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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때에 제7대 원장으
로서 2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각계각층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뒷받침하기 위해 쉬지 않고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전∙현 임직원의 노력에
무한한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주요 이슈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
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1월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본원은 그동안 무역∙투자, 국제금융, 국제개발협력,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그리
고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신( )국제경제질서의 두 축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연구와 북방정책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APEC, OECD, ASEM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세계화 속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등 위
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습
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범세계적 FTA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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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자원협력과 국제개발원조, 환경이슈,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동아시
아 경제협력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원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큰 틀
을 그리는 명실상부한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년에 걸쳐 성장해 온 본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가운데 한
국경제가 겪어온 도전과 성장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구조의 재편과
정에서 한국경제가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
탱크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효율적 관
리, 연구지원체계 강화, 독창적 연구방법론 개발, 연구네트워크 확대, 연구성과의 효과적 활용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보다 새롭고 창의력 있는 KIEP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
니다. 본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계각층의 모든 분께 훌륭
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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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로고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선봉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
2005년 9월 27일 현재의 CI를 선포하였다.
KIEP CI의 주요 의미는‘신뢰’
‘역량’
‘열정’
이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탄탄한‘신뢰’를 두꺼운 고딕서체로
나타내고, 워드마크 중간의 운동감 있는 사선 형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역량’
을 상징한다.
K(Korea)자 위의 빨간색은
정책연구를 향한 의지가 집중되어 나타나는‘열정’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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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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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를 발간하며

채 욱 원장

CI 로고∙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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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속에서 세계경제성장 이끄는
) 되길”
국제경제정책의 산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진
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전적인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KIEP는 국내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나라의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KIEP의 연구과정을 바탕으로 한
국경제의 선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에는 KIEP의 숨은 공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KIEP가 출범한 1990년 이후 20년간 세계경제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우리 경
제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0년 당시는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을 논의하는 우루과이라
운드가 진행되고 본격적인 북방경제 교류가 활성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
흐름과 OECD 가입에 이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경제위기를 혼신을 다한 정책대응과 전국민적인 노력
으로 극복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WTO DDA 협상이 출범하는 가운데 지
역경제통합 추세에 대응하여 전방위적인 FTA를 추진해 오는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시
의적절하게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을 주도하는 G20 의장국으로 선정되고, 또한 수원국(
國)이 공여국(供 國)이 되는 세계사적 의미를 기록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이 된 것
은, 이제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결정되는 세계경제질서를 수용하는 주변적인 입장에서 세계경제질서
를 스스로 결정하는 중심적인 입장으로 국제적 위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나라
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정책 공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어젠
다를 발굴하는 등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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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KIEP의 역할이 지난 20년 동안은 한국을 세계경제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핵심국가의 싱크탱크로서 한국 속에서 세계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국
제경제정책의 산실(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

나 KIEP의 역량으로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믿습니다. 지난날 이룩한 성과에 못지않게
앞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개발 과정에서도 KIEP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

國)이라는 현실이 아닌, 인재부국(

國)이라는 이상을 따라 성장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도 정책의 구상과 실천에 지혜와 용기를 아끼지
않는 인재들에게 달려 있음을 생각할 때, KIEP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작은 위기
의 고비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연구를 위해 탁월한 혜안으로 KIEP를 이끌
어온 역대 원장들과 경영진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구원 발전에 이바지한 전∙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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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앞선 사고와 시각으로
국가∙세계경제 이슈 해결에 기여하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경제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그동안 KIEP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KIEP는 지난 1990년 글로벌 시장경제체제가 본격화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에 직면할 당시 출범하여, 그동안 세계경제 동향과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대외경
제정책과 관련한 현안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특
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WTO DDA 협상 및 미국∙EU∙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과정에
서 수행한 각종 연구는 개방된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KIEP가 개원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21
세기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정립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한 지
구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등장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
로서 위기 이후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제도의 개선, 보호무역 저지, 지속
가능 성장전략 등 세계경제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경제∙통상 분야에 특화한 KIEP가 전문적 연
구역량을 집중하여 선도적이며 창의적인 기여를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KIEP가 G20의 성공
적 개최에 이바지함으로써 향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유수한 연구기관으로 더욱 성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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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내외 경제∙사회여건에 대한 적시성(
) 있는 연구도 중요합니다. 2010년 한 해 우리는 WTO DDA 협상 타결, 한∙미 FTA 및 한∙EU
FTA의 발효 등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
내 해당 산업분야의 수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보다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개방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KIEP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다져왔듯이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통상∙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발 앞선 사고와 시각으로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세계적 경제이슈 해결 논의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KIEP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3

축하와 격려

“세계적인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착실하게 정착하길”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의 한 주역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을 충실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규모 분
단국가인 우리나라가 그동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아래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넓은 영역에서 실
리와 명분을 살려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설립된 당시는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작은 거인이 될 것인
지, 아니면 흔적조차 찾기 힘든 소국이 될 것인지 그 방향과 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
습니다. 이념의 냉전시대가 와해되고 북방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새로운 규범을 구축해가던 기간이었습니다. 대외시장 개방의 속도와 정도
를 둘러싸고 다양한 대안들이 심각하게 대립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
라의 대외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연구보고서를 수시
로 발간하는 한편, 국내 제도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것
을 기억합니다.

개원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경제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여를 보여주는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APEC 설립의 주도적 역할, OECD 가입, 아
시아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DDA 등 각종 WTO 협상과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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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 FTA 협상 전개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긴장된 도전과 응전의 시
기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성장은 그 궤를 같이하였습니다.

이처럼 2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거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연
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이 헌신적인 노
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김적교 초대원장을 비롯한 역
대 원장과 경영진들이 선진국가로의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투철한 사
명감을 갖고 탁월한 지도력을 수행해온 데 힘입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개원 20주년을 맞아 늠름한 청년의 기상을 갖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
활동의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모범이 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도약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제금융, 무역투자, 지역연구를 포함하여 ODA 확대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북
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글로벌 환경문제, 국제자원개발 등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개
발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주도하는 G20 회원국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대
외경제정책연구원도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
해 그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가 싱크탱크의 하나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성
장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모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0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의 든든한 주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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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IEP 20년

“세계경제환경의 주요 이슈를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
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해로 20주년을 맞
이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취지에 따라 본원은 그동안 무역∙투자, 국제금
융, 국제개발협력,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그리고 국
내외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으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펼쳐왔
습니다.”(발간사 중에서)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KIEP의 역할이 지난 20년 동안은 한국을 세계경제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핵심국가의 싱크탱크로서
한국 속에서 세계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국제경제정책의 산실(

)이 되

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KIEP의 역량으로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믿습니다. 지난날
이룩한 성과에 못지않게 앞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개발 과정에서도
KIEP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합니다. ”(축하와 격려 중에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89
8. 5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김적교 원장 취임

◀ 1989

12.13

제1차 EC 정책세미나: EC 통합과 정책대응

12. 27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재단법인 해산)

1990
◀ 1990

1.

KDI로부터 미국 현지법인 KEI 인수

1. 17

개원 현판식, 조 순 부총리 참석

1. 31

UR 협상관련 정책협의회: UR 협상의 향후 전망과
1990년대 국제교역질서

3. 20

무역정책동향에 관한 OECD/DAEs 워크숍: OECD
Informal Workshops with Dynamic Asian
Economies on the International Trading

6. 21

아태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 1990

1991
3. 28

UR 협상관련 국제세미나: The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4. 17

C. Fred Bergsten 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초청세
미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향방

4. 18

Alexandre 소련 IMEMO 부소장 초청세미나: 소련경
제 현황 및 한ㆍ소 관계 전망

◀ 1990

5. 15

Dr. Vladimir B. Yakubovsky 소련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소련 경제정책의 진로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한ㆍ소 양국의 역할

7. 2

Zhao Renwei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중국 경제개혁 문제와 경제발전

9. 3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10. 11
◀ 1991

V. Gerashchenko 소연방 중앙은행 총재 초청세미
나: 소련 금융체계의 개편 현황 및 전망

10. 16

Mr. Jean-Claude Paye OECD 사무총장 초청세미
나: 범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OECD의 역할

◀ 1991

1992
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립

3. 9

유장희 2대 원장 취임

5. 15

한ㆍ미 통상현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8. 26

UR 정책세미나: UR 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1993 ▶

대응
9. 24

한ㆍ중 수교와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국제세미나

10.

북방지역센터를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0. 1

통독 2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국제세미나

10. 15

북방정책의 성과와 전망: 북방정책의 의의와

1993 ▶

바람직한 전개과정
10. 22
12. 8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외부전문가 초청협의회: 1993년도 대외경제정책
운영방안

1993
2. 19

한국의 새로운 경제외교와 국제화전략에 관한 국제

1993 ▶

세미나: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3. 11

최각규 부총리 본원 방원간담회

3. 15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마홍 원장 방원간담회

6. 8

Hugh Patrick 미 콜롬비아대 교수 초청강연회:
한ㆍ미 경제정책 방향점검

9. 17

제2회 베트남진출 전략세미나: 베트남의 경제개발
계획과 외자유치정책

10. 12

1993 ▶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동북아경제, 정치변화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The 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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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F와 동북아 경제포럼 합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

3. 26

OECD/DAC 주요규범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3. 27

한∙칠레 FTA 발효 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4. 22

한∙중앙아 경제협력 연구에 관한 국제세미나

6. 17

2008 ▶

한∙일 및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책세미나

6. 30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국제세미나

7. 12~15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및

2008 ▶

전망에 관한 국제세미나
11. 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Architecture 국제세미나

11. 17

한∙일 및 한∙중 FTA 분야별 이슈 점검에 관한
정책세미나

11. 20

KIEP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 World
Economy with the G20

2009 ▶

2009 ▶

2009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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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와 기대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김적교
초대 원장 | 1989. 8. 23~1992. 3. 9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초대 원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
이켜보건대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 압력이 전
방위적으로 가해지는 등 국제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를 깊이있
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제경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연
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국책연구기관이 KIEP입니다.

정부출연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기에, 정부는 우선
재단법인의 형태로 1989년 8월 초에 KIEP을 설립하였습니다. 본인은 8월 5일 당시 조 순 부총리로부
터 임명장을 받아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으로
사당동의 조그만 한 빌딩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유능한 연구인력의 확보와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
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국회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제
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하여 설립된 관계로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 때
문이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해외기술정보의 수집을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연구의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였지만, UR 협상 등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연구자들만큼 이해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89년 1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이 통과되어 KIEP는 비로소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범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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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우선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경험
이 있는 몇 분을 모셔 일을 하면서 신규 인력의 확보에 주력한 결과 유능한 인재들을 초빙하게 되었습
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나 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았지만 철
저하게 능력 위주로 연구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구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본연의 연구업무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먼저 UR 문제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UR 문제는 당면한 최대 현안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이를 통해
KIEP의 존립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1990년
UR 보고서가 나오면서 KIEP는 널리 알려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산업인
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전무할 뿐 아니라 UR 협상의 핵심 쟁점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
제경제의 흐름과 주요문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오늘의 세계경제」를 발간하도
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KIEP의 입지가 어느 정도 다져지고 전문 연구인력의 수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연구활
동이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연구원의 위상을 빨리 선발 국책연구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것
이었으며, 이는 우수한 연구보고서의 출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
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모든 구성원이 열심히 일하였고, 연구활동도 국제무역 및 금융, 동북아
경제통합, 동남아 및 EU와의 협력, KEI의 KIEP 이관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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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KIEP는 그동안 훌륭한 후임 원장들과 연구원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여 이
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만, 이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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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와 기대

“선진한국 창조하는
선도적 리더십 발휘하길”
유장희
제2대 원장 | 1992. 3. 9~1997. 2.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벌써 스무 살이 되었다니 세월이 유수(

)와 같다는 말은 바로 이

를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연구원의 태동을 준비하던 1989년 여름은 유난히도 국제적 이슈가 많았던 때였습니다. 3년 전 시
작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원칙적으로는 이 해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협상이 난항에 난항
을 거듭하여 결론을 못내리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호주의 캔버라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 각료회의가 열려 아∙태 경제협력체(APEC)를 출범시키는 중요한 해이기도 했습
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를 옵서버로
참석시키면서 머지않아 한국도 이 기구의 정회원이 될 것을 은연중에 권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
욱 중요한 외교통상부문의 새로운 과제는 우리와 정식 외교관계가 없던 중국, 구소련, 동구권 주요국
들과 새로운 지평이 열려가는 시점이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
합되어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EU(당시에는 EC라고 불렸음)는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하면서 12
개 국가가 명실공히 하나의 시장으로 단합되면서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소국가들에 적지 않은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정부(당시 노태우 정부)가 바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긴급
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 국제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원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터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기획원(당시 조 순 부총리)이 중심
이 되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필자는 그때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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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연구년을 받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초빙교수로 와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
는 부총리실에서 필자를 찾는다 하기에 갔더니 연구원을 창설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
습니다.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적교 교수를 도와 그림을 잘 그려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연구원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팀으로 김적교 교수, 필자, 서장원 박사, 김박수 박사가 동원되었고 얼마
후에 몇 명의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박사들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때마침 여름이라 냉방시설도 안 되어 있는 사당동의 어느 구식 건물에서 우리의 창업 작업은 시작
되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작업환경에서 어떤 때는 점심도 건너뛰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창업 작업이지 사실상 연구원의 본업은 즉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계도가 그려
지기도 전인데 정부로부터 소나기같이 국제경제정책과제가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소화해
내느라고 우리 몇 사람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정관 초안을 작성하다 말고 갑자기 우루과이
라운드 쟁점분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써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도 긷기 전에 숭늉
을 만들어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창업동지들은 이를 어쨌든 해냈습니다. 초인적인
멸사봉공(

公)의 정신과 탁월한 전문실력이 아니었던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언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난날을 회고해볼 때, 만일 이 연구원
이 없었던들 우리나라의 대외통상, 대외협력 정책이 과연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창업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책개발도 중요했지만 우리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를 위한 국론조화(國

)에도 기여한 바 크

다고 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에 걸쳐 국내에 강하게 자리잡
고 있던 보호주의적 사고를 개방화, 세계화로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열며, 전문가 세미나,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해 수출
주도형 발전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 우리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당
위성을 제시하였고 또 그것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선진
국의 저명한 학자들도 KIEP를 방문하고는 이 연구원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 한국경제의 세
계화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평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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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면 관계, 학계, 기업계, 언론계에 세계화∙개방화를 선
도하는 전문인력을 다수 배출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학계에는 국제경제, 국제통상, 국제경영 분야에
KIEP 출신 박사들이 진출하여 수많은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배출되는 신진 국
제관련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스승이 누구였느냐고 물으면 모모 교수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십중팔구
KIEP 박사 출신 교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KIEP은 문자 그대로 국제경제분야 인재의 산실입니다.

KIEP가 자랑할 수 있는 국제적 자산은 그동안 맺어놓은 수많은 외국인 전문가들과의 생산적 관계
입니다. KIEP은 설립단계에서부터 국제경제, 국제경영, 외교 안보, 대북한관계 분야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의 정책당국자, 학자, 연구원, 전문
가들과 꾸준히 상호지식을 교환하는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PEC, OECD, WTO,
UNDP, UNIDO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들은 원내의 연구
인력 못지않게 KIEP의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또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격(國格)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히 국제사회
에서 세계경제의 발전, 번영, 안정을 위한 한국의 국가적 책무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년을 지나 장년의 나이로 접어들게 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선진한국을 창조해 나아가는 데 향
도(

)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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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와 기대

“새롭고 큰 역할로
세계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길”
양수길
제3대 원장 | 1997. 2. 14~1998. 4. 16

20년 전 KIEP의 탄생은 1980년대 후반에 심화되기 시작한 대미통상마찰에 기인하는 바 컸습니다.
한국은 1985년 하반기의‘3저( )’가 있기까지 건국 이후 줄곧 만성적 경상수지적자를 누적하고 이
것을 외채로 재정해 오면서 대외적으로는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5년 9월 이
루어진‘플라자합의’에 따라 미국달러가 일본의 엔화에 대해 50% 정도의 폭으로 절하되면서 달러에
연동하다시피 하였던 한국의 원화도 엔화대비로 급락하였고 그즈음 국제유가와 국제금리도 크게 하
락하면서 한국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성장률이 3년간 연속 12%대
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흑자폭이 GDP의 10% 내외에 이르렀고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을 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국내의 유관 생산자단체들, 정치권 및 언론은 미국 측의 이러한 압력행
사를 정치문제화함에 따라 정부는 그 사이에 끼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외 양쪽에서
불신을 사고 있었습니다. KIEP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립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3저의 도래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시달리면서 통상문제에
관한 방대한 정보와 다수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매우 아쉬워하게 되었습니다. 게다
가 미국 중심의 대외교역관계를 해외 모든 지역으로 다변해 나갈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졌고 이를 위
해 해외 지역별 정보 수집체제와 이를 운용할 전문가들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977년 중 기존
의 중동문제연구소를 모체로 발족하였던 국제경제연구원(KIEI)이 바로 이런 필요성을 예견해 설립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KIEI는 특히 정책연구기능 면에서 KDI와의 업무중복 경향을 보이면서 비판
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1980년대 초 현재의 산업연구원으로 체제전환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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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캐보면 당시만 해도 교역상대국들과 그다지 심각한 통상정책문제가 발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KIEI의 폐쇄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경제기획원과 재
무부의 통상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지원은 KDI에서 산업∙무역 문제를 연구하던 필자가 전담하다시
피 하였으나 한국의 국제적 비중이 급속히 커지며 통상을 중심으로 대외경제관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유능하고 국제화된 전문인력 풀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절실해짐에 따라 KIEP를 발족하기에 이
른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구공산권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국제민간경제협력위원회
(IPECK)’를 설립,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위원회는 KIEP의 발족과 동시에‘지역정보센터’라는 부설
기관의 형태로 흡수되었습니다.

1997년 2월에 KIEP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보니 기관 설립 후 짧은 기간에 전임 원장 두 분이 새
집의 터전과 골격을 마련하고 새집을 수많은 인재로 채워 놓았는데 이러한 새집과 그 속의 인재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구원 경영에 대해 건의사항
이 많았고 특히 인사행정 및 연구장려금제도가 불투명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공무원들로부터 영문서류의 번역과 작성을 위시한 각종 잡일이 끊임없이 쇄도해 직원들은 본연의 연
구업무에 몰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본원의 박사급 연구진은 업무의 과중함과 연구지원
인력의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원장이 지휘하는 본원과 부원장급‘소장’이 지휘하는 센터 간에는 긴장이 흐르고 업무협력이 없었
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초기지였던‘북경사무소’에서는 사무소장이 자기 휘하의 연구원과 심각
한 갈등을 겪어 업무 추진에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며 예산절감 압력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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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가운데 사무실 공간과 차량지원과 비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문위원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대한(

) 정책동향을 청취, 분석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1980년대 초 KDI 감독 아래 워싱턴에 설립되어 KIEP 산하조직으로 편입된 Korea
Economic Institute(KEI)는 본연의 업무범위를 넘어 본원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컨퍼런스를 미국 내
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KIEP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신임 원장으로서 첫 1년간 이런 미비점들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구축을 위해 첫 1년여간 거의 하루
도 안 빼고 사무실에 출근할 정도였습니다. 오랜 고심과 협의 끝에 지역정보센터를 본원과 통합하여
연구인력을 거원적(擧

)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채용과 승진 등

모든 인사문제를 인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했고 모든 연구계획과 그 중간결과를 연구심
의회에서 토론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정책과 연구장려금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자의 연구 및 기타 활동실적을 모두 DB화하고 각 실적에 대해 사전적으로 공표된 포인트를 부과해
개인별 시간배정의 지침이 되도록 하는 한편, 그 종합평가가 공식에 의해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고 연구장려금도 그 결과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외부교수들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내
부 연구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및 지역별 혹은 분야별 교수들과의 연
구회도 여럿 설치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연구자문위원제도도 기관에 대한 부담을 극소
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정보자료실을 전산실과 통합하고 출판편집팀도 전문화했습니다.
이처럼 첫 일 년 내내 기관의 쇄신을 추진한답시고 부산을 떨다 보니 여러 직원들에게 스트레스가
오죽 심했으랴 생각됩니다. 또 원장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연구의 수준을 제고시키겠다고 연구심의
회에 반드시 참여해 연구계획서나 연구보고서 초고를 두고 과제 책임자와 토론하곤 하였는데 이것
역시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후일 듣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KEI에 대해서
는 서울에서의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미국 내 컨퍼런스는 본원과 공동기획, 공동개최 하라는 원칙을
제시해 KEI 소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금융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직전까지도 정부는 물론이고 어느 학자
나 연구기관도 그 위기를 예견하거나 분명하게 경고하지 않았고 필자 개인, KIEP도 이 점에서 마찬가
지였다는 점입니다. 이 점 매우 부끄러울 뿐입니다. 명색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원장이었던만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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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가 특히 궁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보니 KIEP의 업무상 조기경보 기능과 국제금융연구 기능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본원의 연구인력이 통상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위
의 두 기능은 다른 연구기관들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전문가들은 대체로 금융문제에 밝
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필자 자신도 통상문제는 잘 알아도 금융문제는 거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정부출연기관들에 의한 경제문제 연구가 분야별로 분담되어‘발칸화’현상을 보
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각 기관은“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을 터인데 설마...”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
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인문사회부문의 모든 정부출연기관 간 연
구협력 체제가 정립되어 운영되고 특히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난상토론이 수시로 개최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출
연 연구기관일수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필자는 당
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임창렬 경제부총리 지시로 IR 자문 용역회사인 Burston-Mastellar
사와 협력해 외채연장을 위한 해외경제 홍보전략과 장관 등 고위 경제공무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 발언 요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 DJ 정부의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인 이규성 장관에
게 제출했습니다.
1998년 4월 선준영 외교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주OECD 대사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으로서는 KIEP 원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그제야 겨우 끝냈다고 생각하며
KIEP에 미련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OECD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이기지 못하고 이를 수락했
습니다. 그 결과, 필자는 KIEP 업무에 누구 못지않은 정열을 느끼던 사람이었으나 KIEP 역사상 지금
껏 최단명 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1년 2개월의 재직이었습니다. 원장으로서 추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이 직원들에게는 물론 원장인 제 자신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건만,
그 결과를‘누려’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당시를 회고하며 그때의 여러 소동이 KIEP가 그때 닥
쳐온 외환위기 이후 또 하나의 10년을 맞이하며 대두하기 시작한 새롭고 복잡한 여러 연구 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DJ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 중 진 념 당시 기획예
산처 장관을 찾아가 경제∙인문사회부문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각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단일 이
사회 산하로 모아 통합관리하고 각 기관은 개별 부처를 위한 연구지원을 프로젝트별 용역계약에 의
해 수행하도록 하라는 요지의 짤막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KIEP 직원들이 불평하고 있듯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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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 특정 부처에 예속되어 온갖 잡무를 대행해 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OECD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파리에서 국내의 신문보도를 보니 이른바‘경제∙인문사
회연구회’체제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가 개편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들어보니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이 그러한 개편 결과로 처지가 개선되었
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연구용역계약을 통해 오히려 정부 부처에 대한 예속성이 강화되었고 기관장들
은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졌다고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를 절감하며 면구스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그러나 문제와 대책은 새로이 도입된‘경제∙인문사회연구회’운영방식의 묘에서 찾아야 하는 것
으로 생각합니다.
KIEP는 한국 등 동아시아국들이 동시에 금융위기를 겪은 후 그 중요성이 제고되었고, 다시 2008년
의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제고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국제금융질서
(architecture)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대두, 그 후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FTA)의 확산현상과 ASEAN Plus Three 차원의 지역통합현상 등 모든 것이 KIEP의 창의적 연구
를 요구합니다. 최근의 세계금융위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금융질서를 주체적 입장에서 비판적으
로 재검토하고 개선 대안을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그 여파로 출범한 G20 정상회의 체제는 한국
도 마침내 세계경제운영을 주도하는 기축국가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계경제성장 패러다임, 동아시아
의 구조조정 문제, 세계빈곤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등을 생각하고 그 대책의 국제적 모색을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KIEP에게는 황금의 광산이고 어장(

)이고 보고( 庫)인 것입니다. 실로 향후 20

년은 KIEP가 이러한 국가적 연구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한국이 새로운 G20 체제의 주도
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황금의 20년’입니다. 또 세계경제문제에 대한 세계적 싱크
탱크로 도약할 수 있는 20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여건입니까! 이러한 도약을 성공적으
로 이루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그러한 사명감과 그에 따른 기관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각자가 대한민국이 세계적 기축국가로 발전하는 데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대외경제정
책연구가로서 소명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율적 창의적으로 연구와 토론 및 국제교류에 몰두하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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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연구자들의 자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제
공해 주는 나름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하며 개인적 신념과 정열을 가지고 자기 신념에 입각해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또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적 문제와 그 대책을 제기하고 개진할 때
개인이 전문가로서 발전하고‘낭중지추(囊
정책에도 유의(

)’격으로 자기 이름이 브랜드가 되며 그 결과 국가

)하게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관의 발전은 그 부산물입니다.

끝으로 KIEP 20주년을 축하하며 또한 향후 20주년에 걸친 도약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KIEP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G20 정상회의 주최국의 국제경제정책 문제에 대한 싱크탱크로서 새롭
고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의미에서 KIEP의 전용 청사를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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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와 기대

“영향력 발휘하는
세계적 명품연구소로 우뚝 서길”
이경태
제4대 | 1998. 6. 25~2001. 12. 24, 제6대 원장 | 2005. 1. 31~2008. 5. 16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잘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기까
지 KIEP를 거쳐 간 선배들이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 지금 KIEP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KIEP의 식구가 된 것은 1998년 6월, 우리나라가 한창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가경제가 비상사태를 맞이하였으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IEP도 당연히 비상경영체제일 수밖
에 없었습니다. 낯선 직원들과 친밀해지기도 전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아픔을 안고 가는 처지가 되
었으니 저로서도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든 직장을 떠났던 적지 않은 직원들에게 아직도 고맙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KIEP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산뜻하고 정돈되어 있고 세련된 도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단정하고 깔끔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행정은 간결하였습니다. 물론 국제경제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가 생겨났고 설립된 지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관료적인 병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이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관리자로서는 참으로 행운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직원들이 불안을 느껴서인지 한때 노조설립
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전에 있던 직장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조설립이 장기적으
로는 직원들과 조직 모두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
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한 끝에 결국 직원들 스스로 노조설립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시 부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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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김박수 박사가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경제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KIEP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제시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연구원의 기능상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경제개혁의 내용
을 외국정부, 국제기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KEI)를 통해서 IMF와 세계은행 등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을 가감없이 국
내에 전달하곤 했는데, 재정경제부가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한 첩보가 여과없이 국내신문에 누설
되어서 고위관료로부터 정보소스를 찾아내라는 닦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자는 연구원들이 우수한 보고서를 써내는 것만이 연구원을 발전시키는 첩경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진국의 유수한 연구소와 비교하면 열악한 연구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보기 위해서 인력과 예
산의 확보, 용역수주, 연수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영문보고서를 많이 발
간하자고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상필벌에 입각해서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결
과적으로는 연봉의 양극화를 초래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은 간부회의 중에 한 연구원이 이
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도 저녁에는 소주잔도 같이
기울이는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이었는데, 점점 더 경쟁하는 삭막함이 짙어간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그 연구원의 의견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봉급을 받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KIEP에서 보낸 7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가장 시달렸던 때는 뭐니뭐니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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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바로 숫자조작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생산성향상 효과까지 고려하면 우리
나라 GDP가 7% 가까이 증가한다는 예측치는 2년 내내 조작의혹을 불러온 주범이었습니다. 국회에
서, 제3의 공개된 장소에서 마치 바둑복기하듯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어도 의혹은 유령처
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정치의 살벌함이 이런 것이겠구나 싶었습
니다.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쓸모가 있는 먹잇감이면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끝까지 물고 늘
어지는 것 말입니다.
한 연구원이 외부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람에 원장이 직원을
장악하고 있느냐는 질책을 받은 기억도 납니다. 연구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표현과 사
상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은 백 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통해 정부와 반대파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총알 없는 전쟁에서는 아군과 적군만 있지 양비론과 양시론은 발붙일 곳이 없다
는 현실을 배웠습니다. 협상이 끝난 이후에, 여러 연구원들이 필자에게 정부와 연구원 중립의 틈바구
니 속에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여 주었다는 말을 하였을 때에는 흐뭇하기도 하면서 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구나 하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2008년 봄 이명박 대통령 방미 이전에 쇠고기개방과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1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
하고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의회 비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제2안은 쇠고기수입과
한∙미 FTA 비준을 연계시키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제2안은 우리가 쇠고기수입을 재개하였는데
미의회는 비준하지 않는 경우의 국내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쇠고기수입을
허용하여도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의회가 비준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제1안에 비중을 두고 건의한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촛불시위와 국정공백을 상기하면 지금도 아
쉬운 대목이고 정책건의를 할 때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KIEP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연구소입니다. 국제회의에서 만나는 외국학자
들도 KIEP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전 세계연구소를 평가
한 자료에 KIEP가 KDI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국제경제문제
에 특화한 전문연구소로서의 높은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 명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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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필자가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를 방문하여 그 소장인 프레드 버그스텐에게‘The World’s
Leading Think Tank’라는 문구가 새겨진 연구원의 선물용 시계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버그스텐은 웃으면서 자신의 연구소 슬로건을 KIEP가 도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도
수차례 말한 적이 있지만 지금도 KIEP의 벤치마킹 대상은 피터슨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터슨연구소의 연구활동이 발휘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
제경제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거니와 주요경제 이슈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의 연구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정책개발자로서의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와 이론연구소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책연구는 타당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론과 분석은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이며 목표 그 자체는 아닙니
다. KIEP에 입사하는 연구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국책연구소제도의 근간이 되는 용역제도는 시행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는데 많은 문제점
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용역수입을 늘리려고 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정책연구는 소홀히 된다든가,
세부적인 연구주제에 치우치고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가 경시되는 점 등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책연구소의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KIEP의 연구가 너무 전문화되다보니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나
라의 대외경제정책이 지향해야 할 실용적인 방향제시에 더욱 힘쓰고, 나아가 글로벌한 이슈의 해법
및 한국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이제 성년을 맞이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세계적 명품연구
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KIEP는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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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와 기대

“한국경제 글로벌화 선도하는
)로 발전하길”
세계적 지식향도(
안충영
제5대 원장 | 2002. 1. 26~2005. 1. 25

한국경제 글로벌화의 최첨병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고고의 성을 울린
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KIEP는 세계경제의 격동의 시기마다 한국경제의 세계화,
해양화, 그리고 세계 주요국가 및 지역에 관하여 탁월한 정책연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결과 KIEP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시의성 있는 창의적 기여로 국내외에 걸쳐 굴지의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한 현재의 위상을 이룬 것에 대하여 충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그러한 명성과 평가를 지니
고 있는 두뇌집단 KIEP에서 필자가 3년(2002~2005)에 걸쳐 원장으로 봉직하였다는 것은 개인적으
로 무한한 영광이며 교수 출신인 필자에게는 생동하는 국제경제와 통상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고
귀한 기회였습니다.
KIEP가 창원되던 1989년은 한국경제가 장기 고도성장에 힘입어 본격적 개방체제로 넘어가는 중
요한 변혁기였습니다. 한국경제는 당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 3저의 호항으로 성장체제가 더욱
탄력을 받고, 88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로 세계무대에 본격 데뷔하던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
안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경제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
나 대내적으로는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동안 닫아두었던 국내시장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던
무역 패러다임의 전환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무역과 관세에 관한 GATT 체제가 공산품에
서 농산물과 일부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전품목 무역자유화를 논의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의 다
자간 협상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정치사적 측면에서 중국과 소련의 개혁 개방을 필두로 동구의 사회주의경제권이 스스로 붕괴
되는 역사적 지각변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방정책으로 구사회주의 진영과 국교정상화를
추구하여 한국경제의 대외지평을 전 지구촌 차원으로 확대하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와 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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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있는 인구 13억 명의 거대한 중국이 실사구시의 개방체제로 들어서고 러시아의 막강한 에너
지 자원을 겨냥한 통상외교를 넓혀야만 하는 초이념적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한국은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
교류도 탐색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외에 걸쳐 급변하는 대전환의 글로벌화 경제시대에 한국경제는 민족의 생존전략은 물론 선진
국 진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기 위하여 KIEP가 탄생된 것입니다. 본격화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자간 통상교섭이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진행될 때 우리는 상대 국가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우리의 전략을 가다듬는 지혜를 동원하여
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지붕 지구촌 경제기구로서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되고 본격적 무역∙투자자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전면개방체제를 추구함에 따
라 본격적 개방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개도국 경제발전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DDA가 출범하게
되면서 KIEP의 연구영역은 더욱 광역화되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KIEP의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WTO의 DDA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Multilateralism)의 추세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이 2개국 혹은 소수의 복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동시에 등장하는 현상에 연구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 지향을 위한 지역주의 차원에서 장단기 FTA 추진 로드맵을 구상하게 되었
고, KIEP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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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국가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자구적 협력장치의 모색을 계기로 이른바‘동아시아 정체성
(East Asian Identity)’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류를 바탕으로 ASEAN+한국∙중
국∙일본의 정상들이 정례회동을 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 통합의 중장기 비전을 정상회의 어젠다에
올리고 그 후속연구를 KIEP가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태동에 부응하여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치를 상품화하기 위
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의 국가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그 구체적 전략으로 경제자유
지역의 지정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겨냥한 동북아 협력 구상이 태동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의 첨단기술제품과 중국의 저임 대량생산 제품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론이 부각되면서 중국을
성 단위 혹은 지역별로 접근하고 일본에 대한 만성적 무역적자의 구조적 성격을 규명하고, EU∙동남
아∙중동∙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연구의 범역을 KIEP가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 비공식 전략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U.S.-Korea Opinion
Leaders Seminar를 연례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이슈, 한∙미 간 민
간 사회교류와 이해증진,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및 경제협력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
는 기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및 경제적 함의와 관련하여 필자는 동구권의 몰락을
계기로 북한의 체제변화와 돌발사태까지 포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의 집대성과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담은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기관들과 국무성, 백악관의 안보관련 고위책임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하여 대단히 높
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의 운동이 세계적 추세로 전개되면서 한국은 미국∙EU∙인도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이
미 타결하였으며 캐나다∙호주 등 중강국,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도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를 촉진하는 징검다리로서 한국이 추구한 동시다발적 FTA전략에 관하여 고
도의 계량적 기법을 동원하여 정태적이고 동태적인 경제적 효과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KIEP가 그
와 같이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통상전략을 입안하는 국책수립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KIEP의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APEC 경제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APEC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
과 투자 원활화, 지식기반경제 건설 등에 관한 각종 연구와 이행전략을 APEC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관련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연관된 정책건의가 정상선언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APEC 활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안은 APEC Education Foundation(AEF)의 활동입니다. 미국이 원
래 제안하였고 한국이 동조한 AEF 사업은 APEC 역내 국가들에게 디지털 교육기회의 확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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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능력배양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교육소외계층에 온라인 교육기회를 강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AEF가 APEC의 이념에 기여한 공헌은 APEC의 정상선언문에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AEF는
한국정부의 국내 재정지원법에 따라 2009년 사업종료 때까지 23개의 재정지원 사업들을 이행하였으
며 그 내용과 교훈들을 담아「AEF White Paper」로 출간하여 APEC의 대표적 교육능력 배양사업으로
역내 국가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고와 한국경제의 IMF 관리체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0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2008년에 또다시 밀어닥친 전대미문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국
제금융현상과 국제통상현상이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간 무역자유화에
이은 투자자유화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자본시장의 간접투자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개
방된 나라의 하나이지만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은 물론 세계평균치
에도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지역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FDI 유입에 진력하고 있는 점
을 볼 때 KIEP가 본격적으로 정책연구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동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등 금융협력을 본
격적으로 심화하고 공식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제 국제적 금융현상에서 지구촌경제의
동시성과 상호연계성은 더욱 뚜렷하여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에서 투명한 흐름과 감독기구의 중요
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과 기축통화 사
이 환율의 안정화 과제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합니다.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도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기능적 통합영역을 확대하고 적극 추
진하는 전략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형 세계경제체제는 지구온난화와 기
상이변을 일으키는 등 지구촌적 환경과제를 도처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
후변화회의에서 보듯 환경∙무역∙투자의 연계성은 앞으로 KIEP가 중점적으로 특화해야 하는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EU합중국의 태동을 보면서‘동아시아공동체’로 묘사되기도 하는 지역주의의 비전을 구체
적으로 실천하는 전략을 한국은 중국∙일본∙ASEAN과 함께 가다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떠오르는 세계적 신흥대국 BRICs 국가들의 위상을 볼 때 이들 신흥대국들과 그 주변지역 연구가 더
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KIEP는 주요 국가별∙지역별 연구와 전문가의 육성에도 앞으로 더욱 중요
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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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태동된 G20 정상회의는 금융∙통상∙개도국 지원 등을 통하여 당장의 위
기극복과 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와 시스템을 논의하는 주된 포럼으로 격상되었으며, 한국은 마침내
G20 정상회의를 2010년 국내에서 개최하고 의장국으로 위기 이후 세계적 주제를 다루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경제 위기 동안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의 동결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와중에서 한∙EU FTA 협상을 타결하여 무역자유화에 대한 언행일치 국가로 한국을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의지를 바탕으로 내년도 G20 의장국 수임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질
서 창조에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적극적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DDA 타결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단적인 예입니다.
한국은 대내외에 걸쳐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국민적 지혜로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왔으며 그 결
과 국가역량이 항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주변에서 중심무
대로 등장하여 선진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그리고 중강국 소프트 파워로서 선진국 문턱을 확실하게 넘
어서야 하는 시대적 책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때 수원국의 입
장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마침내 OECD DAC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세계의 빈곤국가와 개도국에 원조
와 발전경험을 제공하는 공여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모범적 관행과 사고를 습득하
고 세계인과 더불어 한국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본격 전개될 21세기, 명실상부한 무국경 지구촌경제에서 선진국 한국, 국제적으로 존경받
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한국, 그 토대 위에서 통일한국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
에 KIEP는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선진화를 위한 싱크탱크로서 배전의 역량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한
국이 앞으로 직면할 이러한 도전적 과제에 대하여, KIEP의 연구자 여러분들은 세계적 싱크탱크에서
봉직한다는 무한한 자긍심을 지니고 본격적 글로벌화시대의 통상∙금융∙지역연구를 더욱 심층화하
고, 과학화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선진국 진입의 목전에서 한국의 국격(國格)을 확실히 높이
는 전방위적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세계적 지식향도(
KIEP가 계속 발전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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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는 세계경제의 질서변화와 구조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KIEP는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 주요 경제권역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동향과 경제정
책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정
책연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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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IEP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김 박 수 전 부원장
1998. 7. 1~2000. 6. 30, 2008. 6. 9~2009. 6.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89년 8월 5일 경제기획원 장관의 설립
허가를 얻어 재단법인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법이 198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개원하였다. 이 시기에 KIEP가 설립
된 것은 당시의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1. 설립 배경
1980년대 후반은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적인 변화를 맞
이한 시기였다. 1970년대부터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
제는 저성장∙고실업과 함께 국제무역의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고용의 증진과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와
수출촉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국제무역의 불균형은 미국의 무
역수지 적자 확대와 유럽, 일본 등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기인한 것
이었다. 특히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는 보호주의를 확산시키고,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증
폭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석유위기에 따른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비
제1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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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약화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은 세계 최대
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일본과 아시
아 신흥공업국(NICs)에 대한 적자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으로 흑자를 보이던 중남미 및 서유럽과의 무역도 적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의 기조하에 수출자율규제
(VER), 시장질서협정(OMA) 등을 통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서비스∙지적소유권 등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의 시장개
방을 교역상대국에 요구함으로써 통상마찰이 격화되었다. 미국은
1985년 9월 플라자합의를 통하여 무역수지 흑자국이었던 일본과 독일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는 등 통상마찰은 무역뿐만 아니라 정책
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EC도 무역흑자국인 일본과 NICs에 대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고실업 및 통상마찰의 심화는 세계경제질서 재
편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흐름
인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1980년대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속에서 태동되었다. 다자주의는 세계적으로 심화되어가는 보호주의
추세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통된 인식을 바
탕으로 하여 1986년 9월에 출범한 GATT의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UR)
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UR은 악화되어가는 세계무역환경을 자유무역
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자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EC 회원국들은 경제침체와 고실업을 해결하고 일본과 아시
아의 신흥공업국(NICs)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경쟁력을 회복시키
기 위하여 그동안 관세동맹에 머무른 EC통합을 1992년까지 단일시장
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단일유럽법(SEA)을 1988년에 발효시켰다. 비유
럽국가들은 이를 유럽요새화(Fortress Europe)라 비난하였으나, 그 후
미국이 멕시코 및 캐나다와 더불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진
하는 등 EC의 단일시장 추진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를 확산시킨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1978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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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의 재편과 함께 세계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질서변화와 구조재편은 세계 제12위의 무역대
국으로 성장한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한
국경제는‘3저 현상’등 대외여건의 호전과 안정화시책으로 다져진 경
제체질의 강화에 힘입어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가 1986
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1987~89년에는 11%가 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한국은 국내정치 및 사회의 민주화와 자율화, 민
간주도 경제의 운용, 수출주도시대의 불균형 시정 등의 전환기적인 과
제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시
장개방 압력은 수출의 증가추세를 둔화시키고 국내시장 개방의 확대
를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처음으로 달성한 국제수지 흑자기조
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1989년부터 수
출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1988년의 89억 달러에서
1989년에는 9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결국 1990년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무역
대국으로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이해관
계를 반영해야 하는 변화였다. 한국의 국제질서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연구하고, 정
책수단을 개발하는 전담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였
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 독일
의 킬(Kiel)연구소,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같이 대
외경제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한국에도 경제관련 연구기관은 다수 있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경제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였으며, 산업연구원(KIET)은 국내외 산업∙기술

�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KIEP
제1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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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예 연구진을 중심으로 이론적∙학술적 연구보다 정책연구와 정책수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및 무역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었다. 산업연구원의 기능 일부가
대외경제와 관련되어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산업연구에 있
어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대외경제에 대한 연구를 전담
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대외경제문제의 경우에는 국내 경제주체의 이
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여 국익의 차원에
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에 따라 한국정부는 1989년에 대외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전
담하는 KIEP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2.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KIEP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당면
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경제질서의 개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외경제정책수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KIEP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경제의 주요흐름과 주요
경제권역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를 수행하되,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KIEP 설립 시의 기능은 국제경제정책연구, 국제경제협력
연구 및 북방경제정책연구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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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응방안연구, EC 통합이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 대책, 미국의 중장기 통상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미 자
유무역협정(FTA) 추진논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OECD 가입 여건분석
과 대응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간 아∙태협력 구상과 대응전략,
2000년을 향한 대개도국 경제협력 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전략 및 장기운영방향 연구, 한∙아세안 경제협력 증진방안, 흑자
시대의 해외투자정책과 대개도국 진출전략, 베트남의 경제개발현황과
우리의 진출전략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북방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접근전략과 대중국 지역
별 진출전략 연구, 일본 및 대만의 대중국 경제교류 전망과 우리의 대
응방안 연구, 대소련 지역별 진출전략, 동구 각국의 산업현황과 아국
의 협력전략 연구, 북한의 대외 교역현황과 남북 경제교류 전망, 북한
의 대외경제개방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전략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연구와 관련되는 EC통
합, 한∙미경제정책, OECD-NICs 간 워크숍, 90
년대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
으며, KEI의 운영과 대외경제에 대한 자료의 수

� 연구 외에도 워크숍과 국제세미나 개최, 대외경제에 대한 자료수집과 축적 또한 KIEP의 주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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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소수정예 연구위원 중심의 연구와 학술
적 연구보다는 정책연구와 정책수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설립 당시 KIEP의 이러한 주요 기능은 그 후 세계경제 여건과 한국
의 대외경제 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라 확대, 강화되어 왔다. 1997년 외
환위기의 발생 후에는 동아시아 금융협력 등 국제금융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에 의해 해외지역연구도
더욱 세분화되었다. 1998년에는 정부가 FTA의 추진을 중요한 대외경
제정책의 하나로 결정함에 따라 KIEP는 FTA 정책의 로드맵 작성에서
부터 칠레 등 소규모 경제권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추진전략의 수립에 엔진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는 DDA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세
계경제의 두 흐름인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서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ODA의 확대∙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해외자원개발, G20 정상회의의 유치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KIEP의 기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
라 동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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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IEP 20년사의 시대구분

이창재 전 부원장
2006. 7. 1~2008. 6. 8

돌이켜보면 KIEP 20년은 한국경제가 국제경제환경에 본격적으로 노
출되어 맞이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정부정책대응의 매 단계에 함
께했던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세계화, APEC의 태동,
OECD 가입, IMF 경제위기, WTO DDA 출범, 북한개발연구, FTA 추
진, 동북아경제, ODA, 환경과 자원문제 등 20세기의 마지막과 21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에서 한국경제의
선택은 언제나 KIEP의 연구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온 듯하다.
이러한 KIEP의 20년 연구사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의 초기에 편집진
이 당면했던 첫 번째 과제는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
다. 크게 보면 무역투자 및 국제거시금융 관련 정책연구와 세계지역
관련 지역연구로 구분되는 KIEP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핵심 연구부문별
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들 핵심 연구부문 내에도 다양한 분야 및 이슈가 존재하
며, 분야 및 이슈에 따라 연구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경우와 특정 시
기에 국한되었던 경우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KIEP가 수행해온 다
양한 업적을 핵심 연구부문별로 이슈에 따라 정리하기에는 지난 20년
이 너무 긴 기간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을 몇 개의 시대로 나누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제1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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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데 편집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과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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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의 연구성과를 주요 연구주제별로 나누어 보았
다.
그 결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연구 중 일부는 대외경제환경의 큰 변
화나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직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우루과이
라운드(UR)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APEC 및 외환위기 관련 연
구들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방정책, 세계화,
OECD 가입, FTA, 국제개발협력, 환경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연구 등
다수의 연구주제는 비록 대외환경변화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한국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
였다. 그리고 일부 주제는 비교적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
는데, 특히 지역연구의 경우 시대 구분이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약하에서 편집진은 지난 20년을“우루과이라운드와 북
방정책(1990~1993)”
“세계화, APEC, OECD(1994~1997)”
“경제위기,
DDA, 북한(1998~2002)”
“FTA, 신흥시장, 동북아(2003~2007)”
“개발협
력원조, 환경자원(2008~현재)”의 5개 시기로 구분하고, 단
절적인 시대 구분이 힘든 지역연구에 대해서는 각 시기
별로 주도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기
로 하였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노태우 정부, 문민정
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및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
까지 정부교체 시기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국제경제흐름에 대한 당면 정책과제를 중
점적으로 연구해온 KIEP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중점 연구해온
다양한 출판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KIEP 출범 초기 노태우 정부 시절의 주
요 연구주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북방정책 관련 연구에 집중되
었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세계화, APEC, OECD 가입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지역연구는 중국, 러시아 외에도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
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 시기
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안연구를 비롯하여 햇볕정책 관련
북한개발연구와 DDA 출범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역연구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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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하에서는 한∙미FTA, 한∙칠레FTA 등 각종 FTA 관련 연구의 비
중이 컸고, 동북아경제 중심과 동북아협력 관련 연구 및 신흥시장 관
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 )개
도국 원조,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자원개발 등
이 새로운 연구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구분은 이제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날의 활동
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KIEP 20년사
편집진의 자의적인 작업에 불과하다. 먼 미래에서 보면, 냉전시대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지금에 이르
기까지 KIEP가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해온 과정은, 마치 하루하루의 삽
으로 이루어낸 우공이산( 公

)과 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 많

은 것을 성취한, 구분할 수 없는‘도전과 응전의 시간’그 자체로 기억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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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990~1993)

우루과이라운드와 북방정책
KIEP 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응과 북방정책 연구를
통해 설립 초기 정부출연 연구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그 후 여러 국제경제 문제와 협상에 관한 국내 최
고의 전문가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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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응과
세계화의 진전

박 태 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한 홍 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반적으로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이 끝나고 무역자유화가 확대되
면 세계무역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1979년 GATT
의 7차 협상인 동경라운드가 종료된 후 세계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을
겪게 되었으며 세계무역환경은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경라운드가 종료되자마자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나왔다. 198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라운드의 의제 등을 논
의하게 되었고 그 후 4년간의 협의 끝에 1986년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하게 되었다. UR의 가장 큰 특
징은 그 전 어느 GATT 라운드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무역과 지
적재산권에 관한 의제를 새롭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이 UR의 의제로 선정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 두 의제는 많은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주장하여 협상의제로 채택되었
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소위 동아시아의 신흥공업
국(NICs)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
를 역전시키기 위해 선진국 경제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부
문의 개도국 진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다자간무역협상의 의제로 포함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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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당시 많은 국제경제학자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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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서비스무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만
큼 서비스를 무역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논의와 협상 끝에 서비스교역의 일반협정(GATS)이 만들어졌
으며 동시에 서비스무역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자유화협상도 진
행되었다. 물론 자유화협상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지만 일단 서비스
를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다자간협상을 시작한 것은 다자간무역협상
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것임에 틀림이 없다.
GTAS 협상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강한 대립
이 있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서비스무역자유화를 상품무역에서와 같
이 기본의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서비스
무역이 상품무역과 달리 민감한 부분이 많아 일단 서비스무역의 자유
화를 양허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특정 서
비스산업의 개방은 양허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일단 자유화 대상이 된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는 기본의무로 간주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세계무역질서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UR 협상까지만 해도 중
국이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고 인도와 브라질의 당시 경제력도 약한 상
황이어서 대부분의 의제 선정과 협상이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UR 협상 의제로 선정된 것도 서비스교역의 경우
와 그 배경이 유사하다.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창출에 비교우위가 있
으며 당시 많은 개도국이 지적재산권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도용해
상품을 만들고 심지어 이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이
를 국제무역 이슈로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 역시 개도국들의 많은 반
대를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선진국들의 입장이 관철되어 새로운 다자
간무역질서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UR에서는 그
동안 다자간무역규범의 예외로 적용됐던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선진
국의 섬유 및 의류 쿼터 폐지 등 다양한 의제들이 포함되었다. 선진국
의 섬유 및 의류 쿼터 폐지는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보호 등 선진국
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이 받아들여진 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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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말에 출범한 KIEP는 사실상 정부의 UR 협상을 지원하기 위
해 설립되었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설립 초기 주요 연구 및 활동을 우
루과이라운드에 집중시켰다. KIEP는 당시 UR 협상을 총괄하였던 경제
기획원이 UR의 종합적인 전략과 서비스협상 전반을 지원하였다. 특히
UR이 진행되었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자간무역
협상을 경험한 정부 공무원들이 많지 않아 정부의 협상전략 수립에서
부터 실제 협상 진행에까지 KIEP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KIEP는 UR을 통해 설립 초기 정부출연 연구원으로서의 입지
를 확고히 했으며 그 후 여러 국제경제 문제와 협상에 관해서 국내 최
고의 전문가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연구와 국내의 인식제고
UR은 1967년 한국이 GATT에 가입한 이래 최초로 본격적으로 참여
한 다자간무역협상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무역규모가 세계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다자간무역질서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UR은 시장확대와 새로운
국제규범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적
극적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시장개방의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탓에 협상의 타결에 따른 국내경제의 파급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는 다자간협상의 경험이 일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UR이 다루고 있던
다양하고 복잡한 통상이슈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하였지만, 시장개
방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정책에 대한 수요는 매
우 높은 현실이었다. KIEP가 창설된 것도 UR이 갖고 있는 경제적∙제
도적 함의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대
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본 연구원의 기여는 크게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UR은 매우 많은 협상의제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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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종합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었
다. 정부와 협력하여 직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본 협상
의 흐름을 파악하는 임무를 띠고 있던 본 연구원으로서는 본 협상의
진행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정부 및 사회에 수시로 제
공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 둘째, UR의 전개과정을 다양한 차원의 전문
가 세미나를 통하여 균형있게 파악하고 그 논의 결과를 사회에 제공하
였다. 셋째, UR 협상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이를 일
반에게 수시로 홍보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경제적 주체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연구보고서를 통한 심층분석과 정책제안
국책연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 분
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
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KIEP는 다양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이러한 책임을 수행해 왔는데, 협상 분야별 보고서로는『우루
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손찬현 1990),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방안』(박태호
1990),『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김태준 1990) 등이 있고, 종합적인 보고서로는『우루과이라운
드: 의제별 협상의 진행상황과 전망』(공동집필 1990),『UR 총점검: 분
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공동집필 1992)과 증보판인『UR 총점검: 최
종협정의 분야별 평가』(공동집필 1993) 그리고 협상타결 후 발간된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공동집필 1994) 등
다수의 KIEP 연구진이 참여한 대표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1990년에 발간된『우루과이라운드: 의제별 협상의 진행상황과 전
망』(공동집필)은 당시 UR 협상에 대하여 고조되고 있는 국민적 관심
을 충족시키는 한편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중요한
보고서이다. UR 협상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함께 균형 있는 접근자세
를 촉구한 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 지속된 UR 협상 과정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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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이 발간된 1992년 당시는
UR의 타결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점증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을 두고 미국과 EU가 극한적 대립을 보인 가운데 협상의 타
결시한을 2년이나 넘긴 시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북미 3개국이
NAFTA 창설에 합의함에 따라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자간 무
역질서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고조된 시기이기도 했다. 세계시장에 크
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UR의 타결 여부는 한국
의 지속적 성장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국제경제의 환경적 요
인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IEP는 이 보고서의 발간을 통
하여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정부와 일반국민에게 제공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UR의 실패가능성에 대한 일반의 위기감과는 달리, 본 연구원은 이
미 1991년에 제시된 바 있는 소위‘둔켈 협상 최종안’을 중심으로 결
국 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본 연구원이 자신있게
이러한 전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국내 연구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망하에서 각 협상분야별로 타결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KIEP는 추가적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1993년
에는 협상결과에 대하여 거의 정확한 전망이 가능토록 하는 이 보고서
의 증보판『UR 총점검: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공동집필 1993)를 다
시 발간하였다.
1994년 UR이 최종 타결되고 그 결과로 1995년에 WTO가 설립됨에
따라 KIEP는『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공동
집필 1994)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출범한 WTO 체제에 대한 현존하는 최고의 종합적 분석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가 주요 쟁점별 협상의 경과와 타결내용을 분
석하는 데 그쳤으나, 이 연구는 WTO 체제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 조망
과 최종 타결된 개별 협정에 대한 해설을 조화시킴으로써 전문가는 물
론 일반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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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미나를 통한 국내외 전문가의 교류
KIEP의 세미나 활동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는 세미나 자료의 발간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되었다. 1990년 1월에
는“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전문가 세
미나가 개최되고, 같은 해 4월에 논의 결과가 세미나 자료로 발간되었
다. 이 세미나는 UR 협상의 전개현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협상의제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 자유화, 지적소유권
의 보호, 섬유시장의 개방 그리고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하여 협상의
경과 및 전망, 주요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집중적으
로 조명하였다.
한편 1991년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UR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라는 제목하에 개최됨으로써 본 협
상에 대한 논의의 수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1990년 세미나에서 다룬 이슈에 더하여 반덤핑 및 금
융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UR 협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
에서 이해하기 위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UR 협상 타결 이
후의 신국제무역질서의 방향을 가늠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
한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라는 제목하에 개최되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참여
한 이 세미나에서는 UR 협상 이후
에 새로이 구축되기 시작한 국제무
역질서를 평가하였으며 다자간 무
역체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등
장한 지역주의, 경제 강대국의 역
할 등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 UR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세미나

72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KIEP가

주도한 세미나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상호 교류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이 동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관련 학계가 국제적 논의에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UR 협상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제고
UR 협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포함된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간협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타결 시점을 전
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 논쟁에만 매
몰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치르고 있었다. KIEP
는 이처럼 편향된 논쟁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UR 협상의 주요
내용을 일반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 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행사는 본 연구원이 조선일보와 함께
“UR--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순회강연을 개최한 것이다. 전
경련,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수차례 개최한 강연회에는 학
생, 일반대중,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UR 협상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본 연구원의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기고활동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일반대중을 상대로 UR 협
상에 대해 강연하였다. 당시 전국의 강연회에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열기를 감안하면 UR 협상이라는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인
식제고에 KIEP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자평한다.

