프라
가 어느 정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지역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
여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 면적, 도로연장, 항공연결, 주택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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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면적 등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사회문화적 자원은 지역의 문화적ㆍ사회적 분
위기가 창조적 경제활동을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외국인 수, 소득분배 정도, 인터넷 이용자 수, 도서관 장서 수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에서 구득 가능한 통계자료의 한계로 실제
로 구축된 지표는 10개이며,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지역경쟁력의 변화를 지역 재구조화라는 시각에서 파악
함으로써 경쟁력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데 있으므로, 지역 재구조화에 대
한 간략한 개념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재구조화는 기존의 정치ㆍ경제ㆍ공간적
구조가 세계화 및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을 의
미하며, 이는 지역의 경제적 역량, 국가 개입의 성격, 지역의 정책자율성 등에 의
해 그 성격이 좌우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 재구조화 과
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이 가진 자산(asset)과 그 자산을 기반으
로 산출해 내는 결과(outcome)의 누적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자
산이 결과를 산출해 내는 과정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policy intervention)이

그림 1. 경쟁력 분석의 틀
정책개입/시장대응

자산/
자원

성과/
결과

거버넌스
구조
지속가능성/내구성

재구조화와 경쟁
력의 귀환과정

ڙۙۺۍ ֩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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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자산

정책개입

결과의 순환구조는 지역의 사

회구조 및 문화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 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 3 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이 장은 8개 대상 대도시권의 인구, 면적, 산업구조 등 일반적인 현황을 소개
하고, 각 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도시권
의 재구조화 과정을 개발이념,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시켜 재구조화 과정이 작동하
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동시에 8개 대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발전 전
략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 현황을 보면 8개 대도시권은 그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면적 측면에서 나고야권은 상하이권의 3배 이상 크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권역 설정의 상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구 규모는 도쿄권이 최대이고 서울권
이 그 다음이며 광저우권이 가장 작다. 각 도시권의 절대 규모 차이도 중요하나,
해당 도시권에서 중심도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에 중요한 영
향을 끼친다. 중심도시의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오사카권과 나고야권의 중심도시
인구 비중이 낮은 반면에 중국 대도시권의 중심도시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
다. 이는 오사카권과 나고야권 중심도시의 구심성이 낮으며, 중국 대도시권의 경
우 권역의 과소 설정을 감안하더라도 중심도시의 구심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도쿄권과 서울권은 1, 2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
이 높다. 그러나 구미의 대도시권에 비하면 도쿄권이나 서울권 모두 아직까지도
상당한 비중의 2차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구미의 탈산업화된 도시권과는 차별성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으로 보면, 도쿄권과 서울권을
필두로 베이징권, 그리고 오사카권, 부산권, 나고야권, 그리고 상하이권과 광저우
권의 순으로 탈산업화의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대도시권 일반 현황에 이어 3장에서는 개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을 산업구조와 공간구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요약하면,

223

224

연구자료 07-03

도쿄권은 이미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압력에 의해 재구조화의 과정을 밟아 왔
고,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및 지식기반화를 경험하고 있다. 공간구조에서는 일찍이
교외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재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권은 산
업구조의 조정 지체와 공간구조의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권역내 저
성장산업 중심의 구조와 오사카, 교토, 고베라고 하는 3개의 도시가 독자적인 세
력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간 분점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오사
카권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다. 나고야권은 특이
한 경우로, 도요타 등 대기업에 의한 생산집적으로 산업이 도시권의 변화를 주도
하는 형태로 재구조화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민간기업 주도로 나고야권의 산업구
조가 비교적 성공적인 조정을 이루어 왔고, 이러한 결과로 중심 도시인 나고야시
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도시권도 일본과 유사하게 1980년대 후반부터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
기 시작하였다. 서울권은 서울의 공장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자연발생적으
로 구조조정되었으며, IT와 반도체분야의 대기업들이 경기지역에 집적된 반면 서
울은 서비스업에 더욱 특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 재구조화는 공간적으로도 서
울시 인구의 상대적 비중 감소와 외곽인 경기도의 인구 비중 증대라는 교외화 현
상을 초래하였다. 부산지역은 1980년대 후반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필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산업 재구조화가 지연되었으며, 그로 인해 부산지역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산업연계망과 서비스망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중심도시인
부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모두에서 고도화를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자체의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권역 전체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저해하는 결
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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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도시권별 재구조화 과정의 비교
도시

정치경제

산업 재구조화

공간 재구조화

국제화, 정보사회로의 전환 → 금융, 단일중심에서 다중심으로
전환, 도심에 대한 가치
생산자서비스,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
복원
분리된 도시들에서
제조업 침체, 서비스산업의 저성장
자유화, 지방주도
지역간 공항, 과학도시
오사카
→ 산업기반의 다양화, 국제적
성장연합
등을 통한 연결된
기능의 개선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도시들로 전환
자유화,
도 쿄 중앙—지방연계
성장연합

나고야

자유화, 기업주도 철강, 화학에서 자동차, 기계,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유연한 전환
성장연합

강력한 규제를
동반한 분권화
서울
및 자유화, 역내
협력
부산

분권화, 자유화,
지역내 경쟁

제조업의 교외화,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점진적 전환, 지역간
산업네트워크의 성숙

주변의 성장에 의한
도시 재구조화
단일중심에서 회랑발전의
다중심구조

전통산업의 쇠퇴와 새로운
교외화 지속, 점진적인
성장거점으로의 발전 모색, 서비스
다중심적 발전 수용
중심 경제로의 점진적 전환

분권화, 시장경제
서비스 및 첨단기술, 문화를 향한
도입, 성장연합,
베이징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의 전환
영향력
상하이를 세계적인 도시로
분권화,
만들고자 하는 국가적 발의 →
시장경제도입
6개 산업지구를 통한 금융,
상하이
(중앙의 강력한
서비스, 고부가가치로의
지지), 성장연합
정책주도적 전환
경쟁력저하 → 생산자서비스, 금융,
분권화, 시장경제
무역 등의 지역내 중심으로
광저우
도입, 성장연합
탈바꿈

막대한 인프라 투자의
다중심구조

신산업지구, 위성도시의
재형성

교통인프라 확대와
주변지구 편입

중국 대도시권의 재구조화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세계화의 압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경제의 발전과 체제개혁에 기인하고 있다. 지방으로의
권력이양과 토지시장의 개혁,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재구조화의 주요 동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이징권은 과거 중공업 중심의 생산적 도시에서 점차 서비
스 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도시의 공간구조도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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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화가 확산되고 있다. 상하이권은 고도성장지역으로서 개방정책 이후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고, 도시권의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원래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제조업 기지였으나, 최근 구조조정의 결과
로 첨단산업이 집적하고 있다. 중앙의 푸둥신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상하이는 국제경제ㆍ금융ㆍ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러한 재구조화의
과정은 과거 전통적 제조업에서의 대량 실업과 급속한 교외화 등 공간구조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향후 도시권 발전의 장애요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광저우권은 중국의 초기 개방정책이 실시된 지역으로,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개방의 혜택을 누렸고, 최근에는 초기 개방시 급속하게 팽창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비교적 큰 지역이다. 경제구조의 조정과 함께, 도심부에
전시, 금융, 관광, 정보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제조업은 교외로, 1차 산업은 새롭게
도시권으로 편입된 주변지역에 배치하는 공간구조의 재편도 발생하였다.

그림 2. 사회적 변화 및 산업화와 도시 발전의 단계

*

**

***

*7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재도시화

베이징권
상하이권

서울권
부산권

광저우권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도시 발전단계

재구조화 과정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도시발전의 일반적
단계와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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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시화라고 하는 IV단계에 진입하였고, 한국의 서울권은 역도시화라고 하는 III
단계와 재도시화의 IV단계가 중첩되어 있으며, 부산권의 경우 교외화 단계의 말
기에 걸치면서 부분적으로 역도시화 단계에 진입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베이징권, 상하이권, 광저우권은 I단계인 산업화 단계를 거쳐, II단계인 교
외화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이상의 산업구조나 공간구조상의 재구조화 과정은 도시권 간에 상이성과 유사
성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도시권이 처한 국가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
면,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 세계화의 압력 때문에 경제를 개방하였으나, 양국 모두
국가의 역할이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의 경
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상이하지만, 국가의 역할이 시장보다 크
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한국과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중
국의 지방정부는 점차 개발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주의 지방정부’들
은 스스로를 위한 지대추구(rent-seeking)에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도시 거버넌스는 관계적(associative)이거나 협력적(collaborative)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기업(자본)과 국가의 상호의존관계가 구축되어 있
고, 주민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에 반하여, 한국은 기업과 국가 간에 자발
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동시에 시민사회와 국가 간에도 보완적 관
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도시권별로 본다면,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에서 관
찰되는 재계와 정계의 협력은 한국이나 중국의 도시들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도시들은 일본이나 한국의 도시들과 달리 시민이나 기업이 참여하
는 거버넌스 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중앙 권력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중
국은 여전히 일당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조가 매우 위계적이다.
지자체 정부는 보다 큰 권한과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능력을
개발업자들과 연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일본, 한국, 중국의 도시들은 서로 상이하다.
중국의 대도시권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고도 경제성장기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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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일본이나 한국의 대도시권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과 ‘사회통합’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맥락은 도시권 개발목표의 차이를 가져오며, 그 결과 각 대
도시권의 발전전략도 상이하다. 도쿄권은 과거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에서 다소 추
락했지만 기술혁신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편, 오사
카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시아 교류의 중심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있
으며, 나고야권은 지식기반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서울권과 부산권은 각각 ‘동북아의 금융ㆍ연구개발 중심지’ 및 ‘동북아 물류 중심
지’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권은 현대화된 중국의 경제ㆍ문화 중심지를
전략적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상하이권은 국제적인 하이테크산업, 금융, 교역 및
물류 중심이라는 목표를, 광저우권도 이들 양 대도시권과 유사하게 중국 남부의
금융 및 생산자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세부적인 경제전략에서는 약간의 상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도쿄권의 경우, 이
미 지역 내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여 금융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 서비스기능의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오사카권은 해외자본 유치, 국제
행사 유치 등 외부의 힘을 빌려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도쿄권
과 상이하다. 나고야권은 도요타 등 대기업의 자체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경제발
전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권은 해외자본, 인재유치를 통해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추구하며, 부산권은 해외자본뿐만 아니라 중앙의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국내자본
유치를 경제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3대 도시권은 부산권과 유사하게 해
외자본 유치와 중앙의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베
이징권은 상하이권이나 광저우권과 달리 경제 중심보다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
와 문화의 중심지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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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도시권 개발전략 비교
도시

전략적 입지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Metro
도 쿄
ECO(환경ㆍ문화
ㆍ국제기능) Plex

경제전략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 서비스
기능 고도화 및
제조업 혁신역량
강화
중소제조업의
고도화, 해외자본
유치, 국제행사
유치

공간전략

계획체제

다중심형
네트워크 조성

중앙의 방향제시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공항, 과학도시가
연계된 네트워크
도시

중앙—지방 및
지방간 협의를 통한
계획

기술혁신,
제조업의 고도화

국제공항 조성,
중심지 재활성화

대기업과 지방의
협력적 계획

동북아의 금융,
서 울 지식기반산업
중심지

해외자본과 인재
유치 및 서비스업
고도화

산업클러스터조성 중앙정부의 개입과
및 경제자유구역 지방의 제한적
등의 인프라 조성 계획체제

부 산 동북아 물류허브

해외자본 및
국내자본 유치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중앙의존적
계획체제

현대화된 대도시
베이징 및 중국의
경제ㆍ문화중심지

강력한 국가개입
속의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 투자

인프라 및 4개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중앙 주도의
하향식 계획

개발구역 및 교통
네트워크 투자

중앙과 지방간의
비공식적 협상을
통한 하향식 계획

대규모 도시개발

지방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하향식
계획

오사카

아시아 교류의
중심지

나고야

지식기반제조업의
중심지

상하이

국제금융, 교역 및
해외자본 유치
물류 센터

금융 및
광저우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중심

해외 및 국내자본
유치

제4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력 변화과정
4장은 8대 도시권 경쟁력 요소의 구성과 변동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지역경쟁
력이 지역총생산이나 1인당 지역총생산이라는 결과변수로 표출된다면, 총괄적인
차원에서 대상 대도시권의 변동 추이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변동 추이
를 보면, 도쿄 대도시권은 일본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도시권은 1985~2004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세를 나타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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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중국의 통계가 도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주변적 인구를 계산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서울권에서 지속적인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8개 대도시권의 지역총생산을 살펴보면, 일본의 3대 도시권이 1990년대의 불황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경제규모에서 서울 대도시권의
규모는 일본의 3위 도시권인 나고야권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의 도시권은 부산
권과 대체로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대도시권 인구 추이 비교
(단위: 만 명)

자료: 각 연도 국가별ㆍ지역별 통계연감 참고.

