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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 라투자은행(AIIB)은 국의 일 일로 구상에 한 융지원의 축으로서 아시아 인

라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개발은행(MDB)으로서 우려도 많았으

나,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을 창립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하 다. 본고에서는 ‘반다자주의’의 개념을 

용하여 AIIB 등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창립과정과 역할을 망하며, 이러한 역내 다자 융 력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 다.

국의 AIIB 창립은 다자 융 력의 진화 과정에 나타난 반다자주의  상으로서, 국이라는 

신흥경제국을 심으로 기존 MDB의 한계에 공감한 국가들이 력하여 새 MDB를 만든 것이다. 

기존 MDB들은 빈곤퇴치, 환경 등 범 한 역을 지원하고 있어 아시아 인 라 구축 지원에는 한

계가 있었고, 정책결정 과정이나 우선순 에서도 개도국들의 요구를 반 하기 어려웠다. AIIB는 이

에 보완을 구하며 아시아 개발 련 다자 융 력 구도에 일종의 경쟁을 조성하 으며, 기존 체제

에 도 하면서도 서로 지속 가능한 발 을 도모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AIIB는 아시아의 인 라 구

축 필요성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일부 운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기존 국제 융질서 하에서 운 되

는 만큼 타 MDB들과 력하며 발 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상된다.

AIIB는 아시아의 인 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면서 특히 일 일로 련 지원에 집 할 것이다. 한

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인 라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한국도 주도 으로 역내 융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개발을 비하기 해서도 동북아의 융 력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유라시아 진출 기반 조성을 한 장기  과제이기도 하다. AIIB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극 활

용하면서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로 진출할 략  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AIIB, 다자금융협력, 다자개발은행, 반다자주의, 인프라 개발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
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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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창립이 지역별 다자금융협력 분야의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북경에 본부를 

두고 2016년 1월 16일자로 공식 출범한 AIIB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할 한 축으로,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지원을 목

표로 내걸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

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IIB 창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기대 이

상의 흥행을 거두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상당수 서구 선진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을 창립회원국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주

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요 MDB로 기능하고 있는 아시

아에서 중국 주도의 AIIB가 안정적인 운영에 성공한다면, 나름의 목표와 운

영방식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자금융협력 분야의 경쟁과 변화

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년간 미국 주도의 IMF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제금융질

서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확산되어 왔고, 다양한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별로 크고 작은 금융협력체계 형성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다. 2014년 BRICS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설립을 선언했을 때 세계은행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려는 시도

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아시아에서 AIIB의 창립은 일단 미국과 일본 주도의 

기존 MDB인 ADB에 대하여 역할을 분담 또는 보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1945년 2차 대전 종식 이후 국제금융 분야에서 미국 주도 하에 성립한 브

레튼우즈 체제는 IMF와 세계은행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지분 비율과 투

표권 등에서 미국, 일본과 서구 선진국들의 주도권이 뚜렷하였고, 그 주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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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우선순위를 부여한 지역의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IMF는 회원국의 경제금융 상황 감독 및 정책 권고와 긴급자금 

지원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세계은행을 비롯하여 이후 

지역별로 등장한 국제금융기구들은 대부분 다자개발은행(MDB)으로 통칭하

고 있다. 대표적인 MDB로는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들 수 있다. 2차 대전의 전쟁 피해 복구와 신흥개도국의 개발 지원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조정 역할을 주도한 

MDB이다.1 이후 지역별로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해당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MDB들이 등장하

여 활동 중이다. 

현재 특정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금융질서에 새로 편입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미국 및 주요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전제하는 IMF 가입 신청

이 그 시작이 된다. IMF 가입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MDB 가입의 전제

조건이다. IMF에 이어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MDB 가입은 한 국가의 경

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MDB들 자체의 자금 지원도 있지만, 

MDB 가입이 투자가치의 보증 기능을 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간자본

의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장형수 외, 2009: 8-28). MDB 가

입과 평가는 신뢰도가 높은 MDB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이는 ODA 자금이

나 민간투자와 같이 해당국이 원하는 다른 자금 지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수익이 높은 투자처를 찾는 민간투자는 보통 그 투자자가 속한 국가의 

ODA와 함께 유입되며, 지속적인 민간투자의 유치에도 MDB 가입이 그 시

발점이 되는 것이다.

MDB 가입과 수혜는 각 국가의 개발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띠며, 

각 MDB들은 이를 활용하려는 국가들이 모인 다자금융협력의 장으로서 UN

이나 WTO 등과 함께 오늘날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 세계은행 그룹은 IBRD를 기본으로 하여 최빈국을 상대로 양허성이 강한 지원 자금
을 제공하는 국제개발협회(IDA),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 발전과 민간자본의 국제
적 이동을 촉진하는 국제금융공사(IFC),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
자촉진을 도모하는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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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과 IMF를 중심으로 구축된 MDB들의 운영 규

범과 제도가 점점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도국과 신흥 경제강국

들을 중심으로 개혁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전후로부터 이어져 온 기존 MDB

들의 운영방식으로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 경제강국

들이 기존 MDB에서 그간 성장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지분과 투표권을 가지

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요구가 있었으나, 미국, 일본, 서유럽 선진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신흥국들이 급속하게 지분을 늘리고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꺼리고 견제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AIIB는 선진국 주도의 기존 MDB들이 구축해 온 다자금융

협력 체계에 변화를 촉구하며, 인프라 구축 등 중국과 아시아 역내의 개발 

사업 필요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MDB로서 등장을 알렸다. 본 논고에서는 신

규 MDB로서 AIIB의 창립이 기존과 전혀 다른 지향점을 내세운 도전과 위

협이 되기보다는, 기존 MDB들과 부분적으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상호 

영향을 줌으로써 기존 체제를 보완하는 발전적 진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고

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반다자주의(counter-multilater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보고, III장에서 AIIB의 창립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IV장에서는 이러한 AIIB의 등장과 역내 다자금융협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반다자주의’의 개념과 MDB 구조에의 적용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다.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나 신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다자주의는 사안별로 지

구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치사회적인 세계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과정

과 그 노력으로 인식된다(Gill, 1997). 정치적 측면에서 국가 행위자의 협력

을 중심으로 보는 다자주의의 역사는 근대국가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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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 회의를 통해 성립했던 유럽협조체

