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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우리 기업활동 지원과 투자유치 확대
1.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통상 외교
가. 한∙미 정상회담
2003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백악관에서 개최
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간, 아∙태지역 전체 그리
고 전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하다
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성장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Bush 미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
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양국 정상은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
북아 경제중심 구상을 실현하는데 필수적 요소임에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자간 통상 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
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범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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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WTO/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
력체(APEC) 포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한∙일 정상회담
2003년 6월 7일 도쿄에서 개최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998년 10월 발표된‘한∙일 공
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의 정신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
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미
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우선 양국 정상은 한∙일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
시키고 양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
의 성장에 공헌하며,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함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
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공동연
구회에서 포괄적인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FTA 체결교섭을 개시하고 한∙일
FTA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기
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간의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협력
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2002년
3월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양국 상호간 투자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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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
다. 한편, 양국 정상은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유지 및 강화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
이하면서 WTO DDA 교섭 등에 있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한 양국 정상은 사회보장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가능한 한 조
기에 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문제
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양국 전문가간의 정보교류 현황과 한∙일 FTA
공동연구의 진척 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섭 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가
속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김포-하네다 공항간 운항
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고이즈미 총리와 2003년 10월 20일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양국 정
상은 한∙일 FTA 공동연구회가 10월 2일 제출한 공동보고서의 내용
을 평가하고, 이 보고서의 건의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 FTA
체결 교섭을 2003년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간에 한∙일 사회보장협정 문안이 타결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하
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세관상호지원협
정의 조기 체결추진 및 김포-하네다 공항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 추진
을 재확인하였다.

다. 한∙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초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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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3년 7월 7~10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동 방문을 계
기로 북경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그간 경제∙통상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현저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
력을 더욱 확대∙심화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고, 양국
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양국간 협
력관계를‘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한층 격상시키는 데 합의하
였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중 양
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고,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개

한∙중 정상회의(2003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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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상호간 투자 확대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하
였다. 그리고 양국간 무역의 안정적인 발전 및 균형적 확대를 이루어
나간다는 원칙하에 상호 노력하며, 상호 이익과 우호적인 협의 정신
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완성차 생산, CDMA 등 기존의 주요 분야에 있
어 그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
함과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IT 산업, 첨
단기술분야, 북경올림픽 지원, 서부대개발 등 10대 분야 10대 경협
사업 : 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분야, 전력
산업, 중국 자원개발, 고속철도건설사업, 환경사업, 금융협력, 유통
분야 협력, 북경올림픽 지원, 서부대개발사업에서의 경제협력을 추
가로 확대하는 등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중 교류제를 정례 개최하는 방
안에 대해 상호 검토하고, 황사 및 사막화 방지 공동 대처, postSARS 보건협력, 항공협력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
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및 전세계적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역내협
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ASEAN+3 협력 및 한∙
중∙일 3국간 협력의 심화∙확대가 동아시아 협력 발전을 촉진시키
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한∙중∙일 3국
의 경제연구 기관 간에 진행되고 있는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국제연합
(UN),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다자차원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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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라. ASEAN+한∙중∙일 정상회의
1997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ASEAN+한∙중∙일 정상회의가
2003년도에는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 정
상들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비전을 교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ASEAN+3 체제가 동아시아 역내 도전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의 틀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협력비전
공유,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경제통합과정 촉진 및 평화와 안정을 위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
동아시아포럼(EAF) 창립 총회가 개최되는 등 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최종보고서의 협력조치가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언급
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창설 관련 연구에 대한 기대를 표명
하였다.
또한 노 대통령은 최근 역내 국가들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자 및 다자 FTA 추진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FTA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
돌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2002년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ASEAN의 통합과 지속개발을 위한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의
중점 추진분야 중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5개 구체사업을 확정,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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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들은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의 신속한 이
행을 위해 각국의 협조와 분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역내 다자간, 양자간 개별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통해
중∙장기 목표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ASEAN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8일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ASEAN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ASEAN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 한∙ASEAN
경제장관회의(AEM+1) 및 고위경제관리회의(SEOM+1) 등 경제통상 협
의채널의 신설 및 ASEAN 위주 개발협력단 파견을 통한 한∙ASEAN
간 개발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축 등 한∙ASEAN 21세기 포괄적 동
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들을 제안하였다.
ASEAN 정상들은 우리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
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쿤밍, 프놈펜-호치민 간 철도
연결, 메콩강 유역개발 참여 및 브루나이∙인니∙말련∙필리핀을 비
롯한 동ASEAN 성장지대(BIMP-EAGA) 등 ASEAN 내 소지역 협
력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고 아울러 연수생 파견 등 우리나라와의 인
적교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더욱 적극적으로 ASEAN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개발경험 전수 및 인적교류
그리고 IT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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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태국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월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태국의 탁
신 치나왓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양국은 21세기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
화키로 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협력 약정체결을 계기로 IT 분야 협
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교역확대를 도모하기로 합의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사.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
다. 양국 정상은 한∙싱가포르 FTA가 한국의 동남아 진출 및 싱가포
르의 동북아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2004년 초에 공식
협상을 개시하여, 양국간 FTA의 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
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무역, 투자, 건설 등 기존의 양국간 협력 현황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차세대
IT, 생명공학 등의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
고, 관광, 문화, 항공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
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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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가. 재외공관의 수출진흥활동 강화
2003년 세계경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 불안 고조,
테러 위협 지속, SARS 사태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각국
의 적극 개입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국내경제는 내수부진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불리한 경제 여건 하에서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우리 기업
의 수출지원 및 통상환경 개선에 최선의 외교노력을 경주하였다.
먼저 우리 기업에 다양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통상환
경, 국별 통상장벽,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틈새 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수출가능 품목을 조사하는 한편,
주요국의 정보통신환경, 건설∙플랜트 인프라 여건, 바이오, 관광상
품, 문화컨텐츠 등의 수출환경 및 전망을 분석한 자료 및 책자를 우
리 업계에 제공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재외공관의 신속한 기업지원활동
체제 구축 및 강화에 보다 큰 노력을 경주하였다. 2001년 12월부터
전재외공관으로 확대된‘사이버 기업서비스’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공관에 기업서비스 담당관을 지정하고 현지 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공관평가를 통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관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서비스 전문화를 한층 제고하
고자 노력하였다. 2003년 중 이러한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통하여
현지 시장정보, 품목별 시장전망, 해외진출 애로사항 등 9,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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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012건)의 문의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등 지원 활동을 전개
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전 재외공관을 수출 및 투자 진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였다. 우리 기업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지원활동은 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
과 본부의‘수출투자유치지원
반’
을 통해 이루어져 2003년 중 수주 지원 649건, 투자유치 지원
478건, 수출 지원 2,921건, 기업애로사항 및 분쟁해결 지원 307건
등 총 4,355건(2002년 3,987건)의 지원실적을 거두었다.

나. 체계적 통상환경 개선노력 전개
우리 기업의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
인 통상환경의 조사 및 여건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1998년부터 매년「국별 통상환경」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통상환경 파악을 위한 협의조사단 및 통상투자사절단을 주
요국에 파견하여 통상장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2003년판 외국 통상환경보고서는 재외공관 보고와 각종 통상투자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파악한 주요 교역국의 관세장벽 및 수입부과
금, 통관절차, 수입규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기술장벽, 환경관련 규
제, 정부조달관련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투자 장벽,
경쟁정책 등 각종 교역제한 법규와 조치 및 대책을 분석∙정리하고,
조사대상국도 2002년 66개국에서 5개국을 추가하여 총 71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이 보고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관계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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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기업 등에 4,000부를 배포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정확한 시
장정보 파악 및 향후 양자∙다자 통상교섭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도 수록하여 우리 국민이 해외시장 정보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3년 한해 동안 통상환경보고서 수록국가를 중심으로
우리와 통상∙투자협력 확대가 필요한 지역 중 중국, 인도 등 8개국
을 선정하여 총 5회에 걸쳐 통상투자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방문국 정부 관계
자와의 실무회담을 통해 우리의 수출∙투자 진출상 애로요인의 완화
를 요청하고 양국간의 통상∙투자 확대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주요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법제도상의 규제, 진출 장벽, 상거래 관행 등
현지 제도∙관행을 심층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투자 확대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 신흥시장 개척활동 전개
정부는 미국, 일본, EU 등 기존 선진국 시장에 치우친 우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개도국 시장진출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 1998년부터 민관합동의 신흥시장개척 사절단
파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2003년에도 외교통상부
는 유관부처, 민간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최근 거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도를 비롯해 이집트, 이란, 터키 등 아중
동 지역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위해 유럽, 북미지역에도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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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파견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 11~12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한∙중 IT
산업교류회 2003’
에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우리측에서 참가한 IT 기업 30개 업체는 동 행사에 방문
한 중국 업체들과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
다. 이는 외교통상부 본부가 현지공관 뿐만 아니라 현지 유력 컨설턴
트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전 상담을 주선한 사례로서, 참가
업체들의 호응을 얻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
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2002년에 이어 2003년 5월
중국 주재 우리 대사관의 해외시장 진출 담당자 및 현지 전문가를 서울
로 초청하여 중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국 진출 관심기업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 설명회에서는 중국 신지도부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및 한∙중 경제
관계 전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 기술시장 분석 및 진출
방법, 우리 기술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과 문제점,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 동향과 한∙중 무역투자시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 한∙중 비즈
니스 전문인력의 필요성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해 실무적 내용을 위주
로 한 발표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중국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4.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 전개
2003년에는 세계경제성장 둔화, 이라크 전쟁 등 국제적인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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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증대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심리가 저하되어 전세계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위축현상이 나타났
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64.7억 달러를 기록, 전년도
(91.1억 달러) 대비 28.9%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 추세를
회복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2003년 중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현금보조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Invest Korea’
를 출범시키는 등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대폭 확충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원리금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자금확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국내 고용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투명경영과 기업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등, 우리나라의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외자유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꾸준한 투자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개혁 의지가 확고함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있다.
재외공관은 공관별로 그 지역내 유치대상 기업에 대해 공관장이 직접
경영진을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기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관계부처
와의 협조아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대한투자사절단 방한 및 민간∙지자체의 투자유치사절단 활동을 지원
하고 투자유망지역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투자환
경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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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가. 개 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철강, 반도체
등 일부품목이 범세계적으로 과잉 생산되어 판매시장 확보를 위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각국의 수입규제가 유지되었다. 우리의 주요
교역국 중 미국과 EU의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는 반면, 중국의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인도
및 동남아 지역 국가의 수입규제 건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침체로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
은 철강, 반도체 등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자국의
구조조정 대신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및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통해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인도, 동남아 지역 국가들도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반덤핑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3년 중 각국 수입규제 조치의 특징은 경쟁력이 취약한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하이닉스(Hynix) DRAM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그러한 사례이다. 세계적인 공급과잉 품목인 철강제품의 경우
에도 2002년 3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이후 EU와 중국
이 연달아 동일한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캐나다, 멕시
코, ASEAN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12월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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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여타 국가들도 이를 철회하
게 되어 전 세계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로 왜곡되었던 세계 철강시장
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나. 한국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
세계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수입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철강,
DRAM 등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3년에도 외국
의 수입규제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2004년
초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중국, 대만에
이어 3번째로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로 기록되었다.
또한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 혹은 채무상환유예에 대하여
미국과 EU는 이것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수차
제기함으로써 통상현안으로 부각된 바 있고, 하이닉스 DRAM 상계
관세부과 사안도 유사한 맥락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한편 우리의 대중국 교역 및 무역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전반적인 양허관세율 인하
등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로부터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조치 중 주로 반덤핑 관세부과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고 있으
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3년에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입규제조
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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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우리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발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에서 외교통상부는 관련업체들과 협조하여, 규제수준을 최대한 낮추
거나 조기에 규제조치를 철회토록 노력함으로써 외국의 수입규제조
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주재국 관계기관 접촉, 주한 외국공관
관계관 면담 및 수출업체를 통한 관련업계 동향 파악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규제조
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다.
사전대응에도 불구하고 외국 무역구제당국이 조치발동을 위한 조사
에 착수할 경우 정부간 교섭을 통해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무역구
제조치 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정부입장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되
지 않도록 사후적 대응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2003년 중 외국이 우리 수출품
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수입규제조치를 완화하였거나 조사가 개시
된 사안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 사안은 중국의 우리나라 화학제품
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호주의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10여건에 이른다. 또한 상당수의 사안에서 외국 제소업체의 당초
제소내용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최종판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수입규제 대응활동을 적극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중 신규
로 조사가 개시된 외국의 수입규제는 20여건에 달하는 등 우리 수출
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2002년말 142건(조사
중인 사안 포함)이었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2003년말에도 141건
으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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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수입규제 담당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관련업체 및 법무법인과 유기적
인 협조하에 수입규제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6. WTO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
WTO 분쟁해결 제도는 무역상대국의 협정위반 행위 등 우리 기업
들의 해외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WTO
출범이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이
다. 2003년까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은 총 20건으로서 우리는
미국 및 필리핀에 대해 10건을 제소하였으며, 미국, 호주, EU 등으
로부터 10건을 제소당했다. 우리가 제소한 분쟁의 경우 판정이 끝난
7건은 모두 승소하여 현재까지 승소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가 피제소되어 패소한 식품유통기한, 농산물 검역제도 등의 경우에
는 판정이행 과정을 통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에
맞추어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제소한 10건의 분쟁 중 2003년도에 패널 또는 상소 절차가
완료된 건은 3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조치
2000년 6월에 제소한 것으로서, 상소기구가 2002년 2월 우리측 승소
를 확정한 후 2003년 3월 미국이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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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Byrd 수정법 분쟁
2000년 12월 EU 및 일본 등 11개국과 공동 제소한 것으로서,
2002년 9월 공동 제소국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후,
2003년 1월 상소심에서도 공동 제소국들이 승소하여 이행절차가 진
행중이다.