지역생산성(1인당 지역총생산)을 살펴보면, 일본의 도시권이 한국과 중국의 도
시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시간 차이보다는 국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기할 점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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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도시권 지역총생산 비교
(단위: 억 달러)

자료: 각 연도 국가별ㆍ지역별 통계연감 참고.

생산성에서 오사카권이 나고야권을 앞서고 있는 데 반하여, 지역생산성 부문에서
는 나고야권이 오사카권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울권과 부
산권은 비록 지역총생산의 절대 규모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생산성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인구유입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광저우권과 상하이권이 1인당 지역총생산에서
선두를 다투며 급상승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약간의 격차를 두고 이를 뒤쫓고 있
다. 물론 세 도시들은 모두 중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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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도시권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생산성) 추이 비교
(단위: 달러)

자료: 각 연도 국가별ㆍ지역별 통계연감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경쟁력의 결과변수는 2장의 연구의 분석 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을 결정하는 정책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료구축 과정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엄밀한 계량적인 분석보
다는 정성적인 분석에 의존하였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한 네 가지 지
표 집단에서 실제 분석된 지표는 인적ㆍ지식 자원에서 대학학위보유자 비율, 특허
건수, 경제구조에서는 수출 비중,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사
회적 자원에서는 외국인 비중, 공간인프라 자원에서는 도로밀도와 항공여객수송량
이다.

1) 인적ㆍ지식 자원
대학학위보유자 비율은 인적 자원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식기반경제에
서 이 지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 대도시들은 이 지표에서 우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나
고야 지역이 오사카 지역을 상회하고 있어 이 지역의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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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00년의 비율이 증대하여, 잠
재적인 인적 자원의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고학력
인력의 비중이 낮아 인적 자원의 질적ㆍ양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향후 중국 대
도시권의 경쟁력 제고의 커다란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생산성이 높은 대도
시권일수록 예외 없이 높은 대학학위보유자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식
기반경제에 적합한 창의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대도시권의 공통된 과제이
며, 해당 지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 대도시권별 대학학위보유자의 비율
(단위: %)

혁신의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 특허출원 건수의 경우, 일본의 세 도시권이 압도
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까지 도쿄는 서울의 약 6배 이상
에 달하는 특허출원 건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사카와 나고야권 역시 서울을 크
게 상회하고 있다. 서울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의 혁신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권으로, 비교대상 도시권 중 최하위이다. 부산권은 개발도상에 있는 중국의
도시권보다 하위에 있으며, 지표상으로는 서울권도 중국 3대 도시권에 대해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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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권과 광저우권이 완만하고 지속
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면, 상하이는 약간 기복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대도시권별 특허출원 건수 비교
(단위: 건/만 명)

2) 경제구조
경제구조를 대변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도시권의 지식기반산업
비중이 될 것이다. 이는 물론 재구조화 과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지역
생산성과의 인과관계로 본다면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식기반제조업 부문에
서 도쿄권은 오사카권과 나고야권보다 앞서 있으나, 서울권보다는 약간 뒤처져 있
다. 부산권은 가장 작은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서비
스업 부문을 보면, 도쿄권이 앞서며 서울권, 오사카권, 부산권과 나고야권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부산권과 나고야권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는 반면, 도쿄권과 서울권은 서비스업 기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
권의 매우 낮은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취약한 혁신역량을 초래한 원인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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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도시권별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 추이

주: 중국 도시들은 자료구축의 어려움으로 제외하였으며, 기타 도시들도 자료가 구축된 부분만을
표시했음.
자료: 각 국가별 통계연감.

그림 9. 대도시권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 추이

주: 중국 도시들은 자료구축의 어려움으로 제외하였으며, 기타 도시들도 자료가 구축된 부분만을
표시했음.
자료: 각 국가별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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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권이나 서울권에서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지식기반서비
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향후 대도시권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부산권이나 나고야권과 같이 제조업의 비중이 아직도 높
은 지역경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이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전
체의 성장을 유도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에서 보면, 나고야권과 도쿄권이 타 대도시권
에 대해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오사카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지역 중에는 상하이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도시들은
부산권이 서울권보다 약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서울권은 8개 도시 중 최하
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부산권이 제조업 수출에서 서울권보다 상대적으로 강함을
의미하고, 내부적으로는 서울권의 경제구조가 점차 내수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0. 대도시권별 GRDP 대비 수출액 비중 추이
(단위: %)

주: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구축된 부분만을 그래프에 표시하였음.
자료: 각 연도 국가별, 지역별 통계연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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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지역이나 국가경제의 개방 또는 다국적화의 지표로 쓰이는 외국인직접투
자의 비중을 보면, 예상과 달리 중국의 대도시권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대도시권보
다 높다. 이는 중국 도시권의 경쟁력 원천이 개방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개발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투자의 상대적 중요성
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자유화가 진전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권의 경우는 최근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부산권의 경우는 최근에 그 비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
일본 대도시권은 자료부재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본다
면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대상 대도시권도 유
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1. 대도시권별 GRDP 대비 FDI의 비율 추이
(단위: %)

주: 일본 도시들은 자료구축의 어려움으로 제외하였고, 타 도시들도 자료가 구축된 부분만을 표시했음.
자료: 각 국가별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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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인프라 자원
도로밀도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지표이며, 일본의 대도시권이 역시 압도적
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도쿄권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로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나고야권이 오사카권보다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일본 도
시권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도시권들은 상대적으로 도로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나, 최근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공연결은 세계 도시 관련 분석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지표로서, 해당 도시의
외부연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이다. 여객량으로 측정한 항공연결은 단연
도쿄권이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오사카권이나 서울권은 규모면에서 도쿄
권보다 뒤처지지만 공항신설 및 확장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나
고야권은 츄부공항의 개항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중
국 3대 도시권의 경우 모두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권과 베
이징권의 여객수송량 증대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대도시권이 급속하게 세계경제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권의 경우 여객수송량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어 항공연결이 지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2. 대도시권별 도로밀도의 추이(1985~2003)
(단위: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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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항공여객량
(단위: 천 명)

4) 사회문화 자원
도시 사회문화의 이질성과 다양성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수용능력의
크기를 표현하며, 도시의 창의와 혁신을 생산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를 측정하
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수이다.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세계 어느 도시에
서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도시지역들은 한국의 도시지역에 비해
외국인 수가 많다. 특히 오사카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데 기인한다. 한편 2000년 이후 도쿄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
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이는 오사카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정체되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의
경우 서울권과 부산권 모두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권이 2002년 이
후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 비해 부산권은 매우 완만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세계화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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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역별 인구 만 명당 외국인 수의 추이
(단위: 명)

이상 자원변수에 대한 지표분석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적ㆍ지식
자원, 경제구조, 공간인프라 자원과 사회문화적 자원의 지표들은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성과지표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의 경험에서 보면 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지식기반사업과
혁신역량), 공간인프라 자원(도로밀도나 공항접근성)은 도시 및 지역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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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지표와 지역경제와의 상관관계
지표

GRDP

1인당 GRDP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학위보유자 비율

+

+

+

?

특허 건수

+

+

+

+

수출 비중

+

?

+

?

지신기반제조업 비중

+

지시기반서비스업 비중

+

FDI/GRDP
도로밀도
공항여객량

+
+

?

?
+

+
+

?
?

+

?
+

주: + 정의 상관관계, - 부의 상관관계, ? 상관관계 불확실..

한편 포터(1990)가 제시한 발전단계를 원용해서 8개 대도시권의 지표분석 결과
를 평가해보면, 도쿄권은 이미 혁신주도 단계에 접어든 성숙한 지역경제로 볼 수
있고, 나고야권과 오사카권은 도쿄권의 뒤를 따르고 있다. 서울권은 1인당 지역총
생산에서 일본의 3대 도시권보다는 떨어지지만 투자주도적 단계에서 혁신주도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고, 부산권은 구조전환의 지체에 의한 지역경제의 문제를 노정
하면서 아직도 투자주도적 성장모형에 집착하고 있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3대 도시권은 최근 요소주도적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면서 정책수정을
통해 투자주도형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물론 정부주도의 혁신 노력이 일어나
고 있지만, 대도시권 경제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
직 이르다. 이러한 발전단계는 지역경제의 동태적 추세를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
하게 드러나는데, 도쿄권과 오사카권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도시권으로, 양적인 성
장의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 나고야권은 예외적으로, 비록 1980년대 후반과 같은
성장세는 아니지만 1990년대 후반의 정체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
역경제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서울권이나 부산권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
본보다 나은 상황에 있으나 성장동력이 점차 소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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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의 3대 도시권은 급속한 지역경제의 성장과 함께, 고용창출과 임금상승
률 측면에서도 고속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동력의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3대 도시권과 성장률의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2대 도
시권은 발전도상에 있는 중국의 3대 도시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책 처방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경쟁력 분석결과를 재구조화 과정 및 그 배경요인인 정치사회적 맥락에
결부시켜 보면, 혁신 및 구조조정의 주체와 거버넌스 구조라고 하는 두 개의 축
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분석 대상 도시권을 [표 5]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3대 도시권은 아직도 국가주도적 개발체제에 머물러 있는
만큼, 위계적인 거버넌스 구조하에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의 특성을 보
이고 있어, 당분간은 경쟁력 강화에서 정부의 역할이 막중할 것이다. 한편 도쿄권
과 서울권은 아직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구조조정
이나 혁신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크고 이들 민간부문을 정부가 여하히 지원하느
냐가 핵심적 문제가 될 것이다.
오사카권이나 부산권에 비해 도쿄권과 서울권의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은 지역
적 거버넌스 구조가 자발적인 협력과 경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도쿄나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 중심도시의 존
재로 인해 지역적 협력이 자연스럽게 서울이나 도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지역내 다수의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혁
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반면 오사카권과 부산권에서는 중심도시인 오사카
와 부산의 세력과 중심성이 약하고, 대기업 본사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지역 내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주도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결과적으
로 오사카권이나 부산권은 지역내 도시간 또는 지방간의 협력이 분절적일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이나 혁신의 과정이 지체현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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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분석 대상 도시의 유형화
거버넌스 구조/
구조조정․혁신 주체

