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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주년을 맞았습니다. 본원은 설립취지에 따라 그동안 국제경제 및 주요 지역의 경제동
향과 정책에 관한 연구와 무역∙투자, 국제금융, 국제협력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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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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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1304-0 A5/154면 7,000원

서론 /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
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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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2009.12)
ISBN 978-89-322-1305-7 A5/252면 10,000원

서론 /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 한ㆍ
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 결론 / 부록

09-07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김상겸∙박인원∙박순찬 (2009.12)
ISBN 978-89-322-1306-4 A5/212면 10,000원

서론 /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 CGE 모형 분석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부록

09-08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송영관∙강준구∙금혜윤 (2009.12)
ISBN 978-89-322-1307-1 A5/222면 10,000원

서론 /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 미국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 인도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
한국의 IT 서비스 / 한국 IT 서비스 발전방안 / 결론 / 부록

성한경∙박혜리∙남호선∙양주영 (2009.12)
ISBN 978-89-322-1308-8 A5/166면 7,000원

서론 /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 서비스 교역장벽 /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
제적 효과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부록

09-10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서진교∙최낙균∙박지현∙이창수∙박순찬 (2009.12)
ISBN 978-89-322-1309-5 A5/210면 10,000원

서론 /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시장개방
요소의 검토 /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 부록

09-11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권 율 외 (2009.12)
ISBN 978-89-322-1310-1 A5/290면 10,000원

머리말 / DAC의 주요 규범과 가입요건 / 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 / DAC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 맺음말 / 부록

09-12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이창재∙김한성∙방호경∙노유연 (2009.12)
ISBN 978-89-322-1311-8 A5/174면 7,000원

서론 /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 부록

2009

09-09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12

09-13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윤덕룡∙문우식∙송치영∙유재원∙채희율∙이영섭 (2009.12)
ISBN 978-89-322-1312-5 A5/210면 10,000원

서론 /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
성 /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 요약 및 결론

09-14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이동은∙송원호∙오승환 (2009.12)
ISBN 978-89-322-1313-2 A5/130면 7,000원

서론 / 해외충격의 전파경로와 국제경기 동조화 / 해외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DSGE 모형 분석: 해외충격의 영향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 결론

09-15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윤덕룡∙허 인∙오승환∙이호진 (2009.12)
ISBN 978-89-322-1314-9 A5/154면 7,000원

2009

문제 제기 /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 외국인 파
생상품 투자 영향 / 정책적 시사점

09-16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오용협∙최창규∙박영준∙김연실 (2009.12)
ISBN 978-89-322-1315-6 A5/128면 7,000원

서론 / 미국 금융위기의 발생 /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및 대응 / 새로운 국제 금융감독
및 통화제도의 모색 / 결론

09-17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윤덕룡∙오승환∙이호진 (2009.12)
ISBN 978-89-322-1316-3 A5/130면 7,000원

서론 /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 동향과 특징 /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 /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변동성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 및 외환 시
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자본비용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 결론: 주식ㆍ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09-18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이승신∙윤창인∙박월라∙여지나∙배승빈∙박민숙∙조현준 (2009.12)
ISBN 978-89-322-1317-0 A5/326면 12,000원

서론 /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 소매유통 유형별 현
황 및 특징 /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
체의 활용 현황 / 결론

09-19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정성춘∙김양희∙김규판∙이형근∙김은지 (2009.12)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3

ISBN 978-89-322-1318-7 A5/524면 20,000원

서론 /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
응현황과 과제 /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 결론 / 부록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김진오∙고희채 (2009.12)
ISBN 978-89-322-1319-4 A5/266면 10,000원

서론 /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
략과 시사점 /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
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09-21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조명철∙김지연∙홍익표∙이종운 (2009.12)
ISBN 978-89-322-1320-0 A5/198면 7,000원

09-22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박영호∙정지선∙허윤선 (2009.12)
ISBN 978-89-322-1321-7 A5/250면 10,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사회의 특징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 / 한
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지원 현황 / 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 맺음말

09-2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1)
이장규 외 (2009.12)
ISBN 978-89-322-1322-4 A5/265면 10,000원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치∙외교 분야 대( ) 중국 국가전략 총괄연구 / 중국의 정
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
의 대응 /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2)
이장규 외 (2009.12)
ISBN 978-89-322-1323-1 A5/441면 15,000원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 중국 과학기술
의 발전 추세 및 구조: 한국의 대응 및 한ㆍ중 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2009

서론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 주요 체제전
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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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3)
이장규 외 (2009.12)
ISBN 978-89-322-1324-8 A5/413면 15,000원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환경전략과 한국의 대응: 중국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 중국의 교통물류와 한국의 대응 /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와 우리의 정책방향 / 일본경제의 대외구상과 한국의 대응 / 동북아 인력교류협력
의 현재와 미래: 노동력이동 및 다문화 문제 / 한ㆍ중 교육교류: 현황과 미래 /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09-01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세미나자료
모음

Myung-Chul Cho and Jiyeon Kim eds. (2009. 9)
ISBN 978-89-322-3052-8 A5/190면 10,000원

2009

Session I.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North Korea’
s
Market-Opening /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East Asia Peace Community and
the Korean Unification / North Korea Market Opening and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Session II. Prospects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 Countries in the Post Kim-Jeong-Il Regime and Policy Responses of US,
China, Russia and Japan toward the New Regime / Prospects for U.S.-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Post Kim-Jeong-Il Regime and U.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China-North Korea Relations in the Post Cold War Era: Review and Prospect /
Prospects of Russia-DPRK Relations in the Post Kim Jeong Il Regime Time and Russia’
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Prospect to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DPRK / Appendix

09-01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김흥종 외 (2009.12)

중장기통상
전략연구

ISBN 978-89-322-6109-6 A5/164면 7,000원

개관 / 미국 / EU / 중국 / 일본 / 프랑스 / 영국 / 독일 / 러시아 / 호주 /
캐나다 / 인도 / 인도네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사우디아라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멕시코 / 요약 및 시사점

09-01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조영관∙김상원∙김지연∙이성훈∙이유신∙정기철 (2009.12)

전략지역
심층연구

ISBN 978-89-322-2165-6 A5/198면 7,000원

서론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에너지 현황 및 정책 /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수송망 /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개발 투자환경 분석 /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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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윤성학∙오영일∙변현섭∙김일겸∙노형복∙홍성혁 (2009.12)
ISBN 978-89-322-2166-3 A5/262면 10,000원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신성장전략 /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
석: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
시아 물류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한국의 통상전략 /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우즈베키스탄의 나보
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협력 방안 /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와 시사점 /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모색

09-03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이재영∙고재남∙박상남∙이지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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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확대 필요성 / 대러시아 투자동기와 경영성과 /
현지경영 현황과 애로요인 / 경쟁력과 경영현지화 / 결론: 시사점과 진출 방안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권기수∙김원호∙권 율∙김진오∙박수완 (2008. 12)
ISBN 978-89-322-1295-1 A5/224면 10,000원

서론 / 중남미 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평
가 /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
요약 및 결론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박복영∙이계우∙이순철∙정지선∙박수경 (2008. 12)
ISBN 978-89-322-1296-8 A5/270면 10,000원

머리말 /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실행역량 /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실행역량 /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
평가 및 과제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박영호∙박복영∙권 율∙허윤선∙강선주 (2008. 12)
ISBN 978-89-322-1297-5 A5/298면 10,000원

서론 / 아프리카 저개발의 특징 및 발전전망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현황 및
특징 / 한∙아프리카 협력확대 잠재성: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
협력 기본방향 /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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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홍익표∙김지연 (2008. 12)
ISBN 978-89-322-1298-2 A5/182면 7,000원

서론 /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변화과정 / 북한의 시
장경제교육 실태분석 /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
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08-01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세미나자료
모음

Kyung Tae Lee and Ramkishen S. Rajan eds. (2008. 5)
ISBN 978-89-322-3049-8 A5/194면 10,000원

08-02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Meral Karasulu and Doo Yong Yang (2008. 12)
ISBN 978-89-322-3050-4 A5/346면 12,000원

SESSION I. THE KOREAN CRISIS AND ECONOMIC CHANGES / Korea Ten Years after
the Crsis: Cllateral and Reserve Accumulation /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Success,
Good Luck or Bad Luck? / Ten Years after the Crisis: The Financial System Transition in
Korea /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Current Status and New Challenges /
SESSION II. CHANGES LOOKING FORWARD: TOWARDS LONG-TERM STABLE
ECONOMIC GROWTH / Achie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
Household Debt Sustainability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SESSION Ⅲ. WHAT IS THE AGENDA FOR THE NEXT 10 YEARS? / Changes in Labor
Quality among New College Graduates in Korea /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East Asia / Crisis Adjustments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Korea

2008

Introduction / Chapter 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 / Liberalizing China’
s Capital Account / What Tools are
Available to Policymaker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to Deal
with Capital Inflows / Chapter 2. Monetary Sterilization in Asia: Magnitude and
Effectiveness / Sterilized Intervention in Emerging Asia: Is It Effective? / China as a Reserve
Sink: The Evidence from Offset and Sterilization Coefficients / Chapter 3. Policy
Coordination Issues in East Asia / Exchange Rate Regim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in
East Asia / Price Convergence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 for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 Chapter 4.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 Selected Issues on Asian Monetary
Cooperation

