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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

1 | 국정과제 중심의 연구 · 사업 기획 및 수행
KIEP는 2019년 사업계획 수립 시 우리원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4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6대 정책분야를 선정하였으며,
6대 정책분야를 토대로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이슈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연구·사업을 기획

4대 국정과제 6대 정책분야 중심 연구 · 사업 수행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1

2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4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4대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3

6대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수행
1. 보호무역주의 대응 · 대외위험 관리

2. 신북방정책 · 한반도 신경제지도

3. 신남방정책

4. 중국 · 신흥지역 정책

5. 일자리 정책

6.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연구 사업 수행
(기본 / 일반 / 정부수탁 / 수시)

정책자문 활동

정부 및 국회
세미나 공동주최

정책교류 실적

공청회, 포럼 개최 및 참여

국제협상 동행

4대 국정과제 및 6대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된 연구 및 사업은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 연구과제 수행 △정책자문 활동 △세미나 개최 △정부주최 공청회 및 포럼 참석 등
다방면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주도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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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중심의 연구 · 사업 수행 실적

4대 국정과제

관련 정부부처

실적

①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① 연구과제 및 사업(49건)
② 세미나(8건)

②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
기획재정부

① 연구과제 및 사업(35건)
② 세미나(4건)

③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 기획재정부 /
국무조정실

① 연구과제 및 사업(24건)
② 정책자문(9건)

④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
기획재정부

① 연구과제 및 사업(10건)
② 세미나(3건)

2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부부처-KIEP 양방향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10대 현안이슈에 대해 정부부처에 41건의 정책 제언 및 동향을 전달하고 149건의 현
안대응과제를 발간. 한반도에서의 평화, 평화 경제와의 선순환, 이를 위한 세계 지식인 및 싱크탱크 간 연대강화를 통해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정부부처 회의 참석, 공청회·포럼 참여, 국제협상 지원, 요청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정부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

일본 수출규제 TF를 신규로 구성하고 미·중 통상 관계 TF, 세계경제 전망 TF를 지속 운영하여 정책 당국에 필요한 이슈를 예측하고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안대응과제 발간, 동향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현안이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

정부부처-KIEP 양방향 피드백 체계

정책 제언 및 동향(41건)
추가 자료 요청

KIEP

정부부처

단기 과제 수행(149건)

피드백을 통한 적극적 국정과제 지원
1.
미 · 중 무역분쟁

2.
일본 수출규제

3.
신남방정책

4.
신북방정책

5.
WTO 개혁

6.

7.

8.

9.

10.

전략적 경제협력

주요 통상현안

세계경제 리스크

한반도 평화

혁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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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의 주요 실적

1. TF 운영

2. 세계경제 전망

3. 현안대응과제 발간

4. 동향 세미나

5.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일본 수출 규제 TF
신규 구성, 미 · 중 통상
관계 TF 지속 운영을
통해 관련 자료
정부 제공 강화

주요국 경제 전망을
통해 정책당국이
직면할 미래의
정책 환경을 제시

주요 이슈에 대한
현안자료 작성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책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

현안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

남북 분단의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정책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 제고

3 | 국가기관의 긴급 및 수시 요청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정부 및 국회 세미나 공동주최, 공청회·포럼 참여, 정부부처 회의 참석을 통한 정책자문 활동, 정책협의회 운영, 국제협상 지원 등의 방법
으로 4대 국정과제 관련 10개 현안이슈에 참여

정부 요청 대응의 주요 실적

1. 정책자문 활동

정부부처 주최
간담회·회의 참석,
대통령실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민간위원,
기획재정부 정책성과
평가위원 등
정책자문 활동 수행

2. 공청회, 포럼, 세미나 참여

신남·북방정책 관련
세미나, 한·말레이시아 FTA 및
한·필리핀 FTA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정책연구결과
성과 확산 및
대국민 홍보 수행

3. 국제협상 지원

G20 정상회의 공식 지원,
PECC 상임위원회 KOPEC
대표단 동행 등 정부정책과
협상 과정을 지원하고
핵심 협상 내용을 원내에
확산하여 연구 추진에 참고

4. 긴급 요청자료 작성

신남 · 북방정책 관련 동향 분석,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국별·품목별 무역수지 분석자료,
WTO TPR 회의자료 등
정부 요청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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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대 국정과제
기여 실적과 성과
1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1 | 주요 성과 요약
-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 과제 발굴에 기여
- 통상환경 변화 및 대외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지원 강화
-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향상에 유용한 실효적 전략 수립에 기여
-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회의, 학술회의 등 개최
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외 통상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을 통한 APEC 경제협력에 대한 부문별 연구 활성화 및 부처·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APEC 역내 경
제 통합에 기여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운영을 통한 6대 지역 70여 개 신흥국의 시의성 있는 현지 이슈와 전문적인 분석 콘텐츠 제공

2 |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연구과제 및 사업명

기여 실적 및 성과

통상국내정책포럼 월례회의(6회)
- 주요 연구 내용 발표를 통해 FTA 15년 성과 및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 논의
- F TA 체결 15년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종합 평가와 함께 주요 FTA가 한국 산업 경쟁력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FTA 특혜·비특혜 품목의 무역성과 및 FTA 활용 저조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신통상전략 추진방안 모색
- 주요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FTA 15주년
성과 및
정책연구 방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 무역협회, 통상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통상국내정책 포럼’을 개최(19.04.01)
-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 분석과 향후 대응전략,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 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19.11.21)
-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

F TA 발효 이후 15년간 수출입, 실질 GDP, 후생, 생산액 일자리가 모두 증가하였고, FTA는 품목
다변화, 평균 실질임금 증가, 해외 직접투자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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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및 사업명

기여 실적 및 성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GVC 중소기업 사례 보고서 작성
- APEC사무국 제출을 위한 사례 연구
SMEs’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in Services Industries: Software Services,
Report of Case Study 의 국영문 보고서 작성
- 해당 보고서 작성은 2019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사항이며, 완성된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APEC사무국에 제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East Asia in Disarray: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19.06.27~29/중국 베이징)
Reform of the WTO: WTO의 개혁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KIEP-KER 국제학술대회(19.08.08)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직접 측정하고 해외생산 이동이 기업의 국내 고용 및 생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의 오프쇼어링이 국내 생산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9년 WTO Public Forum KIEP 세션
“Borderless Trade of Digital Contents : Next Chapter for the WTO”(19.10.10/스위스 제네바)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2019년 WTO Public Forum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무역과 WTO 개혁 논의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 및 향후 무역으로의 영향(지식재산권, 세금문제 포함)과 이에 대한
WTO에서의 준비

