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한국이세계경제발전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며한반도비핵화를통해인류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

라는전망이나왔다.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이8일서울삼성동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개최한 광복70주년기념,글로벌피스경제포럼

에서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의김주현경제분과위원장은 통일한국은동북아경제권의중심지에위치해7,500만의

내수시장과연구개발(R&D)기반,글로벌경쟁력을갖춘제조업으로세계경제발전의핵심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 이

라며이같이밝혔다.

北

北의식주문제해결땐교류요구목소리커져

동북아경협관문으로서남북경협중요성봐야

南자본+北노동력 벗어나상업금융지원모색을

통일과정에해외자본필요 대외신뢰쌓아야

이날포럼에는김위원장을비롯해조

동호이화여대교수,신상훈전신한은행

장, 최준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

구위원,최정일전주독일대사등이발제

자로참석했다.이들은통일한국의미래

상을어떻게새로정립해야하는지에대

한큰그림과함께남북경협방안에대한

인식변화및북한의변화상을반영한남

북경협모델의필요성등을제기했다.

또김진표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관과박대동새누리당의원,카르티케야샤

르마ITV네트워크회장이축사를했다.

이날발제및종합토론의좌장을맡은

김주현통일준비위원회경제분과위원장

은북한의경제상황이개선돼의식주문

제가 해소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

P) 3,000달러 내외가될때남북간에

자연스럽게통일논의가시작될수있을

것으로예측했다. 1인당소득이증가하

면자연스럽게정치적자유와남북한교

류확대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게되

고그힘이통일논의로이어질수있다는

의미다.또그이전이라도지도자의결단

이이시점을앞당길수도있다고봤다.

2014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1,200달러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통일한국 미래상:

무슨내용을어떻게담을것인가라는제

목의발제를통해국제안보환경및남북

한정치 경제상황이변화하면서새로운

통일한국의미래상을정립할필요가있

다고주장했다.또 남북경제통합이성

공하기위해서는체제통합이전부터경

제공동체를어떻게만들어가느냐가중요

하다 면서 남북경제통합의시너지요

인은극대화하는반면반시너지요인은

최소화해야한다 고강조했다. 그는 경

제통합의시너지를발휘하면통합이후

10년내 1인당GDP 3만달러를넘어서

며세계10대경제국(G10)진입이가능

할것으로내다봤다.

조동호이화여대교수는단순히남북

양자관계하에서대북지원으로인식하던

것에서벗어나다자관계하에서남북경

협을바라봐야한다며남북경협에대한

인식의전환을주문했다.

조동호교수는한국경제의미래차원

의 시각과 통일 준비 차원에서의 시각,

또세계평화차원의시각으로남북경협

을인식해야한다고지적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감소하

고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되는상황에

서새로운성장동력을동북아경제협력

에서찾아야하며동북아경제협력의관

문으로서 남북경협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그는또 남북경제가통합되기전에

북한경제의발전과이행을어느정도추

진한다면통합작업이수월해지고통일

비용도 작아진다 면서 남북경협은 통

일을준비하는가장효율적인방안 이라

고강조했다.

이와함께긴장과갈등이끊이지않는

동북아지역에서평화와번영을이루기

위한가장기초적이고필수적인과제가

바로남북경협이라고조교수는강조했

다.

신상훈전신한은행장은북한의경제

정책변화를반영,상업금융을활용한새

로운남북경협모델을제시해눈길을끌

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에서

기업경영의자율성확대 금융제도의

개혁 경제개발구도입등시장화 대외

개방을지향하는경제적변화가나타나

고있어이같은변화를반영해남북경협

모델도바뀌어야한다는것이다.

새로운모델은 남한자본+북한저임

금노동력이라는지금까지의남북경협

의정형화된틀에서벗어나상업금융이

북한기업을바로지원하는형태다.이는

북한이시도하는경제정책변화에반드

시수반되는자본조달을지원해선순환

구조를갖추도록마중물역할을하게될

것으로전망된다.

신상훈전행장은이모델을시범적으

로개성공단에적용한후북한의경제개

발구들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

로 내다봤다. 그는 새 모델이 적용되면

북한기업들은체질개선을통해북한내

시장을넘어국제적금융관행에친숙해

지고, 나아가 대외시장 체제를 견딜 수

있는자생력을기를수있게될것으로

분석했다.또이는 통일대박이현실화

하는데도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

내다봤다.

