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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1. 4대 국정과제 기여 실적과 성과
 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0년 사업계획 과정에서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4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7대 정책분야를
대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및 사회 현안 이슈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연구·사업을 기획

4대 국정과제 7대 정책분야 중심의 연구·사업 수행
90.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1

98.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

4대 국정과제

2

4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3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7대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수행
1

2

3

4

5

6

7

혁신적
포용국가
기틀 마련

대외
안전판
강화

일방주의
지속·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대응

신남방정책
고도화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실화

신중국
전략 추진

신흥지역
협력기반 강화

대한민국정부

1

2

3

4

5

6

연구 사업 수행
(기본 / 일반 /
정부수탁 / 수시)

정책자문
활동

정부 및 국회
세미나 공동주최

정책교류
실적

공청회,
포럼 개최 및 참여

국제협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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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수행,
4

정책자문 활동, 세미나 개최, 정부주최 공청회 및 포럼 참석 등 다방면에서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국정과제 중심의 연구·사업 수행 실적
4대 국정과제

①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90]
➁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98]
③ 국익을 중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99]
④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100]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정책위원회
국민경제자문
위원회

관련 정부부처

실적

통일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주관 북한경제 콜로키움 참여 등
한반도 신경제 지도 및 북방 철도 협력 전략 수립 외 9건 연구(사업) 수행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 수행을 통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방향에 활용 등
전략지역 심층연구 외 15건 연구(사업) 수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등
 Post-코로나 대외경제정책 방향 수립 외 42건 연구(사업) 수행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 등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외 29건 연구(사업) 수행

산업부

2. 연구과제의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
 구결과의 정책 기여도 향상을 위해 3단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용
연

‘연구기획·수행단계’(1차년)에서는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연구 수행
‘연구성과 확산단계’(2차년)에서는 고객 특성을 고려한 다방면의 연구성과 확산도구 활용
‘축적된 연구성과 지속 확산단계’(3차년~)에서는 맞춤형 정책현안 지원체계를 구축 운용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체계

2차

3차

연도

연도

연도

정책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정책연구 수행

고객 특성을 고려한
다방면의 연구성과 확산

축적된 연구성과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현안 지원

1차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 정부부처 1인 이상 연구심의회
참여 의무화
3.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활성화
4. 대표중점연구과제 세미나 개최 필수
5. 연구결과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발간
6. 현안대응과제 모음집
만족도조사 실시

7. 보도자료 배포
14. 국정 운영방향 및 정책제안 자료 보고
8. 보고서별 배포선 정비 및
15.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등
정책 맞춤형 보고서 배포
대외경제정책 관련 회의 및
9. 리서치 트렌드 작성
간담회·세미나 참석·언론활동을
10. 정책연구 브리핑 및
통한 연구결과 발표
국가정책 기여실적 발간
11. 영상보고서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업로드
12. 인포카드 제작 및 배포
13. World Economy Brief 집필 및 발간
※ 14~15: 1~3년차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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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연구 수행 및 현안과제의 선제적 대응
‘정부부처-KIEP 양방향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이슈인 7대 긴급현안에 대해 정책 제언(41건) 및 동향분석자료 전달, 현안대응과제
발간(80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책 당국에 필요한 이슈를 예측·분석하여 정부부처 회의 참석, 공청회·포럼 참여, 국제협상 지원, 요청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정책대안 제시
정

정부부처-KIEP 양방향 피드백 체계

정책 제언 및 동향(41건)
추가 자료 요청

KIEP

정부부처

단기 과제 수행(80건)

TF 운영

세계경제 전망

1

2

현안대응과제 발간

긴급 요청자료 작성

8

국가 현안타개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

3

국제협상
지원

6

4
동향 세미나

7

5

포럼·세미나 참여

정책자문 활동

‘코로나19 긴급경제 TF’와 ‘다자협력 TF’를 신규로 구성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미중 통상관계 TF’, ‘세계경제 전망 TF’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책대안 개발에 기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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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KIEP 양방향 피드백 체계

코로나19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미 대선

국내 최초 코로나19 관련 “중국發 원인 불

「다자협력 TF」(1. 1) 구성 이후 팬데믹, 한

미 대선 과정에서 주요 시점별 분석자료를

명 폐렴 현황 및 대응방안(1. 15)” 발간을

국판 뉴딜 등 기민한 현안대응과 정부의 정

적기에 발간 및 국무총리 보고와 정부회의

시작으로 「코로나19 긴급경제 대응 TF」

책 추진에 발맞추기 위해 “신통상전략팀

에 참석하는 등 정부에 정책 참고자료 제공

(3. 18)를 구성하고, 세계지역별 동향자료

(디지털뉴딜)”과 “글로벌 전략팀(그린뉴

* 민주당 주요 후보 분석(2. 3)

267건 홈페이지 등재, 자료발간 37건, 정

딜)”을 재구성하는 조직개편(7. 13)을 실시

*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9. 11)

부요청 자료 12건 제공, 세미나 개최 등을

하여 산업부 디지털 경제통상 컨퍼런스 참

* 2020 미 대선 분석(10. 19)

통해 대응체계 다각화

석, 그린뉴딜 홍보영상 제작, 지역균형뉴딜

*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전망(11. 6)

세미나 개최 등 선제적 대응

미 · 중 패권 분쟁

다자주의(WTO · RCEP 등)

세계 지역 · 금융 이슈

미·중 통상분쟁이 화웨이 사건 등 기술경쟁

우리나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동향세미나 개최(23회)를 통해 발굴된

으로 확장되어 미·중 간 패권 분쟁으로 이

사무총장 출마, RCEP 협정 타결 등 긴급

223건의 세계지역 이슈를 기획재정부에

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구성된 「미중

통상현안에 대하여 현안대응과제 3건 발간,

전달하고, 세계경제 전망 TF를 통해 코로나

통상관계 TF」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

정부요청 자료 1건 제공, 회의참석 등을

19 현황을 반영한 2020년 세계경제전망

패권 경쟁과 시사점 연구” 및 “세계전략연구회”

통해 긴밀하게 협조 및 선제적 대응

업데이트(5. 12) 및 2021년 세계경제전망

등을 통해 대응

(11. 1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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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대 국정과제 기여 실적과 성과

국정과제 중심의 체계적 연구·사업 기획 시스템 구축
본
 원은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연구과제·사업을 기획하는 5단계 시스템을 구축
특
 히 정책연구협의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정부 및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과정을 통해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

KIEP 사업계획 수립과정

SWOT 분석

연구환경
분석

1

현안
이슈

부서별 기회요인 및 위험요인 분석

수요조사

격주 개최되는 동향세미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세계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TF 운영

전문가 간담회

S T E P

내부
요소

사업계획
방향설정

고객수요 파악

2

S T E P

정부부처 협의회

기관 설립목적

세미나 및 포럼

기관의 위상 및 여건

대외경제전문가 풀

연구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목표 설정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NEW 경영비전 설정

사업목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구조

경영비전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을 선도

재편 가속화에대응한 대외경제정책방향 모색”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3대

을 중심으로 부서별 연구추진 방향 수립

경영목표 및 8대 추진전략 도출

* 새로운 경영비전과 2021년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계성 제고

KIEP 관련 4대 국정과제

정책분야
선정

3

S T E P

2021년 KIEP 8대 정책분야

90.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1. 포용적 혁신성장 2. 글로벌 통상구조 변화 대응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3. 상생형 국제협력 4. 대외 안전판 강화

98.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

5. 신남방 정책 공고화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6. 신북방 정책과 평화경제 내실화
7. 한·중 협력 패러다임 전환
8. 신흥지역 협력 확대 지속

사업계획
내부 · 외부
심의

4

S T E P

원내 과제선정위원회

경영비전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계획 보완
정책화 기여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협동연구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구과제 선정
2021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연구사업 선정 및 예산·연구 인력 배분

사업계획 검토회의

사업계획
심화 및 확정

5

S T E P

원외 과제선정위원회

연구 자문위원회

기관장 주재 하에 내외부 과제 선정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1년 사업계획을 심화·발전
정부부처, 경제계, 학계, 유관기관 등 대외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외 인사들과
선도적·정책적 연구과제 선정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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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90]
1) 주요 성과 요약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주관 북한경제 콜로키움에 매월 참석하여 주제발제 및 토론을 통해 북한경제 동향 분석 및 평가
통일부 분기별 1회 이상 정책자문위원회 참석과 반기별 재정계획 심의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처와의 협력관계 강화
 제부총리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부처 사업성과평가 개편 관련 통일부 지표 개선에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경

수 있는 기준 마련에 기여
 관회의 참석, 수시성 자문 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함으로써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 남북경협 재개 등을 위한 제언 등 남북평화
장

공동체 구현에 기여

2)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한반도 신경제 지도 및 북방철도 협력 전략 수립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북방철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2018년부터 협동연구 수행
북방철도 협력 정책·기술과제 도출
한반도 신경제 지도 및 북방철도 협력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및 경제성 평가
- 동 북아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궤간가변열차를 활용한 시범사업 발굴과 경제성 평가, 북방철도 남북 공동운영방안 마련, 실제 남
북 철도연결 시 국제운송에 필요한 남한내 법적·제도적 실현방안을 제언
북방철도 협력 등 시범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정부부처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제공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
신한반도 체제 준비를 위한 국내의 다양한 전문가 및 기관 간의 연구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관련 연구 축적
 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통해 전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세계의 공익에 기여하는 한반도가 되기 위한 초석을
D

마련
 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및 평화경제 구상하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공감대
우