제(the Concert of Europe)부터 1차 대전 이후의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행위자가 다변화하면서 

특히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국가 이외에도 비정부단체나 기업, 개인까지 다

자주의의 규범이나 제도의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다자주의의 개념과 범위도 

그만큼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국가를 기본 회원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변화 요구와 진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편의

상 행위자를 국가로 단순화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국가 간의 협의에 기초하

여 형성된 다자적 규범과 제도가 이에 불만족한 국가들의 새로운 요구에 따

라 변화하는 현상을 ‘반다자주의’라는 틀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1. ‘반다자주의(counter-multilateralism)’의 개념

최근 코헤인과 모스(Keohane and Morse, 2015)가 다자적 규범 또는 기

구 간의 경쟁에 관한 개념으로 제시한 ‘반다자주의(counter-multilateralism)’

는 기존의 다자적 규범과 틀에 만족하지 못하는 행위자들이 또 다른 다자적 

틀을 활용하여 경쟁하고 대항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이다.2 국제 안보, 정

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기구나 협의체들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규범과 제도가 고착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원

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

착된 기존의 규범과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이 연대

하여 새로운 다자주의의 틀을 만들거나 바깥의 다른 기구나 협의체를 활용하

여, 기존의 다자기구를 대체하거나 또는 기존 기구 내에서 규범과 제도를 변

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2. 이 개념은 2014년 ‘경쟁적 다자주의(contested multilateralism)’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논문을 수정 ‧ 보완하면서 ‘반다자주의(counter-multilateralis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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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ohane and Morse(2015), p. 21의 그림을 저자가 재구성.

<그림 1> 반다자주의 등장에 이르는 과정

여기서 다자기구(multilateral institution)란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

을 가지고 규범과 제도화된 행위를 보유한 국가 간(또는 비국가행위자 포함)

의 협의체를 의미한다. 각 국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자기구에 가입하고 

규범을 수용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기존 회원국들로 인해 해당 다자기구의 

규범과 행위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익 추구를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생각이 맞는 국가들과 합

력해서 다른 다자기구로 힘을 옮겨 싣거나 아예 새로운 다자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경쟁 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규범과 행위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기존 

다자기구의 규범과 충돌하게 되고, 아예 새로운 기구가 기존 기구를 대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기구의 규범과 행위를 상당 부분 수정하도

록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다자기구에서 주도권을 얻지 못하

고 규범과 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불만족 행위자(회원국)의 그룹

이 형성된다고 하여 모두 효과적인 반다자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

안이 될 만한 바깥의 다자기구가 없거나 새로 창립할 역량도 없다면 반다자

주의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대체 또는 신규 다자기구를 활용하려고 할 때에

도, 만약 기존 다자기구의 주도국들이 이를 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존 기

구의 정책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변화시킨다면 반다자주의 상황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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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반다자주의의 발생은 다른 기구를 활용하려는 불만그룹의 시도가 

기존 다자기구의 내부적 정책 논의나 결정에 영향력이 없거나 구조적인 이유

로 정책 변화에 실패할 경우에 나타난다. 기존 기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밖에 있는 다른 기구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다자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규범과 

제도로 경쟁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일 경우 기존의 다자적 규범이나 제

도화된 행위도 새로운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거나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면

서 진화하게 된다.

이러한 ‘반다자주의’는 주도하는 국가가 어느 정도 정치, 경제적 역량을 

축적한 강대국일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라면 

반드시 다자기구를 활용하지 않고도 양자 관계를 통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도 원하는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슈 영역에서 강대국들

도 가능한 한 다자적 틀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자주의를 통해 

자국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불만의 대상이던 기존의 다자적 틀에 도전하는 상황일 경

우, 또 다른 다자적인 틀을 활용하면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국제사

회에서 정당성을 축적하기도 용이해진다. 효과적인 반다자주의의 발생은 기

존의 다자주의에 도전하고 와해시켜 새로운 다자적 규범과 틀을 형성하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기존의 규범과 틀이 고착되어 시대의 변화

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적절한 

다자협력 체계로 진화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반다자주의적 진

화는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 아래에서는 MDB를 중심으로 다자금융

협력 분야의 진화 과정에 적용을 시도하였다. 

　

2. MDB들의 다자금융협력 체계 구축과 발전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해 온 기존 MDB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최

근의 다양한 변화 요구도 위와 같은 반다자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망할 수 

있다. 기존 MDB들은 설립 당시의 목표와 주도국의 정치경제적 가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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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방향성과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규범과 제도를 형

성해 왔다. 사실 70여 년간 미국 주도 하에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제금융구

조를 구성하는 행위자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MDB는 민간금융기관이

나 ODA 공여국 등 다른 국제금융 행위자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Buiter and Fries, 2002). MDB는 다자간 사업의 자본금 분담구조를 형성할 

때, 높은 신뢰도에 기반을 둔 가장 선호하는 채권자로서 주도적이고 결정적

인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대출이나 투자 대상을 선택하

고 검증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해당 MDB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

의 금융협약과 원칙,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유도하게 된다. MDB

가 직접 보증을 제공하여 투자 위험성을 경감시키고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한 MDB의 참여와 보증 자체가 해당 사업에게 다른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각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MDB 활

용은 특히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외부자금 조달의 한 방

법이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비용은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지

만, 국가별로 상황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국가별로 경제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양자 원조를 비롯한 협력이 진행되는 가

운데, 접경지역 등에서 이루어질 초국경 사업은 다자협력을 통해 외부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는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MDB는 회원국들의 납입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으로 개도국의 대

규모 사업이나 초국경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국 정부의 정책 사업을 주

로 지원하는데, 이는 정부 주도 사업의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협력

이 용이하면서, MDB의 목표 중 하나인 개도국 경제개혁과 국제경제체제로

의 편입 유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상국의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

원 사업에 대해 개혁 조건이나 상환 규정 등 국제 수준에 맞는 계약을 체결

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민간 사업에도 참여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민간의 금융 계약과 비슷하게 사업성 위주로 시행되며, 역량 있는 투자자로

서 지역과 국제사회 규범체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조건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개는 정책 사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금융지원을 통해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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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 목표: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촉진