분절적 협력과 경쟁 자발적 협력과 경쟁

위계적

공공부문

—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민간- 공공 혼재

오사카, 부산

도쿄, 서울

—

민간부문

—

나고야

—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3, 4장의 분석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적기 재구조화(구조조정)가 장기적 경쟁력 유지의 관건
일본과 한국의 경우, 오사카권과 부산권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해당 도시
권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내ㆍ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과정의
주체는 정부와 기업으로, 오사카권과 부산권의 구조조정 지체현상은 이들 주체들
의 상황인지가 늦었고, 반응양식 또한 현상유지에 집착한 데서 기인했다. 한편 도
쿄권과 서울권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이 오사카권이나 부산권보다 훨씬 강했으며, 시장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나고야권은 예외적인 사례로서 타 대도시권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으나, 이 지역의 재구조화 경험은 한국의 울산, 구미, 창원과 같은 소수 대기업
에 의해 주도되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지식기반산업은 향후 대도시권 경쟁력의 핵심적 기반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는 지식기반산업에 달려 있다는 일반론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후기 산업화의 과정에 진입한 일본이나 한국의 대도시권에서
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대도시권
경제의 진화과정에서 볼 때 지식기반제조업보다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대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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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어, 지역 자산이나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식기반서비
스를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3) 중심도시의 구심력 회복과 지방간 협력의 강화
재구조화 과정이나 서비스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중심도시의 구심력은 한국과 일
본 대도시권 분석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도쿄권과 서울권의 중심도시인 도쿄와 서
울의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압도적이며, 이러한 압도적 지위로 인해 전체 권
역의 공간구조 조정 또한 비교적 용이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오사카권과 부산권에서는 중심도시인 오사카와 부산이 주변지역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여 재구조화 과정을 지체시켰다. 오사카권의 경우 오사카와 코베,
그리고 교토가 서로 경합하는 상태에서 기능적인 분화가 지체되고 상호보완성도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중국 대도시권의 경우, 베이징권은 수도라는 특성으
로 인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하이권이나 광저우권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
라, 생산자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어 구심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광저우권은 중국 남부에 국한된 지역적 구심성만을 확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변지역과의 협력관계 수립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지역자산의 확충은 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가장 기본적 과제
지역ㆍ도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적ㆍ지식 자원, 경제구조,
공간인프라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의 지역경제 성과에 대한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
도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
고, 특히 대도시권 경제가 점차 지식경제로 이행해 감에 따라 창의적인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3대 대도시권의 대학학위보유자 비율은 일본
이나 한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낮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확충은 중국 대도시권이
당면하기 시작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대도시권 경제가 투자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이행해가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지역의 혁신역량은 수많은 지역혁신연구
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단순히 인재나 기업의 집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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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혁신체제나 혁신 네트워크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일본의 대도시권에 비해
혁신역량이 떨어지는 서울권이나 부산권의 경우, 중국 대도시권의 추격을 벗어나
기 위해서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시급하다.
이상의 주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일반
적인 시사점으로 첫째,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구
조조정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개발연대의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고속 발전기에 처한 현재의 중국에서는 정부주도의 개혁과 구조조정
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친 한국과 일본의 대
도시권에서는 정부주도의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세계화의 규범에 맞추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나 민간이 창
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다.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대도시권에서는 제조
업과 관련된 생산자서비스나 R&D, 국제업무, 금융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확
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나고야권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 제조업
주도의 지역경제구조를 가진 부산권이나 중국의 대도시권에서는 제조업에서 지식
집약도를 높이고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산업(6T)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
제이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이다. 세계적 인재를 육
성 또는 유치하는 과제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생활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 생활환경
또한 양질의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건설로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문화
적ㆍ사회적 이질성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한다.
넷째, 대도시권의 혁신역량 제고이다. 도쿄권의 혁신역량이 대도시권 경제의 다
양성, 고밀도의 중소기업 집적, 그리고 R&D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종 산업의 집적화와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다. 한국이나 중국의 대도시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지 형태의 클러스터도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혁신이 일어나고 전파될
수 있는 신뢰 관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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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개별 도시권이 처한 정치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과 공공부문, 산학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
방, 그리고 지방간의 협력관계는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로 귀착되며, 핵심은 이러
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외부 모형의 강제이식이 아닌,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걸맞게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도시권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권은 지식기반서
비스업으로의 조기 전환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은 권역 내 기능적 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이
미 서울ㆍ인천ㆍ경기도 간의 기능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기능고도화가 원만하게 일어나
기 위해서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세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경제발전협의회’와 같은 기구에서 출발해 보다 통합적인 경제관리기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부산권과 관련해서는 오사카권의 경험과 나고야권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산권은 서울권과 달리 권역내 지방간 기능분화
나 통합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의 주요도시간 상호보완
성은 서울권에 비해 훨씬 낮으며, 결과적으로 협력보다는 경쟁과 무관심이 지배적
인 상황이다. 따라서 권역내 협력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구’나 ‘프로젝트별 협력방식’, 또는

‘광역기반시설 전담기구’, ‘공동 외국인투자유치기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권역 전체의 구조조정 방향은 서울권과 마찬가지로 서비스경제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울산과 경남의 제조업 비중을 감안하면 제조업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인가이다. 울산이
나 창원에서는 나고야권과 같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체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
이며, 대기업의 R&D 기능을 확충하여 관련 중소기업에 기술혁신을 전수하는 일
본식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 전체 차원에서는 기
존의 지역혁신기구를 활성화하여 광역적인 혁신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ㆍ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양평섭 ․ 구은아 (2007. 7)
ISBN 978-89-322-2111-3/A5/146면/7,000원

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
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
치면서 한ㆍ중 경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지식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합의한 것보다 앞당겨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무역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
환하는 등 상품분야 개방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 유
통, 물류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도 양허계획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외국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국내제도와 국제적 기준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의 균형 발전,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조화, 시장조절기능에
의한 대외무역 관리,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의 지속적 확대로 통상
압력과 위안화 절상압력이 가중되고 국내의 과잉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 저부가가치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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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ㆍ자원다소비형 수출에 대한 규제, 통상마찰 가능 분야의 수출 규제 등 선별
적인 수출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정책에서는 과도한 외국인투자
의존적 경제구조를 해소하고, 외국인투자를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석유 등 자원 확보, 첨단기술 획득,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 및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 등을 목적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
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개도국에 대한 경
제적 지원 등 대외협력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중국 비즈니스 여건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선별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중국을 단순한 가공기지로 활용
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수출 및 투자 대중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
어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은 위축될 가능
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40% 이상의 높
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05년 하반기 이후 급락하여 2006
년에는 1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06년에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규
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30%대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특히 한국계
기업)의 수출용 및 내수용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 수출의 이러한 특
징으로 인해 중국의 외국인투자 및 무역정책 변화는 향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
을 미치게 될 요인인 무역정책과 제도,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등 정책 및 제도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대중국 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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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2007. 11)
ISBN 978-89-322-2114-4/A5/148면/7,000원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증가 추세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
는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극대
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의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
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 주제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시각을 견지한다. 즉,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국제금융기구
인 IMF의 역할과 국제통화 및 국제금융 체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경제권의 시각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전 세계 경상수지 적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전 세
계 총 저축의 70%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불균형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급박한 경제문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
구에 기고한 학자들은 다양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자본시장 통
합부터 국제결제기구의 창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글로벌 결제시스템의 창설을
위한 제도적인 기초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일부 연구자의 경우

249

250

연구자료 07-05

국제금융체제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기도 하고 제안된 방안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
을 제시하기도 하나 현재의 글로벌 금융체제가 개선을 위한 모든 제안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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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김한성·배희연 (2007. 12)
ISBN 978-89-322-2117-5/A5/100면/7,000원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
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
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에 따른 경제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주
요 수출시장이나 진출국가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도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6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0.4% 증가하
였으며, 수입은 9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8.6%의 성장을 보였다. 뉴
질랜드는 한국의 55번째 수출 대상국이면서 32번째 수입 대상국으로 1990년 이래
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한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크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한국은 뉴질랜드에 있어 호주, 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6위의 수출 대상국
으로 2006년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3.98%를 차지하였고, 총수입의 2.92%를 기록
하였다. 따라서 뉴질랜드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교역에서 뉴질
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높은 비대칭적인 교역관계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뉴질랜드의 경제규모는 한국이 교역규모 확대를 통한 경제
적 이익만 추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과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제ㆍ사회구조를 지닌 선진국이라는 점은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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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에 불과한 뉴질랜드 인구는 뉴질랜드 시장규모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경
제적 이익이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대뉴
질랜드 통상전략은 뉴질랜드가 지니고 있는 비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 접
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대뉴질랜드 통상전략에서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뉴질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ㆍ임업ㆍ낙농업 부문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생각할 수 있다. 뉴
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국
가이다. 198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총생산대비 생산자 지원 비율(PSE: Producer Subsidy
Estimate)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
움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뉴질랜드
농산물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변환경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배경을 이용하여 한국은 한국 농업부문의 뉴질랜드 진출 및
농업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4월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ㆍ뉴 농업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농업부문 협력
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내 농업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한국 개인 및 기업들의 직접진출
확대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가 경제규모는 작지만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명성을 지닌 국가로,
주 세력국가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원조와 발전, 군축, 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미들파워(middle power)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뉴질랜드의 미들파워 외교는 단기적으로 주 세력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과 반
목을 불러와 외교 이외의 부문으로 영향이 미치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뉴질
랜드의 윤리 외교(moral diplomacy)가 국제적 지지를 받고 국제사회에서 외교
적 명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이러한 명
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들파워 협력(middle power alliance)을 구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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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양주에 위치한 다른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미들파워 외교를 추
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뉴질랜드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구
축하고 뉴질랜드의 외교적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적 방향을 지지하는 여론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접 미들파워 협력 구성
의 축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참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해가는 데 한
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ㆍ뉴질랜드 FTA도 ‘외교협력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한국이 체결한 한ㆍ칠레 FTA로 인해 키위를 비롯한 일부 과실류의
대한국 수출이 이미 줄어들고 있으며, 한ㆍ미 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
개는 한국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판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
질랜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ㆍ캐나다 FTA와 한ㆍEU FTA가 타결될 경우,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인 목재류와 낙농제품의 한국시장을 잃게 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뉴질
랜드에 대해 “한국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제품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
서 양자간 FTA를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양국 외교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애요인과 400만 명의 적은 인구,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입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해 외형적 규모 이
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과 농업, 생명공학, 영상 등 특정
부문에서의 세계적인 기술력, 그리고 서방세계와 남태평양제도 도서국가들에 미치
는 외교적 영향력은 한국이 뉴질랜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단기적
인 수출 증가나 교역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대뉴질랜드 접근전략은 중장기
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의 필요와 뉴질랜드의 비교우위가 교차하는 분야를 중심으
로 투자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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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박복영 (2007. 12)
ISBN 978-89-322-2118-2/A5/86면/5,000원