확산에 기여
 외 주요 인사 및 유수 기관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한반도 체
해

제와 평화경제 정책을 해외(특히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기구 등)에 홍보하고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
- 유키오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 /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설립자 /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 상양 중국사
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 / T.C.A. 라가반 인도외교원 원장 / 토마 고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미르코 팃
체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통계기반정책평가센터장 외
통신사 15건, 일간지 26건, 주간지 1건, 방송 4건, 인터넷 41건, 해외언론 및 보도 4건 등 국내외 언론보도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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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부처 연계 연구·사업 참여 및 지원 실적

정부부처

참여 및 지원 실적

대외경제국 주관 북한경제 콜로키움 참여

기획재정부

북한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4. 29)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 토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경협 모색(5. 22)
동북아 철도·도로 협력 및 북한경제 동향 논의(7. 22)
2020년 상반기 북한경제 분야별 논의 및 평가(9. 25)
미 대선 결과 예측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토론(10. 30)

각종 위원회 등 활동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촉(18. 6. 25~20. 6. 24, 11.15~)
정책자문위원 위촉(11. 15~)
통일정책분과 자문위원(11. 15~)

통일부 사업성과 평가시스템 개편 참여
재정성과 평가관리단 협의회 참석(6. 22)
대국민 홍보와 부처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평가회의 참석(10. 21)

정책협의, 자문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장관 주재 남북중 삼각협력 중국 전문가 간담회 참석(1. 19)
장관 주재 남북러 협력 전문가 간담회 참석(1. 20)
정세분석국장 주재회의 참석(6.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자문(6. 24)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3국 국가운영체계 연구’ 중 북한에 대한 시사점 자문 (7. 13)
2020년 상반기 북러 무역 평가(8. 21)
중장기 통일정책 연구 지원과제 선정 및 자문(10. 8, 11. 26)
차관 및 독일 에너지경제부 차관이 대표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워크숍 참석(11. 6)
장관 주재 전체 회의 참석(11. 17)
최근 북한 경제정책 동향 및 202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정밀검독(12. 2)

정책협의, 자문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2021년 하반기 남북 정세 전망 등(7. 15)

4) 세부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과제 및 사업명

연구/사업 수행자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조동희 외 3인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최장호 외 2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북방철도 협력 전략수립

최장호 외 5인

Evolution of Regional Value Chains and Logistics Networks in the Greater Tumen Region (GTR)

최장호 외 11인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조충제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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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98]
1) 주요 성과 요약
청와대 및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성과를 도출
 남방정책 관련 2019년 수행 협동연구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 연구” 성과확산 및 향후 추진과제 토론
신

“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 수행 결과 2020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방향
에 본원이 제시한 9대 이니셔티브 활용
 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산업부, 외교부가 참여하는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하여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신남방
신

정책 플러스 논의 및 부처간 협력 기회를 주도적으로 마련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정책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회에서 기획한 긴급 협동연구 및 수탁연구 적극 추진
한국과 노르딕 3국 및 비세그라드 4국의 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중
 중 국제협력시범구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성 연구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협력시범구 및 동북3성 진출 지원을
한

위한 기초자료 제공
동북3성의 각 지역별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민·관 차원의 실행 전략 및 계획
 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30년의 한·러 간 경제협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신경제협력 프레임워
2

크 마련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에 기여
 제금융, 무역통상 및 세계지역 연구에 특화된 본원의 강점을 활용한 수탁 등 연구 수행을 통해 다변화된 아세안 및 유라시아 지역
국

협력방안 도출
다년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포럼 운영, 세미나 개최 및 담론 형성

2)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
 부부처 TF,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연구진, 자문단으로 구성된 연구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신남방정책의 성과 평가 및 대내외 환경
정

변화(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를 반영한 정책 업그레이드 연구 국내외 언론보도 91건

신남방정책 2.0 TF

연구진

신남방
특위

신남방 · 신북방
비서관

총괄: KIEP

실무 TF
주재:
추진단 부단장
경제

외
교
부

산
업
부

기
재
부

국
토
부

법
무
부

교
육
부

문
체
부

과기부, 고용부,
환경부, 농림부,
방사청, 금융위 등
각 부처 포함

신
남
방

민간
자문단

사회문화

외교안보

담당:

담당:

담당:

KIEP

관련전문가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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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총괄 및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협의 창구로서 설문조사/인터뷰 설계 담당 및 자문단 구성
연

-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연구(본원이 주도하고 외부 전문가 섭외)
- 전체 연구진 회의 개최 및 운영

현지기업
및 공관 등 대상 설문조사, 청와대 및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회의, 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한 연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020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방향에 본원이 제시한 9대 이니셔티브를 활용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인 신남방정책 플러스 수립에 기여
국제·국내 세미나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신남방정책 플러스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인식도 제고에 기여

전략지역 심층연구
 략적으로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한 ①북방경제권(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몽골 등), ②터키·동유럽
전

③북한 등에 대한 종합·심층적 연구 수행 및 연구 네트워크 확충

신흥경제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신흥경제국 투자 및 교역 증대, 남북경제협력

증진, GVC 재편에 따른 대유럽 투자방향 및 IT 부문 등 신기술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도출
① 연구보고서 집필: 국제사회의 지형변화 속 신흥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해 국가 정체성 연구, 신산업 및 산업구조 분석연구, 역내 경
제통합과정 평가연구를 진행하여 신흥국과의 다각적·다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 수행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GVC 재편 전망
② 세미나 개최: 신북방지역 신흥국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신흥국과의 신(新) 협력관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신북방지역
전문가, 신흥국 정부부처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 한·러 관계 2.0시대 전략적 협력 방향과 과제
- 한·몽 수교 30주년 세미나: 한·몽 관계 2.0시대 미래 협력의 새로운 비전
③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공동으로 「2020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개최하여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지역 연구자 간 네트워크 확대
④ 「2020 KIEP 신북방경제포럼」을 통해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미·러·중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를 고찰

국내
15개 지역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제7회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신흥국에 대한 연구기반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 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외 지역연구 활성화에 기여

지역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흥경제권의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간 정보교류의 장(場)을 확대

- 중국·일본의 대러시아 국가전략 방향 및 러시아의 대한국 협력 방향과 시사점(2. 14)
-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한·러 산업협력 평가 및 전망(2. 18)
- 한·러 수교 30주년 평가와 미래 협력 비전(3. 13)
- 중·러 및 일·러 지방협력 현황과 시사점(3. 27)
- 한·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4. 29)
- KIEP-15개 지역연구학회 정책간담회(6. 14)
- 코로나19 이후 신북방정책의 방향과 과제 Ⅰ(7. 17)
- 코로나19 이후 신북방정책의 방향과 과제 Ⅱ(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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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부처 연계 연구·사업 참여 및 지원 실적
정부부처

참여 및 지원 실적

신남방 및 신북방 관련 업무 협력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실 요청 업무 협의회 참석(2. 13)
신남방·신북방비서관실 요청 민간자문단 간담회 참석(8. 3)
경제보좌관실 요청 업무협의회 참석(9. 4)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수요 반영 연구회 협동연구 주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운영방안 및 핵심사업 추진방안(20. 7. 14~21. 2. 28)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ASCN(ASEAN SMART CITY NETWORK) 협력방안 연구 TF 참여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1. 7)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분과별 간담회 참석
경제 및 인도분과 간담회 참석(6. 4)
민간자문단 People 분과 간담회 참석(6. 11)
외교안보 민간 자문단 간담회 참석(6. 18)

수탁연구 수행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6. 1~11. 28)

제5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11. 27)
정책협의, 자문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하반기 업무협력방안 논의(7. 15)
신남방정책 ‘Strategic Report’ 제출(8. 2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수요 반영 연구회 협동연구 주관 및 참여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1) 신북방 협력 대상국 확대 및 협력전략 검토(20. 8. 12~21. 2. 11)
한국외대, 고려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참여
2)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7. 23~12. 15, 산업연구원 주관)
위원장 주재,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관련 간담회 참석(4. 21), 공동연구 범위·목차·세부 내용 협의(7. 9),
산업연구원 주관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20. 7. 23~20.12. 15)” 착수,
북방경제특별위원회 주관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 간담회 참석(8. 4),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8. 6)
3) 신북방정책 국가별 협력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 중국 동북 3성(19. 12. 2~20. 4. 29, 에경연 주관)
연구결과 및 추가 보완 요청사항 협의(4. 24), 위원장 주재 신북방정책 국가별 협력 비전 및
세부 추진전략 관련 회의 참석(7. 10)

수탁연구 수행
한·러 수교 30주년 성과 점검 및 미래 30년의 경제협력 전략 수립 연구(19. 12. 11~20. 4. 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위촉(19. 6. 1~20. 5. 31)
정책협의, 자문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8차 전체회의 참석(6. 23)
하반기 업무협력방안 논의(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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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참여 및 지원 실적

수탁연구 수행
주요국의 對메콩 협력 현황 및 한·메콩 협력 발전방향 연구(6. 26~9. 30)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21~25) 연구(20. 3. 3~ 21. 4. 2)

외교부
정책협의, 자문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아세안국 요청 대인도네시아 외교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및 토론(1. 30)
중국대사관 요청 차기 한중일 정상회담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8. 26)
아세안국 요청 ‘해양 동남아국가와의 협력 강화 전략 연구’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및 토론(10. 16)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추진 자문회의 참석(10. 29)
중국 지역발전전략 간담회 참석 및 발표(11. 13)