30

08-03 China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Comm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en Year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es
David Daokui Li and Youngrok Cheong eds. (2008. 12)
ISBN 978-89-322-3051-1 A5/126면 7,000원

China in the Realm of the World Economy / Interpretation of China’
s Economic
Comeback / Reflection on 10 years of financial reform in China / Higher Education
Reform in China: Market Orientation and Institutional Response / The Structure of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China’
s Energy-Challenges and Strategies / FDI in
China and Policy Consideration /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conomywide
Effects and Conclusions / Why So Little Regional Financial Integration in Asia? The
Role of Liquidity / Financial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08-01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윤덕룡∙김태준∙문우식∙송치영∙유재원∙채희율 (2008. 12)

2008

중장기통상
전략연구

ISBN 978-89-322-2146-5 A5/266면 10,000원

서론 /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 금융개방과 투자 / 금융개방과 은행산업
의 성과 /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 금융개방과 금융 규제∙
감독 / 요약 및 결론

08-03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서진교∙박순찬∙김우영∙이종한∙이홍식∙최종일 (2008. 12)
ISBN 978-89-322-2148-9 A5/122면 7,000원

서론 / 시장개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시장개방과 효율
성 /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 결론 및 정책
적 시사점

08-04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진교∙박순찬∙김우영∙이종한∙이홍식∙최종일 (2008. 12)
ISBN 978-89-322-2149-6 A5/110면 7,000원

서론 / 선행연구와 문제점 /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
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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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한ㆍ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정지원ㆍ박혜리 (2008. 4)

무역투자
연구시리즈

ISBN 978-89-322-2136-6 A5/73면 5,000원

서론 / 한ㆍ미 FTA 협상 결과 /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제도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 결론

08-02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조미진ㆍ여지나ㆍ김민성 (2008. 5)
ISBN 978-89-322-2137-3 A5/115면 7,000원

서론 / 원산지규정 /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
지규정 비교 /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08-01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중 FTA 대비
이창영 (2008. 8)

연구자료

ISBN 978-89-322-2138-0 A5/98면 7,000원

08-02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정재완∙방호경 (2008. 8)
ISBN 978-89-322-2139-7 A5/74면 5,000원

머리말 / 한-ASEAN 교역 및 분업구조 / 한-ASEAN 부품산업 교역 및 경쟁력 파악 /
한-ASEAN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 결론 및 시사점

08-03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정형곤∙나승권 (2008. 12)
ISBN 978-89-322-2140-3 A5/104면 7,000원

머리말 / 외자유치 성과평가 /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 결론

08-04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정성춘∙이형근 (2008. 12)
ISBN 978-89-322-2141-0 A5/148면 7,000원

서론 /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 에
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
계획의 제안

2008

서론 / 중국 금융산업 현황 / 한∙중 금융산업 교역 현황 / 교역장벽 유형과 교역제한
내용 / 한∙중 금융부문별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32

08-05 한∙중∙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김한성∙이재호∙백유진 (2008. 12)
ISBN 978-89-322-2142-7 A5/116면 7,000원

서론 /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정책 / 한ㆍ중ㆍ일 인도네시아 교역ㆍ투자 관계 / 한ㆍ
중ㆍ일의 대인도네시아 FTA: 상품교역 / 한ㆍ중ㆍ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 결론

08-06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방호경 (2008. 12)
ISBN 978-89-322-2143-4 A5/110면 5,000원

서론 / 세계 교역의 생산분할 특징 /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추이 및 특징 /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원인 및 차별적 요인 / 요약 및 시사점

08-07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에의 시사점
김양희∙정성춘∙정지원∙이형근 (2008. 12)

2008

ISBN 978-89-322-2144-1 A5/182면 7,000원

서론 / 일본 농업 개황과 농업정책 / 일본의 농산물 교역 현황 / 한∙일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분석 / 일본의 농산물 관세체계 / 일본 EPA 정책의 특징 / 일본의 기체결 EPA의 농
수산물 양허 실태 / 결론

08-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윤창인 (2008. 12)
ISBN 978-89-322-2145-8 A5/148면 7,000원

서론 /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 / 기후대응
조치 관련 WTO 규범 / 무역관련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08-09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윤덕룡∙김태준∙문우식∙송치영∙유재원∙채희율 (2008. 12)
ISBN 978-89-322-2146-5 A5/266면 10,000원

서론 /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 금융개방과 투자 / 금융개방과 은행산업
의 성과 /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 금융개방과 금융 규제∙
감독 / 요약 및 결론

08-11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서진교∙박순찬∙김우영∙이종한∙이홍식∙최종일 (2008. 12)
ISBN 978-89-322-2148-9 A5/122면 7,000원

서론 / 시장개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시장개방과 효율성 / 시장개방과 경
쟁의 심화 /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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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진교∙이홍식∙박순찬∙김우영 (2008. 12)
ISBN 978-89-322-2149-6 A5/110면 7,000원

서론 / 선행연구와 문제점 /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
웃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Working
Papers

08-01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 2
Sherzod Shadikhodjaev (2008. 5)
ISBN 978-89-322-4187-6 A5/60면 5,000원

Introduction / National Treatment and Internal Taxation: General
Observations / The Likeness Standard / Discriminatory Threshold /
Protective Application / Natinoal Treatment under Korea FTAs /
Conclusion

Yongkul Won, Frank S. T. Hsiao, and Doo Yong Yang (2008. 4)
ISBN 978-89-322-4188-3 A5/86면 5,000원

Introduction /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IEs Country Data / Review of Theoretical Literature / Analytical
Framework / Individual Economy’
s Granger Casaulity Test / Panel Data Granger
Causality Test / Conclusions

08-03 Flexible BBC Exchange Rate System and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
Yen Kyun Wang (2008. 7)
ISBN 978-89-322-4189-0 A5/132면 7,000원

Introduction / Global and East Asian Exchange Rate Systems /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s / Korean Exchange Rate System and the Effect of Fluctuations /
The Need for Exchange Rate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 Flexible BBC System / Fixing the Yen/Dollar Exchange Rate
within a Band / Adjustment of Policy Bank Rate / Economic Policy Support for the
BBC System / Conclusion

2008

08-02 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 Panel Data Causality Analysis

34

08-04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reland
Kyuntae Kim and Hokyung Bang (2008. 8)
ISBN 978-89-322-4190-6 A5/46면 2,000원

Introduction: Ireland’
s Economic Performance / Literature Review / The Empirical
Model / Estimation Results / Conclusions

08-05 Eurasian Economic Community(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on
Sherzod Shadikhodjaev (2008. 10)
ISBN 978-89-322-4191-3 A5/80면 5,000원

Introduction / The EurAsEC as an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 Free Trade
Regime /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 The EurAsEC and the WTO / Conclusion

08-06 Real Exchange Rate Dynamics in the Presence of Nontraded goods and
Transaction Costs
Inkoo Lee and Jonghyup Shin (2008. 11)

2008

ISBN 978-89-322-4192-0 A5/33면 2,000원

Introduction / The Model / Quantitative Evaluation / Conclusions

08-07 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
Yonghyup Oh and Wonho Song (2008. 12)
ISBN 978-89-322-4193-7 A5/40면 2,000원

Introduction / Origin of subprime crisis: weakness in real economy / A historical
perspective / US policy choices / How would the US respond to policy shocks? /
Concluding remarks

08-08 Empirical Analysis on U.S.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Free Trade Bills
Hyejoon Im and Hankyong Sung (2008. 12)
ISBN 978-89-322-4194-4 A5/50면 5,000원

Introduction / Literature Review / FTA Bills in the 108th and 109th Congresses / Model
and Data / Results / Concluding Remarks

08-0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n the APEC: Another
Common Denominator or Harmonizing Measure?

