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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명: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對중남미 협력 확대 방안

 ▣ 연구책임자

       권기수 전문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에다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남미

공동시장(MERCOSUR) 및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등 활발한 경제통합 추진

에 힘입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중남미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겨냥,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

진국들은 중남미 기회 선점을 위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경제통합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무역․투자를 대폭 확대 시켜왔으며,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과 FTA 체결 및 IDB가입 등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음

  □ 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IDB 가입은 우리나라가 비로소 IDB 관련 사업을 통

해 중남미 경제·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 IDB가 제공하는 막대한 사업기회에 참여, 경제적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

음

  □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IDB 가입이후 우리나라의 IDB를 통한 대중남미 협력

은 적절한 협력사업 발굴의 어려움에다 IDB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부재에 따른 참여 저조로 아직까지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DB를 활용해 우리나라가 중남미지역과 경제협력을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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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및 활용

의 중요성

-연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연구목적: 미주개발은행 가입의 중요성과 

가입 전략 제시

-문헌조사 -IDB 활동 소개

-일본의 IDB 활용 현황

-우리니라의 IDB 가입 전략

2

-과제명: 미주개발은행(IDB) 지원사업 조달

절차와 우리기업 참여 방안

-연구자: 한국수출입은행, 2005

-연구목적: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시장을 소

개하고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제시

-문헌조사 -IDB 개요 및 지원사업 현황

-IDB 조달시장 현황 및 참여 절차

-우리기업의 참여 방안

3

-과제명: 미주개발은행(IDB) 시장 진출 가

이드

-연구자: KOTRA, 2005년

-연구목적: 중남미 국별 IDB 프로젝트 현황

을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제시

-문헌조사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IDB 주요 회

원국의 프로젝트 현황

-우리기업의 참여 방안

본 연구

-IDB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방

안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민관합동 차

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문헌조사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문그룹 운영 및 

일부 주제에 대한 위탁

용역 발주

-국내외 전문가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병행

-IDB의 주요 활동과 사업 분석

-IDB 프로젝트의 운영 메카니즘 분석

-IDB가입이후 우리나라의 활동 평가

-일본, EU, 미국 등 주요 역외 회원국의 IDB

를 통한 중남미지역과 경제협력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 확

대 방안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지금까지 국내에서 IDB에 관한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IDB 가입 전후 IDB의 활동과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참여 방

안을 제시하는 단면적인 수준에 머물렀음

  □ 이에 본 연구는 초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IDB의 중남미 지원정책의 

변화 및 IDB 프로젝트 운영의 정치경제적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 IDB 가입이후 우리나라의 IDB와의 협력 사업을 평가하며, 일본, EU, 미국 등 

주요 역외 회원국들의 IDB를 통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 사례를 분석,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민관차원의 협력 방

안을 제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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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연구내용

  □ 최근 IDB의 대중남미 지원정책의 변화 및 중점 지원 사업 분석  

  □ IDB 프로젝트의 정치경제적 운영 메카니즘 분석

  □ 일본, EU, 미국 등 역외 회원국의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 우리에 대한 시사점 도출

  □ IDB 가입이후 우리나라의 IDB를 통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 평가

  □ IDB 프로젝트와 World Bank, ADB, AfDB 등 여타 국제기구 프로젝트와 차이

점 비교

  □ IDB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성 평가 및 유망 진출 분야 발굴 제

시

  □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 민관차원의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 도출

 ▣ 연구추진방법

  □ 정성적 분석: 문헌자료 분석

    ◦ IDB의 최근 대중남미 지원정책 변화, IDB의 주요 활동 및 프로젝트, 기존 역

외 회원국들의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 현황 등의 분석은 IDB 및 

IDB 지역별 사무소가 발행한 자료와 현지 각국의 1차 문헌을 통해 우선적으

로 수행

  □ 연구자문그룹 운영 및 일부 주제에 대한 위탁용역 발주

    ◦ 전문성을 요하는 본 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 전문가

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일부 전문 주제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발주

    ◦ 연구자문그룹을 중심으로 수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연구의 올바른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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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의 적합성 검토, 연구결과의 유의성 검토 

  □ 실태조사 및 전문가 면담 병행

    ◦ IDB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

하는 한편 IDB 등 관련인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

 ▣ 기대효과

  □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 제시

  □ IDB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 유도

  □ IDB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기회 발굴

 ▣ 연구기간

       2008. 1.～ 20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