다. 철강수입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우리나라, EU, 일본 등 8개국이 공동 제소하여 2003년 11월 상소
심에서 승소가 확정된 후, 2003년 12월 미국이 조치를 철회함으로
써 완료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소하여 진행 중인 분쟁은 총 3건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한∙EU 조선 분쟁
우리나라는 EU가 역내 조선업계에 상계가능보조금을 지급한 조치
및 EU 수출신용제도를 통해 금지보조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2003년
9월 제소한 바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역내 조선사들에 운영보조금을 허용하는 TDM(Temporary
Defensive Mechanism)에 대해서는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고,
TDM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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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AM 분쟁
미국 및 EU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Hynix의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워크아웃 조치들을 상계가능보조금 지급행위로 간주하
여 Hynix D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2003년 7월에 제소
하여 각각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가 피제소된 건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조선분쟁
은 EU가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제도 및 일부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를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행위로 간주하여 2002년
10월 제소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어 2003년 7월 패널이 설
치되었다.
이밖에 미국∙일본의 열연철강 반덤핑 일몰재심(Sunset Review)
분쟁, 미국 반덤핑 일몰재심분쟁 등 우리의 통상이익과 관련된 분쟁
에 제3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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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역별 경제∙통상 협력관계 증진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 일 본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서 2003년도의 한∙일
교역액은 536억 달러에 달하여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는 한편, 우리
나라 전체 교역량의 14.4%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서 일본의 전체 교역액 중 대한국 교역액이
7.4%를 차지하는 등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상호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일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는 우리 정부가 1993년 8월 대외협
력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향후 대일 경제관계를 경제논리로 접근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한 이후 양국 민간 경제인간의 협력을 바탕
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전반적으로 양국간 교역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및 양국 경제의 동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세
를 보이기도 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는 한∙일 양국의 경기 둔화 및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로 인한 급격한 대일 수입수요 감소로 인하여 양국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추세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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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양국간 교역량은 다시 증가하여 2000년
에는 양국간 교역액이 당시 사상 최고 수준인 523억 달러에 달하였
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9.11 테러 사태 등
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은 4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5% 감소하였
다. 양국간 교역액은 2002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450억 달러를,
2003년에는 사상 최고액인 5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3년도 대일 수출은 17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4.1%
증가하는 한편, 대일 수입은 3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하
여 양국간 총 교역액이 2002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일
무역적자는 2002년도에 147억 달러에서 2003년도에는 190억 달러
로 확대되었다.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은 우선 우리 관심품목에 대한 일본의 고율관
세 유지 및 일부 농수산물 등에서의 수입수량 규제 등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일 수출상의 어려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품∙소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일 의
존적인 산업구조 체질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간 교역이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우리 관심품목에 대하여 관세∙비관세
장벽을 개선하도록 대일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산업에서의 대일 투자유치 강화 및 양국 기업∙산업간 전
략적 제휴 확대를 통하여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역점을 기울
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1998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대일 투자유치액이 24.5억 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총 외국인 투자유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로 상승하였으나,
2001년에는 일본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일본의 대외투자 여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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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2002년에는
일본의 대한투자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 전년 대비 81.8%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한∙일 양국 모두 경제가 어려웠던 2003년에
는 전년 대비 61.4% 급감하여 5.4억 달러에 그쳤다.
양국간 투자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정부는 3년간에 걸친 정부간 협
상 끝에 2002년 3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시 한∙
일 투자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투자협정이 발효됨
으로써 양국간 투자협력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양국 정상은 10월 20일 방콕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시 한∙일
FTA 공동연구회가 10월 2일 제출한 공동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동 보고서의 건의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 FTA 체결 교섭을
2003년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은 12월
22일 서울에서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첫 정부간 교섭회의를 개최
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는 2001년 예비회담 개최로 시작된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교섭을 2003년 10월 8일 타결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는 그동안 양국간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상대국의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온 상호인증협정 체결교섭 논의를
한∙일 FTA 체결교섭의 틀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나. 중 국
1992년 한∙중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지난 10여년간 양국간
의 경제∙통상 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수교 당시 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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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의 연간 교역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
다. 2001년에는 세계경기의 둔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
대국인 미국, 일본과의 교역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중국과의 교역은
이와 대조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2002년에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등 불리한 국제경제 여건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액이 412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시 북
경에서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향후 5년내에 양국간 교
역액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한∙중간 교역이 급증하
고 있는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교역액 1,000억 달러는 조기에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 한∙중간 교역액은 570억
달러(중국측 통계 6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6%(중국측 통계
43.5%) 증가하였다. 이러한 한∙중간 교역의 활성화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홍콩 제외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50-60억 달러
수준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중 수출 증가
에 힘입어 대중 무역흑자액이 더욱 증가하였다. 2003년도의 대중 수
입은 2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대중 수출도 전년도 대비
47.8% 증가함에 따라 132억 달러(중국측 통계 231억 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속적인 교역불균
형 문제를 한∙중간의 최대 통상현안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양국간 교역이 장기적으로 균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대중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에 중국 상품 구매사절단을
5차례 파견하고 중국산 유연탄 구매를 확대하는 등 중국 상품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양국간의 수입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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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위생 및 검사∙검역 문제 등 양국간 교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
별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합성수지(21.2억
달러)가 전년 대비 25.1% 증가를 이루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최
대 대중 수출품목을 차지하는 가운데 2-5위 대중 수출품목인 컴퓨
터 부품(20.0억 달러), 무선통신기기 부품(17.5억 달러), 집적회로반
도체(14.4억 달러), 모니터(13.4억 달러)가 87%-133%의 높은 성장
률을 보이면서 대중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주요 수출
품목의 선전으로 2003년도 대중 수출액은 351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도 238억 달러에 비해 약 48% 정도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총 수출
액의 18.1%를 점유하게 되었다. 향후 대중 수출에서는 전세계 경제
의 디지털화 및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자 및 전기 제품의 비중이
높아질 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03년에 새로 10대 대중 수출품목에 포함된 자동차 부품(9.4억 달
러)도 46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중 수입에 있어서는, 수교 당시 농림수산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데 비해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산업용 전자,
가정용 전자∙전기 기기, 플라스틱 제품, 가죽 및 모피 제품 등의 수
입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전년도
에 이어 의류, 집적회로 반도체, 유연탄, 사료, 컴퓨터 부품, 경보신
호기, 알루미늄, 화학원료, 비금속 광물 등 다양한 품목이 10대 수입
품목에 포함되면서, 양국간 교역 중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중간의 교역관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잠시 위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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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년을 정점으로 회복 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 서부
대개발 등에 대한 기대효과에 힘입어 2003년도에는 대중 직접투자
가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45.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국은 3년 연속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연간기준)이 되었다.
한편, 양국간 교역의 확대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각종 통상
현안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자간 정례 및 수시협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중 양국은 중국과 제10차 경제공동위(4월,
서울), 제11차 무역실무회담(11월, 북경) 등 정례협의체를 통하여 양
국간 경제∙통상 현안 점검 및 협력방향을 논의하였고, 제5차
ASEM 경제장관회담 계기 통상장관회담(7월, 대련), 웨이지엔궈(魏
建國) 중국 상무부 부부장 방한(8월), 리창지앙(�長江) 중국 품질 감
독검사검역총국장 방한(10월) 등을 계기로 경제분야 협력의 확대기
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환경, 원자력, 해운, 금융, 건설, 노무, 농
수산, 수자원, 조세, 전자상거래 등 경제∙통상 각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다. 한∙중∙일 경제협력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의 성장잠
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핵심 국가인 한∙중∙일간 경제협력
체제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세
계의 생산기지이자 거대시장(2003년 GDP기준 세계 7위)으로 급부
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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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
다.
한∙중∙일 3국은 1999년부터 시작된‘한∙중∙일 3국 정상회의’
를 통하여 3국간 경제협력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특
히, 제3차 정상회의(2001년)시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3국
간 외무장관회의, 경제∙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IT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3국 환경장관회의, 특허청장회의 등 협력분야가 확
대되는 추세이다.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EAN+3 정상회의와 함
께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은 그간의 협력성
과를 바탕으로 향후 3국간 협력의 원칙과 14개 구체 협력분야를 명
시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중∙일 협력 강화를 위
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 14개 협력분야에는 3국간 무역∙투자 활
성화를 비롯, IT 산업간 협력, 황사 등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 에너지
개발 및 이용 분야의 협력, 역내 금융안정 증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3국간 관광인프라 개발, 어족자원의 활동 및 보호 등 8개 경
제∙통상 부문 협력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3국간의 전면적인 경제협
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동선언 합의사항에 대
한 이행 메카니즘으로서‘3자 위원회’
(3국 외교장관회의) 설치에 합
의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구축하였다.

라. ASEAN
ASEAN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향후 발전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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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우리의 중요한 협력파
트너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ASEAN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안정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으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
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인 동시에 각종 자원 및 원료의 주요 공급선으
로, 정부는 이러한 ASEAN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2003년 한∙ASEAN의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387억 달러 수준이며, ASEAN은 미국, 중국, 일본, EU에 이어 제5
위의 교역상대 지역이다. 대ASEAN 투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급증
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2억 달러를 기록
하게 되었으며, 미국, 중국에 이은 우리의 제3위 투자진출 대상지역
이 되었다. 또한 대ASEAN 건설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2003년
말 누계 기준 346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어 ASEAN은 중동
지역 다음으로 중요한 제2위의 해외 건설시장이 되고 있다.
한국과 ASEAN 각국은 양자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상회의, 외무∙경제장관회의, 각종 공동위 등을 수시로 개최
하여 양자간 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태국과는 2003년
탁신 총리 방한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 첨단산업 분야에
서의 교류협력 강화 및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 확대 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베트남과는 9월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무
역∙투자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베트남측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베트남측은 무역불균형 개선 및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9월 한∙베트남 총리회담을
통하여 건설, 자원,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실질협력관계를 증진시
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2003년 10월 ASEAN+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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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 계기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ASEAN과 한∙중∙일은 ASEAN+3 정상회의를 1997년 이래 매
년 개최하여 협력의 수준을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간 수준으로 격상
시키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ASEAN+3 경제장관회의 및
ASEAN+3 고위경제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ASEAN+3
정상회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등 동아시아 협력을 한층
제도화시키고 있다.
2003년 9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3 경제장관회의
에서는 2002년 경제장관회의 승인사업 중 우리측 제안사업인 동아
시아 특별협력 이니셔티브 사업, ASEAN+3 중소기업 통합정보 검
색사이트 구축사업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 중국, 태
국 제안사업 등 3개 사업을 ASEAN+3 정식 협력사업으로 추가로
승인하였고 동아시아 지역통합 강화방안과 WTO, APEC, ASEM에
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한국과 ASEAN은 경제구조
의 상호보완성 및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지역통합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21세기에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 서남아∙대양주 지역
한∙인도간 교역은 2003년 41억 달러(수출 29억 달러, 수입 12억
달러)를 기록, 전년도에 비해 55%나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총
교역 중 인도의 비중은 1990년 0.5%에서 2003년 1.1%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또한 1991년 이후 인도 정부가 실시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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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수입절차 간소화, 수입제한품목 철폐, 특별경제지역 확대 등
다양한 경제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을 비롯하여 170개 이상의 기업
들이 인도에 진출, 한국은 인도 내 5위의 투자국이 되었다.
특히 2003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인도에서 한국 첨단상
품전시회, 한∙인도 경제정상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한∙인도 경제포럼 등이 개최되어, 경제∙통상 분야에 있
어 양국간 이해와 관심을 더욱 증진시키고, 상호간 협력 잠재력을 인
식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서울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간
제4차 한∙인도 무역공동위가 개최되어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및 경
제∙통상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
다. 아울러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가 설치되어 2003년 10월 서울
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상호 투자증진을 목표로 투자환
경 및 투자정책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한∙호주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2003년 기준으로 호주는 우리나라의 8대 교역상대국
(수출 11위, 수입 6위), 우리나라는 호주의 5대 교역상대국(수출 5위,
수입 7위)이 되었다. 2003년 우리나라의 대호주 5대 수출품목에는
해양구조물, 승용차, 무선전화기, 선박, 칼라 TV가 포함되고 5대 수
입품목에는 유연탄, 원유, 금, 알루미늄 및 스크랩이 포함되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뚜렷이 반영하였다. 특히 천연자원이 부
족하고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인 원자재 공
급원으로서 호주가 갖는 의미는 크다.
양국간 투자규모는 교역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나, 2003년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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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국 직접투자 규모는 1.3억 달러(2002년 2백만 달러)이며 우
리나라의 대호주 직접투자 규모는 1.8억 달러(2002년 5천4백만 달
러)로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3년은 특히 양국간 통상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급 대화가
활발했던 해로 평가된다. 6월 태국 콘캔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 한∙호주 통상장관회의시 우리측은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
핑 규제 완화, 호주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제도의 개선, TCF(Textile,
Clothing, Footwear)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인하 등을 요청하였
으며, 호주측은 우리나라와의 포괄적인 무역경제협정(Trade and
Economic Agreement : TEA) 체결, LNG 수출 확대 등을 요청하
였다.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자동차 등 우리 관
심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호주로부터의 LNG 장기도입계약 체결문
제, WTO DDA 협상에서의 한∙호주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
뤄졌다. 또한, 9월 호주 골드 코스트(Gold Coast)에서 개최된 제3차
한∙호 각료급 경제통상공동위에서 양측은 양국의 구조개혁 성과 및
무역∙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IT 및 Bio 분야, 방산분야에 관한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방안을 모
색하는 한편, WTO, APEC 등 다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뉴질랜드간 교역은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도 교역량은 10.3억 달러에 이르렀다. 우
리나라는 뉴질랜드에 주로 경유,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무선전화기,
아연도강판 등을 수출하고 있고 원목, 양가죽, 낙농품, 석유화학제
품, 알루미늄 및 스크랩 등을 수입하고 있다.
200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뉴 경제공동위에서 우리
나라는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뉴질랜드측이 우리측의 관심

제 2 절 지역별 경제∙통상 협력관계 증진 / 235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여 줄 것과, 양국 체류국민의 조기정착 지
원 차원에서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뉴질랜드측의 신중
하면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뉴질랜드측은 양국간 장기 현
안으로 지속되어 온 녹용절편 수입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뉴질랜드
산 농∙축∙수산물의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 문제를 제기하였다.