우리나라의 원조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규모가 증대하면서 소
위 ‘한국형 원조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모
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진 원조체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그것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은
어떤 원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런 특징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공여국들이 가진 특징들을 기초로 몇 가지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원조모형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모형을 선택하게 될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원조는 항상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의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 사이의 대립과 타협에 의해서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원
조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다면적 성격을 지닌 사회적 타협의 결정체이다.
국제적 인도주의의 실천, 전략적 혹은 외교적 목적의 달성, 경제적 이익의 추구,
구식민지 국가의 관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목적으로 원조가 실시되고 재원이
배분된다.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이러한 목표들 때문에 원조정책 내에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다면적 측면 중 어떤 요소가 더 강조되느냐가 결
국 그 나라의 원조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원조모형은 그 나라가 고유하
게 지닌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징과 국제적 원조 추세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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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된다. 그리고 각국의 원조정책은 그 나라의 특수성도 반영하지만 소위 국
제사회의 요구나 합의 때문에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개 DAC 회원국
의 원조를 인도주의형, 식민지관리형, 경제실익형, 안보전략형의 4가지로 유형화하
였다.
인도주의형은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 등 수원국의 필요를 상대적으
로 많이 고려하는 원조유형이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독
일, 스위스, 아일랜드 등 주로 북유럽의 나라가 여기에 속한다. 경제규모 대비 원
조 비율이 높고 양자간 원조비중이 낮으며, 거의 대부분 비구속성 무상원조로 이
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재원을 배분할 때도 정치적 동맹관계나 경제개방
보다는 빈곤의 정도나 인권과 같은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식민지관리형은
구식민지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데 원조정책의 주요한 목
적이 있는 원조의 유형이다. 프랑스, 벨기에, 호주, 포르투갈, 영국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이들은 양자간 원조의 50% 이상을 구식민지 국가에 배분하고 있다.
경제실익형은 원조를 배분함에 있어 양국간 경제관계의 긴밀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등 7개국이 속하는데, 수원국과의 무역관계와 원조가 매
우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은 일본을
제외하면 비교적 최근에 원조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
다. 마지막으로 안보전략형은 국제관계 유지나 자국의 안보유지 등 정치외교적 목
적을 원조배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미국이 포함되는데
미국은 냉전시기에는 사회주의의 확산 억제를,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아랍권과의 긴장 완화를, 그리고 9ㆍ11사태 이후에는 테러의 억제를 원조의 중요
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원조공여 역사가 짧고, 중견
국가(middle power)이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교적 보수적 정치이념
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실익형 원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경제실익형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조가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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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집단 간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경제실익형 원조라고 해서 경제실익의 추구가 일차적 목표가 되어
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른 원조공여국에 비해 원조의 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현재 한국의 원조정책은 지나치게 경
제적 이익의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원조정책이 갖는 인도주의적 성격은 매우 제
한적이며, 원조정책이 고유한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혹은 정체성을 지닌 정책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유상원조나 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각
종 원조가 한국기업의 수출이나 해외진출의 수단으로 종종 인식되는 것이 그 대
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한국의 원조정책이 큰 틀에서 보면 경제실익형 원조모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당면한 과제는 오히려 현재 원조정책이 지닌 과도한
경제지향성을 시정하는 것이다. 즉 원조의 내용을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
합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우리의 원조규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
도록 하려면 2010년에는 GNI 대비 원조액의 비율을 약 0.25%, 2015년에는 약
0.30%까지 높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국제수준에 부합하지는 않더
라도 최소한 지금까지의 원조노력만큼 유지하려면 2015년에는 0.17%가 되어야 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연구자료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송영관 ․ 안준성 (2007. 12)
ISBN 978-89-322-2119-9/A5/70면/5,000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
한 기간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
서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방위산업체를 제
외하고는 외국인지분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업종의 실효성에 문
제가 없는 이유는 지분제한 제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업종이므로
보호가 잘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술적 지분제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외국
인지분제한과 같은 정량적 규제를 실질적 경영권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정성적 규제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기
업 민영화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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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외국
인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저해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
산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주주의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
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는 방
어수단 남용방지 문제와 함께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연구자료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방호경 (2007. 12)
ISBN 978-89-322-2120-5/A5/76면/5,000원

본 연구는 미국 통계청에서 분류한 HS 품목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최근 하이테
크 품목의 세계 교역동향과 한·중·일 3국 하이테크 품목의 대외교역 및 역내교
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3국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근 세계교역에서 하이테크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하이테크 교역에서 중국이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6년 현재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일본은 하이테
크 제품의 수출이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지만 한국 및 중국은 정보통신 등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각국의 하이테크 교역에
서 역내교역 의존도가 크며, 역외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및 독일에 대해 교역의존
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중·일 3국간 하이테크의 역내교역 비중
은 1996~2006년 동안 빠르게 확대되어 역내교역에서 하이테크 품목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한·중·일 3국 하이테크 품목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Aiginger(1997, 1998)가 제시한 바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우선 1996년 3국의 비교우위 산업군 패턴이 기술적 비교우위보다 생
산비 비교우위 패턴이 지배적이었으나, 2006년에는 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기술

259

260

연구자료 07-09

적 및 생산비 비교우위 패턴이 유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열위 패턴에
서는 1996년 당시 한국 및 중국이 기술적 비교열위가 지배적인 반면, 일본은 기
술적 및 생산비 비교열위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들어서도 한
국 및 중국의 기술적 비교열위 패턴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은
기술적 및 생산비 비교열위 품목이 모두 감소한 반면, 한국은 기술적 비교열위
품목은 감소하였으나 생산비 비교열위 품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 하이테크 품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유형별 무역수지 비중
을 구해보면, 각국의 하이테크 교역에서 차지하는 무역수지의 비중에서 일본은
2006년 현재 기술적 비교우위가 43.7%를 차지해 다른 유형, 즉 생산비 비교우위,
기술적 비교열위, 생산비 비교열위의 패턴을 보이는 품목에 비해 큰 비중을 보여
바람직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1996~2006년 동안 기술적 비교우위를 보이
는 품목의 무역수지 비중이 늘어났으나(1.9% → 8.2%), 생산비 비교우위 패턴을
보이는 품목의 무역수지 비중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하이
테크 산업의 경쟁력 패턴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생산비
면의 비교우위보다는 기술적 비교우위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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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준규 ․ 고희채 (2007. 12)
ISBN 978-89-322-2121-2/A5/100면/7,000원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국과
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
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 이러
한 규정 때문에 미국 통상정책의 최종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미국의 의회선거 여부에 따라 미국
의 경제정책은 물론 대외통상정책이 변화하며, 전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미국의 의회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과 주
지사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였으며 12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였
다. 이와 같이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바뀜에 따라 미국의 대외통상정책뿐만 아니
라, 기타 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경제정책의 경우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2004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타결하고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 FTA를 타결하는 등 자유무역에 적극적
인 반면, 민주당은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는 어떠한 정책
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조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FTA를 통한 일자리 유출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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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수층과 대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감세, 규제완화, 자유무역
등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양당은 각기 다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구조상 미 행정부가 의
회의 주장이나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미국
은 1990년대부터 통상정책에서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간
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노동
과 환경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산물이 지난 2007년 5
월 10일에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신통상정책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신통상
정책안의 합의문은 노동, 환경 및 지구온난화, 특허ㆍ지식재산권 및 의약품접근
관련조항, 정부조달 관련조항, 항만보호조항, 투자조항, 전략적 노동자지원 및 연
수프로그램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노동 및 환경, 지구온난화
조항이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다. 동 합의문에서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 미국상품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창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각국은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인 강제노동 금지, 취업차별 등을 자국법률 및
절차에 따라 준수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은 물론 다자간 환경협정 채
택을 통한 지구온난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추가 FTA 협상 및 협의
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대선에서 현재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
단하면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 또는 버락 오바마 등의 민주당의 대선후보
가 선거에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민주당이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면, 당분간 미국의 경제정책은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우세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물론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해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며, 향후 한국은 이를 기
반으로 대미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의회 장악에 이어 2008년
대선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2007년 체결된 한ㆍ미 FTA를 한국 국회 및 미국 의회에서 2008년
내로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민주당 집권으로 바뀌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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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로 인해 통상시스템이 양국간에 체계화되면 민주당의 통상정책 변화
로 한ㆍ미 경제관계에 미치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크게 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대미 통상전략을 선진국간 협력에 맞는 질적 차원의 경제협력 증대에 초점
을 둘 필요가 있다. 시장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한ㆍ미 양국의 고용과 소득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에너지ㆍ기술ㆍ인력ㆍ문화 등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체제를 글로벌 스탠
더드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체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자유화 추진으
로 통상마찰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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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세계통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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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2122-9/A5/212면/7,000원

공동통상정책은 공동통화정책 및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EU가 배타적인 권한을
누리는 부문이다. 공동통상정책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EU가 초국가적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데서 비롯되며, 구체적으로는 “역외상품이 일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역내에 수입되면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통합
논리의 연장이기도 하다. EU가 독립적인 권한을 누리기 때문에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는 공동체와 회원국 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동통상정책의 범위가 확
대될수록 회원국의 경제주권은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EU
의 권한이 상품무역에 국한됐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를 계기로 국경을 통과하
는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EU가 미국과 함께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협상권을 갖고 있는 이유는
27개 회원국을 한 단위로 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공
동통상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EC-1992년 계획과 통화통합
을 통해 ‘역내시장(공동시장)’을 완성했으며, 회원국도 6개국에서 출발하여 27개국
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특히 WTO DDA
협상 때부터 국제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자무역주의적 성향을 뒷받침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역외국가와의 2자협상은 물론 WTO 내에서 진행되는 다자통상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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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권한을 갖지만 정책결정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협상에 참
여하는 직·간접적인 주체는 유럽위원회 및 EU 이사회 이외에도 ‘제133조 위원
회’, 유럽의회, 회원국 상주대표위원회(Coreper) 및 정부간 회의(IGC) 등이다.
최근에는 기업 및 환경주의자를 포함하는 NGO 대표로 구성된 시민사회(Civil
Society)도 점차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협상과정에서 유럽위원회의 재
량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 이외에도 유럽의회의 권한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통상정책이 관료적 성격을 띰에 따라 로비스트의 역할도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보호주의적인 공동농업정책 및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무
역특혜관계는 통상협상에서 유럽위원회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WTO/DDA협상부터는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EU가 갖고 있는 공동통상정책 수단은 일방적인 경우와 협정에 의한 경우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대외공동관세와 반덤핑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통상
장벽규정(TBR)을 포함하는 무역방어수단과 비관세장벽은 전자에 속한다. 개도국
들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특혜제도(GSP) 외에도 EU는 과거 식민지 연고나 지역
적 근접성과 같은 특수한 관계를 배경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무역특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을 비롯한 극소수 국가들만이 EU의 지역주의의 대
상에서 예외를 이룬다.
그 중에서 EU와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지역(ACP 제국)과 체결한 코토누
협정 및 지중해연안 국가들과의 무역특혜협정은 대표적인 예이다. EU가 중남미
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
다.
EU는 최근 특혜무역관계를 종식하고 이 협정들을 WTO와 양립가능한
(WTO-compatible) 합법적인 FTA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작업이 성공을 거두어 과도기간 내에 정상적인 자유무역지역을 형성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EU와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들과의 통상관계는 WTO 다자주
의 테두리 내에서 전개된다. 특히 1998년의 대서양 경제파트너십에 이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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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 간 체결된 ‘기본협정’은 두 지역 사이의 통상관계는 물론 국제경제질
서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 간에 논의되는 다
양한 협상의제는 WTO 내에서 다자협상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채택된 신통상정책은 역내 성장과 고용창출을 취지로 하는 리스본전략
의 역외적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론자인 유럽위원회 위원장(J. M.
Barroso)과 역시 자유무역론자인 통상부 담당 위원(P. Mandelson)의 주도 아래
마련된 공동작품이기도 하다. 신통상정책의 핵심전략은 통상협정의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에 있으며 그 중요 대상지역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국가들이
다. 협상의제로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그 외에 서
비스부문, 지식재산권, 정부조달시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WTO에서 논의되고 있
는 내용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신 FTA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한
다는 것이다. EU는 이 국가들과 폭넓은 협상의제를 좀더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상대국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의 FTA-plus, 즉, 보다 시장통합적
인 FTA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은 그 첫 시험대상국가로서 EU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최소한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
도 통상적인 FTA 체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 및
인도 등 그 이외의 지역들과의 합법적인(WTO-compatible) FTA체결은 결코
낙관할 수는 없다. 신통상정책이 제시하는 다양한 통상의제들을 소화하는 시장통
합적인 FTA를 체결하기에는 이 국가들은 아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ASEAN으로서 오랜 기간 무역특혜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EU의 공동통상정책은 크게는 WTO의 다자주의, 특혜무역협정에 바
탕을 둔 전통적인 지역주의 및 신통상정책의 세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갈래의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중에서 WTO 체제가 주축을 형성하며, 전통적인 지역주의가 이 체제로 수렴하고
있는 반면에 신통상정책은 출발부터 WTO 원칙을 전제로 한다. 신통상정책이 제
시하고 있는 다양한 통상의제는 EU가 이미 제안한 싱가포르의제(Singapore
Issues)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WTO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

