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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극 비지니스 포럼 연감에 따르면 유럽의 극지방은 총 약 1 천 620 억 유로 

규모의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된다. 특히, 2018 년에서 2025 년 사이에는 약 

764 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 북극에는 상당한 투자 잠재력이 보인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북반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말해 북극이 전 세계 경제의 90%를 연결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북극에는 전 세계 천연자원의 약 20%가 존재한다고 알려져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에 의하면 북극에는 미 달러 1 조에 해당하는 미개발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 세계 무역은 글로벌에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무역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면 보호주의는 증가하고 있으며 상호 협정을 통한 무역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 중국과 아이슬란드의 자유무역협정) 

 

• 무역의 자유는 왜 필수적인 것일까 

o 무역은 60 년 전과 비교하여 오늘날 배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무역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 

o 무역은 경제를 향상, 촉진시키고, 혁신에 도움을 준다.  

o 국경은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o 금융위기는 보호주의를 점증시켰다. 

 

• 혁신적인 비전 

북극에서의 자유무역 

o 북극은 작은 시장규모 형태를 띄고 있으며 개방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o 북극의 가치 체인은 글로벌 가치 체인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북극경제이사회는 멤버십 기회를 비북극 이해관계자로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o 북극 지역의 책임감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의 이동은 필수적이다. 

 

• 북극경제이사회 

o 북극경제이사회는 2014 년 캐나다가 북극이사회의 의장국으로 있을 당시 

설립되어, 북극의 기업 대 기업 활동과 북극의 경제적 발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o 북극경제이사회는 중요한 다섯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 

1. 국제적인 가치 체인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북극 내 강력한 시장 연결성 조성 

2.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와 민간 합작 장려 



3.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력을 지닌 체제 장려 

4. 산업계와 학계 사이의 지식 및 데이터 교환 도모 

5. 원주민 전통 지식, 관리 및 소규모 비지니스의 포용 

o 북극경제이사회의 워킹그룹 

1. 해상 운송 

2. 투자와 인프라 

3. 에너지 

4. 책임감있는 자원의 개발 

5. 연결성 

 

• 혁신과 북극-글로벌 관계 

o 왜 북극이 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이 있는가? 

북극에는 전 세계의 15%에 해당하는 땅이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에만 사람이 

살고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극에는 자원 사용에 대한 실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 석유, 가스, 석탄 어업 분야). 앞으로 10 년 후, 20 억명의 사람들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에게 북극에 현존하는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 북극에서의 기회 그리고 아시아와의 잠재적 협력 

o 북극에는 자원, 인프라와 해상운송을 포함한 개발 잠재성이 있고, 

o 아시아에는 해상운송, 조선업, IT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험이 있다. 

o 그런 면에서 북극경제이사회는 한국 선주협회를 포함한 국제적 기업을 회원으로 

환영한다. 

o 북극경제이사회는 비지니스 네트워크로써 회원들에게 북극에 대한 지식과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 북극경제이사회의 회원으로의 기회 

글로벌 포커스가 북극으로 향하면서 북극경제이사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비북극국가의 참여가 늘고있다. 북극경제이사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북극경제이사회의 Legacy 회원들과의 소통하며 협력하기위한 기회를 마련한다.  

o 북극경제이사회 북극 파트너스 

o 북극경제이사회 Permafrost 파트너스 

 

• 북극경제이사회는 북극 비지니스 네트워크로써, 북극과 비북극 지역에서 온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회합한다. 

• 중소기업의 참여도 도모한다. 

• 원주민 지식과 로컬 지식도 포함시킨다. 

• 비북극 국가의 참여도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