2. 북미 지역
가. 미 국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는 양국간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이
는 우리에게 미국이 최대의 교역상대국이며 미국에게도 우리가 7대
수출시장으로서 상호 중요한 교역국가라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캐나다, 일본, 멕시코, 중국에 이어 미국
의 5대 수출시장이다.
1990년대 전반에 대체로 균형을 유지해 온 우리의 대미 교역은
1994년부터 4년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
미 수입수요의 감소 및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따라,
1998년부터 흑자로 반전하였다. 이후 대미 흑자 추세가 지속되어
2003년의 경우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는 94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투자의 경우, 1962년 이후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275.4억 달러
(신고기준)로서 총 외국인 투자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미국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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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1위의 투자국(누계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
한 직접투자는 1997년 이후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
가하였으나, 2003년에는 대한투자가 2002년 대비 72% 감소한
12.4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최근 들어 한∙미 통상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우
리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WTO 체제 등장 이후 WTO를 통한 통상현
안 해결과 아울러 양국간 통상현안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국장급 점
검회의를 통해 관리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연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국간 교역규모를 볼 때 통상현안 발생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서로의 시장에 대한 양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중요한
것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무역의 원칙과 WTO 규범에 기초하여 양국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양
국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 당국
및 관련업계간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양국간 한∙미 통상
장관회담 등 고위급 채널은 물론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
급 협의 채널을 총 가동하여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을 적극 추
진하였으며 주한 미상공회의소와의 협의 및 한∙미 재계회의, 한∙
미 태평양 연안주 경제협력위원회, 한∙미 동남부 경협위 등 한∙미
간 민간분야의 협력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양국간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경주하였다. 또한 미 정부, 의회, 업계,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으로는 지적재산권, 한국산 DRAM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 자동차 교역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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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2003년 5월 우리나라에 대한 지재권 보호 등급
을 2002년과 동일하게 감시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하였다. 다
만 미국 정부는 일부 미결사안에 대한 진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3년 가을 우리나라에 대한 비정기 점검(out-of-cycle review)
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동통신 3사별로 상이한 휴대폰 플랫폼 표준으로 인
한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표준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 WIPI)에 대
한 의무화를 검토하였으나, 미국측은 이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사업
자를 축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호환성 확보라는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동
시에 미국 업계의 관심사항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
하여 미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였다.
미국 마이크론사는 한국의 DRAM 업체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 정부보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11월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미
국 상무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정
부간 양자 협의 및 총 일곱 차례에 걸친 우리측 의견서 및 답변서 제
출과 공청회 참석 및 고위인사 접촉 등을 통해 채권은행단의 상업적
고려에 의한 자율적인 판단하에 채무재조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을 미국측에 적극 설명하였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미국
6월 7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
으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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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7월 23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하이닉스 DRAM 수입에 따라 미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최종 판정함으로써 하이닉스사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
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6월 30일 미국 상무부의
보조금 최종판정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
피해 최종판정도 WTO에 제소하였으며, 향후 WTO 패널 절차에서
미국측의 부당한 조치를 지적하는 등 WTO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2002년 3월 미국 정부가 미국 철강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여 3년간
14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8-3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
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한∙미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협의 계
기에 미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서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철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수입제한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적
극 요청하였다.
또한 2002년 3월 20일 EU, 일본 등 7개국과 공동으로 미국의 철
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2003년 12월 10일
WTO에서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WTO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인 2003년 12월 4일 철강 세
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였다.
1998년 10월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 이후 한∙미 양국은 매년
정례적인 자동차 합의 이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자동차 관련 양국간
현안들을 계속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만 양국간 자동차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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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의 지속으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의 대미
자동차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외산차 소비자에 대한
인식개선 조치 및 세율인하 조치와 함께 표준 및 인증 관련 수입업계
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외산차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외국산 승용차의 판매가 1999년 이래 꾸
준히 증가하여 2001년 0.84%에 불과하던 수입승용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03년에는 1.95%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
내기 시작하였다.
2003년 12월 23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측은
2003년 12월 27일부로 미국산 쇠고기 등 광우병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미국측은 동 조치 직후인 2003년 12월
30일 농무부 장관특보가 방한하여 미국내 광우병 방역 조치 등을 우리
측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일본 등 여타국 동향과 광우병 관련 국제수역
사무국의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 나가고
있다.

나. 캐나다
한∙캐나다 양국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캐나다의 천연자원과 첨단
기술 등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
하여 왔다. 2003년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8대 수출상대국
이자 7대 수입상대국이었으며, 캐나다는 우리의 14대 수출상대국,
22대 수입상대국이었다. 투자 측면에서 캐나다는 2003년도 우리의
제10대 외국인 투자국(7,300만 달러, 36건)이었으며, 양국간 인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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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 20만명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은 한∙캐나다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간 고위인
사 교류가 활발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Pierre Pettigrew 캐나다
통상장관이 통상투자 사절단을 대동하고 방한하였고, 우리 통상교섭
본부장도 통상투자 사절단을 이끌고 캐나다를 방문하였으며, 동 방
문 계기에 2003년 10월 30일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이 오타와에
서 개최되었다.
또한 2003년 9월에는 1994년 발족한 한∙캐나다 특별동반자관계
작업반(Special Partnership Working Group) 제11차 회의가 우리
통상교섭조정관과 캐나다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오
타와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방향 및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2003년 5월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2003년 5월 21일부로 캐나다산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캐나다산 사슴에서 만성소모성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2000년 12월 확인된 이후 캐나다산 사슴 및 녹용에 대한 수
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측은 양국간 통상장관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캐나다산 쇠고기 및 사슴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
제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고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에 대한 관세를 인하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우리 정부는 2003년 12월 사료용 완
두콩에 대해 2004년도부터 할당관세 물량(16만 톤)에 대해서는 2%
의 저율 관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동 문제가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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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지역
1990년대 이후 중남미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개방정책 추진 및
경제성장에 따라 주요 신흥시장의 하나로 급부상하였으며, 한∙중남
미간의 교역도 양 지역간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에 힘입어 연평
균 20%를 상회하는 신장세를 보여왔다.
1990년대 이전 주로 한국의 원자재 수입 시장이었던 중남미 지역
은 시장여건 및 통상환경 개선에 힘입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
차, 전기,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각종 내구성 소비재와 섬유, 직물,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주요 수출 시장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수년
간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흑자 대상지역이 되었다. 특히 2000년도에
는 우리의 대중남미 무역흑자가 61억 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117억 달러)의 절반을 점유하였다.
2001년 들어서는 미국 경기침체를 비롯한 세계 경기 부진, 아르헨
티나 경제위기 심화 및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중남미 경제가 위축
됨에 따라 한∙중남미간 교역 또한 다소 감소하였으나, 우리의 대중
남미 무역흑자 규모는 오히려 62.8억 달러(전체 무역흑자로 67.3%)
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중남미 주요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지속
됨에 따라 중남미 시장에서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우리의 대중남
미 수출이 위축되는 한편,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주요 원자재 수입
량은 소폭 증가하여 우리의 대중남미 무역수지흑자 규모가 51.2억
달러(전체 무역흑자의 49.5%)로 줄어들었다. 2003년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출은 8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0.7% 감소한 반면, 수입은
22.8% 증가한 46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4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전체 무역흑자의 28.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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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간 교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수지 불균형이 점
차 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그간 중남미 지역이 선진국 및 동아시
아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미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부터 중남미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
하고, 자원 확보 측면에서 중남미 지역의 중요성과 중남미 시장의 성
장잠재력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투자대상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
는 대미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섬유봉제업과 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주가 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복합 전자상품 생산 등 첨단기술 분야로 투자
업종이 전환되고 있으며, 투자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액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협정
발효 이후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급증하여 연평균 6억 달러 규
모에 달하였으나 2001년 이후 미국 경기침체 및 이에 따른 중남미
경제여건 악화로 투자액이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2001년 이후 한∙중남미간 경제∙통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
력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중남미 지역 투
자진출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남미 국가들과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 또는 발효되었으며, 2003년 12월 미국
과 중남미간 자유무역협정(CAFTA)의 체결 이후 중미지역의 투자환
경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2003년에 민∙관 통상사절단, 중소기
업 및 지방자치단체 시장개척단을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파견하여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및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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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척을 지원하였다.
한편, 2003년 11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8차 미주통상장관
회담에서는 2005년 12월 이전에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출범
시킬 것을 재확인하였는데, FTAA 출범은 광범한 무역전환 효과를
유발시켜 우리의 대미주 통상정책, 특히 대중남미 통상정책에 심대
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중남미 교역을 지속적
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전개하여 대중남미
교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현지 투자를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2월 서
명된 한∙칠레 FTA를 선례로 삼아 주요 교역 상대국가와의 자유무
역협정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주개발은
행(IDB) 가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제도적 인
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4. 구주 지역
가. EU
EU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상대국으로
서 2003년 한∙EU간 교역액은 약 442억 달러에 달하는 등 우리나
라 전체 교역액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3위의 수출시장으로서 2003년 대EU 무역흑자는
약 5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EU는 2003년 우리나라에 30억
6천 달러를 투자하여 제1위의 대한국 투자국(연간기준)으로 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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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같이 한∙EU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자간 통상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EU의 경제∙통
상 관계가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7월 제2차 한∙EU
공동위, 6월 제24차 한∙독 경제공동위, 9월 한∙불 경제공동위 등
EU 집행위 및 주요 EU 회원국과의 고위급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통상현안 해결을 위
한 여건을 조성하는데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4월 OECD 각료이사회
등 주요 계기에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Pascal Lamy EU 통상담
당 집행위원은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U 통상 관계
증진 방안, 한∙EU 조선문제 등 통상 현안, WTO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 관련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는 등 한∙EU
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제기하는 통상현안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매년 6~7월 통상교
섭본부장이 주한 EU 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
을 하고,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연례통상환경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한 EU 상공
회의소가 제기한 각종 투자 및 통상관련 애로사항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EU측 요구 사항 중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그
수용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제도
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한∙EU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는 EU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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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해 온 통상현안을 관리하는데 노력하였다.
1998년 4월 EU 화장품제조협회(COLIPA)가 우리나라 기능성화장
품의 무역장벽 요소를 EU 집행위에 제기하여 무역장벽규정(Trade
Barrier Regulation : TBR) 조사가 개시되고 두 차례의 실사단 방
한이 있었으나, 우리측은 EU측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EU측은
이러한 개선사항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이
를 바탕으로 TBR 조사의 종료를 위해 EU측과 계속 협의 중이다.
또한 EU측은 우리나라 수입의약품 의료보험약가표 미등재, 실거
래가 미적용, 중복적 임상실험 등을 이유로 1999년 7월 개시된 의약
품에 대한 TBR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수입의약품의 의
료보험약가표 등재 등 일련의 제도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의약품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전제하에 2000년 11월 TBR 절차의 중
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TBR 조사단은 2001년 6월과 2002년 3
월에 방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02년 3월 모니터링에서
EU 집행위는 약가 산정 및 상환제도의 운영, 진료심사 평가위원회
의 운영, ICH-E5 지침의 준수, 의약품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검
토하였으며 6월에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여건의
진전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3년 11월 의약품에 대한 TBR 조사의 종료를 요청하였다.
한편 EU측은 1990년대 우리 조선업계의 설비확장에 따라 공급과
잉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1998년 이후 조선산업 구조조정시 보조금
성격의 지원조치 등으로 EU 조선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난
1999년 이래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양측은 2000년 6월‘한∙EU
조선합의록’체결에도 불구하고 선가 개선 시스템에 대한 이견을 좁
히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EU측은 2000년 12월 우리나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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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R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경로와 각종 양자
협의를 통하여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가 원화 환율 상승과 우리
업계의 기술력∙생산력 향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에서 비롯된 것
이지 정부보조금 지급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선
가 인상을 중심으로 수차례 민∙관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2002년 10월 EU측은 수출입은행의 선박금
융 및 조선사 구조조정 조치 등을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
소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2003년 9월 EU의 조선 보
조금 제도에 대해 맞제소하였다. 이에 따라 2개의 WTO 패널 절차가
진행중이며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 양 WTO 분쟁에서 승
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2002년 7월 독일 Infineon Technology사의
제소(2002년 6월)에 따라 국내 DRAM 업계(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 조사를 개시하였다. 우리 정부
는 양자협의(2회), 정부답변서 제출, 재경부, 산자부, 통상교섭본부
장 명의 서한 발송, 한∙EU 경제공동위 등 각종 계기를 통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은 상업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DRAM
업계의 영업손실은 경기 순환에 민감한 DRAM 산업의 구조적 특성
과 수요위축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2003년 4월중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거쳐 2003년 8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 2003년 8월 우리 정부는 EU의
상계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WTO 패널절차에서 EU 조
치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
력하고 있다.
철강분야에 있어서는 2002년 3월 5일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
치를 발동함에 따라 EU도 3월 29일 1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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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를 발동함과 동시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
다.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Lamy 집행위원 앞 서한
(2002년 3월 및 9월) 및 각종 양자협의를 통하여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였는바, EU는 2002년 9월 28일 정식 세이
프가드 조치 전환시 우리나라의 대 EU수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당한 쿼타를 배정하였다. 또한 2003년
1월 28일 EU 집행위는 추가 조사대상인 석도강판(Tin Plate) 등 3개
품목에 대해 별도 조치없이 조사를 종료하였다. 한편 2003년 12월 4일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EU도 동년 12월 7일
그동안 유지해 온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하였다.
2003년말 현재 EU의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10건으로, EU측의 반덤핑 조사규정의 불명확성, 조사관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판정상의 일관성 결여가 우리 업계의 수출에 지장을 초
래하고 있다. 또한 EU는 금번 확대를 계기로 수입규제 조치를 자동
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 부
담을 주고 있다. 이를 감안, 정부는 EU와의 양자협의 기회를 활용,
EU 수입규제 조치 및 이의 자동적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을 촉구하였다.
2002년 9월 덴마크 코펜하겐 제4차 ASEM 정상회의 계기에는
1963년 한∙EU 수교 이래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 프로디 EU 집행위원장간 한∙EU 정상회담
이 개최되어 양자간 동반자적 협력적 관계의 확대∙발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한국과 EU
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분야에서의 협력과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EU 관계 발전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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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시아
한∙러시아 양국간 교역은 1990년 수교 이래 매년 약 30%의 신장
을 보여 1996년에 약 38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1997~1998년 양국
의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양국 정부가 시행한 경제회복 및 성장정책이 성공함에 따라 양국간
교역량은 다시 증가세로 진입하였으며, 2003년 교역량은 수교 이후
최고치인 약 4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 기업은 수교 초기에는 목재, 가구, 광물, 음식료업 등에 투자
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러시아 투자분야를 확대하여
식품, 자동차 부품, 건설, 에너지 개발산업 등에 투자해 오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액은 2003년말 총 신고기준으로 약 3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고, 러시아 정부가 조세법, 토지법 개편 등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대러시아 투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에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과학∙어업∙에너지 자
원∙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의 진전을 이룩하였
다. 한∙러 양국은 6월 한∙러 통상장관회담, 7월 제5차 한∙러 경제
공동위, 11월 제13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역, 투자, 어
업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6월
한∙러 시베리아 과학기술협력센터 개소, 9월 러시아 플레세츠크 발
사장을 이용한 우리 과학위성 1호 발사, 11월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서명 등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분야에
서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특히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APEC 정상회
의 계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종단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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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러
3국 철도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3국간 철
도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향후 남∙북∙러 3국
은 남북철도 연결 이후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
로 연결되는‘철의 실크로드’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9월 한∙러 재무장관이 대러시아 경협차관 채무 재조정 합의
문에 서명함에 따라, 러시아는 향후 23년간 약 15.8억 달러를 분할
상환키로 하였다.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중동∙아프리카 지역
가. 중동지역
민관통상투자 사절단(단장 : 산업자원부장관)의 중동지역 파견
(2003년 4월), 무역협회의 중동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2003년 6월),
해외건설 민관 합동수주단 파견(2003년 4월),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
처 고위인사 초청사업실시(2003년 8월), 신도시 시장조사단의 이란∙
알제리 방문(2003년 9월), LNG 조사단의 상호 교환방문(2003년 6월,
9월), 전경련 이집트 시장개척단 파견(2003년 12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적극적 세일즈 외교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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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주요 원유 공급지인 중동 산유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
하였다.
또한 Macki 오만 경제부장관 방한(2003년 10월), Al-Attiyah 카
타르 에너지부 장관 방한 (2003년 10월) 등 경제관련 주요 인사들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였다.
〈대중동지역 교역 현황〉
(단위 : 억달러)
중