EU의 세계통상전략

이 등장할 것인가를 예고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신 FTA 정책은 시범
사업(pilot project)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그 첫 대상이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EU의 제도화된 정책결정 메커니즘은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물론 가까이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그리고
특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자주 되풀이 되는 과제이지만 정부가 통상협상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내협상’이다. 본격적인 대외협
상 이전에 이해그룹을 중심으로 한 ‘국내협상’을 통한 여론의 뒷받침은 정부의 일
관된 협상의 진행을 도와주고 동시에 대외협상력을 높여주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체계적인 통상거버넌스의 제도화는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경험했지만 이해당사자나 국회뿐만 아니
라 심지어는 정부 내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으며 상반되는 입장이 대
립되었다. 정부는 협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문가, 소비자 및 사회지도 계층을 포함하는 NGO를 비롯, 폭넓은 사회계층이 참
여하여 사회적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이 재정
립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공동통상정책의 국제적 측면 역시 많은 교훈을 준다. EU의 대외통상
정책은 시장다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역별 차등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간 WTO의 다자주의가 대외통상정책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FTA 정책과 같은 지역주의를 채택한 것은 정확하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
터이다. 이 역시 아직까지는 미국식의 ‘경쟁적 자유주의(competitive liberalism)’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자주의의 연장인 WTO-plus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지역별로 차등화가 실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FTA는 다분히 시장확대라는 단선적인 목표를 추구하
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FTA는 수많은 형태가 가능하며
FTA를 통한 상대국 시장의 개방정도는 수입장벽의 제거대상에 해당하는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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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대국별로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FTA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통상정책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국내경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로 실질적인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좀더 시장통합적인 FTA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위한 목적으
로도 FTA를 활용할 수 있다. 또 EU의 경우처럼 경제 이외의 정치, 외교 및 안
보목적도 지역별로 추가될 수 있다.
끝으로 한·EU FTA는 한국이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
외적으로는 시장다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국경제의 제일 중요
한 파트너에 속한다.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두 지역의 경제규모나 잠
재력으로 미루어 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크다. 따라서 현재 진
행 중인 FTA 협상이 성공을 거둔다면 경제·통상거래를 확대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EU 회원국들로부터 제도 및 정책운영의 선진화를 실현하
기 위한 협조도 얻을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EU 간 공조를 추진하는 기회도
용이해진다.
그러나 FTA가 자동적으로 모든 이점을 수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
은 한국경제가 소극적으로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는 FTA의 긍정적
인 측면을 활용하기 위하여 규제개혁과 제도정비를 포함하는 구조조정을 과감하
게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대외 시장개방 이전에 국내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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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윤창인 (2007. 12)
ISBN 978-89-322-2123-6/A5/90면/5,000원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이 인터넷에 기반을 두는 전
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WTO의 다자무역회의
는 전자전송에 대한 분류, 디지털콘텐트에 대한 관세평가, 적용 무역규범 등 어느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도하개발어젠다(DDA)는 급속한 신규 콘텐트 및 전통적 콘텐트의 디지털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2000년대에 들면
서 자유무역협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국의 모형접근(model approach)을 확
산시키고 있다. 이는 도하개발협상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이렇다 할 진전을 이
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발생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콘텐트의 국제적 무역관련 협상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한･미 FTA협상을 통하여 취할 입장을 결정하였다.
미국과의 FTA 전자상거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지역은 물론 WTO 차원에서
취할 입장을 결정한 것이다.
물론 한국 디지털 제품의 경쟁력은 미국보다 취약하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보
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배경에서 디지털 제품의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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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무역환경을 수용하였다. 고속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소프
트웨어, 음악, 게임 및 영화 등의 전자적 교역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한국은 한류
에서 보듯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WTO 차원의 다자간 통상규범 확립이
1990년대 말에 추진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주춤하고 있는 반면,
FTA 등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전자상거래 규범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이 체결하는 FTA에서 나타난다. 미국은 2001년 12월 발효
된 요르단과의 FTA 이후 추진한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章, Chapter)에서 자
국이 WTO 등 국제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양국간의 규범 혹은 협력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부문 협상을 통하여 한국은 그동안 미루어 오던 몇 가
지 쟁점을 해소하였다. 전자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법제화 채택, 오프라인의 관세
평가방식에서 전송매체에 탑재된 디지털콘텐트 가격에 대한 관세 부과, 디지털 제
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범위, 상대국에 최혜국대우 부여,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
와 전자상거래 챕터 간의 관계, 전자인증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보호,
전자무역, 인터넷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원칙과 개인정보보호 협력 차원의 의제도
다루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립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콘텐트에 대한 한국의 현재 및 미래의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쟁점에 대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하였다
는 점이다. 다음은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부문의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전자상거래부문 협상에서 기본적 골격을 구성할 것이라는 점
이다.
콘텐트산업은 산업간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진입장벽이 낮
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해외 진출에는 전자적인 방법, 즉 디지털 제품의
전자상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후속 FTA에서 콘텐트산업
의 해외진출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자유
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orking Papers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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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2007. 6)
ISBN 978-89-322-4179-1/A5/38면/2,000원

본 연구는 아세안 및 한 ․ 중 ․ 일 3국 등 동아시아 역내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특히 환율수준, 환율의
안정성, 경제개방도,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 거시경제지표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다. 그리고 동아시아 FTA나 통화통합 등과 같은 경제통합이 역내국가의 FDI 유
입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이는 환율의 안정성이 높아져 역내
국가의 FDI 유입량이 증가한다면 동아시아 역내 통화통합을 통한 경제통합이 역
내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개방도가 FDI 유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면 FTA와 같은 움직임이 역내 자본이동을 촉진하는 계
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는 경제의 개방도, 환율 수준 및 변동성, 1인당 GDP, 외환보유고 등이 유의성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도가 높을수록, 또 환율의 변동성이 낮을수록
FDI 유입량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역내 FTA와 통화통합의 움직임이 역내 FDI
유입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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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일 및 아세안 국가로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아
시아 국가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로 유입되는 FDI 규모는 1) 동아시아 국가의
환율 변동성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10% 정도 증가할 것이며, 2) 이 국가들 간의
FTA로 역내 전체 무역량이 10% 증가할 경우에는 2% 정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
된다.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Working Paper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Inkoo Lee and Jonghyup Shin (2007. 10)
ISBN 978-89-322-4180-7/A5/26면/2,000원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
(liberalization effect)를 갖는다는 시각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
적인 효과(crisis effect)를 가져온다는 시각이 상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
기 위하여 계량분석을 통해 개방효과와 위기효과를 각각 추정한 후 국가 그룹별
로 순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
자유화의 한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금융자유화의 결과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을
산출하며, 이를 기초로 Random Effects Panal 모형을 사용하여 금융자유화 및
금융위기가 경제성장률 및 명목이자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종합하여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 두 단계의 결과를 이용하여 금융자유화가 거시
경제변수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로는 금융시장이 자유화될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2.0%포인
트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0.9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경제성
장률에 대한 순효과가 0.99%포인트로 추정되어 금융자유화에 따른 개방효과가 위
기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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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2007. 11)
ISBN 978-89-322-4181-4/A5/40면/2,000원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
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A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9년부터 2005년
까지 17년간 101개 국가들 간의 양방향 M&A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경간 M&A
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법
적, 제도적 수준과 인수기업 모국의 금융시장 발달 정도는 국경간 M&A를 증가
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들 간
의 M&A의 경우에는 제도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Working Paper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2007. 12)
ISBN 978-89-322-4182-1/A5/48면/2,000원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 답보를 면
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 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여러 데이터들은 이 지역 실물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경제적 연관성뿐 아니라 경제정책적 상호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으므로 역내 환율협력과 거시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역내협력이 이롭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능
한지의 여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이 독자적인 경제단위로 유지
될 수 있을지의 여부와 최적통화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 그리고 비경제적 여
건 등을 분석·적용해 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화폐 및 금
융분야 통합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신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분
야 통합정도를 제외하면 비교적 좋은 조건이지만 정치적 협력과 같은 비경제적
여건은 그렇지 못한 여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높아지고 있는
협력에 대한 역내수요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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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협력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
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유럽의 통화협력과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유럽의 경험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엇보다 먼저 공동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임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유럽의 경험을 고려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3단계의 통
화통합 로드맵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적 및 환율협력→공동환율제
도 도입→통화통합.
현재 ASEAN+3를 중심으로 통화금융분야 지역협력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MI, ABMI, ERPD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협력제도
의 도입이 일관성 있는 진보를 가져오려면 공동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 설정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여기에 협력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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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2007. 12)
ISBN 978-89-322-4183-8/A5/38면/2,000원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직
접투자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외환의 확보나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경제적인 목
적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혹은 자유화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
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내 다국적기업의 수출
과 해외법인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단순히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자료와
수출입 자료를 연결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보완관계에 있는지, 혹은 대체관
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는 해외투자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해외투자전략과 투자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해외투자가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인지, 아니
면 단순히 낮은 생산비를 이용한 후 모기업으로 역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한 것인지에 따라 모기업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완전
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자료와 해외직접투
자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다국적기업의 수출과 해외법인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관
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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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Chul Chung and Bonggeun Kim (2007. 12)
ISBN 978-89-322-4184-5/A5/48면/2,000원