수탁연구 수행
한·몽 산업협력 확대와 공동협력 전략수립(19. 11. 25~20. 2. 24)
2020 신북방정책 포럼 운영(4. 9~12. 31)

산업통상지원부
정책협의, 자문, 심의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신남방통상과 요청 동남아 및 서남아 양자사업 선정 평가(2. 12)
통상협력국장 주재 베트남, 미얀마 경제협력 추진방향 이해증진 회의 참석(6. 17)
2020년 양자산업협력 ‘베트남 진출 기업인 이동 지원사업’ 심의(8. 22)
장관 주재 베트남 전문가 회의 참석 및 베트남 최근 정세 및 경제동향에 대해 토의(12. 9)

수탁연구 수행

기획재정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금융협력 수요 및 금융협력 방향(19. 10. 21~20. 2. 28)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 진보에 대응한 ASEAN+3 금융협력 증진방안(19. 11. 5~20. 1. 31)
ASEAN+3 신규 중장기과제 도출을 위한 핀테크 스터디그룹 추진전략(3. 30~9. 29)
ASEAN+3 금융협력 세미나(11. 19~12. 18)

4) 세부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과제 및 사업명

연구/사업 수행자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방향

최인아 외 5인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형민 외 4인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박정호 외 4인

전략지역 심층연구

조충제 외 10인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

정영식 외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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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99]
1) 주요 성과 요약
수탁연구 수행, 위원회 활동을 통해 체계·통합· 효율적 개발원조 등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이행에 기여
 2기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종료평가 실시 및 CPS 수정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제
 DA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O
 내외 ODA 환경분석 및 우리나라 ODA 추진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2년 국제개발협력 중점추진 방향(안)」 제시
국
 020 ADB 연차총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금융: 협력과제” 분과 세션을 기획 운영하여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어젠
2

다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등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환경 조성에 기여
지속가능발전위원 활동, 국제환경협력센터 심사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외교 강화에 기여

2)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최
 부부처, 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 대학교 등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수행한 국제협력의 성
정

과와 우수사례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가의 소프트 자산으로 체계화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세계 선도국가 대전환 추진을 주제로 K-방역과 보건의료, 한국판 뉴딜과 국제협력, 문화한류, 환

경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등 18개 세션 구성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 100여 건 공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NGO), ODA 시행기관 등 35개 기관의 국제협력 현황(36건)과

사업사례 발표
- 국제협력사업을 시행중인 우리나라 기관들의 상호 관심과 협력 확대의지 확인
- 다양한 분야 및 협력 유형에 대한 체계적 조사 필요성 확인
 한민국의 발전경험 전시·홍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외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온/오프 라인에 콘텐츠 게시 및 부
대

스 운영
 년 일자리 컨설팅: 국제개발협력 분야 현직자의 온라인 직무상담 및 채용제도 소개
청

유수 언론사(KBS, MBC, 한겨레 등)를 중심으로 방송, 신문, 통신 전반에 걸쳐 기획보도 등(330여 건)

Post-코로나 대외경제정책방향 수립
분야별·지역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KIEP 분야별 전문가 36인이 참여하여, 작업반별 월 1회 점검회의 개최
 후 5∼10년간 주요 분야별(무역·통상·투자, 국제거시금융,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및 지역별(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신남방, 신북
향

방, 중동·아프리카·남미 등) 대외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대외경제정책 방향 제시
대외경제장관회의 1호 안건 반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1. 1. 11)

총괄반

분야별

지역별

기획재정부

KIEP

대외경제총괄과

선진경제실

무역 / 통상 / 투자

통상정책과(대외경제총괄과)

무역통상실

국제거시 금융

대외경제총괄과(국제금융국)

국제거시금융실

ODA / 기후변화

경제협력기획과(개발금융국)

개발협력팀, 동남아대양주팀

미국 / 유럽 / 일본

통상조정과(통상정책과 국제경제과)

선진경제실

중국

통상조정과

중국경제실

신북방 / 통일국제협력

국제경제과(남북경제과)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신남방

경제협력기획과

신남방경제실

중동 / 아프리카 / 남미

다자경제협력팀(국제경제과)

아중동팀 미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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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부처 연계 연구·사업 참여 및 지원 실적
정부부처

참여 및 지원 실적

수탁연구 수행

국무조정실

20년 국가협력전략 종료평가(3. 30~12. 10)
2020년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9. 4~11. 13)
2022년 국제개발협력 중점 추진방향(9. 4~11. 1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활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 민간위원 위촉(8.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7. 26~)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 위촉(19. 4. 1~)
CPS 평가소위 안건 논의(2. 12)
개발협력정책관 오찬 간담회 참석(9. 2)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공청회 참석(11. 19)

제53차 ADB 연차총회 주최 관련 협력
ADB 연차총회 주최국 세미나 개최 및 세션 진행 협의(1. 30, 6. 2)

기획재정부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연구 참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에 “통일외교분야 ODA 재정” 에 대해 집필(9. 1~10. 30)

문화 ODA 확대방안 관련 협력
국제문화과장 주재 자문회의 참석(1. 14, 2. 6)

문화체육관광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활동
민간위원 위촉(20. 12. 11~)
전문위원 위촉(18. 11. 1~20. 8. 2)

환경부

수탁연구 수행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타당성조사(3. 26~7. 23)

정책협의, 자문, 심의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국제환경협력센터지정 심사(7. 7)
국제환경협력센터 중장기로드맵 구축 용역 심의(7. 17)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 심의위원회 위촉 (20. 10. 1~22. 9. 30)
정책협의, 자문, 심의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대상 글로벌 리더과정 강의(5. 26)

수탁연구 수행
EU 연계성 전략 및 한·EUI 연계협력 강화(10. 16~12. 1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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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과제 및 사업명

연구/사업 수행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정지원 외 5인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권형 외 3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최원석 외 4인

Post-코로나 대외경제정책방향 수립

김준동 외 35인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최

정지원 외 13인

4.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100]
1) 주요 성과 요약
정책 결정·집행 주체자인 청와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수요 파악 및 정책 제언
 스트 코로나시대 △ GVC 재편과 리쇼어링 △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동향과 정책 대응방안 △ 주요 산업 현안 관련 회의참석 및
포

논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통상무역 질서 대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기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본원 무역통상실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
 국인투자 유치 정책 개편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수립 예정
외
 행정부 통상정책 관련 연구 및 자문을 통해 한미 경제·통상협력 확대에 기여
미
 CEP 영향평가 등의 연구를 통해 한중, 한일 경제통상협력 확대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적 역할 수행에 기여
R
 ·캄보디아 FTA, 한·인도 CEPA 메르코수르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거대신흥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한
 TO TPR 검토, WTO 가입 지원 수탁연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 추진에 기여
W
 업부 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범부처 통상역량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에 기여
산

산업부 주최 통상정책 토론·논문 온라인 대회 후원 및 참여를 통해 통상현안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2) 주요 연구 및 사업별 기여 실적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PEC 관련 연구 및 사업
A
 제의 디지털화가 APEC 역내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과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PEC 내 디지털 포용 관련
경

논의 및 한국의 기여 강화방안 제시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의 APEC 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APEC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논문 공모
-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
제27차 APEC 정상회의 성과와 2020년 APEC 주요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전망을 제시
-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PEC 공식회의 지원, APEC 정상회의 대비 정부활동 지원
A

2020년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고위관리회의(SOM1, SOM2) 관련 대(對)정부 지원
 PEC 대외경제전문가풀 운용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A

APEC 역내 디지털 경제 동향과 전망(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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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 지수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4. 10)
 태지역 전자상거래 분야 설문결과 공유(5. 15)
아
 PEC 주요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논의(5. 27)
A
 태지역 코로나19 거시대응정책과 현지 주민의 평가(6. 12)
아
 태지역 원산지 누적조항 논의(6. 17)
아
 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APEC IT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분석(7. 7)
텍
 태지역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정책 평가 기준 수립(7. 10)
아
 태지역 디지털 무역과 원산지 규정(7. 23)
아
 태지역 코로나19 거시대응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8. 11)
아
 국의 ICT 산업 중장기 전망(9. 4)
한
 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협력체계 구상(10. 20)
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KOPEC 업무 관장
 ECC 집행위원회 컨퍼런스 콜
P
 020년 PECC State of the Region(SOTR) 프로젝트 참여
2
 NCPEC(중국 PECC) 주최 국제심포지엄 참석(8. 7)
C
 27차 PECC 총회 및 2020년 PECC 운영회의에서 한국을 대표(12. 15~17)
제

APEC 관련 정보·자료 제공 및 국내외 네트워크 업데이트
 기별 웹진 제작 및 발송
반

- 연구컨소시엄 간 APEC 관련 주요 경제현황, 현안과제 및 정책 관련 정보 교환, 국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APEC 연구 활성화

DEPA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디

분석하고 정성 분석을 병행하며, 체결 상대국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

DEPA
참여국과 양자 협정 체결, 신남방 4개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와 소규모 협정 체결 등 다양한 시나리

오를 고려한 분석 및 디지털 경제 현황 분석과 DEPA 협정문 비교 분석
- DEPA 가입뿐 아니라 한·싱가포르를 포함한 양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력 유망분야를 발굴해 협
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지털경제동반자협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전문가 회의(3. 15)
디
 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회의(20. 3. 20)
국
 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국제협력분과 제1~4차 회의
개

