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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SG 경영
개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세부화한 것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의한 기회와 리스크를 고려
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현황
특히 2016년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공식 발효 이후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증가

필요성
국정과제 12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과 연계
◦ 본 국정과제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고,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누리는 사
회적 편익을 높이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도록 함.

Ⅱ

KIEP ESG 경영 추진절차

KIEP ESG 경영
계획 마련

KIEP ESG 경영
선포식

KIEP ESG 경영
추진체계 수립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2021.2.1

2021.2.8

2021.3.24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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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IEP ESG 경영 체계

• ESG 경영 TF 구성(2021.2.4)
시스템

구분

직급(직위)

소속

성명

담당관

연구조정실장

연구조정실

김영귀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강성일

책임행정원

감사실

박영환

전문연구원

대외협력팀

강보라

선임행정원

기획성과팀

김영은

위원

• KIEP ESG 경영체계 작성
정책

- ESG 경영 기관 비전, 지향점,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설정
- 세부추진과제별로 담당부서, 실천계획 및 목표 선정
(예산, 건수, 횟수, 규정 및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

• 세부추진과제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원내 공유
보고

- 담당부서에서는 추진 실적을 KIEP ESG 경영 TF에 송부
- ESG 경영 TF에서는 실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담당
- 기관장에게 TF 결과보고 후 원내 공유

• KIEP ESG 경영정보 공시
공시

- [방식] 홈페이지에 KIEP ESG 경영 섹션 구현 후 실적 공개
- [주기] ESG 경영체계의 연간 실적 게재
- [범위] ESG 경영체계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각 세부추진과제별 실적이 정리된
실적보고서 및 경영공시, 인권경영 등 기제공 ESG 관련 정보도 링크로 포함

KIEP 홈페이지 ESG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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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KIEP ESG 경영 체계도

기관
비전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을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

지향점

친환경
혁신

공익적
사회책임

과

을 지향하는

투명한
경영체계 구축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윤리적 가치

E

S

G

그린 KIEP

프라우드 KIEP

클린 KIEP

기관환경의
스마트·친환경화 추진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열린소통의 조직문화
확산

성과·홍보의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체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

고객 중심의 정책연구
추진·확산 체계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 운영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❶ 친환경 디지털 지식정보

❶ KIEP형 워라밸 실현

❶ 소통 플랫폼 운영 활성화

❷ 상호존중 문화 형성

❷ 기관의 공직윤리 확립

❷ 기관 내 친환경문화 조성

❸ 인적자원개발 강화

❸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

❸ 성과·홍보의

❹ 사회적 공헌 활동 강화

시스템 구축

멀티미디어화 가속
❹ 친환경 방식의 지식자산
구축
❺ 환경적 가치를 위한 정부
정책 관련 연구활동 참여

❺ 고객참여 및 소통기회
확대
❻ 사회적 가치를 위한
정부정책 관련 연구활동
참여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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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❹ 경영의 투명성 제고
❺ 윤리적 가치를 위한
정부정책 관련 연구활동
참여

Ⅴ
E

2021년도 추진실적

Environment

• 추진전략 ① 기관환경의 스마트·친환경화 추진

• 추진전략 ② 성과·홍보의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
• 추진전략 ③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

1

친환경 디지털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〇 화상회의 시스템 개선 및 활용 촉진 (예산: 162,000천 원)

-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 1/4분기: 1,000천 원 집행 (2.8, 3.3)
· 3/4분기: 1,500천 원 집행

- ASSA 박사급 채용세미나 비대면 진행 (1.26~2.3, 2.9): 9,837천 원 집행
- 연구원 전 직원 대상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 도입 및 생중계 회의 5회 개최 (4.5, 5.24, 6.28, 7.26, 8.30)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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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화상회의 개최 활성화 (총 966건)
· 상반기: 416건
· 하반기: 550건
- 대회의실 영상회의 시설 업그레이드 (71,960천 원)
· 화자(話者) 추적형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 DID 패널 확장 구축 (87,000천 원)
〇 전자증빙시스템 구축·실현 (예산: 641,000천 원)