2. UR 협상타결에 대비한 국내제도와 정책의 정비
가. 국내 무역관련 제도의 종합적 검토
다자간협상이 타결되면 이에 따른 새로운 국제규범에 국내제도를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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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에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가 도입됨으로써 각국의 제도는 주기적인 다자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KIEP는『무역관련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동집필 1992)을 발간함으로써 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
을 뿐만 아니라 GATT에서 실시하는 TPRM에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물론 TPRM은 GATT 체약국에 대하여 제
도개선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동료적 압력’의 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제도
의 개선을 추진해야만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당시 우리나라의 제도
에 대한 전반적 검토는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제도적 개혁의 준비과정에
서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는 당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무역관련 법령 및 수출입제도
의 현황과 개선분야를 다룬 거의 최초의 종합 보고서로서 수출입관련
총 17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령
을 경제발전의 수준에 비해 미흡했던 분야, 1960년대 이후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분야 그리고 시장원리와 경쟁
의 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경제의 선
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 자체가 우
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어떠한 제도적 정비
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이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GATT 사무국과 진행한 각종
논의는 국내 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산업피해구제 및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선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EP가 UR 협상에 대한 국내 인식의 제
고와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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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역질서의 도입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
시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무역제도의 확립을 선도하였다. 1980년대
에 본격적인 시장개방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R 이전까지
한국의 무역제도는 대부분 수입규제와 수출촉진체계라는 태생적 한계
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에 걸맞은 제도적 정비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으며
KIEP는 이러한 제도개편의 초석을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를 제공하였
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원이 제시한 주요 정책연구 분야는 산업피해구
제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이다. 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
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시장개방의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여전히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세이
프가드, 반덤핑 그리고 상계관세제도와 관련한 법령이 비로소 체계화
되기 시작하였으나 UR의 타결은 국내제도를 새로운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다.
KIEP는『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과 활용방안』(채 욱
1991)을 통하여 UR 협상의 타결 이후 본격화될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수입의 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GATT 및 주요 선진국의 세이프가드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
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
는 한편 향후 적절한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제
도가 남용될 경우, 산업피해의 구제효과보다는 구조조정의 지연과 통
상마찰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이 제도가 올바른 방
향으로 확립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GATT 및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 제도와 우리나라의 개선방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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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관련제도가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
고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업계, 학계 등에 보다 빈번
히 활용되고 있는 반덤핑 제도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둘째,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화 방향이다. UR 협상의 가장 큰 특징
은 서비스시장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다자간 무역체제에 편입시킴으로
써 그 관장범위를 크게 확대시킨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이의 보
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확립을 통한 자국의 이해관계 극대화라는 선진
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종래의 기
술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이 아니라 기술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선진적인 산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였다. 지적재산권 관련제도의 국제화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었다.
UR 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당초 위조상품의 거래를 방지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결국에는 지적재산권 전반의 보호를 위
한 다자간 규범을 확립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협상의 전개
에 따라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협상전략을 정부에 제공하고 협상의
결과에 따른 국내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시에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과제
와 우리의 대응방안』(손찬현 1990)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서 지적소유권 관련 협상의 주요 쟁점과 주요 협상당사
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당시만 하여도 비교적 생
소하였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왕윤종 1993)는 지적재산
권 관련 정책의 방향설정과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UR
협상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의 타결 전망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고
그 영향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주
76

도하였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이 주로 보호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치우쳐 있던 관
점에서 벗어나 국제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 경제발전
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일깨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자평할 수 있다.

3. 외국의 무역장벽 및 서비스시장 발전방향 연구
가. 외국의 무역장벽 연구
UR이 단순히 우리나라에 개방압력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
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세계화를 주요한 국정지표로 삼게
되었으며 전 국민이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그동안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수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UR은 한국이 세
계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시장의 개방
을 위한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
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바로 KIEP가 발간한 선진국 교
역장벽 연구시리즈이다. 그동안 여타 연구기관과 무역관련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된 무역장벽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한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조사와는 달리 본 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시
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무역장벽의 현황을 연구 및 분석함으로써 이
들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일본∙EU,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의 현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역장
벽의 수단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미국의 무역장벽』(김남두
1992)은 NAFTA의 출범을 앞두고 제3국의 미국시장 진출에 새로운 어
려움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중심으로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기존의 부분적 연구를 뛰어
넘는 종합적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일본의 무역장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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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었고 이의 해소가 중요한 정책
적 목표로 설정해온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수출구조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한
편으로는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구조와 무역장벽에 기인하는 바도 컸
다. 대일 적자해소를 위하여 과거에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 등 주로 수
입을 관리하는데 치중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는 일본시장에 대
한 수출확대 도모라는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EC의 무역장벽』(민충기 1992)은 유럽의 경제통합에
따라 시장접근상의 차별이 예상되고, 시장점유율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수입규제조치의 대상이 되어 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
구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대한 대응책과 EC의 수입규제 현황을 종합적
으로 검토함으로써 유럽시장의 중요성과 시장개척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시장에 대한 무역장벽의 연구와 함께 KIEP는 주요
분야별로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조치의 현황을 연구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분야로는 원산지규정, 표준 및 검사제도, 정부조
달, 금융 관련 장벽 등이다.『원산지규정』(한홍렬 1992)은 새로운 형태
의 간접적 교역장벽으로서의 원산지규정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NAFTA, EU 등 지역주의가 강화됨으로써 원산지규정이 무역차별 효
과를 가져왔고 일반적으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으
나 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된 것을 감안하면 이 연구가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표준 및 검사제도』(성극제 1992) 역시 눈
에는 잘 띄지는 않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소위 기술적 장벽의 원천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주요국이 비가시적인 기술적 장벽을 통하여 보호무역주의적 정책목표
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하에 주요국의 표준 및 검사제도에 대
한 종합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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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관련 장벽』(이장영 1992)은 주요 선진국의 금융 관련 장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협상과정에서의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
로는 통상마찰의 해소 그리고 국내 금융제도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당시 GATT 정부조달위원
회 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 있었다. 이에 따라『정부조달 관련 장벽』
(최인범 1992)은 각국의 정부조달 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교역장벽적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주요국과의 협상과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
며, 주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
내기업의 해외진출에 적절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UR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다자간 무역체제가 상품교역
중심의 GATT에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 협정을 망라하는
WTO 체제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보 및 운송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의 비교역재적 성격은 빠른 속도로 완화되었으
나, GATT 체제가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서비스
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통상마찰의 주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UR 협
상의 가장 근본적인 출범 동인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다. UR 협상의 진
전에 따라, 국내에서는 주로 쌀시장 개방을 두고 극심한 찬반논쟁이
벌어졌으나 실제로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훨씬 크고 광범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KIEP
는 국제경제와 통상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
년에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요 부문별 서비스산업 국
제화전략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게 된다. 오늘날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KIEP가 당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실시한 것은 세계
시장과 국제규범의 흐름을 최전선에서 지켜봄으로써 갖추었던 역량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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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추이』(이상학 1991)를 들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연구
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낮은 생산성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개방이 가져올 충격에 대비한 정책
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경
쟁정책의 강화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 연구가 시대적으로 앞서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서비스 교역 구조에 관한 연구는 UR 서비스 협상과
서비스교역의 비중 확대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선도적 연구이다. 이 연
구를 통하여 서비스교역의 비중 증대 가능성, 서비스 교역 다변화 그
리고 통상마찰에의 대비 등 다양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KIEP는 주요 서비스 분야별로 국제화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보험, 회계, 해운, 광고, 유통 그리
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UR 협상에
따라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 각각이 경쟁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연구들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80

북방정책의 전개와
북방연구의 발전

김 시 중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의 출범 이후‘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새
로운 대공산권 외교정책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냉
전이 완화되면서 일부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체제의 개혁에 착
수하기 시작하였고 이 흐름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을 배경으로 한국은 기존의 반공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
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북방정책’이란
이름은 1970년대 이후 서독이 동독 및 사회주의권에 대해 추진했던 관
계개선정책을‘동방정책’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마침내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로 이 노력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이어 한국은 폴란드 등 여러 동유
럽 국가들과 수교하였고, 1990년 9월에는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인 소
련과 수교함으로써 북방정책이 1차 정점에 이르렀다. 한편 1990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역할을 하
였으며 북방정책이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맥락에서
‘북방을 거쳐 북한으로’라는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고, 1991년 9월에
는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 이루어졌다. 이어 1992년 8월에 마침내 중
국과 수교하였고 같은 해 12월 베트남과 수교함으로써 북방정책은 기
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종결된다. 물론 대북한 정책은 북방정책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8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의 종결과는 별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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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이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이들 국가들과 무역,
직접투자, 차관 등 다양한 경제적 교류협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접
한 중국과는 공식 수교 이전부터 이미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가 상당
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교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당
시 소련과 수교하면서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것은 큰 논
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거래가 증가
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제에 대한 각종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따른 것인데 하나는 냉전 기간의 오랜 관계
단절로 인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극도로 부족하였다는 점
이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이들 국가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운
영하다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위‘북방지역’의 경제 및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수요가
새로이 등장한 셈이다. 정부는 북방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
해서, 또한 민간은 이들 지역과의 경제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수요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소멸되지 않
았기 때문에 북방정책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1992년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 창립된 KIEP도 당연히 이러한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KIEP는 1990년 창립과 더불어 북방경제실을
설치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1991년 10월에는 북방지역 민
간부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던 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K)를 흡수하여 부설 북방지역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정책연구에 초점을 두는 북방경제실과 지역연구에 초점을 두는 북
방지역센터로 이원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후 북방정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또한 북방지역의 특수성이 점차 약화하면서 1993년에는 본
원의 북방경제실은 협력정책실로, 부설 북방지역센터는 지역정보센터
로 개편되어 각각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및 전반적인 지역연구로 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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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의 북방 관련 연구 결과물은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연구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과 북방국가들과의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식 내지
한국의 효과적인 진출 방식을 모색하는 연구들이다. 둘째는 특정 북방
국가 및 해당국 경제의 여러 측면에 대한 분석으로서, 이들 국가 및 경
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 국가와의 바람직
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셋째는 독일 통일 과정 및 그에 수
반한 문제에 대한 연구로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외부에 공개된 각종 연구 보고서 이외에 다수의 비공
개 정책 보고서가 존재하였음은 물론이다.

1. 한국과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모색
KIEP 초기의 북방 관련 연구는 이들 북방국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들은 흔히 이들 국가의
대외경제 관계 및 대외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이들과
의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안 내지 한국의 진출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 보고서로
서『중국 경제특구 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우리의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동구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등을
들 수 있다.
먼저『중국 경제특구 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오용석
1991)은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 역할을 하였던 경제특구 전략을 분석하
였다. 중국은 전략적인 고려에 의해 입지를 선정한 다섯 곳의 경제특
구를 개혁개방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특혜와 더불어 내외자
의 투자를 집중시키며 이른바 외인내연(

內 ) 전략으로 그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 결과 중국의 경제특구는 기존 동아시아 국가
에 많이 등장했던 수출가공구에 비해 지역적으로 더 넓고 기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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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반대도 있었지만, 등소평의 주도로 소위 개혁파들이 밀어붙여 성
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든 경제특구가 화남지역에 위치하여
홍콩, 대만 등의 진출이 집중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특구가 갖는 여러 장점을 고려할 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백권호 1992)은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틀과 투자유치국으로서 중국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중
국에 투자한 여러 외국 투자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투자사례분석
의 대상으로는 이미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들과 더불어 중국 투자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일본과 미
국 기업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이들 투자사례의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 투자환경이 갖는 특수성, 특히 외국투자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 투자사업 수행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애로사항
들을 도출,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국 투자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체계적인 전
략에 대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정영록 1993)은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와 구조, 특히 수입시장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상품
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즉 중국이 대외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나타난 새로운 무역제도를 소개하고, 중국의 대외무역을
연도별 추이, 상품구조, 지역구조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중
교역의 추이와 구조 그리고 중국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산
업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중국시장의 성장전망과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특히 현지 직접투자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이창재 1993)은 먼저 구소련
국가들과의 기존 경제협력의 성과와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어서
구소련 붕괴 이후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환경을 러시아, 우
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국가별로 나누어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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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전략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설정하고, 특별히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또한 당면 현안으로 등장한
대소련 경협차관 문제를 분석하고 그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구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정중재 1993)은 급속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불안정이 드러나고 있는 동유럽 여러 국가의 투자환경을 비
교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
마니아, 불가리아 6개국의 정치 환경, 거시경제 여건, 무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 조세제도, 금융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비교하
고 이를 통하여 투자환경 측면에서 비교 평가를 하였다. 특히 외국 투
자자의 시각에서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기초
하여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2. 지역연구 차원에서의 북방연구의 진전
KIEP 북방연구의 두 번째 부류는 특정 북방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 구축 방식을 도출하는 성격
을 띤다. 이들 지역연구 성격의 성과들을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해당 국가의 핵심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으
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의 특정 제
도, 특정 산업 혹은 특정 개발 프로젝트나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심층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들이다.
먼저 첫 번째 종류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보고서로『동구 경제개혁
의 유형과 성과』,『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에 관한 연구』,『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치적 시각』등을 들 수 있다.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홍유수 1992)는 동유럽의 구사회주
의 국가들에서 진행 중인 경제체제 개혁의 본질과 현상을 규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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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연구는 왜 동유럽 국가들은 개혁이 필요하였는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개혁의 진행 과정, 특성 등을 통하여 개혁을 유형화하는 작
업을 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개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성공
의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의 개혁을 구체
적으로 검토하고, 그 공통점과 상이점 및 각 유형의 장단점을 찾아보
고 향후 전망을 해 보았다. 이들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동구의 향후 경
제관계 및 향후 북한의 체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에 관한 연구』(박제훈 1993)는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탈군사화 현
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탈군사화의 핵심은 구소련 경제에 형성
된 군산복합체에 의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있다. 이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는 러시아의 민수전환 정책의 진전 상황을 모스크바, 상트페
테르부르그, 우랄, 극동 등 네 곳의 주요 군수산업 밀집지역에 대하여,
또한 6개의 기업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어 민수전환 과정에
대한 외국의 참여 사례를 수집해서 정부, 다자, 민간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민수전환의 진전 방향
에 대해 전망해 보고, 나아가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 추진 과정
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활용 전략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김시중 1993)은 중국 상공업
부문의 핵심 주체인 국영기업의 개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이전 중국의 기업체제 형성 과정
을 소개하고, 그 결과 등장하게 된 국영기업의 중요성 및 그 특징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의로부터 왜 국영기업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는지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1979년 이후 국영기업에 대해 실시
되었던 점진적 개혁의 심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특히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혁조치들에 초점을 두고 소개하였다. 또한 정부와 기업
의 관계에 대한 개혁 이외에 고용 및 임금제도 개혁, 기업 지도체제 개
혁, 기업집단 육성 등 국영기업 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타 변화
들에 대하여도 소개하였다. 이어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성과에 대한
여러 실증분석 결과와 더불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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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김익수 1993)은 중국이 고속 경
제성장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먼
저 경제발전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공업 부문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였다. 이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
의 개념, 내용, 목표, 중점 분야 및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산업정책의
추진 상황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중국 산업정책의 한계와
제약요인을 경제체제, 경제여건 및 산업정책 설계상의 문
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가능한대로 산업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
을 토대로 하여 중국의 산업정책이 한국경제에 미
치는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치적 시각』(이보근
1993)은 1992년 등소평의 남방시찰 이래 가속
화하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둘러싼 중국내
정치적 노선 갈등을 분석하였다. 즉 개혁개방 정책에 대
하여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소위 반평화연변
(

)론의 여러 시각과 이와 대조적으로 적극적 개혁개방 정책

을 주장하는 개혁개방 가속론의 여러 시각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중국

� 구사회주의권 등 북방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물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향후 개혁개방 정책의
진로에 대해 전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맺고 있다.
한편 지역연구의 성격으로서 특정 제도나 정책 등에 집중하는 연구
보고서로서『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 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두만강지역 개발구상
에 대한 논의와 전망』,『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연구』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최수웅 1992)은 중국의 토지재산권 제
도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외자기업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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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로 특징지어지는 중국의 독특한 토
지재산권 제도와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토지(사용권) 시장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과 토지 관련 비용
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지역별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외자기업이 대단위 토지를 직접 개발하여 분양 또
는 사용하는 방식(이른바

開 )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함으

로써 새로운 토지사용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 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
효과』(손병해 1992)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체 형성에 대한 하나의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제 형성의 필
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
과 저해하는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전면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의 어려움이 전망되는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내 주요 도
시들을 연결하는 소위 선형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선형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제시
하면서,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과 애로점들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 구상을 실현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국내적 정책과제들을 제시
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김학수 1993)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개국이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지역의 개발계획에 대
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일부 학계와 지방 차원에서 제기되던 두만강지
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접경 3개국 정부와 UNDP라는 국제기구, 그리
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한국과 몽골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
의가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 다국간 지역개발 사업의 장기 비전
과 기본전략을 소개하고 각 접경국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개발사업
의 내용, 접경국 사이의 잠재적 갈등 요인과 협조 방식, 토지 조차 등
개발 방식을 둘러싼 논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추진이
참여국에 가져다 줄 기대효과를 제시하는데, 특히 북한의 경우 나진선
봉 지역의 개발과 국제적 사업 추진 경험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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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소요 재원 확보 방안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점도 지적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정여천 1993)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먼저 구소련 시대의 조세제도를 소개하
고, 체제 전환기에 나타난 조세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연방 등장 이후 나타난 새로운 조세제도, 특히 기업 관
련 조세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각종 조세제도와 조세 관련 특혜의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끝
으로 러시아 조세제도를 평가하면서,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갖게 되
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3. 독일 통일 관련 연구
KIEP 북방관련 연구의 세 번째 종류로는 독일 통일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독일통일의 경험을 통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 사례로
『통독 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등이 있다.
『통독 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배진영 1992)은‘통화∙경제∙사
회동맹’으로 묘사되는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1년 동안의 변화
를 집중분석한 연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먼저 통일 이전의 동서
독 경제를 여러 측면에서 각각 소개하고, 이어서 통일 관련 경제정책
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독일통
일 관련 경제정책의 핵심내용으로 구동독 기업의 민영화정책과 통일
과 관련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
졌다. 이외에 노동 및 임금 관련 정책과 기업 회생 지원 정책도 소개되
었다. 그리고 잠정적이지만 이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결과 동서독 통화의 1:1 교환에 따른 생산성 이상의 임금 상승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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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었다. 끝으로 이 분석에 기초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박
성훈 1993)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도입된 신탁관리공사의 역할을 분석
하면서 향후 남북한 통일 과정에 등장할 국유자산 처리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 내지 전환할 경우 기존 국유자산의 처리 방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의 기존 국유자산을 처
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소위 신탁관리공사를 설립하고 그 사유화 과정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일 신탁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있
는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관련된 법적 장치, 사유화 추
진 실적,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
다. 이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남북한 통일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국유
자산을 처리하는 기본 방침과 이를 수행할 기구의 성격과 조직구조 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IEP에서는 이 기간 중에 위에 소개된 연구 외에도 정책연구, 정책
자료, 오늘의 세계경제, 세미나 자료, 조사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북방지역 관련 연구 결과물들을 생산하였으며, 이 중에는 당시 정책적
으로나 현실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북방
지역센터(지역정보센터)에서는 이 시기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주
요 국가와 중국의 주요 성 지역 편람을 발간하였는데, 이 편람은 해당
국가(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
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당시 사회 각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KIEP의 북방지역 관련 연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연구로 계승되었고, KIEP는 국내 해외지역연구의 본산으로 등장하였
다. KIEP의 해외지역연구는 초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구사회주의권 국
가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었다. 특히 이후 한국의 최대 경
제협력 대상국이자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한 중국경제 연구에 대
한 KIEP의 기여는 연구실적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 배출 측면에서도 매
우 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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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APEC, OECD

‘세계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동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는 가운데 이 용
어는 세계의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지배적
인 논리로 자리잡았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국정지표로
등장했던‘세계화’는 세계경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정한 의미의‘세계
화’로 전환되었다. 이어 1996년의 OECD 가입, 1997년의
외환위기는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김 관 호 동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은‘세계화’라는 용어가 지극히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계화라는 용어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
은 1994년경 당시 정부가 국정의 새로운 지표로‘세계화’라는 생소한
용어를 제시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1995년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
회는「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세계화의 개념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난 20세기 내내 인류의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자유를 속박했던 이
데올로기와 이념의 대립에 기초한 세계질서는 이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
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세계화란 이 변화를 주도
하는 요인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의 방향인 것이다. 요컨대 세계화란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깊어져 실질적인 지구촌 공동체
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구촌 공동체를 하나
의 단위로 삼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개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다.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과거의 이념경쟁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
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UR은 향후 우리 경제가
세계 속에서 무한경쟁에 노출되고, APEC의 공식적인 출범은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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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던 것이
고 그것이 세계화라는 함축된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세계화라는 용어는‘Globalization’이 아니라‘Segehwa’라는 영어 번
역이 사용되었다. 세계적으로‘Globalization’이라는 용어가 아직 보
편화되지 못했던 당시 우리는 세계화를 우리 고유의 국정지표로 설정
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을 지나서부터라 할 수 있다. 1996년 다보
스 세계경제포럼의 주제가‘지속적 세계화(Sustaining Globalization)’
로 설정되면서 세계화라는 용어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었
다. 그리고 그 다음해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는 가
운데 세계화는 세계의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지배적인
논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국정
지표로 등장했던‘세계화(Segehwa)’는 세계경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정한 의미의‘세계화
(Globalization)’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국제단기자본 이동의 급격한
확대와 국제금융거래의 폭발적인 증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다국적기
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의 심화와 세계교역의 지배, 신흥개도국들의 부
상과 이들의 세계교역에의 적극적인 참여,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와
국경간 서비스교역의 급속한 증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이 우리가 감지한 세계화의 진정한 모
습들이었다.
1996년의 OECD 가입, 그리고 1997년의 외환위기는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OECD 가입의 준비 과정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우리 경제의 세계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
는 기회가 되었다. 외환위기는 세계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미흡한
대응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뼈아픈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0년대 중후반‘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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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의 방향과 개념의 정립
『우리경제의 국제화』(김박수, 김정수 1994)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보고서는 세계화의 개념을 정립한 국내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1993년 말 당시 재정기획원은 세계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우
리의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를 KIEP에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KIEP는
당시 통상정책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를 배경으로
하여 이 보고서가 출간된 것이다. 보고서의 제목에 세계화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보고서가 출간된 당시까지 아직 세계화란 용어
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보고서는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상황
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처한 현 위치와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한국경제의 미흡한 국제화 수준을 지적하고 국제화의 적
극적인 추구만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임을 강조
하였다. 이 보고서는 경제의 국제화를“세계경제의 통합추세 속에서
자유로운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의 모든 경제자원을 최적운용하여 국
제분업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적 여건
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한국경제의 국제화 전략으로서 국가경
쟁력의 강화, 범세계화의 추진, 제도의 국제화, 지역경제협력체와의
연계, 그리고 세계경제발전에의 기여라는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왕윤종 1994)는 세계화의 대표적인 단면으
로서 국가 간 서비스교역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였다. 지금은 서비스산
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리경제의 대표적인 정책 과제의 하나로서 추진
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별로 높
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의 필요성을 역
설한 이 보고서는 선도적 성격의 보고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제휴와 기술혁신의 국제화』(홍유수 1994)는 미시적 측면에
서 기업경영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보고서로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당시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
던 전략적 제휴를 기업경영 국제화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고,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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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기술제휴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
하고 있다. 당시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경영이라는 모토하에 기업의 세
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던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시의적절한 기업 세
계화의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비용』(권재중 1995)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대표적인 단면이라 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금융거래기법의 고도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국제금융시장
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세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및 자본거래의 세계화 추세에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는 대내적인 금융자율화와 대외적인 자본 및 외환자유화
의 정교한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세
계화, 특히 금융부분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이에 대한 국내
의 적절한 대응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이 보
고서에서 제시했던 세계화의 방향과 국내의 대응전략이 적절한 정부
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던 점이 다시 한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
이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당시 세계화의 방향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 KIEP의 연구보고서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실
그 이전 시기 그리고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도 KIEP의 모든 연구보고서
들이 세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고서들이라 할 것이다. 세계
화는 일회성 추세가 아니며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변화의 모습이다. 2000
년대 들어 지금까지 진행된 세계화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으로 주요 연
구주제가 되었다. KIEP에서도『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유재
원, 임혜준 편 2005)라는 제목하에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는 KIEP가 국내의 세
계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세계화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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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의 중추적 역할 담당
이 시기의 세계화 관련 연구 중에서 KIEP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와
관련 활동이 이루어진 분야는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라 할 것이다. 물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
기에 우리경제의 세계화 추진과 연계되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필
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도 본격화되었으며, KIEP는 이러한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의 중
심에 위치했던 것이다.
KIEP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직접투자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
적 효과에 관한 연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국제규범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외
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로서는『외
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김준동 1996)
과『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왕윤종 1994)를 들
수 있다. 전자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의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계량적 분석결과를 제시했으며, 후자의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
적인 긍정적 효과로서 기술이전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례연구와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이전효과의 국내 파급경로를 파악하고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김준동 1997)은 우리나
라의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
구보고서로 평가될 수 있다. 지금은 국내의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에
관한 다수의 연구결과물이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당시
만 해도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당연히 미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
검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했고 이러한 필요에 적절히 부응한 연구결
과물이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주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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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였으며, 이 연구에서 파악된 애로 요소들은 정부의 개선과제로 적
극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KIEP의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의 핵심은 외국인직접투자 자
유화 방향의 수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자유화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
라의 자유화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
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자유화 수준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특히 OECD의 가입을 추진하면서
OECD 회원국들의 수준에 근접한 자유화 수준에 이르기 위한 자유화
의 추진 일정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IEP는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의 방향과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구체
적으로 제시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던 것이다.『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
자의 추가개방방안』(김준동 1994)과『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
인직접투자 제도』(왕윤종 1995)가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
라 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의 연구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이후에 참여하게 된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이 본격적인 계기가 되
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투자협정 등 국제투자규범에 대한 인식이 부
족했던 상황에서 KIEP는 이 협상에 참여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였고
국내에 협상의 진행상황과 이 협정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등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소개하는 등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7년 4월에
는 OECD와 공동으로 다자간투자협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
였고, 1997년 7월에는 다자간투자협정에 관한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
여 이에 대한 국내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
다. 주목할 만한 점은 KIEP는 이 협상을 계기로 인수∙합병형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의 확대를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인수∙합병
형 외국인직접투자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8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KIEP는 선도
적인 입장에서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
자의 전면적인 자유화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던 것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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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진 국제투자규범에 관한 KIEP의 주요 연구결과물로는『투자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김관호 1996),『최근의 투자분쟁사례 연구』(김
관호 1998)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KIEP의 활발한 연구 활동은 현재 우리나라
의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국내법규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에도
기여하였다. KIEP의 연구진은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이었던 1998년 5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테스크포스에 참여하여 그동안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발휘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투자 인센티
브,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옴부즈맨 제도 등 외국인투
자의 사후관리 제도 등 현재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들에 모두 KIEP
의 연구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한편 KIEP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도와 자유화의 방향을 해외
에 소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1996년 4월“Korea’s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 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소개서는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와 해외투
자의 정책 흐름과 향후 자유화의 추진 계획 등을 회원국 정부에 전달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많은
영문 소개서들이 존재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러한 소개서가 거의 전무
했던 상황에서 KIEP는 해외홍보 차원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
던 것이다.

3. 해외직접투자 연구의 본격화
세계화의 추세에 동반하여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도 본격적으
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KIEP도 해외직접투자에 본격적으로 관
심을 갖고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외직접투자가 갖는 긍정적 효과
와 함께 산업공동화, 국내 고용의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국내
에서 제기되던 상황에서 KIEP는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를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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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국내에서 제기되던 상황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해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연구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기본방향을
자유화로 정립하였고,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지원체제
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산업공동화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전향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성과: 심층보고』(왕윤종 편 1997)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의 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관
한 연례 보고서들이 각종 연구기관들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
도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상황을 파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서 관련 연구와 정책방향의 수립에 애로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해외현지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수
집하고 이를 기초로 세계의 지역별로 해외투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
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던 것
이다.
한편 KIEP는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와 함께 세계화 추세에 편승한
무분별한 해외투자에 대해 경계하는 메시지도 제시하였다.『일본 대미
직접투자의 전개 및 평가』(김관호 1995)는 일본기업들의 대미직접투
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해외투자가
기업의 세계화의 핵심적인 과정이지만 국내투자보다 큰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투자임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조급한 세계화의 추구에서 비
롯될 수 있는 부작용이 경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기업은 해
외투자가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현지국 및 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투자를 해야 하며, 세계화 추세에 편승한 경쟁
적 해외투자보다는 점진적이고 충실한 해외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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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해외투자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해외
투자에 대해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던 연구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4. 신( )통상의제의 선도적 연구
세계화 추세하에서 이 시기에 국제규범의 대상이 되는 의제들이 확
대되는 움직임을 보였고 KIEP는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6년 6월 KIEP는「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라는 제하의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
통상의제로서, 환경∙노동∙투자∙경쟁정책의 4대 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향후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
였다. 당시 발표된 자료들은 그해, 12월 같은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발
간되었고,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신통상의제에 관한 연구의 초석이 되
었다.
신( )통상의제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는 KIEP가 일찍부터
국제규범화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 분야라 할
수 있다.『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한택환 1994)이
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이
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무역∙환경 관련 과
제와 우리나라의 입장』(한택환 1995),『무역과 환경의 연계』(이호생
1995),『무역과 환경: GATT/WTO의 논의』(이호생 1995) 등의 연구결
과물을 제시하면서 국내의 무역∙환경 관련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KIEP는 무역과 환경 문제에 있어 단지 정책적 연구
에 머무르지 않고 WTO의 무역∙환경 작업반에 KIEP의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이를 국제적 논의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경쟁정책 역시 KIEP가 향후 중요한 통상의제로서 일찍부터 선정하
100

고 선도적 연구를 수행한 분야이다. KIEP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해인 1993년 말에 이미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여 그해 말에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유진수
1993)과『무역과 경쟁정책: OECD의 논의』(김정수 1993)의 두 종류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경쟁정책의 경우 약 10여 년 후 우리나라가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에 적용되는 규범들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활발한 국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KIEP의
초기의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는 이 분야 국내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왕윤종 1996)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본
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문제에 있어 국내
최초의 심층 연구보고서라 할 수 있다. 경쟁정책 분야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아직까지 다자차원의 규범 정립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무
역과 노동기준의 문제는 현재 FTA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KIEP의 선도적 역할이 역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국제교역에서 각국의 기술장벽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기술표준의 국제적 현황과 정책시사점』(손찬현
1994), 국제교역에서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통
상 쟁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 방안을 제시한『전자상거
래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과제』(이종화, 이성봉 1997) 등도 새로
운 통상의제에 대한 KIEP의 선도적인 연구 역할이 드러나는 연구결과
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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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광범위한 아시아∙태평
양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이다. 1989년 출범한 APEC은 북미와
중남미, 그리고 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
다. 이를 위하여“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및“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을 양대 축으로 하여 다양한 분
야에 걸쳐 다각적인 협력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APEC은 12개 회원국
들의 각료회의 형식으로 발족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 형식
으로 격상되었고, 몇 차례의 회원국 확대를 거쳐 현재는 21개 회원국
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이 출범한 1989년의 국제교역질서는 세계주의와 지역주의라
는 두 가지 흐름이 혼재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하던 시점이었다. 한편
으로는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UR 협상
이 진행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한 인접국가들 간에 특혜적 성격의 통상 및 정책협조관계를 수립
하려는 지역주의 경향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1992년 유럽
단일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북미에서도 이에 맞서 자유무역지대 형성
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지역에서는 ASEAN을 제외한다면 이렇
다 할 지역주의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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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동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무역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고히 해나가자는 데 목표를 두었다.
출범 초기 역내경제협력에 있어서 APEC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논
란과 엇갈린 전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PEC은 2020년까
지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에 기초한 열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여 방향성을 공고히 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
한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여 왔다. 또한 조직면에서도 APEC은
정상회의, 각료회담,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으로 구성
된 국제협의체로 발전하였다. APEC의 초창기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데
� APEC 정상회의 선언 (1993~97)
연도

개최지

1993

미국

∙UR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동노력

시애틀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과 글로벌 무역자유화를 위한 APEC Eminent Persons Group의 제안 존중

1994

인도네시아
보고르

협력방향과 과제

∙APEC 재무장관회의 개최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개최

∙APEC 교육 프로그램 창설

∙APEC Business Volunteer Program 창설

∙APEC의 목표 확인
① 개방적 다자간무역체제의 강화

②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③ 아태지역의 개발협력 강화
∙UR 협상결과의 조속이행 및 WTO의 성공적 출범 기원
∙개방적 자유 무역 및 투자 실현: 목표연도의 설정
① 선진국: 2010년

② 개도국: 2020년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프로그램 확충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강화: 인적자원의 개발, APEC 연구센터, 과학기술 협력, 중소기업 육성,
하부구조 구축
1995

일본
오사카

∙APEC의 공동목표 실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설정
① 무역 및 투자 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② 무역 및 투자 원활화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③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개방적 자유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Action Plans) 및 실행과제 (Action Agenda) 수립

1996

필리핀
수빅

∙오사카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자발적 공약에 기초한 개별실행계획(IAP)와 공동실행계획(CAP) 검토 및 확정
(Manila 실행계획)
∙개방적 다자무역체제의 우선적 중요성 확인
∙지속적 성장, 균형적 개발 및 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위한 경제 기술협력 강화
∙APEC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적극적 활동 촉구

1997

캐나다

∙APEC 협력과제의 추진현황 점검“A
( Year of Action”)

밴쿠버

∙21세기를 위한 APEC 비전 제시

자료: APEC 사무국 (www.ap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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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한국은 APEC을 구성하는 다양한 회원국들, 선진국과 개도국, 미주
와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내에서도 일본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KIEP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KIEP는 APEC의 출범과 궤를 같이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
니다. 1989년 제1차 APEC 각료회담부터 각종 회의의 준비작업과 전문
가의 회의참석을 도맡아왔으며,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 준비의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심층적인 연구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개발을 통하여 KIEP는 APEC의 협력방향 및 방안, 부문별 협
력전략 수립, APEC을 매개로 한 역내 경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
하여 왔다. KIEP의 APEC 관련 주요 연구업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APEC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APEC의 초창기에는 APEC의 성격 정립과 협력과제의 발굴이 시급
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KIEP는 APEC의 비전과 실천과제에 대한 일련
의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5년 발간된
『아∙태 경제협력의 신구상』(이재성 1995)은 APEC에서 지향하는 아
태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PEC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CTI)를 중심으로 그간의 대화와 협의 위주의
느슨한 협력의 단계에서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촉진, 투자활성화 등 보
다 실질적인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APEC은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 역
할 수행은 물론 향후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신국제경
제질서의 구축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의 추구를 표방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국지적 블록화를 견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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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의 비전과 실천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제시한 심포지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APEC의 장기적 발전방향
을 제시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3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1차 APEC 정상회의는 APEC의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말 시애틀에서의 제1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태경제공동체(a community of Asia Pacific
economies)를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1994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무역자유화, 원활화, 기술협력 등 협력목표의 균형
있는 추구(a balanced package of trade liberalization, facilit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를 골자로 하는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 자유롭고 개방
적인 무역 및 투자(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의 실현을 이
루는 데 합의하였다. 제3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오사카 실행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4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마닐라 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 그리고 경제기술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발간된『APEC 마닐라 실행계획 (MAPA)의 분석과 평가』(안
형도, 성극제 1997)는 11개 개별실행계획의 실천가능성을 평가하고 이
슈별로 핵심적인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은 마닐라
실행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APEC 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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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국의 APEC 자유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선구적 작업으로 평
가할 수 있다.

2. APEC 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
APEC에서 무역∙투자자유화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
편 역내분업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중시되어왔다. 그러나 자유화 이
슈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서는 과연 자유화가 APEC회원국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1996년 발간된『APEC 주요국의
무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김상겸 1996)는 APEC 자유화가
WTO 체제의 출범와 한국의 OECD 가입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 부담
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
으로써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정인교 1996)는 실증분석
을 통하여 무역∙투자자유화가 역내무역과 회원국들의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균형 연산모형(CGE Model)
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이 연구는 APEC 국가들이 회원국 상호간 관
세를 인하할 경우, APEC 회원국 전부가 보다 높은 후생수준에 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폭이 증가할수록 각국의 후생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외국가인 유럽과 기
타지역은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APEC이 다자간 자유무역체
제의 확립에 기여하려면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방적 지역주의가 오히려 배타적
지역주의에 비하여 역내국가들과 역외국가들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은 개방적 지역
주의 원칙 하에 APEC에서의 일방적 무역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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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 선언의 목표인 2010/2020년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
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997년 발간된“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
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정인교 1997)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이 회원국들의
발전단계에 차등을 두고 3단계에 걸쳐 순차적인 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에도 자유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회원국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Updating’기법을 이용하여 UR에서
약속된 무역자유화 조치가 실행된 이후 APEC 무역자유화가 보고르 목
표와 일치하도록 추진될 경우의 추가적 자유화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APEC 회원국들 모두에게 가치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되었다.
APEC 회원국 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면
서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되었다.“Regional Inter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유재원, 이홍구 1997)은 부문별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
석한 후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였다. 보고서에는 APEC 회원국
들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장
벽이 아직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량의 증
대, 무역비용의 감소,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회원국별로는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칠레 및 한국의 경우 전반적 통합효과가 큰 반면, 인도
네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홍콩, 미국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부문
별 조기무역자유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일부 회
원국들의 반대로 이 문제는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와 관련하여 개방적 자유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배타성의 유지는 불가피하며, 그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 규정』(한홍렬 1995)은 자유무역지대 형성
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원산지 규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비단 APEC에서의 원산지 규정의 제정 또는 조화는 한국과 같이 무역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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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다는 점에서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경우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해외
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제품의 무역이 저해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시점에서도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정책보고서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하다.
APEC에서 무역과 함께 투자분야에서의 자유화 및 원활화의 중요성
도 일찍부터 강조되어왔다.『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
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김상겸 1996)는 UR 무역관련 투자
조치 (TRIMs)협정을 발전시킨 APEC 투자협정의 필요성과 이에 대비
한 우리나라 투자제도의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APEC 투자협정은
회원국들 간의 이해대립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외국인투자자유화의 지속적 추진과 외국인투자유
치를 위한 전략수립 등의 정책제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을 비
롯한 APEC 회원국 대부분에서 실현되었다고 하겠다.

3. APEC 경제기술협력 촉진
APEC Ecotech(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주요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KIEP는 다양한 경제기술
협력 중 핵심적인 중소기업 문제와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APEC 경제협력과 중소기업: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협
력방안』(안형도 1996)은 각국의 중소기업정책을 검토하여 모범적 사례
를 발굴하고 중소기업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
서는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벤처자본관련 워크숍에서 태동되었다.
이 워크숍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장애를 파악
하여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벤처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며, 나아가 벤처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토론결과를 요약하고 나아가 한국의 역할과 수단에 대한 정책
108

제안을 첨부하였다. 이 보고서는 APEC 회원국 각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이해를 높이고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PEC에서의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그 중요성을 다룬『APEC 과학
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홍유수 1996)은 한국이 APEC을 통하여 전개
되는 과학기술협력에서 국익을 도모하고 APEC 개도국들의 경제발전
에 기여하려면 전문인력의 파견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자적 입장에서 과학기술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을 제안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한국의 기술력 제고 노력을 모델로 제시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 고등교육의
혁신, 출연연구소를 비롯한 공공∙민간 연구소들의 국제화 장려, 그리
고 과학기술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의 기술수준과 기술관련 규범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협력은 실상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분
야이다. 그렇지만 EU의 경험을 고려하면 과학기술협력은 경제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EU의 과학기술협력 경험을 분석하고, APEC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표준적합 및 기술장벽: EU의 경험과 APEC
에의 시사점』(손찬현, 이시욱 1996)은 역내 기술장벽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EU가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정신으로
상호인정원칙을 채택하여 역내 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생산∙유통
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여타 회원국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는 점을 APEC에서도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APEC 과학기술협력은 개도국들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상의 어려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실행까지의
초장기성 문제 그리고 역외국가들과의 조화문제 등이 걸림돌로 지적
되었다.『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노재봉 1997)는 특
히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Eco-Tech 분야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개도국의 수요에 맞춘 협력과제의 발굴과 ODA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한국
의 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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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EC 정상회의 의제 개발
1993년부터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협력의 방향과 완급을 결정하
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어 왔다. KIEP는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세미나와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
는데 일부는 정책보고서나 정책자료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1997년 밴쿠버에서 개최된 5차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발간된『제5차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안형도 1997)은 1993년 이후 개최된
정상회의의 결과를 분석한 후 제 5차 회의에 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 3차 오사카 회의와 제 4차 마닐라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협
력실천방안에 합의한 만큼, 또다른 협력과제를 추가하기보다는 협력
의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협력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주
장을 개진하고 있다. APEC이 EU에 비교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미약하
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APEC 정상들이 단기적 성과나 전시효과에 초점
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세계적 무역자유
화를 지지하고 아태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PEC 회원경제의 현황과 대한관계: 밴쿠버 APEC 정상회의 배경
자료』(1997)는 APEC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일별한 후, 한국과의 무
역 및 직접투자 분야의 협력현황 및 주요이슈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책자료집은 일종의 APEC Factbook으로 정책담당자들뿐 아니라
APEC 연구자들에게도 유용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되었다.

5. APEC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축
KIEP는 국내외 APEC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APEC 제1차 정상회의에서는 Leader’
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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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회원국 간의 정보ㆍ문화의 교육 및 교류를 위
해 각국에 연구센터(APEC Study Center: ASC)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27일에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
원회(위원장: 재정경제원 장관)에서 KIEP를 국립 APEC 연구센터
(APEC National Study Center)로 지정하였고 이 센터가 APEC관련 연
구기관들의 네트워크인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은 APEC 경제협력에 대한 대학 및 정
부출연 연구기관의 부문별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APEC정책 수립
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KIEP에서는 APEC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APEC/PECC Newsletter”를 발간하고 각
종 APEC 관련 연구보고서와 회의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다.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 (정구현, 유장희 1996)는 APEC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세미나 발표 논문들을 엮었다. 이 세미나에
서 호주, 대만, 일본, 한국, 미국 및 영국의 전문가들은 정치, 무역, 자
본자유화, 산업화, 직접투자 등 지역협력의 주요 이슈별로 APEC이 과
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 국제세미나는 KIEP가 아태지역의
핵심적인 APEC 연구센터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KIEP의 working paper로 발간된“Assessing APEC
� APEC 관련 연구성과물

Trade Liberalization”(Pangestu 1997)는 외부 전문가를 초
청하여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1997년 KIEP 주최 전문
가초청세미나는 APEC 관련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 이 논문의 저자인 팡게스투(Mari Pangestu)는 2009년 현재 인
도네시아 통상장관을 맡고 있다.
1997년도 APEC 고위실무회의(SOM) 의장인 캐나다의 Leonard J.
Edwards 차관보는 KIEP의 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 APEC의 무역ㆍ투
자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견해
를 밝혔다. 특히 그는 오사카 회의에서 APEC 국가들이 제시한 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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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관측하였다. 또한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지지와 부문별 조기
자유화도 WTO 체제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세미나 결과는 Challenges for APEC in 1997: A Canadian Viewpoint
(Edwards 1997)로 발간되어 우리나라의 APEC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
조하였다.

APEC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APEC 회원국들 역시 위기극복과 신성장동
력 마련을 위한 APEC의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KIEP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APEC의 새로운 비전과 지역통합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Opportunities (Mckay 2005)는 선진국
과 개도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시한과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의 자유
화수준을 평가하여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APEC 보고르 목
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김상겸, 박성훈, 박순찬, 박인원
2006)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의 의미와 활용방안
을 분석하였다.
최근 APEC의 새로운 비전과 관련하여 Cooperation among APEC

Member Econom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문휘창, 김민영 2006)이나『APEC 경제협력 주
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김상겸, 유재원, 한홍렬, 김수이, 이상현
2008)과 같이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아시아와 태평양을 포괄하는 유일한 광역협력체
로서 APEC이 어떻게 실질적 협력성과를 창출하는가는 APEC의 발전
과 성공을 좌지우지할 관건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APEC
연구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KIEP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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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과
한국경제의 선진화

송 유 철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경제는 70년대와 80년대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약을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과
정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소위‘선진국 그룹(Rich Men’s Group)’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가입논의였다. OECD는 회원국 간에 경
제∙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 및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
조 및 조정을 하기 위한 경제협의체이다. 또한 회원국의 통합 경제규
모가 전세계 GDP의 85% 이상을 점유하는 등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
고 세계경제운용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한국의
OECD 가입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
다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
한 자금조달에의 용이성 향상 등의 목적도 갖고 있었다. 또한 한국정
부는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민감산업의 구조조
정이 국내적인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지자 이를 외
부의 압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OECD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에는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달성해야 할 것들이 포함되어 있
었고, 이를 추진하는 데 국내적인 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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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80년대 전반부터 OECD 활동에 참여하였고 8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OECD도 회원국의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구비한 한국의 가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OECD 가입에 관한 검토
는 1991년도에 3차에 걸친 OECD 조사단의 파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1년 11월에 제7차 경제계획심의회에서
OECD 가입에 필요한 국내여건을 조성하여 7차 계획기간 후반에 가입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입에 앞서 우선적으로 한∙OECD 협력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3월에 OECD 가입을 공식적
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총 24개의 산하위원회와 5개 산하기구 중 21개
위원회와 3개 기구에 정회원 또는 옵서버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
히 1994년 2월에 개최된「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은
한국경제가 OECD 가입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
으로 확인하였다. 1995년 4월에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OECD 가입준
비사무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가입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96
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는 한국가입초청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1996년 10월 25일에는 OECD 가입협정에 서명하였다. 1996년 12월에
는 가입서를 기탁하고 1997년 1월에 주 OECD 대표부를 개설하였다.
한국의 OECD 가입의 의의 및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상정책의 선진화 및 세계경제질서 형성에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OECD는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환경, 경쟁정책, 노동, 국제투
자, 부패방지 등 향후 WTO 체제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
슈에 대해서도 규범의 설치 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구이
다. 따라서 한국은 OECD 가입으로 이러한 논의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게 되
었다. 일례로 한국은 비록 최종 타결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국제투자
문 제 를 규 율 할 목 적 으 로 추 진 되 었 던 다 자 간 투 자 협 정 (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논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정의 및 구분에 관한 OECD의 기준마련에
관한 작업에 참여하여 향후 한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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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OECD의 의사결정방식 및 무차별 원
칙에 의거하여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양자 간 요구를 완화시키거나 우
회할 수 있는 여건을 OECD 가입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OECD는 전 회원국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개별 회원국의 특수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되
어 있다. 이러한 OECD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WTO 수준에서 벗어난
선진국들의 과도한 개방요구나 그들의 폐쇄적 또는 일방적 무역조치
를 다자간 협의무대로 유도하여 논의함으로써 양자 간 경제현안을 보
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경제∙사회제도의 선진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OECD의 가입을 계기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를 선별하여 수용하고 활용함으
로써 전반적인 경제사회제도의 선진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촉
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 신용거래 보호의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
준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규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실시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이 도입되어 국민의 보건
및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이라는
OECD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에 부응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및 시
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노동규범에 기초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참여와
합의에 기초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셋째, 우리경제의 신용도 제고 및 이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OECD 가입으로 인해 우리의 기업환
경과 신용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이라는 것은 선진국경제 또는 선진국에 근접한 경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OECD 가입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어 국내기업의 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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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의 OECD 가입은 우리의 외자조달원을 확대
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OECD 가입으로 인하여 선진화된 정보 및 자료의 활용
이 가능하게 되었다. OECD는 매년 300여 종, 6만 페이지 이상의 경제
전망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 세계경제 및 사회전반에 대한
통계 및 정책건의자료를 제공하는 세계최대의 자료공급원이다. 또한
OECD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등도 OLISnext(OECD OnLine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OECD의 자료는 그 방대
함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경험 등에 기초한
매우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는 그와 같은 자료들을 OLISnext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나 그 중 핵심
적인 내용은 정회원국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이러한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국내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OECD의 가입에 있어 KIEP는 다양한 기여를 하였다. KIEP
는 OECD 가입단계 이전부터 OECD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
여 한국의 OECD 가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의 가입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가입 이후에는 OECD의 각종 위원
회에서의 한국의 포지션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OECD의 각종 보고서나 결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제안들을 연구∙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한국에 적합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한국경제
의 선진화에도 기여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OECD 가입 지원작업
KIEP는 설립 초기부터 OECD 가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다.『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김
태준 1990)은 OECD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인 일반적 의무사항, 권고
적 의무사항 및 자유화 의무사항에 대한 한국경제의 충족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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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이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치게 될 제반 효과를 점검하고 이
에 기초한 OECD 가입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점진적 가입전략과 급
진적 가입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OECD 가입의 기본전략을 마
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자유
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김태준 1992)는 OECD 가입의 주요 조건인
양대자유화 규약에 대한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OECD 가입
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OECD 가입을 위해 OECD 사무국이 주관하여 작성하는 가입
후보국에 대한 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자와의 면담 실시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실상을 알리고
한국의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 각종 위원회에의 가입심사과정에의 참
여를 통해 한국의 OECD 가입 작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내에서의 OECD 가입에 대한 당위성
의 전파 및 국회비준과정에서의 OECD 가입 실익의
설명 등을 통해 KIEP는 OECD 가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ECD 가입 이후에도 KIEP는 OECD의 각종 보고서
작성과정에 있어서 한국측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한 바 있다.
� OECD 관련 출판물

2. OECD 관련 연구
한국의 OECD 가입에 즈음하여 발간한『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
와 과제』(채 욱 외 1996)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의 추진배경
과 득실을 분석하고 OECD 가입 이후의 대책에 관해 자세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 있다. 특히 OECD 각 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대상이 되었
던 금융, 자본이동, 국제투자, 환경, 재정, 무역, 노동, 농업 등에 대해
분야별 협의과정과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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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왕윤종 외 1997)은 세계경
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
본자유화 둥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OECD의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이성봉 외 1999)은 1999년에 채택된“OECD 기업지배구조원
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분석과 한국
적용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정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김종범
1998)은 OECD 뇌물방지협정의 논의와 주요국에서의 이의 적용 노력
을 분석하고 이의 국내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방안에
대한 논의』(장근호 1999)는 이 협약에 관한 진전된 논의사항을 소개하
고 한국의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이성
봉 외 1998)은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국제거래의 패턴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과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
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OECD 내의 논의 동향과 전망을 소개하고 한국
의 입장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
사점』(강성진 1999)은 특히 동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한국의 대
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권 율 1999)은 한국의
ODA 정책의 개선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있다. 특히 우
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ODA에 대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ODA 적
정규모와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윤미경 외 1999)은 OECD의 무역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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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무역관련조치 및 규제조치가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
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공동작업반을 설치하여 분석
하고 있는 시장접근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집행 및 기준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고 이들의 한국경제에
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1년에는 OECD 가입 5주년을 맞이하여 규제개혁, 농업, 금융∙자
본시장, 환경 분야에 있어서 한국경제에 대한 OECD의 권고이행에 대
한 평가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분야별 보고서에서 OECD의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권고를 정리, 분석하고 OECD의 제안을 중심으로 세부 분
야별 제안 및 한국의 이행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OECD의 각 분
야별 기본관점을 이해하고 한국의 각 분야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외에도“OECD 연구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논의동향 및
OECD 회원국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양준석 외 1999),『OECD 규
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양준석 외 2001),『프로스포츠와 경쟁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김원준 2001),『공정거래법상 금지청
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장승화 2001),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김유찬 2001) 등을 그 예
로 들 수 있다.
한편 2002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외교통상부와 공통으로 총
16호의 OECD FOCUS를 격월간으로 발간하였다. 각 호에는 OECD의
각종 위원회 및 작업반의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OECD에서 새로이 출
간되는 각종 신간의 내용 및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배부함으로써
OECD의 새로운 이슈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학계 및 업계
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OECD 위원회 참석 및 OLIS 운영
KIEP의 연구진들은 OECD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정부대표의 일원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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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습득한 OECD의 논의에 대한 국내의 이해를
도모하여 국내적으로 OECD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증대시켰다. 또한
대외경제전문가풀(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
KOPIE) 산하에 OECD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국제경제질
서 및 경제운영에 관한 OECD의 논의 또는 협상동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 및 입장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문가를 OECD 각종위원회에 파견하여 정부대표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OECD의 공식자료 제공채널인 OLISnext의 한국 내 주관기관
으로서 OECD의 주요 자료들을 국내에 전파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하
였으며 OECD의 주요 자료를 자료실에 비치하여 국내 OECD 관련 연
구자에게 제공하였다.