동

2001

2002

2003

수

출

71

75

86

수

입

233

209

269

304

284

355

계

(자료 : 산업자원부)

〈대중동지역 원유도입 현황〉
(단위 : 백만배럴, 백만달러)
중

동

2002

2003

총도입량

790

804

중동산 도입량

583

639

점유율

74%

79%
(자료 :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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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주요국 원유도입 현황〉
(단위 : 백만배럴, 백만달러)
순 위

국 명

물 량

금 액

1

사우디아라비아

250

6,874

2

아랍에미리트연합

138

3,845

3

쿠 웨 이 트

65

1,744

4

이

63

1,700

란

5

카

르

46

1,282

6

오

타

만

40

1,086

7

인도네시아

33

963

8

호

주

27

790

9

콩

고

12

350

10

브 루 나 이

11

343

〈대중동지역 건설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중

동

2002

2003

총수주액

31

22

수주건수

25

33

50.9%

62%

비

중

(자료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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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프리카 지역
1) 개 관
2002년 5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 AU) 출범과 함께 아
프리카 통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외교도 1980년대 말까지 남북한 대결외교에
서 벗어나, 그간 형성된 아프리카 제국과 친선우호 관계를 확대∙발
전시키면서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잠재적인 시장개발과 무역확대
등 실질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
은 변화를 보여, 특히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친북 정책을
고수해 왔던 알제리, 말리, 부르키나파소, 토고 등은 국제정세의 변
화에 따라 우리의 UN 가입 지지 등 친한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대
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투자진출 및
기술협력 제공 등을 적극 요청하는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요구하
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의 IT 기술 및 상업화 수준이 이 지역에서 인정받음
으로써 종래의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IT 장비 수출 및 기술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2) 경제∙통상 관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가 지
속되어 2000년 50억 달러, 2001년 45억 달러, 2002년에도 40억
달러선에 머물렀다가 2003년에 51억 달러선으로 회복되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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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 교역규모 중 1.2% 내외로 아직 비중이 낮은 편이나,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정치 안정, 투자를 담당할 서구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 역내 경제협력 등의 노력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의 대아프
리카 교역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프리카는 원유, 지하자원, 수산자원, 원목 등 풍부한 자원
의 공급처로서 개발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발
전 모델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특히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주 총액이 2000~2002년간 4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아
프리카가 신흥 유망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
부는 2003년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플랜트 수주
단을 나이지리아 및 리비아에 파견하였다.
IT도 우리와 아프리카 국가들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 이
는 우리가 IT 분야에 높은 기술력과 상업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
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개발 전략산업으로서 IT산업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 방한시에도
양국간 IT 협력을 비중 있게 다뤘고,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시와
알제시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다.
12월말에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의 주관으로
민간 IT 기업들과 함께 IT 시장 개척단을 알제리와 모로코에 파견하
고 기술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동남아
시아에 편중되어 있던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하여 대폭 늘릴 예정인바, 이
와 같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 아프
리카 국가의 경제발전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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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프리카지역 교역 현황〉
(단위 : 억달러)
연

도

2001
수출

전 체

1,399 1,308 2,707 1,625 1,521 2,633 1,938 1,788 3,726
30

17

계
47

수출
24

수입

2003

교역량
아프리카

수입

2002

15

계
39

수출
31

수입
20

계
51

(자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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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계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1.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대응
가. DDA 협상의 본격화와 제5차 WTO 각료회의
1) DDA 협상의 본격적 전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년
11월 9~14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하였다. 2002년부터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 등 7개 분야별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3년에 들어서
면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합의 시한
이 임박함에 따라 DDA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2003년 2월 12일에는
농업협상 그룹 의장인 하빈슨(Harbinson)의 이름을 딴 농업 세부원
칙의 초안(하빈슨 초안)이 배포되었고 WTO 회원국 주요국 각료들은
2003년 2월 14일~16일간 도쿄에서 비공식각료회의를 개최하며 타
협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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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지 못하고 결국 당초시한인 3월까지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
였으며, 비농산물 협상의 세부원칙도 타결에 실패하였다. 이후 회원
국들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제5차
WTO 각료회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원칙 자체보다는 세부원
칙의 기본골격을 우선 합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이집트(6월
21~22일) 및 몬트리올(7월 28~30일)에서 비공식 각료회의를 개최
하여 서로 다른 입장들의 절충을 시도하는 한편, 8월말에는 개도국에
저가 의약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공중보건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2) DDA 협상 중간평가 : 제5차 WTO 각료회의
2003년 9월 10일~14일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제5차
각료회의는 2001년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기간
(2002년-2004년)의 중간 시점에 개최하여 협상 진행상황을 중간
평가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 도하 각료선언문은 칸쿤 각료회의
에 대해 세 가지 역할을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① DDA 협상 진전을
평가하고, ② 필요한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며, ③ 필요한 결정을 채
택하는 것이었다.
제5차 각료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주된 의제는 4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 개시를 위한 세부원칙(modalities) 채택 및 이전에 시한을 놓친
농업 협상(당초 2003년 3월 시한)과 비농산물협상(당초 2003년 5월
시한)에 대한 세부원칙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제네바 협상과정에서 농업과 비농산물에 대한 세부원칙 합의가 어렵
게 되자, 제5차 각료회의는 세부원칙의 기초가 되는 기본골격
(framework)에 합의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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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WTO 각료회의(2003년 9월 10일~14일)

9월 10일 개막된 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싱가폴 이슈, 개발, 기타
이슈 등 5개 분야별로 작업그룹을 구성하여 각 그룹별 의장의 주재
하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수석대표 회의를 매일 개
최하여 분야별 협상을 총괄하고 감독하였다. 회의기간 도중 그간의
논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각료선언문 수정 문안이 배포되면서 논
의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회의 막바지에 주요 이
슈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되었다.
각료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협상 기본골격이 채택되지
는 않았지만 각료회의 문안 협의 과정에서 우리 대표단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각
료회의 개막 전날인 9월 9일부터 각종 비공식회의와 공조국가 그룹회
의에 참가하는 등 각료회의 기간 내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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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통상 국익 증진을 목표로 DDA 협상 적극 대응
1) 안정적인 다자무역체제 확립을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
DDA 협상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의 확대와 투명하고 확고한
다자통상규범 확립은 세계 제12대 무역국이며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한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DDA 협상의 결과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DDA 협상
전 분야에 걸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업, 서비스, 반덤핑,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Friends 그룹을 형성하여 공조체제를 강
화, 유지함으로써 DDA 협상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DDA 협상 수행을 위해 WTO에
서 진행되는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 외에도 DDA 협상과 관련된 양
자 및 다자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OECD 각료이사회,
APEC 통상장관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
력체의 협의의 장을 이용하여 각국과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면
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년간 농업(3회), 비농산물(3회), 서비스(1회),
규범(18회), 싱가포르 이슈(4회) 등 총 29건의 분야별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농업, 비농산물, 규범 협상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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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DA 협상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홍보 강화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혜택은 반드시 모든 계층에 고
르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며,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DDA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는 어려우나,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에 입각한 협상을 추진하
기 위해 협상진행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하고, 대책 수립과정
에서 이해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의견수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2003년 3월 21일 WTO DDA 정부 홈페이지(www.wtodda.net)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도하개발아젠다’
,‘도하라운드’등
한글도메인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410명이
방문하여 DDA 협상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민관합동포럼,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
들의 이해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외교통상부∙대외
경제정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DDA 서비스협상 간담회(4회) 개최 및
무역과 환경 민관합동포럼 등을 후원하였다.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5개 도청소재지(경기, 강원, 전북, 경
남, 경북)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DDA 협상 담당대사 등이 협
상 동향 및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다. DDA 협상 전망 및 우리의 향후 대응 방향
제5차 각료회의는 DDA 협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
고, 잠정적으로 DDA 협상 작업을 계속하여 12월 15일 이전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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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위급 WTO 일반이사회에서 향후 협상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다는 각료 성명서를 채택하고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개최
된 일반이사회에서는 DDA 분야별 협상기구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
는 2004년초 협상을 재개하고, 아울러 일반이사회/무역협상위원회
(TNC) 차원에서 2004년 협상의 목표와 일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농업, 비농산물,
TRIPS 등 DDA 협상 대부분의 의제는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시한을
놓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는 향후 협상 진행의 큰 장애는 아니다.
그러나, 협상세부원칙 수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까지 DDA 협상을 완료한다는 당초 협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
며, DDA 협상은 2005년 이후까지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측
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DDA 협상은 칸쿤까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될 것
이다. 칸쿤 각료회의 이후 많은 국가들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을 우려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앞으로 양자간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발언은 결코 WTO에서의 다자무역협상에 더 이상 기대하
지 않고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DDA 협상이
당분간 정체될 경우를 우려하여, 다른 방식으로 무역자유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하
고 안정적인 다자무역체제는 우리 통상국익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정책
적 판단 하에 우리나라는 칸쿤 각료회의 이후 제네바 차원에서 열린
대사급 협의 및 분야별 비공식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DDA 협상이 정
상궤도로 돌아와 가속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칸쿤 각료회
의 이후 각국의 입장 및 무역정책 변화가능성 등에 대해 예의 주시하
면서 협상 의제별로 공조국가 및 상대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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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재정립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분야별 협상에 대비
하고 있다.