- 법인카드 전자증빙시스템 오픈 (21.4)

구분

경비집행
품의서

연구활동경비

부서별
공통경비

시내출장

합계

상반기

917건

2,789

161건

-

3,867건

하반기

1,567건

5,201건

302건

116건

7,186건

〇 연구환경의 친환경·디지털화 확대 (예산: 268,000천 원)

- 듀얼모니터 교체
· 1차 (2.4~5): 31,796천 원 집행
· 2차 (9.6~30): 27,648천 원 집행
· 3차 (12.13~14): 26,904천 원 집행
- 서버 가상화 구축 : 181,248천 원

▲ 전 직원 듀얼모니터 지급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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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내 친환경문화 조성

〇 친환경제품 구매 확대

‣ 녹색제품 구매 비율 2%
- 녹색제품 구매
· 상반기: 38,223천 원 집행
· 하반기: 67,060천 원 집행 (전체 물품 구매액의 11.2%)
〇 스마트한 친환경 문화 조성

‣ 1인당 환경에너지(용수, 에너지, 폐기물) 사용량 및 배출량 축소
- 탕비실용 음식물 쓰레기통 구매 (2.3): 115천 원 집행
- 환경미화용 화분 구매 (3.4): 360천 원 집행
- 밤 10시 이후, 점심시간 자동 소등, PC 전원 종료 안내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추진
-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주간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캠페인 참여 (12.6~10)
- 전 직원 텀블러 제공 (9.1)

▲ 친환경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통

▲ 전 직원 텀블러 사용

· 8.23 경영회의 당시 ESG 경영 관련하여 9월부터 종이컵 구매 지양
· 텀블러 제공 후 3달 간 전년대비 종이컵 구매량 약 46%, 구매금액 약 63% 수준으로 감소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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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매량/
구매금액

1~8월
9~11월

2020년

2021년

36,005개/

36,480개/

1,047,098원

1,009,458원

14,150개/

6,535개/

341,589원

218,128원

- 텀블러 세척기 시범 도입(9.2, 4층 연구조정실 탕비실)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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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홍보의 멀티미디어화 가속

〇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인쇄물 최소화 (예산: 191,700천 원)

- 유튜브 채널 영상 콘텐츠
· 2021년 <영상보고서>, <글로벌이슈브리핑>, <KIEP-Perspective>, <세계경제 전망> 등 주요 경제이슈
및 현안자료의 영상화 총 51건(162,250천 원 집행)
-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시각화 콘텐츠
· <숫자로 보는 세계경제>, <경제용어>, <기관홍보> 카드뉴스 30건 (5,350천 원 집행)

▲ 숫자로 보는 세계경제(숫보세)

▲ 경제용어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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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s Deskterior

- 영문학술지(EAER) 운영의 디지털화
· 온라인 투고시스템 도입에 관한 운영회의 (한국경제학회, 5.8)
- 영문학술지(EAER) 국제홍보 확대를 위한 KIEP/EAER 웹진 뉴스레터 개발
· 2회 발행 (7.2, 10.7): 660천 원
*기존 영문웹진의 EAER 정보와 병행하여 진행, 연 8회 기준

▲ EAER 뉴스레터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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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방식의 지식자산 구축

〇 인쇄본 소장자료 디지털화 추진 (예산: 4,400천 원)

- 디지털화 현황
· 상반기: 440건 (OECD Economic Surveys 시리즈 등)
· 하반기: 755건 (KOTRA 설명회자료 2000~09, BIS Economic Papers 등)
〇 보고서 발간의 친환경화

- 친환경 인쇄 추진-친환경 용지를 활용한 보고서
· 상반기: 1건 (1,850천 원)
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하반기: 5건 (2,500천 원 *5권, 약 12,500천 원)
1) 기후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저하와 정책적 시사점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3)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4)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新협력 방안: 천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5)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연구자료

21-01
연구자료 21-01

연구자료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자료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정책분석과 시사점: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e-모빌리티를
인 쇄
2021년 중심으로
5월 13일

