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조종화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BBP03

□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의 중

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에 널리 적용되어 옴.

□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의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공

통분모를 지닌 동아시아 모델은 전후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였음.

□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특

히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된 일부 비시장적 요소들이 위기의 요인으로 비판받게 

됨.

 ◦ 특히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영미식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

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문.

□ 상당수 동아시아국들은 세계적인 여론주도층과 IMF의 이와 같은 주장과 동아시아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한 자체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의 극

복과정에서 영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은 아시

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띰.

 ◦ 그러나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개입, 수출중시, 제조업 중시, 고저축률 

등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핵심적 요소들은 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

아 각국의 경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2007-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적인 경기침체를 거친 뒤 2009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강력한 회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영미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복세는 서구경제의 미약하고 불안한 회복세와 대비되면서 동아시아 모델과 영미

모델은 이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 예컨대 2010년 1/4 분기에 동아시아 경제는 중국 11.9%, 홍콩 8.2%, 대만 

13.3%, 싱가포르 16.9%, 일본 4.2%, 한국 8.1% (이상 전년동기비)로 세계 어

느 지역과 비교해도, 또 이들 국가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높은 성장회복세를 

기록함.

 ◦ 이에 비해 서구는 미국 2.5%, 영국 -0.2%, 유로지역 0.6%, 독일 1.5%(이상 전

년동기비)로 저조한 회복에 그쳤으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새로운 침체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없는 불안한 모습을 보임.

 ◦ 이와 같은 서구의 저조한 실적은 시장중시, 내수중시, 서비스업중시, 저 저축률 

등의 영미(서구)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이 보고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실적을 서구의 실적과 

비교해 보고, 동아시아 모델의 몇 가지 핵심적 요소들을 영미모델의 그것과 비교 

평가하며, 동아시아 모델의 국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한 다음, 동아시아 모델

의 향후 과제와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더 미러클

-연구자(년도): 마이클 슈먼

(2010)
-연구목적: 동아시아 미러클의 전

개과정과 요인분석

-문헌연구

-인터뷰

-전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중국․인
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보여준 급속한 경제발

전의 전개과정을 국별로 분석

-미러클의 배경을 동아시아 특유의 

제도와 지도자 및 기업의 리더십으

로 파악

2

-과제명: 한국․동아시아 경제론

-연구자(년도): 안충영(2001)
-연구목적: 동아시아의 발전모델

을 국별로 분석하고 동아시아 경

제의 미래상을 제시

-문헌연구

-통계분석

-한국․대만․말레이시아 등의 경제발

전모델 분석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분석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 분석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역

할 분석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추이와 전망

 □ 아시아 위기 이전의 고성장과 그 요인

 □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 동아시아 모델 비판

 □ 아시아 위기 이후의 성장 추이

  ◦ 아시아 모델의 조정․변모: IMF의 요구 또는 자체인식을 바탕으로 영미모델의 부

분적 수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추이

  ◦ 서구와 대비되는 빠른 회복

  ◦ 영미 모델에 대한 의문 제기

 □ 장기적 전망

  ◦ 동아시아 성장의 지속 가능성 평가

  ◦ 21세기 중반의 세계경제의 판도: 동아시아의 위상

3

-과제명: 금융․기업구조조정: 미완

의 개혁

-연구자(년도): 박영철외(2000)
-연구목적: 우리나라 외환위기 극

복을 위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

-문헌연구

-통계분석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과 위기

이후 체제전환의 과제 분석

-우리나라 금융․기업구조조정 내용

의 세부적 분석

-구조조정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

양식 
EBBP05

본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동아

시아의 경제실적과 서구의 실

적 비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서구모

델 비교

-동아시아 모델의 향후 과제 

분석

-문헌연구

-통계분석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추이와 전

망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 영미

모델과의 비교

-동아시아 모델의 국별 차이점과 

유사점

-동아시아 모델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Ⅲ. 동아시아 모델의 평가: 영미 모델과의 비교

 □ 일정한 정부개입과 시장중시

 □ 제조업 중시와 서비스업 중시

  ◦ 서구의 과도한 금융산업 의존에 대한 평가

 □ 수출중시와 내수중시

  ◦ 수출․내수간 균형이 중요

 □ 저축률의 차이 (과다저축과 과소저축)
  ◦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와 세율

  ◦ 소비자 신용의 미발달

  ◦ 미비한 사회안전망

Ⅳ. 동아시아 모델의 국별 차이점과 유사점

 □ 유사점

  ◦ 일정한 정부개입

  ◦ 수출주도

  ◦ 높은 교육수준

  ◦ 공산주의와의 치열한 체제 경쟁

   -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 차이점

  ◦ 일본․한국․대만․중국

Ⅴ. 동아시아 모델의 향후 과제

 □ 목표: 단기적․장기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발전전략의 끊임없는 모색

 □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단계적으로 수정

  ◦ 예컨대 서구의 “중상주의” 비판을 수용하는 개방적 경제운용

 □ 동아시아 모델과 영미모델 어느 한 쪽도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영미모델의 장점도 발전적으로 수용

 □ 결국 장기적․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모델과 영미 모델의 발전적 절충․
조화가 과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듯.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통계분석

 □ 국내외 전문가 면담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2011년 3월

  ◦ 연중심: 2011년 7월

  ◦ 연결심: 2011년 10월

 ◦ 관련부처
양식 

EBBP08

  - 기획재정부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1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

2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4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3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6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양식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EBBP10

  -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실적을 서구의 실적과 비교해 보고, 동아시아 

모델을 서구의 모델과 비교평가하며, 동아시아 모델의 국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모델의 향후 과제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1.1.1 종료일 201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