APEC
StudySeries

Byung-il Choi (2008. 12)
ISBN 978-89-322-0067-5 A5/48면 2,000원

Introduction / Current Literature on CSR / Current State of Pla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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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in the APEC / International Framework on CSR / The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 A Way Forward to
CSR at the APEC / Conclusion

08-02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PEC Region: An Evolutionary Path to Bogor Goals
Sung-Hoon Park (2008. 12)
ISBN 978-89-322-0068-2 A5/68면 5,000원

Introduction / Analysis of FTA Initiatives of APEC Member Economies / Increasing FTA
Activities of APEC Member Economies and Bogor Goals / APEC’
s Response to
Increasing FTA Activities of Member Economies: An Evaluation / Roadmap towards
Achieving the Bogor Goals throughintra-APEC FTAs / Conclusion

08-03 The Next APEC Membership from Latin America: A Contextual Approach
Won-Ho Kim (2008. 12)
ISBN 978-89-322-0069-9 A5/38면 2,000원

08-01 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 금융, 자동차, 전기전자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이재호∙정재완∙이성훈 (2008. 12)
ISBN 978-89-322-0059-0 A5/242면 10,000원

서론 /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 바이오에너지 / 금융산업 / 자동차산업 / 전기전자산업 /
태국 시장 진출 방향 / 부록

08-02 필리핀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바이오연료, 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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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Korea/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st Asia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채 욱∙김세원∙유재원 외 (2006. 12)

연구보고서

ISBN 978-89-322-1248-7 A5/267면 10,000원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국제통상환경/한국통상정책의
발전과 평가/선진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과 통상정책의 방향/한국통
상정책의 3대 전략과 10대 실천과제/결론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김흥종∙신정완∙이상호 (2006. 12)
ISBN 978-89-322-1247-0 A5/242면 10,000원

서론/분석의 틀/스웨덴: 적극적인 정책조화와 사회적 합의의 추구/영국: 사회보장과 경
쟁력 향상의 동시 추구/미국: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의 추구/요약 및 정책 시사점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권 율∙김한성∙박복영∙황주성∙홍수연 (2006. 12)
ISBN 978-89-322-1249-4 A5/257면 10,000원

머리말/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우리나
라 ODA의 현황과 평가/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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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서진교∙송백훈∙송영관∙정지원∙이창수 (2006. 12)
ISBN 978-89-322-1250-0 A5/182면 10,000원

서론/DDA 개요/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DDA 전망 및 대응전략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김상겸∙박성훈∙박순찬∙박인원 (2006. 12)
ISBN 978-89-322-1251-7 A5/141면 7,000원

서론/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현황 및 향후 방향/APEC 무역원활화의 정량적 평가
/APEC 무역원활화 실천을 위한 시나리오/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분석/결론 및 정책제안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이성봉∙윤미경∙현혜정 (2006. 12)
ISBN 978-89-322-1252-4 A5/110면 7,000원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이홍식∙강성진 (2006. 12)
ISBN 978-89-322-1253-1 A5/170면 7,000원

서론/탈산업화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제점/OECD 국가들의 탈산업화 추이와 한국의 특
이성/OECD 국가의 탈산업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한국의 직접투자와 탈산업화/한국
의 탈산업화와 정책적 시사점/결론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오용협∙조종화∙윤덕룡∙송원호∙이호진∙이인형∙진 익 (2006. 12)
ISBN 978-89-322-1254-8 A5/180면 7,000원

서론/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장외 파
생금융상품시장 I :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II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결론 및 정책 제안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호진∙송원호∙장국현∙정삼영 (2006. 12)
ISBN 978-89-322-1255-5 A5/166면 7,000원

서론/헤지펀드에 대한 각국의 규제 배경 및 동향/헤지펀드의 위험 측정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검증/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보호 문제/아시아 헤지펀드의 최근
동향/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및 효율적인 규제제도 연구

2006

서론/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주요 정책/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
분과 유형별 특성/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 분석/서비스분야 외국인
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계량분석/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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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박월라∙이 근∙은종학∙박현정 (2006. 12)
ISBN 978-89-322-1256-2 A5/192면 7,000원

서론/중국진출 외자기업의 현황과 특징/중국의 경제성장과 외자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
석/중국내 환경변화와 외자기업의 전략: 기업조직의 최적화/중국내 환경변화와 외자기
업의 전략: 산업고도화에 대한 대응/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이장규∙이인구∙여지나∙조현준 (2006. 12)
ISBN 978-89-322-1257-9 A5/132면 7,000원

서론/중국의 FTA 추진 현황/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중국의 FTA 추진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중국의 FTA 협상분야별∙산업별 주요 쟁점/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성춘∙김양희∙이홍배∙김은지∙이형근 (2006. 12)

2006

ISBN 978-89-322-1258-6 A5/372면 12,000원

서론/일본경제 재부상의 이론과 실제/정부부문의 구조개혁/민간부문의 구조개혁/일본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재영∙이철원∙신현준∙V. D. Kalashnikov (2006. 12)
ISBN 978-89-322-1259-3 A5/274면 10,000원

서론/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 분석/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과 전략/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및 평가/한국의 진출전략 및 주요 부문별 참여 확대방안/결론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이순철∙정재완∙최윤정∙오민아 (2006. 12)
ISBN 978-89-322-1260-9 A5/188면 7,000원

서론/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정책적 시사점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박복영∙황주성∙박철형 (2006. 12)
ISBN 978-89-322-1261-6 A5/238면 10,000원

머리말/오일머니와 걸프지역 경제동향/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정책/주요국의 대
중동 경제협력 전략/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김원호∙권기수∙김진오∙박수완∙곽재성 (2006. 12)
ISBN 978-89-322-1262-3 A5/252면 10,000원

서론/MERCOSUR의 FTA 정책 방향/FTAA 협상 현황과 전망/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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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한국의
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06-17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이홍식∙신관호∙이종화∙김형주 (2006. 12)
ISBN 978-89-322-1263-0 A5/100면 7,000원

서론/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
에 미치는 효과 분석/결론

Africa in the World Economy: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세미나자료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2006. 4)
ISBN 978-89-322-3046-3 A5/224면 7,000원

The Development Paradigm for Africa/The National and Regional
Challenges for Africa/The International Challenges: Trade and Finance

KIEP∙FONDAD (2006. 12)
ISBN 978-89-322-3047-1 A5/182면 7,000원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By Way of Introduction/Global
Imbalances and Emerging Markets/Global Imbalances and Latin America: A Comment
on Eichengreen and Park/The Dilemmas and Dangers of the Build-Up of US Debt:
Proposals for Policy Responses/Currency Asymmetry, Global Imbalances, and
Rethinking of the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China’s Macroeconomic Imbalances:
The Liquidity Tango Mechanism/How Effective Is Monetary Policy in China? A
Comment on Woo’s“Inflationary Tango”/Asian Monetary Coordination and Global
Imbalances/Understanding Imbalances in a Globalized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US, Europe and Asia: By way of Epilogue

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
Doo Yong Yang ed. (2006. 12)
ISBN 978-89-322-3048-1 A5/191면 7,000원

Theme 1: Current Capital Flows and Related Risks in East Asia/Theme 2: China’s New
Exchange Rates Regimes and its Implication to East Asia/Theme 3: Too Much or Too
Less: How to stimulate private sectors in East Asia

2006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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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이창수∙김민성∙윤창인∙김진오 (2006. 7)

정책자료

ISBN 89-322-2097-2 A5/122면 7,000원

서론/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결론 및 정책적 시
사점

06-02 몽골 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정재완∙유민우 (2006. 8)
ISBN 89-322-2098-0 A5/82면 5,000원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특징/몽골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몽골의 자원개발
및 외국의 참여 현황/몽골의 주요 인프라 현황 및 확충 계획/한∙몽골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신현준 (2006. 8)

2006

ISBN 89-322-2099-9 A5/54면 5,000원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 및 전망/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산업 및 투자 환경/아제
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협력 확대방안

06-04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여지나 (2006. 8)
ISBN 89-322-2100-6 A5/60 5,000원

서론/중국의 TV 방송산업/중국 방송시장 진출전략

06-05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정성춘∙이형근 (2006. 9)
ISBN 89-322-2101-4 A5/106면 7,000원

서론/일본 M&A 시장 동향/「企 價
告 」및「
가치연구회의「企 價
告 」/경제산업성∙법무성의「

」의 주요 내용 및 평가/기업
」/결론 및 시사점

06-06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Yung Chul Park and Doo Young Yang (2006. 10)
ISBN 89-322-2102-2 A5/231면 10,000원

Introduction/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and Integration/Capital Flows in
Asia/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al(trade) regionalization/Economic Rationale for 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Recent Developments in the Chiang Mai
Initiative(CMI)/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ABMI)/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forMonetary Unification/Barriers to Financi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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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
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김정곤 (2006. 12)
ISBN 978-89-322-2103-8 A5/82면 5,000원

서론/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상호인정/우리나라의 의료
인력 면허관리체계/미국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양국 제도 비교
및 의료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강인수∙김관호∙한홍렬 외 (2006. 12)
ISBN 978-89-322-2104-5 A5/271면 10,000원
서론/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금융선진화와 국제화/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교육∙인
적자본의 국제화/요약 및 결론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박성훈∙박순찬∙정재완 외 (2006. 12)
ISBN 978-89-322-2105-2 A5/192면 10,000원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최병일 외 (2006. 12)
ISBN 978-89-322-2106-9 A5/144면 7,000원

서론/통상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한국의 통상거버넌스 구조 현황/한국 통상정책 결정
체계의 문제점/정책과제와 방향/요약과 결론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유진수 외 (2006. 12)
ISBN 978-89-322-2107-6 A5/166면 7,000원

서론/선진경제의 사례연구/선진경제의 통상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요약 및 결론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이성봉∙김관호∙이준규∙현혜정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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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 (2005. 12)
ISBN 89-322-1237-6 A5/249면 10,000원

서론/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
제적 의존실태/한국의 대응과제/결론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2005. 12)
ISBN 89-322-1238-4 A5/268면 10,000원

서론/교역구조 분석: 중국 위협의 현황/중국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 동향/주요 산업의
고도화: 내부구조의 평가/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한계/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결
론: 위협의 재평가와 대응전략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조명철∙정승호∙윤정혁∙우상민 (2005. 12)

2005

서론/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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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322-1239-2 A5/180면 7,000원