: 모
- 빌리티를 중심으로

발 행
인 발행인
쇄
발 발행처
행
주 소
발행인

e

발행처
주 전소 화
팩 스
전 인쇄처
화

2021년 5월 17일
김흥종 5월 13일
202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5월 17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김흥종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44) 414-1179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044) 414-1144경제정책동
세종국책연구단지
크리커뮤니케이션
044)
414-1179

이 현 진 이· 철 원 윤· 형 준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7,000원
정가
ISB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78-89-322-2473-2 94320
ⓒ2021
978-89-322-2064-2(세트)
7,000원
정가
ISBN
978-89-322-2473-2 94320
978-89-322-2064-2(세트)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이현진
이철원
윤형준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 발간물 인쇄 부수 조정을 통한 자원절약 실천
· 상반기: 2014~20년도 발간물 인쇄 부수 및 재고 부수 확인 → 인쇄물 조정 부수 검토 작업 완료
· 하반기: 배포선 정비 및 발간물 인쇄 부수 조정(안) 마련 중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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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가치를 위한 정부정책 관련 연구활동 참여

〇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연구수행 (예산: 313,000천 원)

- 기본연구 3건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新협력 방안-천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 수시연구 1건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협동연구 2건
· 중국의 중장기 탄소중립전략 연구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 현안대응과제 17건
· [KIEP Opinions] Carbon Neutrality: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1.13)
· [오세경]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2.4)
· [세경포] 브라질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의 주요 내용과 평가 (3.15)
· [기초자료]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4.6)
· [오세경]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5.7)
· [세경포]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5.25)
· [WEB] EU Increasing Global Climate Amb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5.27)
· [세경포]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21)
· [세경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후변화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22)
· [오세경]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7.21)
· [세경포]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22)
· [오세경]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8.20)
· [WEB] Time of Troubles or New Confrontation (9.3)
· [KIEP Opinions] EU CBAM: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
· [기초자료]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11.12)
· [세경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11.15)
· [오세경]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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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①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S

Social

• 추진전략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추진전략 ③ 고객중심의 정책연구 추진·확산 체계 확립

1

KIEP형 워라밸 실현

〇 고용안정성 및 내적유연성 강화

- 내부공모를 통한 부서재배치 3명 시행 (2.1, 11.8)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제도 도입 (12.30.)
- 시간선택제(육아기근로시간단축) 3명 시행
- 육아휴직 활성화(12/13 현재 16명 육아휴직 중, 남직원 3인 포함)
〇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예산: 105,000천 원)

‣ 복무제도 및 유연근무제 개선,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
-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 집행 내역: 100,578천 원
· 1/4분기: 19,379천 원 집행 (2.1, 2.25, 3.22)
· 2/4분기: 27,692천 원 집행 (4.5, 4.22, 5.7, 5.25, 6.7, 6.25)
· 3/4분기: 25,618천 원 집행 (7.6, 7.23, 8.6, 8.26, 9.10, 9.24)
· 4/4분기: 27,889천 원 집행 (10.7, 10.25, 11.4, 11.23, 12.6, 12.9)
- 유연한 휴가사용을 위한 반반일 휴가시간대 확대 (1.14)
- 유연근무제 보상시간 가산율 적용 기준 개정 (9.27)
- 소정근로시간 도달 이후 연장근로시간 인정 범위 확대 (9.27)
- 연차 저축제 도입으로 연차휴가 활용성 제고 (9.27)

‣ 근로자 건강관리 및 환경 개선
- 건강검진 비용 확대: 15만 원→ 25만 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총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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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운동 ‘모바일 워크온 챌린지’ 참여
· 60일간 50만 보 챌린지 달성자 1~5차 합 25명
- 온라인 ‘힐링특강’ 실시 (총 3회)
-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도수치료’ 체험프로그램 실시 (11.26)
- 세종국립수목원 기관 연간회원 가입으로 직원들에게 가까운 힐링 장소 제공 (12.13)

▲도수치료

▲수목원 연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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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존중 문화 형성