최준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

위원은 통일과정에서의재정정책과제

라는제목의발제를통해 통일과정에서

의거시경제안정화와북한지역의조속

한발전을위해서는해외로부터의자본

유입이필요하다 고지적했다. 남북간

경제격차를줄이고통일진행과정에서

일정기간발생될재정적자를극복하기

위해서다.

최준욱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인신

뢰가이자율및자본유입에영향을주는

만큼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통일방안과

함께한국의개혁및위기극복능력을국

제사회에보여줘대외적인신뢰를쌓아

야한다 고강조했다.그는북한지역발

전을 위한 방안으로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인적개발과관련된투자를확대

해나갈필요가있다 고제안했다. 북한

지역발전을위해서는각종시설과같은

물질적인기반보다는이러한기반을관

리해나갈인적자원이중요하다는것이

다. /노희영 박경훈기자

nevermind@sed.co.kr

외국환율고시 8일 (단위:원)

국명 통화명

전신환 현찰
매매

기준율

대미

환산율

미불당

환산율
송금

보내실때

송금

받을실때

현금

사실때

현금

파실때

미국 달러 1,170.20 1,147.80 1,179.28 1,138.72 1,159.00 1.0000 1.0000

일본 엔 976.42 957.66 983.96 950.12 967.04 0.8344 1.1985

유럽 유로 1,318.19 1,292.09 1,331.24 1,279.04 1,305.14 1.1261 0.8880

중국 위안 - - 195.25 169.71 182.48 0.1574 6.3514

노르웨이 크로네 142.59 139.77 144.00 138.36 141.18 0.1218 8.2094

뉴질랜드 달러 771.41 756.15 779.05 748.51 763.78 0.6590 1.5175

대만 달러 - - 37.84 33.56 35.70 0.0308 32.4650

덴마크 크로네 176.37 172.89 178.12 171.14 174.63 0.1507 6.6369

말레이시아 링깃 - - - - 274.64 - -

바레인 디나르 3,102.06 3,040.64 3,132.77 3,009.93 3,071.35 2.6500 0.3774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312.16 305.98 315.25 302.89 309.07 0.2667 3.7500

스웨덴 크로나 141.91 139.11 143.32 137.70 140.51 0.1212 8.2485

스위스 프랑 1,204.31 1,180.47 1,216.23 1,168.55 1,192.39 1.0288 0.9720

싱가포르 달러 828.33 811.93 836.53 803.73 820.13 0.7076 1.4132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318.77 312.47 321.93 309.31 315.62 0.2723 3.6721

영국 파운드 1,792.63 1,757.15 1,810.38 1,739.40 1,774.89 1.5314 0.6530

인도네시아 루피아 8.50 8.34 8.58 8.26 8.42 0.0073 137.6485

캐나다 달러 895.76 878.04 904.63 869.17 886.90 0.7652 1.3068

쿠웨이트 디나르 3,876.16 3,799.42 3,914.54 3,761.04 3,837.79 3.3113 0.3020

태국 밧 32.60 31.96 32.92 31.64 32.28 0.0279 35.9046

필리핀 페소 - - 26.68 23.66 25.17 0.0217 46.0469

호주 달러 840.12 823.50 848.44 815.18 831.81 0.7177 1.3933

홍콩 달러 151.01 148.03 152.51 146.53 149.52 0.1290 7.7515

※일본 JPY, 인도네시아 IDR는 100단위로고시됩니다

국제금융시세

TC매도율

美달러 1,173.46

日 100엔 978.13

유로 1,318.98

주요국제환율 (AP-DJ=연합특약) 단위:美달러

구분 런던 뉴욕 도쿄

￥ 119.83 119.92 119.85

파운드 1.5313 1.5317 -

유로 1.1261 1.1252 -

※런던뉴욕은7일, 도쿄는8일 단,엔화는달러당엔임

외환예금이율(8일) (연%, 최고금리,건별차등적용)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달

러

거주자 0.0100 0.0100 0.0100 0.0100 0.1300

비거주자 0.0100 0.0100 0.0100 0.0100 0.1300

엔
거주자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비거주자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유