- 회원국: 설립 당시 29개국으로 시작, 현재 188개국

- 자본금: 1946년 당시 100억 달러, 현재 2,328억 달러

IDB

미주개발은행

- 목표: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의 개발 지원

- 회원국: 미국과 중남미 19개국으로 시작, 현재 48개국

- 자본금: 1959년 당시 8.5억 달러, 현재 1,287억 달러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 목표: 아프리카 각국의 개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회원국: 아프리카 23개국, 현재 78개국

- 자본금: 1964년 당시 2.5억 UA, 현재 1,030억 달러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 목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이행 및 민간기업 활동 촉진

- 회원국: 유럽 및 비유럽 55개국으로 시작, 현재 64개국

- 자본금: 1991년 당시 100억 ECU, 현재 300억 유로

ADB

아시아개발은행

- 목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촉진

- 회원국: 역내외 31개국으로 시작, 현재 67개국

- 자본금: 1966년 당시 10억 달러, 현재 1,650억 달러

자료: 이형근(2004), p. 31의 표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표 1> 주요 기존 MDB의 설립목표, 회원국 및 자본금 비교

(단위: 달러, 타 화폐는 해당란에 표기)

감독하며, 이 과정에서 대상국의 제도 개혁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타

당성(F/S) 조사나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 기술협력 사업도 제공한다. 수혜국

에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체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규범과 조건을 적

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표적 MDB인 세계은행(IBRD, IDA)은 전 세계를, 아시아개발은행

(ADB)은 주로 아시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구 공산권 유럽, 러시아, 

CIS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해 왔다.3 <표 1>은 주요 MDB로 일컬

어지는, 회원국 수나 자본금 규모에 있어 대규모에 속하는 MDB들의 설립 

목표와 회원국범위 및 자본금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김유리, 2016: 12-16).

이러한 MDB들의 원활한 운영에는 회원국의 구성과 자본금 규모가 중요

 3. 특히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구 공산권 붕괴 후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정치·경제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MDB로, 중부와 
동부 유럽의 체제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서유럽과 미국이 주도하여 설립함
(장형수 외, 2008: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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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MDB마다 목표와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대상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MDB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회원국의 구성이 

중요하였다. 선진국들이 많이 가입할수록, 그리고 실적이 축적될수록 해당 

MDB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MDB라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역외국, 특히 역외 

선진국을 위주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가입국이 늘어나고 투자지

역과 사업이 함께 확대되면서 자연히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게 되며, 자본금 

규모와 신뢰도가 향상되는 정도에 따라 MDB의 실적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IBRD나 ADB와 같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MDB들은 누적 융자액 

규모가 자본금의 두 배에 달하는데,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채권발행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ADB나 EBRD 등 

지역 MDB들은 해당 지역의 신흥 시장과 개도국에 보다 많은 장기적 금융 

지원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속적인 금융지원으로 사업이 확장

되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도 함께 활발해지면서 지역경제 규모 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주요 기존 MDB들의 활동 영역과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는 대상 지역의 필요성과 MDB가 지향하는 목표의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왔

다. 세계은행의 IBRD는 과거 전후 복구에 이어 개발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

하였다가, 점차 개도국 및 최빈국들의 빈곤 퇴치로 초점이 이동해 왔다. 미주

개발은행(IDB)도 비슷한 추세로 역내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면서도 빈

곤의 퇴치, 사회 평등 실현 등의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아프리카개발은

행(AfDB)의 경우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활동도 상대적으로 위축

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기금 설립 등을 통해 빈곤 퇴치 등 분야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역시 우선순위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아시아의 기존 MDB인 아

시아개발은행(ADB)은 설립 초기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꾸준히 동남아 개발

에 집중해 왔고, 세계은행의 우선순위와 유사하게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

한 공헌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영역과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대

상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70여 

년간 미국과 선진국의 가치와 목표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국제경제 및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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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구조의 규범과 제도를 공고히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는 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3.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

　

세계은행을 비롯한 기존 MDB들이 구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

는 다자적 규범과 제도에 대하여, 최근 몇 년간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일단 국제금융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행위자들의 비중에 근

본적인 변화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행위자 중에 MDB들이 다자적 공

적 분야 행위자로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 양자적 공적 분야 행위자로 선

진국의 원조기관들이 있고, 민간 분야 행위자로 민간 은행이나 투자자들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MDB나 원조기관 등 공적 분야 행위자들이 주도하던 

국제금융 분야에 최근에는 민간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민간의 상업적 투

자가 늘어나면서 공적 자금 규모를 추월하고, 원조에서도 민간의 재단이나 

NGO 활동이 ODA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Linn, 2013). 기존 MDB들의 비

중이 지배적이던 다자적 개발 지원 분야에도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금융

기구들이 나타났다. 아직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존 MDB들의 영향력에는 미치

지 못하지만, 지역별로 인프라 개발 사업 등에 보다 집중하는 역내의 다자적 

금융기구들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 세계적인 주요 MDB보다 지원 규모가 

커지기도 한다. 세계은행보다 대출규모가 큰 유럽투자은행(EIB)이나, 미주개

발은행(IBD)보다 대출규모가 큰 중남미개발은행(CAF) 등을 일례로 들 수 

있다. 보다 작은 범위의 소지역별로 소수의 개도국이 서로의 개발을 위한 금

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소지역개발은행(Sub-Regional Development Banks)

들도 출현하였다.4 소지역개발은행은 가입국 범위와 지원대상의 지리적 범위

가 좁고 매우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회원국 대다수가 개발지원의 

 4. 일례로 카리브해연안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CDB), 중미경제통합은
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동아프리카개발은행 
(East African Development Bank: EADB), 서아프리카개발은행(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WADB) 등을 찾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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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국이다 보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는 주요 MDB들에 미치지 못한

다. 그러나 서로의 필요에 부응하는 역내 협의체로 기능하며 유연성 있게 활

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 의미와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주요 MDB의 틀 밖에서 다자금융협력을 도모하는 크고 작은 다자 금융기

구가 생겨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기존 MDB의 지원 규모가 수

요에 비해 부족하다. 지역마다 개발 자금의 부족함을 느끼는 개도국들 간에

는 현재의 MDB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기본 인프라

의 부족, 새로운 전염병, 분쟁과 자연 재해, 금융위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에 이르기까지 금융지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MDB의 지원 규모

는 전반적으로 불충분한 것이다. 기존 MDB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금융지원을 확장한다고는 하지만, 규모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지원 수요에 

모두 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적인 선진국들의 경제적 상황도 기존 

MDB들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뒷받침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기존 MDB들의 주도국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지원의 목

적이나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정 과정이나 운영에 있어 개도국이나 중

국, 인도 등 신흥 경제강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선진 

회원국들 주도의 정책 결정과 사업 방식을 고수해 왔다. 