서론/개성공단의 추진 현황과 단계별 추진 전망/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판정 및 수출
제약요인/북한산 제품의 주요 국가별 수출여건/개성공단 제품의 품목별 시장여건 분석/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대방안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성춘 (2005. 12)
ISBN 89-322-1240-6 A5/210면 10,000원

서론/지적재산권의 경제이론 및 국제적 동향/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
과 지적재산전략/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적재산전략/일본기업
의 지적재산전략: 전기∙전자 대기업의 사례 분석/일본기업 대상 설
문조사 결과/일본기업의 지적재산 분쟁사례/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조명철∙이종운∙홍익표∙이재영∙정형곤∙동용승 (2005. 12)
ISBN 89-322-1241-4 A5/284면 10,000원

2005

서론/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중국의 역
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EU의 역할과 대북 경제
지원 방안/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결론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유재원∙임혜준 편 (2005. 12)
ISBN 89-322-1242-2 A5/316면 12,000원

세계화, 기회인가 위협인가?/세계화 비판의 논리와 쟁점/세계화와 소득분배/시장개방
의 경제적 효과/시장개방과 피해산업 지원/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평가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요약 및 정책 시사점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안형도∙김종혁 (2005. 12)
ISBN 89-322-1243-0 A5/160면 7,000원

서론/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
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결론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2005. 2)

세미나자료

ISBN 89-322-3043-9 A5/238면 10,000원

The Washington Consensus: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Financial Stability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Governance, Markets and Institutions/Towards a New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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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ô eds. (2005. 11)
ISBN 89-322-3044-7 A5/136면 7,000원

Energ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Toward an
Integrated Energy Cooperation System for Northeast
Asia/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East Asi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Thinking Outside the Box About the
U.S.-ROK Alliance/The Emerging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흥종∙박성훈∙페터 가이 편 (2005. 12)
ISBN 89-322-3045-5 A5/278면 10,000원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권 율∙홍수연 (2005. 12)

정책토론회
시리즈

ISBN 89-322-2089-1 A5/112면 7,000원

행사 개요/토론내용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2005. 12)
ISBN 89-322-2093-X A5/161면 7,000원

행사 개요/발표 및 토론내용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최낙균∙강문성∙김흥종∙박복영∙지만수∙이경희∙김정곤

정책자료

(2005. 4)
ISBN 89-322-2087-5 A5/50면 5,000원

왜 선진통상국가인가?/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선진통상국가의 구
성요소와 개념은?

2005

세계화 시대의 중국경제: 발전과 전망/중국ㆍ동아시아 발전상에 대
한∙독∙일ㆍ유럽의 시각/북동아시아에서의 중국경제 출현: 그 충
격과 장래/한국 노동시장의 현안과 과제/경제환경과 동아시아 노동
시장의 변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세계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의 새 노동정책/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자본이동/해외직접투자:
투자국의 막연한 불안감 vs. 투자대상국의 지나친 기대감/세계화시대의 자본이동과 동
아시아ㆍ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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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강정실 (2005. 7)
ISBN 89-322-2088-3 A5/62면 5,000원

서론/제조업 교역구조의 특성/부품무역에 의한 분업구조/산업내무역에 의한 분업구조/
동아시아지역내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권 율∙홍수연 (2005. 12)
ISBN 89-322-2089-1 A5/112면 7,000원

행사 개요/토론내용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김흥종∙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 (2005. 12)
ISBN 89-322-2090-5 A5/82면 5,000원

2005

양극화란 무엇인가/양극화, 왜 문제인가/양극화의 원인/양극화의 해외사례 선정과정/
양극화의 해외사례/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엄부영 (2005. 12)
ISBN 89-322-2091-3 A5/48면 2,000원

서론/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ASEAN의 지식재산권 정책/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권식 (2005. 12)
ISBN 89-322-2092-1 A5/36면 2,000원

서론/국제유가와 환율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효과 논쟁/분석모형 설정/해외충격이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결론 및 시사점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2005. 12)
ISBN 89-322-2093-X A5/161면 7,000원

행사 개요/발표 및 토론내용

05-08 2006년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이준규 편 (2005. 12)
ISBN 89-322-2094-8 A5/148면 7,000원

세계경제 성장 전망/주요국 경제 전망/국제금융시장 전망/유가 전망/무역 및 투자 동향
과 전망/2006년 주요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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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송영관 (2005. 12)
ISBN 89-322-2095-6 A5/66면 5,000원

서론/국내 규제규범 제정의 논의 배경 및 동향/전문직서비스작업반 주요 논의/국내 규
제작업반 주요 논의/회계분야 국내 규제규범의 법률서비스 확대 적용/정책 시사점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김우영∙박순찬∙이창수 (2005. 12)
ISBN 89-322-2096-4 A5/116면 7,000원

서론/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선행연구/한국의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실증분석/요약 및 시사점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
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Discussion
Papers

Tae Hwan Yoo∙V. Balaji Venkatachalam (2005. 8)
ISBN 89-322-4170-8 A5/104면 7,000원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Bokyeong Park and Kang-Kook Lee (2005. 8)

Working
Papers

ISBN 89-322-4169-4 A5/50면 2,000원

Introduction/Literature Review/How Do Natural Resources Affect Governance in
Africa?/Data and Method/Empirical Results/Conclusion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Jangkyou-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2005. 10)
ISBN 89-322-4171-6 A5/54면 5,000원

Introduction/Related Literature/Volume-based Approach/Asset
Price Based Approach/International Risk-sharing Approach/
Conclusion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Yonghyup Oh (2005. 10)
ISBN 89-322-4172-4 A5/40면 2,000원

Introduction/Model Specifications/Data, Conversion and Asset Beta/A Static Test of
Integration and Efficiency for European Markets and the US- Canadian Market/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Improved in European Markets?/US- Canada
Market/Concluding Remarks

2005

Introduction/China - India Relations/Japan - India Relations/ASEAN India Relations/EU - India Relations/U.S. - India Relations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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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Gongpil Choi and Deok Ryong Yoon (2005. 12)
ISBN 89-322-4173-2 A5/46면 2,000원

Introduction/Requirements for Regional Financial Stability/Creation of ACU: Parallel
Currency or Basket Numeraire/AERM: Multilateral Exchange Rate Arrangement with
the ACU/Other Considerations/Summary and Conclusion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Sophie Saglio, Yonghyup Oh, and Jacques Mazier (2005. 12)
ISBN 89-322-4174-0 A5/90면 5,000원

Introduction/Trade Openness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in East Asia/A
Macroeconomic Model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Symmetric and
Asymmetric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Conclusion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2005

Vivekanand Jayakumar, Tae Hwon Yoo, and Yoon Jung Choi (2005. 12)
ISBN 89-322-4175-9 A5/102면 5,000원

Introduction/Recent Changes in India’
s Exchange Rate System and RBI Policies
/Capital Flows, Impossible Trinity, and Foreign Exchange Reserve Management
/Fundamental Determinants of India’
s Real Exchange Rates Future Directions for the
Rupee and the Reserve Bank of India/Conclusion

05-01 Korea’
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OECD연구
시리즈

Doo-Yull Choi (2005. 12)
ISBN 89-322-8026-6 A5/94면 5,000원

Introduction/The Growth of MBCs and Their Business Scope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MBCs/Conclusion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Andrew Elek (2005. 11)

APEC
StudySeries

ISBN 89-322-0044-0 A5/114면 7,000원

The Context/The Busan Roadmap/Learning from Experience
/Clarifying the Bogor Vision/Opportunities for Liberalisation
/Opportunities for Facilitation/Implementing the Busan Roadmap
/Looking Further Ahead/Conclusion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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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John Mckay (2005. 11)
ISBN 89-322-0045-9 A5/75면 7,000원

Introduction: The Imperative for APEC Renewal & Reassessment/Assessing APEC’
s
Performance/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Region/Some Ways Forward
and New Visions for APEC’
s Future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동북아연구시리즈/
CNAEC
ResearchSeries

Françoise NICOLAS (2005. 4)
ISBN 89-322-5059-6 A5/66면 5,000원

Introduction/The Rise of China: A Dual Challenge for Korea/
Responding to the Dual Chinese Challenge/Summary and Conclusions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Kimie Harada (2005. 6)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Kimie Harada (2005. 6)
ISBN 89-322-5061-8 A5/64면 5,000원

Introduction/Banking System and Related Literature/The Non-parametric
Methodology/Estimation Results/Conclusions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Sumio Kuribayashi (2005. 12)
ISBN 89-322-5062-6 /A5/38면 2,000원

Introduction/Compilation of North Korea’
s 2002 Estimated I-O
Table/Compilation of South Korea’
s 2002 Estimated I-O Table/The
Compilation of North Korea Link I-O Table/China and Japan/
Compilation of Mongolia’
s 2002 Estimated I-O Table Interdependence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and Mongolia Conclusion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James H. Chan-Lee (2005. 12)
ISBN 89-322-5063-4 A5/50면 5,000원

2005

ISBN 89-322-5060-X A5/66면 5,000원

Introduction/Brief Literature Review/Recent Changes in Japanese Bank
Consolidation/The Non-parametric Methodology/Estimation Results/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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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Post-Crisis Asia in Perspective/The Political Economy of a Common
Currency/Framing an Interim Strategy/Summary and Conclusions