- [1차] 데이터3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동향(5. 28)
- [2차]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제도 개선(5. 28)
- [3차]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협의체 동향과 한국의 역할 강화방안(6. 12)
- [4차]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국가 간 공동조사, 사법공조 등 협력방안(6. 26)
 민경제자문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 발표(7. 2)
국
 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제5차 회의(7. 10)
개
 와대 경제보좌관실 전문가 간담회(12. 10)
청
 지털 경제통상 컨퍼런스(7. 9)
디
 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전체회의(7. 24)
개
 지털 통상대응반 출범회의(7. 30)
디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공청회(11. 24)
한
 EPA 가입뿐 아니라 한·싱가포르를 포함한 양자 디지털동반자협정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력 유망분야를 발굴해 협상을 위
D

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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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부처 연계 연구·사업 참여 및 지원 실적
정부부처

참여 및 지원 실적

정책협의, 자문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리쇼어링 관련 자문(7. 31), 경제보좌관 주재 회의(9. 17),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12. 7)

청와대
최형두 의원실 주최 세미나 참석 및 발표(7. 20)
행사명: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설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좌장 참석(11. 11)
국회

목적: 판유리산업 관련 제도방안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장 주최 간담회 참석(9. 18)
각국 주요산업 현안 및 한국의 대응방안 발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개편 TF 참여(1. 22, 2. 19, 3. 5)
FTA 이행상황, 개정, 활용 촉진 등 관련 회의참석
산업통상지원부

FTA 이행과 주관 한-EFTA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4. 24), 한·인도 CEPA 10년 이행평가 간담회 참석
(6. 3) 등 10건

선진통상포럼 참여
차기 미 행정부 통상정책과 MPIA 논의 쟁점 논의(8. 27), 디지털 서비스 무역확산과 기업과세 문제, WTO
개혁 주요 쟁점 논의(9. 24), 한국의 통상현안과 정책 방향, 디지털 무역규범의 부상과 시사점 논의(11. 6)

WTO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자료 검토
EU(유럽연합)(1. 7), 호주(1. 30), 일본(2. 5), 태국(10. 14), 인도네시아(11. 20), 인도(12. 11)

수탁연구 수행
‘2019 우즈벡 WTO 가입 지원(19. 5. 1~20. 2. 29)’ 등 WTO 관련 3건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 분석 연구(19. 12. 23~20. 3. 31)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1. 29~5. 29, 한·이스라엘 FTA 영향평가(4. 10~8. 10), 한·호주 FTA
이행상황평가(20. 9. 28~21. 1. 28)’ 등 FTA 관련 9건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 분석 연구(19. 12. 23~20. 3. 31),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방안 정책연구(20. 8. 26~ 21. 2. 26) 등 3건

정책협의, 자문, 심의 등 수시 협조요청 지원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양자산업협력사업 평가(2. 12), 디지털통상과 요청 ‘디지털 통상 규범의 산업별
영향 분석’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2. 27) 등 7건
‘제4차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포럼(일본-EU 통상관계’ 발표) 참석(11. 13),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전문가간담
회 참석 및 CPTPP/WTO 개혁/디지털 경제/환경규범 등에 대하여 발제(12. 29) ‘ 등 회의 참석 7건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 지역별·산업별 재편 자료 제출(5. 20)‘ 등 3건
월간 『통상』 편집자문(12. 28)

각종 위원회 등 활동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위촉(19. 9. 21~21. 8. 31)
- 민간위원 간담회(6. 25), 성과평가분과 회의(7. 9), 활용촉진분과회의(7. 15), 무역조정제도 개선회의
(11. 5), 통상전략 관련 제도개선 회의(11. 26)
제7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촉(20. 3. 10~22. 3. 9)

대학(원)생 통상정책 토론 및 논문대회 심사위원 참여
본선 진출팀 선정, 논문심사, 16강전, 8강전, 결승전, 시상식 등 참여(10. 8, 10. 16, 10. 23, 10. 2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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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연구과제 및 사업
연구과제 및 사업명

연구/사업 수행자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조문희 외 4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문진영 외 4인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윤여준 외 4인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장영신 외 3인

DEPA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배찬권 외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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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과제의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

국정 현안에 따라 본원에서 축적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국정 운영방향 및 정책 제언 자료를 제출
정부 회의·정책 간담회 참석을 통한 연구결과 발표 등을 기반으로 정책대안 개발에 기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고객 타깃층을 고려하여 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체계

1차
연도

2차
연도

3

차

연도

정책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정책연구 수행

고객 특성을
고려한 다방면의
연구성과 확산

축적된
연구성과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현안 지원

1.
2.
3.
4.
5.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정부부처 1인 이상 연구심의회 참여 의무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활성화
대표중점연구과제 세미나 개최 필수
연구 결과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발간
현안대응과제 모음집 만족도조사 실시

7. 보도자료 배포
8. 보고서별 배포선 정비 및 정책 맞춤형 보고서 배포
9. 리서치 트렌드 작성
10. 정책연구브리핑 및 2019 국가정책 기여실적 발간
11. 영상보고서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업로드
12. 인포카드 제작 및 배포
13. World Economy Brief 집필 및 발간

14. 국정 운영방향 및 정책제안 자료 보고
15.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등 대외경제정책 관련 회의 및
간담회·세미나 참석·언론활동을 통한 연구결과 발표
※ 14~15: 1~3년차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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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실적

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과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13회 개최
② 정부부처 관계자 128인 참석 연구심의회 272회 개최
③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활성화: 정부부처 관계자 32인 참석 297회 개최
④ 대표 중점연구과제 세미나 개최
- 산업간 융복합시대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방향(공정거래위원회 참석, 11. 6)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기획재정부 참석, 11. 19)
2020년도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가 북한에 갖는 함의(통일부 참석, 11. 20)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한국은행 참석, 11. 30)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중남미 통상정책 방향 모색(부산외대·KOTRA, 부산상의 등 참석, 12. 22)
⑤ 연구결과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발간 2회
-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⑥ 현안대응과제 모음집 만족도조사 실시

⑦ 보도자료 등 언론배포 25건
⑧ 보고서별 주제 시의성 반영한 배포선 정비
- 연구부서별 맞춤형 배포선에 따라 발간물 배포 및 집필진의 주제 시의성 반영한 발간물 확산
배포대상 분류 / 1회 배포
행정기관
(중앙,
지방)

연구보고서(국문)
연구보고서(영문)

구분

정기
간행물

EAER
(계간지)

배포
횟수
(B)

합계
(A×B)

177

65

11,505

128

309

8

2,472

128

261

4

1,044

공공
기관

대학,
학회,
연구기관

공공
도서관

개인 및
전문가

국외

소계
(A)

87

5

74

6

50

5

94

6

74

7

54

48

5

74

6

67

⑨ 2019년 연구결과를 활용한 리서치 트렌드 12건 작성
-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 대응방안
2019년도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제도
-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 보건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도
-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방안
-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⑩ 2019년 수행 연구과제의 정책 제언을 요약한 「정책연구 브리핑」 및 「2019 국가정책 기여실적과 성과」 발간
⑪ 2019년 기본연구과제의 영상보고서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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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실적
⑫ 연구성과의 핵심사항을 정리한 인포메이션카드 89종 제작
- 유관단체와 대외경제 전문가에게 온라인·오프라인 확산(약 6,300건)
⑬ 2019년 연구결과를 영문으로 요약 작성한 WEB 38건 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 영문 뉴스레터를 활용하여 해외 배포
(영문 뉴스레터 6,888개처 배포)
⑭~⑮ 정부 보고자료 작성 및 정부회의 참석 및 세미나·언론활동 등
과제명

정책기여 실적

한·안세안 금융협력사업
발굴 및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
연구결과 활용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ASCN 협력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ADCN) TF 회의 참석(1. 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활용 현황 분석 연구

APTA 활용 기업 간담회 참석(1. 22)
통상조약 국내대책 관련 활용촉진분과 회의 참석(7월)

비고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제15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참석(10월)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통상조약국대책위 제도개선 분과회의 참석(11월)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11월)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12월)
다국적기업 철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1. 1) 기고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 반영
(2. 4 개정)

Economy Insight
산업통상
자원부

제5차 및 제6차 「중소기업 국제통상포럼」(6. 24, 7. 23)에서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동향 소개

2019년도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11. 5)에서 신남방지역 디지털 경제
동향 소개

중소기업중앙회/
특허청 등

2020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11. 6)에서 신남방지역
핀테크산업을 주제로 토론
신남방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사업환경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센터 구축방안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 연구

2020 재인도한국경제인연합회(Kocham India)
정기총회(2. 7)에서 연구의 주요 내용 발표
중소기업지원사업 심층분석 수출사업군 전문가 회의(6. 5)
등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문
ASCN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자문회의(8. 27)에서
주요 연구결과 발표 및 연구 개선을 위한 제안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한 GVC 회의 참석 및 발표(5. 21)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Institution vs. Social Capital

체제전환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과
북한 투자제도에 대한 시사점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주재한 GVC 회의 참석 및 토론(5. 28)

Kocham
India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대학교가 주최한 The 14th International Triangle
Symposium (ITS 2020)의 기조연설(11. 13)

충남대학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통상적 영향에 대한 면담(7. 22)

영국 대사관

제3회 한·중앙아 협력포럼 정책포럼의 회의 주재(7. 24)

한·중앙아 협력포럼

KOICA가 주최한 아세안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연수 강의(9. 18)

KOICA

20년도 제2/4분기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 건의서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 대한
자문(6. 27) 연구내용을 반영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외국인
지급에 대한 법률 규정이 미약함을 건의하였고,
통일부는 관련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예정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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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실적
과제명