로

거주자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비거주자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환가료(8일) (美달러, 연%)

구분 일람불 30일 60일 90일 1년

Clean 1.8506 1.9186 2.8186 3.1266 3.2266

하자 3.3506 3.4186 4.3186 4.6266 4.7266

국제상품시세 (7일)

구분 상품명 단위 인도월 가격 등락폭 거래소

에너지

WTI 달러/배럴 11월물 47.81 ▽0.72 NYMEX

천연가스 달러/MMBTU 11월물 2.474 ▲0.004 NYMEX

난방유 달러/갤런 11월물 1.5796 ▽0.032 NYMEX

가솔린 달러/갤런 11월물 1.3900 ▽0.046 NYMEX

농산물

옥수수 센트/부셸 12월물 395.75 ▽2.50 CBOT

소맥 센트/부셸 12월물 516.75 ▽9.50 CBOT

대두 센트/부셸 11월물 891.00 ▲3.00 CBOT

돈지육 센트/파운드 12월물 65.98 ▽0.75 CME

귀금속

금 달러/온스 12월물 1148.70 ▲2.30 COMEX

은 센트/온스 12월물 16.09 ▲0.110 COMEX

백금 달러/온스 1월물2016년 946.40 ▲11.70 NYMEX

팔라디움 달러/온스 12월물 699.50 ▽8.20 NYMEX

비철금속

전기동
달러/톤 3개월물 5187.00 2.00 LME

센트/파운드 12월물 236.70 ▲1.20 COMEX

알루미늄 달러/톤 3개월물 1577.00 ▲24.00 LME

니켈 달러/톤 3개월물 10170.00 ▲210.00 LME

아연 달러/톤 3개월물 1693.00 ▲36.00 LME

납 달러/톤 3개월물 1674.00 ▲45.50 LME

주석 달러/톤 3개월물 16050.00 ▲350.00 LME

기타

원면 센트/파운드 12월물 62.05 ▽0.03 ICE

원당 센트/파운드 3월물(16년) 13.98 ▲0.35 ICE

커피 센트/파운드 12월물 126.05 ▽2.05 ICE

코코아 달러/톤 12월물 3079.00 ▽13.00 ICE

오렌지주스 달러/파운드 11월물 108.70 ▲0.85 ICE

고무 엔/Kg 2월물(16년) 172.00 ▽1.80 TOCOM

해외증시동향 (단위:포인트, %)

구분 주가지수 8일종가
전일대비

등락폭(등락률)

뉴 욕

뉴욕 16,912.29 ▲122.10(0.73)

나스닥 4,791.15 ▲42.79(0.90)

S&P 500 1,995.83 ▲15.91(0.80)

런 던 FTSE 100 6,336.35 ▲10.19(0.16)

독 일 닥스 9,970.40 ▲67.57(0.68)

프 랑 스 CAC 40 4,667.34 ▲6.70(0.14)

러 시 아 RTS 844.12 ▲17.47(2.11)

브 라 질 BOVESPA 48,914.32 ▲1,179.21(2.47)

이 탈 리 아 MIB 22,007.34 ▽175.31(0.79)

도 쿄 닛케이225 18,141.17 ▽181.81(0.99)

중 국 상하이 3,143.36 ▲90.58(2.97)

타 이 완 자취엔 8,445.96 ▽49.27(0.58)

홍 콩 항셍 22,354.91 ▽160.85(0.71)

베 트 남 VN 586.78 ▲7.21(1.24)

싱 가 포 르 ST 2,942.74 ▽19.07(0.64)

호 주 ALL ORD 5,241.42 ▲12.99(0.25)

태 국 SET 1,392.15 ▽1.51(0.11)

인도네시아 JKSE 4,491.43 ▲4.30(0.10)

※뉴욕,런던,독일,프랑스, 러시아,브라질,이탈리아는 7일종가

北1인소득3,000弗수준오르면

통일논의자연스럽게확산될것

최정일전駐독일대사

통일충격이겨낸독일의개혁교훈삼아야

최정일(사진)전주독일대사는 독일

은변화와개혁을거쳐통일의충격을극

복하고경제강국으로부상했다 면서 이

같은과정은우리에게많은과제를시사

한다 고밝혔다.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이8일서울삼

성동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개최

한 광복 70주년 기념, 글로벌피스경제

포럼에서최전대사는 독일의통일과

통합경험을주제로한발표를통해이같

이말했다.