〇 인권경영 추진 (예산: 2,300천 원)

‣ 인권경영 교육,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원내 건의함에 접수된 고충사항 8건 처리결과 공지
- 파견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조기복귀 시행 (7월)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교육 (9.23)
- 기능직군 명칭 중 ‘주임’ → ‘선임’ 으로 변경 (9.27)
- 유엔글로벌콤백트(UNGC) 가입 완료 (11월)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1.10)
-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12.6~13)

▲유엔글로벌콤백트(UNGC) 가입

▲인권경영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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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강화 (예산: 136,304천 원)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비
- 개인정보보호의 날 12회 시행 (1.4, 2.1, 3.2, 4.1, 5.3, 6.1, 7.1, 8.2, 9.1, 10.5, 11.1, 12.1)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1.20)
- 기관 개인정보 파일 정비 (3.2~3.22)
- 개인정보 전 직원 온라인 교육 (5.3~28)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6.1~30)
- 개인정보보호 OX 퀴즈대회 개최 (6.23~28)

▲개인정보보호 OX 퀴즈대회

▲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 PC 정보보호 솔루션 교체 도입 (12.13~30): 25,336천 원 집행

‣ 노후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
-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도입 (1.18~2.3): 19,404천 원 집행
- 노후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
구분
집행액(천 원)

방화벽

웹방화벽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9.1~10.6)

(9.17~10.31)

(10.15~11.30)

47,850

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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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6

합계
91,564

3

인적자원개발 강화

〇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파견제도 운영 (예산: 47,000천 원)

-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 신입직원 O/T 실시
· 상반기: 5명
· 하반기: 19명
- 직무역량교육 실시 (총 72명 수강)
· 상반기: 27명
* ‘연구윤리 관리역량 강화과정’, ‘통계패키지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분석 기본/심화 과정’ 등
· 하반기: 45명
* ‘감사역량 강화과정’, ‘엑셀 활용 기본과정’ 등
- 연구년·파견훈련·업무능력배양연수·파견제도 운영
구분

연구년

파견훈련

업무능력배양연수

합계

상반기

2명

2명

1명

5명

하반기

1명

2명(예정)

1명(예정)

4명

합계

3명

4명

2명

9명

- 정기출강·학위과정이수 제도 운영
구분

정기출강

학위과정이수

GPAS 출강

합계

상반기

5명

7명

-

12명

하반기

6명

5명

1명

12명

합계

11명

12명

1명

24명

〇 우수인력 유지방안 지속

- 우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1명
- 우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포상 시행
- 우수직원 포상금 확대 (9.27)
- 박사급 승진요건 단순화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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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자 가산금 비율 확대 (9.27)
- 비금전적 인센티브 확대(연구환경 및 인프라 개선, 동호회 활성화 등)
- 국내 박사급 인력 채용정책 지속

4

인적자원개발 강화

〇 KIEP 기부문화 활성화 (예산: 12,000천 원)

‣ 구성원 재능기부 및 성금, 봉사 동호회 설립
- 구성원의 재능기부
·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신진 한반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9.10): 미 대학원생 대상 연구원 소개 및 미중관계 강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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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의 시민사회활동 지원 (21.10~12)
· 동탄국제고등학교 세계문제 연구 프로젝트팀 시민활동 지원: FTA 관련 질의 응답 진행,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및 코멘트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10.6, 10.13, 10.20)
· 허재철 부연구위원: ‘공공외교와 나의 진로’
· 예상준 부연구위원: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 출처: 세종시 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도자료

-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791천 원)
- X-mas 씰 구입 (509천 원)
- 원내 봉사 동호회 설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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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공공우선구매 비율 확대

- 중소기업의 환경미화용 화분 구매 (3.5): 360천 원 집행
- 4/4분기 (12.15 기준) 공공우선구매(누적)
· 중소기업제품 구매: 93.2%
· 여성기업제품 구매: 8.1%
· 여성기업 공사: 77.4%
· 여성기업 용역: 6.0%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4.9%
· 창업기업 구매: 6.8%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1.17%
·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 구매: 1.61%
· 기타 우선구매(법정비율 없음): 사회적기업(2.6%), 사회적협동조합(1.0%), 지역우선구매(11.4%)