임금 및 소득의 불균형 내지 양극화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요
한 경제 및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원인들로 국제무역의 증가와 숙
련노동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등이 지목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숙련노동임금과 비숙련노동임금의 불평등도가 증가했다
는 연구결과는 그 원인에 대해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으며 많은 관련
연구를 양산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제무역과 임금불평등 현상에 대한 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지역간 임금격차의 증가 추세에 착안하여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CPS 데이터와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숙련도, 지역, 그리고 기간에 따른 임금불평등도의 차이를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방식에 의거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로, 숙련노동에 대한 임금의 추가적 할증(extra premium)
이 도시지역에서만 존재하며 논쟁의 초점이었던 1980년대에 이 추가적 할증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존에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무역의 증가, 기술진보의 편향성 이외에 지역간 불균형이 양극화
현상의 새로운 설명변수로 유의하며,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결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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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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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Jung Hur and Backhoon Song (2007. 12)
ISBN 978-89-322-4185-2/A5/38면/2,000원

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주의협상이 침체되는 등 시대적인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무역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를 설명해주
진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 수를
늘리려는 이유를 지역무역협정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우리는 Poisson 회귀분석과 Negative Binomial 회귀분석을 분석의
틀로 사용한다.
분석의 결과,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일수록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
며, 국가소득 측면에서는 저중소득(low-middle income) 국가가, 그리고 현재 지
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 즉 지역무역협정의 경험이 있는 국가일수록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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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지역무역협정에 소극적인 나라와 적극적인 나라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헌을 한다. 본 논문이
발견한 중요한 시사점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글로벌 자유무역 시
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무역협정은 다자
주의 통상체제에 대한 디딤돌(building bloc)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해물
(stumbling bloc)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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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Hankyoung Sung (2007. 12)
ISBN 978-89-322-4186-9/A5/42면/2,000원

이 논문은 실제 무역협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자간 협
상게임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고는 다음의 실험적 발견들을 보여준다.
첫째, 어떤 특정한 상황하에서 거부권을 가진 경기자를 포함하는 게임은 유의하게
지연되지만, 여러 표를 가진 경기자를 포함하는 게임은 지연되지 않는다. 뿐만 아
니라 편익을 가져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약자들인 거부권이 없는 경기자들은
거부권을 가진 자에 대항하여 상호협력하려는 시도를 보이나,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이 논문은 강제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나 낮은 단계로의
합의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지연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논문은 지연을 방지하는 또다른 대안으로 여러 표를 가진 경기자와
비슷하게 여러 나라들을 묶으려는 노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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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주요 산업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2007. 11)
ISBN 978-89-322-0050-7/A5/204면/10,000원

러시아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석유ㆍ가스의 수출 및 내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 중심의 고성장으로 인한 실질
환율 절상,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 등이 러시아 거시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높은 외환보유액과 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
를 적절히 운용하는 한편, 신경제특구 지정 및 전략산업의 국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자국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 경제
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러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최대 산업이다. 러시아
는 세계 7대 석유 보유국이자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세계 가스 매장량의
26.3%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가스 생산국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에
너지전략 2020’을 추진하며 대내외적으로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및 생산 부문 인프라 노후화,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
부의 전략적 통제 강화,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등으로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
이다.
러시아의 자동차시장은 내수규모 면에서 2006년 세계 8위를 차지할 만큼 급속
도로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 자동차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승용차시장은 일본,
미국, 한국 등 수입산 자동차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자체 브랜드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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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산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려 생산이 정체되고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IT 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정보기술 부문과 유
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 부문이 고르게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
다. 러시아는 최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위탁받아 생
산하는 아웃소싱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위한 핵
심산업으로 IT 산업을 선정하고, e-Russia 프로젝트, 공공 인터넷 접근 구상, IT
테크노파크 건설 등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가전산업은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 신용구매시스템 발전, 외국인투
자 증가로 인하여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 LG, 대우 등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한편 아직까지 수입부품을 이용한 조립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에서는 전자부품산업 육성정책을 모색하
고 있다.
러시아의 의료기기산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안정
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러시아 정부
에서는 의료기기 생산촉진을 위한 육성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제가 낙후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보다는 단순수출에 따른 시장진출이 일반화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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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주요 산업

김진오 ․ 유성준 (2007. 11)
ISBN 978-89-322-0051-4/A5/196면/10,000원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
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
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는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데,
2007년 8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었
다. 특히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초로 한 경제협력 제고 가능성이 한층
주목되고 있다.
멕시코의 자동차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생산과 수출 모두 세계 10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연간 120만 대 이상의 내수시
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부문 협력은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보호주의로 인하여 매
우 낮은 단계에 있으나, 최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규제완화와 양국간 FTA 협상
재개 등으로 협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현지생산을 위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동반 투자진출을 비롯하여 현지업체 및 외국업체와의 공동 진출, 수
출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들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프라 확충, 제조업 설비의 현대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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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멕시코 건설산업에의 진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정유 및 석
유화학 플랜트 현대화 사업과 일부 건설자재 수출을 바탕으로 멕시코 건설 시장
에 진출 중이나 시장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부
문 영역별 심화, 건설분야별 전문화, 직접투자 등 다양한 진출방안들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멕시코의 IT 산업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브라질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며, 특히 소프트웨
어 분야의 개발이 취약한 편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전자정부, 보안솔루션 등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동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유망하다. 멕시
코 IT 프로젝트 시장진출 시 사전정보 입수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하며,
제품의 현지화 및 현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 유리하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국이다. 2006년 기준으로 GDP에서 광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1.2%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경쟁력 있는 산업
으로 평가된다. NAFTA 체결국인 캐나다가 광업부문 외국인투자를 주도하고 있
는 가운데, 국제 자원가격 상승세와 함께 금, 구리 등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멕시코 현지 유력 광업기업 및 외국계 진출기
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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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주요 산업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2007. 11)
ISBN 978-89-322-0052-1/A5/194면/10,000원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
는 가운데, 2006년부터는 제8차 5개년(2006~2010년) 사회경제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월 WTO 가입 이후에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개방, 금융 및 자
본시장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소득격
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이동통신, 부동산 및 건설, 금융 부
문은 최근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띌 뿐 아니라 유망업종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베
트남 정부 또한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은 8,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6
만 5,000대 미만에 그치고 있어 자동차산업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10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2020 비전’은 베트남 자동
차산업의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은 정부의 시장개방 및 이동통신사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이동통신시장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베트남 이동통
신시장은 유망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다국적 이동통신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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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베트남에서는 최근
부동산 투자 붐이 일면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지속과
소득증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모
멘텀 유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시장
개방과 건설부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급속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수반되
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부동산 및 건설시장은 정
부 주도 및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완전 시장, 내국인과 외국인용 시장 구분, 부동
산 및 신도시 개발 부문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활발, 투자사업의 대형화, 투자국가
와 지역 다변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등지로부
터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전망이 밝음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시장 역시 전력, 관광리조트, 수송인프라,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머이 추진 20년이 경과한 현재 베트남의 금융환경은 활동의 주체(국영기업
독점 → 외자 등과의 경쟁), 신용중개 형태(과점 → 다양화), 개인의 금융자산 활
용(장롱예금이나 금 보유 → 은행예금이나 보험 가입) 투자 등에서 경제가 급성
장한 만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의 사금고 기능에
불과하였던 금융분야는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최근 고도경제성장 지속, 확대 신용
정책 추진, 주식시장의 활성화, 채권시장의 단계적 상승, 보험시장에 대한 외자진
출 확대 등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베트남의 금융 및 자본시장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그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게다가 국영기업(SOE) 민영화의 가속화,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국내외 자금조달 증가, 소득증가 및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카드, 대출, 저축, 보험 등의 수요 급증, 세계경제 편입에 따르는 규제완화 및 개
방 확대 등으로 환경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기회 또한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주요 산업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권기수 ․ 지윤정 (2007. 11)
ISBN 978-89-322-0053-8/A5/248면/10,000원

브라질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2004년부터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했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탄탄한 기초경제여건과
더불어 신산업정책(PITCE), 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에 힘입어 4%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강국인 브라질의 자동차부품시장 규모는 2006년 현재
298억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5년간(2002~2006년)
자동차부품시장은 연평균 27.4%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 자동차부품
시장의 급성장을 겨냥하여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 부품업체들은 투자 및 생
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브라질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빈번한 부품교체 등의 요인에 힘입어 발전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IT 산업은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2006년 현재 브라질은 휴대전
화가입자 세계 5위, 인터넷 사용자 세계 6위, 컴퓨터 보유대수 세계 10위, 브로드
밴드 사용자 세계 13위, 소프트웨어시장 규모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IT 시장의 성장속도는 2000년대 초 경기침체를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 줄곧 세
계 IT 시장의 성장세를 앞질렀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정부는 신산업정책
(PITCE),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의 일환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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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TV 산업을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브라질은 다국적기업의 IT 서비
스 수출 및 반도체 생산기지, IT 관련 R&D센터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향
후 브라질의 IT 산업은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 넓은 소비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IT 산업 육성책, 기업의 IT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인프라가 열악한 브라질은 민관협력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와 브라질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
고 있다. 최근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인프라건설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도 늘어나
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브라질 민관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정보 습득을 통
해 브라질 유망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자원보유국인
브라질은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대체에너지 생산 및 수
출, 기술개발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과의 에너지협력을 통해 대체에너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 기
업들도 충분한 현지조사 및 프로젝트 검토, 현지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브라질
대체에너지 시장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알제리의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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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주요 산업

박영호 ․ 박범준 (2007. 11)
ISBN 978-89-322-0054-5/A5/188면/10,000원

브릭스(BRICs) 돌풍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제리가 지
니고 있는 잠재성과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와 협력하는 가장 큰 의의는 자원 확보이다. 알제리는 막대한 석유자원
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 산유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는 국가이다. 현재
까지 알제리의 확인된 석유매장량은 118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
카 전체 매장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자원수급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알제리를 자원시
장 다변화를 위한 관심지역으로 적극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진출전략을 마련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제리는 플랜트 건설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공
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알제리는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
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 플랜트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 및 가
스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오일머니의
축적을 바탕으로 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
다. 2005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 2009년까지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

295

296

KIEP 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7-05

업에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건설계획은 도
로, 항만, 수도시설 등 각종 사회 인프라를 새로 건립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주
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 육성을 위해 하류부문 육성
과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 발전ㆍ
제약ㆍ엔지니어링ㆍ식품가공ㆍ석유화학 및 비료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
자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셋째, 상품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시장규모
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되다시피 해왔으나 최근의 성장 추
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
도 가능하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최근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
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
지 않고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알제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지배력
이 널리 퍼져 있고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이 공세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알제리도 글로벌 경쟁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이 덜
치열한 시장이다. 물론 알제리의 많은 잠재력 뒤에는 적지 않은 리스크들이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신시장을 개척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공감되는 사안이다.
석유개발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지
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이미 동남아, 중동에서 입증된 플랜트 및 SOC 건설기술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발전설비, SOC 건설기술에 있어 세
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공인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키지형 사업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교적 노력이다. 사업 특성상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상 지원보다도