2. 지역주의 대응을 위한 FTA 등 적극 추진
가. 자유무역협정(FTA)
1) 추진 배경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심화∙확
대,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출범 등의 지역주의(regionalism)
확대 추세의 두가지 양상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실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FTA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미 5개국과 FTA 타결
(2004년 1월) 및 안데스(Andean) 국가들과 FTA 협상개시에 이어,
2005년까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추진 중이며, EU는
EU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의 움직임은 개별 국
가간 결합을 넘어 구주 및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블록간 경제통
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FTA
미추진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체
결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서 벗어나 있던 동아시아에서도 ASEAN, 일
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FTA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262 / 제 4 장 경제∙통상 외교

ASEAN과의 FTA 협상 외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칠레 등과 FTA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일본도 멕시코와 FTA 협
상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및 ASEAN과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
며, 캐나다, 인도 등 여타 주요 국가와의 FTA 추진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다자주의와 함께 FTA를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98년 11월 국무총
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
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칠레 FTA 타결 이후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대상국 등 다수 국가와 동시
에 FTA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FTA 추진 로드맵(roadmap)을 확정하였다.
2) 추진 현황
가) 한∙칠레 FTA
1999년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에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FTA 공식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래
총 6차례의 공식협상 및 6차례의 별도협의를 개최한 끝에, 2002년
9월 상품양허안에 대한 별도 협의를 거쳐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및 후속 협상에서 마침내 협상을 타결하였다. 협상과정은 칠
레측이 우리측 양허안 중 일부 농산물에 대한 불만으로 협상이 난관
에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FTA 체결이
라는 점을 감안한 정치적 결단 끝에 협상이 완료될 수 있었다.
2002년 10월 협상의 실질적 타결 이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03년 2월 양국 정상회담시 정식 서명을 하였으나,
FTA 체결로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을 우려한 농민단체의 반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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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지연되었다. 2003년 7월 비준동의 요청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송부되었으나, 먼저 농업대책을 완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FTA 이행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복지지원특별법,
농어업인부채경감법 등 농업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2003년 12월 29일 국회비준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
었으나, 농업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비준이 무산되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민감한 품목인 쌀, 사과, 배를 예외로 하고
373개 품목을 DDA 협상 이후로 유보하였고 최장 16년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농업계
에서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이다.
나) 한∙일 FTA
일본과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국간에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 관
계를 추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또 새로운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간 합의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2000년 4월까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FTA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국 경제인간에‘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을 통해 양국간 FTA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였다. 동 포럼은
2001년 9월과 2002년 1월 각각 회의를 가졌으며, 한∙일 FTA의
조기 실현 필요성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
하였다.
2002년 3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시 양국 정상은 FTA 논의
의 다음 단계로‘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
의 발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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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2003년 10월까지 총 8차
례의 회의를 개최한 후, 조속한 정부간 협상개시를 건의하는 공동보
고서를 채택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한∙일 FTA에서는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진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중소기업협
력∙무역투자협력 등 포괄적인 FTA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증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2003년 10월 20일 방콕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정상회담
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간 FTA를 2005년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할 것
을 목표로 정부간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22일 제1차 한∙일 FTA 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체제 및 향후 협
상일정 등 기본적인 골격을 합의하였으며, 매 2개월마다 회의를 개
최키로 하였다. 양국은 FTA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상
품무역분과, 서비스투자분과, 비관세조치분과, 기타무역규범(지재
권, 정부조달, 경쟁)분과, 협력분과, 분쟁해결분과 등 6개 분과를 설
치하였으며, 상호인정분과 설치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하였다.
다) 한∙싱가포르 FTA
1999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
된 정상회담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을 제안
한 이래 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FTA의 추진시기와 방법을 협의
하였다. 정부는 2002년 10월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
와의 FTA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11월 14일 WTO 각료회의 계기에
시드니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
에 합의하였다. 동 연구회는 2003년 3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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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6개월 동안 양국간 FTA 제반사항들을 논의 후 2003년 10월 7일
양국간 FTA 협상개시를 건의하는 공동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03년 10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시 양국정
상은 2004년에 한∙싱가포르 FTA 협상을 개시하고 1년내 협상 타
결을 목표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라) 한∙ASEAN FTA
ASEAN측은 1997년 이후 우리에게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제안
하였다. 1997년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를 한∙중∙일까지 확대 추진하기를 희망하였으며, 2001년, 2002년
한∙ASEAN 정상회의시 한∙ASEAN FTA 창설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서 ASEAN 공동연구를 제안할 것을 결정하였고, 10월 한∙ASEAN
정상회의시 양측은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방안 연구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가급적 단기간내
에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보고서를 2004년 9월 한∙ASEAN 경
제장관회의를 거쳐 11월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 기타 FTA
멕시코와는 2002년 7월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에서 양국
이 FTA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 10월 고건 총리 방멕 기간 중 한∙멕시코 FTA 추진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멕시코는 2003년 10월 국내 업계의 요청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A 및 일∙멕시코 FTA 이외에는
FTA 추진의 잠정중단을 선언하여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중단되
었다. 멕시코는 미국, EU 등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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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공산품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
히텐슈타인이 회원국) FTA와 관련하여서는 EFTA측이 계속하여 우
리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EFTA 사무국
또는 스위스 정부는 우리측 공관과 주한스위스대사관 등을 통하여
빈번히 추진 의사를 전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EFTA
와의 FTA 체결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측간 FTA 체
결이 교역의 확대 균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아직 구체
적인 FTA 추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EFTA는 EU, 멕시
코, 칠레, 싱가포르 등 2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전형적인 강
소국으로서 FTA 체결시 농산물 부담이 없으면서 선진기술과 직접투
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는 인구 4억2천만명, GDP 11조 4천억 달러(전세계 GDP의
36%)에 이르는 NAFTA의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8대 수출상대국
인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FTA 대상국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양국
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실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제조업, 캐나다는 천연가스 및
첨단기술 등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관계를 보
다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BRICs 국가 중 하나로서 구매력 평가 기준 2.7조 달러의
거대시장이며 고관세율 및 높은 수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어 FTA 체
결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가 최근 여러 나라와 각
종 FTA 협상을 추진중임에 따라 우리 상품의 대인도 수출에 많은 차
질이 우려되고 있다. 인도와의 FTA 추진 필요성이 큰 실정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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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한-인도 FTA를 단기적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한∙중∙일 FTA 추진, 그리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나. 한∙일 투자협정
정부는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개방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바탕 위에서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추
진함으로써, 한국의 달라진 투자환경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일 양국은 19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회담시 한∙일 투자협
정체결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01년 12월 22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
9차 본회의에서 동 협정의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3년에 걸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였다. 2002년 3월 22일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은
투자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2월 2일 국내절차가 완료됐다는 외교공
한을 교환함에 따라, 투자협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일 투자협정의 체결은 양국간 투자협정 강화를 위해 제도적 틀
을 확립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 등 우리의
국내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한국에의 투자 유치 및 일본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전략적 제휴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투자의 보호, 투자관련 송금의 자유, 투자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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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절차, 예외조치 및 세이프가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와 관련, 내∙외국민 동등 대우를 원칙
으로 하고 민감 업종은 예외적으로 부속서에서 제한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또한 투자가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도 내국민 대우를 부
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둘째, 체약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및 완
전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등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셋째, 투자관련 송금의 자유를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투자분쟁해결
기구(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수지 악화 및 대외적 금융위기시 또는 거시경제운용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자본거래에 관한 내
국민 대우를 제한하거나 국경간 송금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였으며, 2003년 9월 이를 국무회의에 보
고하였다. 동 로드맵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개최하
고, ASEAN, 멕시코, EFTA와는 단기적으로 FTA를 추진할 계획이
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대경제권인 미국, 중국,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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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대상국 선정과 관련, 정부는 FTA 추진의 경제적, 정치
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거대∙선진경제권
과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몇가지 기준에 따라 여건이 마련
된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자 한다. FTA 추진시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치∙외교적 함의, ③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인 국가부터,
④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을 고려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FTA 확산에 따른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FTA를 2만 달러 경제,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략적, 적극적으로 다수 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
여 원칙적으로 광범위한(comprehensive)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여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쟁, 무역규범,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대상국 선정,
교섭의 방향, 보완대책 수립 등에 있어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
렴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 토론회, 업계
와의 대화,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일반 국민의 FTA에 대한 관심과 이
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간지, TV, 주요 단체 등을 적극 활용할 계
획이다.
특히 정부는 FTA 추진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국
민들이 FTA 추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TA는 그 영향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대상국 선정,
교섭방향, 보완대책 수립 등에 있어 완전한 컨센서스를 이루기는 어
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되 정부가 리더쉽

270 / 제 4 장 경제∙통상 외교

을 발휘하여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보는 계층의 반발을 완화하여 효
과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보는 계층에 대해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3. 새로운 환경질서 형성에의 대응
가. 개 관
각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과
공해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해 지구 전체의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
면서, 빈곤 및 마약 등 국제범죄 등과 함께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
야 할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지구환경문제가 부각되었다. 지구환경
문제는 대기, 생태계, 해양,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 등 광범위한 분
야에 걸쳐 있으며, 일국의 환경문제가 타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을 요구하
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여, 해
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3년에는 2002년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의 후속협상으로
서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
의 이행계획 실행협상(4.8-5.9)이 개최되어 2004~2005년간을
‘물, 위생, 인간정주’이행기간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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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2004년 상반기에‘2001~2010 OECD 환경전략 이
행’
을 주제로 개최될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환경전략 이행
상황의 중간 점검, 극복과제,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는 2002년에 이어
2003년도에도 WTO 규범과 다자환경협약(MEAs) 상 특정무역의무
(STO)와의 관계, WTO와 MEAs 사무국들간 정보교환과 옵저버 자
격부여 기준, 환경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 세 가지 협상의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2003년 12월 제9차 당사국 총회
와 부속기구회의를 개최하여 교토의정서의 조기발효 필요성을 재확
인하고 러시아에 대한 조기비준을 촉구하였다.
DDT, 다이옥신 등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OPs)의 규제에 관한 POPs 협약 발효준비를 위한 제
7차 정부간 협상회의가 2003년 7월,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사전
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PIC)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의 제10차 정부간 협상회의가 2003년 11월 스위스에서 개최됨
으로써 양 협약의 2004년중 발효를 촉진시켰다.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자차원에서는 7월에 제7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의 지구적 환경이슈와 황사, 산성비 등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의견
을 교환하였다. 11월에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 West
Pacific Action Plan : NOWPAP) 제8차 회의를 통해 유류오염방
제 양해각서 체결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12월에는 제5차 한∙중∙
일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TEMM)를 통해 황사 등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

272 / 제 4 장 경제∙통상 외교

하고 지구환경 이슈에 관한 지역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2003년 한해 동안 외교통상부는 UN환경계획(UNEP) 부의장국으
로 활동하는 등 국제환경기구 및 환경협약체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 국제규범 이행
평가회의 등 국제적 논의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
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활발한 정보교환 및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논
의동향과 환경협약 이행동향 등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워크숍 개
최 등을 통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알리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경보체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및 우리의 적극적 참여
1) UN에서의 환경 논의
2003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제
11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CSD)가 개최되었다. 2003년도의 UNCSD는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
상회의(WSSD) 이후 최초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회
의로 WSSD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 JPOI)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달
성을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각국 각료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의 중심적 역할을 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
한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방안을 주로

제 3 절 세계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 273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53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국을 비롯하
여 191개 UN 회원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
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하였다.
제1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하여 국제사회는‘빈곤퇴치를 위
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for Poverty
Eradication)’
을 다년간 작업계획의 최상위 주제로 정하고, 향후 지
속가능발전위원회는 첫 번째 해는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과 의제
21의 이행을 평가하는 검토연도(review year)로, 두 번째 해는 정책
및 실질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정책연도(policy year)로 하는 2개년의
이행주기로 운영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11차 UNCSD는 2004~2017
년 7개 주기에서 각 주기별로 논의될 주요 주제(thematic cluster)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2005년에는‘물, 위생, 인간정주’
,
2006~2007년에는‘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산업개발, 대기
및 대기오염’
, 2008~2009년에는‘농업∙농촌개발 및 토지, 가뭄,
사막화, 아프리카’
, 2010~2011년에는‘운송, 화학물질 폐기물 관
리, 광업,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10개년 프로그램 체제 수
립’
, 2012~2013년에는‘산림, 산악, 생물다양성∙생명공학, 관광’
,
2014~2015년에는‘해양∙바다, 해양자원, 도서개도국, 재난관리
및 이에 대한 취약성’
, 2016~2017년에는‘의제 21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평가’
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
한 주요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되 특히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
자연자원 기반 보호, 세계화, 보건,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 성 평
등 등 주요 주제와 관련된 다분야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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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UNCSD는 WSSD 이후 처음 개최된 UN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관련 고위급 정례회의로서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CSD의 핵심적 역할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WSSD 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WSSD 후속조치 이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2년 주기의 CSD 운
영방안을 지지하고, 물, 위생, 에너지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되는 2개년 주기에 대비하여 우
리는‘물, 위생, 인간정주’등과 관련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사항
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논의될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
턴, 농업, 생물다양성, 해양자원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할 것이다.
2) OECD에서의 환경논의
OECD내 가장 중요한 환경논의 기구인 환경정책위원회(EPOC)에
서는 지난 2001년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2001~2010 OECD 환
경전략 이행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환경전략의 두 번
째 목표인‘경제성장과 환경훼손간 연계차단 문제’
에 대해 농업, 에
너지, 교통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11월에는‘교통
과 환경부하 연계차단’
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지
속가능발전 특별작업반에서는 WSSD JPOI의 실천을 위한 OECD
차원의 후속조치로 재정조달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 방안, 환경
지표와 peer review, 환경유해보조금,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환경부하의 장기 시나리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등이 중점
적으로 논의되었다. 기타 무역과 환경작업반(JWPTE)은 무역과 환
경의 개발측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환경라벨링 등 WTO/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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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협상과 연관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검토를 통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여 DDA 협상논의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구적∙구조
적 정책에 관한 작업반(WPGSP)은 투자와 환경연계 문제, 기후변화
관련 영향분석,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측면연구 등에 대한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
3) WTO에서의 무역과 환경논의
지난 2002년부터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는 WTO규범과
다자환경협약(MEAs)상 특정무역의무(STO)와의 관계, WTO와
MEAs 사무국들간 정보교환과 옵저버 자격부여 기준,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 3가지 협상의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이 중 WTO 규범과 MEAs상의 특정무역 의무와의 관계에 대한 논
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각료선언문의 위임사항에 규정된 특
정무역의무에 대한 개념분석 및 MEAs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무역의
무 규명, MEAs의 정의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어왔다. 반
면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협상의 경우 구체적인 양허협상이 비
농산물 시장 접근협상 및 서비스협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환경협상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APEC, OECD 환경상품 목록 및
PPM 문제 등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표명 등 원론적 수준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또한 DDA 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무
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의 관련규정, 환경 라벨링(ecolabelling) 요건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당초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CTE
정례회의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무역환경협상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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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 협상 대응방안 모색에 민간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DDA 환경
분야 민관 합동포럼 산하에 정부관계자, 학계, 업계, 시민단체가 참
여하는 주제별 실무회의(Working Group)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 등을 주제로 9월 및 10월에 회
의를 개최하였다.