05-06

國

3

진흥 및

∙

經

의 새로운 구상

임 명 (2005. 12)
ISBN 89-322-5064-2 A5/32면 2,000원

머리말/ 國
3 진흥의 전략적 배경/ 國
3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사고/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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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구상/맺음말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Simon Hix and Hae-Won Jun (2005. 12)
ISBN 89-322-5065-0 A5/56면 5,000원

Introduction/How to Construct a Suprantional Single Market/The
European Union Model/A Possible East Asian Single Market/
Conclusion

2005

05-08 The Impact of FDI from South Korea to China on Bilateral Trade
Liu Xiangfeng (2005.12)
ISBN 89-322-5066-9 A5/38면 2,000원

Introduction/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FDI in China/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FDI on Bilateral Trade/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China on Processing Trade/Strengthened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Conclusions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이철원 (2005. 4)

지역리포트

ISBN 89-322-6078-8 A5/64면 5,000원

터키의 정치∙경제현황 및 전망/ ∙터키 경제협력 현황/ ∙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이재영∙신현준∙김선영 (2005. 5)
ISBN 89-322-6079-6 A5/84면 5,000원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효과
배희연 (2005. 9)
ISBN 89-322-6081-8 A5/76면 5,000원

머리말/GCC(걸프만협력회의)의 발전과 GCC∙EU FTA 추진 배경/GCC의 경제구조
/GCC∙EU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효과/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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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한∙독 경제관계
김흥종∙김균태∙Bernhard Seliger (2005. 11)
ISBN 89-322-6083-4 A5/92면 5,000원

정치 현황/경제 현황/ ∙

경제관계 및 경제협력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정성춘 (2005. 11)
ISBN 89-322-6084-2 A5/70면 5,000원

서론/M&A의 경제적 효과/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M&A 시장 활성화의 원
인 분석/평가 및 시사점

05-01 한∙일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이종윤 (2005. 2)

지역연구회
시리즈

ISBN 89-322-6077-X A5/110면 7,000원

한∙일 경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국면/한∙일 경제의 발전구조와 경제침체/한∙일의
경기침체 대응/일본경제의 회복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장형수∙정여천 (2005. 6)
ISBN 89-322-6080-X A5/80면 5,000원

서론/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현황 및 관련 이슈/외채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국제관례/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채무재조정 사례 분석/전망과 시사점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박승찬 (2005. 10)
ISBN 89-322-6082-6 A5/100면 5,000원

서론/중국 기술산업화의 배경/중국 기술산업화의 체제 연구/중국의 기술산업화 정책
및 전략/결 론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미무라 미쯔히로 (2005. 12)
ISBN 89-322-6085-0 A5/98면 5,000원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실상/경제제재의 내용과 방법, 법적 근거
에 관한 고찰/무역제한/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 론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유장희∙김은미 (2006. 1)
ISBN 89-322-6086-9 A5/100면 5,000원

서론/한∙일 양국의 수출구조와 경쟁력/FTA의 대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한∙일
FTA 이후의 산업구조조정/결론

2005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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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8)

단행본

A5/68면 비매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한∙싱가포르 FTA 협
정의 주요 내용 구조/싱가포르는 어떠한 나라인가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중남미협회 (2005. 12)
A5/256면 비매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중남미 정세 및 전망/한∙맥시코 협력
심화 방안/업종별 진출전략/중미경제와 한국/대중미 협력의 신분야
/동시세션/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요약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손병해∙김흥종 공편저 (2005. 12)

2005

ISBN 89-322-0046-7 A5/158면 7,000원

권두언/동북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조건/한∙중∙일 산업내 무
역의 진전과 동북아 경제통합/한∙중∙일 교역구조와 FTA 효과에
관한 시사점/산업의존구조와 동북아 경제통합: FDI를 중심으로/동
북아 문화협력방안: EU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A5/79면 비매

한∙EFTA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한∙EFTA FTA 협정의 주
요 내용/EFTA에 대하여

발 간 자 료 목 록

2004

80

2003/04 북한경제 백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7)

종합심층연구

ISBN 89-322-0042-4 B5/350면 12,000원

[제I편 거시경제 및 금융] 거시경제 현황평가와 전망/국가재정 수입
및 지출/금융 및 가격관리/[제II편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공업부문/
농업부문/상업 및 유통부문/군수산업/사회간접자본/[제III편 대외경
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대외경제관계/경제특구/남북한 경제협력/[제
IV편 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부문/과학기술부문/[제V편 북한 경제개혁조치의
평가와 과제]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과 배경/최근 경제정책의 특성과 문제점/북한
의 경제개혁 전망과 개선과제

2004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12)
ISBN 89-322-0043-2 B5/440면 15,000원

2004

서언/개관/[제1부 정치동향] 국내정치/대외관계/[제2부 경제동향] 거
시경제동향/신지도부의 경제전략/동북3성 발전전략/중국의 FTA 정
책/[특집: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제3부중국경제의 부상과 시
사점]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영향/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직
접투자/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도전과제/[제4부 동아시아의 새로운 분업체계]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분업구조/중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및 생산성/한국, 일본, 대
만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특성과 시사점/한국 기업의 중국 분업관계 모색/[제5부 중국
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 일본/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부록: 주요경제지표/
부록: 주요 사건일지/부록: 중국정부 조직도

04-01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Policy
Analyses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2004. 12)
ISBN 89-322-1219-8 A5/56면 5,000원

Introduction/Literature Survey/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Empirical Results/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정책연구

�

∙

奎∙

奎∙權奇 ∙�

∙ 南權 (2004. 11)

ISBN 89-322-1200-7 A5/296 10,000원

서론/NAFTA 출범 이후 경제지표 변화와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NAFTA와 거시
경제 동조화 현상 분석/북미 농업의 구조조정/북미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북미 섬유산
업의 구조조정/결론: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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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 寬 ∙

(2004. 11)

ISBN 89-322-1201-5 A5/116면 7,000원

서론/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
석: 중력모형을 중심으로/무역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
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
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
과 분석/결론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南

∙

∙

∙

敎 (2003. 11)

ISBN 89-322-1202-3 A5/176면 7,000원

서론/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 추진동기/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농업부
문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제조업부문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결론 및 시
사점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머리말/무역 및 투자/관세협력 현황/한∙중∙일 IT부문협력/과학기술분야협력/교통부
문협력/에너지협력/환경협력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均 (2004. 12)
ISBN 89-322-1199-X A5/182면 7,000원

서론/무세화협상의 제안 배경 및 논의동향/국내산업의 관세ㆍ경쟁
력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무세화 추
진분야의 선정기준 및 절차/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2004. 12)
ISBN 89-322-1204-X A5/138면 7,000원

서론/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흐름/무역∙투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세계경제 통
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정책/OECD의 권장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결론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

∙

∙

(2004. 12)

ISBN 89-322-1205-8 A5/164면 7,000원

서론/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무역원활화
의 경제적 효과/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04

(2004. 11)
ISBN 89-322-1203-1 A5/371면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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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京∙

∙

(2004. 12)

ISBN 89-322-1206-6 A5/204면 10,000원

서론/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영화시장의 개
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

∙

∙

∙

∙�

∙

槿 (2004. 12)

ISBN 89-322-1207-4 A5/218면 10,000원

서론/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
안의 고찰/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요약 및 결론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2004

金

∙

(2004. 12)

ISBN 89-322-1208-2 A5/146면 7,000원

서론/유럽 통화통합의 전개과정/EMU 협상과정의 주요 이슈와 EC 회원국의 입장/EMU
협상과정에서 활용된 주요 협상전략 분석/EMU 협상과정을 통해 본 통화통합의 정치경
제학/ EMU 협상의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결론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姜

∙權耿 ∙�

∙�

∙�

∙

∙

敎 (2004. 12)

ISBN 89-322-1209-0 A5/225면 10,000원

서론/한∙일 FTA/한∙중∙일 FTA/한∙미 FTA/한∙EU FTA/한∙ASEAN FTA/FTA 추진
에 대한 시사점

04-12 한ㆍ미 FTA의 무역ㆍ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姜

(2004. 12)

ISBN 89-322-1210-4 A5/140면 7,000원

서론/한국과 미국의 지역주의정책/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와 산업별 관계/한∙
미 FTA가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결론 및 시사점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 및 기
계 부문을 중심으로
∙

∙

(2004. 12)

ISBN 89-322-1211-2 A5/146면 7,000원

서론/한∙일 전기전자∙기계 부품산업의 구조적 특징/한∙일 전기전자∙기계 부품산업
의 상호 의존관계 및 파급효과 분석/한∙일 전기전자∙기계 부품산업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결론 및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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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南

∙

∙

∙� 菊 (2004. 12)

ISBN 89-322-1212-0 A5/172면 7,000원

서론/대중 투자의 현황과 특징/대중 투자의 동기 분석/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결정요인
/현지경영의 주요 이슈/대중 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정책적 시사점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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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유럽 자동차산업 개관/EU 통합과정에서의 유럽 자동차산업의 발전현황/유럽 자동
차산업의 재편/결론 및 시사점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

∙�均

∙영 경제협력의 과제

(2004. 11)