알제리의 주요 산업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외교력이다. 더욱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전 세
계가 석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
에 없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의 숨겨진 미개척 IT 시장으로 시장 확대의 여지가 다른 어
느 아프리카 시장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정보화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알제리는 다른 어느 개도국에 비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
가되고 있다. 알제리 IT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지
수입수요와 수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제품의 조합을 통한 집중화 전략이 중
요하다. 휴대폰은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알제리 내에서도 높은 시장점유
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청년층의 휴
대폰에 대한 소비욕구,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요금인하 및 서비스의 다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시장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시스템통합(SI)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의 IT 발전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알제리의 경우 과학기술신도시
건설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시스템통합(SI) 등의 분야가 유망하며 이를 위해
서는 ‘IT Korea’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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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주요 산업

박철형 ․ 권세영 (2007. 11)
ISBN 978-89-322-0055-2/A5/168면/10,000원

BRICs 이후 차세대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집트는 최근 활발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집트의 연간 GDP 규모는 2005/06 회계연도 기준
1,07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6.8% 성장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6% 후반
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5개 기업의 자동차 조립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는 자동차산업의 파급효
과를 높이기 위해 부품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
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자동차부품 국내조달 의무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높
은 수입부품 의존도와 저부가가치 위주의 부품생산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
황이다. 이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이집트의 연간 신차 판매는 2006년 기준 17만 대로, 2005년 12만 대
에 비해 약 40% 증가하였으며 이 중 70% 이상이 승용차 판매이다.
휴대폰과 컴퓨터 이용자 수의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으로 정보통
신산업은 매년 20%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이집트의 신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집트 ICT 분야 중 이동통신 분야의 성장세가 가장 활발한데, 2007년 4월 기준
Vodafone과 Mobinil이 각각 시장점유율 48%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이
동통신 사용인구는 2006년 1월 1,390만 명에서 2007년 1월 1,850만 명으로 증가하
였다. 2006년 7월 제3이동통신 사업자가 UAE의 ETISALAT로 신규 선정되고
2007년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이집트 이동통신시장은 보다 치열한 경
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2년 160만 명에서 20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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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이집트 IT 시장 역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시장잠재력 또한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섬유산업은 투자, 고용 및 수출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산업효율화, 제조 및 수출산업 육성, 기술 현대화 등 4가지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
진하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노동생
산성과 기술 및 마케팅 능력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섬유산업
은 면방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집트 석유가스 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의 25%와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30%를 고용하고 있다.
2006년 섬유의류 수출액도 8억 달러에 달해 전년도의 7억 3,000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섬유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2004년 12
월에 체결된 QIZs(Qualified Industrial Zones) 협약이다. 이집트는 전체 수출
의 40%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약체결로 원부자재 조달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에 무관세 및 무쿼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집트는
QIZs 협약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중국 및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력 상실위기를 오
히려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5/06 회계연도 동안 석유 및 가스 부문은 GDP의 12%, 연간 상품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산
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07년 2분기까지 석유 및 가스의 수출액은 48억 달러
로, 전년동기에 비해 75% 증가하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산업
은 최근 이집트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이집트 천연가스 매장량은
1,940bcm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8번째 규모로 추정되며 석유생산량의 감
소세와 달리 천연가스 생산은 국내외 수요증가 및 신규 가스전개발로 꾸준한 증
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전력생산량은 2006년 기준 약 21GW로, 개
발도상국 가운데 전력보급률이 가장 높은 99.8%이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7%씩 증가함에 따라 전력생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2012년까지 8GW의 전력 생산량을 확충하고 2027
년 전체 전력생산량을 63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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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
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
이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견인하
는 신흥 중산층의 부상과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인도가 당분간 8%대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나아가 향후 20~30년 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사회이던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개혁 이후 전면적인 재편 과정
을 거치면서 서비스업이 총 GDP의 절반을 넘는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되었
다. 즉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눈부신 경제성장으
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개발법 폐지,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공기업 민영
화, 외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하여 IT, 금융산업을 비롯한 최첨단 서비스산업과 중
화학공업 등이 인도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도의 산업발전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섬유산업은 2006년 기준 약 360억 달러 규모로 인도 GDP의 4%와 수출액의
16.6%, 총 노동력의 20%(3,500만 명)에 기여하여 농업에 이어 가장 많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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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인도는 면화(3위)와 실크(1위) 등 주요 부문에
서 세계적인 섬유 생산국이며 섬유산업은 인도의 제조업 가운데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19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최근 낙후된 기술과 노후화된
섬유산업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신섬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특히 FDI로 섬유산업에서 생산규모 확대, 섬유제조업의 기술향상,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도입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월 1
일부로 MFA가 종료된 이후 인도의 섬유 수출은 24% 증가하였고 투자도 지난 2
년 동안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면 Post-MFA에서도 인도가 보유한 경쟁력을 토대로 섬유산업의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금융시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경제의 발전과 함께 유통자금이
풍부해지고 민간과 외국인에 대한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금융분야는 485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2.5% 성장하여
GDP의 5%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차타드은행(SCB) 등 외국계 은행
들이 앞다투어 인도로 진입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주식시장에는 해외기관
투자자에 의해 2003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 가까운 순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과 단계적으
로 외국인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IT 산업은 GDP의 5%를 차지하며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산업이
다. 인도의 IT 산업은 단순 아웃소싱 기지로 시작해서 점차 핵심 소프트웨어 개
발 기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사 핵심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
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기술력 확보 노력 및 해외 M&A 활동도 활
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도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도 IT 산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
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기지로
서 인도 IT 산업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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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자동차산업은 2006년 기준 340억 달러 규모로, 완성차 제조분야에서 20
만 명, 부품 제조분야에서 25만 명의 직접 고용 및 1,000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
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
할부금융기법의 도입 및 2006년 4월 정부의 소형차 소비세 인하 등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연평균 16%로 성장하고 있어, 인도 정부는 향후
10년 내 산업매출규모가 4~5배 정도로 확대되고 GDP 기여도가 현재 5%의 2배
인 10%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륜차, 삼륜차를 포함하여 연간 전체
1,0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며 사륜차 부문의 주요 제조사들은 2005년 172만 대 수
준에서 2010년까지 200만 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생산시설 확
장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증산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현재 연 생산규
모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가 영국과 캐나다를 넘어 브라질과 동등한
생산규모를 갖게 되는 등 그 성장세가 주목된다.

단행본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1)
B5/156면/비매

전세계적으로 양국간, 다국간 무역협상이 체결되는 등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
화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느냐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의 신화를 이루어냈고,
성장과정에서 겪게 된 외환위기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큰 폭의 무역흑자를 통
해 극복해내어 뛰어난 국가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쟁대상국인 중국과 인도가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고,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세계 흐름 속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
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
진해야 할 중장기 비전, 즉 선진경제의 구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주
요 대외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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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AP as an APEC Process to Achieve the Bogor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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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교역과 경제성장
1)

朴 淳 讚 (2007. 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제교역에서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
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1980~2000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동태패널 분석방법(dynamic panel approach)을 이용
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교역 증가율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GDP 대비 수입으로 측정한 서비스 개방수준(openness level)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개방수준은 경
제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개방의 원천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의 개방속도(changes in openness)보
다는 개방수준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진
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성장잠재력의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방을 통해 경쟁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서비스 교역, 서비스 개방수준, 서비스 개방속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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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수평적 ․
수직적 산업내 무역과 FDI에 관한
연구
1)

金 泰 璂 ․ 朱 炅 垣 (2007. 6)

본 연구는 1991~2005년 기간 동안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의 산업내 무역을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수직적 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동아시아 국가와의 산업내 무역은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데, 어느 국가와의 무역에서든지 수평적 산업내 무역이나 열위품질의 산업
내 무역보다는 우위품질의 산업내 무역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상품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개도국과의 산업
내 무역에서는 우위품질의 비중이 더 높음에 비해 선진국인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열위품질의 비중이 더 높다. 회귀분석 결과는 양국 간 소득차이가 클수록 수평적
산업내 무역이 작아지며, 자국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위품질의 산업내 무역은
늘어나고 열위품질의 산업내 무역은 줄어든다는 이론모형의 가설이 타당함을 보
여준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이 전체 산업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
면, 유입은 산업내 무역의 증가에 기여하지만, 유출의 영향은 불확실하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출보다는 유입이 산업내 무역 확대에 기여한다는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용어: 동아시아, 수평적․수직적 산업내 무역, 품질,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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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2007년
the Bogor
Goal
대외경제연구
제1호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高 熙 彩 ․ 方 浩 慶 (2007. 6)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panel least squares, 고유효과
(fixed effect) 및 weighted least squares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따르
면 부양비율, 경제발전단계, 무역개방도 등은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
었고, 추정 값의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변수 중에서도 본 연
구의 주요 연구대상, 즉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나타내
는 지표인 부양비율은 경상수지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
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가능 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 부양
비율 증가 등을 통해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그룹으로 나눈 실증분석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령화사회
그룹은 부양비율, 즉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사회 그룹에서는 기존의 OECD 3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또는 신규 인구유입 등
과 같은 정책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거나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
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핵심용어: 경상수지, 인구고령화, 부양비율, OECD,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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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발전정도와 투자‐
현금 흐름 민감도
1)

徐 正 元 (2007. 6)

본 논문은 35개국의 1998~2004년간 기업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
가 자금조달제약을 반영하는 측정치인가를 분석한다.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선행연구들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자금조달제약을 나타내는 측정치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금조달제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
보다 자금조달제약 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의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더 높음을 보
고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발전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35개국 소속 기업들을 표
본으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자금조달제약을 나타내는 측정치인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대다수의 국가에서 자금조달제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의 투자‐현
금흐름 민감도가 높다는 증거는 약했으며, 또한 금융시장이 낙후된 국가일수록 투
자‐현금흐름 민감도가 자금조달제약을 더 반영한다는 증거도 약하였다. 결론적으
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자금조달제약 측정치라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실증근거
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투자‐현금흐름 민감도, 자금조달제약, 금융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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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연구
제1호

동아시아 통화가치 결정에서
달러화와 엔화의 중요성 분석: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1)

金 奉 漢 ․ 丁 世 銀 (2007. 6)

본 연구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
국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달러화 및 엔화가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 결정에 끼
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자료이다. 우선 외환시장 신축성 지수와 프랑켈과 웨이
(Frankel and Wei 1994)의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위기 이후 엔화와의 동조성
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비선형적 단위근 검정을 시행한 결과, 페소화를 제
외하고 각 통화의 대엔화 환율이 일정밴드로 회귀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발견하였
다. 이에 추가적으로 마르코프 체제전환 모형과 3상태 임계벡터오차수정모형
(3-regime threshold VECM)을 사용하여 밴드회귀 경향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원화 및 대만 달러의 경우 엔화와의 동조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대엔화 환율이 일정 밴드를 벗어날 경우 다시 이 밴드로 회귀
하기 위한 환율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바트화 및 루피화의 경우 엔화
와의 동조성이 증대되었으나 원화나 대만 달러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페소화의 경우 변동성이 커졌으나 달러와의 동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엔화가치의 절상기나 절하기 모두에서 대칭적으로 엔화와의 동조
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동아시아 환율, 엔화 동조화, 비선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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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장 자유화 시나리오와
전력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朴 燦 國 ․ 李 權 哲 (2007. 6)

에너지를 둘러싼 글로벌 시장환경의 특징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고유가 현
상, 지구온난화 위기 고조, 지속적인 에너지 산업구조개편 진행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변화는 국내 에너지 정책기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유연
한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에너지
자유화 시장을 예측하고 시나리오 상황이 전력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는 ‘에너지
서비스 분류방식’, ‘규제기관의 성격’, ‘정책대상자의 순응 확보여부’가 선정되었으
며, 예상되는 시나리오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각 변수를 조합하여 영향력 있는 4
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 에너지시장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진행속도 및 성패와
관련된 환경변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였다.