W TO 개혁 차원에서의 산업보조금, 강제기술이전 등 중국의 상이성 관련 문제,
WTO 분쟁해결제도, 국가안보에 대한 논의

전문가간담회 개최
- 2019년 주요 통상 현안 및 한국의 대응방안
- R&D Subsidies and Trade: Rationale for WTO Rules and Empirical Evidence
- Replaced or Reinforced? Outward FDI and Employment Structure within Firms
-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Robust to Flexible Timing of Labor Input
- The role of Core Competence in Productivity for Multi-Product Firms:
Using Chinese Muti-products Firms data from 2000 to 2009
- An Analysis of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Random Forest Approach
- 반도체 산업의 연관관계 파악을 위한 간담회
- 특허자료(KoPDP)를 이용한 한국 혁신역량 분석
브라운백 세미나
- 학문적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최신 무역이론, 논문, 현안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주기적으로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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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및 사업명

기여 실적 및 성과

발표자

발표일

제목

정민현

02.22

Rent-Seeking, Institutions and Morality

이천기

02.28

WTO 보조금협정 및 관련 FTA 규범의 이해

한형민

03.15

Does Exchange Rate Volatility Affect Trade? Panel Analysis and Implications

강구상

04.15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Similarity and
Diversity on Merger and Innovation

김현수

04.18

Tying and Innovation in Two Sided Markets

이규엽

04.26

Trade with unemployment: super mini-lecture and my paper

서진교

06.14

Source Differentiated Korean Beef Import Demand

김정곤

07.12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과 디지털 규범에 대한 시사점

최낙균

07.24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예상준

09.20

Trade Disputes and Settlement

박영석

10.18

Guns and Butter: Some Formal Models of Bargaining and War

대정부 지원
- 통상정책 관련 국내 대책회의, 간담회 참석을 위한 국내 출장
성명

출장기간

출장지

업무지원 내용

서진교

01.07

서울

CPTPP 전문가 간담회 참석

김종덕/이천기

02.12

서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관련 외교부 회의

서진교

03.19

서울

국가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분과 3차 회의

김혁황

04.26

서울

기획재정부 수탁연구용역 연구내용 논의

최낙균

08.08

서울

제20차 KER 국제학술대회 사회

김민성/강민지

09.26

서울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교육 참석

이주관

09.27

서울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특별오찬강연회 참석

김종덕

10.30

서울

제7차국가경쟁력회의 참석 및 발표

최낙균/서진교/이주관

11.12

서울

2019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 중 KIEP 세션 진행 및 발표

- 정부지원을 위한 해외 출장
성명

출장기간

출장지

업무지원 내용

서진교

02.19 ~ 02.24

워싱턴DC
(미국)

2019 세계농업전망 포럼 참석 및 미 2018 농업법 파악,
WTO 농업통상환경 면담

정철

06.14 ~ 06.16

고치
(일본)

한국국제경제학회 및 Jap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s 학회 공동 주최 콘퍼런스 참석 및 발표

정 철/이천기

06.27 ~ 06.29

베이징
(중국)

2019 CIFS-KATIS-KIEP-IFG Conference, “East Asia in
Disarray: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참석 및 발표

최낙균

07.09 ~ 07.13

방콕
(태국)

UN ESCAP에서 개최하는 경제통합과 밸류체인에 대한 워크숍
토론 발표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문가 미팅 참석

김영귀

11.27 ~ 12.01

모스크바
(러시아)

VII Annual Conference on the Global Economy
참석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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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부부처 연계 연구·사업 참여 및 지원 실적
정부부처

참여 및 지원 실적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총 33건)
- 기본연구과제 7건, 수시연구과제 6건, 수탁과제 13건, 그외 과제 7건

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총 4건)
-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사업
중장기통상전략 시리즈 발간(4건)
- 무역자유화 종합연구사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GVC 중소기업 사례 보고서 작성
East Asia in Disarray: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19.06.27~29/중국)
2019년 WTO Public Forum KIEP 세션(19.10.10/스위스)
-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GTAP 모형을 활용한 다수의 수시과제, 정부수탁과제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사업
APEC Study Series 발간(4건)
APEC 공식회의 지원, APEC 정상회의 대비 對정부 업무 수행
2019년 KOPEC 고위자문회의 개최(19.01.28/미국)
2019년 KOPEC 아태전략포럼 개최(2회)
- 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사업
뉴스브리핑, 이슈분석, 비즈니스 정보 등 제공(11,000건)

3) 세미나 개최(총 8건)
- 2019 Asia-Europe Trade Workshop and Roundtable(19.05.31/이탈리아)
- WEAI 94th Annual Conference(19.06.09/미국)
- Promoting Economic, Financial and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19.11.13/중국)
-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19.11.26/서울)
- 제23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19.11.29/서울)
- The 7th Korea-Iran Cooperation Forum(19.12.18/이란)
- 제7회 중동경제 세미나 개최(19.06.19/이집트)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19.11.29/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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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부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과제 및 사업명

연구/사업 수행자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김종덕 외 9인

FTA 15주년 성과 및 정책연구 방향

김종덕 외 11인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이규엽 외 3인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구경현 외 4인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김종덕 외 7인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조문희 외 4인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태수 외 3인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효상 외 2인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 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정재욱 외 3인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한 한·중·일 산업구조 분석 및 시사점

이보람 외 1인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김종덕 외 1인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최낙균
김상겸 외 1인

Stakeholders’ Interest Relations in Korea’s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김준동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연구: 국내법원 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중심으로

엄준현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서진교 외 3인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이천기 외 2인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양평섭 외 8인

터키 서비스산업 분석과 한·터키 협력 방안 모색

이철원 외 3인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정재욱 외 2인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류한별 외 2인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정재욱 외 1인

품목별 FTA 활용 원인분석 체계 구축 연구

구경현 외 3인

주요 지역무역협정(RTA) 지재, 노동, 환경 분야 모니터링 분석체계 구축사업

김종덕 외 6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활용 현황 분석 연구

조문희 외 9인

13

2

2019 국가정책 기여 실적과 성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1 | 주요 성과 요약
- 신북방 경제협력을 위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및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제안
제공을 통해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 내실화에 기여
- 對중국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자료 제공
- 한·아세안, 한·인도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자료 및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신남
방정책 이행을 지원
- 제2의 신남방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아프리카, 중동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신남방지역의 포화상태에 대비한 정책
연구 수행
-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략을 제시하고, 각국에 대한 신속한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부처에 제공
- 변화하는 대중 경제협력 환경에 적합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관련 정보 및 전략을 제시하고, 유관 정부 기관의 정책 수립을 지원

2 |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연구과제 및 사업명

기여 실적 및 성과

정부부처 간담회
-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한·아세안 산업협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2.27)
- 외교부 주최 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정책간담회 참석(19.09.06)
-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제6차 대외경제분과회의 참석(19.10.18)