다. 분야별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대기, 생태계, 해양, 토양,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광
범위한 국제환경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바이오 안전성, 국
제 산림보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통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
약 채택을 위한 협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대기 분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03년 9월 모스크바 세계기후변화회의
이래 제기된 교토의정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12월 밀라
노에서 개최된 제9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교토의정서의 조기발효 필
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조기비준을 촉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이 불충분한 점과 개도국
의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선진국의 시급한
저감대책 강화 및 대개도국 적응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
라 기후변화 특별기금 및 저개발국 기금의 운용제고 방안이 타결됨
으로써 대개도국 지원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적극 참
여하는 한편 10월에 제주도에서 기후변화 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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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을 모색하
였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제15차 당사국총회가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어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단계적 철폐
및 이행면제기준 등이 논의되고, 북경개정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였
다. 우리나라는 조속한 비준을 목표로 국내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림
으로써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의 동참의지를 밝혔다.
2) 생태계 분야
2003년 한 해 동안 생물다양성협약(CBD)내에서는 유전자원에 대
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논의가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2002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강화하고 2002년 WSSD
에서 합의한 ABS 국제레짐 설립을 위한 협상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2차 ABS 임시작업반회의
가 개최되어, ABS 국제레짐의 성격, 범위, 포함될 요소 등과 함께
ABS 국제레짐을 협상할 작업반의 위임권한(TOR)에 대해 논의하였
다. 동 회의의 논의결과는 2004년 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 반영될 예정이며, 당
사국총회를 통해서 ABS 국제레짐 협상의 구체적 방안과 작업반의
위임권한이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제2차 ABS 임시 작업반에
참가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반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을 더욱 원활화하고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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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주장하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안전을 제고하고 환경 및 인체
건강에의 위험을 저감하고자 2000년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
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3년 6월 13일 팔라우가 50번
째로 비준함에 따라 그 90일 후인 2003년 9월 11일 발효되었다. 이
에 따라 당사국들은 2004년 2월 23~27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
으며, 동 회의를 통해서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간 이동시 취급∙운송∙포장∙수입서류 명기사항 등에 관한 세
부사항과 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의 구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복구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비되는 대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예정
이다.
그 외에 사무국 방지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쿠바 하바나), 국제열
대목재기구 제34차(파나마, 5월) 및 제35차 이사회(일본 요코하마,
11월), 제2차 유엔산림포럼(UNFF, 스위스 제네바, 5월) 등이 개최되
었다.
3)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로부터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 9월 특정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거래시 사전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PIC)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이 채택되었다. 200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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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10차 정부간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당사국총회
재정규칙, 이행위원회 설립 및 관련절차 규정 마련 등 협약발효를 대
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DDT,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OPs)을 규제하기 위한 스
톡홀름 협약 제7차 정부간 회의가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개도국의 협약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구축∙운영방향, 협약
대상시설의 최적관리방안(BAT/BEP) 지침서 작성방향, 협약 불이행
제재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상기 협약들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8월 11일 PIC 로테르담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2004년 중 POPs 스톡홀름협약의 비
준을 앞두고 있다.

라. 지역차원의 환경협력
2003년에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동북
아시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출범한‘북서태평양보전계획
(NOWPAP)’제8차 정부간 회의가 11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설치할 사무국 개소추진 문제 및 동북아 해
양오염방지협력 지침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UNEP과
사무국 유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2003년간 지속하여 최종
유치협정안 타결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 2004년 상반기에
는 유치협정에 대한 서명 및 부산사무소 개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무국이 부산 국립수산과학원과 일본 도야마현에 설치되면
NOWPAP의 해양 오염 방제, 해양 환경 오염 모니터링 사업 등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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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계화되고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간 회의에서 동해
및 황해에서의 유류오염방제에 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에 대해 거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4년에는 동북아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NOWPAP 차원의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외교통상부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공동주관으로 황사대응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
샵에는 한, 중, 몽골 정부인사 및 전문가, UNCCD 사무국 직원, 환
경운동연합 등 NGO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황사문제의 발생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 및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 등에 대
해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특히 금번 워크샵은 동북아 지역 황사논의
에 국제기구인 UNCCD 사무국이 최초로 참석하여 향후 황사문제 해
결을 위한 다자차원의 협력모색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일반 NGO가 참여하는 대중포럼을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황사문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들간의 협력방향 설정과 추진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중∙일∙러∙몽골 및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환경
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제9차 회의는 그간의 협력사업을 점검
하고, 동북아자연보전사업의 중점 추진분야 선정 및 황사관련 사업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2003년 하반기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참가국들 사정으로 2004년 상반기 중으로 순연되었
다. NEASPEC은 동북아 5개국 및 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유일
한 협력프로그램으로 2005년에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동북아환경협력의 구심점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여타지역과 비교하여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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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산성비, 황사 및 해양오염 등 지역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문제가 증대하고 있어 아∙태 지역의 환경협력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양자간 환경협력
제7차 한∙일 환경공동위원회가 2003년 7월 23일 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한국측 수석대표는 최재철 외교통상부 과학환경심의관, 일
본측 수석대표는 아츠미 치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심의관이 각
각 담당하였다. 한∙일 환경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국내 주요환
경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의 지구적 환경
이슈와 황사, 산성비 등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
였다. 또한 제7차 한∙일 환경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19개 사업
을 계속 추진하고 5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3개 사업에 대
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고, 4개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였다.

4. 대 OECD 활동을 통한 우리 경제체제의 선진화
지원
가. OECD의 주요활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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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을 3대 기본가치로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 각
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
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 기구이다. OECD는
무역, 투자, 금융, 노동복지, 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
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WTO, UNCTAD, ILO 등 여타 국
제기구에서 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있
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는 크게 다음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① 세계경
제의 전망과 발전에 대한 연구작업이다. OECD는 산하 관련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에 대
한 전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② 다자무역체제
발전을 위한 역할로서 시장 개방의 세계경제 발전에 대한 혜택 등 세
계무역 자유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최근
에는 DDA 협상 원활화를 지원하며 신조선협상이나 철강협상과 같
이 주요 품목에 대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제정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 ③ 건전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 구축노력이다.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정하며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
한 뇌물공여 행위를 처벌하는 협정을 제정함으로써 부패방지를 제도
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규제개혁을 장려하
고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④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 사회 및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발굴하여 회원국들에게 이행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의 원
조 증대 및 원조효과 제고 등 대외원조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회원국들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OECD는 회원국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선진정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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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규범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선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OECD 규범과 논의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
고 있다.

나. OECD 각료이사회 참석
2003년 4월 29~30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03년
도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나라에서는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
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003년 각료
이사회는‘Agenda for Growth and Development’
를 대주제로
세계경제 전망,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동력 활용의 극대화,
DDA 협상 성공을 위한 국제 협력 등 의제를 협의하였다.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각료들은 하반기 경제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003년에는 세계 경제가 3%대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
고 회원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
고 통화∙재정 정책간 정책 조율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
다. 또한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회원국들이 노동 참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정년연장, 이주활용, 근로의욕 고취 등)을 추진
하고 연금제도의 개선 및 재정건전화가 긴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도
하개발아젠다(DDA) 협상관련, 참석각료들은 선진국들이 협상의 중
심역할을 수행하면서 균형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개도국 투자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개도국 대표들과 협의하였다.
2000년부터 각료이사회와 병행하여 개최되기 시작한 OECD 포럼

284 / 제 4 장 경제∙통상 외교

이 2003년에도‘Grow, Develop and Prosper’
라는 주제하에 개최
되었다. 4번째로 개최된 금번 OECD 포럼에는 뉴질랜드 총리, WTO
사무총장 등 정부 및 국제기구 고위인사, 기업인, 시민사회 지도자급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 전망, 개발과 성장, 국제
경제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속가능발전, 칸쿤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
장이 통상장관 세션의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으며, 2002년도에 이
어 2번째로 OECD 포럼에 20명의 공무원과 OECD 대학생 논문경연
대회 우수상 수상자로 구성된 정부정책연구단을 파견하여 공무원들
이 선진첨단 논의를 직접 접하도록 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다.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OECD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
전 특별작업반(Ad Hoc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은
2004년 각료이사회까지를 목표시한으로 설정하여 2003년도에도 지
속가능발전 지표개발, 환경유해 보조금 감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OECD내에서 지속발전 의제를 총괄할 조직의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하고 있다.
OECD는 지속 발전 관련 오염물질의 환경훼손, 기후변화, 생물다
양성 상실 등 지구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OECD의 향후 과제로 환경세 도입, 보조금 개혁을 통해 시장
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것과 부문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
표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과학과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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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OECD는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주로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고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소홀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 이 분야 논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라. 뇌물방지 협정
국제상거래시 뇌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
여행위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OECD 뇌물방지 협정이 1999년 2월
발효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키
위해 뇌물방지협약 제정 협상 및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2003년도에 OECD에서는 뇌물방지협정의 각국별 이행입법 제정
과 이의 실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이행
심사가 2004년 6월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3년도
OECD에서의 뇌물방지협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반부패 세계
포럼과 같은 국제회의를 다수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국제적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마. 신조선협정 협상 출범
2002년 9월 12일 개최된 OECD 이사회는 세계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조선협정을 2005년말까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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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 하고, 협정교섭을 위해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조선국가들이 참여하는 특별협상그룹(SNG)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
다. 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OECD차원의 노력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 주도로 1989년 10월부터 진행된 조선협정 교섭은 1994년 12월
협상타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의회 및 조선업계의
반대로 협정을 비준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1994년 조선협정은 발
효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세계 조선시장은 합의된 규율이 부재한 상
태에서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특히 다수의 비효율적인 조선소가 정
부의 직∙간접적 지원 조치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경쟁이 왜
곡되어 왔다.
금번 신조선협정 협상은 정상적 경쟁조건을 왜곡하는 요인을 검토
하고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조선소
에 대한 각종 인위적인 지원조치와 조선소의 시장왜곡적 가격관행이
주요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제1차 특별협상그룹(SNG) 회의는 12월 9~10일간 파리 OECD 본
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기존 OECD 조선작업반(WP6) 회
원국은 물론 중국, 크로아티아 등 조선작업반의 회원국이 아닌 신흥
조선국들도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협상의 전반적인 틀, 협정
의 핵심요소로 대두된 정부지원 조치와 가격관행에 대한 규율 방안
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교환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산업자원부 및 조선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하여 교섭에 임하였다.
2003년 4월 9~10일간 개최된 제2차 SNG 회의에서는 정부지원
조치 규율방식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보조금을 포함
한 각종 정부 지원조치에 관해서는 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규율
할 것인가에 대해 사무국이 기조자료를 제시한 데 대해, 우리나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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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규율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시하여 논의에 기여하였다. 가격
관행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면의견을 제시하고 사무국에
서도 분석보고서를 제공한 가운데 규율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일본과 EU는 WTO 반덤핑 규범과 유사한 규율이 신조
선협정에도 도입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조선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왜곡하는 가격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율은 필요없다는 요지로 반대하였다.
2003년 7월초에 개최된 제3차 SNG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조치의
정의, 금지범위 등 규율방식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되었으나,
가격관행 관련 EU, 일본과 한국측 입장의 계속된 차이로 인해, 가격관
행 규율 필요성에 대한 조선업계와의 대화(Industry Consultation)
를 10월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동경에서 조선업계 이해관계자 및 정부관계자들
이 참석하여 조선업계와의 대화 및 특별 SNG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현 세계 조선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평가를 대부분의 참가국들로부터 얻어내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시장에서 정상적 경쟁조건이 왜곡되고 있음을 전제로 EU 및 일
본 등이 주장한 가격관행에 관한 규율마련 필요성이 그 타당성을 결
여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논박하여 1994년 조선협정내 가격관행
규율 규범인 피해가격제도(Injurious Pricing Code : IPC)와 유사
한 가격관행 규율을 신조선협정내 도입시키려는 EU, 일본측의 시도
를 사실상 저지시켰다.
결국 사무국은 무역규범적 접근을 통한 가격관행 규율이 조선시장
내 사실상 적용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결과 12월초 개
최된 제4차 SNG 회의에서 경쟁법적 접근을 통한 가격관행 규율을
제안하기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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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의 참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체제의 안정화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아시아 금융위
기 이후 일련의 논의를 종합하여 1999년 6월 G-7 재무장관회의에
서는 금융체제 안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제 방안을 발표
하였다. 즉 ①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② 금융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 개발, ③ 선진국의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 ④ 신흥
시장국의 금융제도 강화, ⑤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을 위한 민간 부문
의 참여 확대, ⑥ 환율제도 개선 등 6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상기 6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다. 주요한 논의의 장소는로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BIS) 등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와 1999년 G-7 재무장관들의 주도로
창설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 FSF) 및 G-20
재무장관회의(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국 포함) 등이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은 아시아 국가들도 지역차원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제금융기구의 개편과 관련해서 IMF내 예방적 신용제도
(Contingent Credit Line : CCL)가 신설되었으며 G-20 재무장관
회의와 금융안정포럼이 설립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과다차입기관
(HLI)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등 선진국의 금융 건
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취약한 금융시스템, 과다한 단
기차입 등 신흥시장국 금융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논
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들
이 개발되는 등 금융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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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 외에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국가채무 재조정 메카니즘’
을 수립하는 방안
과 채권발행시‘채권자의 집단행동조항’
을 삽입하는 방식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지역적으로 2003년도에도 아시아 국가들간 금융협력이 활발히 전개
되었다. ASEAN+3 재무장관회의, 차관회의 등 협의체를 통해 아시
아 채권시장 활성화, 조기경보 체제의 도입 등 역내 금융안정화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것이 통화스왑계약 체결이다. 통화스왑계약이란 외환위기
에 처한 국가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금액내에서 자국화로
상대방 국가로부터 달러화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인데, 현재 동아시
아 국가간에 양자 스왑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말까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섯 나라
와 총 130억 달러에 달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기가 발생
할 경우에는 우리 원화를 기반으로 달러화를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
으로 국제금융기구 및 회의에서, 그리고 아시아 역내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국제 금융체제 개편 방향에 관해 우리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융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90 / 제 4 장 경제∙통상 외교