ISBN 89-322-6073-7 A5/91면 5,000원

서론/경제발전과정/최근 경제현안/대외관계/한∙영 경제관계

04-06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權耿 ∙�

(2004. 12)

ISBN 89-322-6076-1 A5/49면 2,000원

서론/일본∙ASEAN FTA 추진배경과 전략/일본∙ASEAN FTA 추진 현황/요약 및 전망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지역연구회
시리즈

� 慶∙�

(2004. 12)

ISBN 89-322-6074-5 A5/85면 5,000원

서론/EU 금융시장의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개
편방향/EU 확대와 금융감독체계/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방안/결론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의 효율성 분석
∙�

(2004. 12)

ISBN 89-322-7091-0 A5/57면 5,000원

서론/유럽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유럽의 경제제도: 노동∙금융∙시장규제/경제
구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유럽의 생산성/유럽경제의 기타 특성들/결론 및 시사점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93

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

단행본

∙金

(2004. 9)

ISBN 89-322-0037-8 A5/243면 10,000원

머리말/[제1편] 고르바초프에서 푸틴까지/러시아 정치∙사회 개혁의
방향과 내용/러시아의 경제개혁 약사(
)/[제2편] 러시아를 움직이
는 힘/블라디미르 푸틴: 독재자인가, 마지막 구세주인가/석유와 천연
가스: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러시아경제의 성장과 발전 전망/[제3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러시아의 정당과 정치엘리트/올리가르흐(oligarch), 러시아식 재벌의
탄생과 활동/[제4편] 러시아와 한국/러시아와 남북한/러시아 시장과 한∙러 경제협력/
부록: 러시아 개관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

(2004. 10)

ISBN 89-322-0039-4 A5/147면 7,000원

2004

한∙멕시코 경제협력/한∙멕시코 농업부문 협력/한∙멕시코 첨단과
학기술산업 협력/한∙멕시코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부문 협력/
한∙멕시코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 협력

발 간 자 료 목 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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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2003년 세계경제전망
金

종합심층연구

(2003. 3)

ISBN 89-322-0031-9 B5/289면 10,000원

개관/[세계경제환경의 주요 흐름] 다자주의의 가속화: DDA추진 현
황과 전망/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활성화/중국경제의 부상과 세계경
제의 판도변화/[2003년 세계경제전망] 성장 및 교역/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주요권역별 경제전망] 미국/일본/서유럽/중국/동남아
/중남미/러시아/중-동구/남아시아/ -중동/요약 및 결론

03-02 2003 중국경제연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4)
ISBN 89-322-0035-5 B5/537면 20,000원

2003

개관/[제1부 최근 정치 동향] 국내 정치/대외 관계/[제2부 국내 경제]
거시경제동향/경제정책의 기조 변화/금융체제 및 금융개혁/예산 조
세제도 운용 및 개혁/기업 개혁/노동시장과 실업 문제/[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무역수지와 환율/통상정
책 및 대외경제협력/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제4부 산업 동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IT산업/섬유 및 가전산업/조선 및 철강산업/승용차산업/유통산업/에너지 수급 동
향 및 전망/[제5부 권역 경제]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
향/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제6부 한중 교류]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부
록> 중국경제통계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Policy
Analyses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2003. 6)
ISBN 89-322-1143-4 A5/88면 5,000원

Introduction/Feasibility of a Common Currency Bloc/Exchange
Rate Regime/Monetary Policy/Good Fiscal Performance and
Strengthening Financial Markets/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Institution, FTA, and
Leaders in East Asia/Summary and Conclusions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Nakgyoon Choi, Soon-Chan Park and Changsoo Lee (2003. 12)
ISBN 89-322-1198-1 A5/102면 7,000원

Introduction/Global Trading System and Trade Negotiation
Options/CGE Model Analysis: Theory and Database/Policy
Experiments and Empirical Results/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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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寬 ∙

정책연구

∙

(2003. 12)

ISBN 89-322-1171-X A5/168면 7,000원

서론/동아시아 금융ㆍ통화협력의 현황/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무역
과 경기동조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결론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姜

∙

(2003. 12)

ISBN 89-322-1172-8 A5/154면 7,000원

서론/구매력평가와 균형환율/통화론적 접근에 의한 환율의 적정성 평가/균형실질환율
을 이용한 적정성 분석/환율제도와 장기적 측면의 환위험/결론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姜

(2003. 12)

ISBN 89-322-1173-6 A5/146면 7,000원

서론/동아시아국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동아시아 국가혁신체제(NIS)의 발전/
동아시아 국별 혁신경제 이행정책/한국의 혁신전략/결론

∙

∙

∙

∙

俱∙

∙

∙

∙

(2003. 12)
ISBN 89-322-1174-4 A5/322면 12,000원

서론/[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
효과/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런던 국제
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뉴욕/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
과제]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

(2003. 12)

ISBN 89-322-1175-2 A5/196면 7,000원

서론/중국 은행시스템의 형성과정/부실채권의 원인과 현황/부실채
권 해결정책에 대한 검토/은행의 대출 결정 기준/국유기업의 수익성
과 생산성/결론: 요약과 시사점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

(2003. 12)

ISBN 89-322-1176-0 A5/199면 7,000원

서론/산업발전과 기술혁신/중국 첨단산업의 발전/중국의 첨단산업정책과 영향/중국 첨
단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결론

2003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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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중 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敎∙

(2003. 12)

ISBN 89-322-1177-9 A5/182면 7,000원

들어가는 말/중∙아세안 FTA: 경제관계,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중국∙아세안의 FTA 추
진배경/중∙아세안 FTA의 논의 내용과 평가/세계통상환경에 대한 파급영향 및 정책시사점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權

∙

敎∙

(2003. 12)

ISBN 89-322-1178-7 A5/166면 7,000원

머리말/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우리나라의
ASEAN 경협강화 전략/요약 및 결론

03-09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

∙金

∙

(2003. 12)

2003

ISBN 89-322-1179-5 A5/176면 7,000원

서론/세계 통상환경 및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구미지역 통상정책/ 아시아지역 통상
정책/ 중남미지역 통상정책/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根 (2003. 12)

ISBN 89-322-1180-9 A5/164면 7,000원

서론/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 그 원인/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우리나
라에 대한 시사점/요약과 결론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姜

∙�

∙

∙

奎∙權奇 ∙�

∙�

(2003. 12)

ISBN 89-322-1181-7 A5/256면 10,000원

서론/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2003. 12)

ISBN 89-322-1182-5 A5/268면 10,000원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국제거래를 통한 자
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결론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根 ∙�

∙�

∙

∙

∙

∙

∙

(2003. 12)

ISBN 89-322-1183-3 A5/340면 12,000원

서론/[제1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원인과 의미]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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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제2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부문
별 결과와 평가]북한 기업관리의 변화와 전망/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경제특구 확대의 평가와 향후전망/농업
부문의 정책변화와 과제/[제3편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과제/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를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03-14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

(2003. 12)

ISBN 89-322-1184-1 A5/338면 12,000원

서론/북한경제 개혁의 문제점/최근 북한경제 개혁 동향 및 체제전환국 사례분석/북한경
제 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북한경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역할/요약 및 결론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003. 12)
ISBN 89-322-1185-X A5/156면 7,000원

03-16 DDA 중간점검 - 2003
�均∙�
京∙姜
∙

∙

∙
∙

∙

敎∙南

∙

∙

(2003. 12)

ISBN 89-322-1186-8 A5/370면 12,000원

서론/농업/서비스/비농산물 시장접근/무역규범/지적재산권/무역과
환경/싱가포르 이슈/무역과 개발/DDA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

∙

∙

敎∙�

(2003. 12)

ISBN 89-322-1187-6 A5/190면 7,000원

서론/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국별 이행계획
서(C/S) 작성 방향/농정 방향과 대안/요약 및 결론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

∙

∙

(2003. 12)

ISBN 89-322-1188-4 A5/222면 10,000원

서론/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국내외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관련 규제 및 제도/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외개방의
기대효과/주요 쟁점별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결론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均∙

(2003. 12)

2003

서론/냉전시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관계/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관계 현
황/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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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322-1189-2 A5/199면 7,000원

서론/WTO 논의동향 및 평가/협상방식에 따른 세계 관세율 영향 분석/협상방식이 한국
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산업별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주요 분석 결과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姜

∙

∙

(2003. 12)

ISBN 89-322-1190-6 A5/214면 10,000원

서론/반덤핑/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지역무역협정/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03-21 WTO 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京 (2003. 12)
ISBN 89-322-1191-4 A5/188면 7,000원

2003

서론/무역과 경쟁의 상호관계: 이론적 배경/국제경쟁규범의 효율적 형태: 다자형태와
양자형태의 비교/국제협력의 주요 요소/결론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

∙姜 求 (2003. 12)

ISBN 89-322-1192-2 A5/198면 7,000원

서론/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중소소매업체
의 적응 실태분석/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 적응 지원정책 방향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金

(2003. 12)

ISBN 89-322-1193-0 A5/286면 10,000원

서론/세계통상환경의 변화/한∙중ㆍ일 FTA 추진 당위성/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일 FTA와의 관계 설정/한∙중∙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