4. OECD 관련 세미나 주관
OECD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미나로
는 2000년 12월 한국의 OECD 가입 4
주년을 맞아 개최한“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과 2001년 12월 가입 5
� OECD 최신 논의현황을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정책세미나

주년을 맞아 개최한“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그리고 2006년 9월 가입 10주년

세미나인“Korea and the OECD”를 들 수 있다. 한국정부와 OECD가
공식적으로 공동개최한 이 세미나들은 한국의 OECD 가입 효과 및 향
후과제에 대해 한국의 학자와 OECD 전문가들이 각각 발표 및 토론을
분담하여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입장과 OECD의 견해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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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OECD의 최신 논의현황을 국내에 소개하
고 OECD 내에서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이의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OECD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 그리고
각종 기준 및 규범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의 선진화된 정책 및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경제구조 및 여건에 적합한 부분은 우리
의 법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OECD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미는 향후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1 따라서 KIEP는 OECD에
대한 연구 및 지원사업 또한 그 외연을 확대하고 심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기대하였던 효과가 제대
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경
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OECD의 새
로운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국내에 전파하여 한국의 입
장에 적합한 방향으로의 논의전개를 위한 한국의 입장도출을 위한 기
반조성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OECD가 협상의 장( )은 아
니지만 여기에서 논의되는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전세계에 통용되는
글로벌스탠다드로 발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OECD의 이러한 역할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KIEP의 OECD 관련 연구의 중요
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그 역할의 수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일례로 한국은 1996년 가입 당시 우리의 경제수준과 다른 국제협상에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가입을 유보하였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2009년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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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해외지역연구 지평의 확장

조 현 준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은 세계화 내지 국제화를
지향했고, 이는 해외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1993년 UR 협상
의 타결로 국내 경제의 국제화가 절실해진 가운데 김영삼 정부는 소위
세계화 전략을 추진했고, 1996년 말 OECD에 가입하면서 개방화와 자
유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당시 기업들 사이에는‘세계화 경영’마인드
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해외지역연구는 이러한 세계화 내지 국제화 노
력의 일환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즉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내지 인프라 중의 하나로서 해외지역연구가 촉진된 것이다. 세계
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의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
보와 지식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해외지역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했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로서 정보∙지식을 중시하는 정보화시대
의 요구에도 부합했다.
이전 KIEP의 해외지역연구가 북방외교 차원에서 사회주의권과의
외교정상화 방안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전략적 경제협력
의 차원에서 구사회주의권뿐만 아니라 동∙서남아, 중남미 등으로 연
구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자원부존이 빈약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으로서는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넘어(borderless economy) 시장 내지
무역∙투자 진출의 확장을 추구했고, 이는 구사회주의권, 동서남아,
중남미와 같은 신흥시장 및 미개척시장 등 전략적 경제협력 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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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중반 역내 지역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연구를 강화했다.

한 지역연구를 촉진시켰다.
구사회주의권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몇 가지 새롭고 중대
한 필요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구사회주의권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
괴와 중국의 천안문사태, 1990년 구소련 붕괴 등으로 인해 초래된 혼
란과 이데올로기적 공백에 대응하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대외개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행경제국들(transitional
economies) 관련 문제는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긴요한 연구 이슈에 속
했다.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이행경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더욱 그러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중국, 러시아, 동유럽, 베트남 등에
대한 한국의 경제교류가 빠르게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연구수요도 급증했다. 한편,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엔
진으로 부상하고 역내에 다양한 지역경제협력이 발전함에 따라,2 한국
은 역내 지역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연구
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동남아 지역연구의 경우, 1980년대에는 1970년대 말에 비해 위축되
어 있었다. 이후 북방외교 등의 차원에서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의 구
사회주의권 4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 연구의 중심은 ASEAN 차원으로 옮겨졌다. 이는
ASEAN이라는 지역통합체의 위상이 갈수록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2 예컨대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황해경제권’,‘동해경제권’, 두만강유역개발협력,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권 등
과 같은 구상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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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가운데 ASEAN 회원국의 확대와 이들이 내건 ASEANism은 동아시
아의 주된 지역주의의 하나로 부상했고, APEC과 ASEM 등 광범위한
지역협력체 및 WTO 등 다자협력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편 동남아 연구와 같이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외정
책에서 소홀히 했던 중남미, 서남아에 대한 지역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남
미와 서남아 경제가 적극적인 개혁∙개방 추진에 힘입어 안
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감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
다. 특히 이들 지역의 인구, 천연자원, 성장잠재력 등이 풍부
한 점과,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역이 상당히 빠르
게 늘어난 점, 그리고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속에서
MERCOSUR(남미공동시장), SAARC(남아시아지역연합)가
지니는 중요성 등은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
� 세계화 노력의 일환으로 활성화
된 해외지역연구

왔다.

1. 중국∙러시아 등 주요 이행경제국 연구의 활성화
1990년대 중반은 중국, 구소련(CIS 등), 동유럽, 인도차이나 등 구사
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시기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구
체제의 붕괴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
응책이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몰
락, 중국의 천안문 사태, 1990년 소련의 붕괴 등 일련의 사태가 사회주
의권 국가들에 초래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과 이데올로기적
공백은 무언가 변혁을 요구했다. 당시의 정권들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시대적 대세(megatrend)인 세계화에 참여(bandwagoning)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개혁∙개방
의 정체로 세계화 흐름에서 뒤처질 경우 낙후된 경제의 회복이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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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낳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개혁∙개방의 핵심 내용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및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행경제국들의 이러한 개혁∙개방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생산기지와 새로운 시
장을 찾는 외국기업들에게 중대한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당시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세계화 전략의 기치를 내걸었던 만큼,3 주요 이
행경제국들을 전략적 경제협력 대상국 내지 생산기지, 시장 및 글로벌
경영 네트워킹 대상으로 중시했다.
따라서 이들 이행경제국에 대한 연구수요는 국내 각계에서 급증했
다. 이에 부응하여 KIEP는 1992년 부설 지역정보센터를4 설립했고 이
후 국내의 대표적인 지역연구센터로 부상했다. 1990년대 중반에 KIEP
의 이행경제국 관련 연구인력(석∙박사급)은 30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북경과 모스크바에 주재원을 운영했다. 당시 조사∙연구물은
기초정보의 편집(일지, 편람, 참고자료 등), 단기분석(동향∙이슈 분석
리포트), 산업∙제도 및 교역∙투자 여건 관련 심층분석(논문∙저서
유형의 보고서) 등을 포괄하며 상당히 체계화,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KIEP는 주요 이행경제국의 경제여건, 주요 동향과 이슈, 정
책∙제도 내지 교역∙투자환경의 변화, 이들 국가와의 중장기 협력방
안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계
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능동적인 대외정책 추진과 기업의 해
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KIEP의 지역연구 중 가장 빠르게 확대∙심화된 분야는 중국연
구이다. 당시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기 시작한데다 한∙중 경
제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연구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KIEP는 중국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했고, 1995

3 1995년 1월 25일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구상이 발표됨. 한편, 당시 국내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화 경영을 전략
적으로 추진한 바, 대표적 사례로서 대우그룹이 표방했던‘세계경영’전략이 당시 널리 회자되었다.

4 KIEP는 북방외교 시기에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들의 접촉창구로 기능했던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의 조사∙
연구 조직을 흡수해 1992년 1월 1일 북방지역센터를 설립했고, 같은 해 10월에 지역정보센터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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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무소를 설립했다.
중국은 1992년 등소평의‘남순강화(南 講 )’등을 계기로 개혁∙
개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KIEP는 중국의
주요 경제제도∙부문별 개혁∙개방의 진전 상황, 문제점, 발전전망 등
을 다룬 연구물을 많이 산출했다. 주요 조사∙연구보고서로는『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보근 1994),『중국의 유통관리제도 개
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최수웅 1995),『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
방 관계: 재정제도 개혁을 중심으로』(박월라 1997),『중국의 WTO 가
입이 중국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김익수 1995),『중국경
제의 국제화 평가』(정영록 1995),『중국의 공업화 전략과 외국인 직접
투자』(전재욱 1996),『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조현준
1996),『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박상수 1994) 등이 있다.
이 시기에 KIEP는 중국의 개혁∙개방 문제와 관련해 시의성 있는 1
차자료(중국 현지의 주요 보고서나 정책∙법규 발표문 등)를 적시에
번역∙편집하여 참고자료 형태로도 다수 출간했다.5 이와 관련한 주요
발간물로는『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사고와 정책선택』(1994),『중국
의 제9차 5개년 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1995),『21세기
를 향한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1996),『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최근 자료』(1996) 등이 있다.
이 시기에 KIEP의 중국연구는 거시적∙총론적 연구 위주였던 이전
과 달리 미시적∙각론적 연구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중국연구가
지역별, 산업별로 심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중국의 주요 지역∙
권역별 경제여건과 개발정책, 투자환경 등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보
고서로는『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최수웅 1994),『중
국 내륙개발의 과제와 전망』(박월라 1996),『일본의 중국 동북3성 진
출현황과 전망』(최수웅 1994) 등이 있다. 지역별 투자환경 보고서로는
『중국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김경호, 노호진 1994),『환

5 당시 이 작업의 대부분은 중국어 전문가인 김익겸 전문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부는 북경사무소의 주재원과
현지 채용인력이 수고했다. 당시 북경사무소에는 이보근 소장과 노호진∙조현준∙박상수 주재원, 그리고 현지채
용인력인
∙
∙
등이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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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현황』(노호진 1994) 등이 출간되었다. 또한 KIEP는 1992년부터
중국의 주요 지역의 제반 정보를 정리∙편집한 편람을 잇달아 발간했
다. 각 편람의 분량은 수백 쪽에 달하여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람』,『江

편람』,『

편람』,『廣

편람』,『

편

편람』등을 출간했다.6

이 시기에 중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로는『중국
통신산업 발전현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백권호 1994),『중국
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안종석 1994),『중국의 유통
관리제도 개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최수웅 1995),『중국의 식량문제
와 9∙5개혁의 농정문제』(최수웅 1996),『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
출여건』(최수웅 1997),『중국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
점』(최의현 1997),『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전망』(홍익표 1997),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과 전망』(김종근 1997) 등이 있다.
한편, 1992년 수교 이후 대중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
라 투자성과의 평가 및 투자사례분석, 그리고 투자∙경영효율 개선방
안 등에 대한 연구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KIEP는 현
지 설문조사나 현지 1∙2차 자료의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
물을 내놓았다. 당시의 주요 보고서로는『한∙중 경제협력과 재중국
조선족 인력활용 연구』(김태홍, 김시중 1994),『대중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안종석 1994),『중국 내수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진입
유통장벽: 소비재 공산품 시장을 바탕으로』(김익수 1995),『한국기업
의 대중 투자 실태 및 경영성과 분석』(박상수 1997),『중국내 외자기업
의 노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조현준 1997) 등이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중국의 국내투자, 대외무역, 외자유치 등이 급증
하였고 중국경제는 연평균 10%를 넘는 고속성장을 지속했으며, 중국
경제의 세계적 위상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경제는 물
론 세계경제에 중대한 기회와 도전을 낳는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특
히 이 시기에 중국이 발표한 9차 5개년(1996~2000년) 및 2010년까지의

6 이들 편람의 편집은 신정식, 홍익표, 최의현, 김종근, 이인구 연구원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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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발전계획, 그리고 1997년 홍콩의 중국 귀속 등은 중국의 경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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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능성과 관련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국내 각계에서는 중
국경제 및 한∙중 경제관계의 미래, 양국 산업∙무역의 경합 가능성,
중화경제권 등 역내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연구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한 KIEP의 연구보고서로는『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이창재, 전재욱, 조현준 1997)이 있다. 관련 국제세미나
로서는“한∙중 경제협력의 신구도”(1994),“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1995),“21세기를 향한 한∙중 공동번영의
모색”(1996),“환발해만 경제협력 강화 방안 모색”(1996),“21세기
한∙중 경제관계의 비전과 동반자 관계의 모색”(1997) 등을 개최하였
고,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해 출간했다. 또한 전문가 초청 세미
나 발표논문으로“China’s Banking Reform under Sustained Growth”
(Nicholas R. Lardy 1997) 등을 출간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점진적(gradualistic)으로 추진된 데 비해, 러시
아의 그것은 충격요법(shock therapy)라 불릴 정도로 급진적(drastic)이
었다. 러시아는 1992년 초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급격한 이행과 민주
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 보∙혁 간
의 대결구도(총선과 대선 등 선거정국의 불안 포함)가 계속되어 경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혼선이 계속되었다. 경제 전반
이 불안정하여 증시파동, 환율폭등, 투자∙산업생산의 극심한 침체, 두
세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 등 비상적 상황으로 점철되었다. 경제성
장률은 1997년(0.8%)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
다.
이 가운데서도 개혁∙개방은 그 속도나 폭이 지그재그식으로 전개
되긴 했어도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민간부문이 확대되었고, 가격의 시장화 및 상거래∙무역
활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시장조직(유
통, 금융조직 등 포함)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상당
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상응하는 이행비용(transition cost)과 대
가를 치러야 했다. 즉 구체제적인 세력∙제도∙관행과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 무질서와 혼란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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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효율 개선 등 시장화의 효과가 부진했으
며, 수많은 시장조직들이 생겼어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공권력과 감시기능의 미흡으로 인해‘마피아’로 통칭되는 범죄조직이
시장조직에 창궐했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체제전환의 진통이 심했기 때문에, 한∙러 관계
는 수교 초창기의‘러시아 붐’과 같은 열기는 없었고, 양국 경제관계
의 발전이 제한적이었다. 무역∙통상 분야를 제외한 한국의

러시아

투자 및 기타 분야의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이 큰 관심을 보였던 과학기술협력 분야도 실질적인 성과
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닌 거대한 시장잠재력과 개발 수
요, 풍부한 천연자원, 첨단 기초과학기술, 동유럽 및 CIS 지역과의 연
계고리 역할, 북한에 대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지역연
구의 수요는 국내외에서 여전히 컸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러시아는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유∙가스의 생산회복을 위해 일련의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응하여, KIEP는 러시아 지역연구를 꾸준히 보강하여 9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운용하였고 수년간 모스크바에 주재원을 파견
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KIEP의 러시아 지역연구 실적은 당시 국내 각
계에서 수요가 많았던 분야인 제도개혁, 정치동향, 투자환경,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 등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당시 제도개혁을 다룬 보고서로는『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
영향』(이창재 1994),『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
(정여천 1996),『러시아 수출입 제도』(윤찬혁 1994),『러시아의 증권제
도 및 시장현황』(1995),『러시아의 자유경제지대 추진현황』(정용주
1995),『러시아의 고용∙임금제도』(서승원 1994),『러시아의 은행제
도』(이성규 1994) 등이 있다.
투자환경을 다룬 것으로는『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정여천
1994),『서방의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시사점』(서승
원 1996),『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송체계 』(서승원 1997),『러시아의
외국인투자 현황 및 제도적 여건』(정용주 1997),『러시아의 외국인투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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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혁 간의 첨예한 갈등 등 러시아 정국을 정치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으로는『러시아의 최근 양대 선거와 향후 정책변화 전망』(최병희
1996)이 있다. 러시아의 주요 지역에 대한 연구로는『러시아 경제지역
의 경제∙사회현황 분석』(정용주 1996),『러시아 극동지역 편람 1994』
등이 있다. 한∙러 관계를 집중 조명한 것으로는『한∙러시아 경제교
류의 현황과 정책과제』(정여천 1997)가 있다.
또한 KIEP『월간 지역경제』를 통해 소논문, 개혁∙개방 관련 정보
분석, 산업∙지역 개발동향 분석, 정치∙경제동향 분석 등이 이루어졌
다. 1997년에는 한∙러 수교 7주년을 맞이하여“러시아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한∙러 관계”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논문집
을 발간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독립국가연합(CIS)의 기타 회원국에 대한 연구
는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보고서로는『카자흐
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이철원 1994),『우크라이나
의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제도』(이형근 1997),『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의 조세제도』(이철원 1995) 등이 있다. 또한 해당국의 제반 기
본정보를 수백 쪽의 분량으로 편집한『우즈베키스탄 편람』(1994)과
『카자흐스탄 편람』(1996)을 출간했다.
러시아보다 일찍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에 뛰어들었던 동유럽 주
요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개혁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990년대 중반에는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 성장
세를 보이고 외국인투자도 급증했다. 동유럽 주요국은 우리나라의 새
로운 수출시장 개척, 교역의 다변화를 위한 대상으로서, 그리고 서유
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내지는 투자처로서 중요했다. 장기적으
로는 이들 국가를 서유럽 경제권에 묶는 시각, 즉 전 유럽적인 차원에
서 중시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 KIEP는 동유럽 지역연구를 위해 석사급 연구원 2
명을 운용했다. 이 시기에는 주요국의 제반 기본정보를 수백 쪽의 분
량으로 편집한『폴란드 편람』(1994),『체코공화국 편람』(1994),『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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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키아 편람』(1997) 등을 출간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은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면서 역내에 다양한 지역경제협력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한
국은 중국, 러시아 등 역내 지역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
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에 KIEP는 주로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시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몽고 등의 관련 정
책과 입장을 조명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관련 정책 입안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지
역연구의 폭과 깊이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주요 연구물로는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추진전략』(이창재 1994),『동북아 환
경협력의 추이와 과제』(한택환 1994),『동북아 지역기술협력체의 구
상』(홍유수 1995) 등이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구사회주의권 4개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
방외교와 관련된‘특수지역’내지는 이행경제국 차원으로 분류되어
지역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5년 중∙후반 이들 4개국이 순차
적으로 ASEAN에 가입하고 이 지역통합체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이
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ASEAN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2. ASEAN 연구 본격화와
오세아니아로의 지역연구 확대
ASEAN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교류에서 주요
파트너로 빠르게 부상했다. 1996년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ASEAN(당시 7개국)은 각각 15.5%, 8.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누계에서 ASEAN은 1995년 말 잔존기준으로 19.3%를 차지
하여 한국의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 기능했다.
ASEAN은 1993년 1월 자유무역지대(AFTA)의 발족, 1994년 7월 지
역안보포럼(ARF) 설립, 1995년 7월 베트남 가입, 같은 해 12월 10국 체
제 실현 합의7 등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ASEAN이 특히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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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대부분이 1997년까지 10여 년간 연평균 7~8%의 고속 경제성장
을 이룩함으로써 높은 경제적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이 부각된 것이다.
1994년 1월 NAFTA 및 EEA의 출범 이후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현저해
진 가운데 ASEAN 회원국의 확대와 이들이 내건 지역주의(ASEANism)
는 동아시아의 주된 지역주의의 하나로8 자리잡았고, APEC과 ASEM
등 지역협력체 및 WTO 등 다자협력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ASEAN에 대한 연구수요는 국내외 각계에서 빠르
게 확대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KIEP는 종래 인도차이나 지역의 구사회
주의권 국가를 연구하던 인력 외에 ASEAN 선발가입 5개국에 대한 연
구인력을 충원하여, 총 8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운용했다. 이에 더해
APEC 관련 연구인력을 운용함으로써 ASEAN을 APEC의 관점에서 조
명하기도 했다.
당시 KIEP에서 동남아 개별국이 아닌 ASEAN 집단을 다룬 조사∙연
구보고서로는『ASEAN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그 시사점』
(노재봉 1994),『ASEAN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한국의 대외무역정
책』(오상면 1994),『ASEAN 자유무역지대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원용
걸 1996),『한∙ASEAN 무역 및 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정책과제』(원용
걸 1996),『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양평섭
1994) 등이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전문가를 초빙해 발표한 논문
“ASEAN: 30 Years of Existence and Challenges Ahead”(Chia Siow
Yue 1997)을 발간했다. 이밖에 ASEAN의 역내 소지역 경제협력과 관
련한 조사보고서로는『메콩강 유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참여방안』(정
재완, 권경덕 1997)이 있다.
ASEAN 회원국별 연구물로는 조사보고서로서『한∙인도네시아 경
제협력 강화방안: ODA를 중심으로』(김완중 1995),『인도네시아의 금
융산업: 위기의 배경과 전망』(김완중 1997),『베트남 국유기업 개혁의

7 이 10국 체제 합의는 1997년 미얀마와 라오스의 가입,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으로 실현되었다.
8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는 ASEANism뿐만 아니라 일본 중심의 동아주의, 중국 중심의 동아주의, 미국 중심의 아
태주의 등과 같은 몇 가지 지역주의가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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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정재완 1997),『한국의

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정재완

1997) 등이 있다. 또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가 ASEAN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직전에 해당국을 다룬 조사보고서로는『주요국의

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권 율 1994),『 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투자와 ODA를 중심으로』(정재완 1996),『라오스 경제개혁
과 개발과제』(권 율 1996) 등이 있다.
또한 국가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대외(한국 포함)관계
등 제반 기본정보를 수백 쪽의 분량으로 편집한 편람이 출간되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브루나이를 제외한 7개국의 편람이 출간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
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고9 이 지역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양측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만이 아
니다. 세계경제의 통합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불확실성의 시
대에 호주∙뉴질랜드는 한국과 비슷한 중위급 국가로서 다자간협상이
나 APEC 등의 아∙태지역 협력에 있어 보완의 여지가 상당히 컸다. 오
세아니아 지역은 또한 지역통합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된 ASEAN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있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KIEP는 1990년대 중반
부터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다만 인력의 부족으
로 인해 호주나 뉴질랜드만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많지 않았
다. 석사급 연구원 1인이『호주 편람』과『뉴질랜드 편람』을 편집하고,
호주∙뉴질랜드의 경제현황과 통상제도과 관련된 정보분석 및 자료분
석 몇 편을『월간 지역경제』에 게재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 호주의 전
문가를 초빙해 발표한 논문으로“Potential for Services Liberalization
between AFTA and CER”(Christopher Findley, Tony Warren 1997)이
있다. 호주∙뉴질랜드 지역연구의 부족한 부분은 KIEP의 다른 부문의
연구를 통해 일부 보완되었다. KIEP가 1990년대 중반 이래 APEC,

9 1990년대 중반에 한국과 호주 간의 무역의존도는 상대국에 있어 5~6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뉴질랜드의 4~5대
수출시장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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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3. 중남미 및 서남아로의 지역연구 지평 확장
그 당시 중남미나 서남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
이었다. 중남미 지역은 지리적으로 먼 데다 1980년대에 외채위기로 심
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서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사회주의적인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중남미와 서남아 국가들은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거시경제지표가 점차 안
정화되고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이 지닌 경제적
가치, 특히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에서 오는 높은 성장잠재력
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들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위한
노 력 도 증 가 하 게 되 었 다 . 한 편 , 1990년 대 중 반 에 중 남 미 의
MERCOSUR나 서남아의 SAARC와 같은 지역통합체의 발전은 세계경
제의 블록화 촉진 및 여타 지역블록(NAFTA, EU, ASEAN, APEC 등)과
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KIEP는 중남미와 서남아 지역연구를 1993년부터 시작했으며, 1990
년대 중반에 중남미 연구인력은 석∙박사급 8명, 서남아의 경우는
석∙박사급 4명에 달했다. 이 시기에 중남미 관련 조사∙연구보고서로
는『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김원호 1996),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분석』(김형수 1996),『브라질의 민
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정선우 1996) 등이 있다. 또한 국별 제반
정보를 각각 수백 쪽의 분량으로 편집하여『브라질 편람(및 증보판)』
(1994, 1997),『아르헨티나 편람』(1994),『칠레 편람』(1994),『멕시코』
(1996),『우루과이 편람』(1996),『파라과이 편람』(1996),『콜롬비아 편
람』(1996),『베네수엘라 편람』(1996),『페루 편람』(1996),『파나마 편
람』(1997) 등을 출간했다. 또한『월간 지역경제』를 통해 중남미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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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형태로 다수 발표되었다.
한편, 서남아 관련 조사∙연구보고서로는『한국의
략』(이성량 1996),『주요 선진국의

인도 진출전

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우리나라

의 경협방향』(조충제 1994) 등이 있다. 또한 국별 제반 정보를 각각 수
백 쪽의 분량으로 편집하여『인도 편람』(1996),『파키스탄 편람』
(1997),『방글라데시 편람』(1996),『스리랑카 편람』(1994) 등을 출간했
다. 또한『월간 지역경제』를 통해 서남아 전반 및 국가별 조사∙연구
내용이 단편적인 소논문, 정보분석, 자료분석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KIEP
의 해외지역연구는 계속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
환∙금융위기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라 KIET가 수행
하고 있던 지역연구가 KIEP로 이관됨에 따라 KIEP의 해외지역 연구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지역정보센터가 세계지역연구
센터로 개편되면서 해외지역연구의 지평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즉
종래 거의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역연구 범위가 일본, 미국, 서유
럽의 선진국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KIEP는 지역연구를 국제통상의 주요 제도 및 의제 등
과 연계시키는 데 힘썼다. 예컨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DDA 협상, FTA
추진 등과 같은 국제통상 문제를 다룰 때에 제도연구와 지역연구를 연
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추구했다. 이로써 KIEP의 지역연구는 대
상국가(또는 지역)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세계적인 통상의제와 교차
시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또한 국가(지역)와 국가(지역)를 연
계시키거나 서로 비교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 EU, NAFTA, 동북아,
ASEAN, APEC, MERCOSUR 등 주요 지역경제통합과 관련된 연구가 활
발해졌다. 한편 KIEP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연구 수행 시‘전문가
풀’을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전문
가들과도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갔다. 이를 통해 KIEP는 내부의 부족한
연구역량을 보완하는 동시에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135

III

(1998~2002)

경제위기, DDA, 북한 및 지역연구의 활성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개방체제로 전환하자
KIEP는 국제금융분야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본격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안연
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정부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우
리나라 학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를 비롯하여 이 기간 동안 햇볕정책 관련 북한개발연구와
DDA 출범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역연구의 영역은
개도국뿐 아니라 미주 및 유럽 등 선진국까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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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극복

왕 윤 종 SK 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
온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은 한국경제의 기본
틀이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고도성장을 추구할 수도 없었
으며, 또한 그러한 방식의 고도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모두
잘 알게 되었다.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몸집 불리기 식의 성장은 고비
용∙저효율 구조를 가져왔고,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체질을 드러냈다.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을 겪은 우리 기업은 혁신과 지식자본에 기초한
경쟁력을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약진하는 모
습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국제금융분야의 연구자에게 정말로 많은 연구주제를
제공해 주었다. 국제학술모임도 빈번히 개최되었고, 우리 정부도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외환위
기 이전 KIEP의 국제금융분야 연구는 일천하였다. 기껏해야 OECD 가
입 준비를 위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KIEP는 국
제금융분야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본격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국제무역 관련 연구 못지않게 국제금융분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1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야의 연구는 KIEP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되었다. 우선 관리변

KIEP 20th ANNIVERSARY

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환율변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아울러 자본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면
서 자본이동에 따른 영향 분석도 중요해졌다.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지역금융협력 등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체계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요
구되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국제
금융체제 개편이슈가 재차 부각되고 있으며, ASEAN+3를 중심으로 금
융협력이 한 단계 새롭게 진화해가는 과정을 볼 때 당시 KIEP의 연구
가 정말 소중한 기초를 닦아 놓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이후 정책연구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가
미증유의 국난(國難)을 경험하면서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
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단기
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위기 이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반으로 지
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외부문의 정책연구 수요가 증가
하였다. KIEP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국제금융체제 개편 이
슈, 그리고 지역금융협력 등 국제금융분야로 연구영역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1998~2002년 기간 동안 ① 외환위기 관련 연구,
② 국제금융 관련 연구, ③ 국제금융체제 개편 및 동아시아 지역금융
협력 관련 연구 등의 분야에서 KIEP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KIEP 연구진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가 발발하고 한국정부가 IMF
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IMF측 실무진과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작성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재정경제원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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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으로 통화유통속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통화량 공급
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적하는 우리 협상단
의 입장이 그다지 잘 수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목격한 바 있다. IMF
측 실무진은 기존의 통화유통속도를 고집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
해서는 통화량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였다. 이러한 소
중한 경험은 필자가 KIEP로 복귀한 이후 외환위기 관련 연구에 혼신의
힘을 쏟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1998년과 1999년에 출간된『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종합심층보고
I, II』(왕윤종, 이성봉, 장형수, 황상인)는 한국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
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행상황 및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
KIEP를 대표하는 보고서가 되었다. 당시 언론을 통해 IMF 프로그램의
내용이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IMF 프로그램 내용의 변화를 추
적하고 이 프로그램 이행을 통해 한국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위기
를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 보고서는 단순한 홍보자료의 차원을 넘
어서 객관적 평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장형수 박사는 국제금융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
된 IMF 프로그램에 대해 학자로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필자
를 비롯한 집필진은 장 박사와 함께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
부터 졸업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보고서를 집필한 것으로 회고
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에 적용된 IMF 프로
그램은 긴축적인 총수요정책과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은 기존의
외환위기 국가들에 적용되었던 프로그램과는 달리 강도 높은 구조조
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학
계에서는 IMF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IMF 프
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개
방경제국가가 과연 국제금융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
인가에 대해 좀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IMF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은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국가의 입장에서 국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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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이행은 의무사항이었다.
이 보고서는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념해야 할 과제
들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I권의 결론 부분에서“정부정책의 목표는 국내 산업
기반의 와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또한 잠재성장률에 조속히 접근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수단개발에 있어서
IMF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정책협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장형수 박사가 학교로 떠난 후 황상인, 이성봉 박사와 공저한
제II권에서는 1998년 -6.7%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1999년 10.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외환보유고가 1999년말 740억 달러에 달하
는 상황을 반영하여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높이 평가하고 있
다. 특히“지나치게 국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우리나라도
이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
라,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IMF 프로그램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돌이
켜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 활동하
기 좋은 나라로 얼마나 변모하였는지 아직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
다고 생각한다.
2000년 후속과제로 정부는 정책용역의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
과물이『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이라는 용역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에는 본원 외부학자로 신인석, 이종화, 이창용, 홍기택 교수, 그리고 지
금은 고인이 된 차백인 박사가 참여하였다.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원
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거시경제,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등 분
야별 분석과 IMF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도하였다. 특
히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생각
하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의 균형과 같
은 대외적 균형과 안정을 아울러 중요시해야 한다. 둘째, 기업 및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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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자칫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경쟁력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한국경제는 선진경제로 결코 발돋움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구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사회적 결
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복지사회의 건
설을 위해서는 복지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
며, 구조개혁은 이러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부
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과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은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상수지는 1998년 404억 달러, 1999년 245억 달러의 흑
자를 기록하였고, 이후 2007년까지 흑자규모는 다소 유동적이었으나
흑자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는 1997년 말 204억 달
러에서 2007년 말 2,62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자본수
지는 1998년에 3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999년 20억 달러,
2000년 121억 달러 등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수지가 흑자
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외화차입이 마이
너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순유입에 기인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OECD 가입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해 다양한 진입규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
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
였다. 이에 KIEP의 이성봉 박사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투자 인센티브, 투자 자유지역의 설립 등에 관
한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성봉 박사는 독일에서 국제조세를 전공한 학자로 다국적기업의 조세
문제에 정통하였지만, 본원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구업적을 남기고 학교로 떠났다.
한편『국내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국경 간 M&A의 역할』(왕윤종, 김
종근 1998)은 국경 간 M&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시장
의 진입과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경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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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전유물로 보고, 적대적 M&A는 부도덕하고 불건전한 것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인 한국의 기업문화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고 전망하였다. 또한 필자는 국경 간 M&A의 활성화를 국내기업의 지
배구조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외부경영감시기
능의 강화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기
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
었다. 필자는 이후 정든 연구원을 떠나 기업연구소에 몸담으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
울이는지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언론 및 정부로부터 주목받은 보고서가『IMD의 국가경
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김박수, 왕윤종, 신동화, 이형근 1999)로서 국
가경쟁력을 매년 평가해서 발표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
를 평가한 것이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큰
폭으로 추락하는 상황이었다. IMD의 순위에 따르면 1995년 26위에서
1999년 38위로 떨어졌다. 사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식이 객관성
을 결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평가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
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나칠 정
도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이 기관의 평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순위의 결정요인을 분해하고 경성데이터
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변동 현황과 비교한 결과, 응답
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부분에
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고서의 결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현
장에 있는 기업인, 경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각 경제주체들 모
두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정
부는 시스템의 디자이너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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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책당국에 의해 많이 수용된 점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갖지
만, 아직도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는 환율변동을 시장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급격한 외화의 유출입으
로 환율의 일일변동 허용 폭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정부의 외환시
장 개입은 특정 환율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급격한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속도조절에 국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자유변
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은 사실상 자본자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 가입 당시 광범위하게 유보하였던 자본이동 관련 규제가 외환
위기 이후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 1997년 12월 채권시장이 완전 개방
되었고, 당초 2000년 말로 예정되었던 주식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
한이 1998년 5월 철폐되었다. 또한 개방일정조차 없었던 비거주자의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도 1998년 5월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후
1999년과 2001년에 단계적 외환자유화 조치를 통해 일부 예외를 제외

� 국제사회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에 기여한 국제전문가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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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유화 수준은 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왕윤종, 정
재완, 김종근, 이홍배 1999)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수행된 연
구이다. 우리 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
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
국이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대체로 일본과 싱가포
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
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
입을 해왔다는 점에서 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지 못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 변동성을 경험하게 된 국내기업은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
의 경우에 환위험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적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KIKO와 같은 환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중소기업들이 환
위험 헤지를 위한 거래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
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아직도 쏠
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선진국 수
준으로 확대되기 위한 외환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라는
점은 아직도 우리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2000년에 발간된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Chae-Shick Chung, Sangyoung Joo, and Doo Yong Yang
2000)는 국내에서 최초로 외환시장 자유화가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외환시장의 미시적 구조에 관한 이론과
합리적 기대 가설의 틀 안에서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자유화 이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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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2001)과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Sammo Kang, Yunjong Wang, Sunghyun H.
Kim, and Soyoung Kim 2002)은 자본시장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와 자
본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들은
KIEP를 대표하는 영문보고서라 할 수 있으며, KIEP의 영문 Working
Paper 시리즈와 함께 해외학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
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KIEP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과 함께 대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원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왕윤종, 강삼모 2002)
은 변동환율 제도하에서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였
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호주, 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율의
전가효과를 추정하였다. 당시 이 주제는 국제금융분야의 실증분석 연
구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주목을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자유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환율변동은 경쟁국 수출품과의 가격경쟁
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고, 실증
적인 관심사는 과연 얼마나 환율이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가의 문제였다. 수출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록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수출가격조정을 통해 완화할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세계시장에서 가격
설정자로서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은 그만큼 우리 수출기업
의 가격경쟁력과 채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확인하여 주었다. 한국기업들은 환
율이 절상될 때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
서 기업의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엔/달러 환
율의 변동에 대해서도 한국기업의 수출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나서 일본기업과의 경쟁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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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가격설정자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 상
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
을 얻을 수 있었으며, 국내 물가의 안정을 위해 환율안정이 고려되어
야 할 중요한 정보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추정하지 못
하였다. 이 분야는 후속연구가 요구되는 연구주제이다.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및 동아시아 금융협력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제금
융분야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제금융체
제 개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고, 연구 및 논의의 수준도 피상
적이었다. 그러나 KIEP는 국제금융분야의 부족한 연구인력에도 불구
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부용역을
수행하면서 착실히 연구역량을 쌓아갔다. 특히 세계은행 출신 장형수
박사의 역할이 컸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활동하다 휴직을 하고
KIEP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한 김세직 박사의 역할도 기억할 만한 점
이다.
G7 그룹은 국제경제의 주요 이슈 및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포럼이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를 계기로 G7 그룹은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까지
확대된 포럼의 창설 필요성을 천명하였고, 그 결과 1999년 9월 G20 그
룹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포럼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간의 회의로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체
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의제를 다루는 핵심포럼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12개 신흥시장국의 일원으로 G20에 참여함으로써 점차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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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주요쟁점 연구』(김세직, 양두용, 왕윤종, 황상인 2000)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IMF의 새로운 신용공여제도
로서 CCL,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외채의 경제적 효과와 효율적 관리
방안,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등 주요쟁점을 분석적으로 정리한 이 보고
서는 우리 정부가 G20 회의에 참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8년 11월 워싱턴 회담부터
G20 회의는 정상회의로 승격되었다. 물론 G20 정상회의가 상시적인
포럼으로 정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미
국발 금융위기로 다시 한번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대다
수의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또한 신흥시장의 영향력이 확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국제금융분야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발할
즈음하여 이미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과 국제금융기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차
원의 포괄적인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됨에 따라 동아시아 금
융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2000년 3월 ASEAN+3 재무차관회의에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인 역내 금융지원 매커니즘의 수립방안으로 기존의 ASEAN 통화스와
프협정에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이 참여하는 유동성 지원장치의 창설
이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
무장관회의에서는 소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로 불리는 역내 양
자간 통화스와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역내 금융협력은 매우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2009년에는 양자간 통화스
와프협정이 다자간 형태로 전환되었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KIEP는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에 관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ASEAN+3 재무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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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왕윤종 외 2000)은 이러한 연구의 시
초였으며, 영문보고서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es (Yunjong Wang, Tae-Jun
Kim, and Jai-Won Ryou 2000)는 양자간 통화스와프협정을 다자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아직도 해외에서 많이 인용
되고 있다.『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조종화 2001)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한 단계 진화 발전한 형태로 통
화협력에 대한 구상을 다루었다. 즉 외환 및 금융위기 시 금융협력이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를 확보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럽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듯이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펴기
위해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상을 밝힌 연구보고서로 의미
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2002년에는 국내 국제금융 분
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에 관한 영문보
고서 Currency Union in East Asia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eds. 2002)가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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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는 전 세계의 교역질서를 정립하고 무역 관련 규범을 마련한다
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
계가 구축된 이후 총 8차례의 다자무역협상이 있었고, 제8차 협상인
UR의 결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탄생하였다.
WTO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들은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추가개
방, 기존 무역규범의 개선 및 명확화, 투자ㆍ경쟁정책ㆍ무역원활화ㆍ
정부조달투명성 등 새로운 무역규범의 제정, 개발 관련 이슈, 환경 관
련 이슈 등에 대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
한 논의를 심화시켜왔다. 1990년대 후반‘뉴라운드’라고 불리던 새로
운 다자무역협상 출범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
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1999년 제3
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신자유주의 및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다자무역체제가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2001년 카타르 도하
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은‘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출
범시켰다.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TRIPs),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 등 총 9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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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2004년 7월 패키지의 합의 성공, 2005년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그
이후 지지부진한 협상과정 등을 거치며 진행되어 왔고, 2009년 현재
2010년 협상종결을 목표로 분야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KIEP의 연구보고서들은 DDA 협상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분야별 쟁점사항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의 다양한 협상전략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된다.

1. 개관
KIEP의 WTO/DDA 관련 연구보고서는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DDA협상이 출범하기 직전인 2000년부터 협상 초기인 2003년까
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실적 변화는 한국정부의 대외
통상정책 초점의 변화에 기인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다자무역협상
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대외통상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 WTO/DDA 관련 연구보고서의 발간실적: 1998~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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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까지 200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지역주의를 추진하게 되
자, 한국정부는‘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WTO 및 DDA 협상 관련 연구보고
서의 발간실적이 2004년 이후 감소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 외에도‘다자무역협상의 부진’을 또 다른
이유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DDA 협상이 2001년 출범하고 칸쿤 각
료회의가 개최되었던 2003년까지를 DDA 협상의 초기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분야별로 핵심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이 나타난 반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DDA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KIEP의 연구보고서
역시 뚜렷한 연구주제 및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1998~2008년까지 총 48권에 이르는 WTO/DDA 협상 관련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다자무역협상의 전략수립과 그에 따른 효과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서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과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으로 다자무역협상에 임하는 한국정
부에 다양한 협상전략을 제공하였으며,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을 분석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KIEP의 보고서가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DDA 협상 외의 일반적인 다자무역체제, 분쟁
해결절차 및 사례, 새로운 통상규범 등의 이
슈에 대한 연구 역시 다자무역체제를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협상전략을 마
련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한 WTO/DDA 관련 연구성과물

2. 농업협상
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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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미진한 한국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
야인 반면,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정도와
국내보조금 감축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요한 사안이다.
농업협상의 경우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지정되어 DDA 협상 개시 이전인 2000년부터 협상이 시작
되었는 바,『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송유철
외 2000)은 농업협상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한국의 관세감축방식 협
상방향, 국내보조정책의 정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농산물 보
호비용과 정책시사점』(송유철, 박지현 2000)은 일반연산균형(CGE) 모
형을 이용하여 쌀, 보리, 쇠고기 등 핵심 12개 품목에 대한 보호조치가
철폐되었을 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및 수량의 변동과 국민후
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DDA 협상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2001년에 발간된 농업협상 관련 연구에서는 DDA 협상에 임하는 주요
국가별 농업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협상 대상국의 이해관계를 파악
하여 협상전략 수립에 이용하였고,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농업 관련 논
의동향을 파악하여 동 분야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이 DDA 협상으로
� DDA 농업협상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실적(총괄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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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송유철 2002)은
주요국의 제안서를 분석하여 제안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
보고 해당 제안이 한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
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송유철 외 2002)은 농업협상에 있어 한국의 입장
을 선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환경ㆍ식량안보ㆍ지역개발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협상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송유철 외 2003)에서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 농업협
상결과의 근간이 될 모델리티(modality)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 정비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협상
일반적으로 DDA 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는 주로 시장
접근과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향은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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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농산물 시장접
근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는 DDA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관
세감축공식, 부문별 무세화 논의 등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관세감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된 분석방법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마찬가지로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에 근거한 정
책 시뮬레이션 방법이다. 또한『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
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최낙균 외 2000)은 CGE 분석에 추
가하여 스위스 공식 등 관세감축공식을 현재의 양허관세에 적용시키
기 위해 SAS 등 다양한 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DDA NAMA 협상에서 논의되던 다양한
관세감축공식에 대한 WTO 회원국의 입장
역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이는 이
들 회원국들의 현재 양허관세체계에 근거
하고 있다. 따라서『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최낙균 외 2001)은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 구조를 비교해 해당 회원국의 입장
� 관련 회원국의 입장과 배경, 전망을 분석하고 제시한 WTO DDA
연구활동

및 그 배경을 제시하여 우리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4. 서비스협상
농업과 더불어 이미 설정의제로 채택된 서비스 분야는 크게 시장접
근 관련 협상과 규범(또는 국내규제) 관련 협상으로 대별된다. 서비스
협상이 여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과 달리 특이한 점은 개별
서비스 영역마다 고유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어 해당 연구 역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환경∙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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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모두 상이해 이러한 개별 서비스
업종이 지니는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당 서비스업종의 시장접
근 및 규범 관련 협상에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 아래 다양한 서비스 업종별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 통
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김준동 외 2001),『DDA 서비
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ㆍ시청각ㆍ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김준동 외 2002),『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김준동 외 2003)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관련 연구에 비해 서비스 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은 상대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달
리 관세라는 정책도구가 이용될 수 없고, 특정 국가의 특정 서비스시
장의 보호정도 역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장접근 및 국
내규제의 변화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한 경제적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 업종별로 현존하는

� DDA 서비스 협상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실적(총괄보고서 포함)
발간연도 분류
2000

2001

연구보고서 제목

저자

분야

연구/정책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김준동 외

DDA/서비스

연구/정책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김준동 외

DDA/서비스

연구/정책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채 욱, 최낙균

DDA/총괄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

김준동 외

DDA/서비스

연구/정책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2002

연구/정책

DDA 협상 총점검 - 2002

최낙균 외

DDA/총괄

연구/정책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김준동 외

DDA/서비스

최낙균, 박순찬

DDA/총괄

법무ㆍ시청각ㆍ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정책
2003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정책

DDA 협상 총점검 - 2003

최낙균 외

DDA/총괄

연구/정책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김준동 외

DDA/서비스

2006

연구/정책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서진교 외

DDA/총괄

2007

연구/정책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서진교

DDA/총괄

자료: KIEP의 연도별 발간실적 기준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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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각종 규제, 기술적 내용, 국내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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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서비스협상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KIEP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되어, 그 연구결과가 한국의 대응전략 마련에 크
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5. 기타 DDA 협상의제
앞서 살펴본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3대 분야 외에도
WTO DDA에서는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등 다양한 이
슈들에 대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접근
관련 협상과는 달리 규범 관련 협상의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
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 관련 연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정성적인 분석에 연구초점을 두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회원국의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여 해당 국가의 입장을 전망한 뒤

� 기타 DDA 협상의제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실적 (총괄보고서 포함)
발간연도 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저자

분야

2000

2001

연구/정책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최낙균 외

DDA/규범

연구/정책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윤창인 외

DDA/기타

연구/정책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채 욱, 최낙균

DDA/총괄

연구/정책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윤창인 외

DDA/기타

조사분석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윤미경, 이성미

TRIPs

연구/정책

DDA 협상 총점검 - 2002

최낙균 외

DDA/총괄

연구/정책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강문성 외

DDA/규범

연구/정책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윤미경, 최윤희

DDA/TRIPs

연구/정책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남상열, 권율

DDA/개발

연구/정책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최낙균, 박순찬

DDA/총괄

연구/정책

DDA 협상 총점검 - 2003

최낙균 외

DDA/총괄

연구/정책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강문성 외

DDA/규범

2004

연구/정책

무역원활하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이창수 외

DDA/TF

2006

연구/정책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서진교 외

DDA/총괄

2007

연구/정책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서진교

DDA/총괄

2002

2003

자료: KIEP의 연도별 발간실적 기준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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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협상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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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에 대한 규범 개
선 및 명료화가 그 협상목적인 규범협상의 경우『WTO 뉴라운드 규범
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최낙균 외 2000),『DDA 규범분
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강문성 외 2002),『DDA 규범분야의 협상
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강문성 외 2003) 등의 연구를 통해 관련
협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제안서를 분석한 뒤 앞으로의 협상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연구초점을 두
었다.
DDA 협상 초기 싱가포르 이슈로 대변되던 투자∙경쟁정책∙정부
조달 투명성∙무역원활화의 경우,1 개발도상국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
2003년 칸쿤 각료회의가 실패함에 따라 2004년 7월 패키지에서는 무
역원활화를 제외한 3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DDA 협상 차원에
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이
슈 외에도 노동,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연구된『WTO 신통상
의제 영향분석과 대응』(윤창인 외 2000),『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
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윤창인 외 2001) 이후에는
무역원활화∙무역과 환경∙무역과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투자∙노동∙전자상거래 등의 이슈는 DDA 이후
에도 언제든지 다자무역협상 이슈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
기 연구보고서가 지니는 가치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6. 기타 WTO 관련 연구
DDA 협상과 관련된 연구는 WTO 및 다자무역체
제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될 수 없기에, DDA협상 관련
연구보고서 외에도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
� WTO 각 부문별 연구보고서
1 상기 4개 이슈는 지난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싱가포르 이슈’라고 일컬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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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쟁해결사례 연구는 개별 분쟁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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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협정문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어 그 의
미가 크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그동안 WTO에 가입하지 않았던 신규 거대회
원국의 등장이 다자무역협상 환경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연구보고서는 사전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 교착상태의 다자무역협상 등
은 WTO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인 바, 이러한 국제통상환
경의 변화가 시사하는 다자무역체제의 미래와 전망, 그리고 WTO의
개혁방향 등에 대한 연구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
키는 획기적인 연구인 것으로 평가된다.

� 기타 WTO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실적
발간연도

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저자

분야

1998

연구/정책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채 욱, 서창배

분쟁 해결

채 욱, 서창배

분쟁 해결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익수

중국

연구/정책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중국

연구/정책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WTO를 중심으로

양준석, 김홍률

정부 조달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 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채 욱, 서창배

DSP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연구/정책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
미국의「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1999
2001

연구/정책

연구/정책

정책시사점
조사분석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 e-Trade를 중심으로

손찬현, 윤진아

무역 원활화

2003

연구/정책

WTO 경쟁규범 협상 :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윤미경

경쟁 정책

2005

연구/정책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남상열

TBT

2007

연구/정책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이재영 외

러시아

2008

연구/정책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서진교 외

다자무역체제

자료: KIEP의 연도별 발간실적 기준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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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발연구의 새로운 접근

장 형 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북한은 1989년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초래한 대외원조 및 무역의
격감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경제시스템의 전면적인 붕괴로 인해 역사상 가장 힘든‘고난의 행군’
을 겪었다.‘고난의 행군’기간 동안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
고 북한의 배급체계는 붕괴되었다. 1995년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UN
등 국제사회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식량, 의약품 등
긴급원조를 북한에 제공하였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원조는
2002년 10월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이후 3년 이상 유훈통치를 이어나가던
김정일은 1998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개정과 함께 북
한 통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 한국, 미국 등 국
제사회가 예상했던 바와 정반대로‘준비된 후계자’김정일은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한편 한국은 1997년 가을 동아시아를 강타한 외환 유동성위기로 국
제통화기금(IMF)의 대규모 긴급 외화수혈을 받았다. 한국의 외환위기
와 북한의 김정일 정권 등장은 학자들에게 북한개발연구의 방향에 대
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김일성 사망 직후에는‘곧 무너
질’북한을 어떻게‘우리 식으로’개발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북한경제 붕괴로 북한경제 재건비용이 급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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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면서, 자연히 국제협력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였다.
1998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다시 촉발된 동북아의 긴장은
북미간 미사일협상으로 화해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연이어 북한과 서방선진국들의
수교가 이어졌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고난의 행군’을 벗어나 2002
년‘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고, 개성, 금강산, 신의주에 연
이어‘특구’를 조성하였으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는「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촉발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관련 제2차 북핵 위기는 다시 동북아에 긴
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1. 북한 엘리트의 시각에서 본 북한
KIEP 북한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에서 태어
나고 교육받은 학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명철 박사는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와 박사원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KIEP에서『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투자
환경』,『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중국∙베트남의 초기 개
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
북 협력방안』등의 연구보고서 집필을 통하여 KIEP의 북한연구를 다
른 국책연구원과 차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KIEP 북한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KIEP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여타 국책
연구원과의 차별화를 위해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투자환경』(조명철, 홍익표 1998)은
북한이 당시까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들과 그 변
화과정을 고찰하고 이에 호응하여 북한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현황
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투자환경을 내
부인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북한 각 지역별 투자여건을 산업환경을 중
160

심으로 고찰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역별 투자환경을 평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결론 부분에서는 당시까지 북한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험과
사례들에 기초하여 외국인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책적 측면과 기업경
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조명철, 권 율, 이철원, 김은지
2000)은 중국, 베트남, 동유럽국가 등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체제전환기에 경제개발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를 살펴보
고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저자들은 북한이 지향하
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이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 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
여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
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
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의 적극적 개
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
다.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조명
철, 홍익표 2000)에서 저자들은 경제체제 이행에서 북한은 중국∙베트
남과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베트남의 사회주의경제체제 이행의 초기조건과 개혁의
중점을 소유형태의 변화, 경제활동의 자유화, 시장인프라 구축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베트남은 국유자산
의 전면적인 사유화보다는 개인 소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나
개인과 외국인투자자들의 기업 설립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여
비국유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유제의 변화를 시도하였는
데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접근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 협력방안』(조명철 2001)은 북한
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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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조명철 박사는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를 내부 엘리트
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을 지
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홍익표 2001)은 북한
의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은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개혁∙개
방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체제 내부의 개혁보다는 대외개방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외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특구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로 이 연구가 발간된
지 6개월 후인 2002년 7월에는 북한 당국이「7∙1 경제관리개선조치」
를 발표하고 연이어 개성, 금강산, 신의주에 특구를 개설함으로써
KIEP가 발간한 본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가 되었다.