〇 계약상대자 대상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청렴, 인권 존중 문

화 확산에 기여
- 상반기: 55건 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5건, 인권경영서약서 53건 징구(2건은 시행 전 계약)
- 하반기: 78건 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5건, 인권경영서약서 75건 징구(3건은 진행 중)
- 사적 이해관계 여부 체크박스 KINIS 결재양식에 추가
· 기안문, 예산통제 기안문, 구입결의서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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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회적 배려자 고용률 유지 및 제고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채용 진행 (3.25): 1명 채용 확정 (7.1)
- 국가유공자 채용 진행 (10.7, 11.10): 1명 채용 확정 (12.31)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6% 달성 (12명 재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유지 (8명 재직)

〇 청년인턴 채용 확대 (예산: 341,091천 원)

- 1차 채용: 3.22, 채용인원 22명
- 2차 채용: 6.28, 채용인원 4명
-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한 청년인턴 추가 채용
· 하반기: 7.1, 채용인원 5명

5

고객 참여 및 소통 기회 확대

〇 대외경제 정보 큐레이터 역할 수행 (예산: 139,700천 원)

‣ 연구원 인적 재원을 활용한 동영상 강연, 대담 등 타깃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등
- 2021년 영상집행비 중 기집행 내역 (12월 기준): 총 162,250천 원 집행
· 기관장 직강 콘텐츠 3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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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보고서 9편 제작

· 세계경제 전망 현안이슈 콘텐츠 2편 제작

· 글로벌이슈브리핑 37편 제작

〇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 (예산: 2,750천 원)

‣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노력
-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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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지역사회와의 협업 활성화 (예산: 10,000천 원)

‣ 교육청 등 지역 기반의 유관기관과 협업, 콘텐츠 공급
- <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사이트에 우리 연구원 제작 영상, 카툰, 인포그래픽 등을 타깃별,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경제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 (21.10~12)
- 중·고등학생 대상 경제교육 자료(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등) 제작 및 배포 (12.23)

▲영상

▲카툰

2021

▲카드뉴스

〇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예산: 5,000천 원)

‣ 캠페인, 이벤트 등 대국민 쌍방향 소통 기회 증대 및 참여 유도를 통한 교류의 장 마련
- 기관장이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캠페인 ‘고고챌린지’ 동참 및 보도자료 배포 (6.8)

- ESG 경영 관련 SNS 콘텐츠 진행
· ESG 경영활동 소개 콘텐츠(4회): 600천 원 집행
· ESG 캠페인 진행 (10.12~26): 800천 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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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자료

- SNS 채널 활용 쌍방향 소통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운영
· SNS 퀴즈 이벤트 (12.7~17): 1,100천 원 집행
· 유튜브 영상보고서 감상평 이벤트 (12월): 1,200천 원 집행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이용자와 소통 (1,548천 원 집행)
· KIEP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1.12)
· 오류사냥 대회 개최 (21.12)

▲감상평 이벤트

▲SNS 퀴즈 이벤트

▲만족도 조사

- 국제세미나 개최 시 수어 동시통역 진행, 소외계층 미디어 소통 범위 확대 (1,660천 원 집행): DMZ 평화
경제 국제포럼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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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연구사업 수요조사 적기 실시 (예산: 5,110천 원)

- 상반기 (2.4~16): 3,386천 원 집행
- 하반기 (9.6~23): 1,616천 원 집행
〇 현안대응과제 만족도 제고 (예산: 1,700천 원)

- 현안대응과제 만족도조사 실시
· 2020년도 하반기 (1.18~29): 5,070천 원 집행
· 2021년도 상반기 (6.30~7.9): 5,942천 원 집행

2021 상반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을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

오늘의 세계경제 • 세계경제 포커스 • KIEP 기초자료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수요조사

〇 대정부 정책지원 강화 (예산: 17,531천 원)