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한
‘아세안 사무총장과 아세안한인상공인 연합회 대화’ 출범(19.11.24)
- 본 과제는 신남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조사, 발굴, 해결하는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제1차 대화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유역 5개국 정상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정상선언문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에 연구의 관련 내용 반영(19.11.27)
- 한 국 정부는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를 지원하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서비스 연계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금융 협력 강화를 약속
- 본 연구는 현지진출 기업의 GPN/GVC 구축과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금융의 초점을 물류망 개선을 비롯한 연계성 개선에 맞출 것을 제언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략 제시, 각국에 대한 신속한 현황자료 확보 및 활용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 통일부 주최 ‘2019년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19.03.08)
북중 무역에 대한 평가와 전망,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효과,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제재로 인한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
- 통일부&독일 에너지경제부 주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참석(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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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및 사업 명

기여 실적 및 성과

독일 측 인사들과의 교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향후 KIEP의 통일연구에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협력방안 등을 모색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거시경제 TF 회의」 참석(19.07.04)
일본의 성장전략, 특히 아베정부 이후의 성장전략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한일 갈등의 현황과 해법에 대해 토론
- 기획재정부 주관 「북한경제 콜로키움」 참석(19.10.25)
북한경제 현황에 대한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를 대비한 남북경협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
- 해양수산부 주관 「중장기 항만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19.11.04)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전략에 대해서 리뷰하고 현 시점에서 가능한
허브 전략을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일본 관련 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19.12.19)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의 국장급 회의가 재개되었고,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FTA 협의를 앞두면서 일본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
대외협력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 ERIA & IDE-JETRO 주최, 「ERIA Research Institutes Network Meeting 」 및
ERIA & IDE-JETRO & RIETI 주최, 「New Global Era of Digital Economies 」참석
(19.01.29~30/인도네시아)
‘New Global Era of Digital Economies’을 개최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4차산업 혁명관련 정책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
- 중국사회과학원 & ERIA 주최, 「East Asia Summit and East Asian Cooperation International
Symposium 2019」 참석(19.09.16~19/중국))
“From Asia-Pacific to Indo-Pacific: A New Direction of Regional Cooperation?”라는 주제 하에
미중 통상 분쟁이 동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대해 논의
- ERIA & IDE-JETRO 주최,「Research Institute Network Meeting」 및 UNSCAP & ERIA 주최,
「Asia Pacific Think Tank Summit」 참석 (19.11.09~13/태국)
디지털 경제에 대한 토론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서비스 무역 등에 대해 논의
- 중국사회과학원 주최, 「“10+3” Connectivity Partnership International Forum 2019」 참석
(19.12.15~17/중국)
Connectivity and Regional Inclusive Development, Infrastructure Connectivity:
Key Areas of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China’s BRI: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onnectivity and Problems 등에 대해서 논의
기타 간담회
-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19.02.07)
-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impacts and implications(19.02.22)
- 경제자유구역과 특구의 발전방향(19.12.19)

15

2019 국가정책 기여 실적과 성과

2 |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연구과제 및 사업명

기여 실적 및 성과

2건의 연구과제 추진
-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및 추진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방안
한 국의 지역산업개발정책,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 정책,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을
상호 연계하려는 시도가 매우 실천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 한·우즈벡 전략대화(19.04.16/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한·카자흐 전략대화(19.04.18/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전문가 간담회 추진
- 몽골 전문가와 ‘2018년 몽골의 주요 사건과 2019년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 진행(19.02.07)
- 러시아 국제금융연구소 전문가와 ‘2019년 러시아 경제 진단 및 2020년 전망: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간담회 진행(19.12.17/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등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연구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원내 유라시아 지역 연구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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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부부처 연계 연구·사업 참여 및 지원 실적
정부부처

참여 및 지원 실적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총 24건)
- 기본연구과제 5건, 수시연구과제 2건, 수탁과제 12건, 그외 과제 5건
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총 7건)
- 중국종합연구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협동과제 수행(9건)
대학 등 외부 기관과 협동과제 수행(3건)
2019 중국 대전략 세미나 개최(19.03.06/서울)
-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사업
제14차 동아시아 기관장회의 개최(19.08.29/서울)
통일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부처 주관 회의 참석(7건)
ERIA, 중국사회과학원 등 동아시아 기관과 공동 세미나 개최(4건)
- KIEP 북경사무소 운영사업
북경사무소 브리핑(10회)
한중경제포럼 운영(6회)
중국 현지 네트워크 활동(75건)
한국경제 및 KIEP 연구성과 홍보(38건)
현지 자료 입수 등 본원 과제 수행 지원(116건)
외교부
기획재정부

- 중국지역전략팀 운영
중국 지역 현안자료 기재부 제공(21건)
제7차 KIEP-HASS 공동세미나 개최(19.11.07/중국)
‘한일 경제분쟁,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경제’ 글로벌 경제전문가 협의회 개최(19.11.16/일본)
중국 현지 공무원 및 연구자 초청 중국 지역별 대외협력 전략 세미나 개최(19.11.28/서울)
중국 전문가포럼(CSF) 콘텐츠 제공(3,483건)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제28차 NEAEF 세미나 개최(19.08.08~10/인천)
세미나 프로시딩 발간
- 세계지역 전략연구
신남방지역 및 아프리카, 중동 등 전략연구 수행(13건)
신남방포럼 운영(2회)
-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발간
한·우즈벡 및 한·카자흐 전략대화(19.04.16~18/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 세미나 개최(총 6건)
- The 13th Trilateral Workshop of CASS-KIEP–PRI(19.06.04~05/일본)
- 제14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19.06.20~21/전주)
- 제17차 KEIP-AMR 공동세미나: 한중 경제 무역 협력 확대방안 연구(19.09.03/중국)
- 신북방 포럼 운영 및 개최(19.12.27/서울)
- 중국의 지역별 대외협력전략과 한중 협력(19.11.28/서울)
- 소프트파워 포럼 출범(19.03.26/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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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부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과제 및 사업명

연구/사업 수행자

세계지역 전략연구

조충제 외 19인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사업

박정호 외 3인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김준동 외 3인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현상백 외 3인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정영식 외 6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문진영 외 4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박정호 외 7인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훈 외 4인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 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정민현 외 1인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이형근 외 1인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한·러 협력 방안

박정호 외 6인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이현태 외 10인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김정곤 외 4인

한국의 아세안 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문진영 외 6인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허재철 외 7인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박정호 외 6인

한·아세안 금융협력사업 발굴 및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 연구

정영식 외 9인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 연구

김정곤 외 9인

한, 베 교역규모 1,000억 불 달성과 지속가능한 교역, 투자 연계 및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곽성일 외 8인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경제협력 전략

정형곤 외 3인

신남방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환경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정곤 외 5인