물론 기존 MDB들 내에서도 개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가치와 규범으로 신흥국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

을 지는 미지수이다. 일례로 최빈국이나 저발전 개도국이 아닌 회원국들에게

도 상업적 측면이 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원칙을 변경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기 구축된 가지와 규범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

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 등 신흥국들의 정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기존 MDB 

총재도 국적에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된다. 

신흥 경제강국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자본금 지분 구조

를 변경하자는 요구도 강하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기존 MDB들의 자

금 압박을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기존 주요 회원국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

로 약화할 수 있어 적극적인 반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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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존 MDB에서 선진국 주도로 구축된 규범과 제도가 맞닥뜨린 한

계와 문제에 대하여 개혁을 요구하고 외부에 새로운 MDB나 다양한 형태의 

다자금융기구를 만들려는 현상을 반다자주의 전개 과정의 틀에 비추어 생각

해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 및 서구 선진 회원국 중심의 지배구

조와 우선순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내 개도국들과 경제 및 금융협력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거나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 독자적인 금융지원이나 기술협

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력을 갖춘 신흥국들이 주도하여 기존 MDB와 

차별화된 목표와 구성으로 신규 MDB를 설립하는 경우, 이는 반다자주의의 

효과적인 시도가 되어 다자금융협력의 진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

할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AIIB) 설립 추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III. 중국 주도 AIIB 출현과 아시아 MDB 구도의 변화

기존 주요 MDB 중 아시아에서 개발사업 지원을 주도해 온 MDB는 세계

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중국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이들 MDB의 최대수혜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MDB들만으로는 아시

아 역내 수요에 비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 구축된 

구조 내에서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특히 중국이 

독자적인 금융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본 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신규 MDB로 등장한 AIIB가 창립된 과정과 그 역할, 역내 다자 금융협력의 

진화를 추동하는 반다자주의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1. AIIB 창립의 배경과 과정 

신규 MDB 창립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 국제금



44   김유리

융기구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그 범위와 규모가 클수록 협상이나 행정적 절

차도 길고 어려운 작업이다. AIIB 창립 논의 초기만 해도 신규 MDB의 창립

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는 우려와 함께, 기 존재하는 세계은행이나 ADB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기존 MDB만으

로는 늘어나는 아시아의 역내 개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

다. 아시아의 기존 MDB인 ADB의 경우 대부분 자금을 동남아의 공공 부문 

개발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ADB는 1963년 창설 논의 당시 미국이 메콩강 

유역 개발을 포함한 동남아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데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15.8%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1966년 12월 창립을 선

언한 이래 동남아 사업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었다. 동남아의 메콩강유역개

발사업(Greater Mekong Subregion: GMS)이 대표적인 다자협력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주요 사업 영역은 1960년대는 식량과 농촌 개발이었다가, 

1970년대에 교육, 보건 등 분야로 확장하였고, 1990년대에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전략목표로 빈곤감소, 여성, 환경 등을 내세우고 기술협력에도 주력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아시아 건설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세계 해외건설 시장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2009년 19%에서 2013년 27%로 

최대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아시아 건설수요는 약 3.9조 달러로 세계 

건설수요의 45%를 차지하였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주로 향후 몇 년간 약 

5%씩 성장을 거듭하여 2018년경에는 4.8조 달러까지 성장하리라는 전망이

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투자의 안정성이 다소 취

약하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여기에는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의 

건설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건설시장이 포함되며, 특히 인프라 시장의 

경우 일대일로 구상 등 중앙정부의 투자 확대로 당분간 큰 폭의 성장이 예상

되고 있다.5 동남아시아의 경우 투자의 위험성이 높기는 하나, 역시 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들의 수요가 크

 5. 중국의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4년 5,700억 달러, 2015년에는 9% 증가한 6,200억 
달러를 달성하리라고 예상되며, 중국 중앙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8년에는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한국수출입은행, 2015 참조).



 AIIB 설립을 통해 본 아시아 다자금융협력 체제의 진화   45

게 확대되고 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기존 MDB를 최대한 활용해 왔다. 

중국은 최근까지 세계은행과 ADB의 주요 차입국 중 하나였고, 러시아는 유

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최대 차입국이었다. 그러나 기존 MDB의 지원 규

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구축된 구조와 정책 측면에서도 향후 획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아시아 역내국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목표로 역내 MDB를 창립할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것이

다.

AIIB는 2013년 중국 지도부의 동남아 순방에서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10월 AIIB의 창립 MOU 서명에는 중국을 포함하여 21개국이 참가

하였다.6 창립총회까지만 해도 AIIB의 성공적인 설립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AIIB의 

창립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과 견제로 인해 당시 한국과 호주 등은 가

입의사를 보류하고 있었다. AIIB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시각은 

2015년 3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이 가입을 신청하면

서 완전히 바뀌었다. 영국을 필두로 유럽 각국이 갑작스럽게 AIIB 가입을 신

청한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가 부재한 가운데 유럽 각국이 국익에 따라 

결정한 결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IMF의 개혁 지연에 유럽 각국 역시 불만이 있었다. 이에 중국의 반다자주의

적 시도에 협력하여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기존 다자적 틀의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AIIB에 호응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무엇보다도 창립

회원국에서 누락되면 아시아의 해당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말까지로 정해진 창립회원국 가입 기한까지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가입 신청을 하였고, 미국의 입장도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맡긴다는 태도로 바뀌면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줄어

 6. 2014년 1~9월 AIIB 설립준비 1차~5차 회의 개최 후 10월 24일 북경에서 AIIB 창
립총회를 개최하였음. 21개국은 중국,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예멘,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상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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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설립목표

- AIIB 설립은 “일대일로 관련국가의 기초인프라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시 주석, ’14년 11월 중앙영도소조 제8차 회의)