2019 우즈벡 WTO 가입 지원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도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WTO 개혁 쟁점 연구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정책기여 실적

비고

산업통상지원부-우즈벡 정부 간 한·우즈벡 워킹그룹 (Working
Group) 회의에 참석(3. 27, 7. 6)하여 2019년 사업결과를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우즈벡 농업협력위(영상)에 참석(9. 17)하여 우즈벡
WTO 가입 시 농업부문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우즈벡 무역협정 전문가 자문회의(5. 14)에 참석,
2019년 사업결과에 기초하여 정부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그린뉴딜 ODA 전략 초안 검토(12. 22)

외교부

서울대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 콜로키움 참석:
“한국의 취약국 지원현황(Korea’s aid to fragile states:
from Rhetoric to practice)” 발표(5. 27)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
연구소

WTO 보조금협정 합치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매뉴얼
구축 관련 자문(10. 8)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6차 대외경제분과회의 발제: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전망 및 대응방안”(1. 15)

국민경제
자문회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 관련 자문(7. 24)

LG경제연구원

소득주도성장특위 이슈점검회의 발표(11. 3)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⑭~⑮ 정부 보고자료 작성 및 정부회의 참석 및 세미나·언론활동 등
정책기여 실적

과제명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WTO 투자원활화 관련 회의 참석(1. 6)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개편 TF 참석(1. 22)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주재 디지털경제통상 전문가
간담회(6. 1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FTA 이행과 주관 협상전략회의 참석(5. 8)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FTA 이행상황 평가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2018년도

비고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5차 라운드 협상전략 연구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방안
대한민국의 산림부문
원조사업 메타평가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 외교통일분야

특허청장이 주재한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및 주제 발표(7. 16)
대외통상환경에 대한 자문(10. 23)

특허청
KDI

통상교섭실장 주관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개정 방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제안 및 협의(4. 29, 5. 21)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남북기본합의서 개정에 활용될 예정

산업통상 자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1년 성과계획서(안)의 작성 방향
제안(8. 23)하였는데, 성과계획서에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일반인 교육, 통일 의견 수렴)에 관련
의견이 수렴되어 2021년 성과계획서에 반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7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기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리쇼어링, 글로벌 밸류체인 등 최근 이슈를
고려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7. 30)
APTA 활용 수출입기업 간담회 참석(1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MIKTA 전문가회의 참석(1. 9)

외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석(20~22년)

환경부

GCF 승인 사업 분석(6. 8)
해당연구 결과 및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구 일환인 2020~24년 통일외교분야 ODA 재정
운용계획 연구’ 참여 및 ODA 중기예산 계획 수립에 기여

국립산림과학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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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긴급연구 수행 및 현안과제의 선제적 대응

1.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성과

중국發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방안 발간(1. 1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발간(2. 12)

수시(긴급) 발간자료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발간(2. 18)
코로나19 사태가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 소비·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발간(3. 11)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간(3. 13)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발간(3. 16)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소비 충격 분석 및 전망 발간(3. 26)

국 내 최초로 코로나19 관련하여
「중국發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
응방안」 발간
KBS, MBC, SBS 등 109개 국내·
외 언론에서 194회에 걸쳐 보도
자료로 활용

Is This Time Different? The Coronavirus Crisis and Its Impacts on the
Financial Market 발간(4. 6)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발간(4. 20)
코로나19 확산과 신흥국의 취약성 분석 발간(4. 23)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U.S.-China Phase One Agreement
발간(4. 27)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ODA 현황과 시사점 발간(5. 13)
COVID-19 and Election 발간(5. 14)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발간(5. 21)
Global Value Chains in the Era of COVID-19 발간(5. 29)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발간(6. 18)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발간(6. 19)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회복 전망 발간(6. 25)
Challenges and changes for competition authorities during and post

코 로나19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긴
박하게 전개되던 1분기부터 관련 긴
급 현안자료를 지속 발간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정보습득 및 불안감 해
소에 이바지
K BS, MBC, SBS 주요 공중파
언론 등 약 80여 개의 언론에서
해당자료를 각종 보도 자료로 활
용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105회 인용
- 「코로나 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118회 인용
-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
치」 63회 인용

COVID-19 발간(6. 26)
The Changing Global Economic Landscape with COVID-19 발간(7. 8)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발간(8.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발간(8. 4)

1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
하던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대응 TF>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에 대한 세계 각 지역별로 시의성 있
는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제공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발간(8. 24)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 발간(9. 15)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발간(9. 23)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및 시사점 발간(9. 25)
Rising Further? Superstar Firms and Their Implications in the Time of
COVID-19 발간(9. 29)
China’s Economic Challenges beyond COVID-19 발간(10. 29)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코너를 신설
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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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청와대] 코로나19 관련 주요국별 대응 및 조치(3.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코로나대책회의 자료(3. 16)

수시(긴급) 발간자료

[청와대]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 방향(4. 2)
[청와대] 코로나19의 거시경제적 영향(4. 3)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책, 주요국의 정책대응
(4. 6)
[청와대/기획재정부] K-방역 로드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5. 22)
[산업통상자원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방향(5. 27)
[청와대] 일본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7. 21)
[국회-정무위원회 의원실] 코로나19 주요국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9. 30)
[청와대] 주요국의 코로나19 봉쇄 후 자영업자 지원정책(12. 14)
[청와대]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조달 및 접종 계획(12. 17)
[국회-정무위원회 의원실]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재정지원 정책
(12. 23)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5. 26~11. 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6. 29~12. 28)

연구과제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코로나19이후 유럽의 GVC 재편 전망(6. 5~12. 31)
[산업연구원 연구 참여] 한-인니 산업혁신 공동연구의 “COVID 19 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현황, 분석
결과, 대응방안 등을 각 부처에 제공
함으로써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
상반기 현안대응자료 요약모음집
발간 후 정부부처 관계자를 대상
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하
반기 현안 대응자료 작성 시 요청
사항(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형태
의 보다 많은 정보 제공, 중남미지
역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반영

연구결과를 영상자료,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
함으로써 전문가 외에도 국민 모두
쉽게 세계경제 이슈를 파악하고 이
해할 수 있도록 개선

인도네시아의 생산네트워크 재편 방향” 집필(5. 26~6. 30)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참여] 제12차 WTO 각료회의 협상동향 및
영향 분석 연구의 “코로나19 이후 농업통상 전망과 대응방안” 집필
(8. 14~10. 13)
[KDI School 연구 참여] 코로나19의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 거시경제
대응방안의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 전망과 대응” 집필
(8. 11~9. 11)
[수탁-기획재정부] Post-코로나 대외경제정책방향 수립(4. 1~10. 31)
[수탁-국민경제자문회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국제질서 및
세계화 기조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6. 8~9. 7)

정부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화상회의, 전문가
풀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논의의 장
(場)을 마련하여 국가적 긴급이슈에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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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 TF 구성(3. 18 위촉)
위원장

비연구과제

(부원장)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조충제

국제거시
금융실
(실장)
안성배
김효상
강은정

무역
통상실
(실장)
배찬권
김현수
금혜윤

중국
경제실

선진
경제실

신남방
경제실

신북방
경제실

연구
조정실

양평섭
최원석
오윤미
김홍원

강구상
김승현
김종혁
오태현
이현진

박나연

장윤희

(실장)
김영귀

홈페이지에 ‘코로나19(COVID-19) 관련 자료 코너 신설
- 국가별 동향 분석 자료 게시 및 유관기관과 언론사에서 발간·제공하는 자료와
기사 총 2,226건(미국,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세계 각 지역 동향자료 267건 포함)
코로나19 동향자료 주간 업데이트본 총 32건을 언론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발송(4~12월)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 중국, 코로나19 총체 대응/코로나19, 일본 내 영향과 전망/OPEC, 코로나19
발병으로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2. 20) 외 7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일본, 긴급사태선언 및 대규모 긴급경제대책 발표(4. 23) 외 3건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세계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4. 28) 외 2건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2. 18)
- 코로나19 이후 신북방 경제협력 방향(4. 24)
- COVID19 이후 보건분야 개발협력 과제(5. 13)
- 코로나19와 세계경제(5. 27)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 변화와 전망(5. 27)
- Post CIVID-19 시대 국제정치와 신북방(5. 19)
- 아태지역 코로나19 거시대응정책과 현지 주민의 평가(6. 12)
- 코로나 19와 개발협력 방향 및 한·에티오피아 협력방안(6. 15)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정세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6. 18)
- 코로나19 이후 신북방정책의 방향과 과제(7. 17)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7. 6)
- Post 코로나 시대 FTA 정책방향(7. 9)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몽골의 경제·산업 발전 방향(7. 23)
- 중국의 항공산업과 코로나19 영향(7. 27)
- 코로나19(COVID-19)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변화(8. 5)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8. 5)
- 아태지역 코로나19 거시대응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8. 11)
-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 생긴 새로운 사회문화(8. 13)
- 코로나19 이후 신북방협력 방향과 과제(8. 1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북방 협력 방향과 과제(8. 21)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현황, 분석
결과, 대응방안 등을 각 부처에 제공
함으로써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
상반기 현안대응자료 요약모음집
발간 후 정부부처 관계자를 대상
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하
반기 현안 대응자료 작성 시 요청
사항(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형태
의 보다 많은 정보 제공, 중남미지
역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반영

연구결과를 영상자료,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
함으로써 전문가 외에도 국민 모두
쉽게 세계경제 이슈를 파악하고 이
해할 수 있도록 개선