2. 국제협력적 시각으로 본 북한개발
김영삼 정부(1993. 2~1998. 2) 시절의 북한개발 연구는 북한경제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으로‘자체적으로 붕괴될 날만 남은 북한’을 어
떻게 남한이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동서독 흡수통
일 사례에 대한 연구가 그 당시 연구의 초점이었다. 즉, 남한이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일 후에 환율∙거시∙통화정책 등 통일한국의
국내 경제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류였다. 이에 반
해서 KIEP은 당시에는 상당히 생소한 영역이었던 국제협력 분야를 북
한개발 연구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체제
전환 빈곤국들의 경제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
지기 직전에 귀국한 필자는 워싱턴에서의 경험을 북한개발연구에 접
목하였다.
KIEP는 1999년 통일국제협력팀을 설립하여 북한경제의 개혁과 대
외개방화 전망과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현
황과 향후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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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한반도 문제를 남북협력 일변도 또는 남북대결 구도로 분석
하지 않고 국제협력적 시각에서 바라본 KIEP의 북한 보고서들은 이후
북핵 6자회담,‘북한신탁금’
,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에 관한 우리 정부
의 대북정책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장
형수, 이창재, 박영곤 1998)는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통일비용의 국제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
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
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
금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주
장을 하는 사람은‘반민족적’으로 매도(?)될 수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
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며, 북한이 IMF와 세계은
행에 가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재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최
초로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기술지원
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특별신탁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
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교육프로
그램 등 기술지원을 위한‘북한기금’을 조성하여 간접적인 지원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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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
서는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국제사회의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NGO가 북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국제기구
나 각국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돌
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국제기구의 긴급경제지원을 효율적이고 신속
히 얻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태발생 시 초기에는 대
량난민이 중국, 러시아 국경지역과 일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사전 국제협력방안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장형수, 박영곤
2000)은 위에 소개한 연구보고서의 후속편으로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
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 민
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
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
이낸스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민간자금
유치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
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북한신탁기금」설립방안, 동
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
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
한 국제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은 북한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설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KDAG는 원조조정그룹의 한 형태로서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
술지원을 하는 준( )국제금융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정여천
2001)는 한반도종단철도(KT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
관련한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
서 한국의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KTR과 TSR을 연결하여‘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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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간 협력이 필수
적이며, 다양한 기대효과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사업성에 불확
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원조달의 문제는 핵심적인 제약요인이다.
정여천 박사는 실제로‘참여정부’시절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에 2년간 파견근무하면서 한반도종단철도(KT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과 우리의 정책에 대한 실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3. 체제이행국 사례 분석을 통한 북한개발
북한경제에 대한 통계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실증분석이 어렵기 때
문에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체제국가가 체제이행을 한 사례를 분석
하여 북한개발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이 시기에 독일의 통일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은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을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공하였다. 정여천 박사와 윤
덕룡 박사는 분단국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1989. 11) 마침
내 통일(1990. 10)되는 과정을 독일 현지에서 지켜본 연구자들로서 이
분야에 중요한 연구보고서를 남겼다.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정여천
2000)은 1990년대 이후 구동구권 국가들에서 진행된 경제체제전환과
정을 분석∙평가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있다. 동
구 체제전환국은 그 성과에 있어서 국가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체제전환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각국의 정치∙경
제적 초기여건의 차이 때문이다. 체제전환정책이 그 국가의 특수한 초
기여건이 반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체제전환 과정과 성과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초기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동구체제전환국들의 경험에 중국, 베트남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
의 경험을 같이 고려하면, 초기여건이 경제체제전환에 미친 영향은 더
욱 명백해진다. 이 보고서는 체제전환국가의 초기여건과 북한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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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많이 도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윤덕룡, 박순찬 2001)은 빈곤의 함정에 빠진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
장을 멈추고 경제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본수요를 추정
하고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방향을 찾아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기준으로 1990년 이래 계속된 북한경제의 뒷걸음질
을 멈추게 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이 8.5억~11.8억 달러이며, 북한을 마
이너스 성장을 시작하기 전인 1989년도 소득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데
163억~228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쉽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윤덕룡, 정
형곤, 남영숙 2002)는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 개혁, 급진적 개혁, 남북
한 통합의 세 경우로 나누어 중∙동구 유럽국가들과 동서독의 금융개
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남한의 역할은 북한의 개혁 정도와 상관관계가 높다. 남한은 북
한의 개혁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 과정에의 참여가능성도 증가하지만
반면에 경제지원의 경제적 부담도 높아진다. 특히 남북경제통합의 경
우 남한은 사실상의 개혁 주체가 된다. 북한의 금융개혁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역할은 개혁프로그램 제시와 재정지원으로 요약된다. 남한은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의 공조를 위한 사전적 준비를 마련하여
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4. 최초의『북한경제백서』발간
KIEP는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북한경제백서』를 발간하였다. 당
시의 북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부문 위
주였으며 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북한경제백
서』는 북한의 국가경제관리시스템, 산업, SOC, 국가재정, 화폐금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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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회복지시스템, 군수산업, 대외경제관계, 경제특구, 남북한 경제
협력 등 북한 경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한편『북한경제백서』는 다음 해인 2003년에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로 해외에 배포되기 시작하였다. 당
시에는 제대로 된 북한경제에 관한 영문보고서가 드문 상황이었는데,
권위 있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순식간에 영어
권 북한경제 연구자의 필독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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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은
지역연구에 대한 대내외 수급 등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전까지 KIET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던 해외지역연구 기능이 KIEP로 일원화됨에 따라 KIEP
는 기존의 지역연구센터를 미주지역연구실, 구주지역연구실, 아주지
역연구실로 개편하는 등 지역연구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원 체제개편은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인력의 확대와
함께 연구영역의 확대도 수반하였다. 이를테면 해외지역에 대한 일차
적인 정보제공 차원의 순수한 지역연구에서 해당지역의 각종 정책, 산
업, 금융 등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결합적, 복합적
지역연구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역연구 관련, 특기할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인해 중국연구 및 중국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기였다.1 둘째, 미국 주도 하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
한 유럽식 대응이라 할 수 있는 유럽경제 통합의 심화와 확대를 거론할
수 있다. 유럽경제통합의 심화는 유로화 출범으로 상징되며, 유럽경제

1 이 시기 연구원에서 발간된 지역별 연구보고서의 숫자를 살펴보더라도 중국관련 보고서가 10권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유럽∙중동구∙러시아는 7권, 미주지역은 8권, 일본은 4권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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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그것이다. 셋째는 2000년의 글로벌경기침체 및 미국의 9∙11테
러로 인한 금리인하 및 경기부양 등의 변수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연구원을 둘러싼 지역연구 관련 환경적 요인을 반추
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지역연구는 정부의 정책수요가 많든 적
든 지속적인 연구성과의 축적이 성패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KIEP가 지역연구에
대한 연구의 양과 질에 있어서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를 많이 발간하
여, 연구원 체제개편 이후로‘지역연구의 정착기’라 칭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 발간된 지역연구 관련 주요 연구보고서를 중
국, 유럽 및 중∙동구∙러시아, 미주, 일본 및 기타 지역의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시기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부상
지역연구가 수교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에 대한 정보 전달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연구의 범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 및 중∙동
구 등의 체제전환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방증하듯 중국에 대한 지역
연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중 수교 이후 인천공항에서 중국
의 주요도시로 운항하는 항공노선과 운항회수 등을 살펴본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국을 왕래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이다.
특기할 사실은 1998년의 경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본토
혹은 중화경제권으로 전이될 지의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중국
연구에 이같은 관심사가 반영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한
편으로는 바로 이 점이 1998년 중국 지역연구의 돋보이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중국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이장규, 김태
준, 유재원 1998)는 금융부문에,『중국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개방향』(서석흥 1998)은 실물부문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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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상거래를 제외한 자본거래
에 있어서 중국 인민폐 환율의 자유로운 태환을 허용치 않고 있는 점
과 그 당시 중국이 보유하였던 1,4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지
적하였다. 한편,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중국 은행의 부
실채권규모는 은행총자산의 약 20�25% 정도로 추정하였고 중국 금
융개혁의 요체는 중국의 막대한 가계저축을 가장 비효율적인 생산단
위인 국유기업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생산단위에게 배분하는 것이
라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같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담보할 금융시장
의 균형적인 발달이 요청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물부문에서는 후자,
즉 중국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보고서는 상당수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될 것과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기업집단이 출현
할 것을 예고하였다.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전재욱, 최의현 1998)는 중국이
1978년 12월 3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

이후 연평균 10%가 넘은 놀라운 성장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바,
이같은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실질적인 성장의 배경은 국유기업
이 아닌 향진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3

에서 결정된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중국농업에 획기적인 변

화를 가져왔으며, 농민소득의 향상은 비농업부문에 투하할 수 있는 잉
여자금을 창출하였다. 한편으로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에 따른 농업생
산성의 향상으로 과잉노동력이 늘어나게 되었는 바, 향진기업은 바로
이러한 농촌부문의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의 결합으로 형성∙발전되
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향진기업이 개혁∙개방의 지속추진으로 인해
지역적으로는 연해지역에서, 산업적으로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
의 수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김익수
1999)은 중국의 WTO 가입 2년 전에 발간된 보고서로서 그 시기 관련
학계, 관계 등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고서였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예상되는 제반효과를
관세, 비관세 등의 시장접근성 이슈는 물론이고 서비스, 업종별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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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상당부분의 예측이 실현된 것으
로 평가된다. 예컨대, 중국경제는 제1단계 비관세장벽이 폐지되는
2003년경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도가 개선될 것이고 2005년쯤이면 경
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초보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한 점이나, 법규∙관행면의 대중(

) 투자환경은 개선될지 몰라도

임금∙세제 등의 원가면에서의 투자환경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
이 그것이다. 아울러 특기할 사항은 서비스분
야에서 비록 50%를 초과하는 다수지분형 투
자참여가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금
융∙보험, 유통, 관광, 통신∙인터넷시장 진
출기회의 대폭적 확대를 예견하고 한국기업
의 대중(

)진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

하였는데 이는 우리 기업에 현실적이고 실제
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역연구를 순수한 지역연구와 기능

� 외환위기 이후 연구원 체제개편으로 해외지역 연구기능을 강화했다.

적인 분야와 결합한 지역연구로 양분한 바 있
다. 기능적인 분야와 결합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지역연구일 지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소중한 연구분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컨
대,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당장의 현저한 성과를 나타내기보다 대개의
경우 가시적인 열매를 과학에 양보하고 철학 자체로는 그 과실을 취하
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철학이 다른 학문의 기초나 토대가 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형태의 지역연구 역시 다른 형태의 많은
연구의 밑거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동아시아
의

經 와 우리

활용방안』(최수웅, 박상수 1999)은 바로 이같은 보고서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해온 전문가만이 쓸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양질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한국기업이 홍콩∙대
만 및 동남아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을 고려할 때 화
인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과 자금동원력을 감안하되, 특히 금융∙부동
산개발∙정보통신분야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지적하면서 분야
별로 그 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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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의 숫자 및 보고서의 질 양면에서 풍성한 한 해였다.『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지만수 2002)은 1994�97년간과 경제위
기 이후인 2000�02년간 한국기업의 투자입지 결정요인을 중국 26개
성( )급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데이터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경제위기 이후에는 저렴
한 임금이 더 이상 유의한 투자결정요인이 아니라 내수시장의 중요성
이 유의한 투자결정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다름 아니라 중국에 대한
투자가 비용절감형에서 시장지향형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조현준 2002)은 그해의 우
수보고서로 선정된 양질의 보고서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중국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 급성장중인 거대시장, 체제전환
국의 특성, 방대한 영토에서 오는 지역별 차이 등을 일별하며, 특히 유
통관리이론과 마케팅분석 기법을 활용한 접근법이 눈길을 끈다. 이 접
근법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으로 전략과 제품∙가격∙유
통경로∙판촉의‘4P’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유럽경제통합의 심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그 이
듬해 8월 17일 러시아 정부의 루블
화 평가절하 및 부분적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중
남미 등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
가 되었다. 이에 KIEP는 러시아금
융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러시아 금융
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이창재
�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와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외 1998)는 러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대( )러시아 투자도 줄어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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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과학기술협력에 비중을 둔 협력체제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유럽에서는 미국주도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유럽식 대응이
라 할 수 있는 유럽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가 한창이었다. 즉, 유로화
출범으로 상징되는 유럽경제통합의 심화와 중∙동구국가들의 EU 가
입으로 인한 EU의 외연확대가 이에 해당함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발간된『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대EU 통상환경의 변
화』(이종화, 이철원, 정후영 1998)는 유로화의 출범으로 국제통화체제
가 달러∙유로화로 양극화될 것이며 유로화가 경향적 강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수출여건의 호재
라는 기회와 함께 치열한 경쟁압박에 직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며 유로화 권역 내 직접금융 방식의 발달을 이용한 유로화표
시채권 발행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중∙동구 및 CIS 지역의 경제
통합 현황과 전망』(정여천, 최병희, 한정철 1998)은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 등의 경제통
합 움직임은 전체 유럽경제권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구도하에서 파악
되어야 하며, 확대되는 EU시장에 직접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중∙동
구 국가로의 투자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2�3년간 금융위기의 극복에 모든 재원과 노
력이 집중되었으므로 KIEP가 발간한 지역연구 관련 보고서 가운데 순
수한 지역연구 보고서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중 주목
할 만한 연구보고서는『제3차 ASEM 정상회의: 경제협력분야의 성과
와 발전전략』(이종화 2000)인데 이 보고서는 2000년 가을, 서울에서
아시아∙유럽의 25개 회원국 정상들의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의제, 주요성과 및 향후의 발전전략 등을 망
라하고 중장기적으로 ASEM이 개방적 다자무역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상하게 제시하였다. 특기할 것은 2000년은 경제학 및 사회과
학분야의 대부분의 국책연구원들이 경제사회연구회로 소속되어 연구
원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는 첫해였으며, 이 보고서가 최고의 우수 연
구보고서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하여 EU가 거대경제권이 될 경우 확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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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은 단일한 무역규범, 단일한 관세 등으로 거래비용의 절감이
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중∙동구국가들이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자동
적용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 및 제품표준의 자동적용에 따르는 불이익
이라는 상반된 효과가 공존한다. 이들 중 어떤 효과가 더 클 것인가?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 모형분석을 중심으로』(이종화, 박
순찬 2001)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분석의 결과 가공
식품, 화학, 철강 및 기타제조업의 경우 반덤핑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
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 의류 등은 현
지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반면,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진흥책을 구
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EU 확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므로 한국도 역시 지역주의의 확대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3. 미주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멕시코는 1980년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금융부실문제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추진된『한국과 멕시코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
조조정과제』(조윤제, 김종섭 1998)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기업
과 금융구조조정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마
련하여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사용하여야 하고 금융부실 및
기업의 과다부채가 개선되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자원부국의 신흥경제권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
국을 흔히 BRICs라 칭하며 수년 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브라질 21세기 협력 비전과 과제』(김원호 1999)는 BRICs국가들
이 언론에 주목을 받기 수년 전에 한∙브라질 상호간의 경제협력은 물
론이고 산업, 과학기술, 문화, 교육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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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무대에서 양국은 중견국가(middle power)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상호협력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함으로써 양국간 관계발
전의 초석을 제공하였다고 사료된다.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김홍률 2002)
도 주목할 만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축적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주
요 참여자들을 대통령, 의회, 행정부 등의 공식적 참여자와 업계, 로비
스트, 연구소, 소비자단체, 민간자문위원회 등의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을 밀도있게 분석했는데, 이는 우리의 대미 통상정
책의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일본 및 기타 지역 관련 연구의 확대
19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일 FTA에 관한 공동연
구의 추진이 결정되고 한국측 연구기관으로 KIEP가 지정됨에 따라 일
본에 대한 지역연구를 FTA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한∙일 FTA의 경
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정인교 2001)은 규모의 경제, 자본축적 효과
및 한국적 파라메타를 적용한 결과 양국간 FTA 체결 시 한국의 GDP
수준은 개선될 전망이며, 그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한∙
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김양
희, 김종걸 2001)은 한∙일 FTA 체결 시 수반되는 대일(

) 무역수

지 악화와 국내 자본재산업의 기반잠식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
) FDI 유입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를 규명한 바 있다. 또한 한
일교역에서 늘 문제가 되는 일본의 유통장벽에 대하여『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경쟁정책적 접근』(김양희 2002)은 경쟁정책적 접근
방법에 의해 일본의 유통장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원래 일본의 유통시스템은 생산자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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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리베이트제, 반품제, 희망소매가격제, 하청거래 등의 거래관행으
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유통시스템이 유통계열화
의 퇴조, 리베이트제 완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등 점진적으
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일 FTA를 상정할 경우 일본의 유통장
벽 중 경쟁제한적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양국간 경쟁정책 및 경
쟁법의 조화와 협력을 설정하여 대처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포함된 FTA 관련 보고서 가운데『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이홍
배, 岡

廣 2002)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예컨대, FTA를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제반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대개
의 경우 CGE 모형분석을 통한 연구가 주종이었다. 이와 달리 이 보고
서는 한∙중∙일 3국간의 수입의존도와 생산유발의존도를 분석하여 3
국의 생산구조가 어떤 형태로 연관되어 있으며 무역의존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가설적 추출모델과 레온티에프
역행렬 승수분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의 3국간 산업
연관구조하에서 한국은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유발의존도는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3국간 FTA를 통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었
던 한국 내 생산파급효과는 크게 높지 않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생산유
발효과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자∙전
기기계산업과 같이 이미 3국간 생산과잉현상을 보이는 산업의 경우,
한국으로서는 부가가치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
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래 전통적인 순수지역연구에 기능적인 분석을 더한 이른바 결합
형 지역연구로『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박대근, 양두용,
오규택, 김은경 2002)은 베트남 자본시장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주
목하고 한국이 다음의 2단계에 걸친 진출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첫째 단계는 베트남 자본시장 하부구조의 구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 이를 위해, 증권전산, 증권금융, 신용평가회사 등의 하부구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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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증권산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
러 앞서 제시한 베트남의 증권시장관련 하부구조가 한국의 제도를 많
이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영업하기에 우위를 차
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ASEAN 연구와 관련하여『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분석』
(권 율, 김윤경 2002)은 ASEAN 회원국 가운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5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산업구조
상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분
석을 통해 산업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
들 국가들은 대외지향적 산업발전이 확대되는 전형적인 특징을 시현
하고 있었다. 아울러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인하는 물론, 무역원활화조치를 포함하는‘AFTA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 한국이 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이
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중
동지역에 대해서는『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김흥종 2002)이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동의 사우
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를 중동의 4대 거점국가로 선정하고 이
들 국가와의 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철강제품, 전기기계류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10여 개 품목에서 한국이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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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03~2007)

FTA, 신흥시장, 동북아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 관련 정책연구는 KIEP 출범 직
후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내의 보호주의적 분위기로 주목
을 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이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비로소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한∙미 FTA, 한∙칠레 FTA 등 각
종 FTA 관련 연구의 비중이 커졌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에 KIEP의 연구와 여론 조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동북아 경제중심과 동북아협력 및 신흥시장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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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책 연구

정 인 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FTA 및 경제통합 관련 정책연구는 KIEP 출범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96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UR 농업개방 여파로 국내에서 보호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개혁과 개
방이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1998
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회의(당시 위원장: 김종필 총리)에서 칠레와
의 FTA 추진을 공식 의결하였는데,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KIEP의
연구와 여론 조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KIEP는 설립 직후인 1990년부터 각종 보고서를 통해 미주와 유럽에
서의 지역주의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유럽에서 1980년대 후반에 유럽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상품∙사람∙자본∙서비스 등의 자유이동과
시장통합이 이루어졌고, 우리 정부 및 기업들도 유럽단일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미주지역에서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었다. 1989년 발효된
미∙캐나다 FTA, 1990년 논의가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1994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시장이었던 미
국을 포함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리 통상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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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지대를 의미하는 FTAA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FTA 정책추진은 부진했
다.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모토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1996년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이었던‘세
계화추진위원회’가“우리나라 FTA 정책방
안”연구 및 공식세미나를 KIEP에 의뢰하
기도 했으나, FTA 정책추진을 공론화시키
지는 못했다. 이 시기에 FTA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김태
형, 정인교 1996)가 발간되었고, 이듬해인
1997년 FTA 정책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
� FTA 정책을 연구하고 협상을 지원하는 데 KIEP가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

되었다. FTA 경험이 전무했던 우리나라로
서는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거나 비

슷한 국가와의 FTA를 먼저 추진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FTA 추진에 대
한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을 조성한 후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여, 연구원의 첫 FTA 연구보고서 주제를
소규모 경제권과의 FTA 모색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원 내 일부 연구위원, 일부 통상정책 담당자, 외부 전문
가들은 협상타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협상타결이 어렵더라도 세계
최대 경제국이면서 FTA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었던 NAFTA를 주도
했던 미국과의 FTA 추진 연구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연구
가 병행되었으며, 이 연구는 당시 통상산업부 통상정책 관계자와의 협
의를 거치는 등 논의가 진전되기도 했다. 2006년 한∙미 FTA 공식협상
개시 선언 이후 한∙미 FTA 연구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사실은 이미 1997년부터 한∙미 FTA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8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미 FTA 경제효과를 분석함
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 연구가 이루어졌고, USITC와의 공동학술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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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및 무역블록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
리 정부의 FTA 정책 추진 검토에는 적지않은 장애가 있었다. UR에 농
업개방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농업계와 반개방론자들을 중심으로 반
개방정서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농업개방 책임을 지고 농림부장관
2명이 사임하였고, 정부 내에서는 개방을 수반하는 FTA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칠레와의 FTA 추진 공식결정 이전까지 FTA 논의
는 주로 비공식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개토론회에 대한 정부,
기업 및 일반국민의 관심수준이 낮았다. 다행히 정부에서 FTA 연구비
를 제공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KIEP는 FTA 전
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되었다.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
KIEP 연구진은 FTA 정책연구와 홍보를 주도하였으며, 정부의 FTA 정
책방향 설정 및 협상 타결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1. 한∙칠레 FTA 추진
1998년 통상교섭본부가 발족되었고, 개방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대
두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는 FTA 정책을 이용한 개방정책 추진과 국
내 규제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FTA 정책은 WTO 다자통상
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FTA 정책을 연구하고 협상을 지원하는 데 KIEP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
1998년 FTA 연구과제는 크게 1) 첫 FTA 대상국 선정, 2) 한∙미
FTA 타당성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미 FTA 연구는 미 무역
위원회(USITC)의 한∙미 FTA 연구 추진에 탄력을 얻었으나, 국내 여
건상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추진을 미국에 제안하기에는 정치경제
적 여건이 미흡하였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논
의가 진행되었고, 첫 FTA 대상국 선정이 주요 연구과제로 대두되었다.
10년 전 당시 우리나라 FTA 추진에 대한 국내외 여건은 오늘날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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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고, 정부 내 통상 담당자 일부가 검토하는 상황이었다. 국내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와 FTA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국
가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998년초 통상교섭본부 관계자
가 FTA 추진 검토를 발표했지만, 반개방정서가 강한 상태에서 개방을
전제로 하는 FTA 정책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으로 주요 교역대상국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FTA 대상국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
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확인하는 것이 FTA 대상국 선정의 첫 단계 과제이었다. 외교통상부는
공식, 비공식라인을 동원하여 탐색한 결과, 칠레, 태국, 남아공, 뉴질
랜드, 터키, 이스라엘 등이 우리나라와의 FTA 검토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FTA 대상국으로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중점 분석대상 국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KIEP 연구진은 고심하였다. 이들 국가 중 칠
레, 태국, 뉴질랜드가 1차 대상국으로 선정되었고, 보다 정밀검토를 통
해 최종적으로 칠레를 선정하여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1998년 11월 5월 정부는 칠레와의 FTA 추진을 공식의결하게 되었다.
1998년 말 KIEP 연구진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여 칠레 외무부, 재무부, 우리나라의 통상교섭
본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역할을 수행하는 ProChile를
방문하여 양국간 FTA 타당성을 협의하였다. 1년간의 예비검토 및 정
보교환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칠레의 광범위한 FTA 경험과 협상정
보의 획득에 주력하였다. 칠레의 공식언어가 스페인어이고, 대부분의
통상자료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통상 실무자 및 협상
관련 기관들의 정보습득에 애로가 컸다. 따라서 KIEP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FTA협상지원센터’
를 연구원 내에 설치하였고, 스페인어 전
문인력을 고용하여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번역 및 협상안 마련
에 기여하였다.
1999년말 양국은 공식협상에 돌입하였고, 정부 내 FTA 협상전문 인
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KIEP 연구진이 협상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
하여 통상협상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2000년 2월 29일~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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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류재단(KOICA) 연수원과 KOTRA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성사시켰다. 이는 원내 연구진이 외교통상부에 제안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FTA 공식협상이 본원 회의실에서 이루
어졌고, 이로 인해 전국농민회 등 반FTA 단체들이 연구원을 타깃으로
대규모 시위를 추진하였고, 협상기간 중 경찰기동대 병력을 실은 경찰
호송차량이 연구원 주변지역에 집중 배치되기도 했다.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 협상 타결 이후 2004년 4월 협상이 발효
되기까지 KIEP 연구진은 칠레와의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 FTA 보완
대책 마련,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기여하
였다. 반FTA 단체들은 첫 FTA 국회비준을 저
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켰고, 국내 FTA 지
지기반이 취약했던 상황이라 정부당국의 거듭
된 국회비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비준은
물리적 충돌에 의해 무산되다가 3차례의 비준
시도 끝에 겨우 통과될 수 있었다. KIEP는
FTA 경제효과 및 예상피해액 등을 추정하여
반개방 분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 한∙칠레 FTA 발효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세미나

2. 한∙일 FTA 및 한∙중∙일 FTA 연구
1998년 한일 양국의 통상장관은 양국간 FTA 검토에 합의하였고, 정
부는 KIEP를 한∙일 FTA의 한국측 연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일본과
의 FTA 연구에는 무역투자실과 일본팀에 소속된 1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양국 간 FTA 논의가 연구진 간 공동연구,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산관학공동연구 등으로 발전되면서 KIEP의 역할도 확
대되었다.
관세구조 및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우리나라는 한∙일 FTA
에서 이익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컸던 반면, 일본은
공세적인 입장에서 연구와 논의 기간을 줄이고 조기 협상개시를 주장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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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세한 가운데, 일본의 대한국 투자 확대, 과학기술협력 등이 전제
될 경우 일본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KIEP 연구보고서가 2001년 발간되었다.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도 우리
나라는 FTA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경제협력이 전제되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일본측이 기술협력은 민간기
업간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관세철폐로도 우리나라가
FTA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3년 한일 양국 간 정상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양국은 협상개시에 합의하게 되었
고, 동년 11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1년 후 양측
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하
였다. 2003년 당시 KIEP는 일본과의 FTA 협상
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우려했고, 관련
자료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협상
개시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국회에 제출되었
� 한∙일 FTA 협상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모색한
심포지엄

던 자료에 따르면,“일본은 양국 간 FTA가 규
모의 경제, 산업협력 강화, 경쟁촉진 등으로 높
은 동태적인 이익을 한국경제에게 가져다 줄

것이란 교과서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일본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 우
리나라의 높은 관세철폐로 가능해지는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점유율
확대에 비견될 수 있는 방안(side payment)을 일본이 한국에 제시해야
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이 한∙일 FTA의 경제적 이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식협상이 시작되었고, 협상에서 일본측이 자국이
기주의를 고수함에 따라 협상이 중단될 소지가 컸다. 이후 간헐적으로
일본측은 협상재개 논의를 요청했으나, 참여정부 시절 양국 간 정치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면서 일본의 요청이 수용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었고, 일본측 요청으로 한∙일 FTA 협상
실무협의가 개최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은 그다지 바뀐 것이 없는 것
으로 평가된다.
한∙일 FTA와는 별도로 한∙중∙일 FTA 연구에 다수 연구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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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에서 동북아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
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일본 총합연구소(NIRA), 중국 개발연구중심(DRC)간 공동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중국의 WTO 가입 경제효과 분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한∙중∙일 FTA 경제효과 및 관련 연구
도 폭넓게 진행되었다.
1999년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시
재정경제부가‘동북아 경제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KIEP는 한∙중∙일 경제 관계를 세밀하게 연구하는 계기를 마
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3국 간 FTA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국
내외 FTA 연구네트워크를 확충하게 되었다. 3국 간 공동연구가 진행
되면서 한∙중∙일 FTA 연구가 공동연구주제로 채택되었고, 보다 심
도있는 국제적 연구가 추진되어 연구결과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되기도 했다. 2003년에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KIEP 주관 하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국해양수산연구원이 참여하는 FTA 협동연구가 추진되었다. 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총 60여 명의 연구진 및 15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2003년‘FTA 협동연구시리즈’9권의 한∙중∙일 FTA
연구저서가 발간되었다.
한∙중∙일 FTA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국내적으로 대규모
�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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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3국 간 FTA 검토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 있다. 당시 3국 간 FTA 논의 그 자체가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정
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안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경제사
회이사회는 한∙중∙일 FTA에 대한 정치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
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고 체계적인 분석이 산하 연구기관의 중요 연
구업무로 선정하였고, 정부와의 예산협의를 통해 대규모 연구비를 지
원하였다.
이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중∙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
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중∙일 FTA 체결
에 따른 예상효과를 정밀 검토하고, 3국 간 FTA 체결이 국제질서, 특히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검토하였다. 비록 경제
적으로 한∙중∙일 FTA가 타당하더라도, 3국은 경제적 격차, 역사∙
정치∙사회 등에서의 이질적 요소로 인해 추진상의 애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 3국의 지역주의 정책, 대외통상환경의
발전 추이, 국제정치 및 외교적 변화 등을 종합하여 실현가능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한∙중∙일 FTA의 바람직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
록 연구내용을 기획하였다.
KIEP가 주관했던 한∙중∙일 FTA 연구과제는 2003년부터 2005년까
지 3년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첫 해인 2003년에는 산업 및 분업구조
분석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 해인 2004년에는 한∙중∙일
FTA 체결의 영향 및 타당성 검토를 분야별로 실시하며, 국내 산업별 구
조조정 지원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협동연구 마지막 해인 2005년에는
추진전략 및 바람직한 FTA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3국 간
FTA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한∙중∙일 FTA의 전반적인 경제효과, 농업, 제조업, 서비
스 분야에 대한 파급영향 및 협상방안이 4권의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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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중반 칠레와의 FTA 협상타결이 가시화되자, KIEP는 칠레와
의 FTA 타결 이후 FTA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1998년 11
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
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
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가 타
결된 약 1년 후인 2003년 9월 정부는 KIEP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FTA 추진 로드맵 초기 연구는 2002년 말 대선에서 집권하게 된 참
여정부의 인수위에 보고되었다.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KIEP는 국정과
제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이 자료에는‘종
합적 FTA 추진체계 확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2년 10월 24일 칠레
와의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 대열에 합류
하게 되었으며, FTA를 통상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에 보다 큰 경제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FTA 추진전략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당시에도 FTA
추진에 대한 국내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칠레와의 FTA 다음으로
한∙싱 FTA 및 한∙멕시코 FTA를 단기적 추진대상으로 제안하였다.
즉, 2003년에는 칠레와 타결한 FTA를 비준, 발효시켜야 하는 관계로
가급적 농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국가와의 FTA가 바람직함을 언급하
고, 칠레와의 FTA에 이어 단기간 내에 제2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FTA 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부의 FTA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내수시장 규모, 자유화 수준, 산업간 경쟁관계(전자, 석
유화학 등)를 감안할 때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상품의 진출효과가 낮
을 수 있으나, 농업개방 부담이 없으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국제화
촉진, 건설산업 진출확대, 공동투자에 의한 건설업 제3국 진출 활성화,
IT 분야 협력 확대 등의 중장기적인 긍정적 효과와 선진개방경제에 대
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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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고, 같은 해 10월에는 양국 정부가 FTA 협상개시에 합의하였다.
이듬해 협상이 시작되어 2005년 8월 협정이 공식서명되었으며, 국회
비준을 거쳐 2006년 3월에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다.
한편,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수출시장으로서도 높
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FTA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
가임을 강조하였다. 당시 멕시코는 32개국과 10여 개의 FTA를 체결한
결과, 수입품의 80% 정도가 무관세로 수입됨으로써 FTA 미체결국 기
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점이 비중있게 고
려되었다. 멕시코의 농업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 )멕
농산물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멜론∙수박∙오렌지 등 열대과일을 제
외하고는 농업분야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또한 마킬라도라 제
도의 폐지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들 업체의 대한(

) 중간재 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FTA 추진의 필요성이 컸다. 멕시코와의 FTA는
2004년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였고, KIEP가 멕시
코와의 FTA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2005년 9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SECA)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추
진상황이 부진하였고, 2007년 말부터 양측은 FTA
� FTA 관련 연구성과물

추진에 합의하였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단기적으로 싱가포르, 멕시코와의 FTA를 제안하였
고, 중장기적 추진 대상 FTA로는 한∙중∙일 FTA와
한∙미 FTA를 꼽았다. 한∙중∙일 3국간 FTA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경
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더라도 중국을 배제하기보
다는 동북아에서 중국이 포함된 FTA 논의를 지속시키는 것이 유리함
을 언급하고, 한∙중∙일 FTA는 북한의 개방 및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
는 바가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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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2002년 10월 26일 아세안에 대한 EAI(the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를 통해 FTA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또한 중국을 견
제하는 차원에서 대만, 일본 등과의 FTA 추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
어, KIEP는 한∙미 FTA 추진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미 행정부에 대한
신속처리권한(TPA) 부여, DDA 협상 부진, 2015년 관세철폐 입장 수립
등으로 향후 FTA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은 우
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으로, FTA 체결로 높은 경제적 이익이 기
대되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개방 문
제, 반미 감정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체결 시 군사안보
측면의 이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미 양자 간 FTA 체결
을 중장기 FTA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공식 및 비공식 경로를 통해 FTA
논의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FTA 추진 로드맵‘은 KIEP 연구진이 작
성하여 대통령이 참석했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바탕
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23일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
의는 FTA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피해보상 방안이 사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중국경
제의 부상, 지리적 인접성,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 등을 고
려할 때, 우리나라의 FTA 추진 지도 작성에 중국과의 FTA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3년 7월, KIEP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FTA 추진전략 지도(Roadmap) 연구계획을 제시하였다. KIEP 연구진
은 8월 말까지 미국, 일본, 아세안, 멕시코, 한중일 등 주요 지역과의
양자 간 FTA를 평가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이러한 평가와 국내의 FTA
추진 여건을 바탕으로 FTA 추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했다. 정부
의 FTA 추진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KIEP의 FTA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된 것이고, 지금까지 정부의 FTA 정책은 당시의 로드맵과 인도,
러시아 등과의 FTA 협상이 추가된 수정 로드맵(2004. 4)에 따라 추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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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결과는『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강문성, 정인교 외
2004)에 제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따른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중장기 FTA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2부에서는 FTA의 경제적
효과, 추진 추이 및 현황, 다자무역질서와의 관계 등 FTA에 대한 이론
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제3부는 보고서의 핵심 부분으로 한국의
FTA 추진현황을 고찰하고, 주요 국가(지역)와의 FTA 추진여건과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제4부에서는 FTA 추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시기에 한∙중 FTA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남영숙, 이창수, 지만수,
정인교 2004) 등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거대경제권과의 FTA 연구보고서 외에 미국, 일본 및 EU와의 양자
간 FTA 경제효과 및 추진방안이 별도 보고서로 발간되었다.『한∙미
FTA의 무역∙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박순찬, 강문성
2004)는 한ㆍ미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상당한 규모의 경제효과
가 예상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의 FTA로 예상
되는 무역창출효과와 투자창출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
미 FTA에 대한 협상 추진에 기여하였다.『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
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이홍배, 정성춘,

2004)은

2004년 말 당시 협상이 진행 중이던 한ㆍ일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었
던 상품시장 개방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한∙
일 FTA 협상안 도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미국 및 EU와의 FTA 연구가 추진되었다. 한ㆍ미 FTA가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이창수, 박지현, 권오복 2005)는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농업양허안 도출에 기여
하였다.『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김흥종
외 2005)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 시 예
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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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

FTA 정책연구는 KIEP가 가장 많이 연구한 분야의 하나이고, KIEP
의 연구결과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FTA의 경제
적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FTA 실무협상에도 직접 참여하여 이론과 실
무 모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국내 통상분
야 전문가의 다수가 KIEP 출신이거나 KIEP와 깊은 연구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다.
KIEP의 홈페이지 검색창을 이용하여 조사해 보면, 연구원의 FTA에
관련된 연구결과물에는 연구보고서 65권, 연구자료 69권,「오늘의 세
계경제」82건 등 발간물 외에도 수많은 미발간 연구결과가 있다. 이론
경제 분야와는 달리, FTA는 협상이 수반되는 분야이고 상대국에게 전
략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므로 연구보고서 혹은 공개자료로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즉, 공개된 자료보다 비공개 자료가 더 많을 수
있으며, 이들 자료는 정부의 공식협상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FTA
관련 연구보고서가 너무 많아 여기에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는 것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5년 사이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FTA 추진실적을 기
록하였다. 미국, EU, 인도와의 FTA를 체결한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
라가 유일하다. 하지만, 체결된 FTA가 모두 발효되지는 못해 다수 기
업과 국민들은 FTA 이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FTA 체결 못지 않게
조기 이행을 통해 경제이익을 실현시켜야 한다. FTA는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방에 따른 피해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
요국과의 FT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과 구조조정이 지원되도록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 및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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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이 홍 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의 경제규모와 소
득수준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개도국의 모범적 경제발전 사례로 평
가받고 있다. 1960년대 최빈 농업국가의 하나였던 한국은 현재 소득수
준, 산업구조, 대외개방, 사회복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금융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 노
동시장의 유연성 등 각종 경제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개방과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부족한 부
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의 상황에서 한 단계 도약하
기 위한 신( )성장동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당면과제 앞
에서 오늘의 복잡한 세계경제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내부 혁신역량과
우리의 제도개선만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의 급
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FTA가 추진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다자주의의 강화를 강조하며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해 오던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점차 FTA를
통상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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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저해 왔던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뒤늦게 FTA 체결을 위해 전력
투구하며 상호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FTA 네
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역외국으로 남을 경우 한국 상품에 대한 상대적
인 고관세 부담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그 시장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의 상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세계경제의 글로
벌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경제체질의 개선과 경제∙
사회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의 구체적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칠레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FTA 정책에 따라 KIEP는 한∙미 FTA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
하고 2006년 한∙미 FTA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개시하기 전인 2003년
에 이미「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라는 용역연
구를 수행하여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또
한 협상 과정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 중의 하나
인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한∙미 FTA의 추진에
따른 예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상의 기초자료를 제공
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격으로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에는『한∙미 FTA 100문 100답』,
『한∙미 FTA 바로알기』(2006),『한∙미 FTA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
제』(최낙균, 이홍식 외 2007) 등을 집필하여 한∙미 FTA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는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KIEP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하 연구기관은 물론 대학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이 참
여한 한∙미 FTA 협동연구를 2005년부터 추진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KIEP는 한∙미 FTA의 추진단계에서부터 타결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인 뒷받침은 물론 대국민홍보 등 한∙미 FTA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KIEP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FTA에 대한 연구에서 단순한 연구보고서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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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세미나를 비롯하여 간담회, 전
문가 풀(pool) 등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
는 한∙미 FTA 연구에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의 성과물로 담아내기 위
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한∙미 FTA 과정을 ① 개시이전 단계, ② 협상단계, 그
리고 ③ 타결이후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한∙미 FTA에 대한 KIEP
의 대응과 정책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IEP 20년사에
서는 기본적으로 KIEP가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소개
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 FTA 협상 당시에 KIEP가 단독 또는 공동으
로 수행했으나, 협상이라는 민감성 때문에 발간되지 않은 용역보고서
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1.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방향
2002년 10월 칠레와의 첫 FTA를 타결한 후, 한국정부는 2003년 9월
주요 교역국가 및 지역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골자로 하는‘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한국 기업들
의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FTA 효과의 극대
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EU, 일
본, ASEAN을 비롯한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
이에 KIEP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즉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비롯하여 예상쟁점, 국내산업 및 산업구조에 미
치는 영향, 그리고 민감품목의 분류 및 양허안 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에「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라는 연구를
수행하여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같은

1 사실 이 FTA 로드맵의 작성에 KIEP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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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원호 외 2003)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FTAA 협상과정에서 나타
난 주요 쟁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FTAA 협정초안에 나타난 무역규범을
기존의 NAFTA, 한∙칠레 FTA 등의 무역규범과 비교하여 한국이 장차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비용 최소화보다는 혜택 극대화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4년에는 한∙미 FTA의 중요성과 더불어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하여「FTA 대상국 선정 및 상대적 영향평가」라는 용역보
고서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수
행하여 한∙미 FTA의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정부로 하여금 인식하
게 하였다. 또한「자동차 산업과 FTA 정책」이라는 용역연구에서
NAFTA, EU∙멕시코 FTA 등 세계 주요 FTA에 나타난 자동차 산업의
관세양허에 대한 협정문 분석 및 개방일정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동
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제안
으로 EU 국가의 경우 차종별 시장분할을 통해 유럽통합 이후에도 독
일, 프랑스, 스웨덴 등 북부유럽국가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가 상호발전을 하고 있듯이, 한국의 경우에도 FTA 성립 후 비교우
위상품의 교역에 의한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의 확대뿐만 아
니라 자동차관련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의 확대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한국의 FTA 전략과 지역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이라는 용역연구를 통해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별, 지역별 FTA에 과학기술협력 의제들을 포함시켜 과학기술
국제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FTA 전략과 과학
기술 국제협력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미 FTA와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입거
나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한∙미 FTA의 추진을 앞두
고 KIEP는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통하여 FTA와 경제통합으로 인해 피
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지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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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유재
원 외 2005)라는 보고서에서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FTA 피
해산업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보상대책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서 미국과 EU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기업과 정부가 반반
씩 부담하는 매치펀드(matched fund)제도는 해당기업의 자발적 노력
을 유도할 수 있어 효과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
여 한국은 미국의 FTAA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여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였다.
2005년에 접어들어 한∙미 FTA에 대한 연구는 보다 본격적으로 그
리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
회연구회에서는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KIEP를 주관기관으
로 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물론 대학 및 민간연구
소의 전문 연구인력이 참여한 한∙미 FTA 협동연구를 2005년부터 추
진하였다. 협동연구 1차년도(2005년) 과제로서“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Junkyu Lee and Hongshik Lee
2005)와『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이창
수, 박지현, 권오복 2005)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과 FTA 추진방향, 미국의 FTA 추진사례 분석, 한미 양국 간
교역 및 산업구조 분석,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분석, 한∙
미 FTA에 따른 예상쟁점, 그리고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등
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게 될 농
업개방에 대한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균형있게 분석함으로써
한∙중, 한∙일 및 한∙아세안 등의 FTA와 비교할 때 한∙미 FTA가 얼
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 농업과 관련하여 볼 때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액이 다른 FTA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
도인가? 과연 FTA로 무역장벽에 의해 지연되었던 산업 특화 혹은 품목
특화가 빠르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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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
구』(박순찬, 강문성 2004)는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 양자간 무
역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양국간 및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외국
인직접투자는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
인 숫자로 제시함으로써 한∙미 FTA 추진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이라는 연구에서 한∙미 FTA
에 대비하여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보
다 구체적인 산업별 영향분석과 아울러 실질적인 관세양허안을 도출
하여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에 직접 이용하였다. 특히
관세양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무역경쟁력 및 산업별 경쟁력에 바탕
을 두고 4단계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출특화품목군(제1품목군),
절대적 수입특화품목군(제2품목군), 경쟁력취약품목군(제3품목군),
보호대상품목군(제4품목군) 등 4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보다 현실적
인 관세양허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관세양허안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
여 향후에 추진하게 될 다양한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한∙미 FTA 협상에서 모든 부분이 중요하였지만 농업에 못지않게
민감하게 여겨졌던 분야가 서비스분야다. 이에「한∙미 FTA 서비스산
업 개방 영향분석」이라는 용역연구에서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 무
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는 미
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함하
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분석 결과 지난 1996년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험
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진출은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 경쟁력 강화와 산출 및 고
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서비스 시장 개
방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라는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이 뒤따라야 함도 강조하였다.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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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 협상전략 제시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도 한∙미 FTA 협상 추진에 필요한 다
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미 FTA가 개시되기까지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대응과 정책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후 한∙미 FTA 협상이 시작
되자 협상에 이용 가능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정책적 기여를 하게 된다. 먼저「한∙미 FTA관련 기존 연구의 평
가 및 예상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져 온
한∙미 FTA와 관련된 연구(학계, 국책기관, 민간기관 등 모두 포함)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한 총괄적인 영향분석 및
기대효과보다는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 필요한 각론별로 이슈를 점검
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단순히 정부기관(각 부처 및 국
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 뿐만 아니라 학계의 논문발표,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된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리함으로써 미
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계획함과 동시에 한∙미 FTA에 따
른 예상쟁점의 파악을 위하여 상품자유화 부문, 서비스 시장 자유화
부문, 그리고 기타 규율대상 부문으로 나누어서 발굴한 예상쟁점을 바
탕으로 하여 구체적 협상전략을 제공하였다.
「한∙미 FTA상의 경쟁정책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
국의 대외 경쟁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NAFTA 및 미국이
체결한 FTA 경쟁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공기업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FTA
경쟁조항과 공정거래법과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FTA 협상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
의 경쟁조항을 미국의 기본적인 대외 경쟁정책의 관점에서도 함께 분
석하고 있다. 또한「한∙미 FTA와 한국경제」라는 용역연구를 통하여
한∙미 FTA가 농업부문, 서비스부문, 그리고 제조업부문에 대하여 그
영향과 예상쟁점을 다시 한 번 분석하여 협상전략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의 산업구조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전략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대다수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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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각종 보호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GATT 협정이나 WTO/UR 협정에서도 복수간 협정인 GPA를 제외하면
정부조달을 시장개방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WTO 회원국 정부들은 조달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
이고 있다. 이에『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정보조달시장 진출 전
략 및 지원방안』(정지원, 박혜리 2008) 연구에서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하여 물품과 서비스 차원에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서 바람직한 한국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과 정부의 지원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한∙미 FTA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
여 관련 기업들과 직접 인터뷰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사용
하는 정부조달 관련 보호조치와 자국 국내업체, 특히 소규모 기업 장
려조치를 파악하여, 한국업체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한∙미 FTA 지식기
반 서비스 육성을 위한 연구」,「한∙미 FTA 금융협상이 국내금융업계
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한∙미 서비스 교역현황과 시사점」, 그
리고『한∙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서진교, 박지현
2008) 등을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
하였다.
특히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핵심 논쟁 중의 하나가 한∙
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상품의 관세를 철폐함으로
써 발생하는 무역증진 효과 외에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
으로 나타나게 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기
업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
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그
러나 그동안 FTA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단순히 교역상품의 관세 철폐
를 통해 발생하는 무역전환 및 무역창출효과만을 계량화하는데 분석
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FTA의 경제적 효과
가 단순히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증진효과가 전부로 인식되고 있었으
며, 개방, 즉 FTA로 인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고 있었다. 이에『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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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중장기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를 분석하여 한∙미 FTA의 효과를 평
가하였다.
사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연구보고서를 통한 정
책적 기여 못지않게 수많은 세미나를 비롯한 간담회를 통하여 국민들
에게 한∙미 FTA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2006년 3월에 개최한「한∙미 FTA의 의
의와 영향」을 비롯하여「한∙미 FTA를 통한 대미진출 확대전략 세미
나」,「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한∙미 FTA 언
론인 초청 간담회」, 섬유산업∙철강산업∙자동차 산업 등 각 산업별로
「한∙미 FTA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 분석」등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다.

3. 한∙미 FTA 협상의 평가와 홍보로 국민 인식 제고
국론분열로까지 이어질 만큼 엄청난 찬반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타결된 후 이미 언급한「한∙미 FTA 종합보고서」를 비
롯하여『한∙미 FTA 바로 알기』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등을 통하여 한∙미 FTA
협상결과의 평가와 함께 한∙미 FTA 이후 한국정부가 해야 할 정책과
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정책판단을 할 수 있
도록 함과 동시에 한∙미 FTA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한∙미 FTA 협상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부문 등 모든 산업분야
를 다루었으며, 경쟁정책, 정부조달정책, 지식재산권 등 국내제도 및
정책이슈까지 다룬 매우 포괄적인 협상이었다. 따라서 한∙미 FTA 협
상은 거의 모든 경제주체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이에 KIEP는 한∙미 FTA가 타결되자
마자『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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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된다. 특히 협상결
과에 따라 한국에는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며 국
내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어떠한 유, 불리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협상에 관련되는 법적∙정치적∙경제
적 제약, 협상결과의 활용도 등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평가함으로써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연구에
서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예상되는 향후 한미 양국 간 통상환경
의 변화와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통상이슈를 전망하고 이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이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상의 자유화 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현안 및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통상이슈에 대한 전망을 기
초로 양자, 지역간 및 다자간 체제에서 경쟁 및 협력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국익 극대화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등과 함께「한∙미 FTA 종합보고서」를 출간하여 정부에 전달하기
도 하였다. 이 연구는 보고서 제목에서 보듯이 한∙미 FTA를 체계적으
로 종합 정리한 것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FTA 정책에서부터 한∙미
FTA의 추진필요성, 경제적 기대효과, 그리고 한∙미 FTA에서의 주요
쟁점과 향후과제 등을 총망라하였다.
한편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에도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
이 그치지 않아 자칫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띠고 있었다. 이에 KIEP는
현 시점에서 왜 한∙미 FTA가 필요한 지에서부터 협상내용, 그리고 협
상결과로 인하여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아주 알기 쉽
게 작성한『한∙미 FTA 바로 알기』홍보책자를 관공서를 비롯하여 지
하철 역사 등에 배치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한∙미 FTA를 올바르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홍보책자에서는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하여 잘못 알려져 왔던 내용, 즉“미국과는 경제규모의 심각
한 격차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가 양극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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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이 한국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중소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의
몰락 등으로 1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FTA를 통해 만회하려 하고 있고 우리는 이용당할 뿐이다”
“세계은행
도 미국식 FTA가 가장 가혹하다고 하는데, 왜 미국인가?”
“한∙미
FTA는 미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
꾸겠다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준 것이다”등과 같이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
명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가장 흔히 인용하고 주장하던 것이
바로 NAFTA 이후의 멕시코 사례였다. 즉,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멕시코의 임금, 산업, 지역간 불평등, 농업과 영화 산업의 타격 등의 부
정적 사회 현상들이 모두 NAFTA로 인해 발생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멕시코
현지 조사를 통하여『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이라
는 보고서를 출간하여 일반 국민들이 한∙미 FTA를 평가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멕
시코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4개주의 멕시코 주정부 정책담당자와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 이 연구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NAFTA 이후의 멕시코 경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록 멕시코의 지역간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문
제 및 국내조정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NAFTA의 혜택이 전 지역으로 확
산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NAFTA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
더라도 한국이 미국과의 FTA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견제장치와 피해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구상을 하는 데 있어 멕
시코의 NAFTA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정부에

2 인터뷰를 실시한 구체적인 4개의 주는 다음과 같음. Baja California Notre: 무역자유화 및 NAFTA로 제조업(마낄
라도라)이 이익을 본 미국 접경지역의 주; Guanajuato: 제조업이 타격을 받은 중남부 지역(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Sinaloa: 농업부문에서 이익을 본 북부 지역(미국에 신선채소류 수출 농가 및 유통
업체); Chiapas: 농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부 지역(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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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도 수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정부로 하
여금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를 비롯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한∙미 FTA를 올바르게 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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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과의 통상협력 강화

김 원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2003년은 KIEP의 신흥시장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시기였다. 즉,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미국, 일본을 위시한 이른바 전통적 우
방과의 협력 패러다임으로부터 중국, 북한 및 개발도상권과의 새로운
협력모델 강화에 대외경제정책의 무게를 싣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그
해 10월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BRICs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경제의 세계 6위권 부상을 예고했고, 노무현 대
통령은 2004년 이른바‘BRICs 외교’를 단행해 BRICs 국가들을 비롯한
개도권 지역을 한 해에 거의 모두 순방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해외지역연구에 특화하고 있는 KIEP는
이같은 대내외적인 변화 속에서 고유의 정책연구와 정부수탁 연구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지역연구 수요에 부응했으며, 세계 순방을 마
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4년 말에는 지역연구 강화와 전문가 양성
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흥시장 연구는 BRICs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밖에도 KIEP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서 중동부 유럽, 중
동,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지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
켰다.
또한 이 시기를 마감하는 2007년에는『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
장기 통상전략』(김흥종 외 13인)이 총괄보고서와 각 지역별 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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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인『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채
욱 외 13인)를 총괄보고서와 각론으로 출간한 바 있는데 2007년 보고
서는 그 내용과 방향제시를 지역별로 적용시키는 한편, 그간의 지역별
통상정책 연구를 집대성한 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대외
통상정책의 주요 분야를 해외시장 확대, 해외투자, 에너지, 환경, ODA
정책로 나누고 각국 및 지역별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제
시한 결정판이었다.