회원국

- ’15년 3월 말 창립회원국 가입 마감 시 57개국

- 이후 일반가입은 IBRD 또는 ADB의 회원국에 개방

- 역내회원국과 역외회원국, 창립회원국 구분

자본금 및 

지분

- 수권자본금 1천억 달러,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 납입은 매회 20%씩 5회에 걸쳐 분할 납입(5년간)

- 중국 지분 30.34%, 한국은 3.81%*

  * 한국에 배당된 자본금 37.4억 달러 중 실제 납입금액은 7.5억 달러

-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 유지

운영방식

- 대출, 협조융자, 지분투자, 보증 등 기존 MDB들의 운영양식과 원칙 준용

- 기술원조, 기타금융(총회 결정), 특별기금 등

- 우선 투자은행으로 설립한 이후 특별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

- 북한과 같은 비회원국 지원에는 총회의 최대다수결 투표 필요

지배구조
-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기존 MDB 사례 준용)

- 총회는 기본 및 지분투표수 배분, 이사회는 12인(역내외 9:3)이며 비상주

사업 

우선순위

- WB나 ADB는 빈곤 감소에 우선순위, AIIB는 아시아 인프라 구축에 중점

- 경제의 성장에 비해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역 플랫폼 구축, 인프라 사업 

자금 지원에 주력

자료: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 AIIB 관련 주요 내용

들었다.7 한국도 추세를 따라 3월 27일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2015년 3월 

말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되었고, 6월의 협정문 서명을 지나 국가별 

비준이 진행되어 2016년 1월 북경을 본부로 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초기자

본금은 1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되, 지분율은 역내회원국 75%, 역외회원국 

25%로 배정하고 중국의 지분을 30.34%로 산정하였다. 한국은 3.81%로 5번

째로 지분 규모가 큰 회원이 된다. 지배구조는 타 MDB 사례를 준용하여 총

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하고, 사무국 위주의 운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비대

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이사회에 중요 결정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운영원칙도 기존 MDB의 모범적 사례를 활용하여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 목표인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역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 사업 

 7. 미국도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동맹국들의 가입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
서, “AIIB 가입 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함(2015년 3월 17일, 젠 사
키 미 국무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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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에 주력하면서 민간투자 유치에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까지의 AIIB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역내 MDB로서 AIIB의 역할과 전망 

AIIB의 출현은 특히 중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실크로드 인접 지역을 포함

하여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MDB의 등장이다. 신규 MDB로서 

AIIB의 공식 창립 목적(mission)은 인프라 개발과 아시아의 지역 연결성

(regional connectivity) 강화로 규정되어 있다.8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속가

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아시아의 부의 창출 및 인프라 연결성을 증진하

며, 그러면서도 기존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하여 

외부의 우려를 경감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AIIB 설립목적은 

최근 주요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 주석도 2014년 이래 AIIB

에 대하여 “일대일로 관련국가의 기초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

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시진핑 주석, 2014). 2015

년 보아오 포럼 기간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일대일로 액션플랜’에서는 정

책, 금융, 무역, 인프라,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실크

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 건설하는 비전과 행동을 제시

하였는데(관련 부처 합동, 2015), AIIB는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의 

주요 도구가 된다. 

세계은행이나 ADB가 빈곤, 환경, 젠더 등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하여, AIIB는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사업에 집중하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여 역내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재원을 확대하겠다

는 것이다. 물론 중국 접경, 주변 지역의 연결과 개발이 우선이다. 기구축된 

다자금융협력의 가치와 규범에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AIIB는 기

 8. AIIB 설립 협정문 및 AIIB 웹사이트인 http://www.aiib.org/ 참조(검색일: 2016년 1

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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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MDB와 경쟁보다는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실제로 기존 MDB들의 운영방식과 원칙을 준용하

여 지배 구조도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아시아에서 AIIB와 기존 MDB들이 협

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원활한 활동을 

통해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역외로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존 MDB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정책 결정과 운영 방식을 구축하면서도 독

자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AIIB가 순조롭게 활동을 시작한다는 전제로 아시아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역할을 예상해 보면, 일단 그 설립 취지대로 아시아의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여 역내 회원국들이 활용할 다자적 개발재원을 확대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대일로’ 주변 국가의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에 집중하여, 중국 중서부와 인접 주변국(ASEAN, 중앙아시아)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9 기존 MDB의 인프라 사업 지원과 유사하게 

개발 초기 공적자금 제공을 통해 민간 부문이 저소득 국가 인프라 건설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컨소시엄 파이낸싱이나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기

존 MDB와 같이 채권 발행으로 자본을 차입하므로 높은 국제적 신뢰도를 유

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MDB의 주요 업무에 속하는 보증 및 기

술협력 제공도 수행하여,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안에 보증을 제공하고, 

경영 및 기술진 파견, 관리 감사, 인재 양성 등 기술협력도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유리, 2016: 63-66). 

무엇보다도 역내 인프라 사업 수요가 크고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투자에 특화하여 국제금융시장을 활용한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초

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역내 MDB로서 안정적인 운용을 전

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인프라 사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MDB로서 직접

투자를 확대하거나 민간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실적을 축적해야 한다. 

 9. 일대일로에 총 1조400억 위안(약 183조원) 예상(해외투자도 524억 달러), 2015년 중
국 내 일대일로 투자는 대략 3000~4000억 위안(54조 원~72조 원)선, 투자항목 
68.8%가 철도임(중국 민생증권연구원, 2015).



 AIIB 설립을 통해 본 아시아 다자금융협력 체제의 진화   49

이를 통해 점차 역내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신뢰도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MDB로 자리를 잡아야만 역내 인프라 사업

을 촉진하고 투자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

국 MDB로서 갖게 될 효과와 실적은 기존 MDB들과 유사하게, 회원국의 구

성과 그에 따른 자본금 납입 상황, 이와 연관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3. 아시아 다자금융협력의 진화로서 AIIB 창립의 의미 

AIIB가 기존 MDB들이 구축하고 유지해 온 현재의 다자금융협력 구조 속

에서 가치와 규범, 제도의 일부 변화를 꾀하는 반다자주의적 시도라고 하여 

반드시 기존 MDB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현재의 국제금융질서에 도전하거나 

이를 저해하게 될 적대적인 경쟁자의 등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사실 1945년 이래 IMF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MDB와 

다자금융협력의 역사는 그 역할의 한계에 봉착하거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새로운 협의체나 금융협력 기제의 등장과 함께 그 규범과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변화를 모색하며 지속되어 왔다. 