3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1 | 주요 성과 요약
- 중점협력국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개발협력사업과 재원 사용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제시
-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의제에 대해 학술 연구 및 제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의제
별 우리나라 입장과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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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연구과제 및 사업명

기여 실적 및 성과

정부, 학계,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국내의 대외 경제전문가들을 조직화하여
네트워킹을 형성
- 주요 현안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고 정부가 국제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지원

8개 연구회 22개 분과 총 343명(외부 313명/내부 30명)
구분
연구회

1

2

국제거시금융 연구회

무역통상연구회

대외경제
전문가 풀
3

4

5

6

7

8

계

분과

위촉
인원

1. 국제거시분과

25

2. 국제금융분과

21

3. 거시·환율모형분과

16

4. 상품무역분과

18

5. 서비스·투자분과

20

6. 디지털통상분과

11

7. APEC분과

20

8. 개발협력분과

8

9. 에너지·환경분과

11

10. AI빅데이터분과

8

11. 중국분과

20

12. 일본분과

18

13. 북한분과

9

14. 러시아분과

14

15. 몽골분과

9

16. 북미분과

8

17. 중남미분과

18

18. 유럽분과

10

19. 동남아·대양주분과

20

20. 인도·남아시아분과

16

21. 아프리카분과

16

22. 중동분과

19

글로벌경제협력연구회

동아시아연구회

러시아·유라시아연구회

미주유럽연구회

동서남아연구회

아프리카·중동 연구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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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연구과제 및 사업명

기여 실적 및 성과

G20 셰르파 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 자문 및 지원
- 제1차 G20 셰르파 회의(19.01.18~22/일본 도쿄)
2019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국과 협의 및 핵심의제 관련 우리 입장 발표
- 제2차 G20 셰르파 회의(19.04.29~05.02/일본 요코하마)
2019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국과 협의 및 핵심의제 관련 우리 입장 발표
- 제3차 G20 셰르파 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19.06.24~29/일본 오사카)
G20 셰르파 회의를 통한 정상선언문안 협의 작업에 참여 및 셰르파 트랙과 재무 트랙 간 논의 동향
공유, 대응전략 등 가교 역할 수행
- G20 정상회의 및 제1차 셰르파 회의(19.12.03~07/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020년도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의장직 수행 계획을 청취하고 중점 의제 및
의제별 추진 방향을 논의
G20 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면담 및 양자회의 등 자문 및 지원
- 독일·EU·OECD 셰르파와의 양자 회담(19.03.17~22/독일, 벨기에, 프랑스)
2019 오사카 정상회의 관련 EU, 독일 및 프랑스의 우선순위 의제 파악, OECD의 보고서
준비 동향 및 공통 관심 의제 논의 진전을 위한 협력 당부
G20
연구지원단 운영

B20, T20, Y20 등 G20 관련 아웃리치 대표들과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증진
- B20, T20, Y20, W20, C20 대표들과의 협력 지원
- B20 관련 고위급 콘퍼런스 참석(19.05.22~25/프랑스 파리)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OECD와 B20, Business at OECD는 제5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G20 주요국 셰르파를 초청하고 G20 논의 동향 점검 셰르파 업무를 보좌
G20 관련 관계부처 회의 및 민간자문회의 개최 지원
- 1차 외교부 회의(19.02.25)
셰르파 및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 담당자와 G20 회의 계획, 주요 의제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협의
- 제2차 외교부 회의(19.03.13)
G20 셰르파 유럽 출장 관련 G20 재무트랙 주요 이슈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방향 협의
- 제3차 외교부 회의(19.04.22~23)
제2차 G20 셰르파 회의 대비, 주요 이슈별 쟁점 및 발언 전략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G20 관련 국제행사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발표 지원
G20 의제 논의 현황 및 셰르파 회의 결과 세미나 개최(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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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부부처 연계 연구·사업 참여 및 지원 실적
정부부처

2)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참여 및 지원 실적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총 19건)
- 기본연구과제 4건, 수시연구과제 7건, 수탁과제 6건, 그외 과제 2건
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총 3건)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 G20 연구지원단 운영사업
G20 셰르파 회의 및 정상회의 참석(4회)
독일·EU·OECD 셰르파와의 양자 회담 지원(19.03.17~22)
B20 관련 고위급 콘퍼런스 참석(19.05.22~25/프랑스)
G20 관련 외교부 회의 참석(3회)
- 개발협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국가별·분야별 심층연구사업
중점협력국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연구 수행(4건)
- 미 KEI 운영

4 | 세부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과제 및 사업명
대외경제전문가풀 운영 사업
G20 연구지원단 운영

연구/사업 수행자
김영귀 외 3인
정 철 외 1인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안성배 외 3인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한민수 외 4인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 외 4인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권 율 외 5인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분석과 정책시사점

정성춘 외 1인

Push vs. Pull Factors of Capital Flows Revisited: A Cross-country Analysis

김경훈 외 1인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훈 외 1인

The effects of US sectoral shocks through the world input-output network

한민수

외화예금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강태수 외 2인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and Guarantees on Export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for Korea

김경훈 외 1인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윤덕룡 외 2인

EU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김흥종 외 7인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 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정지원 외 3인

국제투자은행(IIB) 현황 및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강태수 외 3인

ODA 사업분류 체계화

정지원 외 2인

세네갈 KOICA ODA 사업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박영호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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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1 | 주요 성과 요약
-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 모색
- 남북 CEPA 체결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및 경제 협력 환경에 맞추어 남북경협의 정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남북경협 재개 이전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

2)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연구과제 및 사업 명

기여 실적 및 성과
연구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발표(19.11.07)
- 주요 참석자: (정부부처)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장, 정책기획과 사무관,
(원내) 최장호 박사, 최유정 전문연구원
제18차 한반도 포럼: 최장호 박사 연구결과 발표(19.11.21)
- 주요 참석자: (국외) 선양 총영사·부총영사 외 5명, 중국 동북3성 한반도 문제 전문가 15명
(중국 한족 학자 5명, 조선족 학자 10명), (원내) 최장호 박사, 최유정 전문연구원
통일부 차세대 연구자 경제분야 세미나: 연구결과 발표(19.11.28)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와
신남북 협력 방향

- 주요 참석자: (정부부처) 통일부 정세분석국 국장, 경제사회분석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정치군사분석과장, (공공기관)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등 10여 개 기관 북한경제 연구자 (원내) 최장호 박사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와 19년 하반기 월 1회 동향회의 개최(19.08.~12.)
- 주요 참석자: (정부부처)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장, 주무관, (원내) 최장호 박사
한국은행 세미나: 연구결과 발표(19.12.17)
- 내용: KIEP 최장호 박사, KDI, 한국은행, 통일연구원 북한경제 담당자가 참석하여 각 기관의
2019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
북한연구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19.12.20)
- 주요 참석자: KIEP 최장호 박사, 한국은행,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학술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 게재 예정(2020년 상반기, 북한연구)
- 최장호, 최유정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시장 일부 물가의 안정화 분석」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과 같은
국정과제 추진의 정책 대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국정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진행