1. BRICs 연구
2003년 10월 골드만 삭스는 Dreaming With BRICs : The Path to

2050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
국이 세계인구의 42.6%, 세계면적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
에 이르면 세계경제규모의 순위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
시아 순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골드만 삭스의 BRICs 보고서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배경이 세
계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담당자
들의 주목을 끌었음은 물론이다.
KIEP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곧 정책연구 용역을 받아『BRICs와의 경
제협력 증진방안』(김원호 외 9인) 연구를 거의 1년 동안 진행시킨 끝
에 최종보고서를 2005년 1월에 제출하였다. 또한 자체연구로서『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지만수, 남영숙, 이홍식, 김은국,
조현준 2004),『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지
만수, 최의현, 이남주, 김석진, 백권호 2005),『 중남미 경제협력 중장
기 전략: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김원호, 권기수, 김진
오 2004),『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정여천, 김석환 2004),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 방안』(유태환, 최윤
정, M. Pant, V. Balaji 2005) 등 BRICs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총 21건,
수탁용역 총 15건을 수행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KIEP의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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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는 2005년 연중 기존의 대외경제전문가 풀 지역분과별 사업 외에
BRICs 국별 포럼을 진행시켰다.
특히 위의 보고서들 가운데『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
점』은 2001년 이후 대중투자를 확대해온 한국기업들이 수익극대화를
위해 중국 내수지향형 고부가가치 부품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기업성장에 따라 중국시장 내에서 수입대체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을 위협요소로 분석하였다. 이어 이 보고서는 한국기업들에게 제품고
도화,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 강화, 신흥시장 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중국 내수시장 공략, 중국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한편,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발간된
『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투자가
소극적이며 모스크바와 연해주 일부지역에 국한된 양상을 보이고 있
다며 러시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일반독자용 편
집방식을 택했고, 저자들에게 대통령의 감사메일이 도착했다는 후일
담도 이어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대통령의 남미 3개국 방문을 앞두고
발간된『 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는 중남미 경제가 원자재가격 상승 속에 중국과의 경제협력
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출우위 외교가 한계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통상∙개발협력 모델로 전환할 것과, 특
히 브라질과는 지적대화채널 구축, 직항로 재개설, 자원개발 및 사회
개발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
였다.『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은 인도
가 제조업 부문의 국제경쟁을 피하여 서비스산업과 IT관련 산업을 성
장축으로 하는 새로운 개도국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대통령의 2004년 인도 방문 시 추진키로 한 한∙인도 포괄적경제협력
협정(CEPA)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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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주요회의에서 BRICs 논의가 확대되자 KIEP는 2006년 연구사업
을 기획하면서 신흥시장 연구의 중점을 현 단계의 BRICs 협력을 재검
토하는 데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박월라, 이 근, 은종학, 박현정),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 에너지 부문
을 중심으로』(이재영, 이철원, 신현준, V.D. Kalashnikov),『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이순철, 정재완, 최윤정, 오민
아),『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김원호,
권기수, 김진오, 박수완, 곽재성) 등 BRICs 국별 보고서를 펴냈다.
먼저,『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은 중국
의 비즈니스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 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기업
들은 중국을 서비스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 외자기업들
의 중국전략을 벤치마킹해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시장 진출확대, 내수
시장 공략에 주력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
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는 러시아가 국
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이 지역에 대해 자주개발 석유∙가스 확보를 통
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이해관계가 크므로 국영에너지 기업이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하고, 일본처럼 러시아동부지역에 대한 공적 원조나 정
부보조 활성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은 2004년 이후 급증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도시장에서의 성공여부가 경영 및 마케
팅, 부품 및 기술, 인력 및 노무관리, 금융, 조직, 제도 및 문화 등 각 부
문에서의 현지화 전략에 달려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우수인력 양성
지원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남
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은 브라질이 관
세동맹인 남미공동시장의 일원인 점을 감안해 남미공동시장이 그간
추진해온 역외권과의 FTA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협상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브라질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 제조업계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나 FTA보다는 DDA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할 때, DDA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협상이 교착상태인 현 시점이야말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호

KIEP 20th ANNIVERSARY

기이며 이를 놓칠 경우 남미공동시장이 자유무역지대로 후퇴하는 와
해시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2. 세계지역연구의 재도약
이같은 BRICs 연구 활성화의 진정한 의미는 해당 4개국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권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있었다. 즉, 우리나라 경제에
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도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그동안 꾸준
히 증대되어 왔었다. 1970~1980년대 대외거래는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증대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
흥공업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상승하면서 수출시장의 중심이 개도국으
로 이전되어가고 있었다. 1987년에 78.2%까지 상승하였던 대( ) 선진
국 수출비중은 2003년에 47.2%로 감소한 반면 대( ) 개도국 수출비중
은 같은 기간 21.8%에서 52.8%로 상승해 선진권과 개도권의 위상이
뒤바뀌어있었다. 해외직접투자에서도 개도국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미 우리나라는 개도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새롭
게 가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순
방을 마치고 돌아와 이해찬 총리에게 현업 종사자들의 지역전문성 강
화를 지시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 지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12월 1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
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KIEP, 산업연구원(KIET), KOTRA 등 관련기관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한 KIEP는 당일 회의에서
후속회의의 간사역할을 맡게 되었다. KIEP는“세계지역연구강화 및
전문가 육성 추진(안)”을 12월 20일 마련하여 총리실과의 긴밀한 협의
를 계속해 마침내 2005년 2월 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국정현
안정책조정회의」에서 원안이 확정 발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확
정된 종합대책은 ① 지역연구의 총괄기구로서 KIEP의 세계지역연구
센터를 확대∙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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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구성∙운영키로 하였으며, ②
지역연구 정보∙자료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하여 총리
훈령으로 민∙관 기관간 정보와 자료의 공유 체제를 KIEP 세계지역연
구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하며, ③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체제를 확립키
로 하여 세계지역연구센터 내에 정기적인 교육∙연수(1~2개월) 프로
그램 등을 마련하고, 지역관련 전문대학원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대
학이 경쟁력 있는 지역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그후 KIEP는 2006년도부터 지역연구 관련 특별예산 지원을 받아 인
력과 사업을 대폭 늘리게 되어 지역연구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 2005년 중에는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지역연구협력팀
을 신설하고 세계지역통합정보 협조체제 구축 준비에 임했으며 교육
연수프로그램의 시범사업으로 2005년 12월 러시아 단기국내교육을 실
시했다. 2006년부터 관련 예산이 배정되면서 BRICs정보센터를 포털사
이트로 개설하고, 국내 및 현지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브라질과 인도,
2007년에는 베트남과 러시아, 인도(국내) 과정의 교육연수를 실시하였
다. 2008년부터는 국제대학원들과의 지역전문가양성 협동사업 예산이
추가되었다. 당초 2005년 수립된 사업계획은 KIEP가 국제대학원들과
의 협동과정 운영을 거쳐 궁극적으로‘세계지역통상대학원’을 설립한
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3. 새로운 신흥시장의 발견
KIEP 창립 초기 탈냉전 분위기하에서 이행기 경제에 대한 연구는
중동부 유럽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국가들에 대한 통상정책 연
구는 이들의 유럽연합 가입을 전후해 본격화되었다. 즉, 2002년 12월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제5차 EU 확대 결정으로서 구공산권 국가들
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
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 10개국의 EU 가입이 확정되자
KIEP는『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김흥종, 이철원, 박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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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김흥종, 이철원, 김병연 2004)을 잇달아 발
간하였다.『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는 EU 확대에 따른
EU내 제도 및 정책변화 외에 신규가입국들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
화, EU 회원국 간 경제관계의 장기적 변화를 전망하면서 한∙EU 간 협
력 틀 속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
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정부
와 기업들이 신규회원국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헝가리, 폴란드, 체
코, 슬로바키아 등 중구 4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갖고 있
어 이들이 경제통화동맹(EMU)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헝가리와 같이 환율이 고평가된
국가에 대한 투자나 수출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폴란드처럼
저평가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을 예고하였다.
한편, 중동지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건설 붐을 배경으로 국책연
구기관인 중동문제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주목을 받았으나 1980년대
들어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연구대상에서 점차 멀어졌다. KIEP의 본격
적인 중동연구는『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대( )중동
통상확대 전략』(김흥종 2002)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2001년과
2002년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출에서 중동지역이 연속 1위를 차지
한 데에 주목하였다. 중동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
다. KIEP는 이어 중동지역 연구인력을 강화했고,『1990년대 이후 중동
의 경제개혁』(박복영 2004)과『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
협력 확대방안』(박복영, 황주성, 박철형 2006)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두 보고서는 중동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과감한 경제개혁
에 나서 성장잠재력을 키워왔으며 거시경제환경의 안정과 함께 2000
년부터 시작된 신( )고유가시대의 도래로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석유매장량이 급속
히 줄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나 바레인이 역내 금융 및 물
류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어 중동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정책도 기존의
상품수출,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에너지 수입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변
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즉 금융, 부동산개발, 물류, 관광, 비즈니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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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사하며, FTA의 확대도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 협상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동안, 중국은
ASEAN과, 일본은 멕시코와 첫 FTA 협상을 진행시켰다. 2002년 칠레와
의 FTA 협상을 마친 후 우리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같은
경쟁국들의 FTA 대상국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2003
년 10월 발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자간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했고, 싱가포르와는 FTA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전후해 KIEP
는『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정인교 2003),『아세안 경제
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권 율, 정인교, 박인원 2003) 등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저자들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FTA 추진에 따라 현
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받을 영향을 감안하여 아세안과의 FTA는
물론 한∙중∙일, 한∙중 등 중국을 포함한 형태의 FTA를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세안은 회원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로 볼 때
상호경쟁적이기 때문에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
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중국과 일본의 대( ) 아세안 협력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며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
다.
또한『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강문성, 김원호 외 2003),『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김원호
200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
책에의 시사점』(김원호, 전종규 외 2004)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멕
시코 등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FTA 추진의 필요성은 물론 거대경제권
과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멕시코 정부
는 확대되는 FTA로 인한 구조조정의 피로감이 업계에 만연되어 한국
과의 FTA에 소극적이었다. KIEP는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 활동에
서도 주역을 담당하여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앞
두고 멕시코측과 공동보고서『21세기 한∙멕시코 전략적 동반자관계
의 비전과 협력과제(Building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Mexico for the 21st Century)』(양수길, 김원호)를 작성, 양국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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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는 마지막 기회의 대륙이라 불리우는 아프리카연구에서도 선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김흥종, 김양희, 박영호 2003)과『아프리카 주요 국가
와의 경제협력 방향 :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박복영, 황주성, 박
철형 2006) 등 연구보고서는 시의성 있는 연구들이었다.『아프리카 섬
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은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한국 섬유업계의 숙제를 풀어주는
방안으로 아프리카 섬유시장을 제시하였다. 정치안정 및 선진국의 원
조와 함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한 아프리카의 투자환경을 분석하
는 한편, 유럽지역 투자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차원의 수준 높은 기
술과 노하우를 병행한 투자여야 함을 강조하였다.『아프리카 주요 국
가와의 경제협력 방향』은 에너지 및 자원 안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
운데 이루어진 국가원수의 24년만의 첫 아프리카방문을 계기로 작성
되었다. 석유 및 가스등 광물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에서, 특히 이집
트에는 해외투자, 알제리에는 수출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나이지리
아에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구축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제2의 중동이라 불리울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와 지하자원을 보유하
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2007년부터 본격
화되었다.『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이재영, 박상남
2007)은 거대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 중국, 인도와 인접한 지역
으로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첫 체계적인 연구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민주화
정도, 부존자원, 시장경제 이행 및 경제개방 정도 등으로 분류하는 한
편, 중국, 터키,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과 전략을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출유망분야로서 석유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개발과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건설사업 참여, 정보통신 산업, 유통, 부동산 개발 등을
꼽았고, 신( )실크로드 경제권, 신흥 인프라시장, 중국 서부 개발, 러
시아 남부, 인도 개발과 연계한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의 수립을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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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아 검토가 요망되지만 러시아나 중국
의 저항을 경계했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소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국가차원에서 제안할 것을 제시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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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중심과
동북아시대 구상 추진

정 형 곤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장

동북아지역은 경제협력의 외연이 확대되고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유
한 지역이다. 세계적 경기예측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는 현재 동북아지역의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이지만, 향후 10년 또는 15년 이후에는 전 세계 GDP의 30% 정도
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은 유럽 인구의 4배
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시베리아의 무한
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기도 하다.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상호 교역의존도 또한 높
아져가고 있으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이러한 경제적 역동성을 우리
경제에 활용하고자‘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을 시도하였다.
이 구상은 다국적기업의 영입, 금융, 물류, IT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을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
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이다. 특히 이 구상은 중국경
제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
가 동북아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진
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으로 변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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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초반 당시 북핵문제 등으로 상황이 매우 복잡했던 동북아의 안
보 및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은 북한을 포함시키고 동북아의 틀 속에서 남
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진전된 한반도의 정세를 통해 동북아지역 전
체의 안보위협을 감소시키자는‘동북아시대 구상’으로 바뀌게 되었
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동북아지역 협력의 틀이 획기적으로 확
대됨으로써 동북아는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에서 시작된 것이다.

1.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중국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 및 WTO 가입은 동북
아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한∙중∙일 기업 간 생
산 네트워크 형성은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통합기제가 되고 있다. 중국
의 부상과 동북아지역의 경제성장 가능성은 우리나라에는 기회의 요
인이 되기도 하지만 위협요인도 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은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우리경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도에
서 추진되었다.
KIEP의 동북아경제협력센터는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
을 위해 선도적인 연구를 추진하였다. 가장 선도적인 연구로서, 이창
재(2002)의『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
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가 있다. 이 연구는 홍콩, 싱가포르,
상해, 네덜란드 및 아일랜드와 비교하여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구체
적인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 및 선택해야 할 정책방향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리적 입지 측면에서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방정책이나 사회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는 체제나
개방적 문화 측면에서는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서 우리나라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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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거점화 전략’은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 및 우수 인력을 유치
함으로써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및 선진화를 추구하는 등,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
로 가칭‘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기획단’을 구성하여「동북아 비즈니
스 거점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업계, 노동계, 농민, 학계 등
각계 인사와의 협의를 거쳐 정파를 초월한 국가전략으로 채택해야 한
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 동
북아 중심국가 구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 정책의 하나가 동북
아 금융허브 구상이다. 금융허브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연결
하여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담당하는 중심지로서 다수의 금융
기관이 집중되고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곳
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허브 구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
기 위해 실물경제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경제 부문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정부의 금융허브 정책과 관련하여 안형도(2004)는『동북아 금융허
브』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금융허브 정책에 기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자산운용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자산운
용업의 현황과 성장요인, 그리고 각각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 육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자산운용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내 자산운용업의 규모가 커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운용자산 등의 전통적인 운용방법에서 우
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부문을 중점 육성하고, 국내 자산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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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정부의 역할 등을 모두 집결하는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적 기여에 따라 정부
는 금융허브 추진의 7대 과제 중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바 있다.

나. 동북아 물류허브
금융허브 정책과 더불어 물류허브 정책도 동북아경제 중심구상의
핵심 정책이었다. 물류중심지화는 일반적으로“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경제권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권에 인적∙물적인 흐름과 함께 정보에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물류중
심지 구축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요소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
동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물류허브 정책과 관련하여 전일수(2004)는『동북아 물류허
브』를 통해 물류허브 정책에 기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동
북아의 물류기지로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공항
및 항만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은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
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향후 점차적
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
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전일수의 보고서에서는 항공운송시장 통합 및 동북아지역
의 항공운송 환경을 보다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하여 각국 국내시장의
자유화정책의 확대, 양자 간 자유로운 항공협정 체결, 전략적 제휴 확
대,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인 자유화
실시, 동북아 3국의 주요 공항 간 연결셔틀 운영,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 구축,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중∙일 간의 협의기구 설
립 등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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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앞서 언급한 금융 및 물류허브 정책에 대한 추진 로드맵이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금융허브 정책은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행
되고 있다. 물류허브 정책 역시 동북아 물류허브전략 추진 로드맵에서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3대 추진사업과 7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 및 물류허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동안 중
국도 동북아에서의 금융 및 물류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 간 변
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경제허브(금융∙물류 허브)의 실
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대두되었
다. 이에 따라 필자(2007)는『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 허브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 및 물류 허브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허브정책 구상을 위해 필자는 한국의 수도권과 중
국의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경제권 및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물
류 정책을 평가하고 이 지역들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위해 전문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외에도 이 보고서는 경쟁력을 결정짓
는 요인별 중요도와 각 지역의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해 금융부문 및 물
류부문에 있어서 우리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금융 및 물류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금융기
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운용하며, 각종 규제 및 경영환경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물류부문의 성장잠재
력 제고를 위해서 물류부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키고, 우리의 기
술적, 기업경쟁력 측면의 우위와 항공물류경쟁력의 우위를 충분히 활
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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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중심과 동북아시대의 기본 구상은 동북아의 통합에 있
다. 냉전 종식과 함께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소련 간 수교가 이루
어짐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
하였고, 그후 교역과 투자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의 빠른 경제통합과는 달리 제도적 통합을 위한 노력은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비전으로 오랫동안 동북아 경제공동
체(초국가적 집행기구 형성)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나, 이는 경제
공동체에서 연상되는 유럽통합과는 달리 동북아지역에서는 가까운 기
간 내 실현되기 어렵고 현실간의 거리감이 있었다. 따라서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실현시키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체(정부 간
협의기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이창재 2005)은
2020년을 시한으로 삼고 동북아 경제협력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제안된 정책방안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2006~20
년의 기간을 단기 (2006~07년, 현 정부), 중기(2008~12년, 차기 정부)
및 장기(2013~20년)로 구분하였다. 또한 2012~15년까지 동북아 에너
지협의체, 동북아 철도협의체 및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구성한 후,
2015~20년 기간 내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의 집합체인 동북아 경제
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아울러 2012년까지는 한∙
중∙일 FTA를 타결하고 2020년 이전에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FTA
를 형성함으로써, 2020년 이전에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출범시키자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제도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북
아의 통합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KIEP는 동북아 통합정책을 정치안보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2007년 안형도의『동북아지역 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대표적 연구인데, 이 연구보고서는 AFTA,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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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는 촉진요인과 통합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하고, 향후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동북아지역통합 정책의 방향을 새
롭게 설정했으며,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통합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2
개 평가요인으로 구성된 기능적 통합, 정치안보, 사회문화, 제도적 통
합의 4개 분야의 지역통합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존 지역통합체와 비교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의 지역통합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고 같은 지역에 특징적인 지역통합
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동북아 지역통합
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지역통합의 촉진요인으로 세계화와 정
보기술의 발전, 다른 지역보다 빠른 경제성장률과 높은 역내 무역비
중, 그리고 경제통합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등을 들었고, 지역통합의
장애요인으로는 정치보안지수가 낮은 점과 분야별 협력은 진행되나
지역 차원의 공식적 기구나 조약이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
러한 고려요소들을 바탕으로 역류모델에 반영하여 동북아지역 통합의
정치경제학적 신(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통
합과정에서 취하여야 할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러한 연구는 그간 한국정부가 추진하여
온 동북아지역 통합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한국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 통합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
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새로운 모델을 단순히 경제통합
이라는 일반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통
합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 큰 차별성을 가졌다.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일환으로 경제공동체 구상이 대두되면서,
러시아의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 TSR∙TCR∙
TKR 등 대륙철도 건설문제, 아시아 하이웨이 및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동북아시아 개발이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역내 금융부문
의 상대적 미발달은 효과적인 자금동원을 어렵게 한다. 이형근(2004)
의『동북아 경제협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인프라 정비가 지체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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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역내 개발금융으로서의 동북
아개발은행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 NEADB)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개발수요 현황
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개발수요 현황을 살펴보는 데에는 각국의
개발계획, GDP 및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하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발수요와 역내의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 별로 이루어지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발수요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개
발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을 모색하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기존 지역
개발금융기관들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3. 동북아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노력 :
한∙중∙일 FTA
한∙중∙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11월
마닐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부터이다. 그동안 기능적 수준에
만 머물러 왔던 동북아 경제협력 관계는 2001년 11월 브루나이 한∙
중∙일 정상회의의 경제장관회의 신설을 계기로 제도적 수준으로 발
전되었으며, 이는 3국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의 기틀을 다질 수 있
도록 해주었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검토의 공식 제안을 통하여 제도적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한∙중∙일 FTA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한∙일 FTA에 대한 공식협상이 2003년 말에 개시되었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은 경제, 안보,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한 14개 분야에 대해 회담을 갖고 이 분야들에
대한 협력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한∙중∙일 공동선언문을 사상 처음
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의 주룽지 총리의 한∙중∙일 FTA 공동연구제의에 따라,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이 한국의 FTA 국책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중국의 발
전연구중심과 일본의 총합연구기구와 함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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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및 산업별 구조 분석과 같은 한∙중∙일 FTA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
서 FTA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협
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정인교 외 2003)에서는, 한∙중∙일 FTA에 따르
는 장애요인으로 일괄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중∙일 간 패권경쟁, 남북한 대결구도의 지속, 상호교류 및 이해
부족 등을 꼽았으며, 이 연구에서는 EU 등 성공적인 기존협정의 사례
와 경험을 참고하여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하여 국내 이해집단과의 내부협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2003년부터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사이에 한∙중∙일 FTA
에 대한 협동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한∙중∙일 3국 간 FTA는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2003년에는 한∙중∙일 FTA의 당위성 및
산업별 구조 분석과 같은 한∙중∙일 FTA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협동연구의 제2차 연도인 2004년의 연구는 한∙중∙일
FTA의 부문별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2004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이창재 2004)는 한∙
중∙일 FTA가 3국 제조업, 농업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경제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제조업 부문에서는 철강산업,
일반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농업 부문에서는, 한∙중∙일 FTA 체결 시 한∙
중∙일 농업구조 분석을 토대로 농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부분균형모
형인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과 잠재교역액(Potential
Bilateral Trade: PBT) 개념을 사용해 정량적 분석을 하고 한∙중∙일 3
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비교를 통한 정성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수산업 부문에서는, 한∙중∙일 수산업 구조 및 경쟁관계를 분석한
후, 한∙중∙일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일반
균형모형(CGE) 분석과 부분균형모형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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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한∙일 FTA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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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8~현재)

개발협력∙원조, 환경∙자원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이 심화하면서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새
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적 파트
너십을 구축하고 저개발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정책 또한 새
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맞
는 원조규모의 확대와 제도개선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확
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 )개도국 원조, 기후변
화 등 환경이슈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자원개발 등이 새로
운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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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권 태 율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장

국제사회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경제자유화가 진
전되고, 무역, 투자, 금융 등 국가간∙지역간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개발도상국의 부채, 빈곤, 선
진국과의 격차심화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됨으로써 국
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커다란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화와 주변화로 개발격차(development
gap)가 확대됨에 따라 기아, 빈곤, 질병, 성차별,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 범세계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인구의 15%에 달하는 10억 명이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
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빈곤퇴치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어 왔다.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구조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교육, 환경, 보건, 여성 등 전 지구적 과제와 밀접히 연관되
어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제하에 국
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1995년 UN 사회개발정
상회의에서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래 2000년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2001년 WTO 도하 각료회의,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
의와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이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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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저개발국의 빈곤퇴
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밀레
니엄 개발목표가 설정된 이후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한국의 국
제적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원조규모의 확대 및 제도개선 요구가 대내
외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지속
적인 경제성장과 광범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빈곤퇴치의 성공적
인 모범사례로 한국의 경험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원조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치되어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은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
다.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개도국의 개발과 복리증
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ODA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온 결과 1998년
1.8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07년 7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국제기관과 선진국으로
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는 등 현재 개도국들이 처해 있는 여건과 비슷
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달성하고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KIEP는 그동안 국
제개발협력 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세계화의 심화를 통해 야
기된 지구 공동의 빈곤퇴치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책임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1. 대외원조 정책방향의 모색
그동안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로 경제력에 상
응하는 국제적 책임수행이 요청되면서 한국정부는 1987년 한국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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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EDCF)을 조성하고, 우리의 개발원조 유상협력의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으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
합하여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KIEP는 대개도국 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 초기부터 대외원조정책 관련 연구에 착
수하였다.『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김학수
1991)은 개도국과의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경제 정책방향을 모색
하는 연구보고서로서 발간되었고, 양자간 경협사업 추진을 위해『한국
의 대베트남 경제협력 기본전략』(김학수 1991)이 정책자료로 발간되
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원조실시기관의 형태는 지원사업의 협력형
태에 따라 자금협력기관과 기술협력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국
의 경우 유∙무상협력을 담당하는 부처의 사업소관에 따라 실시기관
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이 분권화된 원조체
제로 인해 유∙무상원조의 상호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대외원조정책의 조정을 위한『한국의 무상원조와 유
상원조의 연계방안』(김학수 1993)이 정책자료로 발간되었다.
한편 국별 지역연구가 확대되면서 한∙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에
대한 경협사업으로 제기된 공단건설을 지원하기 위해『베트남의 수출
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권 율 1993)이 조사보고서로 발간되고, 중점
지원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
초연구로『주요국의

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권

율 1994)이 발간되었다.
KIEP의 ODA 정책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90년대 중반으로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OD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
책방향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그 대표적인 보고서로『OECD 중소규
모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김학수 1994)은 한국과 경
제규모 및 ODA 운용체제가 유사한 OECD 선진공여국의 주요 정책사
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 현황 및
정책방향』(이창재 1995)과『ODA 운영체제 개선방안』(권 율 199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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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개도국 협력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과
운용체제를 비교, 평가하고,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의 체계적 운용을 위
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대안 제시
한국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
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되면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공적개발원조를 활용
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요가 점차 증대되었
다. 또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역할을 제고해
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권 율 1999)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주요 규범과 정책권고를 분석함
으로써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빈곤
퇴치를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가 채택되면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IEP는 최근 국제협력
의 흐름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둔 ODA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MDG를 실현하기 위해 ODA 배증계획은 물
론 최빈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탁용역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추세에 부응하면서 한국의 경
제∙외교적 환경에 적합한 ODA 장기비전 및 중기 운영전략을 수립하
여 본격적인 ODA 개혁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원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원조가 체계적이고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ODA 정책의 선진화와 운용체
제 개혁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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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ODA 개혁과제』(권 율 외 2006)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으로 첫째, 우리의 비
교우위 및 개발경험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둘째, 정책적 일
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셋째,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및 평가를 통한 원조정
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넷째,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NGO, 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한 국민참여형 원조체제 구축 등을 제시
하였다.
또한『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총괄보고서』(김
흥종 외 2007)에서는「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이라는 연구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중장기 통상전략연구에 있어서
ODA의 국별∙지역별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구축이 필수적이고, 글로벌 리더십 확충을 위해 대외원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원조가 무역 및 투자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점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박복영 2007)은 한국형 원조
모형 정립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은 어떤 원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런 특징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존 공여
국들이 가진 특징들을 기초로 몇 가지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원조모형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
개도국 적용가능성 :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박복영 외
2007)에서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후발국과 공유하여 빈곤감축과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한 방안을 산업 및 무역정책, 기술발전, 거버넌
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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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선진화
국제적으로 한국경제의 위상이 증대되면서 경제력에 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개도권 경제와의 파트너십 확대 및 글
로벌 리더십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정부는 2010년 DAC 가입
을 목표로‘선진 일류국가’구현 및‘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국정지
표를 실현하고,‘기여외교’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KIEP는 2008년 6월「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ODA팀을 신설하고, ODA 및 개도국 지역연구를 연계한 수원국의 경
제발전이나 개발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DAC 가입 이후 ODA 사업의 전략성, 원조정책의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정책평가, 국별평가 기법을 개발함
으로써 KOICA, EDCF 등 원조집행기관과 연계하에 원조사업 모니터
링 및 평가체제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역
량 강화와 ODA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발협력관련 글
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적 협력
을 위해『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박복영 외 2008),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권기수
외 2008),『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박영호 외 2008) 등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정부는 2007년 11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특별검토
를 신청하였고, 2008년 3월 DAC의 특별검토 실사단이 방한함에 따라
DAC 가입요건 및 원조체제 전반에 관한 정책수요가 증대되기 시작하
였다.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정부는 2009년 1월 정식 가입신청서
를 제출하고, 4월에는 2008년 특별검토 이후 개선사항, DAC 가입 이
후 활동계획, DAC 주요 규범 이행현황과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서면 심
사를 추진하였으며, 6월 DAC 사무국 실사단이 방한하였다. 10월중
DAC 정례회의에 DAC 사무국의 실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회원국
검토 이후 11월 개최된 DAC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 2010년 가입이 승
인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선진 원조공여국 그룹인 DAC에 가입하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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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므로 원조정책과 집행 측면에서 충분한 사전 준
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KIEP는『OECD/DAC 주
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권 율 외 2009)이라는 정책연구를 통
해 DAC 가입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과 기준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환경, 여성, 무역 등 주요 부문별 가이
드라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원조정책을 선진화하는데 필요한 주요정책
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DAC 가입관련 주요
규범을 중심으로 가입여건을 분석하고,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주
요 의무사항을 검토하였다. 최근 DAC는 가입기준은 다소 완화하면서
DAC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입 이후 의
무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DAC 가입
이후 원조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적 권고사항과 가
이드라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DAC 가입 및 원조체제의 선진
화를 위한 제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
고 있다.
아시아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역
할과 책임을 위해 2010년 DAC 가입은 개발협
력관련 글로벌 어젠다 형성에 우리 입장을 반영
하면서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DAC 가입을 위해선 ODA의 적정 규모와
질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다양한 정책규범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DAC 가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를 검토한 OECD/DAC 관련 정책세미나

이에 KIEP는 2009년 3월「OECD/DAC 주요
규범과 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DAC 가입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DAC 가입의 양적 조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지만,「1978
년 원조공여조건에 대한 권고」에 있어서 증여율 외에 ODA/GNI 비율,
제2부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KIEP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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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의 경우에도 약정액 기준으
로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비율이 19.9%에 불과해 DAC의 권고수준
(60%)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고, ODA의 언타이드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타이드 원조를 통해 원조효과성 증대를 시키고자 하
는 것이므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우리 사정에 맞게 언타이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공
개적이고, 경쟁적인 조달을 통해 원조사업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원조효과성 증
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수행능력 제고에 일정기
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국제경쟁입찰 또는 수원국의
조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사업자 검증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DAC 회원국으로서 적
절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밀레니엄 개발목표가 설정된 이후 글로
벌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개별 공여국의 독자성이 낮아지고 원조효
과성을 위해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공여국 간의 원조조화에 역점을 두
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원조 난립에 대한 반성과 함께 원조조화의 중
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원조방식의 다양화 및 프로그램 원조
에 대한 강조, 원조분업의 확대 등 DAC 공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강
화할 수 있는 원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
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수행체제 개편 및 현장 중심의 원조체제 강화가
필요하고, 현지사무소의 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수원국
현지의 요구와 공동원조전략에 입각한 원조분업체제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나가야 한다. KIEP는
현지사무소의 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수원국 현지의 요
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강조해 왔다(권 율 외
2009). 본부에서 현지사무소로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분권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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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실질적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실
행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원조체제 강
화를 위해서는 사업발굴 및 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사업추진의 권한을
현지사무소에 이양하고, 본부는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에 중점
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장 중심의 원조실
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원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KIEP는 DAC 가입 이후 개발 협력은 외교 및 대내외 경제정책
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무역, 환경, 성평등 등 주요 정책분야
에서 개발협력정책과의 정책조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증대뿐 아니라, 무역기회 확대∙투자촉진 및 제반 국내정책
과의 조화를 고려할 수 있는 연구를 심층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
다. 그동안 DAC는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전반에서의 일
관성을 중시해 왔고, 앞으로 DAC 가입이 실현되면 원조정책과 대내외
정책의 정책조화와 조정을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DAC의 동료평가에서도 정기적으로 정책일관성 항목을 포함시켜 회원
국의 ODA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정책일관성은 바람직한 거버넌스
의 한 요소로서 개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의 통합이라는 측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OECD는‘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경우 정책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발정책의 기초를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DAC 가입이 이루
어지면, 우선 정책일관성의 관점에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ODA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문서에 정책일관성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에 KIEP의 연구는 보다 역점을 두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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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이슈와
국제협력 확대

정 성 춘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협상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더
구나 글로벌 환경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내외적으
로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
단히 중요한 경제적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은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
제문제에 대한 협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KIEP
는 글로벌 환경문제와 이를 둘러싼 국제협상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
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중요한 전략적 연구과제
로 설정하고 이 분야에서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고조
글로벌 환경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후변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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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었고, 2008년부터 제1차 공약기간이 개시되어 선진국들은 감축
의무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
정서에 의해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최
근까지 우리 사회는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
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최근에 크게 변화되었다. 그 이유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즉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대단
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05년부터 G8 정상회의
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발리행동계획이
채택되면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
하였다.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의 감축의무 혹은
감축행동을 요구받는가에 따라 기업, 가계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2008년 8월에는 이른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이 중요한 국
가전략으로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이
르렀다. 이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전략의
채택으로 정부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은 향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의 감축목표를 이미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적 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매우 중
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적 정책여건을 규정할 국제
적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
고 있다.

2. 글로벌 환경문제와 통상규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환경문제는 국제통상질서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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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자체제(예: 교토의정서체제)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
한 제재수단의 유력한 후보가 바로 무역제재인데 이러한 무역제재수
단의 도입은 종래의 WTO 규범과 모순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더
구나 최근에는 미국이나 EU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등한시하는 국가
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해 국경조치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러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WTO 규범과 대립
할 가능성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다자체제
와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체제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KIEP는 위와 같은 국제적 여건변화에 우리 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글로벌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
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다. 물론 2008년 이전에
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이전에 수행된 연구는 연구의 관점이 약간 다르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2008년 이전까지 수행된 연구는 주로 무역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는 환경의
관점에서 무역자유화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무역의 관점에서 환경문
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높
아졌다. 여기에서는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
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3. 무역정책의 관점에서 글로벌 환경문제연구 전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EP는 무역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
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다시 몇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역∙투자 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236

무역∙투자자유화는 통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가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취약한 지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의한 환
경파괴 문제가 그 전형적 사례일 것이다.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농수
산물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윤창인 2004)
은 이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OECD의 연구사
례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환경마크제도,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철폐,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환경보호 가이
드라인 제시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WTO는 환경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의 하나로『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윤창인, 이재협 2005)이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환경라벨제도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인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환경라벨제도
에 대한 인식수준, 그리고 환경라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
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등
장하고 있는 환경보호조치들의 무역장벽으로서의 가능성을 조사∙분
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
셋째는 주요 지역과의 통상협력의 한 분야로서 환경협력을 다룬 연
구가 있다.『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김흥종 외 2007)에서는 중장기 통상전략의 5대 분야로서 해외시장확
대,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 에너지 안보강화, 국
제환경협력 강화,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환
경협력은 이러한 5대 분야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개도국의 환경시장을 선점하며 선진국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국제환경협력이 매우 필요함을 제시
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제환경협력 사례를 풍부하
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위 연구에서는 환경협력
국내기반 구축, 주요지역 환경거점확보, 인재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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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한 주요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무역∙투
자∙통상전략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고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연구방향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2008
년 전반기까지는 무역∙투자자유화가 시대적 이슈였기 때문이다.
WTO의 DDA 협상이나 FTA 협상이 우리사회의 핵심 관심사항이었고
따라서 환경관련 이슈는 무역∙투자자유화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
였고 이러한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KIEP의 환경관련 연구방향
도 대대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4. 글로벌 환경문제연구의 본격화
2007년 12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
행동계획이라는 매우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발
리행동계획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도 2013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
적인 참여형태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합의를 도
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후부터는 기후변
화협상이 본격적인 협상모드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여
� 자원 및 환경 문제 관련
연구성과물

건변화로 인하여 기후변화 국제협상과 관련된 연구수
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KIEP의 환경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방향은 크게 수정되
었는데 그 핵심은 환경관련 연구가 무역정책의 한 분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
거에는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보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무역과의 관련성 하에서 환경문제가 연구되었으나 이
시기부터는 환경관련 이슈가 무역과 연관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는
데 첫째는 국제 환경협상에 대한 연구이고 둘째는 지역별 환경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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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문제였다.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정성춘 외 2009)은 2007년
이후 기후변화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미국, EU, 일본, 러시아의 주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
코의 주요 개도국의 국내 기후변화정책 및 기후변화 협상전략에 대해
서도 최근까지의 동향을 상세하게 조사∙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
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핵심쟁점들에 대해 각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
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어 주요국의 국내정
책 및 대외협상전략 파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스스로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는 점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국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
다. 대표적인 연구를 제시해 본다면『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
태와 협력방안』(정성춘 외 2008),「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정성춘 2009),「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에 대한 평가와 전망」(정성춘 2009),「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
과 시사점」(정성춘 2008),『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일본』(정성춘 외 2007),『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오태현
2008)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환경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
본과 EU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이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정성춘
2009)은 2009년에 발표된 일본정부의 중기목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
다.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를 감축하겠다는 중기목
표를 발표하였는데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여섯 가지의 감축시나리
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시나리오에서는 목표달성에 소요되는 경제
적 비용이나 필요한 감축수단 등이 상세히 분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
석방법은 우리나라의 중기목표 설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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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소통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중요한
시사점으로서 제시한 바 있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오태현 2008)은 EU의 기후변
화정책의 핵심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EU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강제적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세제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
고자 시도하고 있다. EU는 배출권 거래제도(EU-ETS)를 도입하여 실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구나 EU
는 최근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을 책정하여 재생에너지 사
용촉진, 배출권 거래제도 강화,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EU의 사례를 소
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의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기술, 자금, 인력 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
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로서도 개발도상국
에 대한 자금지원이 향후 ODA의 주요 분야로 등장할 것에 대비할 필
요가 있는데『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현황 및 시사점』(정지원
외 2009)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까지 총 2억 달러 규모의‘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기술 및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이후부터 글로벌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문제는 KIEP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
렇다고 KIEP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다.『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
의 동향』(윤창인 2008)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하여 국제무역
규범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자체제의 대응이나 주요 선진국의 일방적인 대응
240

이 WTO의 무역규범과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이루
고 있다.
글로벌 환경문제는 이제‘환경’의 범위를 넘어 매우 중요한‘경제’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며 매우 중요한‘대외’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KIEP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EP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참신한 연구주제 발굴도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와 무역규범과의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
가 있고 지역연구에서도 각 지역에서의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ODA 연구에서
도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ODA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분야에서 KIEP의 풍성한 연구성과
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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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의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

박 영 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장

자원의 안정적 도입수단으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은 크게 단순수입과 개발수입
을 들 수 있는데, 자원수급의 문제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할 때마다 반
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스스로 개발에 참여
하여 도입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수단일 것이다. 자원을 단순히 수
입해 올 때는 자원가격 상승분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지만, 자주개발
을 통해서는 국제가격이 아닌 생산원가로의 반입이 가능하게 된다. 개
발을 통한 도입방식은 사업 성격상 적지 않은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
지만,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략자원의 조달을 단순히 수입에만 맡기게 되면 자원의 안정적 확
보를 담보할 수 없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자원 유통시
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접개발만이 전략자원 조달의 안정
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는 없다. 하지만 하루 230만 배럴, 연
간 9억 배럴에 가까운 석유를 소비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해외
자원개발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을 뛰어넘어 국민생활과 국가안보
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액은 86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0%에 이르렀지만 석유 자주개발률
은 3.8%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원빈국으로서 겪게 되는 서러움이 반복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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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진력이 약화되는 과거의 우( )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유가상승 시기는 물론 저유가 시기에도 해외자원 확보정책은 일
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만일, 과거의 저유가 시대에 우리의 투자가
확대되었더라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안정성은 보다 강화되었을 것이다.
석유를 제외한 일반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에너지자
원 중에서는 석유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원수급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 일반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도 간
과할 수 없다. 석유나 가스는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도 가능하지만 일반
광물자원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자원수급의 문제는 시장경제의 논
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어
느 정도의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더라도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우리나라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2008)은 유연탄 37.9%, 우라
늄 0%, 철 10.5%, 동 10.0%, 아연 27.6%, 니켈 25.7%로 일본 등 다른 자
원빈국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일반 광물자원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급구조를 지니고는 있
지만, 역시 수급구조에 있어 많은 위험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 신흥
경제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비례
하여 공급물량 확보는 용이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자원보유국의 신자원민족주의, 투기세력 개입
및 이에 따른 잦은 가격교란 등은 계속해서 원자재 시장의 상황을 복잡
하게 만들 것이다. 광물기업의 통합∙대형화 및 이에 따른 과점화 현상
역시 자원수급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철광석, 아연,
니켈 등 전략광물의 경우 세계 5대 광물기업이 전체 공급의 50~60%를
차지할 정도로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외로
부터 수입되는 자원의 공급조건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산업발전에 필수
적인 전략자원(strategic resources)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만 한
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자원의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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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빠져 왔다. 민감성이란 작은 공급불안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특성을 말하며, 취약성은 이러한 외부적 변화에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자원안보 또는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IEP는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두고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다. 해외자원
개발 관련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제 자원시장의 환경변화와 정부 관련
부처의 연구수요 등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개척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KIEP의 연구 영
역도 러시아 등 기존의 레드오션을 뛰어넘어 아프리카로까지 넓혀졌
다. 여기에서는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고유가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증대
2000년대 들어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정학적 불안과 시장의 투기수요 등이 함께 맞물리
면서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고 있었다.
대외 여건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에 있어 적
신호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의 안정적 조달을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한국 정
상이 반세기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등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영역
이 전 지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와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여 KIEP는 해외자
원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해당국가의 자원개발 잠재력과 개발여건, 그리고 법 및 제도적 측면에
서의 자원개발 진출환경 등을 다루는 기초연구와 자원개발 전략 또는
자원외교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
는 정책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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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문제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보고서로는『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채 욱 외 2006)가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추진해 나가야 할 중장기 통상정책으로“3대 전
략 - 10대 실천과제 - 30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원
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과 큰 틀에서의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 지역 또는 국가와의 통상협력의
한 분야로서 해외자원개발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는『한국의 주요국
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김흥종 외 2007)가 있는
데,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5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다루
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동, 러시아, 아프리카 등 에너지 공급국과의 관
계 강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기술을 갖고 있는 EU와 일본 등 선진
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연구는『러시아의 동부지역 개
발전략과 한국의 참여확대 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이재영 외
2006)가 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러시아 동
부지역 진출 기본 전략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참여확대 방안은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통합
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협력채널
의 통합화 또는 일원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제 자원시장의 불안정과 자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국가 시책에 일조하고자 KIEP는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연
구과제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자원문제를 전문적 또는 포괄적으로 다
루기보다는 대외통상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정
책마련에 곧바로 반영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KIEP는 이
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지역별로 특화(area specific)된 자원개발 전략
연구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여기서 특화전략은 우리의 역량과 상대
국의 협력니즈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대상지역은 자원개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중
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4대 신흥지역으로 우리의 전략자원의
자주개발 목표실현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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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자원개발 모형의 정립: 지역별 특화전략
해외자원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 관련기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쏟아냈다. 10년 동안
나올 분량의 자료들이 불과 1년 만에 모두 쏟아져 나왔다는 평가가 가
능할 정도로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보고서들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의 보고서들은 단순히 자원현황
을 소개한 다음 일반적인 수준에서 투자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편람 형
태나 진출가이드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이들 보고서들은 큰 틀에
서의 해외자원개발전략 또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방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KIEP는 자원개발관련 전문기관과 차별화되고
비교우위가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여기에는 외부적 수요도 크게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 관
련부처와 해외자원개발 전문기관들은 한결같이 KIEP에게 지역별로
특화(area-specific)된 연구를 주문했다. 지역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정책적 함의와 실천 가능성이 높은 우리 고유의 자원개발 전략을 도출
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러한 배경 및 필요성을 바탕으로 2008년 이후 출간된 대표적인
연구 보고서는『중남미 광물∙에너지 자원개발 및 플랜트산업 진출방
안 연구』(권기수 외 2008),『주요 국가별 자원편람』(박영호 외 2008),
『아프리카 자원개발 및 플랜트 건설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박영호
외 2008),『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박영호 외 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자원개발시장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차별화 또는 맞춤형의 진출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IEP가 이들 보고서를 통해 제안하고 있는 4대 신흥지역별 자원개
발 특화전략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경우 상∙하류 교차투자 전략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한국기업은 러시아 에너지기업(또는 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에 한국은 러시아에 국내 가스공급업체의 지분 일부를 허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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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인프라 사업에 러시아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가스전 개발∙운영권 또는 극동지역 LNG 액화기지 공동건
설∙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M&A를 통한 자원개발사
업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최근 러시아에서는 에너지산업 재편
과 맞물리면서 국내 및 국경간 M&A 시장에 붐이 일고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두고 있다. 사실,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러시아 자원기업
들의 주가도 고점대비 상당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지분매입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적극 시도해 볼 만하다.
둘째, 중앙아시아의 경우, 전력 또는 석유화학 산업을 연계하는 자원
개발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은 비석유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협력입장을 고려하여 자원개발과 산업진출을 연계하는 동
반진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
건립과 유전개발, 원전과 우라늄 광산개발, 발전소 건립과 광물가공단
지 개발, 석유화학단지 건설과 자원개발 등의 동반진출이 그 예이다.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도 중요한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
의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협력을 강
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금융부문에서의 협력은 기술
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금융산업 발전에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경험전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 금융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니즈가 매우 높은 만
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금융협력을 자원협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도 고려해 볼 만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터키는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아
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는
데, 터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진출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원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한결같이 장기집
권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의 효과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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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가의 경우, 차세대 리더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중남미의 경우, 먼저,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를 통한 진출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중남
미는 일부 국가에서 자원민족주의의 득세로 정치∙경제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남미 주요 자원보유국의 진출 환경을 세분화
해 고(高)위험국에 대한 진출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의지와 능
력이 있는 공기업(정부)이 주도하고 위험이 낮은 국가에 대한 진출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분업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베로아메
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
다. 언어, 문화, 역사적으로 중남미와 친숙하며 유대가 깊고 현지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이베로반도 기업들과 3각 협력체제(한국—이베로
반도—중남미)를 구축해 중남미 현지 자원개발시장을 공략하자는 것이
다.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을 통한 진출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MERCOSUR,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자원 부국과 FTA 추진 시 자원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FTA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개발과 연계한 FTA 협력 모델 개발 시 FTA 협
정문에 자원개발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적극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프리카의 경우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
화를 중요한 전략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아프리카 자원개발 시장특성
을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한 접근방향성을 제시했다. 53
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는 국가별로 자원 잠재력과 투자여건이 매
우 상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 다음은 동반진출(자원∙산
업 연계)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반진출 전략은 우리의 비교우
위가 높은 SOC 등의 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자원개발권의 확보 가능
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으
로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적
지 않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동반진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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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이 필요하다. 동반진출의 한계
는 접근전략상의 개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실무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IEP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민경
제적 과제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주요 신흥지역을 대상
으로 지역별 접근 전략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
로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에 부응하여 보
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수단 발굴에 연구역량을 지
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3. 장기적 관점에서 전방위 자원협력 필요
국제 원자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향배와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상승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이미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고유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
다. 설령 짧은 기간 내에 자원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가격의 상승압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자원 전문가
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원자재가격이 크게 하락
했지만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비롯한 거대 신흥경제국
에 의한 원자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가 2000
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글로벌 경
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조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고유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수요증대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원유의 잉여생산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신자
원민족주의 대두, 석유생산비용의 상승 등으로 국제 자원시장은 여전
히 불안정하고,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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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일반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경기가 회복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제히 급락했
던 우리의 전략광물도 상승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산업특성 상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가충격(oil
shock)을 흡수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 연구에 의하
면 한국의‘석유취약성지수’(oil vulnerability index)가 연구대상 2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국제 자원시장
의 교란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
가가 0.2% 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2% 포인트 하락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 원자재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자원빈
국으로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 전략자원의 조달을 단순히
수입에만 맡기게 되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으며, 직접
개발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국제 자원시장은 기본적으로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
진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데에는 막
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태양열을 이용
해 주유소 하나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최소한 축구장 20개 면적
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석유자원이 여전히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2030년 1차 에너
지원 가운데 차지하는 신재생∙바이오 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현재
(10.7%) 보다 소폭 늘어난 11.9%에 그치는 반면에, 석유∙가스의 소비
비중은 2030년에도 현재(54.8%)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51.6%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가 우리
의 자원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가격의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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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자원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해외자원개발을 강조해
왔다. 현 정부 역시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세
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방위 자원외교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인 역량
이 크게 다른 선진국들을 막연하게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가지고 한국형 자원개발의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많
은 연구들은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선진국들의 성
공요인 및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실천 가능한 교훈의 도
출도 쉽지 않다. 벤치마킹은 처지가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교훈을 얻어
낼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KIEP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적인
역량을 감안한 실천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국책 지역연구
기관으로 지역연구(area studies)에 특화되어 있는 KIEP는 앞으로도 지
역별로 특화된 자원개발전략 마련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다. 아프리카 자원개발 접근방식이 러시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듯
이 일반적 또는 획일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략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대상 자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석유∙가스 자원에 치중해 왔으나 이를 6대 전략광물 등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6대 전략광물은 우리의 산업발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필수자원인 만큼 석유자원 못지않게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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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전과 경영목표
Ⅱ. 주요 연구영역과 활동분야
Ⅲ. 연구 지원활동

KIEP는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선도적 연구기관으로서,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연구경쟁력 확보, 연구의 실효성 제고, 기
관운영체계 효율화를 중장기 목표로 세우고 현재 그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세계지역연구, 국제개발협
력 등 다양하고 방대한 KIEP의 연구활동은 워크숍과 세미
나, 출판물 간행 등 각종 관련활동으로 펼쳐지고 있다. 또
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홍보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I. 비전과 경영목표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선도적 연구기관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
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외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전담함
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국제 거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 변화 경향을
예측하고, 환율변동, 자본이동, 통화 및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동아시아에서의
금융 및 통화협력과 관련한 국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UR과
WTO/DDA 등 다자무역협상과 APEC 역내협력, 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다자 및 양자∙지역 차원의 무역 및 통상, 투자환경
의 구조와 질서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장ㆍ단기 전략적 통상정책방
향과 중점 추진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미국, EU는 물론 중남미, 아세안, 인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차원의 지역연구와 연구네
▶▶ KIEP 비전과 경영목표 (2008~2010)
기관비전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선도적 연구기관

중장기목표

연구경쟁력 확보

연구의 실효성 제고

기관운영체계 효율화

임기 중 목표

연구능력의 우수성 향상

정책연구의 실용성 강화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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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또한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향 연구를 포함한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국 간의 경제협력 및 통합, 국제개발
협력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구활동에 매진해 왔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선도적 연구기관으로서
세계경제환경 속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경
쟁력 확보, 연구의 실효성 제고, 기관 운영체계 효율화 등을 중장기 목
표로 세우고 그 세부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먼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
수한 연구인력을 선발∙정예화하여 연구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
일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발맞추어 선도적이며, 독창
적인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과정과 결과의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정책연구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과제의 정책 연계
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 지역연구 역량을 확충해 연구결과의 현장성
과 정책 활용도를 높여 대정부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및 효율적 활용, 연구 성과의 효과적 확산
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의사결
정과 공정한 성과 배분 및 지원부서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활기차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 기관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역점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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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력의 우수성 향상

정책연구의 실용성 강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연구인력의 정예화와 운용의
효율성 제고
∙독창적 연구방법론 개발
∙연구사업의 전문성 강화
∙연구관련 및 지원체계 강화

∙세계지역 연구역량 확충
∙연구과제의 정책 연계성 강화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 제고
∙연구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연구성과의 효율적 확산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효율적 조직운영
∙합리적 의사결정
∙공정한 성과배분
∙지원부서 업무역량 강화
∙활기차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II. 주요 연구영역과 활동분야

1. KIEP의 임무

KIEP의 임무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 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

주요기능

국가적 역할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연구 등 대외경제정책 현안연구

◀▶

대외경제
정책대안 개발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과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분석

◀▶

세계지역
기초연구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국내외 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
∙세계경제 및 무역정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대외경제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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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EP의 연구 영역
가. 국제거시금융연구
국제거시/국제금융 분야의 동향 및 현안 연구, 국제금융위기 해소와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에 대한 연구, 국제거시모형의 구축과 운용, 환율
정책 및 외환제도 연구,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연구, 금융서비스 자
유화와 금융산업 개방연구, 국제금융기구 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주요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환율의 불안정, 금융시장 유
동성 부족 현상, 금융자본의 이동 불안정성 등 국내외 불확실한 금융환
경하에 국내경제의 안정을 위한 거시금융 분야의 시의적절한 정책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금융협
력과 국제거시경제정책 공조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국제
금융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제정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신국제금융질서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무역투자정책연구
한국의 무역∙통상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출입
을 비롯한 세계 및 지역의 무역 및 통상구조에 대한 연구와 외국인직접
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등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를 주요 업무로 수
행하고 있다.
특히 WTO 연구로 다자차원의 국제무역질서 정립과 DDA협상의 영
향 및 협상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FTA 전 세계 지역무역
협정의 동향과 한국의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APEC 연구로서 아∙태지역간 경제협력 및 무역자유화 연구를 수행
하면서 APEC 연구컨소시엄의 사무국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FDI/ODI의 정책 효과와 증진방안, 한국의 수출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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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지역연구
세계지역연구는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거시경제, 산업 및 무
역에 대한 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및 제도,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를 담당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외 지역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
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 지역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한국과의 경제
관계, 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 다양한 지역연구
관련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는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경제 및 정책 동향, 경제제도
를 분석하고, 한∙중 경제협력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관한 심화된 연구수요에 대응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중국 권역별ㆍ성별연구단’을 출범시켜
거대 중국에 대한 권역별 차별화된 심층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일본지역연구
일본지역연구는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와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일본경제 연구에서는 주로 재정, 금융, 노동, 복
지, FTA를 포함한 대외경제전략 등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
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응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FTA, 한∙
일간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유럽지역연구
유럽지역연구는 EU 및 개별회원국과 EU 가입후보국의 경제관련 제
도 및 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현황, 한국과의 관계, 유럽지역의 경제
통합 등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EU 연구는 공동체 차원과 개별회원
국 차원의 연구로 구분되지만, 개별회원국에 관한 연구는 EU가 갖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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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EFTA 및 ASEM 이슈도 유럽지역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 러시아/CIS 지역연구
러시아/CIS 지역연구는 구소련 지역의 경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제르바이잔 등
기타 CIS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연계하
여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CIS 지역 특성상 상당부분 상호 연계된
지역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요 주제별 연구 분야로는 각국의
경제제도 및 정책, 외국인투자 제도 및 정책, 한국과 러시아/CIS지
역간의 경제협력 방안 등이다.

■ 미주지역연구
미주지역연구는 북미∙중남미 등 미주지역의 거시경제 동향, 주요
경제정책, FTA, 투자, 자원개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
체에너지 등 미주지역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
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미주지역과 한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
부, 기업계 및 학계와 공유한다.