∙

∙

∙

京∙

根 (2003. 12)

ISBN 89-322-1194-9 A5/292면 10,000원

서론/원산지 규정/반덤핑/보조금 및 상계관세/경쟁정책/지적재산권/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 중심으로
�
∙� 起∙
Ogawa) (2003. 12)

槿∙

∙

∙ 奎 ∙

∙

根∙

(Eiji

ISBN 89-322-1195-7 A5/358면 12,000원

서론/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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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응방안/결론 및 시사점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
사점
寬 ∙

∙

∙

(2003. 12)

ISBN 89-322-1196-5 A5/164면 7,000원

서론/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
과/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환율제도가 무역
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결
론

03-27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敎∙ 寬 ∙

根∙

∙高

∙姜

∙

∙

(2003. 12)

ISBN 89-322-1197-3 A5/295면 10,000원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확대방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

∙�

∙

(2003.10)

ISBN 89-322-7086-4 A5/211면 7,000원

서론/세계 섬유산업의 환경 변화/아프리카경제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아프리카 3개국
시장 특성 및 섬유산업 현황/한국 섬유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확대방안/결론 및 시사점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

∙

坤∙ 慶

(2003. 12)

ISBN 89-322-7087-2 A5/254면 10,000원

서론/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EU 제도 및 정책 변화/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회원국간 경
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정책 시사점 및 결론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揆∙

∙

(2003. 12)

ISBN 89-322-7088-0 A5/262면 10,000원

서론/중국의 유통산업/중국의 금융산업/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정책시사점

03-04 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權耿

(2003. 12)

ISBN 89-322-7089-9 A5/212면 10,000원

2003

서론/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
조 분석/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동
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
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
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02

머리말/GMS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GMS 프로그램 추진 10년의 평가/GMS 프
로그램 추진 전망과 주요 과제/한국에 대한 시사점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행사결과보고/
Conference
Proceedings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2003. 12)
ISBN 89-322-3035-8 A5/400면 12,000원

International Capital Flow in Korea and China/Part 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Development of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n China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2003. 12)

2003

ISBN 89-322-3036-6 A5/392면 12,000원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 East Asia/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Financial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Heungchong Kim ed. (2003. 12)
ISBN 89-322-3037-4 A5/190면 7,000원

Introduction and Overview/The European Convention and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Enlargement and the EU’
s External
Relation/A“Work-in-Progress”: Negotiating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 The EU and the ACP Pacific State/The EU‘New
Strategy’towards the Asia-Pacific Region/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Asia-Pacific Region/The EU as a Model of Regional Integration: Challenges and
Agendas/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A Comparison with Europe/European
Integration and Korea: Toward a New Direction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South Asia and European Integration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Chan-Hyun Sohn ed. (2003.12)
ISBN 89-322-3038-2 A5/134면 7,000원

Development On the Recent Corporate Reform under the
Economic Stagnation－Japan’
s Experiences/Scale and Sale: An
Overview of State Enterprise Restructuring in China/Economic
Crisis and Structural Reform in Korea/Korea’
s Financial Reform in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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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rade and Growt/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Yangseon Kim and Chang-Jae Lee eds. (2003. 12)
ISBN 89-322-3039-0 A5/334면 12,000원

Introduction and Overview/Worldwide Rise of Regionalism/FTA
Policies in Northeast Asia/Characteristics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China, Japan and Korea/Prospects for an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03-06 China’
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Yunjong Wang ed. (2003. 12)
A5/288면 비매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寬 ∙�

정책자료

(2003. 12)

ISBN 89-322-2075-1 A5/288면 7,000원

서론/WTO 투자협정의 논의 경과/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해외투자장벽 완화/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

03-01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Discussion
Papers

June-Dong Kim (2003. 2)
ISBN 89-322-4131-7 A5/56면 2,000원

Introduction/Recent Trends and Patterns of Inward FDI into Korea/Why has Inward
FDI into Korea Decreased Recently?/Experiences in the Distribution and Banking
Sectors/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03-02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Jonghwa Cho (2003. 5)
ISBN 89-322-4134-1 A5/42면 2,000원

Introduction/Deepening of Intraregional Trade Relations/Rise in Export

2003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China’
s Role in the
Re 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Future
Challenges for China

104

Competitiveness among East Asian Countries/Intraregional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Conclusion

03-0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Haesik Park and Yunjong Wang (2003. 7)
ISBN 89-322-4140-6 A5/67면 5,000원

Introduction/Financial Systems in East Asia/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Sources of Changes in Corporate Financing Pattern in Korea/Concluding Remarks

03-04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2003. 7)
ISBN 89-322-4141-4 A5/87면 5,000원

Introduction: What is Trade Facilitation?/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 in the WTO/Implications for Developing/Countries
and Businesses/Policy Recommendations: Roadmap to Cancun

2003

03-05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Yunjong Wang and Wing Thye Woo (2003. 12)
ISBN 89-322-4146-5 A5/69면 5,000원

Introduction/Conceptual Framework/Regional or Subregional Initiatives among the
ASEAN+3 Countries/How to Enhance the ASEAN+3 Surveillance Process/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olicy Dialogue/Conclusion

03-01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2003. 2)

Working
Papers

ISBN 89-322-4130-9 A5/50면 2,000원

Introduction/Trade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Data and Statistical Findings/Methodology and Results/Implications
for a Currency Union/Conclusion

03-02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
s Bond Market
Gyutaeg Oh, Daekeun Park, Jaeha Park, and Doo Yong Yang (2003. 3)
ISBN 89-322-4132-5 A5/93면 5,000원

Introduction/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East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05

Asia/The Reasons Why We Need a Securitization Scheme in East Asia/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in East Asia/Conclusion

03-0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2003. 3)
ISBN 89-322-4133-3 A5/74면 5,000원

Introduction/Theoretical Overview/Trends and Stylized Facts of Business
Cycles/Trends and Stylized Facts of Capital Flows/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Empirical Studies/Conclusion

03-04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Hyungdo Ahn and Sunghyun H. Kim (2003. 6)
ISBN 89-322-4135-X A5/70면 5,000원

Introduction/Business Cycles in Korea/Model/Calibration/Comparing the second
moments/Impulse Responses/Conclusion

Sammo Kang (2003. 6)
ISBN 89-322-4136-8 A5/60면 5,000원

Introduction/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wo countries, two
periods, and three goods/Empirical Analysis/Conclusion

03-07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Zainal-Abidin Mahani,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2003. 6)
ISBN 89-322-4138-4 A5/103면 7,000원

Introduction/Post-Crisis Macroeconomic Adjustments in Korea and Malaysia/Policy
Responses for Crisis Resolution/Assessment of the Adjustment Processes in Korea and
Malaysia/Policy Implications

03-08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Sang-yirl Nam and Junsok Yang (2003. 6)
ISBN 89-322-4139-2 A5/71면 5,000원

Introduction/Korea and World Trade in the Motor Vehicle Industry/Korea’
s Trade in

2003

03-05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
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106

the Motor Vehicle Industry/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Preferences on Trade and
Output/Summary and Implications

03-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Chang-Soo Lee (2003. 10)
ISBN 89-322-4142-2 A5/59면 5,000원

Introduction/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Economic Outcomes/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Implications and Discussions

03-10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2003. 10)
ISBN 89-322-4143-0 A5/61면 5,000원

2003

Introduction/Changes in East Asia’
s Financial Structure/The Role of Finance in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What Went Wrong in East Asian Financial
Systems?/Concluding Remarks

03-11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2003. 10)
ISBN 89-322-4144-9 A5/61면 5,000원

Introduction/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Trade/Data and Statistical
Properties/Empirical Results/Does the Japan-Korea FTA Need Exchange Rate
Coordination?/Conclusion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Hongshik Lee (2003. 12)
ISBN 89-322-4145-7 A5/65면 5,000원

Introduction/Data/The Export Premium versus Premium for FDI/The Self-selection
Hypothesis/The Decision to do FDI/Conclusions

03-13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2003. 12)
ISBN 89-322-4147-3 A5/45면 2,000원

Introduction/Risk Sharing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Potential Welfare Gains
from Risk Sharing/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03-14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E. Young Song and Chan-Hyun Sohn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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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322-4148-1 A5/35면 2,000원

Introduction/The Model/Empirical Investigation/Conclusion

03-15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2003. 12)
ISBN 89-322-4149-X A5/51면 2,000원

Introduction/Brief Summary of Corporate Sector Reforms in Korea/ Evaluation of
Corporate Rehabilitation Measures/Conclusion

03-16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Soon-Chan Park (2003. 12)
ISBN 89-322-4150-3 A5/57면 2,000원

Introduction/Literature Survey/Approaches to Measuring Specialization and
Concentration/The Evolution of Specialization and Concentration Patterns in East
Asia/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Concluding Remarks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2003. 12)
ISBN 89-322-4151-1 A5/43면 2,000원

Introduction/Trade Structure and Growth/Empirical Analysis/Conclusion

APEC
StudySeries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Sang-yirl Nam (2003.12)
ISBN 89-322-0036-X A5/264면 10,000원

Introduction/APEC Trade Structure/Complementarity in
International Trade among APEC Member Economies/Potential
Trade among APEC Member Economies/Summary and Implications