- KIEP-기획재정부 정책연구협의회 (3.16)
- KIEP-외교부 정책연구협의회 (12.3)
- 각 부처 및 전문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4회 개최 (3.2~19)
- 정부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7.7): 16,668천 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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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정부부처 수탁과제 41건 수행

▲정책연구협의회

6

▲연구자문위원회

사회적 가치를 위한 정부정책 관련 연구활동 참여

〇 사회서비스, 포용 성장, 양극화 대응, 국제협력 등 연구 (예산: 96,000천 원)

- 기본연구 1건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 위탁연구 1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출산, 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
위기를 중심으로
- 현안대응과제 3건
· [ KIEP Opinions] Won appreciation: its disproportionate effects on SMEs and policy measures
(1.16)
· [WEB] The Determinants and Welfare Implications of Labor Share (2.5)
· [WEB] Labor Market Impact of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4.15)
- 세미나 2건
· 한국과 OECD 25년의 동행 세미나 (11.24)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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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① 열린소통의 조직문화 확산

G

Governance

• 추진전략 ② 윤리경영체계 강화
• 추진전략 ③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 운영

1

소통 플랫폼 운영 활성화

〇 소통을 위한 플랫폼 활성화 (예산: 6,000천 원)

- KIEP 옴부즈만 운영
· 1차 안건 제출 (3.31)
· 2차 제도개선위 안건 제출 (5.27)
· 3차 안건 제출 (12.21)
· 직원면담 (7.29, 8.10, 10.19)
- 기관장-직급 간 차담회 (총 21회)
· 연구조원급 (3.23, 3.26)
· 연구원급 (3.29, 3.30, 4.5, 4.6, 4.8, 4.9, 4.14, 4.15)
· 사무원급 (4.16)
· 행정원/전문원급 (4.19. 4.22, 4.23)
· 박사급 (4.26, 4.27, 4.28, 5.3)
· 청년인턴 (6.21, 7.16, 7.19)
- 기관장-임직원 간담회 (총 66회)
· 기관장-보직자 간담회 (26회)
· 기관장-직원 간담회 (40회)
- 브레인스토밍 회의 신규 추진을 통해 연구직간의 소통 활성화 (3.25)
-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7.8)
- 연구과제 워크숍 개최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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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직급 간 차담회

▲ 기본연구 브레인스토밍

〇 제보시스템 피드백 강화

‣ 원내 건의함, 제안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 강화
- 경영회의를 통해 원내 건의사항 답변 실시
· 총 4회 (2.15, 3.22, 4.5, 4.19)

2

기관의 공직윤리 확립

〇 연구윤리 자체점검단 구성

‣ 총 4인 이상으로 구성(집필자 2인, 연구관리자 2인, 간사 1인)
- 연구윤리자체점검단 구성 관련 규정 신설을 위한 연구윤리규정 전문개정(안)
· 하반기: 전문개정 예정
- 신입 연구직 대상 연구윤리 간담회 개최 (19명 참석)
- 카피킬러 이용교육 실시 (141명 참석)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28

▲ 연구과제 워크숍

〇 윤리교육 강화 (예산: 3,200천 원)

▸ 4대 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시행 및 보직자 참여 확대
- 4대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아동학대 방지교육
(10.18~11.15): 전 직원 100% 수강 완료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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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12.6~24)
- 월요회의 시 기관장 윤리의식 관련 주의 및 관심 당부 (7회)

〇 인사관리규정 정비 및 개선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조항 및 신고양식 마련 (12.30)
- 승진제한 항목 추가(음주운전) 및 징계 효과 정비 (12.30)

〇 갑질근절대책 추진 (예산: 1,810천 원)

‣ 실태조사, 규정 및 제도 정비, 보직자 갑질방지 교육
- 청탁금지법 교육 (1.4~15)
- 갑질예방 설문조사 (2.23~3.4)
- 공공분야 갑질징계 사례집 홍보 (4.17)
- 청렴교육(반부패/갑질 관련 인문학 강의, 5.17~31)
- 청렴인식도 제고를 위한 청렴퀴즈 실시 (6.17~7.1)
-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일러스트 홍보 (6월부터 매월)
-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해소(보직자 대상) 갑질방지 교육 (12.6~24): 전 직원 100% 수강 완료