정부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화상회의, 전문가
풀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논의의 장
(場)을 마련하여 국가적 긴급이슈에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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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비연구과제

-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과제(8. 19)
- APEC 미래비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8. 25)
- 코로나19, GVC 재편 그리고 우리 소부장의 과제(9. 15)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동 협력방안(9. 2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10. 1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일(對日) 정책 방향(10. 15)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EU 정책 방향(10. 15)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몽골 협력 증진을 위한 대응 방향(10. 15)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우즈벡 협력 증진 방안(10. 16)
- 글로벌 팬데믹과 신흥국: 위기와 대응 그 이후(10. 16)
- Post-코로나 시대 국제금융부문 경제정책 방향(10. 23)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신남방 정책 방향(10. 23)
- 코로나 이후에도 EU 공동체 통합은 지속될 것인가?(10. 30)
- DIALOGUE OF CONTINENTS 2020: THE AGE OF IMAGINATION: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의 전환에 대한 이니셔티브 논의(11. 4)
-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12. 8)
- 코로나19 이후 러시아 소비시장 변화와 한·러 협력 방안(12. 9)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직업교육훈련 수요변화 시사점(12. 21)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참석 및 코로나19 관련 수출
기업 영향 및 제언(2. 20)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와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통상교섭실장 주재 전문가 간담회 참석(2. 28)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관련 세계경제 동향과 통상환경 변화,
대책방안 논의를 위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전문가 간담회 참석(3. 11)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의 세계경제 영향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교섭실장 주재 간담회 참석(3. 13)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 Covid-19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3. 1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위기 관련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참석(3. 25)
[국무조정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사회/정부 준비를 위한 방안 논의 회의
참석(3. 26)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경제보좌관 주재 코로나19 연구기관 간담회 참석
(4. 14)
[산업통상자원부] Post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및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전망 발표(4. 1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간담회 참석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상환경 변화 발표(4. 23)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요청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자구역
혁신 전문가 토론회 참석(5. 13)
[산업통상자원부] 포스트 코로나 GVC 재편 대응 회의 참석(5. 28)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주재 코로나19 이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6. 2)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재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코로나19 이후
대외경제환경 변화/대응방향 등 논의(6. 15)
[기획재정부] 구제금융심의관 주재 전문가 G20 IFA WG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및
코로나19 상황 하, 국제자본흐름 동향 분석 및 G20 차원의 대응방향 모색(6. 16)
[산업통상자원부] 2020 제1차 중남미 시장진출 전문가 협의회 참석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남미 교역 동향 및 전망 발표/토론(7. 1)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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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성과

The Digital Economy in Southeast and South Asia:
Towards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with Korea 발간(1. 6)

수시(긴급) 발간자료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발간(2. 21)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발간(3. 5)
New rules for the digital economy and multilateral cooperation(3. 18)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현황과 시사점 발간(5. 25)
주요국 수소전략의 방향과 시사점 발간(8. 19)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발간(8. 31)
Should the Green New Deal be Local or Global? 발간(9. 1)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발간(9. 29)
아프리카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한국의 협력 과제 발간(10. 22)

[청와대] 한국판 뉴딜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사례(8. 19)

수시(긴급) -

[국회-정무위원회 의원실] 미국의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예산 규모 및 관련
정책 추진 동향(10. 6)

정부부처 제출

[청와대]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대응과 시사점(11. 11)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연구 수행(3. 16~9. 1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4. 17~10. 16)

연구과제

디지털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동향과 시사점(20. 9. 1~ 21. 2. 28)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럽 그린딜과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 도출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판 뉴딜 종
합계획의 지역 확장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모색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
(20. 8. 20~21. 2. 19)
[수탁-산업통상자원부] DEPA 경제적 타당성 분석(3/13~6/13)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EU, 지원정책과 규제를 담은 新AI 및 데이터 전략 발표(4. 16) 외 5건

비연구과제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 [KIEP-Perspective] Green New Deal, 정책을 넘어 미래로(9. 2)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 디지털세 논의와 쟁점(2. 26)
- APEC 역내 디지털 경제 동향과 전망(3. 27)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 지수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4. 10)
- European Green Deal and Sustainable Finance(5. 21)
- 신북방 디지털혁신 협력 전망과 과제(6. 5)
- 디지털 트윈, 근거기반 과학적 의사결정(9. 14)
- 탄소국경제 대응 관련 논의(10. 30)
-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세미나: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방향과 과제(11. 4)
- 최근 EU의 탄소국경세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11. 6)
- 구글 플랫폼과 정책 이슈: Play 생태계와 인터넷 접속료를 중심으로(11. 27)
- 디지털 뉴딜시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12. 16)
- 코로나19와 일본의 디지털 뉴딜 정책(12. 16)

산업부 및 국회 주최 토론회와 컨
퍼런스 등에 참석하여 디지털 통
상규범·디지털경제·디지털 뉴딜
관련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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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구과제

성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 자문단 회의 참석
- 데이터3법 시행령 관련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동향 논의(5. 8)
- 국외 이전 제도 개선 논의(5. 20)
- 국제협의체 동향과 한국 역할 강화방안 논의(6. 5)
- 국가 간 공동조사, 사법공조 등 협력방안(6. 26)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경제통상 컨퍼런스 참석 및 토론(7. 9)
[산업통상자원부] EU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통상법적 합치성 검토 자문
(9. 10~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OECD 합동 컨퍼런스 참석 및 디지털,
언택트 관련 산업통상 환경 전망 및 전략에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이코노미 신규범 관련 내용 발표
[국회입법조사처] OECD 디지털세 논의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11. 23)
[국회-환경노동위 의원실] EU 탄소국경조정 논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12. 16)

3. 미 대선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수시(긴급) 발간자료

수시(긴급) 정부부처 제출

비연구과제

성과

미 대선 민주당 주요 후보의 성향과 시사점: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발간(2. 3)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발간(9. 11)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시사점 발간(10. 19)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발간(11. 6)
U.S. Trade Policy under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발간(11. 25)
Biden, and Global Trade Architecture 발간(12. 10)

[국회-국방위원회 의원실] 미국 등 주요국 대선·수상 후보들의 주요 공약(9. 29)
[국무조정실] 미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10. 23)
[통일부] 미국 신정부 집권 이후 남북관계 관리 방안(11. 15)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 [KIEP Perspective] 바이든이 글로벌 No.1 권력이 되면서 나타날 현상들(9. 2)
- 막힌 하늘길 속에 항공산업 체질 개선될까?(7. 10) 외 1건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 미국 대선과 인태전략의 향후 전망(10. 7)
-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미·러·중 관계 전망(12. 1)
-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경제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12. 10)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재 미국 대선 관련 동향 및 전망 회의 참석(9. 4)
[정책기획위원회] 미 대선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 조찬회의 참석
(10. 6, 10. 8, 10. 13, 10. 20, 11. 3, 11. 1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 미국 대선후보 주요 공약 관련 간담회 참석(10. 8)
[외교부] 제3차 대미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 참석 및 미 대선 결과 예측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토론(10. 30)
[국회] 미국 바이드노믹스 토론회 참석(11. 17)

대선 후보별 공약 분석, 대선 후보
당선 시나리오 분석, 당선 후보의 정
책 예측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
안 등을 분석
‘미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하
여 국무총리 업무보고(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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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패권 경쟁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수시(긴급) 발간자료

연구과제

비연구과제

성과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특징과 전망 발간(3. 3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발간(4. 28)
트럼프 행정부의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와 시사점(6. 5)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발간(6. 24)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발간(9. 10)
비시장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의 배경과 시사점
(9. 25)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간(10. 20)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발간(12. 24)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연구 수행(19. 8. 26~ 20. 5. 31)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 수행(1. 1~10. 30)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19. 10. 15~ 20. 4. 14)
[수탁-외교부] 미·중 전략경쟁 관련 우리의 對中 의존도 분석(경제·통상 분야)
(9. 22~12. 22)
[수탁-산업통상자원부] 미중 통상부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5. 2~12. 15)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G2의 신냉전 본격화? 트럼프 대중국 전략보고서 발표(6. 15) 외 1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미국, 중국기업의 對美 M&A
철회 행정명령 발표(5. 14)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6. 26)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JPI-KIEP 공동학술회의: 미중 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7. 24)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경제환경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12. 10)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마찰 전망 및 중국의 대응(12. 22)
[산업통상자원부] <통하는 세상, 통상> 12월 호 ‘중국의 수출통제법 발효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 미중 무역분쟁 대응 실물경제 대책회의
참석(1. 17)
[청와대] 미중관계 갈등 근본원인과 미국 대선 후 미중관계 전망 회의 참석
(5. 13)
[전략물자관리원] 미국의 對중국 제재 동향 논의(6. 2)
[전략물자관리원] 제1회 전략물자관리원(KOSTI) 미국 수출통제 제도
연구회의 발표자로 참석(6. 23)
[외교부] 미중전략경쟁 관련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7. 2)
[외교부] 장관 주재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참석 및 미중 경쟁 분야별
대응원칙 제언(7. 28)
[국민경제자문회의] 미중 갈등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표(8. 4)
[산업통상자원부] 미중 무역분쟁 심화가 하반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8.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기술패권 및 디지털 통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11. 19)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중 통상분야 대응과 협력방안
발제(11. 19)

미·중 간 최근 쟁점 사안 △ 코로나19
△ 홍콩 보안법 △ 신장 위구르 △ 남
중국해 △ 화웨이 5G 장비 △ 투자
심사 강화 △ 사이버 보안 관련 동향
자료 제공