1997년, 2008년 등 잇달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역량 있는 국가 간의 위기 관리를 위

한 다자금융 협의체가 생겨나 역할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아시아에서는 ASEAN+3 주도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나 동 이니셔티

브의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과 같은 국가

간 협의체 기반의 금융협력 기제가 생겨났다(이승주, 2011). 세계적인 차원

에서는 G7, G8에 이어 G20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간 협의체를 형성하여 금융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협의체들이 IMF나 기존 MDB들의 역할과 일종의 경쟁 구도를 조성한다

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 구축된 MDB들의 다자금융협력 활동을 

저해하거나 축소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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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글로벌 또는 지역별 다자금융협력 체계에 지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AIIB의 등장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구조에 중국이 

도전하는 형세로 해석할 수 있으나, 대다수 개도국과 신흥 경제강국들이 느

끼고 있던 기존 MDB들의 운영방식에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기존 다자

금융협력의 흐름이 더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AIIB 창립 필요성을 주장하던 근거는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비

해 기존 MDB들의 자본금이나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 AIIB의 수권

자본금 1,000억 달러도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비해서 충분치는 않으

나, 기존 MDB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인프라 개발에 한층 집중하겠다는 취지

를 내세웠다. 역내 기존 MDB인 ADB의 경우 인프라 투자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AIIB가 아시아 전역에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면서 중

국 서부를 비롯한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지역 MDB를 창립하는 사안은 한 국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

도 아니고, 역내 각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독려할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창립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하기 앞서, 주도국인 중국도 창립의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득을 위해 노력하였다. 모든 MDB들은 대상 지역

의 지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ADB는 아시아 국가

들에 대한 개발 지원, EBRD는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화와 민주화 지원, 흑해

개발은행(BSTDB)과 같은 소지역개발은행도 작은 규모로 지역의 경제발전 

지원을 목표로 규정하여 역내 회원국을 규합하였다. AIIB도 아시아 역내 필

요에 부응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각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따라 추진되었다. 이러한 설득 과

정에서는 결국 현재의 국제경제체제 하에서 기존 MDB들이 해 온 보편적인 

역할에 충실한 또 하나의 지역 MDB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하

였다. AIIB도 지역의 MDB로서 역내 개발을 위한 협력을 제고한다는 MDB

의 보편적인 역할을 기본 목표로 하며, 이런 점에서 여타의 지역 MDB와 근

본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기존 MDB와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

화한다는 취지도 분명히 하였고, 역내 MDB인 ADB나 세계은행과 협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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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 추진하리라 예상된다. 

AIIB는 역내 추가적 MDB 설립을 통해 또 하나의 독자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고 그 목표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맞추어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화에 일조하는 반다자주의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인도, 러시아, 유럽 각국이 이미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와 협력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향후 미국, 일본 등 미가입 선진국들이 참여한다면, 

아시아의 개발과 연결성에 초점을 두어 세계 주요국들이 만나는 또 하나의 

정례적 협의 과정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역내의 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적인 의제를 제공하면서 정례적으로 교류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정치, 사

회 등 다른 분야의 교류와 협력까지 효과를 미친다면, 그 또한 새로운 다자

협력체로서 역할의 확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AIIB도 현 국제금융질서 내의 추가적 MDB로서 지역 MDB의 보편적인 

목표인 금융 제공 및 보완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기존 MDB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단지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 각

국의 경제력 성장에 따라 MDB가 촉매제를 제공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

이다. 그 동안 증대해 온 역내 금융자산을 역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

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AIIB도 기

존 MDB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고 유지할 필요

가 있다. 회원국으로부터 자본을 납입받고, 국제금융시장과 거래하면서 채권

을 발행하여 장기자본을 차입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다자주의의 틀에 비추어 보면, AIIB는 주도국이 중국이라는 점에

서 새로운 사례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제금융구조 안에서 문제

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 MDB 내부의 논의만으로 불충분했던 부분을 밖

에서 새로운 MDB를 창립함으로써 수정과 보완을 도모한 시도라고 하겠다. 

세계은행과 ADB 중심의 기존 MDB들에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주요국과 협력을 통해 기존 체제를 보완하여,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 더욱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의 추가적 

MDB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MDB와도 긴밀한 협력관

계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점차 기술협력이나 연구사업, 



52   김유리

정보제공 등 활동 영역도 넓혀서 명실상부한 주요 MDB의 하나로 기능하면

서, 역내 다자금융협력을 주도하며 국제금융체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화

에 일조하려 할 것이다. 

　

IV. 한국에 주는 함의

이렇듯 아시아 다자금융협력의 진화를 추동하며 등장한 AIIB는 그 목표와 

예상 역할에 있어서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동북아

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할 필요를 인식해 왔고, 이를 

위해서 현재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다자금융협력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향후 필요 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가적인 금융협력 기제를 마련하

여 역내 금융협력의 또 다른 진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동북아시아 개발 필요성과 AIIB의 활용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 각국은 북한과 몽골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정

치안보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의 개발 잠재력을 발현시킬 초국경 인프라 구축

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역내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때마다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중국횡단철도(TCR)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하여 유라시아로 진출하자는 구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

한다. 이러한 인프라 연결은 한국의 향후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의미와 함

께, 북한의 개방에도 기여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각국의 필요에 따라 동북아 인프라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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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초국경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장기적이면

서 대규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자간 사업이므로 역내 금융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북아의 인프라 개발 비용을 추

산한 ADBI(2013)의 보고서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몽

골, 북한 등지의 향후 10년간 인프라 수요를 약 6,100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연평균 약 63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10 향후 아시아 건설시장에

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적극 나설 것은 자명하며, 기술격차가 급속히 좁혀지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

들의 수주 경쟁력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AIIB에 가입하지 않은 일본 역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동북아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일단 기존 MDB 및 새로 등장한 AIIB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AIIB에서 비교적 많은 지분을 확보했고 부총재를 배출하는 등 발

언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AIIB가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임을 생각할 때 안

주할 수는 없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AIIB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AIIB는 기존 국제금융구조를 탈피하거나 그에 도전하기보