■ 동서남아지역연구
동서남아지역연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지역 및 국가를 주 대상
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각국의 거시경제 및 정책, 정치동향, 지
역경제 통합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요 산업 및 제도,
무역 및 투자, 개발원조, 자원 및 에너지 개발, 환경과 녹색성장 등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이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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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잠재적 시장개척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중동 지역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7년 아∙중동팀이
신설되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세계적인 자원보유국이므로 일차
적으로는 자원 확보와 건설 플랜트 등의 분야에 연구의 역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 지역이 21세기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
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경제 환경 및 제도, 산업, 개발원조 등 제반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북경사무소
북경사무소는 중국경제 동향분석, 현지 전문가 네트워킹과 연구 교
류, 국제회의 주관 등을 통해 본원 중국연구를 지원하고, 중국 내 한
국 관련 언론보도 수집과 분석, 한국경제 설명회 등을 통한 대중 홍
보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연구협력
지역연구협력은 지역 정보의 축적 및 확산을 위해‘EMERiCs
Info(신흥개도국포털사이트)’,‘CSF(중국전문가포럼)’,‘CAF(중앙
아시아포럼)’등의 웹사이트를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분야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진출 유망지
역 및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제공과 전략적인 지역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세계지역전문가육성프로그
램’,‘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GPAS)’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지역연구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해외 초청방문학자 프로그램’과‘해외 지역연구 기관
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지역연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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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개발협력∙동북아연구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국간의 경제통합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간 경제협력과 북한의 개방
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방향을 연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공적
개발원조(ODA)의 양적 증대와 질적 심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을 주요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동북아지역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
성∙운영하여 관련 국가의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관련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와 통일대비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북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부문은 국제개발협력관련
정책연구 및 대외원조전략 관련 연구, 국별 원조전략 및 관련부문 조
사연구 등 지역연구와 연계한 ODA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
제개발경험 전수 및 개도국의 개발능력배양사업 등 국제개발컨설팅사
업과 ODA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동북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공청회와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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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시경제연구 관련활동
■ 아시아경제 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 아시아경제문제에 관한 가장 유력한 경제저널을 발간하기 위하
여 패널의 설치∙운용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 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인 그룹 형성이 목표
� KIEP가 중심이 되어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The Earth Institute(EI), 일본 게이오대학의
Global Security Research Center(GSRC)와
공동으로 아시아지역 주요 Think Tank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두 차례 패널을 개
최하고 SSCI 학술지 Asian Economic
Papers(AEP)를 MIT Press로 연 3회 발간
� 아시아경제 패널 정기회의

■ KIEP 거시계량모형 운영 및 국제거시금융 DB 구축 사업
� IMF의 Global Economy Model(GEM)을 도입하여 금융 및 재정
부문에 있어서 거시계량경제 모형을 통한 해외부문 충격의 영향
예측
� 2007년 개발된 KIEP 거시계량모형은 2009년에 한∙미∙일∙
중∙세계 등 5개국 모형으로 확장되었으며, 미국 등 외국으로부
터의 경제적 충격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
� 본 모형은 1) 모형 확정이 용이하며, 2) 최신 경제학이론
(stochastic dynamic general equilibrium theory)을 반영하고 있
으며, 3) 비용편익분석이 보다 용이하고, 4)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 가능
� 해외충격의 원천 및 그 효과의 크기, 전파경로 등을 파악하고 정
부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함으로써 해외충격이 우리나라에 미치
는 영향은 물론 거시경제안정을 위한 최적 정책방안 제공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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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통상연구 관련활동
■ DDA 종합센터 운영
� 2010~11년 DDA 협상 타결에 대한 준비와 함께 미국, EU 등을
비롯한 기체결 FTA 및 협상 중인 FTA 관련 연구 등 시장개방 확
대에 따른 파급 효과 및 활용 방안, 국내 보완 대책 방안 등을 중
점 연구
� 경제개방 전반에 걸친 기초연구와 대국민 홍보사업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국제경제 원리와 국
제적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 DDA 연구보고서 발간: DDA 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
어 WTO/DDA 단기 연구시리즈, 국민의 DDA 및 경제개방에 대
한 이해 증진을 위한 경제개방 시리즈, 난해한 이론적 분석이 아
닌 사례 중심의 단기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
� DDA 및 FTA 관련 대정부지원: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
과 및 주요국의 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변화와 산업별 효과를 분
석하고 국내 정책방향 제시, 정부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개최, 협

� DDA 관련 연구보고서

상 타결에 따른 피해 집단에 대한 보상 및 구제방안 제시
� KIEP 국제통상연구회 운영: 국제통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
최하여 대학교수, 통상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국제통상법 및 WTO 규범분야 협동연구 추진
� DDA 협상 관련 국내외 세미나 개최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1994년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본원을 국립 APEC 연구
센터(APEC National Study Center)로 지정, 이에 따라 1997년 10
개 국내 대학과 1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구성, 출범한 APEC
연구컨소시엄의 사무국 운영
� APEC 경제협력에 대한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문별 연
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APEC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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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회의 및 주요 관련회의의 성과와 과제 점검, APEC에
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관심사를 APEC의 논의과정에 적절하게
반영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 APEC 관련 연구: 기본연구과제 및 수탁용역연구 등 APEC 관련
연구 수행, APEC Study Series 등 APEC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APEC Study Center(ASC) 컨소시엄 컨퍼런스 참가지원
� APEC 관련 연구자료 및 참고자료 발간: 연간 APEC 개황 작성,
연 4회 APEC/PECC Korea Newsletter 발간 및 배포
� APEC 관련 회의 개최: 정상회의 대비 정책간담회(APEC 전문가
풀 활용) 등
� APEC 관련 정보∙자료 제공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 사업
�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됨에 따라 쟁점별∙지
역별 파급효과분석에 대한 시의적절한 결과 보고가 수시로 요구
되는 상황
� 향후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들에 대한 거시경제변수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이용한 동태
(dynamic) CGE모형을 구축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실험결과를 제
시하는 데 주력
�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교역관계를 나타내는 무역관련 지
수, 국내 실질 관세율, 주요 FTA 체결국의 통상정책 수행관련 정
치경제학적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책연구의 기
초자료를 확보, 유지
� 주요 FTA 대상국의 통상관련 정치경제적 환경 분석을 위한 기본
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향후 주요 FTA 대상국의 통상정책 방향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

■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팀 운영
�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통상전략을 비롯하여 중요 국가전략과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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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팀을 구성하여 통상전략 등 국가전략과제를 전담하는 인력으
로 활용
� 매년 주요 글로벌 이슈를 선정하여(예: ①세계금융질서의 재편방
향, ②미국 신정부의 대외통상 정책방향, ③세계무역질서의 재편
가능성, ④신흥 개도국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경제적 영향
력을 분석(2010년의 경우 권역별∙성별 중국연구)
� 주요 이슈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이슈가 우리 경제에 중장
기적으로 미칠 요인을 정밀 진단하고 통상전략 수립에 반영
� 국내 학계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기관(전문가) 등과 공동연구 및
컨퍼런스를 추진하여 국제적 활용도 제고

다. 세계지역연구 관련활동
■ KIEP 북경사무소 운영
�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 및 정책동향 분
석과 기초자료 수집, 한∙중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1995
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SPC) 후원으로 북경에 설립
�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및 변화, 한∙중관계의 급속한 확대, 역
내 경제협력 필요성의 증대 등, 대외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현장
성∙시의성을 구비한 중국정보 생산

� KIEP 북경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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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국 현지의 연구자들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내 연
구를 지원
� 중국경제 현안분석 및 조사연구사업 수행:「중국경제현안브리
핑」수시 발간 및 배포, 한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한
연구의 현지 조사 또는 중국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추진, 본원 연
구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국 전문가 네트워킹 사업: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중국 전문가들
을 초청하여 월례 한∙중 경제포럼 운영,「중국경제 전문가 풀」
운영, 북한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한반도문제 전문가 풀」
운영,「KIEP 방문학자 풀」운영, 북경에 집중된 네트워킹을 지방
으로 확대하는 지방 네트워킹 강화사업, 한국경제 홍보 사업 등

■ 미 KEI 운영
� 한∙미 경제관계에 관한 미국측의 여론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하
여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민간차원에서 한국경제 전망을 홍보하
기 위해 1982년 미 워싱턴에 설립, 1990년에 관리업무 KDI에서
본원으로 이관
� 미국 내의 한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한국의 정책담당자들
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미국 현지에 홍보하여 양국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
� 미국 내 한국 및 아시아 관련 동향분석 자료 수집/제공:“KEI
Reports”를 통해 미국 내 한국/아시아 관련 경제의 심층분석 결
과를 국내외 기관에 제공
� 한국경제 및 경제정책의 대미 홍보:“Korea Insight”(월간),
“Korea’s Economy”(연간), 학술세미나 논문집 등을 발간하여
미국 여론주도층에 집중 배포함으로써 한국경제 상황을 미국 내
에 효과적으로 홍보
� 한∙미 정책세미나, 한∙미 합동 학술토론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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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자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한∙EU FTA 협상 체결로 EU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
해진 상황
� EU 집행위원회의 지원하에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와 공동 운영
� 학술세미나, 인적교류, 출판 및 학술세미나를 통한 EU 알리기와,
인적교류 등을 통한 한∙EU 간 다양한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
써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지역연구를 심
화하기 위한 목적
� 유럽 개별국들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해 양국간 이해도
를 제고하고 정부의 대유럽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지원을 수행
� 관련 국내외 국제세미나 개최
� EU 연구자 교류사업: EU 연구자 초청, 국내 EU 관련 연구자 파견
� EU 연구시리즈 발간

■ 한∙미 관계의 정치경제학 공동연구(KIEP-SAIS 공동연구)
� 한∙미 양국간 관계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타 동
맹 관계들과의 관계변화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미 관계의 미
래 예측, 특히 한∙미 경제 관계와 동북아경제의 지역주의, 즉 한
국, 미국, 동북아의 경제 역학 구도 변화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
� 한∙미 관계, 북한 및 통일 관련 이슈, 한반도 문제의 외적 규정
요소인 동북아 정치 경제 역학 구도 변화,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서 한국의 위상 정립 등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특히 21세기
한∙미 신( ) 파트너십에 관한 비전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한 이론적, 정책 지향적 연구를 수행
� 관련 전문가들 간의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이해를 증진
시키고 한반도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미
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적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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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국무조정회의에서 KIEP의 세계지역연구센터를 세계지
역연구 중추기구로 선정하여 세계지역 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결정, 재정경제부는 BRIC 경협 간담회에서 KIEP가 지역연구사
업의 일환으로 BRIC Information Center 구축, BRIC 국가별 포럼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결정
� 연구활동뿐 아니라 지역 정보자료의 축적∙확산, 신흥개도국 관련
지역전문가의 육성, 해외 지역연구전문가들과 교류 네트워크 확충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세계지역연구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 신흥개도국 지식∙정보 포털사이트(BRICs Information Center)
운영: 분산되어 있는 신흥개도국 전문가, 지역연구 DB를 국가적
인 차원에서 일원화하여 국가정보자원을 집중시키고 이를 국가
지식으로 활용
� 해외지역기관과의 협력 확대: 해외현지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도모
� 세계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영: 국가 차원의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국내교육과 현지연수를 병행하는 정규과정 외에도 세미나 형식
의 이슈별 집중과정을 운영, 교육대상국을 다양화하고 투자진출
인기 및 비인기 지역의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 보다 전략적으로
세계지역별 정세 변화를 분석
� 방문학자 프로그램 운영: 신흥개도국을 연구하는 해외학자들을
초청하고 공동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 영문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접수를 지원

■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
� KIEP 지역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제대학원의 지역
연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KIEP와 국제대학 및 산, 관 전문가들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 관리∙운영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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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한 학비 지원, KIEP의 전문 인력을 포함, 산∙관∙학
각분야의 지역연구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연구 강좌 개
발, 국제대학원 지역연구 전공자들의 현지연구(Field Work) 지원
등을 추진
�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type)로 실시
- Full Package(FP)는 동남아, 중동∙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등 소외지역으로 강의, 연수, 인턴십, 장학금, 특별 초청 강의
- Special Package(SP)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남미, 러시아
등 주요지역으로 주로 강의형태

■ 전략지역 심층연구
�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장기
적,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폭넓은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
� 2009~10년도에는 한국과의 경제교류의 잠재력뿐 아니라, 자원
개발,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와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협력 잠재
력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전략적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심층연구 사업을 추진 중
- 국내 중앙아시아 연구포럼(‘실크로드 포럼’) 조직, 운용
-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책연구기관과 협력 MOU 체결
- 온라인 중앙아시아 전문가 홈페이지 구축
- 중앙아시아 관련 연구보고서 생산 확대
-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전문 연구인력 확충

라. 국제협력 관련 활동
■ 동북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 한국이 동북아지역에 관한 정보 및 연구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1997년 동북아개발협력센터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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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협력센터로 개편
�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해외학자를 초청하여 연구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연구 활동의 허
브 구축
� 국내외 기관이 생산하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관련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선별한 후 영문 웹사이트(East Asia
InfoNet)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국내외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 등
의 연구 및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동아시아
FTA 및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동아시아
주요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East Asian
Insitutes Forum) 개최
� 2008년 국제개발협력센터로 확대∙개편된 이후, 동북아경제협
력팀에서 동일업무 지속

■ 통일대비 국제협력 관련 정책협의회 개최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
제사회, 특히 북한문제 및 남북관계 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의 협력 확대가 중요
� 이를 위해 한국의 관계부처 공무원 및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해당
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 간의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상호이해 제고와 협조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대북정책
협의회’를 개최
� 대북정책협의회는 2002년 중국 심양에서의 1차 회의를 시작으
로, 중국∙러시아∙일본∙베트남 등에서 매년 1�2회씩 모두 10
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든 회의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및 주요 연
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
�‘대북정책협의회’의 결과는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
관,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공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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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활동
■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 민간부문의 대외경제문제 전문가들을 국제통상 관련 자문 및 공
식국제회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발족, 사무국 운영
� 정부, 학계, 기업 등에 산재해 있는 국내의 대외경제 전문가로 조
직되어 있는「대외경제전문가 풀(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을 활용하여 세미나 및 공동연구를 추
진하고 정부가 이들을 국제협상 등에 활동
� 국제거시금융연구회, WTO 연구회, FTA 연구회, FDI 연구회,
APEC 연구회, 에너지/환경연구회, ODA 연구회, 세계지역연구
회를 운영중
� 국제거시금융연구회에 4개 분과(국제거시, 거시모형/환율, 금융
협력/금융허브, 국제금융시장), WTO 연구회에 4개 분과(농업,
NAMA, 서비스, 규범분과), 세계지역연구회에 12개 분과(중국,
일본, 동남아/대양주,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 동북아, 북한)로 구성
� 연구회의 전문가는 총 350여 명이며 각 연구회(분과회의)는 매
분기별 1회(부득이한 경우 연 4회) 이상 개최

■ 국제/국내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 분야별 국제세미나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국제경제 및 지역연구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
며, 특히 세계 각지의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
경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
� ADBI, IMF, PRI, AMR, ERI 등 세계유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국내세미나

정책토론회, 저명인사초청강연회, 전문가초청세미
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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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수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 선진통상 국가를 열어가는 세계일류연구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제 유수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
� 주요 경제권역별 연구협력 체제 구축
- 세계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측, 대응전략 제시
- 무역 및 통상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전략적 대응방안 및 중점
추진 정책방향 제시
- 세계 주요지역별 대외경제관계 및 경협현안을 분석, 신흥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지역연구와 연계한 개발협력 연구 강화
-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국간 경제통합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 남북간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동북아지역개발을
위한 다자협력방안 검토
�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를 통해 연구의 국제화 및 선진
화 도모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
여,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을 측면에서 지원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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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지원활동

1. 정보화와 전산운영
가. 정보화 현황
1999년 연구기관 최초로 그룹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성과를 체계적
으로 축적 및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1년에는 시
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
현해 기능적 측면을 향상시켰다. 2003년에는 연구원 내 네트워크를 기
가급으로 구성하여 보다 신속한 업무환경을 구현하였으며, 2005년에는
경영정보시스템과 그룹웨어를 연동하는 통합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1997년 1.4Mbps로 시작한 인터넷 회선
을 2008년에는 40Mbps로 대역폭을 증속
하였으며, 현재 연구원 홈페이지를 비롯
하여 중국전문가포럼(CSF), 신흥개도국정
보포털(EMERICs), EastAsia InfoNet, 중앙
아시아포럼 등의 전문 정보포털 웹사이트
를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산관련 장비는 21대
� 최고의 정보유통기반을 보유한 KIEP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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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벽, 가상사설망(VPN), 스팸메일차단솔루션, 보안USB관리시스템 등
의 정보보안 장비가 있다.

나. KIEP 통합지식정보시스템(KINIS)
1999년 구축한 Domino/Notes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인 KIEPIA는
연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자결재, 전자메일, 출판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 처리속도가 향상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
었다.
2001년 Client/Server 기반의 시스템을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웹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업그레
이드하였고 이후, 기존의 경영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 간 유기
적 연동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에 기존의 전자결재, 연구관
리와 인사, 회계, 예산, 출판 등의 데이터를 연동한 현재의 통합지식정
보시스템(KINIS)을 구현하였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는 생산된 모든 연
구성과물을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였고, 웹기
반의 포털형식을 도입하여 연구활동을 개인별∙부서별로 조회할 수
있는 연구추진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외에 연구실적평가∙
근태평가∙다면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도 추가로 도입하였다.
2009년에는 KINIS 고도화를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서비스, 전문 검
색엔진을 이용한 통합검색시스템, 확장된 지식관리시스템, 연구자 커
뮤니티 등을 구현하여 연구원 지적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
다.

다. 홈페이지
1999년 www.kiep.go.kr이라는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구원 동정과 발간자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어 2001
년에 연구원의 모든 연구결과물에 대해 접근성을 높인 콘텐츠 중심의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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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초기
화면

홈페이지로 개편하였으며, 2003년과 2005년에는 인터페이스와 커뮤
니티를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업그레이드하였다.
2007년에는「대외경제전문가풀」웹사이트와「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이용자참여센터 코너를 신설하였다.
2009년에는 신규 사업에 따라「신흥개도국정보포털」과「중앙아시아
포럼」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였다.
현재 홈페이지는 초창기의 단순 텍스트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의견 및 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 WEB2.0 환
경을 구현하고 있으며, RSS서비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음성지원서
비스, 별도의 뷰어 없이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 등의
최신기술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정보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누구나 모든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주제 및 저자 검색 등 세분화된 검색방식으
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향후 홈페이지는 웹접근성 및 웹표준을 강화하여 더 많은 이용자들
이 인터넷 환경 및 조건의 제약 없이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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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자원 보유 현황(2009년)
구분

품목

용도

서버

HP DL580

KIEP 통합지식정보시스템 서버

HP DL380

메일 서버, 내부DNS 서버

HP DL380

경영정보시스템(MIS) 서버

SUN Enterprise 450

도서검색 서버

Hitachi AMS200(1TB Storage)

통합지식정보시스템 및 도서검색 데이터 저장용

IBM X3550

그룹웨어 검색 서버

REPIA

홈페이지 검색 서버

HP ML570

홈페이지 서버

HP DL580

중국전문가포럼(CSF), 중앙아시아포럼(CAF) 웹 서버

HP DL380

중국전문가포럼(CSF), 중앙아시아포럼(CAF) DB 서버

HP DL380

EastAsia InfoNet 웹 서버

HP DL380

신흥개도국정보포털(EMERICS) 웹, WAS 서버

HP DL380

신흥개도국정보포털(EMERICS) DB 서버

HP DL380

신흥개도국정보포털(EMERICS) 수집, 백업 서버

HP DL380

신흥개도국정보포털(EMERICS) 메일 서버

HP ML350

신흥개도국정보포털(EMERICS) 동영상 서버

SUN Ultra10

외부DNS 서버

IBM X206

다면평가시스템 서버

META

메타검색 서버

EXA SERVER

정책현안수요조사시스템(PCRM) 서버

HP DL320 G59

보안USB관리시스템 서버

IBM X3250

웹방화벽 관리 서버

SECUREWORKS TRUIN 100

SSLVPN 서버

Web-Insight 100

웹방화벽

CrediShield

스팸메일 차단 서버

Cisco WS-C4506

백본 스위치

Cisco WS-C2950G-48(4대)

층간 스위치

Cisco WS-C2950G-24(2대)

층간 스위치

네트
워크
장비

Cisco WS-C2960G-24

DMZ 스위치

PC 및
노트북

PC (214대)

업무용

노트북 (26대)

출장 및 세미나용

통계
소프트
웨어

PASW Statistics

데이터 관리 및 통계분석

SAS

데이터 관리 및 통계분석

Eviews

데이터 관리 및 통계분석

STATA

데이터 관리 및 통계분석

Oracle

DB관리용

JEUS@Base

WAS

Webtobe

Web서버용

Stream Presto 4

동영상 제작용

소프트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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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가.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도서관자동화 시스템의 초기 도입은 1991년 오롬시스템 DOS 버전
을 시작으로 1993년 OROM2000 Unix 버전을 거쳐, 2001년 Window
버전인 마이에스트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의 결
과 인터넷 웹과 연계 가능한 온라인열람목록(Online Public Access
Catalog; OPAC)을 중심으로 한 KIEP 디지털도서관이 2002년 구축되어
기존 원내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하던 시스템에서 웹을 통하여
전세계 연구자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 KIEP 디지털도서관은 OPAC을 중심으로 서비스하였지만,
2005년 서비스 업그레이드 이후 인트라넷과 연동한 새로운 체계를 재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체계화된 시스템의 주요 메
뉴는 정보검색(OPAC), 최신경제동향, HOT ISSUE, 세미나정보,
WebZine, 공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주메뉴 아래 특징적인 하위 메뉴로는 첫째, 메타검
색시스템(2004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종류의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둘
째로‘최신경제동향’은 최근의 경제 이슈와 관련성을 지닌 웹상의 정
보원을 등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국가별경제정보’는 국
가별 경제정보를 포함한 최근 이슈 정보원을 지역별, 국가별로 구분하
여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FTA 자료

� 연구주제에 맞춰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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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1) 정보자료 수집
정보자료 수집은 설립목적과 연구과제에 맞추어 수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정보자료 수집 현황(2009년)>과 같다.
수집된 자료의 유형은 단행본,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을 중심으로
한 인쇄정보와 e-journal, Online DB, CD-ROM DB, 원문파일 자료 등
이 있다. 이들 정보원은 세계지역경제, 대외경제정책 관련 분야로 특
화된 정보자원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경제 분야로 특화된 대규모 학술정보자원을 축적하고 있
다.
둘째, 지역별 정보자원 중 특히 중국통계정보원의 경우, 각 성( )별
로 시계열 20년 이상의 데이터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출장 시 자료를 구입하거나, 국내
외 관련 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가치가 높은 정보자
원이다.
넷째, 인터넷 이후 수집된 경제학 관련 분야의 각종 정보자원에 대
해 10만여 건의 전자원문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다섯째, 학술∙통계 등의 폭넓은 데이터베이스를 구독∙운영 중이
다. (데이터베이스 구독 현황 (2009년) 참고)
� 정보자료 수집 현황 (2009년)
자료 구분

내용

장서수

단행본

경제학 분야별 이론 및 세계지역경제 동향 및 핵심 단행본

10만 권

연구보고서

세계 Think Tank에서 발행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6만 권

정기간행물 (인쇄형)

경제학술지, 세계 각 지역 동향지, 월간지, 통계정보 등

1,000종

해외일간지

세계 주요 핵심 일간지(페이퍼)

10종

CD-ROM DB

IMF. IFS, UNCTAD.TRAINS 등

10종

E-journal, Online DB

통계, 학술지, 전망자료 등 온라인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62종

원문파일

인터넷 등장 이후 수집된 각종 원문(full-text) 파일정보

1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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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자원은 전문사서의 축적된 정보기술을 통해 가공되어
제공되는데, 구체적으로는‘최신경제동향’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
거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형식, 디지털참고서비스 그리고 웹진서비스
등이 있다. 이들 정보제공서비스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참고서비스(Digital Reference Service)
2003년부터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참고봉사업무를 디지털참고
서비스로 전환하고, 이메일로 연구자 개인별 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최신경제동향’정보를 실시간 서비스하기 시작했
다.
디지털 참고서비스의 업무흐름은 ① 연구자가 어떠한 연구를 수행
하는지 연구프로젝트를 분석하여 ② 연구자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③
디지털 참고사서는 업무수행 시 수집된 정보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하
여 디지털 정보저장소 또는 전자서고에 저장한다. 수집되어 저장된 정
보자원은 작성된 ④ 연구자 프로파일에 맞추어 주제별로 이메일을 통
하여 전달한다. 또한 주제사서는 항상 ⑤ 현재의 연구프로젝트와 관련
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조사∙분석하여 관련된 주제 정보를 수
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관련 정보는 연구자에게 주제별로 제공한다.
연구자에게 전달되고 난 정보자원은 정보분석을 통하여 ⑥ 주제별로
웹진으로 가공하여 네트워크를 통
� 디지털 참고서비스 구성도

해 관련 외부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다. 그 이후 ⑦ 더블린 코어와 같은

NEW!

메타데이터 기술방식에 따라 디지

5

WebZine�
발간

이슈�
분석�
및�
정보수집

인쇄자료�
수집

털도서관에 아카이빙한다.

6

3

Topic�
E-mail�
Service

그 외에 2009년부터는 연구자의

4

전자�
정보�
표준화

주제사서
3

전자�
서고

1 , 2

연구자
7

정보를 수집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디지털정보�
저장소

Internet�
sur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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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프로파일�
작성
연구프로젝트�
분석
파일확인

기본과제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제공하는 연구과제별 정보서비스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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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서비스는 최신정보주지(SDI) 서비스를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웹진 형태로서 2001년에 개선한 서비스 중 일부인데, 주간으로
발행되는「해외 주요기관 자료속보」와 부정기로 발행되는「최근이슈
별자료속보」가 있다.
「해외 주요기관 자료속보」는 세계의 주요연구기관, 싱크탱크(Think
Tank), 대학 등에서 발행하는 발간자료를 주간으로 수집하여 제공하
는 서비스이다.「최근 이슈별 자료속보」는 세계금융위기, 국제유가,
북한핵실험 등 이슈가 발생할 때 해당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들 웹진 정보는 원내외 약 1만 8천 명에게 제
공되고 있으며, 외부 경제전문가들로부터 9년 이상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서비스이다.

� 데이터베이스 구독 현황 (2009년)
구분

데이터베이스명

내용

통계

CEIC Database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전문 경제데이터베이스

COMTRADE

UN 발간 무역통계

MBS Online

UN 발간 월간 주요경제통계 온라인판

OLISnext

국가기관 및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OECD 발간 통계 및 출판물, 회의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Stat-U.S.A Internet

미국 연방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제, 무역,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 및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 STAT-U.S.A.가 취합∙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UNCTAD TRAINS Online

HS 기반 전세계 140여 개국의 관세, 비관세, 수출입통계

WTO/IDB

WTO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관세율, 통상관련 정보서비스

지역정보

(분기)

중국의 60여 가지 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국 국가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전문경제 정보서비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 수집한 최근 해외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China Economy

중국경제뉴스, 시장분석, 정책과 규제,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문서비스

China Infobank

중국 정부문건, 경제용어사전, 중국인명사전, 중문신문 및 잡지기사, 비즈니스 관련정보,
의료보건, 법률, 주식시장 상장회사 동향, 국토건설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China Trade Extra

미국 및 중국의 무역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Eastview

러시아 중앙일간지, 사회과학저널 포함, 러시아/CIS 지역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

Eastview Statistics

러시아/CIS 통계청 발간물 데이터베이스

EIU China Hand

중국 정치, 경제, 비즈니스환경 관련 정보서비스

EIU Country Profile/Report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국가 전반에 대한 분석정보 및 전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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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베이스명

내용

지역정보

EIU Viewswire

세계 약 200개국의 정치, 경제, 비즈니스 관련 사실보도 및 분석기사 제공

Europolitics

Europe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EU 관련 종합정보서비스

Gulf Research Center

Gulf 지역 국가 관련 연구자료 제공

Interfax News Service

러시아/CIS지역의 정치, 경제 정보서비스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중남미 지역의 정치, 경제 정보서비스

MEED

중동지역 시사주간지

Moody’s Economic.com

전세계 경제, 금융, 국가, 산업관련 연구정보제공

Nikkei Telecom 21

전자저널

經

에서 제공하는 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 각종 일간지 및 통계 제공

Oxford Analytica

전세계 정치, 경제, 금융, 비즈니스 관련 분석기사 제공

A-Z서비스

현재 연구원에서 구독하는 전자저널리스트

Cambridge Journal Onl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저널을 포함한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EconLit

미국경제학회(AEA)가 제공하는 경제분야의 대표적 서지데이터베이스.
경제학 관련 600여 종의 저널, 단행본 및 학위논문에 대한 서지정보 제공

JSTOR

비영리기관인 JSTOR에서 제공하는 저명 학술저널 아카이브

Oxford Journals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하는 200여 종의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ProQuest ABI/Inform Complete

경제, 비즈니스, 회계 관련 저널기사 및 뉴스자료 데이터베이스. 학술 저널 및 PQRA,
해외학위논문, 신문, 기업체정보를 포함한 Hoover’s Online 등이 포함됨

전문정보

ScienceDirect

Elsevier, Pergamon 등에서 출간되는 1,200여 종의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Springer

Springer사에서 출간하는 500여 종의 저널 원문제공 데이터베이스

Wiley-Blackwell

Wiley InterScience와 Blackwell Synergy의 통합 온라인저널 데이터베이스(2008. 7 이후)

DBpia

국내 주요 학회지 700여 종의 원문제공서비스

한국학술정보

국내 학회 및 협회 발간자료 제공

Bloomberg

전세계 금융시장 뉴스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세계 주요 주가지수,
국가별 환율, 금리, 채권수익률 및 주요 기업뉴스 제공

BMI Industry Service

Business Monitor사에서 제공하는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총 60개국 16개 주요산업에 대한
뉴스, 분석, 전망 등을 제공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미국의 무역정책 및 각종 국제 무역관련 기구의 활동, 미국의 무역대상국들과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속보 제공

전망

Emerging Market Information

아시아,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 80여 개 개도국의 산업 및 기업관련 정보서비스

Service (EMIS)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국내기업 재무데이터

KIS VALUE

전세계 상장기업 데이터 및 리서치리포트, 로이터뉴스 제공

Reuters Knowledge

국내외 증권사의 리서치리포트 제공

Thomson Research

전세계 M&A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

Thomson ONE Banker

미국 및 국제 무역관련 속보 제공

WashingtonTradeDaily/

미국의 무역정책 및 국제 무역정책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WTO와 미국, 일본, 유럽국을

World Trade Online

비롯한 각계각처의 무역관련 보고서, 발표문, 인터뷰 등을 포함

Global Insight

경제전망 전문기관인 DRI/WEFA/Planecon 등이 합병된 세계 최대 경제전망정보 제공기관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의 온라인버전. 과거 5년간 각 분야별 순위를
한 눈에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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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베이스명

내용

시사지

Business Week

Business Week의 온라인 서비스

Economist

Economist의 온라인 서비스

Factiva

Reuters Business Briefing과 Dow Jones Interactive가 합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온라인서비스. 약 8,000여 종의 신문, 잡지, 각 지역 비즈니스 정보원의
원문 수록

보고서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ar Eastern Economic Review의 온라인 서비스

Financial Times

Financial Times의 온라인 서비스

New York Times

New York Times의 온라인 서비스

Wall Street Journal

Wall Street Journal의 온라인 서비스

CEPR (Center for Economic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민간 비영리 연구기관. 유럽 각국

Policy Research)

500여 명 석학들의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Discussion Paper Series가
대표적인 발간물임

국내정보

NBER (National Bureau of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비영리 경제연구기관. NBER Working Paper가 대표적

Economic Research)

간행물로 경제 분야 세계석학들의 심도있는 연구결과물을 수록

국가정보원 해외산업정보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해외산업경제정보

국제금융속보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해외 금융 정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한민국 현행법령 영문판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석유 관련 정보서비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국내 수입차 관련 통계 및 각종 보고서 제공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국내 자동차산업정보 및 통계 제공

KITA.net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및 각국별 무역정보서비스

3. 출판 및 홍보활동
가. 출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OECD 가입, FTA 정책의 추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환경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정책개발을 지원
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해 왔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대안 개
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경제 현안이슈를 심층분석한 각종
동향분석 리포트를 집중발간하였다.
2009년 12월 현재까지 본원의 발간물 종수는 정책연구보고서 462
건을 비롯하여 총 2,460여 건이며, 북경사무소와 미 KEI 등 관련 조직
을 포함하여 총 3,540여 건을 발간하였다.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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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세계경제/지역경제 포커스
「오늘의 세계경제」는 개원 초기에 급변하는 국제경제동향의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수집, 심층분석 수시발간물로서 1991년부터 1996년
까지 94회 발간되었으며, 온라인 웹진으로 2001년 재창간되어 2009년
12월 말 현재 400여 호를 발간하였다.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한 현안이슈
분석을 담아 온라인「지역경제 포커스」를 2007년부터 발간, 2009년 말
현재 120여 호를 홈페이지에 등재하였다.

■ 월간 CNAS 북방경제/월간 지역경제/월간 KIEP 세계경제
중국, 구소련 및 베트남 등 북방국가들과의 수교 이후, 이들 국가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분석지로서 1992년 3월『월간 CNAS 북방경제』로
창간되었으며, 1993년 1월 서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으로 연구대상이
확대되면서『월간 지역경제』로 제호를 변경하였고, 1998년 10월 미주,
유럽 등 선진권 경제를 포함한『월간 KIEP 세계경제』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10월 폐간되었다.

■ OECD FOCUS
외교통상부와 공동발간한 격월간지로서, OECD의 주요 논의동향
및 이슈 분석, 17개 OECD 각 위원회의 발표자료와 활동내용 등을 국
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2년 5월 창간되어 2004년 11월 폐간
되기까지 통권 16호가 발간되었다.

■ 계간 대외경제 정책연구/반년간 대외경제연구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대
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12월 계간『대외경제정책연구』로 창
간되었으며, 2001년 반년간『대외경제연구』로 간기 및 제호를 변경하
였다. 2006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등록되었고, 2001년부터 연
간수록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소정의 연구격려금(최우수논문
500만 원, 우수논문 300만 원)을 지급하는 우수논문상 제도를 시행하
제3부 KIEP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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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제경제연구 및 지역연구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

KIEP 20th ANNIVERSARY

는“Global Economic Crisis - Challanges and Opportunities for East
Asia”라는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 계획하는 등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경제 전문학술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역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

재임기간

홍유수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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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2005. 2

윤창인 선임연구위원

2005. 3~2006. 12

김상겸 선임연구위원

2007. 1~현재

� 2009년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상겸 KIEP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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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두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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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 추정

이상호

이홍구(건국대; 위원장)

(한국은행)

김관호(동국대)
함준호(연세대)
정영록(서울대)
유재원(건국대)
강인수(숙명여대)

2006

(1등) 선진국 주식시장의 통합 정도

서정원(이화여대)

김인배(숭실대)

분석: 기업가치를 이용한 분석

2007

송치영(국민대; 위원장)

(2등) 한국 요소생산성 변동의 동태적

김상호(호남대)

이종욱(서울여대)

결정요인: 무역변수를 중심으로

임현준(로체스터

이홍구(건국대)

대 박사과정)

강문성(고려대)

박순찬(공주대)

김시중(서강대)

(1등) 서비스교역과 경제성장

박복영(KIEP)

유재원(건국대; 위원장)

(2등) Natural Resources,

이강국

박인원(고려대)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일본 입명관대)

송치영(국민대)
정영록(서울대)

Africa

함준호(연세대)
김준동(KIEP)
2008

Equilibrium Indeterminancy

전종규(경희대)

김태준(동덕여대; 위원장)

in a Small Open Economy with Traded

김인배(숭실대)

and Non-traded Capital

강인수(숙명여대)
박성훈(고려대)
박순찬(공주대)

2009

Greenhouse Gases Emissions

김영환

Reduction and WTO Trade Rules

(지식경제부)

왕윤종(SK경영경제연구소;
위원장)
김인배(이화여대)
박성훈(고려대)
박순찬(공주대)
이홍구(건국대)
이홍식(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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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
대언론홍보, 대내외 협력업무 강화, 연구성과 확대 등을 통한 선도
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6년 홍
보팀이 보강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홍보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
적인 기획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모니터링 기
능, 특정주제별 언론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제작, 웹진
(KIEPZine) 기능 강화, 온라인 고객 확대 등의 업무를 통
해 연구성과 공유 및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 연구성과물 집필 및 홍보 관련
출판물

4. 연구 기획∙조정 및 행정
연구조정실은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기획조정 및 일반 연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연구원의 경영과 관련된 경영전략을 수립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관리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KIEP 고유의 성숙한 조직문화의 형성과 선진국
가를 선도하는 세계일류 연구기관이라는 비전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연구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행정업무를 전문화하
고 행정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연구성과
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경영 전반에 대한 조정∙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조정실의 활동을 업무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획∙조정
기획조정팀의 핵심 업무는 연구원 경영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며
설정된 경영목표의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업무와 함께 기관평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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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조정∙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
구행정의 핵심부서 가운데 하나이다. 아울러 기획조정팀은 국내에 산
재해 있는 대외경제 관련 전문가를 발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써 연구자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인「대외경제전문가 풀」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
으며, 수탁 및 위탁 연구의 관리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 최근의 연구과제 수행 현황(2005~2009년)

(단위: 건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본연구

52

48

55

48

52

수탁연구

61

108

99

95

72

위탁연구

74

87

105

78

84

나. 총무∙인사
총무인사팀은 연구원의 인적∙물적 자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주
요 업무로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충원이 핵심이고, 이를 위한
지원업무로 우수 인적자원의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 및 복무관리
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이에 따라 총무인사팀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
사 및 복무, 노사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항상 점검∙보완∙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문서의 수발, 원내 보안업무, 재산관리 및 물품구매
등 연구원 운영의 기초 총무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연구 잠재력을 계발∙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업무를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KIEP의 역량관리에 필요한
제반 연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세미나, 원내외
정책간담회를 포함한 각종 행사를 총괄∙지원함으로써 연구 관련 제
반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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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회계
예산회계팀은 연구원 운영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각종
회계 및 세무업무를 통해 연구원의 효율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와 관련된 정부, 국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의 요청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구원의 경영과 관련한 대외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
적인 재무∙회계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연금 및 4
대 보험의 효율적 관리, 국내외 출장관리 등 예산지원업무를 통해 연
구진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원의 지난
20년간 예산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다.
� 20년간 예산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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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 로고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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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2004

200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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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前) 임직원 명단
 역대 원장
역대

성명

재직기간

1

김적교

1989. 8. 3 ~ 1992. 3. 9

학력

취임전 경력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독일 보흠대 경제학 박사

아시아개발은행 자문위원
한양대학교 교수 및 동대학 경제연구소 소장

미국 커먼웰스대 정교수
2

유장희

1992. 3. 9 ~ 1997. 2. 13

미국 TEXAS A&M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초청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3

양수길

1997. 2. 14 ~ 1998. 4. 16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재무부 이재국 근무
4

이경태

1998. 6. 25 ~ 2001. 12. 24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 (국제대학원 원장)
5

안충영

2002. 1. 26 ~ 2005. 1. 25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경제사회연합연구회 이사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산업연구원 부원장
6

이경태

2005. 1. 31 ~ 2008. 5. 16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주OECD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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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부원장
역대

성명

재직기간

학력

취임전 경력
미국 클라크대 조교수

1

유장희

1989. 8. 5 ~ 1992. 3. 8

미국 TEXAS A&M대 경제학 박사

미국 커먼웰스대 정교수
서울대학교 초청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

서장원

1992. 3. 14 ~ 1994. 6. 30

미국 벤더빌트대 경제학 박사

UNDP 경제자문관
아시아태평양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3

박태호

1994. 8. 1 ~ 1997. 3. 17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경제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조교수
세계은행 자문역

4

5

홍유수

1997. 3. 10 ~ 1998. 6. 30

김박수

1998. 7. 1 ~ 2000. 6. 30
2008. 6. 9 ~ 2009. 6. 30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객원조교수

국제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프랑스 그레노블대 경제학 박사

주사우디대사관 경제조사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자문위원
6

채   욱

2002. 3. 18 ~ 2005. 5. 8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산업자원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통상산업부 장관자문관
7

최낙균

2005. 5. 9 ~ 2006. 6. 30

미국 텍사스오스틴대 경제학 박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
외교통상부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

8

이창재

2006. 7. 1 ~ 2008. 6. 8

프랑스 파리 I 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소련부 부장
동아시아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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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1992

허정회

기능원

1992-01-01

1992-02-15

권기백

연구원

1990-01-15

1992-02-15

이민우

연구원

1992-01-01

1992-02-15

임호상

연구원

1992-01-06

1992-02-22

박일붕

3급관리원

1992-01-01

1992-02-29

오용석

연구위원

1990-01-01

1992-02-29

강창숙

기능원

1989-10-20

1992-02-07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1989

남선학

3급관리원

1989-10-20

1989-11-20

1990

윤수연

에디터

1989-09-01

1990-07-10

나인강

연구원

1989-11-01

1990-07-13

여동욱

에디터

1990-01-01

1990-07-31

최윤재

책임연구원

1990-01-01

1990-08-21

최유숙

에디터

1990-08-01

1990-08-22

김적교

원장

1989-08-05

1992-03-09

신동관

기능원

1990-08-01

1990-09-30

주미선

사서조원

1992-01-01

1992-03-31

한일석

에디터

1990-08-01

1990-09-30

장규상

연구원

1992-01-01

1992-03-31

이형구

연구자문위원

1990-07-16

1990-09-30

정재황

연구원

1992-01-01

1992-03-31

이선애

기능원

1989-11-01

1990-10-31

신영재

연구원

1990-06-25

1992-04-14

서영태

2급관리원

1989-08-05

1990-12-05

이홍표

책임조사역

1992-01-01

1992-04-25

서상록

초청연구위원

1990-04-01

1991-02-26

정병익

연구원

1992-01-01

1992-04-30

이상학

책임연구원

1990-07-03

1991-02-28

황인춘

연구원

1992-01-01

1992-04-30

박광작

초청연구위원

1990-02-19

1991-02-28

김현경

기능원

1992-01-01

1992-05-20

장의태

초청연구위원

1990-03-01

1991-02-28

연규융

연구원

1992-01-01

1992-05-31

윤유정

연구조원

1990-08-13

1991-03-30

권계자

연구조원

1989-09-01

1992-06-20

이미연

3급관리원

1990-08-28

1991-05-20

이윤석

연구원

1992-01-01

1992-06-30

송양훈

연구원

1990-06-25

1991-06-18

손병해

초청연구위원

1991-07-09

1992-07-08

김해나

에디터

1990-10-01

1991-08-24

김성준

연구원

1991-07-01

1992-07-11

조규호

연구원

1990-02-26

1991-09-07

변영환

연구원

1991-01-21

1992-08-01

윌리암슨

에디터

1990-08-13

1991-10-19

이장영

연구위원대우

1990-03-19

1992-08-03

임호상

연구원

1991-09-01

1991.10.26

김진천

초청연구위원

1991-12-02

1992-08-13

임창렬

초청연구원

1991-07-09

1991-12-14

김창남

초청연구위원

1991-09-01

1992-08-31

박진우

연구원

1990-03-19

1991-12-31

김석운

연구원

1992-01-01

1992-09-08

장미경

연구조원

1990-08-13

1991-12-31

김혜란

연구원

1991-09-01

1992-09-30

주한광

초청연구원

1990-05-20

1991-12-31

정구선

연구원

1992-01-01

1992-09-30

박성민

연구원

1989-10-01

1991-12-31

전도신

연구원

1992-04-01

1992-10-02

이명규

2급관리원

1992-01-01

1992-01-10

박성민

에디터

1992-05-27

1992-08-31

허태균

2급관리원

1992-01-01

1992-01-31

권순만

연구원

1992-08-01

1992-10-07

인치승

조사역

1992-01-01

1992-01-31

정진우

연구원

1992-06-08

1992-10-08

한국은

조사역

1992-01-01

1992-01-31

조   이

에디터

1991-11-26

1992-11-25

유병호

책임조사역

1992-01-01

1992-01-31

오진용

선임전문위원

1992-01-01

1992-12-31

강창숙

기능원

1989-10-20

1992-02-07

손수경

에디터

1991-09-01

1992-12-31

남종호

연구원

1992-01-01

1992-02-07

서은욱

연구원

1992-03-01

1992-12-31

199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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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1992

이상엽

연구원

1992-04-01

1992-12-31

1994

김경희

연구조원

1992-01-01

1994-05-03

1993

문종철

연구원

1992-01-01

1993-02-10

남상혁

연구원

1992-04-20

1994-05-19

강영무

연구위원

1990-04-01

1993-02-28

서영덕

에디터

1992-12-01

1994-05-31

배진영

연구위원대우

1990-07-01

1993-02-28

심마지

에디터

1992-09-24

1994-06-23

이문식

책임조사역

1992-01-01

1993-02-28

김정수

선임연구위원

1990-04-01

1994-06-30

강인수

책임연구원

1991-09-09

1993-02-28

최수전

에디터

1992-07-01

1994-06-30

유재원

연구위원대우

1989-10-16

1993-02-28

장현진

연구원

1992-07-13

1994-07-09

정민민

연구원

1992-02-26

1993-03-03

임수영

연구원

1992-02-17

1994-07-31

임호상

연구원

1992-02-26

1993-03-06

최연준

연구원

1990-10-15

1994-08-04

김희정

연구원

1993-01-27

1993-03-31

박상현

연구원

1992-01-01

1994-08-13

이인영

연구원

1990-03-15

1993-03-31

최성기

연구원

1992-08-01

1994-08-13

전우석

연구원

1991-04-08

1993-03-31

김원식

연구원

1993-08-16

1994-08-16

이준규

연구원

1993-01-01

1993-05-03

이명숙

에디터

1994-07-01

1994-08-31

김종만

연구위원대우

1989-10-23

1993-06-14

박제훈

연구위원대우

1990-06-04

1994-08-31

구본우

연구원

1992-11-02

1993-06-30

장태구

초청연구원

1993-08-01

1994-08-31

한상춘

연구원

1989-10-18

1993-06-30

이효구

초청연구위원

1994-03-04

1994-08-31

최일용

3급관리원

1989-11-01

1993-07-03

김철삼

책임연구원

1993-08-01

1994-09-22

임순영

사서조원

1991-12-09

1993-07-24

지치상

연구원

1992-02-17

1994-10-11

윤건수

책임연구원

1990-11-05

1993-07-31

장광익

연구원

1993-03-17

1994-11-04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1989-10-01

1993-08-03

조충제

연구원

1993-04-16

1994-12-05

차상민

연구원

1992-01-01

1993-08-05

박성민

에디터

1994-10-17

1994-12-31

김정아

연구조원

1990-02-01

1993-09-09

최연주

연구원

1993-10-04

1994-12-31

김윤동

연구원

1993-07-12

1993-09-30

임웅순

연구원

1993-12-27

1995-01-03

최현덕

3급관리원

1989-11-16

1993-11-02

김영돈

연구원

1992-01-01

1995-01-05

이명숙

에디터

1990-01-08

1993-12-09

최현덕

3급관리원

1994-08-08

1995-01-07

이수현

연구원

1993-09-27

1993-12-31

양평섭

조사역

1992-01-01

1995-01-07

김태준

초청연구위원

1989-10-16

1993-12-31

오상면

초청연구원

1994-11-01

1995-01-31

최영수

연구원

1991-05-01

1994-01-03

최수전

에디터

1994-10-01

1995-02-02

윤영숙

연구조원

1990-12-01

1994-01-15

이순철

연구원

1994-09-22

1995-02-04

장석준

초청연구위원

1993-10-25

1994-01-23

우강업

연구원

1994-05-24

1995-02-14

하태현

전문위원대우

1992-01-01

1994-02-05

홍순규

연구원

1993-12-27

1995-02-28

장미선

연구조원

1990-08-13

1994-02-15

김익수

연구위원대우

1991-06-24

1995-02-28

조정구

책임연구원

1992-04-01

1994-02-28

백권호

전문위원대우

1992-01-01

1995-02-28

심기준

연구원

1992-09-29

1994-04-08

정중재

전문위원대우

1992-01-01

1995-02-28

김근영

3급관리원

1992-01-01

1994-05-02

유진수

연구위원대우

1990-10-01

1995-02-28

장성혁

기능원

1992-04-16

1994-05-02

한홍렬

연구위원대우

1991-06-24

1995-02-28

199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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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1995

안종석

조사역

1992-01-01

1995-03-02

1996

우수명

연구원

1995-02-06

1996-09-04

한형구

조사역

1992-01-01

1995-03-16

유수현

연구원

1995-05-08

1996-10-01

유영수

기능원

1992-01-01

1995-05-15

윤영순

주임연구조원대우 1992-01-01

1996-10-07

김경호

조사역

1992-04-01

1995-06-12

홍정균

연구원

1996-03-04

1996-10-14

올리버

에디터

1992-12-16

1995-06-17

오재원

에디터

1995-09-25

1996-10-31

구지연

에디터

1995-02-06

1995-06-30

이성량

연구위원대우

1995-09-11

1996-12-28

임천석

연구위원대우

1992-01-01

1995-06-30

이재성

연구위원

1994-07-19

1996-12-31

채수찬

초청연구위원

1995-02-03

1995-07-02

임병철

연구원

1991-08-29

1997-01-03

채규영

연구원

1993-11-17

1995-07-08

김건홍

연구위원

1995-03-01

1997-01-11

정미선

연구조원

1992-06-22

1995-07-08

김익겸

에디터

1992-01-01

1997-01-31

박영욱

에디터

1994-09-15

1995-07-14

최종구

초청연구원

1996-10-23

1997-01-31

송성숙

기능원

1989-10-20

1995-08-02

유장희

원장

1989-08-05

1997-02-14

이창건

에디터

1994-08-08

1995-08-07

안창선

연구원

1994-07-01

1997-02-19

민충기

연구위원

1989-10-16

1995-08-12

이유미

에디터

1991-05-14

1997-02-28

신시진

에디터

1995-07-14

1995-08-14

한택환

연구위원

1992-09-16

1997-02-28

김남두

연구위원

1989-12-15

1995-08-31

주상영

연구위원대우

1994-07-11

1997-02-28

성극제

연구위원

1991-08-19

1995-08-31

박성훈

연구위원대우

1993-04-12

1997-02-28

한영섭

초청연구원

1995-04-15

1995-08-31

이경희

주임연구조원대우 1990-08-13

1997-03-10

이성희

3급사서

1992-02-19

1995-09-02

박태호

선임연구위원

1989-10-07

1997-03-17

이주원

조사역

1992-01-01

1995-10-04

김태형

책임연구원

1995-08-01

1997-04-30

신정식

연구원

1992-12-24

1995-10-09

이은형

에디터

1995-07-21

1997-05-10

강승우

연구원

1995-05-11

1995-11-15

김단종

전문연구원

1990-10-15

1997-05-15

강흥구

소장

1990-01-16

1995-12-31

서재희

전문연구원

1991-10-02

1997-06-07

윤찬혁

조사역

1992-01-01

1996-01-04

이시욱

전문연구원

1992-02-01

1997-06-23

성신영

연구조원

1989-10-20

1996-04-03

황수건

연구원

1996-02-26

1997-07-05

한정혜

주임연구조원대우 1989-10-20

1996-05-04

이정녕

소장

1996-02-21

1997-07-07

현지연

에디터

1995-07-01

1996-06-27

이용훈

전문연구원대우

1992-01-01

1997-07-12

정채웅

초청연구원

1996-02-01

1996-06-30

이언우

2급관리원대우

1990-07-09

1997-08-02

박미라

연구조원

1992-01-01

1996-07-05

우영수

연구위원대우

1994-08-12

1997-08-02

차인경

연구원

1995-01-01

1996-07-10

이성호

주임기능원

1989-09-01

1997-08-04

강루가

에디터

1995-08-21

1996-07-15

김정훈

연구원

1997-03-01

1997-08-14

신진섭

연구원

1995-11-01

1996-07-15

박해식

책임연구원

1991-01-01

1997-09-08

유용호

연구원

1995-10-16

1996-08-07

이정연

연구위원대우

1994-03-04

1997-09-13

이은정

연구원

1995-08-07

1996-08-07

김유진

전문연구원

1993-08-01

1997-10-04

김시중

연구위원

1990-06-04

1996-08-30

김영미

연구원

1995-01-01

1997-11-05

안세민

연구원

1995-11-20

1996-08-31

표세진

연구자문위원

1996-04-08

1997-12-1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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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1997

강대형

초청연구위원

1997-04-08

1997-12-19

1998

이미경

연구조원

1992-01-01

1998-12-31

이장환

1급관리원

1990-01-01

1997-12-31

이미선

연구조원

1992-04-13

1998-12-31

김형수

전문연구원

1994-11-21

1998-01-12

차선학

기능원

1995-06-01

1998-12-31

정용주

전문연구원

1992-01-08

1998-02-02

노호진

전문연구원

1992-01-01

1998-12-31

김인배

부연구위원

1995-10-16

1998-02-23

이문봉

전문연구원

1991-08-29

1998-12-31

정재룡

초청연구위원

1998-02-20

1998-02-24

이성규

전문연구원

1993-12-27

1998-12-31

이호생

부연구위원

1993-01-19

1998-02-28

황혜경

전문연구원

1994-07-11

1998-12-31

정영록

연구위원

1990-11-13

1998-02-28

강준선

주임기능원

1989-08-07

1998-12-31

정동수

초청연구위원

1998-02-24

1998-03-14

김종례

주임연구조원

1992-01-01

1998-12-31

양정선

에디터

1996-09-09

1998-03-23

조화순

주임연구조원

1992-01-01

1998-12-31

성신영

연구조원

1997-04-14

1998-03-31

김상심

주임연구조원대우 1990-08-13

1998-12-31

이명재

연구원

1996-03-07

1998-04-04

이보근

연구위원

1992-01-01

1998-12-31

이인구

연구원

1996-01-15

1998-04-08

이오경

주임연구조원대우 1989-08-08

1998-12-31

양수길

원장

1997-02-14

1998-04-16

박형아

연구조원

1997-03-01

1999-01-30

우승균

에디터

1996-10-21

1998-04-20

신은자

전문연구원

1989-12-01

1999-02-28

초청연구위원

1999-01-01

1999-02-28

1998

1999

민동유

에디터

1996-07-10

1998-05-22

이보근

정지윤

연구조원

1992-08-20

1998-06-08

김관호

연구위원

1993-07-07

1999-02-28

연구위원

권기성

초청연구위원

1997-12-19

1998-06-24

권재중

1993-08-01

1999-05-06

박동식

초청연구위원

1998-06-24

1998-06-24

이재준

전문연구원

1996-09-01

1999-06-01

한상진

전문연구원

1992-11-02

1998-07-13

정지웅

전문연구원

1997-08-04

1999-07-03

채수찬

초청연구위원

1998-02-01

1998-07-31

백정호

전문연구원

1996-10-01

1999-07-24

원용걸

부연구위원

1995-08-01

1998-08-22

장항석

초청연구위원

1998-11-10

1999-07-26

정   훈

책임연구원

1997-06-18

1998-08-22

박성희

3급관리원

1998-10-01

1999-07-31

강흥구

연구자문위원

1996-01-01

1998-08-31

서장원

선임연구위원

1989-08-05

1999-07-31

함경철

에디터

1997-07-28

1998-09-04

제   프

에디터

1998-07-01

1999-08-10

윤한영

에디터

1998-04-15

1998-09-15

노상욱

책임연구원

1997-01-01

1999-08-18

정간채

전문연구원

1992-11-02

1998-10-08

김애리

연구원

1998-04-10

1999-09-10

권소영

3급관리원

1993-07-26

1998-12-31

제시카

에디터

1999-08-01

1999-09-15

이원권

3급관리원

1995-08-16

1998-12-31

최윤정

연구원

1997-01-01

1999-10-25

장광희

3급관리원

1994-05-01

1998-12-31

배선영

초청연구원

1999-02-12

1999-11-15

유재석

기능원

1992-08-18

1998-12-31

신철원

전문연구원

1994-07-11

1999-11-30

남수중

연구원

1995-11-01

1998-12-31

임석규

초청연구위원

1999-07-26

1999-12-29

정선우

연구원

1995-02-06

1998-12-31

이수림

연구조원

1990-08-13

2000-01-31

정은화

연구원

1995-01-01

1998-12-31

신동화

전문연구원

1996-10-01

2000-01-31

백해정

연구조원

1992-01-01

1998-12-31

최혜란

주임연구조원대우 1992-01-01

2000-01-31

안미숙

연구조원

1995-11-01

1998-12-31

최수웅

연구위원

1992-01-01

2000-03-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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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김대영

전문연구원

1995-11-01

2000-05-15

2002

정후영

연구원

1998-10-01

2002-06-10

이영우

전문연구원

1995-03-29

2000-06-02

윤광철

3급관리원

1998-10-01

2002-06-11

최용석

책임연구원

1998-10-01

2000-06-08

허용석

연구원

2001-06-20

2002-07-19

기타

문송원

2급관리원

1992-01-01

2000-06-14

서용석

2000-04-03

2002-08-02

서승원

전문연구원

1992-01-01

2000-06-30

정미향

주임사무원

1992-02-17

2002-08-17

연구원

2000-04-04

2002-08-25

최병희

전문연구원

1992-02-26

2000-06-30

원신희

임효성

전문연구원

1997-07-21

2000-07-24

이종화

부연구위원

1997-07-14

2002-08-31

연구원

2001-06-20

2002-09-27

장형수

연구위원

1997-07-28

2000-08-31

조유미

박광희

초청연구원

2000-09-04

2000-09-04

이성미

전문연구원

1996-03-11

2002-09-30

2000-09-12

강지영

연구원

2001-04-12

2002-10-12

김정진

연구원

2002-07-18

2002-10-22

정윤재

연구원

2002-10-26

2002-12-20

이강연

연구자문위원

1999-06-17

2002-12-31

장영민

전문연구원

1997-02-01

2003-01-02

박희양

연구원

2002-11-01

2003-01-15

김세직

초청연구위원

2000-01-18

2003-01-17

양준석

연구위원

1997-11-01

2003-02-28

최의현

전문연구원

1995-05-11

2003-03-24

Satoru

초청연구원

2000-10-07

2003-03-31

2001-04-02

남윤석

연구원

2003-03-01

2003-05-22

2001-04-06

김은경

연구원

2002-04-22

2003-06-30

연구원

2002-05-30

2003-06-30

불루스
조이제

2001

에디터
연구자문위원

2000-09-30

전문연구원

1994-09-26

2000-10-31

유완영

연구자문위원

2000-01-14

2001-01-13

황승경
추연욱

초청연구원
연구조원
연구원

2000-09-01
1996-08-23
2000-12-26

2001-02-28
2001-03-29

부연구위원

1995-03-10

2001-03-31

김규판

전문연구원

1992-03-13

2001-03-31

전창호
김종근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1996-11-08
1995-02-06
1995-11-01

2003

2001-03-03

전재욱

김병희

2001-03-31

왕중식

전문연구원

1998-09-17

2001-05-14

박시원

신승민

전문연구원

2000-05-15

2001-05-21

백웅재

연구원

2002-07-18

2003-07-22

2001-07-13

김나영

연구원

2003-03-01

2003-07-31

연구원

2001-04-16

2003-08-07

전준모

전문연구원

1995-05-11

김종범

부연구위원

1995-06-01

2001-07-23

하유정

최인범

연구위원

1990-03-13

2001-07-31

강삼모

부연구위원

2001-09-01

2003-11-11

2001-08-20

이우정

초청연구위원

1999-10-29

2003-12-31

정인교

연구위원

1996-01-15

2004-02-28

2001-10-31

박지연

연구원

2003-06-09

2004-03-26

전문연구원

2000-04-17

2004-03-31

정재식
박지연

부연구위원
연구원

Goldsmith 에디터

300

1992-07-18

한정철

이재승

2002

1999-09-13

1998-06-01
2000-04-24
2000-10-01

2001-08-31

2004

윤진나

연구원

2000-01-01

2001-12-16

오동윤

이경태

원장

1998-06-24

2001-12-24

왕윤종

선임연구위원

1993-04-12

2004-04-19

2002-01-19

박순자

주임연구조원

1992-01-01

2004-04-30

에디터

2003-06-01

2004-05-31

이기성

연구원

2000-12-01

황상인

부연구위원

1996-01-06

2002-02-28

박상수

전문연구원

1992-01-01

2002-02-28

Jeanette
Louise
Rimmer

김우진

전문연구원

1994-11-07

2002-04-06

노재봉

선임연구위원

1990-06-01

2004-07-19

황선하

연구원

1999-12-13

2002-04-26

조현준

부연구위원

1992-01-01

2004-08-31

에스더유

에디터

2001-11-01

2002-06-05

박효진

연구조원

2004-09-15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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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일