제 4 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1. 국제 공적개발원조 현황
새천년 들어서 개도국의 개발과 빈곤퇴치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 공여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확대와 더불어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회의를 전후하
여 선진국들이 ODA 증액약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ODA 재원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2003년도에 OECD 개발원조위원
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회원국들은 이라
크 재건지원 등에 힘입어 2002년도 지원 실적인 570억 달러보다
115억 달러가 증가한 총 685억 달러의 ODA를 개도국에 제공한 것
으로 나타났다.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제공 실적>
2002년

2003년

ODA

ODA/GNI 비율

ODA

ODA/GNI 비율

570억 달러

0.23%

685억 달러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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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국가별 절대액 순위로 파악해보면 미국(158억 달러), 일본(89억
달러), 프랑스(73억 달러), 독일(67억 달러), 영국(62억 달러) 순이며,
국민소득대비 ODA 비율 순위로 파악해 보면 노르웨이(0.92%), 덴
마크(0.84%), 네덜란드(0.81%), 룩셈부르그(0.80%), 스웨덴
(0.70%) 순이다.
이러한 ODA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ODA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먼저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2003년
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조 조화(調和)에 관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
여 원조 조화에 관한 로마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DAC는 원
조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는 DAC 회원국간 동료심사(peer review)를 통한 회원국들의 원조정
책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룩셈부르그, 덴마크, 핀란
드, 아일랜드, 일본이 동료심사를 받았으며, 2004년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호주가 동료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 2003년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가. ODA 기본방향
우리나라는 전후재건, 빈곤퇴치,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 세대만에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변모
한 유일한 국가로서,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도
국에 전수해주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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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약 127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
를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받은 바 있어, 우리의 개도국에 대한 ODA는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다시 국제사회로 환원한다는 의
미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우리의 개발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적자원 개발
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무
상원조 사업으로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건립, 정보
화 격차 해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개도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에너지, 통신 등 분야에 주로
유상원조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지원 이외에 우리 정부는 개도국 농촌
지역의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민들
의 소득증대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소득증대 중심의 우리 새
마을운동 모델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한 개발협력단(팀제봉사단)
파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ODA 지원실적
2003년도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ODA는 잠정적으로 2002년 대비
약 20% 증가한 333.9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 실적>
2002년

2003년

ODA

ODA/GNI 비율

ODA

ODA/GNI 비율

278.8백만 달러

0.06%

333.9백만 달러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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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양자간 원조는 219.8백만 달러(무상 120.1백만 달러, 유상
99.7백만 달러)이며, 국제기구에 대한 증여, 출자 등을 포함하는 다
자간 원조는 114.1백만 달러이다.
2003년 ODA가 2002년도 대비 약 20% 증액된 것은 이라크 전쟁
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1천만 달러) 및 재건지원(5천만 달러)을 포함
총 6천만 달러가 이라크에 특별 지원된 데 크게 기인하였다.

3. 200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가. 개발협력단 파견 추진
빈곤퇴치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의 제1차 목표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의 빈곤퇴치는
선진국들의 ODA 사업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빈곤을
성공적으로 퇴치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우리의 빈곤퇴치 경
험을 어떻게 개도국들에게 전수해 줄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2004년도부터 개발도상국 농촌 지
역의 빈곤퇴치를 돕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봉사단인 개발협력단(팀
제봉사단)을 본격적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발협력단은 개인
별로 정부기관 위주로 파견되어 오던 기존 봉사단 파견 사업과는 달
리, 4~5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개도국 농촌단위 마을에 직접 파
견되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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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사회는 빈곤퇴치를 위해서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였지
만 실질적인 빈곤퇴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극심한 원조피로 현상
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리의 개발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
행된바 있는 새마을 운동에 기초하여 입안된 소득증대 사업에 초첨
을 맞춘 개발협력단 파견사업은 유용한 빈곤퇴치 모델로 자리잡아 국
제 원조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협력단은 2004년도에 우선 500명을 파견하고 2005년 이후에
는 1,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03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발리
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발협력
단 파견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나. 이라크∙아프간 재건지원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발발시 우리 정부는 1천만 달러 상당의 인
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2003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한 5천
만 달러 상당의 재건지원을 이라크에 제공, 2003년도 한해 총 6천만
달러를 이라크에 지원하였다.
2003년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원조공여
국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03년 지원된 6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2007년까지 총 2억 6천만 달러를 이라크에 무상지원하기로 서약하
였다. 따라서 2003년 기지원된 6천만 달러를 제외하면 2004~2007
년간 총 2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라크 재건지원과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아프간에 대한 재건지원에
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02년 1월 동경 개최 아프간 재건 각료회
의에서 우리 정부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2년반 동안 총

제 4 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 295

4천5백만 달러를 아프간에 지원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며, 동 지원
약속에 따라 2002년도에 1천만 달러, 2003년도에는 1천 5백만 달러
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천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다. 주요 수원국, 공여국, 국제기구와의 협력
ODA의 양적 확대가 개발도상국들의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해 중요
한 이슈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와 더불어 확보된 ODA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
리 정부는 2003년도에 우리 ODA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ODA 관련 양자 및 다자차원의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우선 특정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동향 및 개발수
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 원조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원조 수
원규모가 큰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세계은행(WB)이 주관하는 원조공
여국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3년도 원조공여국회의 참여 실적
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이라크 등 총 7개국 관련 원조공여국회의에 참석하였다.
다음으로 WB 주최로 개최되는 다자차원의 상기 원조공여국회의와
는 별도로, 우리 정부는 우리 ODA의 주요 수원국들과 양자차원에서
개발협력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2003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
흐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총 5개국과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이들 국가들로부터 우리 OD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도출
과 동시에 개발협력단 파견사업과 같은 구체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원조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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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조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존 ODA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원조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ODA 정책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
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일본 및 UNDP, 하반
기에는 영국과 원조정책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라. 한∙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와 공동으로‘국제사
회의 빈곤퇴치 노력과 한국 ODA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한∙OECD
공동 세미나를 2003년 11월 5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학생, 일반인 등 약 200여명
의 방청객이 참석하였으며, OECD, UNDP, 그리스, 일본 그리고
ODA담당 국내기관 및 전문가들이 우리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
준 높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주요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원조 공
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ODA를 양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성과 이
에 따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둘째, 개
도국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ODA 시행방안으로서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단 파견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가 이루어졌다.
동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는 ODA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OECD 개발협력위원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상징적 측면과 함
께, 빈곤문제와 OD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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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과제
세계화가 진전되어 가면서 선∙후진국간 빈부격차 확대 문제가 테
러리즘 등 국제분쟁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
산됨에 따라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소 및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원조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발원조의
제공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계화의 혜택을 공유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제56차 UN 총회 의장 수임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제고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규
모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빈곤, 개발문제
해소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 및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개도
국에 대한 ODA는 우리나라 및 우리 제품, 기술의 이미지를 제고하
여 경제, 통상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양적 개선으로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2003년도 기준 GNI 대비 0.06%로서 경제력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
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DAC 회원국 평균인 0.25%의 1/4 수
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네덜란드
의 0.81%, 스페인의 0.25% 및 호주의 0.25%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
는 실정이다. 꾸준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중
견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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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적 개선으로서 ODA의 양적 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ODA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OECD/DAC 회원국들의 개발원조 대부분이 무상원조로 주어지고 있
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지원보다 개별 개도국에 대한 양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ODA의 양적규모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ODA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ODA가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요구
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인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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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대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1. 경제협정 체결추진
가. 경제협정 일반
우리 정부는 외국과 경제협력 및 통상 증진에 법적∙제도적인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 분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경제협정을 몇 가
지로 분류해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과 우리 항공사 및
해운선사의 해외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항공협정, 해운협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와 과학기술 및 원자력 협력의 틀을 마련
해 주는 자원협력협정, 어업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원자력협력협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경제협정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궤
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대에는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해운협정
등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경제발전에 근간이 되는 과
학기술과 원자력 협력을 위한 협정들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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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과는 대부분의 주요 협정 체결
이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CIS 국가, 신흥개발도상국, 아프리카 국가
들을 대상으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나. 분야별 경제협정
1) 투자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은 자국기업(투자자)이 외국에 투자함으로써 부담하
게 되는 비상업적 위험을 막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가
간 협정이다.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장
애 또는 유치국 정부의 간섭 등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
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투자보장협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지니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에 투자 확대를 유도
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보장, 외국인 투자자의 송금의 자유, 본국에 의한 대위
구상권 행사, 투자 유치국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국유화 또는 수용조
치의 제한 및,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 의무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말 현재 68개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
여 발효 중에 있으며, 이미 서명을 마친 10개 국가와의 협정도 곧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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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될 예정이다. 2003년도에는 슬로바키아와 협정을 체결하고 베트
남과의 협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2003년 1월 1일부터는 한∙일
투자협정이 공식 발효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미 체결된 협정 중에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정의 개정 또는 강화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과의
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법적∙제
도적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투자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투자협정
체결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 사회보장협정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혜택을
계속적으로 향유하고 현지에서의 과다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를 면
제받도록 주요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뒤늦게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
에 따라 사회보장협정도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체결하여 오고 있다.
2003년말 현재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과의 협정
이 시행중에 있다.
또한 벨기에와는 2002년 협정 가서명 이후 현재 공식서명 및 발효
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많고, 상대국들도 협정체결을 적극
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호주, 체크, 덴마크 등과의 협정 추진을 현재
검토 중인 바, 앞으로 협정체결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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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협정
항공운송은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에 있어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국가간 교류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증대와 함께 국가간 항공운송의 기반이 되는 항공
협정과 이의 체결 및 개정을 위한 항공회담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
으며, 또한 각국은 자국의 항공운송산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항공운송의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미간 항공운송을 더욱
확대한 바 있고, ICAO 등 다자간에 진행되는 항공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와 양자간 항공협정을 체결
한 나라는 68개국이고, 이들과 지속적으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보다
현실을 반영하도록 협정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 영공 통과와 관련하여 우리 항공산업에 매우 중요한
러시아와의 항공협정이 2003년 5월 발효되었고, 기타 중국, 일본 등
과는 지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하여 양자간 운수권을 성공적으로 확대
해 나가고 있다.
4) 해운협정
정부는 주요 국가와의 해운협정 체결을 통하여 교역상대국의 해운
관련 규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국적 선사의 해외영업기반을 확
충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이 체결∙발효된 국
가는 미국, 독일, 중국 등 총 14개국이며, 러시아, 이스라엘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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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으며, 인도, 이란, 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와 협
정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물량, 상대
국의 해운 관련 규제현황, 국적선사의 애로사항 등 해운협정 체결의
실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협정체결 대상국가를 선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신흥 주요 거점국가들과도
양자간 해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또한, WTO
해운서비스 협상 및 OECD 해운위원회 등 다자간 회의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범세계적인 해운자유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5) 이중과세방지협정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 또는 납세자의 본국)과 원천지국
(투자유치국 또는 소득 발생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 투자
를 위축시키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중복되는 조세관
할권을 조정한다.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주로 고정사업장
을 통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 및 법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
벌어들이는 사업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은 동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거주지국 과세에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중과
세 부과를 방지한다. 양국 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협정상의 이익을 직접
향유하게 함으로써 상호 투자를 확대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거주
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한 소득은 주식∙채권의 양도소득, 연금, 국제
운수(항공기∙선박) 소득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 자본의 해외 진출
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진출국의 입장에서 거주지국 과세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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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OECD 모델협약에 입각해 상대국가들과 이중과세방
지협정 체결 교섭을 하고 있다.
2003년에는 아이슬란드,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와 협정 교섭
회담을 개최하여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2003년말 현
재,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발효한 국가는 총 59개국
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대외진출이 활발하고 투자규모가 큰 사우
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중동,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는 기존에 체결된 이
중과세방지협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교섭을 적극 진행
해 나갈 방침이다.
6) 세관협정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정부간 또는 세관간에 체결되는 양자 조
약의 한 형태로서, 주로 관세행정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된다.
이 협정의 목적은 국내기업의 수출입 통관시 애로사항 해소, 관세
범죄의 예방∙억제∙진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법의 운용 및 시
행에 활용 가능한 정보의 상호교환, 관세범죄의 예방∙억제∙진압을
위한 상호 지원 그리고 관세분야의 새로운 제도 및 절차 개발과 직원
훈련의 상호협력이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과 무역량이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동
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미국, 캐
나다, 러시아, 중국 등 12개국과 정부간 협정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홍콩, 카자흐스탄 등 8개국과는 해당국 관세당국과의 기관간 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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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었으며, 멕시코, 인도, 루마니아, 우크
라이나 등 우리 기업의 신흥 무역대상지역과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
결을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다.