다는 발전적 진화를 위한 경쟁과 보완 역할을 추구하며, 근본석인 목표와 활

동방식은 기존 MDB와 매우 유사하다. 갓 출범한 AIIB의 운영이나 지원방식

도 일단 기존 MDB들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IB가 기존 MDB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운영방식을 제도화하려 노력한다고 전제한다면, 

일단 기존 MDB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접촉을 통한 기회 포착이 일차적인 방

식이다. MDB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므로, 공개된 사업 관

련 정보를 획득하고 담당자를 직접 접촉하여 협의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10. 연간 610억 달러 중 중국 동북지역이 490억 달러, 북한 50억 달러, 몽골 20억 달러, 

러시아 극동지방 50억 달러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초국경 투자수요가 20억 달러 정도 추가될 것을 예상함. 이 중에서 각국 국내 
재정이 아닌 외부 자금 수요는 20%가 조금 못 되는 약 130억 달러로 추산하였고, 이 
외부 자금 수요 130억 달러 중 중국 동북지방이 29억 달러를 차지, 북한이 53억 달
러로 필요 자금 전액에 추가 비용까지 필요, 몽골에 17억 달러, 러시아 극동에 12억 
달러, 그리고 역내 초국경 사업에 20억 달러로 전액을 추산함(Kawai, 20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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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AIIB의 지원 대상 지역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과

정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지원을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요청을 하고,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AIIB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협조

융자 사업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다(김유리, 2016: 84-86).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한국 정부나 관련 기관이 기업들의 진출과 민간투

자 활성화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AIIB 자체 또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AIIB가 기존 

MDB들이 지속해 온 다자금융협력 체제의 일부가 되는 주요 MDB로 자리잡

게 된다면, 그 나름의 독립적인 운영방식과 전문성으로 아시아의 전반적인, 

또는 중국이 의도한 주요 지역 위주로 자금과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또 하나

의 기존 MDB가 될 가능성이 높다. AIIB가 제공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결국 타 MDB와의 관계와 유사하게 이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한국의 자체

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진출과 역내 통합의 상승효과를 이끌어 내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북한과 동북아 개발을 위한 한국의 노력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다자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의 또 한 측면은 통일

준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북한개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향후 핵문제와 같은 긴장이 완화되고 여건이 마

련되어 개발이 추진된다면, 장기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MDB의 활

용이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시급할 것이며, 초국경적 연계를 고려하여 

역내 금융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동북아 역

내의 금융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NEADB) 설립 제안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에서 동북아개발은

행을 언급한 이후 동북아 역내의 추가적 MDB로서 설립 필요성 논의가 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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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박대통령이 제시한 북한개발 지원 방안의 하나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필요 시 관련국과 협조하여 동 은행을 설립하고 “북

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박근혜, 

2015).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되, 동북아 역내 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고 지속성 있는 개발자금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제안은 사실 새롭거나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2006년 9월에 독일을 방문하여 가졌던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동북아개발

은행 설립 제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 미

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주요 회원국으로 하고 EU, 세계은행, EBRD, ADB 

등 국제 금융기구가 공동출자하자는 설립구상도 제시한 바 있다.11 좀 더 거

슬러 올라가면, 동북아개발은행이라는 역내 MDB 설립의 아이디어는 1990

년대부터 민간 포럼인 동북아경제포럼(NEAEF)에서 남덕우(1999), S. Katz 

(1999)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제로서 정치권에서도 간헐적으로 필요

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필요성의 근거는 AIIB가 제기했던 창립 이유와 유사

하게 기존 MDB 역량만으로는 동북아 역내 인프라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

는 것이었다. 게다가 동북아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편입

을 대비해야 할 특수한 필요성도 있었다. 

물론 동북아의 추가적인 MDB 설립은 그 과정이 순조롭고 운영이 안정적

일 경우, 북한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개발을 이끌

어나갈 금융협력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에서 기 활동

중인 세계은행과 ADB에 더하여 AIIB가 창립되는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동북아 개발을 위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가 MDB를 설립하거나 그에 준하는 집중적인 금융협력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역내 주요국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이미 기존 MDB들의 규범과 가치에 변화를 촉구하는 반다자주의적 시

도로서 AIIB와 같은 새로운 MDB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MDB를 성

11. 회원국으로 6자회담 당사국, 몽골, EU, 세계은행, ADB 등이 공동출자하고, 투자 대
상은 북한, 동북 3성, 러시아, 몽골이며, “일단 5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하되 그 중 한
국이 15억 달러를 내는 것을 포함해 총 30억 달러를 역내국들이 마련하자고 제안함
(박근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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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만큼 설득력과 동원력을 갖춘 논리가 필요하다. 동북

아의 초국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국에게 긴요한 과제인 향후 북한개발까지 고려하여 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역내 금융협력의 목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동

북아까지 인프라를 연계 구축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지역경제 편입 촉진을 통한 정치적 효과까지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역시 기존에 구축되어 온 지역 내 다자금융협력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AIIB가 그러했듯이, 근본적인 목적은 유사하면서 지

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목표가 추가되는 형태이다. 일단 기존 MDB나 여타

의 지역별 금융협력체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표로서 금융 제공 및 보완 역

할을 하는 것이다. 동북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적 자금 제공을 통해 지

속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가능케 하는 촉매제 역할이다. 그 형태가 동북아개

발은행과 같은 추가적 MDB라면, 기존 MDB와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활한 자본 차입을 위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보증 

및 기술협력 제공도 병행하며, 세계은행, ADB, 그리고 AIIB와 같이 역내의 

기존 MDB들과 협력하면서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북한개발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을 동북아의 특수한 목표로 추가하

게 된다. 동북아의 불안 요소인 북한을 개발과 개방으로 유도하여 동북아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 중 교통, 물류 관련 인프라 사업은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관련 주요국과의 협력과 다자적인 지원이 필요하

고, 이를 위한 역내 금융협력 틀의 마련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 행위자

로 편입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일단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에게도 IMF 가입이 선결과제이며, 이후 세계은행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ADB 가입은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현실적으로 IMF에 가입해야 미국과 

일본의 동의를 얻어 순조로운 가입 추진이 가능하다(장형수, 2014). 과거 북

한도 ADB나 IMF 가입 의사를 공식, 비공식으로 가입 의사를 표명한 전례



 AIIB 설립을 통해 본 아시아 다자금융협력 체제의 진화   57

가 있다. 1997년 2월 ADB에 공식적으로 가입 희망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으