2004

박상민

연구원

2003-09-15

2004-10-29

2006

은종학

부연구위원

2005-11-01

2006-08-31

박영곤

전문연구원

1996-11-04

2004-10-31

송유철

연구위원

1996-10-02

2006-08-31

김완중

전문연구원

1995-02-06

2004-12-20

임홍수

연구원

2002-03-25

2006-10-16

현하정

연구원

2003-08-28

2004-12-31

이종숙

연구원

2006-06-14

2006-11-13

안충영

원장

2002-01-26

2005-01-25

유민우

연구원

2006-03-15

2006-11-14

유태환

부연구위원

2003-07-10

2005-02-28

윤엘리자

에디터

2005-11-07

2006-12-01

전종규

부연구위원

2003-06-18

2005-02-28

강인수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박순찬

부연구위원

2001-08-16

2005-02-28

김관호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이지연

연구원

2003-09-22

2005-04-12

김세원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이동훈

연구원

2005-03-16

2005-05-13

박성훈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홍수연

연구원

2004-12-01

2005-05-31

유진수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정소영

연구원

2005-05-18

2005-06-07

최병일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홍유수

선임연구위원

1990-04-01

2005-06-30

한홍렬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김은국

연구원

2003-03-01

2005-07-11

김현정

에디터

2003-01-02

2006-12-31

한윤선

연구원

2005-03-01

2005-07-31

박순찬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강정실

연구원

2003-03-01

2005-08-05

유재원

초청연구위원

2006-04-05

2006-12-31

권경덕

전문연구원

1996-09-09

2005-09-09

윤창인

선임연구위원

1993-03-25

2006-12-31

엄수야

에디터

2004-06-01

2005-10-19

김권식

전문연구원

2001-06-01

2007-01-31

김선영

연구원

2005-01-01

2005-12-31

이정수

연구조원

2007-01-01

2007-02-08

유종희

주임연구조원

1993-11-17

2006-02-01

김소영

연구원

2006-02-01

2007-02-23

서창배

전문연구원

1995-03-29

2006-02-20

이호진

부연구위원

2005-08-01

2007-02-28

김홍률

전문연구원

1995-11-01

2006-02-22

이필립

연구원

2006-03-24

2007-02-28

맹정주

초청연구위원

2005-06-21

2006-02-23

황주성

연구원

2005-05-01

2007-04-12

이지현

연구원

2003-08-18

2006-02-24

이재원

에디터

2006-12-21

2007-04-30

강문성

연구위원

2000-07-01

2006-02-28

김혜성

연구원

2006-08-01

2007-05-23

윤미경

연구위원

1997-08-25

2006-02-28

남상열

연구위원

1999-07-16

2007-05-31

이인엽

연구원

2004-12-01

2006-04-30

구은아

연구원

2006-10-09

2007-06-22

강수미

주임연구조원

1996-01-01

2006-04-30

최광해

파견관

2007-04-23

2007-07-10

최영란

연구원

2005-11-16

2006-05-04

정승호

연구원

2005-11-14

2007-07-13

김별화

연구원

2006-05-15

2006-05-31

남승희

전문연구원

2002-02-18

2007-07-13

우수아

연구원

2005-05-18

2006-07-03

편주현

연구원

2007-02-16

2007-07-25

박미희

연구원

2005-10-21

2006-08-08

이준희

연구원

2006-02-01

2007-07-31

전종현

연구원

2005-07-13

2006-08-16

이홍배

부연구위원

1997-02-01

2007-08-31

이창수

연구위원

2001-09-21

2006-08-21

이홍식

부연구위원

2003-07-01

2007-08-31

홍수연

연구원

2005-10-21

2006-08-25

김원호

선임연구위원

1994-06-07

2007-08-31

선임연구위원

1989-09-01

2006-08-27

이성봉

연구위원

1997-06-09

2007-08-31

2005

2006

손찬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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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광우

연구원

2006-05-17

2007-09-04

2009

이희연

연구원

2009-04-29

2009-10-19

이종국

에디터

2006-12-01

2007-10-26

이민하

연구원

2009-06-15

2009-10-28

강민우

연구원

2007-07-30

2007-12-31

이현도

3급관리원

2009-05-01

2009-10-31

김세원

초청연구위원

2007-04-24

2007-12-31

우승혜

연구원

2006-12-04

2009-12-03

이철휘

초청연구위원

2007-10-16

2007-12-31

김연수

연구조원

2007-01-01

2009-12-31

남영숙

연구위원

2003-09-01

2008-02-29

윤창인

초청연구위원

2007-01-01

2009-12-31

이미아

연구조원

2007-01-01

2008-05-02

이슬비

연구조원

2007-01-01

2009-12-31

이경태

원장

2005-01-31

2008-05-15

홍현주

연구조원

2007-01-01

2009-12-31

김박수

선임연구위원

1989-08-05

2008-06-30

이창영

초청연구위원

2007-08-01

2008-07-22

신종협

부연구위원

2006-07-01

2008-07-31

이유경

연구조원

2008-02-18

2008-09-30

박영철

초청연구위원

2007-04-26

2008-09-30

안형도

선임연구위원

1995-04-03

2008-10-25

주용식

초청연구위원

2007-10-17

2008-11-30

홍유수

초청연구위원

2005-07-01

2008-11-30

Corey G.
Crago

에디터

2007-12-03

2008-12-02

정효정

연구조원

2007-01-01

2008-12-02

구연수

연구원

2006-04-01

2008-12-31

양두용

연구위원

2000-02-14

2009-01-05

송백훈

부연구위원

2005-09-01

2009-02-28

송원호

부연구위원

2003-05-01

2009-02-28

임혜준

부연구위원

2004-06-01

2009-02-28

백유진

연구원

2008-08-01

2009-02-28

이순철

연구위원

2005-07-18

2009-02-28

정미진

연구원

2007-04-26

2009-04-23

이상현

연구원

2007-07-18

2009-04-30

오형범

연구원

2004-11-22

2009-05-20

남종현

초청연구위원

2009-03-01

2009-05-31

강찬주

연구조원

2007-01-01

2009-07-16

박혜원

에디터

2008-12-01

2009-07-17

이인구

부연구위원

2005-06-13

2009-08-31

배희연

전문연구원

2001-09-24

2009-09-08

엄부영

전문연구원

2001-11-19

2009-10-01

박수완

전문연구원

2004-07-23

2009-1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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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現) 임직원 명단
 원장
성명

재직기간

학력

취임전 경력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채   욱

2008.5.17 ~ 현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산업자원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부원장
성명

재직기간

학력

취임전 경력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전문위원

2009.7.1 ~ 현재

정여천

독일 뮌헨대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

 직원
직위

성명

선임연구위원

김상겸, 김준동, 윤덕룡, 이장규, 이창재, 정여천, 조명철, 조종화, 최낙균

연구위원

권 율, 김양희, 김흥종, 박복영, 박월라, 서진교, 오용협, 이재영, 정성춘, 정형곤, 정 철, 지만수

부연구위원

강유덕, 권기수, 김규판, 김영귀, 김태윤, 김한성, 박영준, 박영호, 서정민, 성한경, 손기태, 송영관, 양평섭, 이동은,
이승신, 이준규, 장용준, 정지원, 조미진, 조충제, 한바란, 허 인, 현혜정,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초청연구위원

김박수

초청연구원

윤성학, 조영관

전문연구원

강준구, 고희채, 김균태, 김민성, 김은지, 김정곤, 김종혁, 김진오, 김혁황, 나수엽, 나승권, 남호선, 노유연, 박지현,
박철형, 박현정, 박혜리, 방호경, 신현준, 여지나, 우미정, 이경희, 이종운, 이철원, 이형근, 정재완, 정지선, 주진홍,
최윤정, 최준영, 홍익표

연구원

금혜윤, 김민희, 김연실, 김지연, 남윤정, 박미숙, 박민숙, 박수경, 박혜연, 배승빈, 백유진, 송영철, 양주영, 오민아,
오승환, 오태현, 윤서영, 이경희2, 이승진, 이시영, 이재호, 이현진, 허윤선, 황지영

영문에디터

김성남

전문위원

김윤실, 배선희, 송대영, 안태경

전문직전문연구원 김정은, 김혜정, 민유경, 이혜정, 정다송, 정윤숙
전문직연구원

이민옥, 이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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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행정위원

김도경, 박영환, 양영목, 오창배, 이계은, 황문재

전문행정원

강성일, 우은영

행정원

남호식, 유혜신, 정성욱

주임연구조원

강경미, 김미선, 김수월, 김정아, 김정운, 엄희애, 이강희, 정순복, 최현주

연구조원

나은엽, 박민아, 박은경, 석희원, 엄혜란

주임사무원

김상규, 심재호, 이승권, 임영숙, 한재훈, 함승임

한국경제연구소(美 KEI)
소장

Jack Pritchard

부소장

Jim Lister

재정^발간

Florence Lowe-Lee

학술^연구

Nicole Finnmann

공보사업

Greg Scarlatoiu

의회

Troy W. Stangarone

총무

Sarah Howe

IT 전산

Art Taylor

북경사무소
소장

양평섭

전문연구원

박현정

연구원

왕려영, 김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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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변천
가. 일반조직 구성
1989. 8 ~ 1990. 12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직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경제실

정책연구실

협력정책실

북방경제실

연구조정실

사무국

정보자료실

1990 특별법인 출범(1989.12.27), KDI로부터 미국 현지법인 KEI 인수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경제실

정책연구실

협력정책실

북방경제실

연구조정실

사무국

정보자료실
미 KEI

1992.1 (사)국제민간경제협의회를 해산하고, 동 법인의 재산 및 인력을 인수·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경제실 정책연구실 협력정책실 북방경제실

연구조정실

미 KEI

사무국

부설 북방지역센터 소장

정보자료실

기획조정실

소련실

중국실

특수지역실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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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0 부
 설 북방지역센터 명칭을 부설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동 센터내의 조직을 개편. 동 센터내의
행정조직(관리과)을 본원 사무국으로 흡수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경제실 정책연구실 협력정책실 북방경제실

연구조정실

사무국

부설 지역정보센터 소장

정보자료실

지역1실

지역2실

지역3실

지역4실

미 KEI

1993. 6 북경사무소 설치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경제실 정책연구실 협력정책실 북방경제실

연구조정실

사무국

미 KEI

부설 지역정보센터 소장

정보자료실

지역1실

지역2실

지역3실

지역4실

북경사무소

1994. 4 정책연구실과 북방경제실 폐지, 통상정책실과 신분야연구실로 개편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경제실 통상정책실 협력정책실 신분야연구실

연구조정실

미 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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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부설 지역정보센터 소장

정보자료실

지역1실

북경사무소

지역2실

지역3실

지역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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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 APEC 연구센터 신설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경제실 통상정책실 협력정책실 신분야연구실

연구조정실

APEC연구센터

미 KEI

사무국

부설 지역정보센터 소장

정보자료실

지역1실

지역2실

지역3실

지역4실

북경사무소

1997. 1 통
 상정책실·신분야연구실을 무역투자실·지역통상실로 개편,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신설, 지역정보센터
연구부서 모두 개편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경제실 무역투자실 협력정책실 지역통상실
APEC연구센터

연구조정실 정보자료실

동북아연구개발센터

미 KEI

부설 지역정보센터 소장

사무국

중국실

아시아실

구주실

미주실

북경사무소

1997. 3 연구부서 및 지원부서 대대적으로 개편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국제거시경제실 국제경제제도실 대외경제관계실

기획조정실 자료정보실 전산정보실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동북아연구개발센터사무국

미 KEI

부설 지역정보센터 소장

행정실

중국실

남아시아실 러시아동구실 중남미실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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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 부설기관 폐지, 본원조직으로 통합, 연구부서 대대적으로 개편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거시경제실 국제제도실 구주경제실 아주경제실 미주경제실

기획조정실 자료정보실 전산정보실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동북아연구개발센터사무국 북경사무소

행정실
미 KEI

1998 기
 획조정실과 행정실을 경영기획실로 통합, 자료정보실과 전산정보실을 정보자료실로 통합, 연구부서 전면 개편
이사회
원  장

감  사

부원장

세계경제실 투자정책실 무역정책실 지역경제실

경영기획실 정보자료실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동북아연구개발센터사무국 북경사무소

미 KEI

1999 연구회 체제 출범, 투자정책실과 무역정책실을 무역투자정책실로 통합, 지역경제실을 해외지역경제실로 개칭
원  장

감  사

부원장

경영기획실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해외지역경제실 정보자료실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동북아연구개발센터사무국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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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해외지역경제실을 세계지역연구센터로 확대 개편
감  사

원  장
부원장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경영기획실

정보자료실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북아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유럽팀

미주팀

동북아연구개발센터사무국 북경사무소

동서남아팀
미 KEI

2001 부원장제 폐지, 경영본부장체제로 개편
감  사

원  장
경영본부장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경영기획실

정보자료실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북아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유럽팀

미주팀

동북아연구개발센터사무국 북경사무소

동서남아팀
미 KEI

2002 부원장제 부활, DDA 사무국 신설, 연구조정실로 개칭
감  사

원  장
부원장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조정실

정보자료실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북아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DDA종합연구개발센터사무국 동북아연구개발센터사무국

유럽팀

북경사무소

미주팀

동서남아팀
미 KEI

* Doha Development Agenda 종합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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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중국팀·일본팀·통일국제협력팀 신설,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사무국 개편
감  사

원  장
부원장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조정실 정보자료실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일본팀 통일국제협력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북경사무소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DDA종합연구개발센터사무국

미 KEI

2005. 5 통일국제협력팀을 동북아경제협력센터에 둠. 정보자료실을 지식정보실로 개칭
감  사

원  장
부원장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통일국제협력팀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북경사무소

연구조정실 지식정보실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DDA종합연구개발센터사무국

미 KEI

2006. 1 감사실 신설, 세계지역연구센터에 지역연구협력팀 신설
감  사

원  장

감사실

부원장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지역연구협력팀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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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조정실 지식정보실

통일국제협력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DDA종합연구개발센터사무국

미 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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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세계지역연구센터에 아중동팀 신설
감  사

원  장

감사실

부원장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협력팀
북경사무소

연구조정실 지식정보실

통일국제협력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DDA종합연구개발센터사무국

미 KEI

2008. 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개편, 동 센터에 ODA팀·동북아경제협력팀·통일국제협력
팀을 둠.
원  장
부원장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감  사
감사실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조정실 지식정보실

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협력팀 ODA팀 동북아경제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북경사무소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DDA종합연구개발센터사무국

미 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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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TF(Task Force) 조직 구성
일자

TF명

소속인

목적 및 참고사항

2002.04.01

대외협력위원회

노재봉, 홍유수, 김박수, 이창재, 손찬현,

연구원의 중장기발전전략 구축 및 실행을 위한

김준동, 왕윤종, 이계은

대외협력네트워크 구축 활용

채   욱, 김원호, 노재봉, 손찬현, 안형도,

업적평가제도 시행상의 개선방안 도출

성과금제도개선

정인교, 이종화, 홍익표, 정재완, 왕윤종,
정여천, 오창배
2002.11.15

2005.05.18

APEC-KCH

홍유수, 노재봉, 김상겸, 송유철, 이성봉

디지털통상

홍유수, 남상열, 이성봉, 윤미경

연구기획평가

박복영, 강문성, 권기수, 김정곤

연구기획, 평가 등 연구원 경영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여 연구원의 경영비전
실현기반 정립 및 기관평가 실적 제고

2005.07.13

2005.08.23

세계경제동향

계량분석

이준규, 양두용, 오용협, 김흥종, 지만수,

급변하는 세계경제동향의 정확한 분석과 시의성

정성춘, 박복영, 김권식, 김정곤

있는 정책대안 발굴기반 구축

이창수, 남상열, 이홍식, 송백훈, 이홍배,

KIEP 고유의 연구방법론 개발

이준규, 이호진, 송원호
2005.09.01

지역연구협력

정다송, 임홍수, 우미정, 김선영

세계 신흥경제지역에 대한 국내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기획 및 신흥경제지역 정보 제공
웹사이트 기획

2005.11.03

기관평가

이성봉, 강문성, 강준구, 김정곤, 박복영,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실적과 경영성과를

권기수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 수행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

2006.02.03~
2007.03.28

한·미 FTA 연구단

채   욱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외경제 정책분석 및

<정책분석분과>

협상전략, 홍보전략 수립

이홍식, 송백훈, 송영관, 이경희, 김혁황,
윤창인, 서진교
<홍보전략분과>
이창수, 강준구, 박지현, 김정곤, 박미희,
임혜준
<대외전략>
이준규, 이호진, 고희채, 우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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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TF명

소속인

목적 및 참고사항

2006.08.07

기관평가

이성봉, 김흥종, 박복영, 권기수, 김정곤,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실적과 경영성과를

신현준, 안태경, 황문재, 박영환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 수행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

2006.08.10

지역연구방향관련

이장규, 김흥종, 박복영, 정성춘, 권기수,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국내 외 연구수요 증대에

신현준

따른 지역연구방향성 점검 및 세계지역연구
발전방안 수립

2006.08.16

기관평가

정형곤, 이형근, 나승권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실적과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 수행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

2007.05.02~

고과평정^

정여천, 남상열, 김흥종, 방호경, 신현준,

연구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과평정제도 개선방안

2007.06.30

복지관련개선

오창배, 김정아, 김상겸

도출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복리후생 증진방안
도출

2007.05.21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정여천, 김흥종, 이성봉, 이홍배, 이형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2004.12.30, 총리훈령 제459호)에 의거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원의
관련역할 증대방안 강구

2008.02.29~

고과평정^제도개선

2008.03.28
2008

기관평가

이창재, 김상겸, 김준동, 송백훈, 김진오,

연구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과평정제도 등

강준구

기관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위원장 : 김박수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실적과 경영성과를

자체평가위원: 이창재, 정여천, 최낙균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 수행과정이

팀원 : 이재영, 이형근, 김한성, 권기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

송백훈, 김정곤, 이순철, 나승권,
정성춘
2008.10.31~

고과평정^제도개선

2008.12.18
2009.09.11~
2009.10.28

제도개선위원회

김박수, 이재영, 서진교, 정여천, 김양희,

연구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과평정제도 등

김균태, 강성일, 이혜정, 김미선

기관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정여천, 서진교, 정성춘, 김한성, 강준구,

연구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과평정제도 등

김혁황, 이계은, 안태경, 김정운

기관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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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자료 목록(1990~2009)
1990

90-04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미·일 경제마찰과 우리의

강흥구

정책연구
90-01

GATT 11조국 이항에 따른

김학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90-02

EC 경제통합과 대외무역정책의

민충기

변화
90-03

환율제도와 외환위험 관리

김종만

90-04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손찬현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90-05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

김태준

90-06

ASEAN 주요국의

유재원

무역·산업정책과  투자환경 변화
90-07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중장기

김학수

1991
정책연구
91-01

정책과제
91-02

90-09

미국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다자간 서비스협상과 우리나라

91-03

EC 무역구조의 변화

김정수

91-04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이장영

91-05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오용석

한국기업의 대응
김남두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91-07

소련·중국 및 동구의 변화와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0-02

1990년대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응전략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박태호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중국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분권화

소일섭

및 시장경제화의 전개
미국·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이장영

정책시사점

91-09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구조와

이상학

91-10
91-11

EC의 직접투자환경 변화와

민충기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김학수

정책과제와 방향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제도의

채   욱

개선과 활용방안
91-13
9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0-0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우리의

박태호 편

91-15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유진수

오용석 편

91-16

구동독의 가격체계와

배진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김태준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대응방안
남북한 관계 변화의 전망

조종화

대응방안

EC 통합과 정책대응

한국과 사회주의권의 관계발전 및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 분석

90-01

314

김시중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Seminar Proceedings

90-03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추이

90-01

90-05

박제훈

한국의 진출전망
91-08

정책자료

90-04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서상록

국제화전략

90-03

91-06

장의태

건설산업의 국제화
90-10

김종만

정책시사점

경제협력방안
90-08

주요 환율변동의 특성과

폴란드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홍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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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7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김남두

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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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07년 중국 정부공작보고의 주요 지만수ㆍ나수엽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김진오·유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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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07-06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동향과

정성춘ㆍ이형근

08-03

시사점
07-07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중동 산유국의 산업다각화 동향과
독일경제 호조요인과 지속가능성

이승신·여지나·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최낙균·정형곤·
김한성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08-05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서진교·

대응

Sherzod
Shadikhodjaev·

박복영ㆍ박철형

평가: UAE의 사례를 중심으로
07-09

이장규·이준규·
배승빈

김한성ㆍ배희연

개입의 배경과 시사점
07-08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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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김은지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이재영·이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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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영

김민성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연구자료
분석: 한·중 FTA 대비

356

김우영·이종한·

서진교·박순찬·

무역투자 연구시리즈

08-01

서진교·박순찬·

분석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대응방안

08-02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매커니즘

이홍식·최종일

국제금융 포커스

08-01

윤덕룡·김태준·
문우식·송치영·

이홍식·최종일

08-01

방호경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08-09

유재원·채희율

08-04

백유진  

특징과 시사점

윤덕룡·김태준·
문우식·송치영·

08-03

김한성·이재호·

접근성 비교

중장기 통상전략
08-01

정성춘·이형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세미나자료모음
08-01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08-01

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

이재호·정재완·

금융, 자동차, 전기전자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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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08-03
08-04

필리핀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배희연·정재완·

바이오연료, TV방송, 프랜차이즈

박병국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황지영·이철원·

석유, IT, 건축자재, 의약

최진형

UAE의 주요 산업 분석:

박철형·이영희

건설, 정보통신, 관광, 금융
08-05

헝가리의 주요 산업 분석:

이철원·김용성

자동차, IT, 금융,제약
08-06

칠레의 주요 산업 분석:

김진오·성기주

농업, 수산업, 광업, IT
08-07

단행본
08-01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김적교

08-02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정여천 편

전망과 한국의 선택  
08-03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28호, 29호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박영호·허윤선·

오늘의 세계경제

원유·가스, 통신, 건설, 전력

심자용

08-01

Development Cooperation for
Kye Woo Lee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08-02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Woosik Moon
and Yeongseop
Rhee

08-03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Woosik Moon

08-04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Plus Thre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BUI Truong Giang

Prospects for European Foreign
Policy

Fraser Cameron

08-02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김은경

시사점
08-03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박성훈·윤성원·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김장호

시사점: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연구시리즈
08-01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오태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혜정ㆍ강준구ㆍ
김준동ㆍ김혁황ㆍ
정형곤

08-02

한ㆍ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최낙균

08-03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현혜정

한국의 과제와 대응
08-04

인도의 최근 FTA 정책 변화와
시사점

08-05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과제 오용협ㆍ김연실

08-06

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권   율ㆍ정지선
동향과 향후 전망  

08-07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경제의

이인구ㆍ신종협ㆍ

향방

오승환

08-08

2008년도 북한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ㆍ홍익표

08-09

일본의 대ASEAN FTA 추진 동향과 김양희
한국에 대한 시사점:

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
08-01

이헌대·김흥종
옮김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8-01

20세기 유럽경제사

이순철ㆍ최윤정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08-10

아프리카 석유자원 개발 잠재력 및 박영호ㆍ허윤선
한국의 진출방안  

08-11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에

김한성ㆍ배희연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
08-12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정지원
한국의 대응방안  

08-13

중국 경제 리스크 진단과 전망  

이승신ㆍ박현정

08-14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이재영ㆍ신현준

참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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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미국의 경기변화가 한국 경기에

송원호ㆍ이인구ㆍ

미치는 영향  

오승환

08-33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   이인구 외

08-34

08-17

중국ㆍ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김한성ㆍ여지나
08-35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권   율·박수경

08-19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08-20

오승환
송백훈

08-22

국제사회의 MDG 이행성과와 향후 권   율·박수경
추진과제

08-23

일본의 고령자 취업 현황과 시사점   이형근

08-24

최근 재부각되고 있는

이인구·오용협·

정책과제

김연실

08-38

통화스왑라인 개설과 시사점

윤덕룡·송원호·

08-39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준규·고희채·

한국의 대응

오민아·김종혁

세계 각 지역, 국가별 경제성장

이준규·박영호·

전망

권기수·박복영·

오승환

08-40

정성춘·정재완·
최윤정·김균태·

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관계와 박복영

박철형·고희채·

시사점

이승신·허윤선·
정지원

08-27

비핵화 진전이 북한의 대외경제에

홍익표

황지영·김종혁
08-41

엔화 강세의 전망과 파급영향

윤덕룡·오승환

08-42

한ㆍ페루 FTA 협상개시 의의 및
대응방향

정   철·권기수·

도하 개발재원회의의 주요내용과

정지원·정지선

미치는 영향

WTO의 DDA 협상 결렬의 평가와

서진교

08-43

2008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국제금융시장과 경제성장

안형도·윤덕룡·

08-44

송원호·김종혁·

2009년 세계경제전망:

오용협·조종화·

국제금융시장

윤덕룡·송원호·
이인구·오승환·

오승환·김연실

2008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이준규·김종혁·

경제전망

고희채·김균태·

김연실
08-45

정성춘·이형근·

2009년 세계경제전망:

서진교·정   철·

국제통상환경  

현혜정·송백훈·
정여천·김혁황·

이승신
08-31

2008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서진교·정   철·
김준동·김혁황·

이경희
08-46

이경희·송백훈
08-32

2008 신흥경제 5대 포커스

2009년 세계경제전망:

미주팀·일본팀·

세계지역경제

유럽팀·
동서남아팀·

김한성·최윤정·

중국팀·아중동팀

황지영·권기수·
배희연·정성춘·
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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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

시사점

향후 전망

08-30

윤덕룡·오승환

서브프라임발 신용위기 평가

미국의 2008년 농업법과 DDA
협상에의 시사점

08-29

권   율·정지선

원화국제화 확대의 필요성과 주요

신종협·오승환

08-26

08-28

미국 금융시장 위기대책:

DDA 협상: 농업, NAMA 세부원칙 서진교·박지현·
의장 수정안의 평가와 시사점  

08-25

국제사회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과

배경, 효과, 전망
08-37

중국 쓰촨성 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박현정·방호경·
시사점

08-21

정형곤·방호경

시사점

정현곤·나승권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08-36

부채탕감 거품 효과

정성춘

시사점

08-16

08-18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과

08-47

후쿠오카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정형곤·오용협·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김연실·노유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08-21

지역경제 포커스
08-01

태국 신정부 출범과 경제적 시사점 이재호

08-02

2007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이형근

동향과 시사점
08-03

미국의 대(대)아프리카 정책 강화

박영호ㆍ허윤선

동향 및 향후 전망
08-04

소시에테 제네랄 금융사건과

오태현ㆍ오승환

프랑스의 보수적 M&A 정책
08-05

글로벌 달러 약세, 중동지역 물가

박철형

급등 부채질
08-06

중국 지방간부 평가의 환경조항

이장규ㆍ배승빈

추가와 시사점  
08-07

대만의 차기 총통 당선: 중국ㆍ대만 박현정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현황 및 특징  

방호경ㆍ노유연

08-09

최근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

권기수

08-22
08-23

유럽의회 50년의 평가와 전망  

이현진

08-11

동남아 쌀 가격 폭등의 원인 및

이재호

08-24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배희연

08-14

베트남 경제 위기설에 대한 분석과 정재완
시사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중간평가와 향후 전망  

박영호·허윤선

08-26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이준규·고희채

동향 및 시사점  
08-27

중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박현정

전망  
일본정부의 경기후퇴에 대응한

김은지

정책 방향 전망  
미국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대응과 김균태·오태현
전망   
미국발 금융위기의 동남아 증시에

이재호·백유진

대한 영향과 전망  
08-31
08-32
08-33

미국 금융위기 악화로 인한 중동

박철형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본경제에

김은지·정성춘

페루 경제의 성장세와 향후 전망  

박수완·이준규

08-16

미얀마 신헌법 채택과 향후 정국

정재완·권   율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양평섭·나수엽

미치는 영향과 전망  
08-34

08-15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권   율·박수경

개혁조치  
08-35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정형곤·노유연

전자무역 구축현황 및 협력방안

전망
08-36

중국 17기 3중전회 경제정책 관련
주요 내용  

2008년 아프리카 주요 선거일정과 허윤선

08-37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원인 및 전망 김균태·오태현

경제성장 전망

08-38

헝가리 금융위기와 파급 가능성  

이철원·오태현

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부결과 오태현·이현진
전망

08-39

중동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박철형

러시아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08-40

유럽 주택경기 하락의 파급효과 및 오태현
전망

08-20

김한성·이재호

미치는 영향분석  

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정성춘· 배승빈

08-19

FTA가 태국 자동차 수출 확대에

주식시장 급락과 평가  

08-13

08-18

권기수

08-25

성과와 향후 전망

08-17

아르헨티나 국가채무 디폴트

미친 영향

전망  
08-12

박현정

가능성 분석과 전망  

08-30

08-10

중국 에너지 가격 인상의 배경과
전망  

08-29

배경과 전망

이철원·오태현

유로존의 확대

08-28

08-08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도입과

진단과 향후 전망

황지영

여지나

금융위기의 영향과 평가
한·러 가스공급 양해각서 체결의

주진홍·정여천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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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1

인도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최윤정

08-42

중ㆍ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여지나

WTO,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서진교

08-43

09-02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산업 성장: 이순철·송영철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09-03

뉴질랜드 신정부 출범과 경제정책

백유진

08-45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현황과 향후

황지영

윤창인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원인과 영향
08-44

한·미 FTA 이행대상

09-04

장기 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김양희·김은지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 전망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2009
연구보고서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정성춘ㆍ이형근ㆍ

시사점

권기수ㆍ이철원ㆍ
오태현ㆍ김진오ㆍ
이순철

09-02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박영호ㆍ이철원ㆍ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권기수ㆍ정재완ㆍ
황시영

09-03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최낙균ㆍ이경희ㆍ

및 구조조정 방향

김정곤

Changes in North Korea and
Myung-Chul Cho
Policy Responses of th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Jiyeon Kim eds.
North Korea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김균태·이현진
수출의 관계 연구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1

Kye Woo Lee

09-02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Vadis?”

Norio Komuro

09-03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Yushi Yoshida

09-04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정형곤·방호경

분석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30호, 31호

09-01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성춘

09-02

G20 체제의 주요과제와 대응방향

오용협·김연실

09-03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정지원·박수경

현황 및 시사점

지역연구시리즈
09-01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오늘의 세계경제

세미나자료모음
09-01

09-01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사딕호드자에브

시사점

세르죠드·양주용

09-04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김한성

09-05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김지연

09-06

일본 EPA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와 시사점

김양희

09-07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윤덕룡·오승환

시사점  

연구자료
09-01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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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정지선

09-08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정   철·오용협·
김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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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제3기 김정일 체제의 특징과

조명철·김지연

09-26

2009년 예산평가
09-10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수지 변동

정   철·서진교·

원인과 시사점

김정곤

09-11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이승신·양평섭

09-12

최근 유엔(UN)의 대북제재 동향과
전망

09-13

주요국의 전략산업 FDI 규제동향과 현혜정
시사점  

09-14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09-16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및

09-18

09-30
09-31

최근 유가상승의 요인 및

09-32

홍익표·이종운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이동은·박영준

일본 민주당 신정권의 경제정책에

김규판·이형근

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조충제·이준규·
송영철

양평섭·나수엽

이형근

09-01

중ㆍ페루 FTA 타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허   인·김연실

09-02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양평섭· 나수엽

여지나

시사점
강유덕

09-03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운영 현황과 박혜리
시사점

정성춘

09-04

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의

주진홍·황지영

시사점

2009년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전망 오용협, 이인구·

09-05

중국 10대 산업 진흥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평섭·나수엽

09-06

동유럽 금융위기의 파급전망과

이철원·이현진

시사점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김준동·김혁황·
09-07

정   철·김정곤

2009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기업의 고용조정 가속화와

김은지

정책대응 변화

현혜정·서진교·
09-08

최근 미국 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   오승환·김종혁

09-09

글로벌 위기 하의 중동경제:

전망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 현황 및 시사점  

초저금리 하에서의 주요국

지역경제 포커스

김민성·이경희·

09-25

손기태·김민희

허   인

허   인

09-24

저출산의 국제비교-노동시장을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오승환·김연실·
09-23

배승빈

09-34

대한 평가와 시사점
09-22

시사점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윤덕룡·오승환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09-21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박월라·박현정·

09-33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09-20

이종운

대한 평가와 전망

경제대책과 시사점
09-19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통화정책 현황과 시사점

원 / 달러 환율의 적정수준 및 전망   이인구·오승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김민희

중심으로

이재영

한국의 대응방안
09-17

09-28
09-29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오용협·오승환
의의와 시사점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거래관행 분석  

조명철·김지연

과제  
09-15

09-27

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손기태·강유덕·

박복영·박철형

영향과 대응
김한성·김민성

09-10

말레이시아 경기부양조치의 내용과 배희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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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09-12
09-13
09-14

동유럽 금융위기 이후 EU의
대책과 전망

이철원·이현진

코카콜라의 중국기업 합병 금지

박현정

황지영
09-31

인도 신정부 신예산안과 주요정책   조충제·송영철

남아공 경제에 대한 글로벌 위기의 박영호·허윤선

09-32

글로벌 경제위기와 MDG 이행현황 정지선

영향과 전망

09-33

최근 중국의 반덤핑 현황 및 시사점 여지나·박민숙

09-34

FTA 대상국으로서 GCC 시장 평가   박철형

09-35

EU의 자동차 CO2 배출규제와

태국의 정정불안과 글로벌

이재호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최근 인도의 경기 동향과 글로벌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 당선과

09-36

09-19

박영호·허윤선

09-37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와 시사점   

강유덕

09-38

아일랜드 경제위기 과정에 대한

김균태

평가 및 시사점   

인도 통일진보연합(UPA) 재집권과 조충재·송영철
전망

09-39

최근 인도 FDI 유입 급등과 시사점

송영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09-40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방향과

이준규·이희연·

전망

고희채

주진홍

미국 대형은행 자산실사: 배경,

고희채·이희연

09-41

한ㆍ칠레 FTA 발효 5주년 평가:
농산물 교역을 중심으로

조미진·박지현

이승신·이장규·

09-42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국통화 무역결제시스템 추진

권기수

결과 및 전망
09-21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배승빈
09-22
09-23

박혜리·조미진

진출방안

1/4분기 경제 동향 및 전망
09-20

‘Buy China’의 주요내용과
우리기업의 중국 조달시장

송영철

경제정책
09-18

오태현

시사점  

여지나

경제위기 대응
09-17

Sherzod
Shadikhodjaev·

결정과 시사점

시사점
09-16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관세동맹 설립과 WTO 가입 전망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09-15

09-30

1/4분기 러시아 경제 동향과
2009년 전망

황지영

중국의 지역별 경제성장: 최근의

이장규·배승빈

추이 변화

현황과 전망
09-43

GDP 지출항목별로 본 주요국의

허   인·박영준

경제회복 과정과 시사점
09-44

중·ASEAN FTA 투자협정의
내용과 시사점

여지나·박민숙

09-45

중앙아시아 외국인 농업투자

조영관·이시영

09-24

남미은행의 출범 배경과 전망

권기수

09-25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강유덕

09-26

인도네시아 최근 5년의 경제성과와 손기태·김민희
시사점

09-46

09-27

한ㆍ폴란드 경제협력, 양국

이철원· 오태현

09-47

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비준과 오태현
의미

중ㆍ홍콩 C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서비스협상을 중심으로  

여지나

09-48

중동 국부펀드의 해외기업 인수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발전과

손기태·김민희

현황과 시사점   
전망

경제회복 촉진계기   
09-28
09-29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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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김균태·이현진

박철형·윤서영

동향과 특징  
09-49

글로벌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의 오태현
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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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상 수상자 명단
가. 업무유공 대외기관 포상
연도 성명

소속

연도 성명

내용

비고

1991 이계은 회계과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박영환 총무과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안태경 자료실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1992 김도경 총무과

새생활·새질서 대통령

소속

내용

비고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2001 서창배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기획예산처 장관

2000 안형도 APEC연구
컨소시엄
이장규 동북아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안형도 APEC연구
컨소시엄

업무유공

외교부 장관

김학수 북방경제실

북방경제정책 대통령
업무유공

2003 이창재 동북아경제
협력센터

업무유공

대통령

임병철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2004 김박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대통령

오창배 총무과

보안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2005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국무조정실 실장

이창재 북방경제실

북방경제정책 경제기획원 장관
업무유공

김정운 국제거시금융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1993 김남두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1995 단   체 지역정보센터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조현준 지역1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권재중 통상정책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노재봉 APEC연구센터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문송원 총무과

재정경제원 장관

1996 장광희 총무과

업무유공

2006 임영숙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강경미 지식정보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이홍배 일본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이준규 미주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오형범 유럽팀

업무유공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위원회

송영관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정형곤 통일국제협력팀 업무유공

통일부 장관

김권식 국제거시팀

업무유공

국무조정실 실장

업무유공

문화관광부

재정경제원 장관
(부총리)

임혜준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국무조정실

윤창인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환경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보안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채   욱 무역투자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한정철 구주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유종희 APEC연구센터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1997 이계은 기획예산과
김박수 세계경제실

국회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부총리)
업무유공

2007 김윤실 홍보팀

1998 왕윤종 세계경제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신은자 정보자료실
(전산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채   욱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모란장(훈장)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 업무유공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함승임 연구조정실
총무팀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2008 최현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미주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정형곤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유공
동북아경제협력팀

기획재정부 장관

1999 이창재 동북아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조명철 동북아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정인교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외교통상부 장관

2000 노재봉 경영기획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노재봉 경영기획실

업무유공

외교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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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명

소속

내용

비고

연도

성명

소속

기획재정부 장관

2006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남호선

무역투자정책실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김박수

유럽팀

이철원

유럽팀

김균태

유럽팀

2008 금혜윤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FTA팀

FTA대책본부파견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 장관

권   율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유공

기획재정부 장관

2007

ODA팀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일본팀

환경부 장관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

오태현

유럽팀

2009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일본팀

환경부장관

홍유수

유럽팀

이재호

동서남아팀

정재완

동서남아팀

이인구

국제거시금융실

2008

나. 원내평가 우수보고서 포상
연구보고서

오늘의 세계경제

연도

성명

소속

2004

윤창인 외 3명

무역투자정책실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

이홍식 외 3명

무역투자정책실

이호진, 송원호

국제거시금융실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이홍식

무역투자정책실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2006

2008

연구자료

연도

성명

소속

2005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지만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조명철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양평섭

중국팀

양두용

국제거시금융실

신종협

국제거시금융실

이인구

국제거시금융실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2006

2007

2008

연도

성명

소속

2005

김권식

국제거시금융실

엄부영

무역투자정책실

조종화

국제거시금융실

양두용

국제거시금융실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김권식

국제거시금융실

오태현

유럽팀

채   욱

무역투자정책실

김균태

유럽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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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실적
가. 운영위원회 구성

분과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위원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공정무역

1

4

2

2

-

부위원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여천)

    신분야

4

4

1

2

3

-

총괄간사 : 연구조정실 실장 (서진교; 이상 당연직)

    투자 및 서비스

3

6

4

3

3

1

운영위원 :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뉴라운드정책

-

4

1

-

-

-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 실장)

    FTA

4

5

3

4

2

1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TRIPS

-

-

1

1

-

1

    통상정책

-

-

-

2

-

1

사무국장 : 이계은 (「풀」 실무업무 총괄)

3. APEC연구회

14

15

12

10

10

7

    금융/거시

4

2

4

1

3

4

    무역투자 자유화

2

3

2

1

1

-

1) 2001~2006*

    무역투자 원활화

3

3

1

3

2

2

* 분과편성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함.

    Ecotech

1

4

2

2

1

1

    APEC 정책

4

3

3

3

3

-

54

56

57

54

44

46

나. 회의 개최실적

분과별
1. OECD연구회
    거시조정/
경제운영

4. 세계지역경제
연구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9

25

17

30

17

6

    중국
4

4

2

-

1

2

9

4

5

5

4

9

    일본

2

1

4

3

2

4

3

4

5

3

2

2

4

1

    금융ㆍ자본

1

1

1

6

5

2

    동남아

    재정ㆍ조세

4

2

3

2

2

-

    북미

2

2

2

2

    노동ㆍ사회

1

-

-

2

-

-

    중남미

5

7

6

7

4

4

    경쟁ㆍ기업정책

4

4

1

3

-

-

    유럽

7

8

8

9

10

10

    규제개혁/
공공부문

3

3

2

2

2

-

    러시아

3

3

1

3

4

4

    아프리카

4*

6

6

3

3

2

    과학기술

3

2

1

2

-

2

    중동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4*

6

6

2

3

2

3

2

1

3

1

-

    동북아

2

1

3

4

5

4

    북한

3

3

1

7

2

3

    남아시아    

3

2

1

2

1

2

    중ㆍ동구

2

2

4

3

2

-

    오세아니아

1

2

1

1

1

-

1

1

1

-

-

-

    환경

2

3

3

2

-

-

    에너지

1

-

-

2

-

-

    자금세탁/
부패방지

3

4

3

2

2

-

    국가경쟁력**

1

3

1

2

2

-

    디지털ㆍ신경제

    ODA**

-

-

-

2

2

-

    지역금융협력

13

28

13

18

10

6

    계

    농수산

4

6

3

2

1

1

    무역장벽

1

4

1

2

-

1

2. WTO연구회

2

2

3

-

-

-

110

124

99

112

81

65

* 2003년까지 [아프리카·중동] 분과로 운영됨.                  
** 2003년까지 [세계지역경제연구회] 소속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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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년도 연구회(분과)별 간사 및 주요 기능

2) 2007~2009
2007

2008

2009

연구회(분과) 간 사

1. 국제거시금융연구회

8

13

10

국제거시금융연구회

    국제거시

-

8

8

분과별

    금융협력·허브

-

2

0

    거시모형·환율

-

2

0

    국제금융시장

-

1

2

2. WTO연구회

2

7

3

    농업

-

2

1

    NAMA

-

1

1

    서비스

-

1

0

    규범

-

3

1

3. FTA연구회

1

1

1

4. FDI연구회

4

2

2

5. APEC연구회

2

1

2

6. 에너지환경연구회

2

3

-

7. ODA연구회

2

2

5

44

41

30

    중국

2

3

2

    일본

3

4

2

    동남아/대양주

1

2

3

    남아시아

7

5

5

    중동

5

0

4

4

3

8. 세계지역경제연구회

    아프리카
    북미

2

3

1

    중남미

5

6

2

    유럽

8

7

4

    러시아

4

3

1

    동북아

4

2

-

    북한

3

2

3

65

70

5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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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국제거시, 경기변동, 국제금융 등
국제거시금융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연구

인원

국제거시
분과

허  인

금융협력/
금융허브
분과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참여방안과 전략 모색. 한국이
윤덕룡
동북아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발굴

12

거시모형/
환율분과

국제거시, 국제금융 이슈를 거시,
환율모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이인구
(quantitatively) 분석하며, 다양한
경제예측 시나리오를 분석 및 연구

13

국제금융
시장분과

국제금융시장의 추세에 대해
오용협 시장참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도모

11

WTO/DDA 협상의 농업분과 주요
의제를 검토·평가, 농산물 무역관련
서진교
WTO의 분쟁해결사례 연구, 다자통상
체계 내에서의 농산물 무역연구  

10

21

WTO연구회

농업분과

관세감축공식계수, 부문별 자유화,
NAMA분과 최낙균 비관세장벽 등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과 관련된 분야를 집중 연구
서비스분과 송영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별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규범에 대한 연구

8

10

규범분과

WTO/DDA 협상의제 중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지재권,
조미진
13
무역원활화 등 무역규범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

FTA연구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성한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FTA 추진전략 연구

17

FDI연구회

국제직접투자(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현혜정
동향, 이론, 정책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모색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연구회(분과) 간 사

APEC
연구회

주요 기능

인원

우리 정부의 대APEC  정책개발,
무역투자자유화 추진 전략 마련,
김상겸
14
역내 중소기업 활성화방안연구, 역내
금융협력, 경제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석유대체
신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성춘 에너지전략 수립, 지구온난화 및
17
환경연구회
지구온난화 협상에의 대응전략 수립,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모색 등
개발원조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각계의
ODA연구회 권   율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기초로
한국의 개발원조정책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10

세계지역연구회

중국분과

일본분과

중국의 경제거시동향·주요경제정
책·금융산업·에너지산업 및
이장규 각종산업별 현안, 한중 기술협력·
이승신 경제통상 현안·FTA 관련 이슈,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동향, 중국의
권역별 경제현안·중국의 발전전략

19

일본의 거시경제동향, 한일 경제관계,
정성춘 일본의 대외경제정책동향,
대일진출전략의 모색

19

ASEAN 10개 회원국과 호주,
동남아/
뉴질랜드 등 대양주 국가들의 통상,
김태윤
대양주분과
투자, 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한국
및 대세계 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연구회(분과) 간 사

아프리카
분과

북미분과

미국의 주요정책, 미중 경제관계,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미국의 쌍둥이
이준규
11
적자, 세계경제질서 변화, 북미의
산업구조 변화

중남미분과

중남미경제정책, 정치변동, FTAA,
권기수
지역내 경제통합, 한국의 대중남미
김진오
무역투자

26

유럽분과

EU동향, 한-EU 관계, 유럽-동아시아
김흥종
관계, 경제통합 관련 연구, 기타
이철원
유럽연구 일반

21

러시아분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 국가들의
이재영
경제 분석, 통상협력, 산업협력, 과학
정여천
기술협력, 에너지협력 등 현안 논의

20

동북아분과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정형곤 통합, 금융협력, 무역투자협력, 개발
협력, 정체성구축 등의 이슈 논의

20

북한분과

북한의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
조명철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북한의
홍익표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동향,
남북경제협력, 대북 개발협력  등

26

계

인도, 파키스탄 등 7개 남아시아국과의
경제협력, 통상, 산업, 기술협력,
조충제
19
인력협력, 에너지,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협력 등

중동분과

중동지역의 정치 경제현황,
지역경제통합, 지역 분쟁동향 파악
박복영 및 관련 연구, 한국과 동 지역과의
협력확대 방안 모색거점국과의
FTA 추진타당성 연구

인원

아프라카 지역의 정치 경제현황,
지역경제통합, 지역 분쟁동향 파악
및 관련 연구, 한국과 동 지역과의
박영호
협력확대 방안 모색, 한·아프리카
포럼의 향후 발전방향, 거점국과의
FTA 추진타당성 연구

16

남아시아
분과

주요 기능

22

4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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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무역정책동향에 관한 OECD/DAEs워크숍 : OECD Informal Workshops with Dynamic
Asian Economies o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Issues and Policies)

03.20

인터콘티넨탈호텔

아태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06.21

무역회관

UR 협상관련 국제세미나 (The Uru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03.28

쉐라톤워커힐호텔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09.03

쉐라톤워커힐호텔

한ㆍEC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10.14

신라호텔

한ㆍ미 의원 합동회의

04.26

미국 워싱턴

무역정책동향에 관한 OECD/DAEs 워크숍(OECD Informal Workshop with Dynamic
Asian Economies on Trade Policy Developments)

06.17

쉐라톤워커힐호텔

한ㆍ러시아 경제학술회의

09.07

인터콘터넨탈호텔

한ㆍ중 수교와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개

09.24

신라호텔

북방진출 전략 세미나 :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09.25

한국종합전시장

통독 2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10.01

인터콘터넨탈호텔

국제학술회의 :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10.22

한ㆍ미 통상현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10.30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한국의 새로운 경제외교와 국제화 전략 :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4

02.19

신라호텔

향후 세계경제전망과 국제금융환경

02.26

대한상공회의소

한ㆍ미 의원 합동회의

06.09

미국 워싱턴

제2회 베트남진출 전략세미나 : 베트남의 경제개발계획과 외자유치정책

09.17

한국은행 본점 강당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동북아경제, 정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제세미나 (The East
Asian Economic Context of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10.12

EC 통합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과 전망

11.10

한ㆍ미 통상현안에 관한 회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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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시

장소

한일경제협력의 신구상 국제세미나

03.18

신라호텔

한ㆍ중 공동 학술회의 : 한ㆍ중 경제협력의 신구상

03.23

중국 북경

제1회 인도진출 전략세미나 : 인도의 경제개혁정책과 산업별 투자환경

03.31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환경 문제와 한국의 선택 국제세미나

04.22

인터콘티넨탈호텔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06.21

미국 워싱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 :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국제세미나 (Newly Emerging
World Economic Order: European Experiences And Korean Perspectives)

09.26

제4차 KIEP/FES 국제세미나 : 체제전환과 관련된 제반 경제문제와 북한의 향후
대외경제정책 (Economic Issues of System Transformation in a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 Poland,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10.06

인터콘티넨탈호텔

21세기의 APEC 국제세미나

10.24

쉐라톤워커힐호텔

중국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 한ㆍ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 무역과 산업협력을
중심으로(호국재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사 부국장)ㆍ최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변화와 한국기업에의 시사점(엄방송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사 한국과장)

12.02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 베트남 진출전략 세미나

12.13

한국종합전시장

중국의 개혁ㆍ개방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미래 국제세미나

12.20

한국종합전시장

APEC 세미나 : 제1주제 아시아에서의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증가

01.06

KIEP

APEC 세미나 : 제2주제 APEC 에서의 한국과 아시아의 역할

01.06

KIEP

KIEP-IGE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제1주제 :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 Trade, Investment, and the Emergence
04.11
of New Policies
제2주제 : Korea-U.S. Economic Relations in the New Economic Order

KIEP

UR 국제세미나(APEC 18개 회원국 참가)

04.11 ~ 04.21

쉐라톤워커힐호텔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WTO 체제의 출범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04.17

쉐라톤워커힐호텔

환황해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04.21

쉐라톤워커힐호텔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05.08

미국 워싱턴

한국의 OECD 가입 국제세미나 : 한국의 OECD 가입

07.05

KIEP

중남미 진출전략 세미나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기업환경

09.19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제4회 베트남 투자세미나 :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외자유치정책

09.26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1994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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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시

장소

21세기를 향한 한ㆍ중 공동번영의 모색

10.16

북경 경광호텔

APEC내의 실질적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 “Substantial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PEC”

11.02

한국프레스센터

제5차 KIEP/FES 국제세미나 : APEC의 무역ㆍ투자자유화 현황과 다자간교역규범
(갈등과 조화)

12.13

쉐라톤워커힐호텔

The Asia-Pacific Roundtable Meeting

01.26

Marina Mandarin Hotel in
Singapore

ASEM 정상회담 관련 국제세미나 : 아시아ㆍ유럽의 동반시대 : ASEM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02.09

전경련회관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세미나

05.08

중국 심양시 요녕대학

남ㆍ북 통일 관련 국제세미나

06.28

인터콘티넨탈호텔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07.29

미국 워싱턴

APEC Study Center Network Meeting

08.12

신라호텔

중남미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 한ㆍ중남미 새 협력시대의 개막과 SOC 분야 진출방안

08.26

극동빌딩

세계경제 통합과 경쟁정책 국제세미나

09.09

인터콘티넨탈호텔

신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장래 국제세미나 - 신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장래:
신통상의제의 국제규범화 전망

10.14

인터콘티넨탈호텔

인도차이나 및 미얀마 투자진출세미나 : Asian Emerging Markets 투자전략

10.16

대한상공회의소

제4차 APEC 국제세미나

10.29

신라호텔

제6차 KIEP/FES 국제세미나

12.04

쉐라톤워커힐호텔

APEC에서의 금융서비스자유화 세미나

12.18

대한상공회의소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심포지움 : Symposium on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04.06

인터콘티넨탈호텔

메콩강경제권 개발관련 국제세미나 : 메콩강경제권 개발의 전망과 진출여건

06.03

대한상공회의소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06.08

미국 워싱턴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ㆍ러관계 심포지움

07.07

롯데호텔

한ㆍ중수교 5주년기념 북경 국제세미나

08.22

중국대반점

APEC Economic Outlook Symposium

10.06

신라호텔

유럽.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국제세미나

10.30

신라호텔

1996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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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브라질 국제세미나 : 브라질의 경제전망과 한ㆍ브라질 경제협력

11.11

인터콘티넨탈호텔

제4차 APEC Roundtable 개최 : Regional Cooperation and Asian Recovery

05.26

미 Brandeis대학교

중미시장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07.07

인터콘티넨탈호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 평가 및 전망

10.23

인터콘티넨탈호텔

21세기를 향한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관한 국제세미나 : Prosp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on into the 21st
Century

10.28

신라호텔

한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외국인투자 증진방안 국제세미나

11.25

서울교육문화회관

아시아 경제발전 모형과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02.19

KIEP

지식기반산업 관련 국제세미나 : Promo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in APEC
Region

06.17

르네상스 호텔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모색 국제세미나 : The Road to Greate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10.01

신라호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 21세기 아시아-유럽의 파트너쉽 국제세미나 : “For A Better
Tomorrow” :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0.12

롯데호텔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

10.14

신라호텔

동아시아 비전그룹 1차회의(국제회의)

10.21

신라호텔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 제4차회의

10.27

경주-포항-울산지역

“다국적기업과 한국경제의 세계화”

11.30

신라호텔

제23회 ACAES국제학술회의 : The Post-Financial Crisis : Challenges for Progressive
Industrialization of Asian Economies

12.15

서울대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y

12.17

일본 동경(ADBI 세미나실)

21세기 세계경제질서 전망과 시사점

01.27

신라호텔

정기학술 국제세미나 : 21세기 동북아 경제질서의 전망

02.18

KIEP

APEC의 새로운 번영과 화합을 위한 포럼

03.31~ 04.01

힐튼호텔 서울

“The Korea-China Economic & Business Forum 2000”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 중국의
WTO 가입과 역내의 경제적 파급효과

06.28 ~ 06.29

인터콘티넨탈호텔

제3차 서울 ASEM 회의와 아시아-유럽간 파트너쉽 강화

07.10 ~ 07.11

신라호텔

한ㆍ중 공동국제세미나 개최 : 중국의 서부 대개발전략과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07.27

대한상공회의소

1998년

1999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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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IGE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 신흥시장의 관점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11.08 ~ 11.10

신라호텔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12.01 ~ 12.02

신라호텔

한ㆍ중ㆍ일 금융협력(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02.22 ~ 02.24

중국 심천

Korea Policy Challenges for the New Administration

03.13

미국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

IMF / KIEP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개최: The Korean Crisis and Recovery

05.17 ~ 05.19

신라호텔

WTO 체제하에서의 중국경제와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 Repercuss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08.25 ~ 08.26

힐튼호텔(베이징, 중국)

한ㆍ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한ㆍ중남미 비즈니스 포럼(Korea-Latin
America Business Forum) : 한ㆍ중남미 협력의 새로운 지평 모색

09.04 ~ 09.05

인터콘티넨탈호텔

KIEP/ADB/ADBI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개최 : 제11차 ADB 국제금융세미나 :
현대국제금융에서의 도전과 기회

09.17 ~ 09.21

타워호텔

KIEP/NIRA/DRC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개최 : Strengthening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 Assessment and Prospects