연합뉴스 외 11개 언론사에서 발간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6. 24)

‘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미중 패권
경쟁 전망’에 대하여 언론사(이투
데이) 기고(12. 20) 등 각종 활동을
통하여 향후 미·중 패권경쟁에 대
한 정보를 대국민 제공

대한상의, ‘美-中 기술 패권 경쟁
과 우리기업의 미래’에서 온라인 강
연(12. 18) 등을 수행함으로써 우
리기업의 향후 대응방안 등을 산업
계 관계자들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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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자주의(WTO, RCEP 등)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수시(긴급) 발간자료

수시(긴급) -

성과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발간(2.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간(12. 11)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간(6. 17)

[청와대] 한국의 CPTPP 가입 검토 의사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12. 9)

정부부처 제출

연구과제

비연구과제

[수탁-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전망 및
대응방안(20. 10. 27~21. 1. 26)
[수탁-산업통상자원부] RCEP 영향평가(20. 12. 9~21. 6. 30)

[산업통상자원부]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
-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WTO 전문가 간담회 참석
(6. 19, 6. 29, 7. 3, 7. 20, 7. 29, 8. 10, 11. 13)
- <통하는 세상, 통상> 8월호: 한국인 최초 WTO 사무국장 배출을 위한
전략과 의미 기고(7. 1)
- WTO 사무총장(DG) 후보자 기고문 참고자료 제출(8. 13)
- WTO DG 정견발표 자료(12. 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WTO 전문가 간담회 참석(7. 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전문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
新통상 질서에 적극 대응 건의(12. 29)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일본, 3분기 경기 급반등? RCEP 체결로 수출활로 모색?(11. 30)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분석 및
타결의 의미를 분석하여 정책참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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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지역·금융 이슈
긴급 및 현안과제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유럽
수시(긴급) 발간자료

연구과제

비연구과제

북미
수시(긴급) 발간자료

비연구과제

성과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발간(1. 31)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7. 13)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발간(8. 4)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발간(8. 11)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발간(9. 28)
EU 신(新) 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발간(11. 26)

[수탁-산업통상자원부]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
방안 연구(20. 12. 18~21. 2. 28)

[산업통상자원부] 브렉시트 경과 및 미래 협상 주요 쟁점
파악을 위한 회의 참석(1. 21)
[주한 EU 대사관] 유럽 그린딜 및 지속가능한 금융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응법 논의(5. 21)
[주한 독일 대사관] 코로나19 및 독일정부의 환경분야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논의(9. 15)
[주한 영국 대사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 논의(10. 16)
[주한 프랑스 대사관]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와 EU의 관계,
유럽 그린딜 평가 등을 논의(11. 13)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브렉시트 개시, EU와 영국의 미래관계는?(2. 6) 외 2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EU, 영국과 미래관계 협상 지침 발표: 주요내용 및 전망( 3. 19) 외 1건

‘EU 브렉시트 단행’ 주제로 연구
진(김흥종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2. 5) – TBS 교통방송 외

매일경제 외 17개 언론사에서 본
원 발간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도
(1. 31)

[국회-차가진 전문위원]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22’
주요 내용 제출(11. 16)

[주한 캐나다 대사관] 한·캐나다 FTA 및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10. 16)

구글 플랫폼과 정책이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상황을 모니
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디지털세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타협안 합의(1. 23) 외 1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미국, 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12. 24)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 KIEP-KEI Webinar: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의 미래
(8. 6)

‘미국 경제번영 네트워크 참여 압
박 우려’ 주제로 연구진 인터뷰(5.
22) - 해럴드경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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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및 현안과제

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성과

China’s Startup Ecosystem Policy 발간(2. 5)

중국
수시(긴급) 발간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소비 충격 분석 및 전망 발간(3. 26)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발간(5. 19)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발간(6. 4)
중국 주요 지역의 핵심 정책과제 및 전망 발간(6. 11)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발간(7. 2)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발간(7. 7)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7. 9)
New Infrastructure Investment as a New Engine for
Recovery of the Chinese Economy 발간(7. 23)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발간(12. 2)
중국의 대북관광 동향과 시사점 발간(12. 28)

연구과제

비연구과제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GVC 재편 전망
(6. 5~12. 31)

중 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확정된 2020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중점 업무
등을 분석하여 한·중 경제협력방
안 모색

YTN, 연합뉴스 등 5개 주요 언론
사에서 본원 발간자료를 기반으로
보도(6. 4)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중국 11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강화(1. 23) 외 9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중국 양로 정책의 국가전략 격상과 전망(2. 20) 외 6건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발간(1. 23)

대만
수시(긴급) 발간자료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발간(6. 19)
문화일보 외 14개 언론사에서 본
원 발간자료를 기반으로 보도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발간(6. 10)

홍콩
수시(긴급) 발간자료

비연구과제

[외교부] 홍콩 시위사태의 최근 동향 및 2020년 전망회의 참석
(1. 20)
[서울시] 홍콩 정세 분석을 통한 서울 금융줌심지 활성화 정책
추진전략 수립 관련 자문회의 참석(6. 9)
[국회-균형발전위원회] 홍콩 보안법 이후 한국 금융허브
발전 전망 발표(8. 20)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트럼프 정부의 홍콩 특별대우 중단 두 달, 중국(홍콩)의 반응은?

홍콩 보안법 관련 영상자료를 제
공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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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시(긴급) 발간자료

Open Innovation in Japan 발간(2. 12)
미·일 무역협정(USJTA) 발효와 한·일 대미수출 경쟁력 비교 발간(5. 11)
Retrospect and Prospect of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발간(8. 6)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발간(9. 18)

[청와대] 일본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7. 21)

수시(긴급) 정부부처 제출

비연구과제

북한
수시(긴급) 발간자료

비연구과제

동남아시아
수시(긴급) 발간자료

성과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일본, 5G·드론 개발 법안 발표(3. 6) 외 4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국가안보와 연관된 외국인투자 규제강화 움직임 게시(1. 2) 외 1건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 국제심포지엄: 구조적 대전환기의 한일관계(7. 30)
[외교부] 수출규제 이후 한일 경제관계 변화 전문가 간담회 참석(5. 1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주재 일본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및
한·일 경제관계와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에 대해 의견 교환(7. 17)
[국회-김영호 의원실] 국회정책세미나 ‘일본의 대 한반도 인식과
정책 분석’ 참석(7. 21)
[산업통상자원부] 포스트 아베 3인의 정치성향과 한일관계 전망 자문(9. 2)
[산업통상자원부] 포스트 아베 정권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을 위한
화상회의 참석(9. 3)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를 중심으로 발간(2. 20)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발간(3. 5)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in 2019 발간(5. 28)
Integrated SDG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발간(10. 12)
Three Difficultie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Inter-Korean Cooperation 발간(11. 3)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 경제 현황과 2020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평가(1. 10)
-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6. 18):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
협력의 대안적 모색

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 (AOIP)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발간(3. 31)
Is Vietnam the Next China? Preparing for the Post-Pandemic
Decoupling 발간(9. 15)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발간(9. 23)

스가 내각 출범과 관련된 긴급 현안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연합뉴스 외
23개 언론사에서 본원 발간자료를
기반으로 보도(9. 18)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과
거사·수출규제·외교안보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협력까지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場) 마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반도
정세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
색” 을 주제로 최근 북한의 대(對)
남 강경기조로 불안정해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포스트 코
로나 시대 남북협력 가능성과 대
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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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비연구과제

오세아니아
수시(긴급) 발간자료

비연구과제

중남미
수시(긴급) 발간자료

비연구과제

[외교부] 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협력 의제 논의(11. 19)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인도, 예스뱅크 모라토리엄 선언(3. 20) 외 3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압박 강화(1. 23) 외 8건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미얀마 로힝자족 사태의 원인, 추이 및 전망(9. 28)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한국과 파키스탄 간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10. 16)

성과

아세안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
응방안 모색 및 신남방정책특별위
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업 및 지원
강화

호주 산불 피해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발간(1. 22)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및 시사점 발간(9. 25)
한국일보 외 언론사에서 본원 발
간자료를 기반으로 30여회 보도
[주한 호주 대사관] 주한 호주 대사와 코로나19 대응과
미중경쟁·전략적 대응 등에 대해 논의(9. 15)

아르헨티나 외채 재협상 논의동향과 전망 발간(5. 22)
최근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원인과 시사점(1. 6)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멕시코, 인프라 투자로 경기 살린다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상정책 조정 불협화음 지속(7. 16)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주한 콜롬비아 대사 면담 및 한·중남미 협력방안 모색(5. 13)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브라질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경제협력 기회 등 논의(10. 21)
- 제24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지역
경제 및 통상환경 점검과 우리기업의 주요 업종별 진출 전략 모색(11. 17)

포 스트 코로나시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및 새로운 미래 협
력방안 논의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발간(1. 10)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발간(6. 18)

중동
수시(긴급) 발간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6. 29~12. 28)

‘미·이란 충돌사태’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결과 KBS 외 50개
언론사에서 본원 발간자료를 기반
으로 보도

연구과제

비연구과제

[금융위원회] 미·이란 갈등 관련 금융시장반 회의 참석(1. 9)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이란, 2020 총선 보수파 압승(3. 6) 외 2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레바논 반정부
시위 배경 및 전망(1. 16) 외 2건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최근 미국·이란 군사 갈등 고조와 한국의 대응 방안(1. 23)
알제리 대선 전후 정세변화와 파워엘리트 구조(8. 4)
The 8th Korea-Iran Cooperation Forum(12. 10)