나 무산되었고, 1997년 9월 IMF 조사단이 방북했을 때 가입의사를 비공식적

으로 타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1998년 2월 세계은행 대표의 방북 때에도 

기술지원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장형수 외, 1998: 68-82). 그러나 미국과 일

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로 북한의 가입은 무산되었고, 정치적 관계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 주도로 동북아에서 금융협력

을 강화하고 역내 협력 사업을 지원할 다자간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

후 여건 조성 시에 신속하고 조화롭게 북한을 역내 협력체의 일원으로 포함

시키고 종합적으로 연계 개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며 지역 차원의 신뢰 구축에도 일조하는 도

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MDB로서 AIIB의 등장을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고 향후 전망과 함께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다자금융

협력 환경의 변화를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여 보았다. AIIB의 명칭이 투자은

행이기는 하나 사실상 기존의 주요 MDB들과 그 규모나 운영방식, 상호협력 

전망 등에서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현 국제금융질서 하에서 활동 

중인 주요 MDB들은 각각의 설립 배경은 다르지만, 지역별로 특화된 필요에 

따라 역내 국가들이 주도하여 설립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MDB들

의 성공적인 운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글로벌 혹은 지역 차원의 다자금융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개발도상국들이 장기적이

고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초국경 사업을 수행할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MDB의 활용이 필수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MDB의 방식과 

요구에 따라 국제금융질서에 편입되며 규범과 틀을 준수하는 일원으로 편입

되었다.



58   김유리

중국 주도의 AIIB 창립은 2차 대전 이래로 지속되어 온 다자금융협력의 

진화 과정의 반다자주의적 시도라는 개념으로 분석해볼 수 있었다. 중국이라

는 역량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존 MDB의 규범과 제도만으로는 문제점과 

한계를 느낀 국가들이 합세하여 새로운 다자기구를 만든 것이다. 기존 MDB

들이 구축해 온 규범과 틀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면서 효과적인 대

안을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개발을 위한 다자금융협력 구도에 일종의 경쟁을 

조성하되 이를 통해 기존과 신규 MDB가 상호 영향을 통해 발전적 진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다자주의 시도로서 AIIB는 창립 과정이 신속

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큰 방향을 끌어내는 등 상당히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중국이라는 주도국의 역량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국과 일본의 우려에도 불

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유럽 선진국들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중국이 주도할 

아시아 인프라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경제적 이

익을 위해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사실 기존 MDB들의 활동은 오랜 기간 지나면서 상당히 고착되어 신규투

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기도 하였고, 빈곤퇴치, 환경, 여성 등 

광범위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모두 다루고 있기에 특정 분야의 수요에 집중적

으로 부응할 수도 없기도 하였다. 세계은행, ADB 등의 아시아 역내 자금 지

원은 상당 부분 동남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또한 자금 지원의 우

선순위가 변화하면서 과거 주력하던 개발 인프라 구축보다는 빈곤의 퇴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원하는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없었다. AIIB는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역내 추가적 MDB로서 세계은행과 ADB의 역할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인프라 및 기타 생산적 분야에 투자

하며, 기존 MDB들과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명시하였다. 기존 주요 

MDB들이 최근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AIIB의 우선순위는 아시

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협력 촉진에 있음을 명확히 하

며 각국, 특히 중국 등 회원국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인프라 및 기타 생산성

이 있는 분야에 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반다자주의적 시도가 반드시 기존 체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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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보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기존 

MDB들에 대한 AIIB 등장의 의미 또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모든 MDB는 

융자, 보증, 자문, 기술협력 등을 통해 역내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AIIB 역

시 그 목표와 일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활한 활동을 위

해서는 MDB들이 구축한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존 MDB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되 서로 협력하며 영향을 

주고받아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역내의 보

다 적극적인 금융협력을 통해 공적 자금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써 지속

적인 민간투자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MDB들 공통의 목표이다. AIIB 

역시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 초점을 두어 이에 기여하며, 아시아의 금융 및 

경제협력 심화의 파급효과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초국경 인프라 건설 촉진을 통한 상호 연결성을 강화는 경제적 측

면의 교류와 통합 증진을 넘어 정치적 갈등 완화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인프라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고, 동북아를 구

성하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각국도 해당되는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

다. AIIB는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사업 지원을 내걸고, 특히 ‘일대일로’와 관

련 인프라 사업 지원에 집중하여 민간 부문의 인프라 건설 참여를 유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주도적으로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 개발을 대비할 필요도 있

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역내 다자협력이 저조한 동북아의 현실을 감안하여 

점차 협력을 증진하면서 역내 금융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낙후한 상황과 경제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향후 개발이 시작된다면 양자와 

다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가능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한국이 주도하는 추가

적인 금융협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으나, 장차 북한개발 지원과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진출 기반 조성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이 혼재된 과제로서 

힘써야 할 부분이다. 이는 또한 남북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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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AIIB 설립을 적극 활용하면서, 북한을 포함하여 

동북아와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사업 진출 및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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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IB and the Evolution of Mult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A New Regional MDB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Yu-Ree Kim
Research Fellow,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recently announced its official 

opening for business. AIIB was of great interest with a wide-ranging membership, 

but also raised concerns for being a China-led bank alongside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is paper analyzes the emergence of AIIB using the concept 

of “counter-multilateralism” to consider its role and impact on the mult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The China-led AIIB can be conceived as a “counter-multilateral” phenomenon in 

the evolution process of mult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Traditional MDBs were 

facing limitations in investment expansion in Asia. China motivated the creation of a 

new MDB as an alternative institution to compete with existing MDBs, making 

promises of efficient operation and infrastructure-focused prioritization. It does not 

only mean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MDBs, but would be another step forward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and effective system. The AIIB will also be a part of 

established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and cooperate with the traditional MDBs, 

which in result will contribute to the evolution of multilateral MDB system.

AIIB will focus on the infrastructure projects related to China’s One Belt, One 

Road. There have been growing infrastructure demands also in Northeast Asia, and 

it is critical for Korea to enhance intra-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to prepare 

North Korea’s opening in the future.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the AIIB and other 

regional platforms, Korea needs strategic approach for economic advance toward 

Eurasia through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eywords: AIIB, mult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counter-multilateralism,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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