2. 과학기술∙원자력 협력 강화
가. 과학기술 외교
오늘날 과학기술은 국제질서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제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을
산업화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가늠하던 시대는 퇴조하고, 첨단 과학
기술의 보유 여부가 일류국가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
라 미래기술과 이에 바탕을 둔 신산업 창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
하여 정보통신, 신소재, 생명공학, 우주과학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간의 기술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폭발, 식량부족, 환경재앙, 에너지 문제 등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핵
융합발전소(ITER) 건설 문제에서처럼 한 국가가 전체 재정을 부담하
기 어려운 대형 연구 사업에서 국가간 협력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국가간 협력 증진의 필요
성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선진국은 물론, 후진 저개발 국가들과도 양
자 및 다자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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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과
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및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이 있다. 과학기술
협력협정은 체약당사국간 정부차원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립, 과
학기술 인력 및 전문가, 그리고 정보의 상호교류, 과학기술 공동연구
수행, 과학기술협력 활동에 대한 상호편의 제공 및 지적재산권 사용
문제 등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원칙 및 협력 방식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총 40개국과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EU와는 협정교섭을 진행중에 있다.
정부는 양자 차원에서 상기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미국, 영
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 12개국과
정례적으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
는 정부 차원에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
최 계기에 민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포럼이 개최되고 있
으며, 과학기술공동위에 참가한 정부 대표들은 동 포럼에서 논의되
는 사안 및 제안 사항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협의를
한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2003년 9월에 러시아 발사체를 통해 우리 기술로 독자 제작한 과학
기술위성 1호기를 발사하였으며, 러시아와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가서명하여 러시아와의 우주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
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핵융합발전소(ITER) 사업 및 APEC 과학기술 장
관 회의, OECD 과학기술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과학기술 동
향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에 적극 전파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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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아울러, 한∙중∙일 과학기술 국장급 회의의 정례 개최 등을 통
해 주변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원자력 분야 외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이래 원자력
관련 인력, 시설, 기술수준 등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지금
은 18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
술의 국산화도 성공하여 원자력 발전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의 4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중요성
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자력은 군사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으로 인해 관련기술,
농축 및 재처리 물질의 국가간 이전 등에 국제적인 제약이 있다. 이
러한 원자력 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간의 원자력 협력은 정부
간 협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원자력협력협정을 토대로 원자력 공동위원회가 주기적으
로 개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아르헨티나, 베트남, 터키, 체코 등 16
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러시
아,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8개 국가와는 정기적으로
양국 정부간 원자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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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러시아, 칠레와 원자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
하고 공동연구 수행 및 기술개발, 정보교환, 인력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아울러, IAEA 논의동향 등 국내외
원자력 관련 정책 사항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중국 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진 국가들에
게 우리 기술로 제작된 원자력 발전소를 진출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는 우리 기
술로 제작중인 해수담수화 원자로(SMART)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3.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
가. 에너지∙자원 외교의 중요성
에너지∙자원은 세계 모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
는 필수적인 요소로 세계의 에너지∙자원 보유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동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안정적 확보는 국
가의 경제발전 및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또
한 에너지 소비증대에 따른 에너지∙자원 고갈위기, 지역적 에너지
수급 불균형, 환경오염의 확대 등 에너지 문제는 범세계적인 이슈로
세계 각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국가정책의 주요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활발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97%)가 높아,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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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 하에 우리나라는 대외 에너지∙자원 외교를 더욱 강화
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에너지∙자원 협
력 외교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2003년 10월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
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에너지 분야의 범세계적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현재 3국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타 APEC, ASEAN+3,
ACD(아시아협력대화), IEA(국제에너지기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에너지 외교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1)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선 확보를 위해
에너지∙자원 보유국과 장기 에너지 도입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으
며, 대중동 석유의존도의 완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
여 기존의 중동국가 위주에서 동시베리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
리카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나아가 이들 지역 자원 부유국과
에너지∙개발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2) 해외자원 개발사업 지원
우리나라는 개발된 자원의 단순한 도입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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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규모 해외 자원탐사 및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토록 지원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하는 에너지∙자원을 직접 도입하는 형태의 자원협
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발전소 및 정유공
장 건설 등 에너지 설비 건설과 자원탐사∙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분참여 형식을 통한 투자를 하거나 관련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 자원을 개발∙수입하
는 사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은
물론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익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자본의 회수
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며, 투자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의 자원 민족주의와 선진국의 환경보호주의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해
외자원 개발 진출 지원을 하되, Consortium 방식 진출 등을 통한
위험 분산과 같이 다각적 방안을 가지고 해외 에너지 개발에 참여토
록 노력 중이다.
3) 양∙다자 차원 에너지∙자원 협력 회의 적극 참여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의 자원외교 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자원
협력위원회’
와‘에너지실무위원회’
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자원
협력위원회’
는 주요 자원보유국들과 에너지∙자원 분야의 교역, 합
작투자, 기술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현재 러시
아,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과 설치하였으며,
2003년 말 현재 몽골, 러시아, 호주, 카자흐스탄 등 4개국과 자원협
정을 체결하였고 칠레, 남아공, 미얀마 등과 자원협력위 설치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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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 이사회, 국제에너지포럼(IEF)에 참석
하여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및 추진 방향, 나아가 소비국과 산유국
간의 에너지 문제 협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에너지 정책 추진에 참
고하고 있다.
4) 동북아 에너지 협력 추진
동북아 지역은 대규모 에너지 수요처(한∙중∙일) 및 공급처(러시
아)가 근접해 있어 에너지 협력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고도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이 지
역에서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 및 국가간 에너지 경쟁 가능성도 있어
어느 때보다 에너지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동북아 지역의 에너
지 협력이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 국가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관계
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베리아∙극동지
역의 대규모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와 긴
밀한 협력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2003년 5월 국토균형발전 및 동시베리아 에너지∙자원
개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은 자국의 에
너지 수급 안보 차원에서 이 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참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며, 세계 4위 원유도입국, 세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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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천연가스도입국인 우리나라는 향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
너지∙자원이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인식하
여,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개발 사업 등 이 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에 일찍부터 참여해 오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동시베리
아 송유관 노선의 최종 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우리의 적극적인 참
여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나아가 범세계적 에너지 위기시 상호 공동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
국가간의 제도적인 에너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에 매진
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북아
에너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에너지 대화 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 대화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
제협력 관계는 물론,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동
북아 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수산외교
지형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관할하는 바다의 면적이 44만
3천㎢로서 남한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며, 총 연장 11,542㎞의
긴 해안선 및 3,170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산업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국가 기반산업으로 유지∙육성되어 현
재 세계 제12위의 수산물 어획국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해양수산자원의 현실은 세계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
요의 급증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절제한 남획으로 인하여 향
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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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다. 또한,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부터 발효된 UN 해
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은
200 해리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제도
를 성문화함으로써 일찍이 그로티우스(Grotius)가 주창한 해양자유
론(Mare Liberum)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던 전통적인 해양질서에 관
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국제어업질서에 엄청난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등장은 연안국들
의 연근해 어류자원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강화시킴으로써 해양자원
의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과 원양어업국간의 마찰과 갈등을 심화시키
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어업질서 변화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산
업계의 안정적 조업환경 확보를 위해 양자 및 지역∙다자차원에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양자차원에서 러시아 등 주요 입어대상 국가와 정례적인 어업
회담을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 있으며, OECD 수산위,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수산위 등 다자차원의 수산외교 활동도 강화하고 있
다.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 등 지역수산기구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 신국제어업질서를 규율할 각종 국제협정 체결 논
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원양조업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이익을
확보하고,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을 추구하는 책임있는 어
업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또한 WTO
DDA 및 FTA 수산분야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무역자유화의 시대
적 흐름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 어업실태를 반영한 통상교섭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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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가. 민∙관 통상네트워크 운영
외교통상부는 통상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이
해집단의 의견이 수렴된 통상외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6월
부터 통상정책의 수립과정 및 시행시 업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
층의 민간 통상전문가에게 정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이들의 의
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2003년말
300여명의 학계, 언론계, 재계 등의 국내 통상 관련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외교부에서 생산 또는
수집한 경제통상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개인별 e-mail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종 발간 자료들을 배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각종 통상 관련 책자 등을 송부하고 있다.

나. Trade Club 운영
외교통상부는 월 1~2회 직원들의 참석하에 주요 경제∙통상 분야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전문지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특히 산∙관∙학∙언간의 정보교류 활성
화와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부내 토론회인‘Trade Club’
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유대감 제고와 활력 넘치
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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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총 16회를 개최하였으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출
범이래 총 65여회 개최해 오고 있다.

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대응 연찬회 개최
정부는 뉴라운드협상 준비과정에서부터 국내적으로 범정부적인 협
의체제를 수립하고 업계를 포함하여 국민여론을 효과적으로 수렴하
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동향에 대한 홈페이지(www.wtodda.net)를
별도로 구축하여 기존의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도하개발
아젠다’
란을 보강함으로써 협상진행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고, 각종 자료를 연구소, 학계, 업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 수시 배
포해 오고 있는 중이다.
한편, 2003년도에는 서비스, 농업, 환경 등 7개 의제별로 관련자
를 초청하여 총 21회의 DDA 세부의제별 연찬회를 실시함으로써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향후 DDA 협상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총 3회의
대규모 간담회 및 평가회의도 개최하였다.

라. 국내여론 수렴 및 홍보
정부는 WTO DDA 관련정보를 신속히 일반에 제공하면서 여론수
렴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WTO
DDA란을 운영하면서‘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농산물 시장개방 : 그 득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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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등의 소책자를 발간하여 언론계, 학
계, 민간단체 등 350여 곳에 배포하였으며 전국대학 및 국공립도서
관, 시민단체, 언론 등에도 배포하였다.

마. 경제개방정책 홍보사업
정부는 국내 주요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경제개방의 이익을 적극
홍보하여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개방정책
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보고서 발간, 다수의 연
찬회 및 간담회 개최, 통상 기자단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바. 재외공관의 feed-back 홍보
정부는 경제통상 활동의‘야전 사령부’격인 재외공관의 역량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입찰정보 등 외국의 각종 지역경제 정보 및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주재국의 경제개혁 경
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등을 발굴하여 국내로 환류(feedback)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의 추진력을 강화
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5,000여건의 최신 지역경제 정보 및 경제∙통
상 관련 자료를 재외공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경
제통상란에 적시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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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재외공관에서 수집한 각종 경제∙통상 정보는 외교통상부 홈페이
지 초기화면의‘경제통상’
란에 실시간으로 수록되고 있으며, 이용자
및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참고자료(첨부자료)도 충실하고 신속
하게 제공되고 있다.
‘경제통상’
란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2001년 12월) 대륙
별(국가별)과 주제별(경제현황, 수출입∙무역∙투자, 산업정보, 전시
회∙박람회 정보, 해외 입찰정보 등의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통상 통계와 통상교섭본부에서 발
간한 간행물 및 보도자료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수록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수록되는 자료는 월 평균 400건 규모이다.
또한 기존의 30개 공관에서만 가능하였던,‘사이버기업서비스’
는
현재 104개 전재외공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일대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5. 대외 경제홍보활동 강화
가. 재외공관을 통한 경제 홍보
정부는 대외신인도 제고, 외국인 투자 확대, 통상마찰 사전예방 등
을 위해 재외공관을 경제홍보활동의 전진 기지화하여 주요국의 경
제∙통상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경제홍보, 언론보도 유도,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한국의 구조조정, 경제위기 극복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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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주요국의 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경제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서 각 재외공관별로 지정된 경제홍보담당관 앞으로 일
일외신동향, 국내통계자료, 한국경제 개혁 정책자료, 홍보책자 및 비
디오 등을 수시 제공하였으며, 주재국의 유력 경제인사, 연구소, 주
요 단체, 교수, 국제금융기구 인사 등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들에 대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정책 자료 및 정보를 우편 및
e-mail로 수시 제공하였다.
또한 주재국의 신문이나 각종 매체에서 오보 및 왜곡∙추측보도 등
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등 즉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관련 국
제회의,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의 경제위
기 극복 과정과 4대 개혁 추진 현황,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홍보하였다.

나. 한국 경제 설명회 개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개혁 및 개방화 노력을 외국의 여론 주도층 인
사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우리의 금
융∙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 성과와 향후 지속적인 개혁 의지 및
경제정책 방향을 홍보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대외경제통상대사 및
경제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한국경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03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
데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하에서 신정부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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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
다. 이에 우리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개혁∙개방 및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경제 세계화, 기업∙금융 구조조정, 남북경협, 동북
아 경제중심 건설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해외 정부, 재계, 언
론 그리고 학계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
한 신뢰를 더욱 증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주요 경제포럼 참가를 통한 대외홍보
정부는 세계경제포럼, 보아오포럼 등 각종 경제포럼에 정부고위인
사를 참석시켜 우리나라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고위인사들은 각종 세션에 연사로 참석, 우리의 경
제개혁 성과를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포럼에 참석한 해외 유력
경제계 인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한국경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경제홍보 활동을 벌였다.
2003년 1월 23~28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신뢰회복’
을 주제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일명 다보스 포럼)에는 정동영
의원이 대통령 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라크 및 북한 핵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부각된 동 포럼에서 정동영 특사는 전체회의
기조연설, 파월 미 국무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원칙과 구상을 제시하였다.
2003년 11월 2~3일간 중국 해남도 보아오에서 개최된 제2차 보아
오 포럼 연례 총회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역내 경제 및 사회 통합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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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활성화, 환율정책 공조, 단일통화 형성 등 세계경제 3대 성
장축으로서의 아시아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원
쟈바오 중국 총리,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경
제협력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 12~14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
럼(WEF) 주관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조윤제 경제보좌관이 대통
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동 계기에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
하여, 우리 경제의 현황과 미래의 청사진을 홍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