전략지역
심층연구

- 남북 CEPA(포괄적경제협력강화약정) 관련 연구 수행
- 북한의 관광정책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진행중)
북한이 관광을 통한 외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간 협력방안을 모색
한 국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
베이징 한반도문제 포럼(19.03.14)
- 주요 참석자: KIEP 연구진 및 베이징 한반도문제포럼 회원(중국 측) 20여 명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 한반도 주변국의 양자관계 동향 및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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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및 사업명

기여 실적 및 성과
제12회 두만강포럼 경제분과 세미나 개최(19.09.22~23)

전략지역
심층연구

- 주요 참석자: (국외) 장동밍 랴오닝대 동북아연구소장, 리명숙 김일성종합대 교수, Vadim S.Akulenko
러시아 극동대 교수, 松野周治 일본동북아경제학회 연구위원, 장후이즈 지린성 지린대학 교수 등
(국내)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KIEP 최장호 박사 등
두만강지역 관련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전문가 협력사업 발굴 논의 및 정책 의견 교류
‘KIEP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
-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향후 남·북·미·중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전망(19.03.08)
-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현안 및 전망 논의(19.06.13)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와 신남북 협력 방향(19.11.07)

3 | 정부부처 연계 연구·사업 참여 및 지원 실적
정부부처

참여 및 지원 실적
1)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총 9건)
- 기본연구과제 1건, 수시연구과제 1건, 수탁과제 5건, 그외 과제 2건
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총 1건)

통일부
기획재정부

-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
남북 CEPA 관련 연구 수행
북한의 관광정책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연구수행
KIEP 한반도 신경제 포럼 운영(3회)
베이징 한반도문제 포럼 운영(19.03.14/중국)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19.08.28~29)
3) 세미나 개최(총 3건)
- 제12회 두만강포럼 개최(19.09.22/중국)
- 한·독 통일 경제 정책 세미나(19.11.08/서울)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 협력 방향(19.11.07/서울)

4 | 세부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과제 및 사업명

연구/사업 수행자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최장호 외 3인

전략지역 심층연구

조충제 외 13인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최장호 외 3인

남북 CEPA(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쟁점과 추진 전략

최장호 외 10인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정형곤 외 3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북방철도 협력 전략 수립

최장호 외 4인

통일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 경제 분야 한·독 국제공동연구

정형곤 외 4인

대북제재 준수 필요성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윤덕룡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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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과
현안과제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성과

미·중 통상관계 TF 운영
홈페이지 ‘미중통상마찰 관련 자료’ 코너 운영
현안대응과제 발간
①
미·중
무역분쟁

- 미국의 중국환율조작국 지정의 전개와 영향(19.08.08)
- 최근 미중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19.09.04)
-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19.12.23)
- 캐나다의 대미·대중 통상 현안 및 전망(19.04.16)
- 미·중 통상마찰 구도하의 EU의 대중 전략과 시사점(19.07.18)
-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19.04.17)
-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19.09.23) 등

-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주요국의 반응,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정부의
현황 진단 및 관련대책 수립에 기여
정부회의 10회 참석
현안대응과제 7건 발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운영
현안 토론회 및 관련 세미나 주최·주관
- KIEP 현안토론회 개최(19.07.12)
- 2019 U.S.-Korea Opinion Leaders Seminar (OLS)
(19.07.16~17/ 미국 워싱턴 D.C.)
- KIEP·EAI 공동세미나 개최(19.11.07)
-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와 아세안 영향 발표
②
일본
수출규제

홈페이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자료’ 코너 운영
현안대응과제 발간
-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19.07.16)
-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19.07.26)
-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19.08.01)
-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19.08.14)
-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19.10.30)
- Japan’s Export Curbs on Korea : an Unjustifiable Threat to the
Global Trading Order(19.08.07)
- 한일 갈등하의 일본경제 동향(7~9월)(19.10.01) 등

현안대응과제 발간
③
신남방
정책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19.02.18)
-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대외 정책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9.05.22)
- 인도 모디 2기 정부 출범의 의의와 경제정책 방향(19.06.17)
- 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와 향후 협력 방향(19.11.21)
-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19.06.26)

-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중심으로
동향 모니터링 및 통상법적 검토,
파급영향 분석 등을 실시, 즉각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제적 지지를 유도
현안대응과제 7건 발간
일일동향 149건 등재
언론기사/인터뷰 18건 실시
토론회 4건 개최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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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③
신남방
정책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 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19.08.30)
- 인도 모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사점(19.12.04)-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19.03.12)
-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19.03.13)
-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의 대(對)아세안 투자 동향(19.03.22)
- 2019 인도 총선 주요 이슈와 전망(19.04.11)
-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의미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19.04.19)
- 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19.05.02)
- 최근 태국 경제 현황 및 한국·태국 경제협력 방향(19.08.28)
- 아세안 통계시스템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협력방안(19.06) 등

성과

- 신남방 지역의 경제협력 과제와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신남방정책 수립,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 등을 지원
현안대응과제 24건 발간
동향세미나 자료 31건 제공

동향세미나 자료 제공
-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경제공약 및 전망(19.01.25)
- 인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19.04.19) 등 동향세미나
자료 31건 제공

정부 현안보고
- ‘시베리아의 힘’ 가스파이프라인 개통의 의미와 시사점(19.12.12)
현안대응과제 발간

④
신북방
정책

-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의 개통 의미와 시사점(19.12.19)
-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현황과 시사점: 몽골의 시각에서(19.05.24)
- 러시아 2019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19.02.28)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과 카자흐스탄 정국 전망(19.03.29)
-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19.04.11)
-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 변화와 시사점
(19.08.09)
-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19.07.11) 등

- 신북방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준비를 지원하고 정책이슈
발굴에 기여
현안대응과제 7건 발간
동향세미나 자료 11건 제공

동향세미나 자료 제공
- 최근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수출 동향(19.03.22)
- 러시아, 1/4분기 성장 둔화 배경과 전망(19.06.07) 등 11건 제공

정부 현안보고
-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자료 제출(19.12.09)

⑤
WTO
개혁

현안대응과제 발간
- 최근 WTO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19.05.14)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19.12.12)
- WTO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 정책방향(19.10)
- Reshaping the Multilateral Trade Policy for Korea(19.05.23)
- W TO Reform on State-Owned Enterprise Disciplines and
Implications for Korea(19.12.12) 등