09.24 ~ 09.25

신라호텔

KIEP/CID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개최 : The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10.25 ~ 10.26

신라호텔

Strengthening Financial Cooperation and Surveillance

01.14

신라호텔

자동차 수입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01.21

신라호텔

IMF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03.07

리츠칼튼

The 4th Tr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Seminar :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03.14 ~ 03.16

경주힐튼호텔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05.13 ~ 05.15

Keio University(일본)

The Korea-China Economic & Business Forum 2002

07.03

신라호텔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 방안

07.11

북경 쿤룬호텔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07.19

신라호텔

국제금융 Workshop

08.02

신라호텔

Linkages in East Asia : Implications for Currency Regimes and Policy Dialogue

09.23 ~ 09.24

신라호텔

2001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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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 KEI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KIEP-KEI Policy Forum: China’s Growing
Competitiveness

01.06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KIEP / KEI / IIE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KIEP-KEI Policy Forum :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01.07

The St. Regis Hotel

KIEP / 태국 Thammasat 대학 공동주최 국제 세미나 : Strengthening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ailand

01.29

Bangkok Dusit Thani Hotel

A New Financial Market Structure for East Asia : How to Promote Regional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02.07~ 02.08

Hilton Waikoloa, Big Island,
Hawaii

International Workshop on Intra-Industry Trade

03.07~ 03.08

제주신라호텔

KIEP / PRI(일본) / CASS(중국) 공동주최국제세미나 : 5Th Financial Cooperation
Seminar

03.13 ~ 03.15

Kyoto, Japan

FONDAD / KIEP / SIS(SNU)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China’s Role in Fostering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in the Asian Region and the World Economy

03.27 ~ 03.28

서울대

2003년 제5차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05.11 ~ 05.12

Keio University, Tokyo

KIEP / 한국EU학회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05.30 ~ 05.31

서울대

KIEP / 재정경제부 / 전경련 공동 주최 국제세미나 : 투명하고 세계화된 경제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06.29 ~ 06.30

신라호텔

KIEP / 외교부 / 무역협회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한-인도 경제포럼

07.29 ~ 07.30

인터콘티넨탈호텔

재경부 용역 국제세미나 : 21세기 한중 경제협력 연구회 공동연구

09.02 ~ 09.03

KIEP

KIEP / PRI(일본재무총합정책연구소)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09.19 ~ 09.20

KIEP

KIEP / 동경대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Economic Analysis on the Japan- Korea FTA

09.21 ~ 09.24

일본 삿보로

2003년

KIEP / 외교부 / 산자부 / 한-중남미협회 / 한국무역협회 외4기관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09.22 ~ 09.23
2003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미주지역의 경제통합 추이와 한-중남미 협력비젼

코엑스

KIEP / 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심포지엄 : 구조개혁과 경제발전 :
한·중·일의 경험 2003 Seoul Conference on Structure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09.26

KIEP

제6차 AEP Meeting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10.09 ~ 10.10

KIEP

World Knowledge Forum 2003

10.14 ~ 10.17

그랜드힐튼호텔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발전방안 모색

10.27 ~ 10.28

중국 심양

한국과 동북3성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세미나

10.27 ~ 10.30

중국 장춘 / 하얼빈

재경부 용역 국제세미나 : The 11th MFG Meeting

11.24

신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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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 EIAS(Brussels)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한ㆍEU 수교40주년 기념 세미나
Building a New Era of Partnership: EU-Korea Relations 1963-2003

11.26

Cercle Royal Gaulois, Brussels

재경부 용역 국제세미나 : The 4th Informal 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11.28

신라호텔

KIEP / Australia-Foundation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한·호주 경제협력 포럼

11.30 ~ 11.01

호주(캔버라)

재경부 용역 국제세미나 : 21세기 한중 중장기 경제협력 공동연구

12.02 ~ 12.03

중국 북경 Guo-hongghxpf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the Lessons from Europe

12.03

KIEP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허브화 전략 (Regional Economic Hub Movement in East
Asia)

12.05

신라호텔

Asian Crisis V,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Post-Crisis Asia

12.09 ~ 12.10

강원대학교

KIEP / KEI / 조선일보사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 :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 Crafting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02.12 ~ 02.13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한중일 FTA 세미나 개최

02.13 ~ 02.14

대명콘도

NAEAK / KIEP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FTA의 확산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 진로

02.19

KIEP

Rising China and the East Asian Economy

03.19 ~ 03.20

롯데호텔

EU확대와 대응전략

04.29

코엑스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Asia Compared

05.03

서울대

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동북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

05.19

신라호텔

세계화 시대의 한ㆍ중동관계 발전방향

05.25

롯데호텔

동북아 국가들의 지역경제협력과 안보전략 : 한반도를 중심으로

06.11 ~ 06.12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
(立命 大學) 대학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es
(동북아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07.05

힐튼호텔

Understanding Conflict and Cooperation in Korea-U.S.Relations

08.24

신라호텔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

08.26 ~ 08.27

KIEP

한ㆍ인도 경제협력세미나

10.04

인터컨티넨탈호텔

한ㆍ중ㆍ일 FTA : 산업별 연구

10.11

조선호텔

세계지식포럼

10.11 ~ 10.13

워커힐호텔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

10.12 ~ 10.13

롯데호텔

The 2nd Informal Meeting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10.28

KIEP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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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ㆍ중남미 협력 포럼

11.02 ~ 11.03

코엑스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전망

11.05

신라호텔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National Economic Policies : Lessons from the
Italian and the Korean Experiences

11.15

서울대

The 8th Scholarship Conference on East Asian Economy “Toward an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11.27

KAL호텔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The Road to Prosperity,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12.15

조선호텔

The 2nd KIEP-PRI Seminar : Financial Interdependence and Exchange Rate Regime
12.20 ~ 12.03
in East Asia

일본 동경

2005년
Emerging Leaders Program Report

01.31

워싱턴 D.C

Korea APEC Year Forum and Executive Roundtable

02.17 ~ 02.18

워싱턴 D.C

2005년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제1차 워크숍

02.17 ~ 02.20

중국 계림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KIEP 정기 국제공동학술대회

02.25

연세대학교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CONFERENCE 2005, PECC TRADE FORUM
2005

05.22 ~ 05.25

제주신라호텔

BOGOR GOAL MID-TERM STOCKTAKE SYMPOSIU

05.28

제주신라호텔

2005년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제2차 워크숍

06.01

일본 삿포로

2005년 APEC Economic Outlook Symposium : The Economic Impacts of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06.22 ~ 06.23

하와이 East-West Center

2005 U.S.- Korea Opinion Leaders Seminar Schedule

07.07 ~ 07.09

워싱턴 D.C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07.27

고려대

Lessons from History and Challenges for the Prosperous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Brazil (Argentina)

브라질 상파울로대학교(USP),
08.16(브라질)
아르헨티나
08.18(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UBA)

제7차 한ㆍ중ㆍ일 금융협력 세미나

08.20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송도국제도시 개발현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08.23

신라호텔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Reality and Vision

09.01 ~ 09.02

조선호텔

제9차 한ㆍ중남미협력 포럼

09.01 ~ 09.02

코엑스

APEC-OECD Structural Reform 심포지움

09.09

경주

한ㆍ중ㆍ일 서비스업 발전방안 및 협력과제

09.23

신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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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공동연구 국제심포지움 및 기관장회의

09.25 ~ 09.27

중국 북경

제6회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 - 창조와 협력 :
새로운 시대를 위한 토대

10.10 ~ 10.12

워커힐호텔

KIEP-한독경상학회 2005년 국제학술대회

10.14

성균관대학교

New Paradigms for Transpacific Collaboration

10.16 ~ 10.18

University of Washington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과제

10.24 ~ 10.25

러시아 모스크바

한ㆍ중 FTA 민간 공동연구 제2차 워크숍

11.05

신라호텔

APEC-OECD Investment Seminar

11.14 ~ 11.15

부산시청

ASEAN+3 ABMI FG and CMI WG Meetings

11.07 ~ 11.08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금융허브 세미나(Road to Prosperity and Cooperation: Financial Hub in Northeast
Asia)

12.08

신라호텔

제3차 한ㆍ중동 포럼

12.11

요르단 암만

한-미 FTA 추진 및 한-미 경제 안보 관계증진

12.12

인터콘티넨탈 호텔

중국 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11차 5개년규획(規劃)의 기회와 위협

12.23

대한상공회의소

3rd KIEP-PRI Seminar : Emerging Financial Risks in Asia

01.12

제주신라호텔

APEC 재무장관회의 고령화 연구

02.24

KIEP

한ㆍ미 FTA의 의의와 영향

03.03

전국경제인연합회

The Asian Economic Panel

03.20 ~ 03.21

인터콘티넨탈 호텔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운영 (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지식공유 사업)

03.31

EU 대표부

한-GCC 경제협력 확대

05.01

Gulf Research Center(Dubai)

China and Emerging Asia : Reorganising the Global Economy

05.11 ~ 05.12

신라호텔

동북아 3국의 경제전망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세미나

06.16

은행회관

일본경제의 재부상과 한국의 대응

06.23

코엑스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06.27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06.28

베트남 하노이

APEC Symposium on Socio-Economic Disparity : Trends and Cooperative Policy
Measures

06.28 ~ 06.29

서울 신라호텔

Knowledge Sharing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06.29

서울 조선호텔

Harmonizing Social Policies With Economic Policies :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 of European Countries

06.30

서울 신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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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시

장소

중국의 신농촌 건설과 한·중 농업협력

07.06

경주

From FEZs to a Northeast Asian Business Hub :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07.06

신라호텔

OECD 가입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한국과 OECD”

09.22

롯데호텔

제10차 한·중·남미 협력포럼

09.25

코엑스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09.29

Keio University, Tokyo

한ㆍ아프리카 포럼

11.08

롯데호텔,

The Second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 of Busan in Commemorizing
the 13th APEC Meeting

11.13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연구와 시사점

11.16 ~ 11.17

KOTRA

주요국의 미국과의 FTA 체결 경험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1.02

롯데호텔

“한·러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수행

11.22

웨스틴 조선호텔

주요국의 협상 및 이행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11.29 ~ 11.30

무역협회

한ㆍ중동 협력포럼

11.30

롯데호텔

북핵실험 이후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현황과 전망

12.07 ~ 12.08

러시아 모스크바

International Conference : Prospects for Regional FTA(s) in Northeast Asia

12.14

메리어트호텔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12.15

전국경제인연합회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National Economic Policies : Korean Italian
Workshop

02.02

KIEP

동북아 경제통합 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02.13

서울대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Treaties of
Rome

03.27

신라호텔

제2회 한국경제세미나 “한국의 금융개방 경험과 개방”

04.27

북경 천륜왕조호텔

아시아위기 10년 : 국제통화체제와 아시아의 역할

05.02 ~ 05.03

신라호텔

International Seminar on Implications of EU accession for Bulgarian Economy and
perspectives for Korea-Bulgaria Economic Cooperation

05.03

불가리아 소피아 경제대학교

2007 IDB 중남미 경제보고서 심포지움

05.16

대한상공회의소

The 3rd EU-NESCA Workshop

05.18

고려대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Korea’s Reform
Experience

05.25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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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시

장소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베이징포럼

05.30

베이징 국제구락부 (중국 북경)

EAFTA Study Phase Ⅱ

05.31

팔래스호텔

스페인을 활용한 중남미시장 진출 세미나

06.11

코엑스

한·일기업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06.15

KIEP

제2차 한·러 공동세미나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 경제”

06.19

서울 교육문화회관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udies Council of Asia and
Oceania(CELAO)

06.21 ~ 06.22

코엑스

제5차 KIEP-AMR 공동세미나 : Global Imbalance와 양국의 경제정책

07.27

중국 사천성 구체구

한·중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세미나

08.11

중국 북경원진호텔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EU’s Cultural Policy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08.24

제주 신라호텔

한·중·일 공동연구 국제 심포지엄 및 3차 워크숍

09.17

메리어트호텔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09.20

신라호텔

Korea and Africa in Comparative Economic Perspective.

10.08

케냐 나이로비

한·러 대북정책 협의회

10.15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

The 3rd Conference of East Asian Institutes Forum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Recent Development and Key Agenda”

10.29

코엑스

The Prospec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Knowledge Sharing in the Servic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DPRK

11.01

조선호텔

EAFTA Study Phase Ⅱ

11.16 ~ 11.17

중국 북경

한·미 FTA, 남북경협, 한-중 경제관계 및 전망

11.22

KIEP

FTA 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1.28

코엑스

KIEP-KEI Workshop on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11.30

KEI

인민폐 평가절상의 중국 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06.12

북경 풔리호텔

ASEM Conference : Asia, Europe and the Futur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06.15

제주 신라호텔

제3차 한·러(KEIP-ERI) 공동 세미나 “New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for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and Russian Far East”

08.11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21세기 한중 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09.23

제주 신라호텔

Asian Economic Paper(AEP) panel meeting

10.02 ~ 10.03

제주 신라호텔

The 4th Conference of East Asian Institutes Forum

10.23

메리어트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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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시

장소

Soft Power and Asia-Europe Partnership

10.30 ~ 10.31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Initiative on Ageing Issues in APEC “Ageing and Public Finance and Others”

11.28

KIEP

Making a New Industrial and SME Polic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03.10

신라호텔

아시아 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 AEP)

03.22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karta, Indonesia)

한·칠레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

03.27

코엑스

한·중앙아 경제협력 연구

04.22

KIEP 7

Initiative on Ageing Issues in APEC “Ageing and Public Finance and Others”

04.30

라마다 서울호텔

미입법보좌관 초청세미나

05.26

KIEP

The Fifth Joint Expert Group Meeting on EAFTA Study Phase II

06.06

조선호텔

우즈베키스탄 주요 섹터별 현황과 발전방향

06.23

우즈베키스탄 Internatinal
Business Center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현황 및 발전 목표, 투자 유치

06.26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개발부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북한의 장래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

06.30

신라호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및 전망

07.12 ~ 07.15

중국 강서성 징강산

제4차 한·러(KIEP-ERI)공동 세미나 “Korea and Russian Far East: Changing
Circumstances and Chances for Economic Cooperation”

09.14

리츠칼튼호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 Issues,
Strategies, and Prospects

09.25

롯데호텔

Workshop on CAREC Corridor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onitoring and
Establishment of CAREC Federation of Carriers and Forwarders Associations

10.11

신라호텔

제13차 한ㆍ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10.29

인터컨티넨털호텔

AEC(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2009 : EU세션 및 국제금융세션에 관한 국제세미나

11.12

인천 송도 컨벤시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Architecture

11.13

고려대

KIEP 20주년 창립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World Economy with the G-20”

11.20

조선호텔

Global Financial Crisis, New Order and the Future of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에 관한 국제세미나

11.26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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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도별 주요일지
1989
0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김적교 원장
취임

11.07

Robert A. Cornell OECD 사무차장 초청세미나

12.13

제1차 EC 정책세미나 : EC 통합과 정책대응

12.26

홍원탁 서울대학교 교수 외 초청세미나 : UR
서비스협상 관련전문가 간담회

12.27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재단법인
해산)

1990
01

KDI로부터 미국 현지법인 KEI 인수

01.04

주학중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연구소장 초청세미나 :
The Asia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
(NIEs)-Are “Economic Miracles” Equally Miraculous

01.17

개원 현판식, 조 순 부총리 참석

01.31

UR 협상관련 정책협의회 : UR 협상의 향후 전망과
1990년대 국제교역질서

03.19

R. A. Cornell OECD 사무차장 초청세미나 : OECD와
신국제경제협력 구상 : The OECD and a New
Archite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03.22

09.12

Geta Feketekuty 미무역대표부(USTR) 상임고문
초청세미나 : Globalization of Trade and Role of
Services in a New World Economy
서담 중국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초청세미나 : 중국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1991

06.17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국제협력부문)
관련 정책협의회 : 한국경제의 국제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

07.02

Zhao Renwei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중국 경제개혁 문제와 경제발전

09.19

Badim Medvedev 소련 대통령 고문 초청세미나 :
소련과 동북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방안

10.11

V. Gerashchenko 소연방 중앙은행 총재 초청세미나 :
소련 금융체계의 개편현황 및 전망

10.16

Mr. Jean-Claude Paye OECD 사무총장 초청세미나 :
범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OECD의 역할

12.09

DR. Hans K. Schneider 독일연방공화국 경제자문
위원회 위원장 초청세미나(독일통일의 경제적 제문제)

1992
0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

02.20

Noboru Nishifuji 일본통합경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전망

03.09

유장희 2대 원장 취임

02.28

왕군 중국국제투자신탁공사(CITIC) 부회장
초청세미나 : 중국의 투자환경 및 아국의 효과적인
진출방안

04.07

캐나다 오타와대학 Gordon F. Boreham 교수
방원간담회

05.15

한ㆍ미 통상현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08.26

UR 정책세미나 : UR 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09.15

Charles Wolf, JR(미 RAND 연구소 국제연구책임자)
초청강연회 : 중국의 해남성 개발전략

10

북방지역센터를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0.15

북방정책관련 세미나 : 북방정책의 성과와 전망 :
북방정책의 의의와 바람직한 전개과정

01.23

EC 통합관련 합동 정책세미나

04.17

C. Fred Bergsten 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향방

04.18

Alexandre 소련 IMEMO 부소장 초청세미나 :
소련경제 현황 및 한ㆍ소 관계 전망

10.26

05.14

중소도시 순회 경제정책간담회 : 우리경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중국 경제기술정책연구소 주만법 소장 일행
방원간담회

11.07

05.15

Dr. Vladimir B. Yakubovsky 소련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소련 경제정책의 진로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한ㆍ소 양국의 역할

동보잉 CITIC 국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중국의
14전대회 이후 정치ㆍ경제전망

11.18

쿠즈네초프 러시아 연해주 지사 초청세미나 : 한ㆍ러
극동 경제협력방안

3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년사
KIEP 20th ANNIVERSARY

11.18

12.08

이사예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지사 초청세미나
: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수산업 민수화 정책과
한국기업의 참여방안
외부전문가 초청협의회 : 1993년도 대외경제정책
운영방안

1993
02.12

C. Fred Bergsten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
초청세미나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향후
세계교역체제의 전망

02.27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외사국 허동무 부국장
방원간담회

03.03

James R. Millar 미 조지워싱턴대 부설 유럽, 러시아,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CIS 경제개혁과
전망

03.05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부문경제연구소 여무외부소장
방원간담회

03.11

최각규 부총리 본원 방원간담회

03.15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마홍 원장 방원간담회

04.12

Arthur Alexander 일본경제연구소(JEI) 소장
초청세미나 :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05.26

신경제 5개년계획 정책협의회 : 신경제 5개년계획
「대외통상 및 국제화부문 계획」 시안

06.08

Hugh Patrick 미 콜롬비아대 교수 초청강연회 :
한ㆍ미 경제정책 방향점검

06.11

중국 전인대 전기운 부위원장 방원간담회

07.01

베트남 물가위원회 Tran Quang Nghiem
위원장(장관급) 방원간담회

09.26

Jerzy. J. Kropiwnicki 폴란드 경제기획성 장관 발표
정책토론회 : Investing in Poland-Investing in
Tomorrow

1994
04.11

Bruce K. Maclaury 미 Brookings 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Next Steps in World Economic
Integration

07.20

Mr. Peter Sutherland GATT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
Korea and the Fu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10.05

Phan Van TIEM 베트남 국영기업개혁위원회 위원장,
Bing FENG 중국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부비서장
초청세미나 : 한ㆍ중 및 한ㆍ베트남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10.06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 초청세미나 : Economic
Issues of System Transformation in a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10.18

Arthur Dunkel 전 GATT 사무총장 초청세미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11.08

C. Fred Bergsten 미국 IIE 소장 초청강연 및 토론회 :
아ㆍ태 경제협력의 새 방향

11.30

피성호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중신국제연구소
부소장 초청세미나 : 중국의 기업제도 개혁

1995
01.10

Jeffrey Sachs 미 Harvard대 교수 초청세미나 :
동구권, 구소련 및 동아시아 경제개혁정책의 비교 :
A Comparison of Reforms in Eastern Europe,
Russia and East Asia

02.17

Robert E. Baldwin 미 Wisconsin대 교수 초청세미나 :
U.S. Trade Policy under the WTO

03

중국 북경사무소 설립

03.28

Sergey N. Lavrov 러시아전환기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러시아의 경제개혁현황 및 전망

10.13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장중례 원장 초청세미나 :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상해

06.14

11.04

Fred Bergsten 美 IIE 소장 초청세미나 : APEC, UR,
NAFTA 등 주요 세계경제 현안

Nancy Adams, Sandra Kristof 미 국무성 초청세미나 :
미국의 대APEC 정책

06.22

오덕열 아태지구경제연구소 부소장 초청세미나 :
북한의 최근동향과 남북한관계 전망-중국인의
시각에서

미 통상현안에 관한 회의

10.30

UR 협상 관련 정책세미나 : UR 협상의 진행상황과
전망

「신경제 장기구상」 대외정책반 제2차 정책협의회 :
한국경제의 현좌표와 대외정책의 평가 등

12.18

1996년 경제전망에 관한 정책토론회

11.11

12.03

Leon Brittan EC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초청세미나 :
EC 통합이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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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Chia Siow Yue 싱가폴 ISEAS 소장 초청세미나 :
ASEAN 30년의 전개과정과 향후 전망

04.22

Arthur Dunkel(전 GATT 사무총장) 초청 제1차
대외경제포럼 : The First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and its Prospective Agenda

11.01

04.26

김중수 파리주재 OECD가입준비 공사 초청세미나 :
OECD 가입 추진현황 및 전망

Nicholas R. Lardy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초청세미나 :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따른 은행제도의
개선과제

12.06

05.07

김철수 WTO 사무차장 초청 제2차 대외경제포럼 :
TPR을 통해 본 세계 무역정책의 변화

V. Ivanter 러시아 경제예측연구소 소장 방원간담회 :
최근 러시아경제 및 금융산업현황과 발전 전망

12.26

IMF후원 경제구조조정 사례 및 교훈 긴급토론회

05.10

주건명 중국 상해 사회과학원 소장 초청세미나 :
중국경제의 부상이 아태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12.27

국제신인도의 현황과 제고방안 세미나

05.21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대외정책반 공청회 :
세계경제 통합에의 대응방안

06.07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초청세미나 :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 :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하의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06.11

Dr. Geiger OECD 금융기업국 부국장 초청세미나 :
Development of Multilateral Investment Rules

09.16

1998
02.11

유종근 대통령 경제고문겸 전라북도 지사 초청ㅡ
“향후 2년의 대외경제정책 여건과 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04.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안 공청회

06.25

이경태 4대 원장 취임

C. Fred Bergsten(미 IIE 원장) 초청 제4차
대외경제포럼 : Current Status of U.S. Trade Policy
Towards 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 Status Quo or Change

08.28

Ira Lieberman 세계은행 민영화개발담당 국장
초청세미나 :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10.09

김철수 WTO 사무차장 초청세미나 : 최근의
세계무역과 무역정책동향

10.21

Rutanen OECD 사무국 대사 초청세미나 :
Globalization and The OECD

10.12

미국 워싱턴주 무역방문단 방원간담회 : 한국
무역ㆍ투자현황 및 정책설명회

10.22

Maurice F. Strong UN 사무총장 수석자문위원
초청세미나 :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정책

10.31

Dr. Ahluwalia 인도 기획위원장 초청세미나 : 아시아
경제위기와 인도경제

10.24

엄낙용(재정경제원 차관보) 초청세미나 : OECD
가입ㅡ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11.06

제1차 APEC연구 학술대회

11.11

Masataka Fujita, UNCTAD 초청세미나 : World
Investment Report 1998의 주요 내용 발표

12.17

정덕구(재정경제부 차관), 정의용(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초청 정책세미나 :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FTA정책방향

1997
01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신설

02.14

양수길 3대 원장 취임

03.06

Dr. Buczynski, Executive Vice President, WEFA
초청세미나 : WEFA’s Forecast of 1997 World
Economy

1999
01.21

M. Senjur 슬로베니아 대외경제·개발부 장관
초청세미나 : 중ㆍ동구 및 슬로베니아 경제정세

05.22

Mari Pangestu 인도네시아 CSIS 소장 초청세미나 :
Trade Policy Agenda for APEC

01.26

08.09

현정택 OECD 공사 초청세미나 (OECD의 최근 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Steven Bate BIAC 사무국장 초청세미나 : 한국경제
현황

02.22

MIGA 대표단 방문 투자진흥 방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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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회 일본측 Mission
방원간담회

04

지역정보센터를 세계지역연구센터로 개편

05.24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 평가와 전망에
대한 한^일 공동심포지움

03.10

OECD/EDRC 한국경제조사단 방원간담회 : 한국경제
현황

08.18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04.08

주한 미 Bosworth 대사 한-미 통상관련 방원간담회

11.10

04.09

경제사회연구회 임종철 이사장 방원간담회

04.12

Mr. Ricardo Lago, Deputy Chief Economist, EBRD
초청세미나 : EBRD Transition Report 설명회

Dr. Fred Bergsten (IIE) 소장 초청강연회 :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 전망(US Policy Toward
Korea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and Congress)

11.18

04.15

Alejandro Jara Puga 칠레 다자통상국장 초청세미나
: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와의 관계 : 칠레의
지역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을 중심으로

중국발전연구중심(중), 종합연구개발기구(일)와
공동연구, 정책조언에 관한 업무협약

12.26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IIE)와 정보교환,
인력교류,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

05.12

싱가폴 외무부 차관 Mr. Zainul Abidin 방원간담회

05.14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Hugh T. Patrick 교수
방원간담회

06.01

Bernhard Molito Chairman of EDRC in OECD
초청세미나 : 세계화에 대한 유럽의 시각

02.21

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중국의 WTO 가입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06.04

Maarten Wevers 대사, APEC SOM 의장 초청세미나 :
New Zealand Year of APEC : Issues and Prospects

04.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동연구, 정보공유, 자료교환,
세미나 공동개최, 인력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11.16

IMF 세계경제전망 설명회

10.12

중국의 WTO 가입 의미와 한국의 과제 정책세미나

11.26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대외부문 공청회 :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10.24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정책세미나

12.06

12.04

한미경제연구소(KEI) Robert Warne 소장 방원간담회
: 동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및 전망

12.10

세계경제전망 정책세미나 : 2000년 세계경제전망과
수출시장

Rolf Brenner 국장 (독일연방경제부 신연방주
담당) 초청세미나 : Experience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new Bundesl nder especially
with regard to Investment

12.17

제2차 FTA 정책연구 세미나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시사점

2000
01.18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공청회

01.20

대한무역투자공사와 공동연구, 공동사업, 정보제공,
교육연수협조에 관한 업무협약

03.02
03.30

Obert Hormats Goldman Sachs 부회장 초청세미나 :
Outlook for U.S. Economy and Capital Market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 윙타이 우 캘리포니아대
교수 초청강연회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Light of theAsian Financial
Crisis
Dr. Robert Mundell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초청강연회 : Globalization : Past, Present and Future

2001

2002
01.26

안충영 5대 원장 취임

02.01

동북아경제포럼(미)과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

02.19

JWK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공동연구,
자료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03

DDA 종합연구센터사무국 설치

03.07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와 공동연구,
인적교류, 자료공유에 관한 업무협약

03.21

매일경제신문사와 세계지식포럼 추진위원 KIEP
세션, 공식 영문자료 감수에 관한 업무협약

04.01

중국전문가포럼(China Specialist Forum) 웹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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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4.20

NCSSH(인문사회과학원)와 공동연구, 인적교류,
자료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02.04

05.02

주계영 박사(IMF 재정국 부국장) 초청세미나 : 개혁과
경제성장

OECD와 정보교환, 정책조언,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02.27

10.10

Universidad Sergio Ardoleda(콜롬비아 보고타)와
공동연구, 인적교류, 자료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Kurt Tong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초청세미나
(US Perspective on FTAs : Current Status and Policy)

03.20

10.11

한^일 FTA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모색에 관한
정책세미나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IAPS),
중국사회과학원(CASS)과 출판물교환, 연구정보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10.14

2002년도 APEC 정상회의 주요 이슈와 예상 성과에
관한 정책세미나

03.21

10.24

중국발전연구중심(중, DRC), 종합연구개발기구(일,
NIRA)와 공동연구, 정책조언에 관한 업무협약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IWEP),
중국사회과학원(CASS)과 출판물교환, 연구정보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11.01

FTA와 한국경제 :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한
정책세미나

11.08

Hadi Soesastro CSIS 소장 초청세미나 : Strategies
Towards an Economic Community in East Asia

11.15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ICSEAD, 일)와 공동연구,
인적교류, 출판, 학술프로그램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2003
02

동북아경제포럼(NEAEF, 미)와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

Institute of Finance and Banking(IFB), 중국사회
과학원(CASS)과 출판물교환, 연구정보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03.22

중국발전연구중심(DRC, 중)과 출판물교환,
연구정보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거시경제연구원(AMR, 중)과 출판물교환,
연구정보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03.23

Mr. Fernando Schmidt (주한칠레대사) 초청세미나
(Prospects of the Chile-Korea FTA : The Chilean
Perspective)

04.19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SIIS)와
출판물교환, 연구정보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04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동북아경제협력센터로 개편

06.10

Universidad Adolfo Ibanez(칠레 산티아고)와
공동연구, 인적교류, 자료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04.22

노대래 국장(재경경제부) 초청세미나 (한-미간 주요
경제 및 통상현안 및 미국의 시각)

08.01

FTA 정책 종합토론회

05.10

09.30

WTO 칸쿤 각료회의의 평가 및 DDA 협상전망에 관한
정책세미나

하나부사 유끼오(동북아시아자료센터 소장) 초청
세미나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득실평가)

05.17

매일경제신문사와 세계지식포럼 공동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Toshinao Urabe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
초청세미나 (Japanese Policy & Perspective on FTAs)

06.23

Dr. Francoise Lemoine, 프랑스 CEPII 초청세미나
(China’s Integration in Asian Production Networks &
Its Implications)

한국과 동북3성 경제협력 증진에 관한 국제세미나

06.24

동북아경제중심에 관한 정책세미나 : 주요 부문
로드맵과 향후 과제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ISIS,
말레이시아)와 출판물교환, 연구정보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07.12

왕지락(王志樂) 중국상무부 국제무역합작연구원
다국적기업연구센터 소장 초청세미나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10.01

2004년 무역투자연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10.27~
10.30
10.30
12.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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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와 정보공유, 상호지원,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

08.04

한-ASEAN FTA 추진 공청회

09.03

김적교 박사(본원 초대원장, 한양대학교 교수)
초청세미나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10.26

Fudan Institute of World Economy(FIWE, 중)와
출판물교환, 연구정보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11.04

문석남 이사장(경제사회연구회) 초청세미나
(인본주의 한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11.12

한-EFTA FTA 추진 공청회

11.24

제2차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12.14

Cambodian Ministry of Commerce와 공동연구,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09.28

Siyazbek Mukashev (카자흐스탄 노총 위원장),
Akhmet Kaliyev (카자흐스탄 전력노조 위원장), Kadyr
Baikenov (카자흐스탄 경총 회장), Pavel Beklemishev
(광업기계용역제공협회 회장), Bakytbek Kizatov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장부 서 카자흐스탄주
청장), Aselm Kakenov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장부
수석자문관) 초청세미나 (카자흐스탄 경제 및
투자환경, 노동시장 간담회)
09.30

Li Zhijun(Vice Director-General, Department of
Techno-Economic Research,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China) 초청세미나
(Eliminat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Exp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10.06

Center for Agricultural Policy and Trade
Studies(CAPTS)와 출판물 등 공동활용,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10.11

Bradley Babson(World Bank 부총재 북한담당
자문역) 초청세미나 (Future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0.19

Dorian PRINCE (주한 EU 대사) 초청세미나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Lessons form the
European Experience)

10.27

Economic Research Institute(ERI)와 출판물 등
공동활용,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11.01

한^중^일 FTA 추진여건과 정책방향에 관한 국내세미나

11.15

Gulf Research Center(GRC)와 출판물 등 공동활용,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11.28

중국발전연구중심(DRC, 중), 종합연구개발기구
(NIRA, 일)와 공동연구, 정책조언에 관한 업무협약

2005
01.31

이경태 6대 원장 취임

04.01

한^칠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국내세미나

05

통일국제협력팀을 동북아경제협력센터에 둠.
정보자료실을 지식정보실로 개칭

05.06

한^캐나다 FTA 공청회

06.08

한국 교육학술정보원과 지적재산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력

06.28

APEC 보고르 목표중간점검과 향후 보고르 목표
달성계획(부산 로드맵)에 관한 국내세미나

07.08

Johannes F.Linn (World Bank, Brookings Institution
방문학자) 초청세미나 (Economic Integration of
Eurasi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Global
Significance)

08.25

Guillermo A. Calvo (University of Maryland 교수)
초청세미나 (Global Imbalances and Local Risks)

08.29

Mr. Xu Chang Wen (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Asian & African Studies소장)
초청세미나 (Study on Expanding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09.07

Andrew Elek (호주 Bellendena Partners의 Executive
Director) 초청세미나 (Reviewing the APEC agenda in
Recent Years : Revitalising APEC, By Iearning From
Experience)

FIPE와 출판물 등 공동활용,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Tami Overby (암참 부회장) 초청세미나 (Economic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US)
12.05

한-인도 CEPA 추진과정 점검 및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국내세미나

12.21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와
출판물 등 공동활용,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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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1

세계지역연구센터내에 지역연구협력팀 신설

02.01

세계지역연구센터 내에 지역연구협력팀 신설

02.02

한·미 FTA추진 관련 공청회

02.09

중앙대학교와 공동연구, 인적교류, 정보교류,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03.30

제주도와 공동연구, 상호협력, 자료공유,
공동발전도모에 관한 업무협약

04.14

한·미 FTA를 통한 대미진출 확대전략 국내세미나

04.27

2006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 전망 국내세미나

05.11

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한미 FTA 간담회

05.17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세미나

05.24~
06.13

10.24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DRC) 산하
조선반도연구중심의 최고 책임자인 리둔추 (Li
Dunqiu) 주임 초청세미나 (북한 핵실험의 북·중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영향과 전망)

11.02

주요국의 미국과의 FTA 체결 경험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국제세미나

11.15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RIS)와 공동연구, 인적교류,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11.17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에
관한 국내세미나

11.24

한-EU FTA 공청회

12.01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SAIS)와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12.0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주년기념 학술회의 및
라틴아메리카연구 EXPO

브라질전문가과정 시행

06.02

FGV-EBAPE(Getulio Vargas Foundation, The Brazillion
School of Public and Business Administration)와
브라질전문가과정 현지연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06.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브라질전문가과정
현지연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06.1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타당성에 관한
국내세미나

02.01

06.22

2007년 통상환경 전망과 우리기업의 대외진출
전략에 관한 국내세미나

Confederation of India Industry(CII)와
인도전문가과정 현지연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02.06

07.10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DSI)와
베트남전문가과정 현지연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한국수출입은행과 정보교환, 지적자산공유,
연구협동,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07.20

한국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 정책협의회

07.29

2006년도 상반기 미 의회 입법보좌관 방한 및
초청세미나

09.11

Andrea E. Goldstein (Senior Economist, OECD
Development Center) 초청세미나 (China and India :
What’s in it for Africa)

09.13~
10.01
09.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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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03.18

베트남전문가과정 시행

04.04

Liaon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와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05.02

DDA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관련
업계의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개발에 관한
국내세미나

06

세계지역연구센터내에 아중동팀 신설

06.02

Development and Policies Research Center
(DEPOCEN)와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교류,
지역전문가육성에 관한 업무협약

한국기업의 對 BRICs 진출 활용전략에 관한 국내세미나

06.04

The 2nd Conference of East Asian Institutes Forum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Progress and
Impediments

한-미 FTA이후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국내세미나

06.2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인도전문가과정 시행
브릭스 지식정보포털(BRICs Information Center)
웹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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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Barcelona Center for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Foundation(CIDOB)과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11.19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hin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of Japan과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07.09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에 관한
국내세미나

11.23

고려대학교 법대와 실무교육 프로그램 협조에 관한
업무협약

07.17

한중일 공동연구 국제 심포지엄 및 3차 워크숍

07.26

Central Instittute for Economic Management
(CIEM)와 연구자료 및 행사자료 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08.07

Fernand Braudel Institute와 연구자료 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08.08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관련 공청회

08.28

Fraser Cameron박사 (European Policy Centre(EPC)
자문위원) 초청세미나 (Priorities and Prospects for
European Foreign Policy)

08.30

St. Petersbur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SPbCCI)와 러시아전문가과정 현지연수

2008
01.22

국제경제 분야에 있어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관한 국내세미나

01.24

Robert Scollay 박사(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교수, 뉴질랜드 APEC Study Centre의 국장)
초청세미나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FTA Policy
of New Zealand)

02.23

Guo Tianyong 박사(중국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의 교수, China Banking
Research Institute의 국장) 초청세미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전망)

03.01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GPAS)관련 각 참여 대학(고려대,
한국외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대)과 업무약정서
체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08.31

베트남전문가심화과정 시행

09.03

콜롬비아 부통령 초청세미나

09.05~
09.21

러시아전문가과정 시행

09.07

10.09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KISI)과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조자상 박사(중국, 요녕성 전국인민대표(국회)
상무위원) 초청세미나 (한반도 경제와 지역안보 협력
추진과정에서의 문화적 차별과 정치적 충돌)

10.15

한-러 대북정책 협의회

10.22

박기종 대사(주미얀마 한국대사) 초청세미나
(미얀마의 최근 정치동향과 한-미얀마 관계)

10.30

공공기관 해외진출 워크숍

11.02

산업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11.06
11.14

11.15~
11.16

04.14~
04.30

중앙아시아 전문가과정 시행

04.20~
04.21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에 관한
국내세미나

04.24

EU, 캐나다, 인도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
사회적 효과에 관한 국내세미나

04.25

Asian Economic Papers(AEP) panel meeting
Elbegdorj Tsakhia 전수상(몽골의 현 민주당 총재)
초청세미나 (몽골의 자원개발현황과 한ㆍ몽골 협력방안)

05.07

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and Strategic Research와 중앙아시아 전문가과정
현지연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한미 FTA 경제적 효과 관련 공개 토론회

05.14

Eliel Hasson Nisis(칠레 외교부 전임 EU부서 책임자)
초청세미나 (Chile-EU FTA평가와 시사점이 한-EU
FTA에 주는 시사점 논의)

대만경제연구소(TIER :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와 업무협약

05.17

채 욱 7대 원장 취임

0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개편하고, 동 센터내에 ODA팀, 동북아경제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을 둠

베트남·인도전문가과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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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Leonardo Martinez박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세미나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Integration in Four Systemically-Significant
Countries)

06.17

Jean Pisani-Ferry 박사(브뤼셀의
국제경제정책연구원인 브뤼겔연구소 소장, 프랑스의
파리9대학 경제학교수를 역임) 초청세미나 (아시아유럽 간의 경제관계, Asia-Europe : The Missing Link)

06.18

터키대외경제관계위원회(DEIK : Foreign Economic
Relations Board)와 업무협약

07.04

Dr. David Walker (중-뉴질랜드 FTA 협상 뉴질랜드
수석대표) 초청세미나 (New Zealand’s FTA
Experience : from CER to China to Korea)

07.09

베트남 이슈별 집중과정 시행

07.30

우크라이나  사회경제연구소 (CASE-Ukraine :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n Ukraine)와
업무협약

08.13

08.19

키르키즈스탄  사회경제연구소 (CASE-Kyrgyzstan
: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n
Kyrgyzstan)와 업무협약
아제르바이잔 경제연구센터와 업무협약
볼리비아  개발도상국 연구소 (INESAD : Institute for
Advanced Development Studies)와 업무협약

08.21

세르비아  경제연구소 (IES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와 업무협약

09.09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
이스탄불 상공회의소 (ICI : Istanbul Chamber of
Industry)와 업무협약

2009
01.15

Liu Tong, Zhenbin Xu(중국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초청세미나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Poli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ino-South Korea Economy Development and
Social Salvage System Construction Cooperation
Research)

01.29

Swapan Kumar Bhattacharya (Indi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초청세미나 (한-인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 An Estimation of the
Potential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India and Korea)

03.25

NAEF와 동북아 경제 포럼 합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

03.26

OECD/DAC 주요규범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국내세미나

04.07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
(GPAS) 관련 각 참여 대학(고려대, 한국외대, 증앙대,
한양대, 서울대)과 업무약정서 체결

04.08

동유럽 이슈별 집중과정 시행

04.21

Claude Barfield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AEI) 초청세미나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시사점)

04.29

동유럽 이슈별 집중과정(부산) 시행

06.01~
06.30

중국사회과학원(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Guo Chaoxian
중국 해외방문학자 초청

06.03

Antoni Estevadeordal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통합
및 무역실장(Manager of Integration and Trade, IDB)
초청세미나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Asia and
Latin America)

09.29

키르키즈스탄  공공정책연구소 (IPP : Institute for
public policy)와 업무협약

10.01

중앙아시아 이슈별 집중과정(부산) 시행

06.16~
06.17

11.04~
11.15

인도네시아전문가과정 시행

06.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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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소(LIPI :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와 BRISs Information Center 및 인도네시아
전문가 과정 현지연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중앙아시아 이슈별 집중과정 시행
한일 및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국내세미나

06.22~
06.28

중앙아시아 전문가과정 시행

06.24~
07.23

인도통계연구소(Indian Statistical Institute), Chiranjib
Neogi 인도 해외방문학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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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Uzinfoinvest” Information Support and Foreign
Investments Promotion Agency와 관계자 방문,
서비스 제공(우즈벡 기관)에 관한 업무협약

07.31~
09.29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University of
London), Hong Bo 네덜란드 해외방문학자 초청

08.02~
09.01

델리대학교 경제경영학과(University of Delhi),
Aradhna Aggarwal 인도 해외방문학자 초청

09.01~
09.30

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Gbadebo
Olusegun Odularu 나이지리아 해외방문학자 초청

09.16~
10.16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ar Easter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Dmitry
Alexandrovich izotov) 러시아 해외방문학자 초청

09.21

BRICs information Center 개편을 통한 신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EMERICs : information for Emerging
Countries) 오픈

09.23

Roundtable Discussion with KIEP and the Melbourne
APEC Finance Centre At RMIT University

10.14~
10.25

동유럽전문가과정 시행

10.22

몽골 외교부 직원 초청 간담회

11.12~
11.24

Republic of Uzbekistan 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inter-Parliament Relations,
Avaz Mirzamuratovich Alimov 우즈베키스탄
해외방문학자 초청

11.16~
01.15

National Center for Socio-economic Information
and Forecast(under MPI), Quoc-Phuong Le 베트남
해외방문학자 초청

11.17

한일 및 한중 FTA 분야별 이슈 점검에 관한
국내세미나

11.18

글로벌 경제위기와 다자통상체제의 방향에 관한
국내세미나

11.28~
12.27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IIER),
Qu Fengjie 중국 해외방문학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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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과제명

Yao Shumei

중국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y,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07.06 ~ 09.26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Kiyotaka Sato

일본

Professor,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10.12 ~ 10.17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Richard Baldwin

스위스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of Geneva

11.30 ~ 12.11

Towards an Integrate East Asia

Masaru Umemoto

일본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ICSEAD)

12.15 ~ 12.22

Development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hina, Korea and Japan: The
Case of Automobile Industry

Zhaoyong Zhang

싱가폴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2.03 ~ 12.29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Hong, Jeongpyo

일본

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01.02 ~ 02.01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in
the Northeast Asia

Liu Xiangfeng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01.02 ~ 02.01

Korea’s FDI on China’s Trade

Oleksandr Movshuk

일본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02.16 ~ 03.12

Changes in Export Competitiveness
of Japan and Korea

Kazutomo Abe

일본

NIRA

02.16 ~ 03.28

An Introduction to CGE Model

Nakajima Tomoyosh

일본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03.16 ~ 03.18

Korea-Japan FTA’s Effect and
Japan’s Strategy

Liu Junsheng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04.01 ~ 04.30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in Chen Chiu

타이완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05.10 ~ 05.19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Yin-Wong Cheung

중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05.09 ~ 05.23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Hyderabad 대학교 연구원    

06.15 ~ 07.28

Environmental Practices and Trad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
MNCs Affiliate Operating in China

07.29 ~ 09.04

Economic Growth and Technical
Progress

2003년

2004년

Balaji Venkatachalam 인도

Kazutomo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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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IRA, Tokyo Denk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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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과제명

Sumio Kuribayashi

일본

Toyko International University

07.24 ~ 08.07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and Trends of Economic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imie Harada

일본

Daito Bunka University

07.26 ~ 08.30

Banking Sector Problems in Korea
and Japan

James Chan-Lee

프랑스

Maitre de Conference SciencesPo(Paris), University of Sciences and 08.25 ~ 09.04
Technology (Lille)

A Common Currency for Japan,
China and Korea

Hong Chen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09.02 ~ 10.29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Francoise Nicolas

프랑스

Institute Franc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09.06 ~ 10.05

Korea and the Chinese Challenge:
How to Make the Best of it

Yanick Bineau

프랑스

11.01 ~ 11.14

A Common Currency for Japan,
China and Korea Structural Reform?

University of Lille

2005년
Saglio-Rossini Sophie
프랑스
CEPN-CERS

Centre d’Economie de L’universite de
01.15 ~ 01.31
Paris Nord

A macroeconomic model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n Min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부교수

01.23 ~ 02.22

동북3성 개발과 한반도

Simon Hix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02.24 ~ 03.31

Lessons for East Asia from the
Design of Market Integration in
Europe

Wang Jiqing

중국

Northeast Forestry University

04.01 ~ 05.01

Cultural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and its Economic
Impact on Korean Local Communities

Yoshihiro Kameyama

일본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06.25 ~ 08.31
of East Asian Development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Formation of Industrial Cluster in
East Asia: Using Data Set of
Questionnaire Surver

Kui-Wai Li

홍콩

Associate Professor, City University of
06.26 ~ 07.02
Hong Kong

Paradigm of Economism   (Economic
Success of East Asia and its
Relativity)

Xiyou He

중국

Fudan University

07.15 ~ 08.15

중국기업의 대외 투자추세

Tao Qing

중국

China Academy of Telecom Research

08.03 ~ 08.30

A Comparison of Changes in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in Chi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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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과제명

Xu Changwen

중국

Ministry of Commerce, Chinese
Academy of Int’l Trade & Economic
Cooperation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08.22 ~ 09.04

Study of Expanding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Li Zhijun

중국

DRC

09.02 ~ 09.30

Clear up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o Enlarge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Boyko Irian

러시아

Leningrad State University

10.01 ~ 11.01

East Asian Transition to the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Prabir De

인도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India Habitat
01.09 ~ 02.12
Centre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Zhang Jianping

중국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NDRC

02.20 ~ 03.02

Study on the Problems Faced by
China-Korea FTA and its Prospects
Analysis

Kenya Fujiwara

일본

Kobe University

03.29 ~ 04.14

An Empirical Study of the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both in Korea and
Japan

Gang-Zhe Li

일본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04.17 ~ 05.12

Cooperative and Competitive
Relations of China-Japan-Korea

2006년

Xu Wenji

중국

Jilin University

06.01 ~ 06.03

Economic Relations’ Deepening
among China, North and South
Koreas and its Effects on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Yueting Tong

중국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06.19 ~ 07.07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ventional Theories and the Role
of Industrial Groups

Yuan Bo

중국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07.01 ~ 07.28

Improv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OK

Wang Wei

중국

Development Research Center

07.27 ~ 08.12

Comparative Research on Logistics
Service between China and Korea

Lu Jianyong

중국

Tsinghua University

07.31 ~ 08.09

Export and Productivity of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Taizo Motonishi

일본

Kansai University

08.10 ~ 09.09

Degree of Possible Misalignment of
the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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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과제명

Liu Yong

중국

Development Research Center

08.15 ~ 08.03

The Rejuvenation of the Old
Industrial Base in Northeast China
and the Opportunities of FDI from
South Korea

Zuo Chuanchang

중국

AMR

09.19 ~ 10.07

The Prospective of Monetary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Economies

Guo Huaiying

중국

AMR

09.19 ~ 10.07

Comparison on China and Korea’s
Service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Zhang Wei

중국

CAITEC

10.09 ~ 10.22

The Feasibility Study on Building
Free Trade Area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Li Dunqiu

중국

DRC 조선반도연구중심

10.09 ~ 10.28

북한 핵실험의 북·중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영향과 전망

Werner Pascha

독일

Duisburg-Essen University

02.19 ~ 03.11

Mechanisms for NEA cooperation in
development finance- a European
perspective

Marie Soderberg

스웨덴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04.15 ~ 04.22

South Korean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and Its Policy
Coordination with Japan and China

08.01 ~ 08.31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Role
of Japanese and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ransfer of
Technology to Small and Medium
Industrial Clusters in Indonesia

2007년

Tulus Tambunan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Trisakti

Chen Xiangdong

중국

Bei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08.08 ~ 08.31

Interactions between FDI Movement
and FDI Policy Change in China and
Implications to Korean Enterprises
and Investment in China

Kazuhiko Yokota

일본

ICSEAD

08.23 ~ 09.22

Vertical Production Network in East
Asia

Liu Aming

중국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09.03 ~ 09.21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China’s Strategy
after the KORUS FTA

Norio Ko muro

일본

Kobe University

Research on the Asian Free Trade
Agreements

09.17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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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과제명

Han Yan

중국

CAITEC

10.01 ~ 10.31

Research on China-Korea IntraIndustry Trade under East Asia
Production Networks

Jiang Haoduan

중국

Development Research Center

10.20 ~ 11.20

The Impact of China-Korea FTA on
China’s Industrial Restructuring

Xuan Xiaowei

중국

Development Research Center

10.20 ~ 11.20

China’s Energy-Saving Plan and its
Impact on the Chinese Economy and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pproach

Li Zhong

중국

AMR

11.01 ~ 11.31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between Shandong Peninsula Urban
Agglomeration and Korea

Luo Songshan

중국

AMR

11.01 ~ 11.31

Study on the Policy of Utiliz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Samsur Rahman

방글라데시

University of Rajshahi

12.01 ~12.31

South Korea’s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Policy
toward the Developing Countries of
East, South East and South Asian
Countries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Asia: Bangladesh- A
Case Study

Li Xiang Ping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04.02 ~ 04.06

남한·북한·중국 3자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Lin Zhaomu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05.06 ~ 05.10

중국경제발전 현황·전망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Zhao Zixiang

중국

요녕성 전국인민대표대회

10.07 ~ 10.13

한반도 경제와 지역 안보 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문화적 차별과 정치적
충돌

Robert Scollay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APEC Study
Centre

01.17 ~ 01.25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FTA
Policy of New Zealand

Guo Tianyong

중국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01.23 ~ 02.05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China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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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과제명

Jeffrey Robertson

호주

Parliament of Australia

01.28 ~ 02.29

Is there a South Korean ‘diplomatic
style’ and how does it affect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Pravakar Sahoo

인도

Institute of Economic Growth

02.17 ~ 03.17

India-South Kore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ao Zheng Dong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원장)

04.07 ~ 04.12

Liaoning Development Strategy of
Economic Line along the Coast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Gong Wenhuan

중국

Dandong Hi-Tech Development Zone
Administration Committee

04.15 ~ 04.29

Dandong-a New Developing Area in
Northeast Asia

Elbegdorj Tsakhia

몽골

Democratic Party of Mongolia

04.23 ~ 04.25

Current Status of Resource
Development in Mongolia and the
Fu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Leonardo MartinezDiaz

미국

The Brookings Institution

05.25 ~ 06.14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Integration in Four SystemicallySignificant Countries

Shandre Thangavelu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06.10 ~ 6.19

Gravitating with Free Trade
Agreements in Singapore

Lu Bo

중국

CAITEC

07.02 ~ 08.02

CJK FTA: Political Obstacles and
Economic Difficulties

Yushi Yoshida

일본

Kyushu Sangyo University

07.28 ~ 08.04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gmentation and Export
Margins

Zhu Qinglin

중국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08.13 ~ 08.25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and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Cai Penghong

중국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08.22 ~ 08.31

Liu Tong

중국

NDRC

2008.12.22 ~
2009.01.22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Poli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Xu Zhenbin

중국

NDRC

2008.12.26 ~
2009.01.22

Sino-Korea Economy Development
and Social Salvage System
Construction Cooperation Research

FTAAP: its Implication and China’s
Reg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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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과제명

08.25 ~ 08.30

I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in source areas overstated because
of inadequate modeling of two types
of selectivity?

2009년

뉴질랜드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aikato

중국

Associate Professor, China Institute
for WTO Studies of University of
07.31 ~ 08.28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KORUS FTA for
third countries: a Chinese
perspective

Claude Barfield

미국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04.17 ~ 04.23

The Politics of Trad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Obama
Administration: Implications for
Asian Regionalism

Shandre Thangavelu

싱가포르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03.29 ~ 04.09

Economic Effects of an EAFTA on
Manufacturing and Primary
Industries: Case of Electronics Sector

01.01 ~ 02.01

An Estimation of the Potential
Effects of Free Trade Arrangements
(FTA) between India and Republic of
Korea

John Gibson

Tu Xinquan

Swapan Bhattacharya 인도

Ind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Guo Chaoxian

중국

Associate Professor,
중국사회과학원(Institute of Industrial
06.01 ~ 06.30
Economic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omparative Study on Changing
Pattern of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iranjib Neogi

인도

Associate Scientist, 인도통계연구소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06.24 ~ 07.23

Forces behind Jobless Growth: A
comparative study of India and Korea

Hong Bo

네덜란드

Senior Lecturer,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University of London)

07.31 ~ 08.2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Social Objectives, and
Efficiency: Evidence from Chinese
State Enterprises

Aradhna Aggarwal

인도

Associate Professor, 델리대학교
경제경영학과(University of Delhi)

08.02 ~ 09.01

Policy and Performance of Special
Economic Zones: Analysis of
Taiwan, Korea and India

Gbadebo Olusegun
Odularu

나이지리아

Regional Policies/Markets Analyst,
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09.01 ~ 09.30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trade in agricultural and
food commodities 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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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Dmitry Alexandrovich
러시아
Izotov

소속

방문기간

과제명

Junior Researcher,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ar Easter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09.16 ~ 10.16

Economic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Foreign
Economic Activity Alternatives

11.12 ~ 11.24

Factors and directions of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16 ~ 01.15

Trade 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ness
between Vietnam and Korea

Head of the Department, Republic of
Avaz Mirzamuratovich
Uzbekistan on Committee of
우즈베키스탄
Alimov
International Affairs and InterParliament Relations

Quoc-Phuong Le

베트남

Deputy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Socio-economic Information and
Forecast(under MPI)

Qu Fengjie

중국

Vice Division Chief, Institute for
11.28 ~ 12.27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IIER)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ter the Global Crisis: Challenges
and Chin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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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을 통한 회원의 체력단련

2000

마라톤 동호회

건강증진을 통한 회원의 체력단련

2000

문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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