최전대사는 게르하르트슈뢰더총

리정부가지난2003년 어젠다2010 이

라는전반적인경제개혁에착수한후독

일경제는서서히경쟁력을회복했다 면

서 통일후경제침체를극복하고유럽

제1의경제강국으로부상할수있었다

고분석했다.

독일은통일이후25년동안약2조유로

의통일비용을부담했으며이는우리돈으

로환산하면매년

150조원을쏟아부

은셈이다. 그결

과2000년대초에

는재정적자가국

내총생산(GDP)

의3%를넘어서고

실업자가500만명

에달하는등부작용이심각했다

이에슈뢰더총리는당시임시직,미니

일자리 등 고용을 창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제고했으며실업수당등의복지

를 축소하고정년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등의경제개혁을단행했다. 이

에 따라 유럽연합(EU) 28개국 경제의

20.7%를차지하며세계2위의수출대국

으로자리매김할수있게됐다.

독일의이같은통일및통합과정이

한반도통일에그대로적용되기는어렵

겠지만이를교훈삼아한반도상황에맞

게적절히활용할수있을것이라는분석

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8일오후서울삼성동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열린글로벌피스경제포럼에서문현진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GPF)의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조동호(왼쪽부터)이화여대교

수,김주현통일준비위원회경제분과위원장,카르티케야샤르마 ITV네트워크회장,문의장,김진표전경제부총리,신상훈전신한은행장, 최정일전주독일대사,최준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

원. /송은석기자

문현진GPF의장기조연설

문현진(사진) 글로벌피스파운데

이션(GPF) 의장은 8일 통일준비

에있어성공적인경제개혁은가장

중요한요소 라면서 이를위해금융

시장의 혁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

다 고강조했다.

다음은문의장기조연설요약.

해방70주년을맞아이곳서울에

서제1회글로벌피스경제포럼을개

최하게되었습니다. 이회의의주제

는 통일한국을 위한 21세기 경제모

델건설입니다.한반도에는통일이가

능한변화의바람이일고있습니다.

통일준비에있어서성공적인경제

개혁은가장중요한요소입니다.관주

도와재벌중심의진부한경제패러다

임은역동적인모델로대치돼야합니

다.한국경제가정체돼있고청년인

구가줄어드는데도오히려청년실업

률은세계최고수준인것은바로정실

자본주의와그로인한반기업정서가

뿌리깊게자리잡고있기때문입니다.

경제관련법과규제를간소화하고

재벌중심에서보다많은사람이 자

본창출에참여할때한국의경제성

장엔진이현재수준을초월해돌아

갈 것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일자리와기회를창출할것입니다.

경제개혁과새로운경제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융시장의혁신과규제완화에있습

니다. 정부정책지원을받는금융기

관들은 초과

자금을 묵히

지말고새로

운성장과기

회를위해투

자해야 합니

다.

장기적 차

원에서한국의생존과성장은한국금

융이해외시장에서얼마나성장하고

그것을한국에어떻게접붙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현재와같이관료주의

적이고위험감수를싫어하는한국금

융기관들은국내외의기회와자본을

효율적으로연결하지못하고있습니

다. 완벽하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은

성장기회들을자본화하는데뛰어납

니다.

저는2008년부터파라과이에서GP

F재단과최고의싱크탱크를창설해국

가적인변혁을이끌었습니다.2000년

대초외국자본이투자하기에가장불

안했던나라가지금은가능성이상당

한미개발시장으로떠올랐습니다.

그런데저는한국금융기관과파라

과이의가능성에대해논의할때마다

벽에부딪치는느낌이었습니다.그들

은 가치의 확대보다 평범한 안전을

선택하기때문에과감하지못하며분

명한기회를자본화시키지못하고있

습니다.한국정부는금융기관이자기

자본을훨씬더경쟁력있게만들고

세계시장에진출하도록지원해야합

니다. /노희영기자

성공적인경제개혁이

통일준비의핵심요소
금융시장혁신 규제완화로투자유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