- W TO 기능과 개혁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의 다자통상정책
(개도국 지위, 상소기능 등)
방향 설정에 기여
정부현안 보고 1건
현안대응과제 5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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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성과

현안대응과제 발간
-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19.04.02)
-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본 향후 주요 쟁점과 EU체제 변화 전망
(19.06.04)
- 북유럽 경제의 특징과 협력 확대 방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중심
으로(19.06.05)
-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19.04.29)
⑥
전략적
경제협력

- 중국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추진과 전망(19.05.09)
- 중국 주요 지역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19.05.23)
- APEC 사업 추진체계와 활용방안(19.06.17)
- 중국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및 평가(19.07.20)
-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19.08.19)
-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19.10.07)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기준 개편 논의와 시사점(19.10.11) 등

- 중국, 유럽, 아프리카 등 주요국과
ODA, SDG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자협력 사업 발굴,
북방위 제안 방향 설정, 북유럽 3국
수교 60주년 대응에 기여
현안대응과제 45건 발간
북경사무소 브리핑 16건 발간
동향세미나 자료 125건 제공

동향세미나 자료 제공
- 2019 1/4 분기 중국 거시경제 동향(19.04.19), 中, 제2회 일대일로 국제
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19.05.03) 등 125건 제공

현안대응과제 발간
-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19.02.12)
- 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을 중심으로(19.05.22)
- 미·일, 미·EU 무역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19.07.01)
- 미·일 무역협정(USJTA)의 경제적 영향(19.09.25)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19.11.19)
⑦
주요 통상
현안

- 통상이슈의 논의 동향과 경제적

-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19.08.28)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디지털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및 평가

통상현안 대응, 주요 보호무역주의

(19.04.12)

이슈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기여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의 발효 의미와 전망
(19.05.30)
- 미국·EU 무역협정 협상의 주요 쟁점 분석(19.06.18)
-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19.08.21)
- USMCA 개정의 함의(19.12.19) 등
동향세미나 자료 제공
- 미·일 무역협정 1차 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19.05.03),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19.09.06) 등 9건 제공

현안대응과제 14건 발간
동향세미나 자료 9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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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성과

현안대응과제 발간
-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과 대응: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19.04.08)
- 2019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19.05.15)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 분석(19.05.17)
- 2020년 세계경제전망(19.11.11)
- 시리아 내전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향후 전망(19.03.25)
⑧
세계경제
리스크

-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과 전망(19.01.31)
- 잠무·카슈미르 특별자치권 박탈의 주요 내용과 전망(19.08.27)
-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불안정의 배경과 전망(19.08.27)
- 영국 존슨 내각 출범 이후 브렉시트 전망(19.08.28)
- ECB 완화적 통화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19.10.14)
- 아르헨티나 정권교체의 의미와 시사점(19.10.31)

- 세계 거시경제 리스크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정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하방위험 대응책 마련에 기여
현안대응과제 17건 발간
동향세미나 자료 12건 제공

- 영국 조기 총선 결과 및 브렉시트 전망(19.12.18) 등
동향세미나 자료 제공
-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으로 미·이란 갈등 고조(19.09.20),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확산과 원인(19.12.06) 등 12건 제공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19.08.28~29)
- ‘평화경제와 한반도의 번영’을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개 국책연구기관, 통일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⑨
한반도
평화

국제 포럼을 개최
현안대응과제 발간
- 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19.02.15)
- 북한경제의 개혁전망과 과제: 북한식 도이모이?(19.04.04)
-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19.04.04)

- 해외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평화통일의 세계적 공감대 확산
현안대응과제 5건 발간

-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19.04.30)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19.02) 등

현안대응과제 발간
- 세계거버넌스지수(WGI)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 분석(19.08.12)
- 중국의 5G 산업 육성 동향 및 시사점: 주요 지역의 시범사업을
⑩
혁신
성장

중심으로(19.08.27)
-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혁신 벤처기업 전용증시 개설 의미와 평가
(19.04.30)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중·일 협력과 시사점(19.05) 등
동향세미나 자료 제공
- 일본 AI·스마트시티·창업 관련 전략회의 개최(19.04.05) 등 3건

- 데이터 혁신, 5G 산업, 경쟁력 현황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및 제도 정비에 기여
현안대응과제 14건 발간
동향세미나 자료 3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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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기관의 긴급 및
수시 요청에 대한 대응 성과
현안과제

긴급 및 수시 요청 국가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①
미·중
무역분쟁

정책기획위원회

주한 미대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②
일본
수출규제

한국 경제현안 및 한·미 관계 논의를 위한 주한 미대사관
경제공사 방원 면담(19.05.22)

2020년 미·중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참석 및 발표
(19.12.10)

2020 ICT 산업전망 콘퍼런스 참석 및
‘기술패권으로 본 최근 세계경제 흐름’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 참석(19.12.19)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정책기획위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대응전략 T/F 정책간담회 참석
(19.10.15)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정책간담회 참석(19.08.08)

정병국 의원실

③
신남방
정책

미·중 무역분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6.04)

청와대

청와대
긴급
현안자료
작성 등

대응 실적과 성과

외교부

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의 사실관계
확인 자료 작성(19.08.20)

일본 수출규제 등 최근 대외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자료 작성(19.08.21)
최근 한·일 관계 현황과 양국간 쟁점 자료 작성(19.10.22)
통상교섭실장 주재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3.29)

한·아세안 산업협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2.27)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간담회 참석(19.09.06)

대한상공회의소

ASEAN 전문가 및 기업인 간담회 참석(19.11.06)

외교부

ADB 연차총회 세미나 준비 회의 참석(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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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긴급 및 수시 요청 국가기관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

외교부 국립외교원

‘신남방정책과 지역경제통합의 전망’ 세미나 참석 및 발표(19.11.1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시사점’ 세미나 참석 및 토론
(19.12.19)

추경호 의원실
③
신남방
정책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국별·품목별 무역수지 추이 분석자료 제출
(19.07.3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한국과 일본의 아세안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주요 품목별 교역 구조 변화 자료 제출(19.07.31)

청와대

④
신북방
정책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

산림청 공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및
국립외교원

한국무역협회

청와대
긴급
현안자료
작성 등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⑤
WTO
개혁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투자 동향 분석(19.02.14)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긴급
현안자료
작성 등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대응 실적과 성과

심재철 의원실

한·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교역 품목 비교 자료 제출(19.10.21)

중앙아 산림협력 확대 추진 간담회 참석 및
산림협력 방안 발표(19.05.24)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 순방 성과와 과제 세미나
토론자로서 참석(19.04.26)

러시아 시장 개척 및 진출전략 세미나 발표 및 참석(19.06.03)

카자흐스탄 정세 관련 참고자료 작성(19.03.21)