〇 일상감사 활성화 (예산: 2,376천 원)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법인카드 모니터링 상시점검
· 상반기: 10,003건 중 모니터링 대상 453건을 점검하여 100% 적정판정
· 하반기: 10,175건(12.13 기준) 중 모니터링 대상 504건을 점검하여 100% 적정판정
- 하반기 자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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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〇 복무관리실태 정기점검

‣ 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이행실태 점검
· 2020년 하반기 대상 점검 (3.16~23)
· 2021년 상반기 대상 점검 (7.8~7.20)

〇 공직기강 점검 활동

‣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복무관리 업무지침 공지 (4.6)
- 공직기강 확립 활동 강화 공지 (5~7월)
- 공직기강 특별점검 (7.26, 8.8)
-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 활동 (9.10, 9.24)
- 자체보안감사 (12.15, 12.17)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31

3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〇 고과평가 지침 정비 및 개선

- 유관기관(KDI, 조세연) 담당자 면담 (4.6)
- 기능직 승진평정표 개정 및 기능직 연봉평가군 조정 (9.27)
- 제수당 및 성과금 규정 등 정비 (12.30)

4

경영의 투명성 제고

〇 ESG 관련 항목 등 알리오 공시 항목 확대

▸ 가족돌봄 휴가·휴직,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녹색제품 구매/온실가스 감축/ 봉사/기부/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 알리오 공시
· 1/4분기: 4.1~9
· 2/4분기: 7.1~7
· 3/4분기: 10.1~8
- ESG 경영실적 보고서 홈페이지 등재

〇 외부 정보공개 청구 대응 강화

- 정보공개 청구 대응
· 상반기: 30건
· 하반기: 19건

〇 우리원 발주 계약정보 100% 공개

▸ 전자계약(전자조달시스템) 및 비전자계약 정보 공개
- 상반기: 계약 55건 中 전자계약 34건, 비전자계약 21건 추가 공개
- 하반기: 계약 78건 中 전자계약 61건, 비전자계약 17건 추가 공개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32

〇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유지

- 전년도와 동일하게 외부 감사 지적사항 없음.
- 정부의 채용 절차 및 규정 준수

〇 직원의 경영참여 활성화

- 경영위원회 7회 개최 (1.11, 3.15, 5.31, 6.16, 8.9, 9.13, 10.18)
- 제도개선위원회 1회 개최 (7.8)
- 노사협의회 4회 개최 (3.31, 5.12, 8.31, 12.20)

5

윤리적 가치를 위한 정부정책 관련 연구활동 참여

〇 투명성, 반부패, 경쟁, 국제 규범 등 연구과제 수행 (예산: 49,000천 원)

- 기본연구 1건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협동연구 1건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〇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예산: 624,891천 원)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강화를 위한 연구단 구성 (3.17)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수행 (총 5건)
· 제12회 세계합창대회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4.5~8.4)
· 2023 산청 세계 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4.5~8.4)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4.12~7.30)
·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8.25~12.24)
·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타당성조사 (8.3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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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구분

기관장의 ESG를 위한 대외적 활동

일자

07.29

기고
(2건)

대상기관(참여자)

이데일리

내용

상세내용 및 결과

[목멱칼럼] 모습 드러낸 EU

EU 의 Fit for 55 대응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하여 녹색전환에

국내 대응 속도내야

속도를 낼 것을 촉구

1
12.17
2.17

문화일보

[오피니언] 문화논단

탄소중립 관련,
'자원의 무기화' 대비 시급
1. 우리나라
대외수출경제상황

인터뷰
(1건)

11.05

KTV

문재인정부 영상백서 3부

2. 글로벌 공급망의
대응전략
3.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대응

제571회 한국능률협회
03.26

한국능률협회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강연

04.13

강연/
발표
(7건)

