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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탈리아 중소기업/산업 전문 싱크탱크 두 곳과 각각
정책협약(MOU) 체결!
- 2010.1.15.(수) 10:00, 민주백송홀(민주당 중앙당사 9층)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의 중소기업·산업 전문 싱크탱크 ART-ER(지역
매력연구소) 및 c.MET05(국립대학 응용경제연구센터)와 정책협약 체결
▪한-이탈리아 양국 간 중소기업과 산업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싱크탱크
간 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등 협력사업 추진키로 합의
▪1월 말 이스라엘 싱크탱크(IPPI)와 정책협약 체결 예정, 호주 등 주요
국 싱크탱크와 정책협약 체결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 구축 추진

❍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1월 15일(수) 오전 10시, 민주당사 8층 민주
백송홀에서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의 중소기업·산업 전문 싱
크탱크인‘ART-ER(지역매력연구소)’와‘c.MET05(국립대학

용용경제

연구센터)’두 곳과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협약(MOU)을 각각 체결한
다.
- 정책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한-이탈리아, 특히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연구자와 전문가들 간 상호 이해와 지식 교류
증진, 정책 모범사례 공유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활성
화 등 상호 공통 관심 주제에 대해 전문가 워크숍, 세미나, 현장학습,
대표단 파견 등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RT-ER’는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가 최대 지분(65%)을 보유한 비영
리 공동 주식 컨소시엄 형태의 싱크탱크로 볼로냐에 소재하고 있
고,‘c.MET05’는 이탈리아 전국 15개 국립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대학
네트워크 싱크탱크로 페라라에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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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약 체결 조인식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ART-ER 연구기술위
원회 위원장이자 c.MET05 센터장인‘마르코 로폴로 디 톰마소’페라
라 대학 교수가 참석해 협약문(MOU)에 서명한다. 또한 국회 한-이탈리
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국회의원과 페데리코 파일
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함께 참석해 각각 축사를 한다.
❍ 민주연구원이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과 싱크탱크를 특별히 정
책협력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자동차, 섬유, 생명과학, 메카
트로닉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산업이 발달한 모범적인 사
례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 에밀리아 로마냐 주(레조네, regione)는 인구가 이탈리아 전체의
7.4%에 불과하지만 이탈리아 전체 GDP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각 현(코무네, commune)마다 특화된 산업지구
가 있고, 그 주변에 38만 여개의 중소기업이 집적화돼 있다.
❍ 한편 민주연구원은 작년 5월 양정철 원장 취임 후 최근 8개월 동안 해
외 주요 7개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9개
싱크탱크에 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체결로‘중국공산당 중앙당교’를 포함하여 3개 싱크탱크와 정책
협약을 완료하게 되고, 오는 1월말‘이스라엘 공공정책연구소(IPPI)’와
정책협약에 최종 서명하게 되면 4곳으로 늘어난다.
- 아울러 세계 각국 정당 및 외교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최
근 8개월 사이에 13개 각국 대사, 의회대표단, 집권당 등 주요인사 30
여명이 연구원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와 한국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
누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민주연구원은 향후에도 해외 주요국 싱크탱크와의 정책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인 해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이다.
- 현재 ▲재생에너지 ▲중소기업 ▲고령화 ▲노동 등 주요 분야에서 특
별한 강점을 갖고 있는 호주, 독일, 이스라엘 등 해외 주요국 싱크탱크
와의 정책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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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ART-ER(지역매력연구소) 개요

❍ ART-ER(지역매력연구소, Attractiveness Research Territory)는 에밀리아로마냐 지
역의 시스템 혁신, 지식·매력 개발과 국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목
적으로 2019년 5월 출범
❍ ART-ER는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가 최대 지분(65%)을 보유한 공동 주식 컨소시
엄(Emilia-Romagna Joint Stock Consortium) 형태의 싱크탱크임
- ART-ER는‘지역법 제1호/2018’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동 컨소시엄의 법적 지
위를 지님. 2개 부서(지속가능 지역개발부 / 연구혁신부)에 총 190여명 근무
- 컨소시엄 주주(Shareholders) 구성: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65%, 최대 주주), 주정부
내 6개 대학, CNR(이탈리아 국립연구회), ENEA(국립 신기술·에너지·지속가능경
제개발원), INFN(국립핵물리연구소) 등 국가연구기관, 지역 상공회의소 등 참여
❍ 에밀리아로마냐 주 볼로냐(Bologna) 소재: CNR – Area della Ricerca di Bologna
Via P. Gobetti, 101 / 40129 – Bologna, Italy
❍ ART-ER 웹사이트: https://en.art-er.it/
참고2

c.MET05(국립대학 응용경제연구센터) 개요

❍ c.MET05(국립대학 응용경제연구센터; The National University Centre for Applied
Economic Studies)는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의 산업 정책과 개발, 국제화 정책,
중국과 극동 아시아의 경제성장 연구 등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립
❍ c.MET05는 이탈리아 15개 국립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대학 네트워크 싱크탱크임
※참여 국립대학(15곳): 페라라 대학(University of Ferrara), 피렌체 대학(University of Florence; Firenze),
마르케 폴리테크닉 대학(Polytechnic University of Marche), 나폴리 오리엔탈레 대학(University
L’Orientale of Naples), 베니스 까포스카리 대학(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우디네 대학
(University of Udine), 마체라타 대학(University of Macerata), 산니오 대학(University of Sannio), IULM
대학(International University of Languages and Media), 키에티 페스카라의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D'Annunzio) 대학, 바리의 알도 모로 대학(University ‘Aldo Moro’ of Bari), 나폴리 파르테노페 대학
(University of Naples Parthenope), 엔나 코레 대학(University of Enna Kore), 살레르노 대학(University
of Salerno),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Polytechnic University of Milan)

❍ 에밀리아로마냐 주 페라라(Ferrara) 소재: via Voltapaletto, 11 / 44100 Ferrara – Italy
❍ c.MET05 웹사이트: http://www.cmet05.it/
❍ c.Met05는 School of Policy(정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06년도부터 중국 광동성
에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China and Italy School of Policy(中国-意大利 培訓 項目) 웹사이트:
http://www.cisp-project.it/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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