역대 우리 정부간 한·중, 한·러, 북·중, 북·러 경제협력 및
진척사항 작성(19.05.09)

기획재정부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대외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발표(19.02.14)

기획재정부

수산보조금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19.10.01)

기획재정부

WTO 개도국지위 설명을 위한 농업계 간담회 참석(19.10.22)

산업통상자원부

페루에 대한 WTO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자료 제출(19.09.26)

산업통상자원부

TPRM 개혁방안 자료 작성

긴급
현안자료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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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및 수시 요청 국가기관
기획재정부
캐나다 대사관

기획재정부

⑥
전략적
경제협력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대응 실적과 성과
중국경제간담회 참석 및 발제(19.01.10)
캐나다 대사 주재 오찬 간담회 참석(19.01.11)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 ’20년 ODA 예산안 편성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1.17)

한국국제협력단

2019년 KOICA 분야별 전문위원 간담회(19.01.25)

북방경제협력위

북방위·중국 요녕성 발전개혁위원회 회의 참석(19.02.19)

외교부

2019년 외교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19.02.18)

외교부

외교부 브라운백 세미나: 아프리카 지역 이슈 및 협력사업 발표
(19.02.22)

국정원

중국경제에 대한 자문, 간담회 참석(19.03.15)

외교부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사전 간담회 참석(19.03.22)

외교부

2019 對아프리카 전략 수립 전문가 초청 간담회(19.03.28)

청와대

북유럽 3국 수교 60주년 관련 현안대응 간담회 참석(19.04.22)

외교부 국립외교원

G20 정상회의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5.02)

군산시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 위촉, 간담회, 현장방문(19.05.31)

외교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최진원 심의관 면담 및 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참석(19.06.19)

외교부

APEC 미래비전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6.19)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외교부

외교부 아프리카과

기획재정부

뉴질랜드 Vangelis Vitalis 통상차관보 간담회(19.08.07)
한·중동 협력포럼 및 미래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3/4분기 정책자문위
참석(19.10.14)
제11차 아프리카 전문가 초청 간담회(19.10.24)
한·일 간 부문별 비교 후 일본의 강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간담회 참석
(19.10.31)

외교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 간담회 참석(19.11.13)

외교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외교정책 방향 관련 간담회 참석(19.11.29)

주한 호주대사관

주한·호주대사관 부대사 오찬간담회 참석(19.12.03)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영국대사 주최 전문가 간담회 참석(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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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긴급 및 수시 요청 국가기관
외교부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

⑥
전략적
경제협력

긴급
현안자료
작성 등

대만구 지역 금융·산업 비즈니스 포럼 참석(19.12.05~06)

주선양 총영사관

한·동북 3성 경제 협력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참석 및
토론(19.12.05~07)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안건 설명회 참석(19.07.03)

외교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 참석 및 주제발표(19.07.14~17)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정책의 현황 이해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국제산림협력
관실 현장설명회 참석(19.08.2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성과 설명회 참석(19.11.18)

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추진 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세미나 토론자로서 참여(19.12.10)

청와대

북유럽 거시경제 현황 및 특징(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자료 작성 (19.04.17)

산업통상자원부

스웨덴 관련 협력 이슈 자료 제출(19.04.09)

청와대

포용적 성장 정책과 성과 -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자료 작성(19.05.30)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청와대
기획재정부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중국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싱크탱크 포럼 참석(19.04.24~26)

주홍콩 총영사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⑦
주요
통상현안

대응 실적과 성과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OECD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보고서 초안 검토 의뢰(19.09.03)
CPTPP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1.07)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분과 간담회 참석(19.01.16)

美 자동차 232조 조사 관련 간담회 참석 (19.01.24)

통상정책 간담회 참석(19.03.15)
기재부 간담회 참석(19.03.15)
2019년 대외경제정책, 과제와 전망 강연(19.03.18)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성과평가 관련 관리원 간담회 참석(19.07.17)

산업통상자원부

美 철강 PMS 회귀분석 관련 간담회 참석(19.07.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간담회 참석(19.10.3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기획재정부

신통관절차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참석(19.10.31)
기획재정부 주관 APTA 활용 기업 간담회 개최(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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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및 수시 요청 국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및 EU학회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
⑦
주요
통상현안

무역협회
기획재정부
정병국 의원실

긴급
현안자료
작성 등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국무조정실

한·말레이시아 FTA 및 한·필리핀 FTA 공청회 참석(19.05.07)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부과 관련 영향분석(19.06.10)
브렉시트 이후 한·영 협력 강화 필요성 자료 작성(19.07.09)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경제협력 강화
실적설명회 참석(19.10.23)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자료 작성(19.11.1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주재 글로벌 불균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2.20)

기획재정부

2019 기획재정부 자체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설명회 참석(19.07.12)

기획재정부

국내 주요 이슈의 G20 의제화 방안과 논의 전략 및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논의(19.08.29)

외교부 요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간담회 참석(19.10.07)
신남방정책 관련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참석(19.10.08)

기획재정부

기재부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참석(19.11.26)

기획재정부

그린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19.12.11)

외교부

심재권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긴급
현안자료
작성 등

2019년 EU 세미나 사회:
브렉시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모색(19.01.30)

국회 예산정책처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⑧
세계경제
리스크

대응 실적과 성과

정병국 의원실
청와대
국무조정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후속 홍보 간담회 참석(19.12.19)
대이란 제재, 특수목적법인 등 의원실 요청자료 제출(19.03.08)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주재 미국·대이란 제재 관련 석유수급 점검회의
자료 제출(19.04.25)
브렉시트와 아일랜드 국경문제 자료 제출(19.06.19)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19.08.21)
일본 경기부양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자료 제출(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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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긴급 및 수시 요청 국가기관
통일부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⑨
한반도
평화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

기획재정부

통일부

차세대 전문가 분야별 세미나 개최계획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19.11.28)

통일부

‘신한반도체제’ 구상(案) 및 향후 계획 설명회 참석(19.07.10)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의 현황과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남북산림협력
현장 설명회 참석

통일부

남북한 CEPA 체결 전략과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19.10.25)

청와대

디지털 통상 추진 관련 청와대 간담회 참석(19.01.31)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관련 간담회 참석(19.03.05)
디지털 변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3.06)

관세청

3월 5일 관세청 간담회 후속 협의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센터
설립 프로젝트 관련 부처(관세청) 및 업계 관계자 간담회,
세관 현장조사 추진(19.03.19)

외교부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 논의 동향 간담회(19.04.17)

기획재정부

디지털통상 주요 쟁점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5.10)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 모델과 남북경협 추진방향 논의(19.03.20)
북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 전문가간담회 참석(19.10.23)

기획재정부

⑩
혁신
성장

북한경제 평가 전문가 간담회 참석(19.03.08)