05.29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기후변화와 환경대응

경기도청,

新통상(환경)규범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업지원 방안 간담회

논의 및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CEO 명품아카데미 특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
EU의 주요 경제 이슈 강연
(주제) 글로벌 공급망의

08.17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발전과 기술:
한국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환경,
ESG를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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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장의 ESG를 위한 대외적 활동

일자

대상기관(참여자)

내용

상세내용 및 결과
(주제) RELOAD Korea,

09.09

아주경제신문

제13회 착한 성장,

대전환의 시대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Good Growth Global

양상과 탄소국경세 주요

Forum (GGGF)

내용 및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 논의

강연/
발표
(7건)

(주제) 포스트 팬데믹
09.1209.13

중소기업중앙회

2021 백두포럼

시대의 통상환경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중소기업 통상 대응

11.16

01.29

02.17

포럼,
세미나
참석
(16건)

03.19

03.25

04.07

삼성SDS

SERI 강연

그린뉴딜에 대한 방안 논의

경제〮인문사회

제27차 세종국가리더십

성평등 가치와 글로벌

연구회

포럼

거버넌스

경제〮인문사회

제28차 세종국가리더십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연구회

포럼

공공리더십

경제〮인문사회

제29차 세종국가리더십

연구회

포럼

TTCSP

The Women and Think
Tank Forum

국가경영전략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원 (NSI)

ESG 경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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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장의 ESG를 위한 대외적 활동

일자
04.21

05.04

06.09

대상기관(참여자)

내용

경제〮인문사회

제30차 세종국가리더십

연구회

포럼

경제〮인문사회

현장에서 함께 하는 이사장

연구회
한국경제

한경밀레니엄포럼

경제〮인문사회
07.30

연구회,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08.25

포럼,
세미나
참석
(16건)

09.23

09.28

09.29

10.25

11.12

12.02

경제〮인문사회

탄소중립연구단 3차

연구회

세미나

경제〮인문사회

탄소중립연구단 5차

연구회

세미나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경제〮인문사회

제2차 인문세미나

상세내용 및 결과
복지국가와 리더십
이사장의 연구기관 방문 및
정책연구 현장의견 청취
2050 탄소중립,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탄소중립으로 인한
고용영향 평가 및 탈탄소
산업 고용환경 구축방안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
원전 오염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제16회 인문학 특강

에너지와 핵에너지

KIEP-한국환경경제학회

탄소국경조정의 환경 및

공동 정책 토론회

경제적 의미와 대응방안

성균관대학교

제4회 KARMI 국제학술

ESG in Finance and

무역연구소

대회

ASEAN

연구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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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장의 ESG를 위한 대외적 활동

일자

대상기관(참여자)

내용

01.13

간담회

ESG 전문가 간담회

02.17

무역과 환경

상세내용 및 결과
ESG 경제 김광기 대표,
서울대학교 서 현 교수

다자논의 관련
민·관·학 간담회
5대분야 성과(코로나19

정책기획위,

05.06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

극복 / 한국판 뉴딜과
문재인정부 4주년

탄소중립 / 포용적 복지

국정성과 컨퍼런스

확대 / 선도국가 도약 /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토론 및 비전 제시
‘2050 대한민국 탄소

회의,
간담회
및
위원회
등 참석
(9건)

06.09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탄소중립연구단 기획회의

중립 비전’ 실현 지원을
위한「NRC 탄소중립
정책연구단」 기획회의

07.13

07.28

07.29

09.16

11.05

경제〮인문사회

탄소중립연구단 1차

운영계획 보고 및

연구회

기획회의

종합 논의 등

경제〮인문사회

NRC 포용적 회복 연구단

연구회

제1차 회의

회의 참석

EU CBAM 관련 간담회

경제〮인문사회

NRC 포용적 회복 연구단

연구회

제2차 회의

경제〮인문사회

탄소중립연구단

연구회

기관장 간담회

KIEP ESG 경영 실적보고서

37

EU 탄소국경세에 대비한
민간기업 대응 반응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