포 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과 이란
간 미래에 대하여 이란 석학들과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T h e 8 t h K o r e a - I r a n
Cooperation Forum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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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수시(긴급) 발간자료

비연구과제

러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한국과의 협력 과제 발간(10. 22)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개혁 내용 및 지역통합 전망 발간(2. 26)
Will the AfCFTA accelerate inter-African economic
integration?(12. 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발간(8. 4)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에티오피아·이집트·수단, 나일강 댐 관련 공동성명 발표(2. 26)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이집트 발전과 군의 역할(2. 12)
한·아프리카 문화협력, 지적재산권 활용 및 특혜관세제도 관련
시사점(7. 30)
ICT4D and E-Commerce in Africa: Korea’s Partnership
(10. 27)
-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Egypt(12. 3)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간(1. 23)
수시(긴급) - The Informal Economy and Economic Growth of Russia 발간
(3. 4)
발간자료
코로나 19 사태가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 소비·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발간(3. 11)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회복 전망 발간(6. 25)
몽골 축산물가공업 육성 동향과 한·몽 협력 과제 발간(7. 17)
Russia’s Digital Economy Policy and Korea-Russia
Cooperation 발간(8. 19)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과 시사점 발간(8. 28)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 발간(9. 15)

비연구과제

성과

영상자료 ‘글로벌 이슈브리핑’ 제작 및 홈페이지/유튜브 게시
러시아, 투자촉진법 발표(6. 15)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몽골 정부, 연금 담보대출 탕감 계획 발표(3. 5) 외 6건
내외부 전문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 2020년 몽골 주요 이슈 및 대 한국 협력 수요(2. 14)
- 6.24 몽골 총선과 향후 정국 전망: 한-몽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
시사점(7. 31)
- 러·중 관계 평가와 전망(7. 31)
- 한·러 수교 30주년 평가와 과제(10. 7)
- 17th Annual Meeting of Valdai Discussion Club (10/20)
- 한·몽 수교 30주년 세미나 “한·몽 2.0시대 미래 협력의 새로운 비전”
(12. 8)
- 11th Asian Conference of the Valdai Discussion Club(12. 9)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 한-러 관계 2.0시대 전략적 협력
방향과 과제(12. 16)
[산업통상자원부 요청] 한·우즈벡 FTA 웨비나 참석 및 FTA 경제적
기대효과 발표(10. 14)

이집트 재무부 요청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대통령
의 이집트 방문을 대비한 양국간
협력방안 모색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Egypt

한·러 및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
이하여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현
상황을 분석, 향후 협력 발전방안
논의

‘17th Annual Meeting of Valdai
Discussion Club’. ‘11th Asian
Conference of the Valdai
Discussion Club’ 에 김흥종 원
장이 참여하여 ‘팬데믹 이후 탈세
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등에 대하여 발표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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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 노력과 실적

긴급 및 현안과제

세계금융
수시(긴급) 발간자료

FinTech Everywhere,but in Different Contexts(1. 22)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5. 12)
2021년 세계경제 전망(11. 12)
세계 파생상품 시장 현황 및 최근 한국의 이슈 발간(12. 14)

성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2020
년 세계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하
여 발표하고, 2021년 세계경제 전
망 발표 및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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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정과제 기여 우수 사례

연구 및 사업명

연구 및 사업
책임자/참여자

세계전략연구회

 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PM) 및 선진경제실, 중국경제실 연구진
본
 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신성호 서울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강윤희
경

국민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김남국 고려대 교수 외 정치·경제 분야 전문가

선정 사유 및
배경

국정과제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구축을 위해 한국이 당면한 핵심
외교 현안인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책참고자료를 제공
 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목표 [5])
평
 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국정전략 [3])
국
 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구축(국정과제 [100])
보

연구 · 사업의
목적

정책 결정자들에게 현재 한국이 당면한 핵심 외교 현안(미·중 갈등 심화)과 관련하여 즉각 활용 및 참고
가능한 분석과 제언을 제공

기존
연구는 주제가 광범위하거나 논점이 모아지지 않고 현실 상황과 거리가 먼 개념적, 학술적 내용이 많

아 정책 결정자들의 관점에서 활용도가 낮은 상황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정립한 후,
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선택에 따른 결과를 점검하고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전략과 전술을 도출
 히 정책 결정권자와 관련 사항과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장(場)을 마련
특

기대효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책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참조·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선택지를
제공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자국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압박하는 상황(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가상의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한 전략보고서를 정책담당자에게 제공

추진 실적
(주요 내용 및
추진과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과 향후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
기 위한 세계전략연구회를 구성·운영

본원은
세계전략연구회 주관기관으로 자문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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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주요 내용 및
추진과정)

-본
 원 김흥종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월례 세미나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담론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등 연구 허브 역할을 수행
-또
 한 국내 전문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환류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연

구의 기반을 마련
 차례 사전기획 회의를 통해 세계전략연구회 운영방안 및 전문가 TF 구성 논의
두

세계전략연구회
위원과 전문가 TF 구성 후, 한국의 주요 대외전략 지역을 선정하여, 국내 지역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
- 세계전략연구회는 본원 김흥종 원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장, NRC 이사장 및 각 연구기관 원장으로
구성
-전
 문가 TF는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를 맡고, 7개 팀(절충팀, 미국팀, 중국팀, 일본팀, 북한팀,

러시아팀, 유럽팀) 25명의 전문가로 구성

세계전략연구회 구성

세계전략연구회 위원

대표

김흥종

KIEP 원장

|대

표 |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성경륭

NRC 이사장

|미

국

팀 | 신성호 교수(서울대) 외 2인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중

국

팀 |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외 3인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절충팀(한국팀) | 이 근 교수(서울대) 외 3인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러 시 아 팀 | 강윤희 교수(국민대) 외 2인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일

본

팀 | 김현철 교수(서울대) 외 3인

김이교

NRC 국책연구전략센터 소장

|북

한

팀 | 박순성 교수(동국대) 외 3인

럽

팀 | 김남국 교수(고려대)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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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주요 내용 및
추진과정)

세계전략연구회는 월례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적 선택을 세 가지로 상정한 시나리오와 주변국의 대
응을 모두 종합한 전략보고서를 작성

세미나에서
지역별 팀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외전략 선택지를 △미국 완전 편승 △ 중국 완전 편승 △ 미·

중 절충 편승으로 상정하여 작성한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발표

[미국
완전 편승 시나리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선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

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중국
완전 편승 시나리오] 한국이 중국의 희망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중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경우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미·중
절충 편승 시나리오] 기존 한미동맹, 한중우호의 전략적 틀을 유지하면서, 그 틀의 맥락에서 미국의

요구 중 핵심적 내용 일부와 중국의 요구 중 핵심적 내용 일부를 채택하여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절충적
인 시나리오
- 미국팀, 중국팀, 절충팀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여 상대국에 편승 또는 관계를
강화할 경우, 선택에 따른 이해득실을 예측하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시
- 일본팀, 북한팀, 러시아팀, 유럽팀은 시나리오별 해당 지역의 반응 및 대응안을 발표

세계전략연구회 월례 세미나
20. 6. 18

1차

주제 및 주요 내용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치 및 세계질서 변화
-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미래

20. 7. 3
주제 및 주요 내용
- 미·중 패권 경쟁의 현황과 전망
- 2020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

2차

20. 7. 31

3차

주제 및 주요 내용
- [미국팀] 미국 완전 편승 시나리오
- [그 외] 미국 완전 편승 시나리오에 대한 각국의 대응

20. 8. 28
주제 및 주요 내용
- [중국팀] 중국 완전 편승 시나리오
- [그 외] 중국 완전 편승 시나리오에 대한 각국의 대응

4차

20. 9. 25

5차

20. 10. 23
주제 및 주요 내용
- 국가별 입장을 종합한 정책 제언

주제 및 주요 내용
- [절충팀] 미·중 절충 편승 시나리오
- [그 외] 한국의 절충 편승 시나리오에 대한 각국의 대응

6차

20. 11. 13

7차

주제 및 주요 내용
- 미국 대선과 한반도
- 미국 신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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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달성 및
파급효과

세계전략연구회의 연구물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책 담당자들과 내용을 공유

정책
담당자들과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 개최(20. 11. 30)

- [주요 참석자] 여승배 국무총리실 총리외교보좌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현우 통일부 통일
정책협력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국장, 김영무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장 등
주요 인사 참석

워크숍에서는
세계전략연구회 사업목적인 한국의 당면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한 활용 및 참고 가능한 분석

을 제공
- 가 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미·중 경쟁 시대 대외전략 제언과 국가별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을 제시 (미·중
갈등 심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전술과 대외전략의 큰 방향을 제시)
본원은 세계전략연구회 운영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선택지를 폭넓게 고려한 편승 시나리오를 제공(강한
편승, 약한 편승, 신속한 편승, 점진적 편승)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

본원에서
수행하는 지역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의 대외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범세계적인 대응

과 선택지를 고려한 대외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지엽적으로 한 국가에 집중하는 보고서가 아닌 주제별(경제, 외교, 군사·안보)·현안별로 구분하여 다각
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외전략을 분석
연구결과 확산을 위해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보고서를 출간하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
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책 담당자에게 제한적으로 배포

시나리오
작성 시 정치(홍콩, 인권, 대만 문제), 경제(EPN, BRI, 화웨이), 군사(인도-태평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거리 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

또한
워크숍에서 논의된 정부 측 의견도 전략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전략 정책의 실효성 제

고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