통일부

인천공항세관

정부회의,
간담회 등
참석

대응 실적과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외교부 부내 직원 교육 세미나(19.06.04)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참석, IMD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및
시사점 발제(19.06.18)
5G 시대의 통상정책 간담회 참석(19.07.11)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참석(19.10.30)
2019 디지털경제 통상 콘퍼런스 및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 참석(19.01.16)
ICT 지원사업 민관 통합설명회 참석(19.02.19)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 제3차 세미나 발표자로서 참석(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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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정과제
기여 우수 사례
연구 및 사업명
세계지역 전략연구

연구 및 사업 책임자/참여자
세계지역 연구센터 소장/신남방 및 신북방경제실원, 여성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外 6개 기관 등

선정 사유 및 배경
국정과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핵심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연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남방 지역에 대한 종합연구 필요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ASEAN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안보 등 다차원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ASEAN 3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17.11) 시 3P원칙(사람, 상생번영, 평화)에 입각한 신남방정책
의 비전을 제시
- 2018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이 실행 단계에 진입
신남방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 수립과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장기적·선도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종합적 접근 필요
신남방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를 위해 국내외 학계, 연구소, 기업 등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한 곳에 모으고 체계화할 필요
신남방지역 연구에 대한 결과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민간 영역이 주어진 정보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최근 대외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경제 및 외교의 다변화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
세계지역 연구 강화를 통해 경제 및 외교 다변화 후보지를 발굴하고 진출전략을 마련할 필요
- 신남방 지역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지역 까지 포함하는 심도 있는 지역연구 필요

소요예산
1,250,000천원

연구·사업의 목적(목표)과 기대효과
사업목적
신남방정책 이행 지원에 필요한 선도적 이슈와 현장형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 제고
신남방 지역 연구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연구 체계를 구체화하고, 연구종료 후 세미나를 포함한 효율
적 성과확산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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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학술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와 신남방정책의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내외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신남방
정책 비전그룹’ 결성 추진
신남방 지역 수요가 포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제2의 신남방 지역 발굴을 위한 사전 연구 및 네트워크 강화

추진 실적(주요 내용 및 추진 과정)
기대효과
한·아세안, 한·인도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자료 및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신남방정책 이행을 지원
- 신남방 지역에 대한 경제, 국제정치, 안보, 사회·문화 등 종합적 연구를 강화하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 수립을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및 민간 기관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협동연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남방 지역 연구기반
강화
- 신남방 지역 연구자간 교류 활성화 통한 아세안 및 인도 연구 성과물의 효과적 확산에 기여
-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생산·제공함으로써 신남방 지역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우리 기업의 對인도 및 對아세안 진출 확대를 통한 교역 확대방안 마련
제2의 신남방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신남방 지역의 포화상태에 대비
-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진출 확대를 통한 교역 확대방안 마련

주요 신남방 지역에 대한 협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 수행

연구주제 선정
- 대주제는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로 삼고, 각 공동체별 선도 중점과제와 현장형 수시과제를 발굴
- 4대 선도 중점분야별로 연구주제 선정

4대 선도
중점분야

사람중심
공동체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평화
공동체

미래비전 공유 및
시장 진출 전략

1년 차

2년 차

한·아세안 간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한·아세안·인도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한·인도 간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아세안 양방향 문화협력
한
강화방안

한·아세안 협력과 제3국
동반진출 방안

한·인도 제조업 중심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한·인도 협력과 제3국
동반진출 방안

한·아세안 4대 중점 인프라 협력방안

한·아세안 협력과 재난 대응방안
연구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신남방정책 대응전략

아세안 역내분쟁 종식 경험과
남북 평화공동체 형성에의 시사점

한·인도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인도의 4차 산업혁명 동향과
협력방안 연구

아세안의 4차 산업혁명 동향과
협력방안 연구

아세안의 법제도 분석과 진출전략

아세안의 기술발전 동향과 협력방안

3년 차

한·인도 양방향 문화협력 강화방안
아세안 지역 글로컬라이제이션
사례와 시사점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한·인도 기술협력 방안 연구

역내 정치·안보 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아세안 정치 안보 공동체 형성
경험과 시사점

인도의 법제도 분석과 진출전략
인도의 기술발전 동향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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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참여대상 및 과제 선정 절차

1

2

지역 전문가
리스트 취합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30명)
중남미(10명)
아프리카(10명)
중동 (10명)

연구과제
수요조사

지역연구
전문가 대상

3

4

결과 취합 및
선정

지정
공모

총 92건 접수
세계지역 전략연구
TF 검토 후
9건 선정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3개 기관)
학·협회
(7개 기관)
대학연구소
(28개 기관)

5
과제 심의
과제 계약
심의위원
(정부/학계/
민간/내부 각 1명)
원내 연구조정
평가위원회 심의

신남방 지역(area)의 국제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학제간 결합을 통한 융·복합 연구를 중점 추진
- 위탁연구과제 8건 추진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여성정책연구원) 외
- 내부 연구과제 7건 추진
한 국의 아세안 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외

KIEP 신남방포럼 개최
2019년 ‘KIEP 신남방포럼’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개최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한국과 아세안의 대응 방향, 신남방정책하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방향,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한·아
세안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
- 본 세미나는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EAI: East Asian Institute)와의 공동 개최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싱가포
르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교류를 확대해나갈 예정

위탁연구과제 8건 추진 완료(100% 달성)

연구·사업의 목적(목표)과 기대효과 달성 정도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 전략 수립연구

과제명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 방안 연구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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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연구과제 7건 추진 (100% 달성)

한국의 아세안 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과제명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모로코의 4차산업혁명 전략과 협력방안
동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ODA 프로그램 수립방안 연구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시사점

파급효과/성과
포럼/세미나 5건 추진 완료(100% 달성)
(아세안) 신남방포럼 국제세미나
(아세안/인도) 2019 KIEP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중남미) 제8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중동) 제7회 중동경제세미나(Advancing Korea-Egypt SME Cooperation)
(아프리카) KAF-KIEP-AfDB 공동세미나

지역연구를 통한 경제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신남방 지역 관련 주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
관의 협력 연구 및 대학연구소와 민간단체와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자료 및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신남방 지역의 국제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학제간 결합을 통한 융·복합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동남아시아의 유아
교육행정 지원, 여성연맹의 국제협력,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무역을 위한 원조방안, 對메콩 협력전략 수립, 인도와의
기술협력 다변화 방안 등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생산·제공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또한 중남미 지
역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환경산업시장의 글로벌 협력, 아프리카 시장질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제2의 신남방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여 신남방 지역의 포화상태에 대비함.

신남방포럼,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재원조달 동향에 관한 특별 세미나, 중동경제세미나 등의 정례화
를 통해 전문가 교류 활성화 및 연구협력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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