핵심용어: 에너지시장 개방 시나리오, 전력산업 구조개편,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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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경제가 아프리카 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

金 權 植 ․ 朴 英 鎬 (2007. 6)

BRICs 이후 새로운 성장유망시장으로 아프리카 경제권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국가들은 이미 아프리카 경제권을 신흥시장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 우리 나라 역시 교역시장의 다변화 및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차원에서 아프
리카의 다중적 가치를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53개국의 이질적인 시장으
로 구성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시장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정부 부처 및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프리카 접근
전략으로 소위 ‘3 plus 2 거점국가’ 선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
한 시각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거점국가 선정과 관련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거점 후보 국가로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규모인 남아공과 나이지리아를 선정하였
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력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통합체별 시
장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통합체별 경제성장 결
정요인이 상이한가를 함께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남아공 경제가 아프리카 지역 및 SADC(남아공의 경제통합체)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나이지리아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
아공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10% 증가할 때 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경제
성장은 2.2~2.5%로,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0.7~0.8%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
석 결과는 남아공을 최우선적 거점전략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통합체별 경제성장 결정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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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변수는
인구증가율인 반면 SADC의 경제성장은 GDP 대비 무역규모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차이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구조에서 기인
된다. 가령 석유가격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갖는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남아공은 선진국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역내무역 규모가 경제성장을 주도
했을 것이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아프리카 지역과 SADC의 경제성장을 결정
하는 중요한 공통 변수로 확인되었다.

핵심용어: 남아공 경제, SADC 경제, 아프리카 거점국가, 패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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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ewed Student-t Value-at-Risk
Approach for Long Memory
Volatility Processes in Japanese
Financial Markets

Seong‐Min Yoon and Sang‐Hoon Kang (2007. 6)

본 연구의 목적은 왜도와 두터운 꼬리를 반영한 비대칭(skewed) Student‐t 분
포가 장기기억 변동성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일본 금융시장의 시계열
자료(Nikkei 225 주가지수 및 엔‐달러 환율)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VaR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오차항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분포(정규분포, 대칭적 t 분포
그리고 비대칭 t 분포)를 가정하는 두 가지 대표적 장기기억 모형(FIGARCH 및
FIAPARCH)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대칭 Student‐t 분
포가 정규분포나 대칭적 t 분포에 비해서 장기기억 변동성 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일본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왜도와 두터운 꼬리 분포
를 반영한 VaR 모형이 금융자산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VaR, 일본금융시장, 변동성, 비대칭성, 장기기억,
비대칭 Student‐t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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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East Asia FTA:
A CGE Model Simulation Study

Mitsuyo Ando and Shujiro Urata (2007. 12)

동아시아 FTA의 형성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
문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FTA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상품 무역의 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본 논문은 자본축
적, 무역 및 투자 원활화 조치와 같은 FTA의 다른 측면까지 고려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8개의 가설적인 FTA 중에 ASEAN+3 FTA가 거시적
수준에서 모든 회원국에게 가장 바람직하며, 자본축적 및 다양한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 및 조정 프로그램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SEAN+3 FTA
의 결과, 일부 국가의 특정 분야에서는 생산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회원국 수가 많을수록, 무역과 FDI 자유화 및 원활화의 범위가 넓
을수록, 회원국에게 돌아가는 FTA의 편익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FTA, 동아시아, CGE 모형, 자본축적, 무역 및 투자 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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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of Endogenous Trade Bloc
Formation Theory on EU Data

Richard Baldwin and Roland Rieder (2007. 12)

본 논문은 유럽의 경험을 통하여 지역주의의 확산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특혜무역지역이 새로 형성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지역이 발전하면
무역전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외국가의 수출기업은 새로운 차별에 대응하여 심
화된 특혜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역외국가에서 새로운 정
치ᆞ경제적 동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은 블록의 크기, 즉 회원
국 수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한번 나타나면 역외국으로 머물러 있
던 나라들이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지
난 50년간 EU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시계열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EU
회원가입 요청에 관한 모델을 추정한 결과는 모델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무역창출
보다는 무역전환이 회원가입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도미노이론, 지역주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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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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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FTAAP as an APEC Process to
Achieve the Bogor Goal

Hongyul Han (2007. 12)

APEC 정상회의에서 2년 연속 FTAAP(FTA in Asia Pacific)에 대한 연구
가 공식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이의 실현가능성 및 추진방법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PEC이 FTAAP를 추진하는 데 구
체적인 자유화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필요성과 APEC의 Voluntarism 및
Non-Binding Principle 간의 상호모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
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rocess로서의 FTAAP는 IAP의 방식을 원
용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메커니즘으로 설정한다. 첫째, FTAAP는 일정 수
준의 가시적인 TILF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비록 FTAAP가 WTO 규정에
입각한 전통적인 지역간 협정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의미있는 시장개방조
치를 포함함으로써 APEC의 정체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둘째, APEC의 자발성과 비구속성의 원칙은 유지됨으로써 APEC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개방적 지역주의’역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WTO 규범
에 입각한 지역간 협정체로서의 FTAAP를 포기하는 데에 따라 불가피하게 치러
야 할 비용이다. 또한 보고르 목표가 여전히 APEC 협력의 지향점으로서의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AP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APEC 회원
의 통합과 APEC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고르 목표의 이러한 지위를 확인
해야하며, FTAAP를 통상적 지역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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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PEC이 FTAAP를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위한 APEC Process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용어: APEC, FTAAP, 보고르 목표, IAP, Voluntarism,
Open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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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ibrium Indeterminacy in a
Small Open Economy with
Traded and Non-traded Capital

Jongkyou Jeon (2007. 12)

대부분의 경기변동 모형은 경기변동 현상을 모형 내에서 생성함에 있어 기본충
격(fundamental disturbances)을 충격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실
물경기변동 모형으로써 기술충격(technology shock)을 사용하여 모형 내에서 경
기변동을 생성한다. 이런 경기변동모형을 일부 수정하면 기본충격이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의 주관적 기대 변화와 같은 非기본충격(non-fundamental shock)에
의해서도 경기변동 현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Benabib-Farmer(1994)는 이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증명하였으며, 생산함수에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현상이 일
정 수준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Benabib-Farmer(1994)에서 요구되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수준은 현실적으
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매우 강한 수준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생산함수에
요구한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가정함으로써 Benabib-Farmer(1994)
가 요구하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정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국 폐쇄경제보다 개방경제하에서 균형불확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는데, 균형경로가 불확정적일 경우, 그 경제는 기술조건이나 선호
체계와 같은 경제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의 비효율적 기대
변화 등에 의해 균형경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자본시장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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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들이 경험한 외환위기에는 대부분 자기실현적 위기의 속성이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자기실현적 위기는 경제주체의 비효율적 기대변화로 발생하는 위기이
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시장 개방이 거시경제를 경제주체의 비효율적 기대변
화에 보다 취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용어: 자본이동성, 균형 불확정성,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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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 특화와 요소
부존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1)

宋 毅 英 (2007. 12)

본 연구는 산업내무역, 특화, 중력 간에 존재하는 수학적 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내무역에 대한 기존 문헌을 통합적으로 재해석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이 일반적 관계가 2재화, 2요소 모형에서는 교역국 간 산업내무역의 강도가
요소부존비율 차이의 감소함수이고 일인당 GDP의 곱의 증가함수가 됨을 의미함
을 보이고, 산업내무역과 요소부존비율 차이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독점적 경쟁
모형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임을 밝힌다. 이어서 논문은 이러한
관계들을 패널 무역자료를 사용하여 OLS와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해 본다. 그
결과 산업내무역과 특화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추정기법에 관계 없이 강건하게
성립함을 발견하였으며, 산업내무역과 일인당 GDP의 곱 간에도 강건한 양의 상
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핵심용어: Grubel-Lloyd, 산업내무역, 특화, 중력, 독점적 경쟁, 패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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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1)

李 彰 洙 ․ 李 章 揆 (2007. 12)

본 논문은 중국이 FTA(CEPA 포함) 협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8개 협정
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고 개방이익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의 편의를
수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가 분석대상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압도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방개방 또는 다자개방 정책이 지역주의 협력보다 중요하
며, 나아가 다자개방 협력을 통한 이익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적 수단으로 지역주의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8개 분
석대상 FTA 중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약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FTA는 중ᆞ아세안, 한ᆞ중 및 한ᆞ중ᆞ일 FTA 3개에 지나지 않았다.
기타 FTA의 경제적 효과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했는데, 이는 중국
이 개방이익 실현의 경제적 동기 외에 자원확보, 정치적ᆞ외교적 목적의 전략적
차원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WTO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각
종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경우 중국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게 된다(중ᆞ아
세안: 61%, 중국-홍콩: 112%, 중국-한국: 42%, 한ᆞ중ᆞ일: 25%). (4) WTO
가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국의 이익을 과대평가(중-아세안: 59%, 중국
-홍콩: 119%) 또는 과소평가한다(중국-한국 9%, 한ᆞ중ᆞ일의 한국은 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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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 한국 및 일본의 이익이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다자무역질서에 기초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중국의 개방이익확대가 한국 및 일본의 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핵심용어: 중국, 지역주의, FTA, 연산일반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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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추정과
국제물가비교에 대한 시사점

丁 澈 ․ 金 峰 槿 ․ 朴 明 鎬 (2007. 12)

본 연구는 엥겔곡선 추정방법론을 2000~2005년의 6년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upward bias)를 최초로 추정하였
다. 미국 등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수요추정식에서 선형추정식의 오류를 보완한 결과, 추정된 소
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는 연평균 0.7% 정도로, 동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의 21% 정도가 과도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석기간 동안 원화의
환율절상을 감안한 실질구매력을 실험적으로 분석에 적용한 결과, 추정된 상향편
의의 일정 부분이 교역재에 대한 실질구매력의 측정 미비로 설명됨을 알 수 있었
다.

핵심용어: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의, 엥겔곡선, 국제물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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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지출의 변화 및 수렴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OECD 국가간 실증
분석

黃 鎭 永 (2007. 12)

본 연구는 OECD 국가간 자료를 이용하여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진행되고 있
는 세계화 현상과 사회보장지출의 수준 및 수렴현상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세
계화의 진전은 국가간 경쟁을 심화시켜 구성원 간 빈부격차의 심화 ․ 극화 ․ 실업
의 증대 등을 초래해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국가간
경제사회정책의 조화와 수렴을 유도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 정치
적 ․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세계화 지수와 사회보장지출 수준 사이에는 밀접한 양
(+)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α 수렴과 β 수렴의 방
법론을 이용하여 OECD 국가간 사회보장지출 비율의 수렴현상을 확인하였다. 그
러므로 OECD 국가의 세계화 진전은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
쳤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회보장지출 수준의 수렴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OECD 국가, 세계화, 사회보장지출, α 수렴, β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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