03-01 Korea’
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동북아연구시리즈/
CNAEC
ResearchSeries

Yao Shumei (2003. 12)
ISBN 89-322-5048-0 A5/42면 2,000원

Introduction/China - Korea Investment Linkage/The Impact of Korean FDI on the

2003

03-17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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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and Korean Economies/China’
s FDI Inflow/Prospect for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Conclusion

03-0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2003. 12)
ISBN 89-322-5049-9 A5/48면 2,000원

서론/금융발전의 결정요인들: 기존의 연구/세계각국의 금융발전 현
황/금융개방과 금융발전/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국제금융센터의
여건: 제도의 중요성 검토/결론 및 정책시사점

03-0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2003. 12)
ISBN 89-322-5050-2 A5/50면 5,000원

서론/국제금융센터의 흥망성쇠와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위상/국제금융센터의 성립 및
성장의 결정요인/국제금융센터 결정요인에서 한국의 현주소 평가와 전략

03-0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2003

(2003. 12)
ISBN 89-322-5051-0 A5/34면 2,000원

서론/한국의 여건: 경쟁력 비교/정책과제와 전망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2003. 7)

지역리포트

ISBN 89-322-6063-X A5/76면 5,000원

서론/헝가리의 경제개혁 개관/헝가리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평가/
결론 및 시사점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軍∙

(20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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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스포츠산업과 프로스포츠 제도/프로스포츠와 경쟁법관련 OECD 논의/프로스포츠
에 대한 국내의 경쟁법 적용/결론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

지역리포트

(2001. 12)

ISBN 89-322-6039-7 A5/75면 5,000원

서론/일본경제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고이즈미 재정개혁의 배
경/재정개혁의 분야별 주요내용/결론 및 시사점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坤 (2001. 12)
ISBN 89-322-6040-0 A5/65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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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지원정책/결론 및 시사점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2001. 12)
ISBN 89-322-6041-9 A5/67면 5,000원

서론/EMU의 발전과정과 가입요건/그리스의 EMU 가입/EMU 확대 전망/EMU 및 유로화
위상 변화/결론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坤 (2001. 12)
ISBN 89-322-6042-7 A5/63면 5,000원

서론/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결론 및 시사점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2001. 12)

서론/CIS 역내경제관계의 발달/EEC 출범과 교역관계의 변화/지역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전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

지역연구회
시리즈

(2001. 12)

ISBN 89-322-6034-6 A5/91면 5,000원

서론/경제통일과 통신 통합비용/남북한 정보통신망 현황과 격차/통신
부문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북한지역 통신인프라 구축의 방향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2001. 12)
ISBN 89-322-6035-4 A5/157면 7,000원

서론/화인기업의 경영전략과 외환위기/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결론 및 우리에게 주
는 시사점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2001. 12)
ISBN 89-322-6036-2 A5/157면 7,000원

서론/미국 정보기술산업 발전의 영향과 효과/정보산업에서의 경쟁시장 조성/정보화추
진 프레임워크/정보 격차/결론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

(2001. 12)

2001

ISBN 89-322-6050-8 A5/69면 5,000원

136

ISBN 89-322-6037-0 A5/131면 7,000원

경제부진의 장기적인 원인 - 80년대의 일본경제/90년대 실물경제의 동향/잃어버린 10년
- 90년대 일본 경제/금융정책의 실패가 최대원인/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들/재정적자의
부담/불황이 가져온 잘못된‘개혁’/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基 ∙

基 (2001. 12)

ISBN 89-322-6038-9 A5/74면 5,000원

서론/에너지위기 현황/캘리포니아 전력사태의 원인분석/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위기
원인분석/경제적 파급효과/부시행정부의 에너지정책/결론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光

(2001. 12)

ISBN 89-322-6043-5 A5/135면 7,000원

서론/개발의 전략과 성과/개발성과의 평가와 과제/한국의 참여와 새로운 역할

2001

01-07 1980-1990년대 브라질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2001. 12)
ISBN 89-322-6044-3 A5/97면 7,000원

서론/브라질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1980-90년대/브라질 산업부문에서의 변화: 1980년
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브라질 최근 산업활동: 1997년 이후/결론: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에서 얻는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접근방향

01-08 EU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2001. 12)
ISBN 89-322-6045-1 A5/137면 7,000원

서론/EU국가 민영화의 배경 및 현황/EU국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분석/우리나라 민
영화 정책의 전개과정 및 현황/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사례분석: 전력산업/EU 국가 민
영화 경험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 전략
鍵 (2001. 12)
ISBN 89-322-6046-X A5/87면 5,000원

서론/멕시코 산업 정책 변화의 배경과 정향/멕시코 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멕시코 산업
정책과 한국의 진출 가능성/결론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2001. 12)

ISBN 89-322-6047-8 A5/233면 10,000원

연구의 목적과 내용/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의 추이/시베리아∙극동지역의 사회경제
적 조건과 개발 환경/푸틴 정부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과 한∙러 경제협력/시베리아∙극동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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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奎

(2001. 12)

ISBN 89-322-6048-6 A5/105면 7,000원

서론-유럽연합의 통합과 확대/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유럽연합의 확대와
중동유럽국가의 가입신청/유럽연합의 중동유럽 확대와 가입지원/니스조약과 유럽연합
의 확대/니스회담이후 가입협상의 전개와 전망/유럽연합 확대의 현재적 평가와 전망

01-12

國의

經

敎∙

과

經

可能

(2001. 12)

ISBN 89-322-6049-4 A5/93면 7,000원

서론/중국의 대외경제교류 발전과 지역경제협력 인식/중국의 지역경제교류협력 현황과
추세/중국의 WTO 가입과 동북아지역경제 교류/결론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

단행본

(2001. 5)

ISBN 89-322-0020-3 A5/99면 5,000원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景

(2001. 10)

ISBN 89-322-0021-1 B5/50면 2,000원

신고전학파의 동아시아발전모형 비판의 한계/동아시아발전모형과 외환위기/동아시아
발전모형의 진로: 타파의 대상인가, 개선의 대상인가?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敎 (2001. 11)
ISBN 89-322-5046-4 B5/139면 7,000원

서론/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FTA)이란?/우리나라의 FTA 정책/주요 지
역과의 FTA 추진 논의/정책시사점

China’
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Repercuss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Kyung Tae Lee and Justin Yifu Lin et al. (2001. 12)
ISBN 89-322-0022-X A5/426면 20,000원

Introduction/China’
s Economy in the WTO System: Overall
Issues/China’
s Economy in the WTO System: Sectoral Issues/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China’
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Concluding Remarks

2001

서론/유로화 출범 이후 환율추이 분석과 전망/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변화/유로화 출범 이후 EU 경제의 변화/결론 및 시사점

138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2001. 12)
ISBN 89-322-0023-8 B5/373면 20,000원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과제/남북경제
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均∙
∙

∙
∙
京 (2001. 12)

∙金

∙

∙

∙

∙姜

∙

ISBN 89-322-0024-6 A4/287면 10,000원

개관/농업/서비스/공산품시장접근/규범분야/신통상의제/뉴라운드 종합전략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ISBN 89-322-0025-4 A5/83면 5,000원

2001

서론/환위험 관리 체계/환위험 관리 수단/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당면과제/
환위험 관리의 모의사례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均 (2001. 6)
A5/51면 비매

시장개방과 국민경제/시장개방과 소비자/시장개방과 생산자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均 (2001. 10)
A5/45면 비매

WTO는 무엇인가/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뉴라운드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金

∙姜 求 (2001. 10)

A5/53면 비매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신경제와 서비스산업/서비스 개방의 효과/WTO 서비
스협상의 영향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敎 (2001. 11)
B5/67면 비매

지역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자유무역협정(FTA)은 디자인하기 나름/우리
나라도 FTA 정책을 추진 중/주요 지역과의 FTA를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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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2001. 11)
A5/47면 비매

농산물 무역자유화/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자유무역협정과 농업/농업과 환경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1)
A5/45면 비매

도하 아젠다는 무엇인가/도하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되나/도하 아젠
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도하 아젠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2001. 12)

A5/37면 비매

외국인투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투자협정 바로알기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투자협정과 한국경제

2001

(2001. 12)
B5/48 비매

발 간 자 료 목 록

2000

142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es

Policy
Analyses

Yunjong Wang, Tae-Jun Kim, and Jai-Won Ryou (2000. 11)
ISBN 89-322-1107-8 B5/200면 7,000원

Introduction/Background: Regional Actions to Cope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Review of the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Towards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Conclusion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Chae-Shick Chung, Sangyoung Joo, and Doo Yong Yang (2000. 12)
ISBN 89-322-1124-8 A5/200면 5,000원

2000

Introduction/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Trading Volume
and Exchange Rate Dynamics/Testing Efficiency by NDF Exchange
Rates/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00-01 WTO 뉴라운드 規
�均∙

∙金

의 논의 동향과
∙

∙

京∙

國의
(2000. 12)

ISBN 89-322-1108-6 A5/263면 10,000원

정책연구

서론/반덤핑/보조금∙상계조치/원산지 규정/지역무역협정/지적재산권/무역원활화/
요약 및 정책시사점/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00-02 서비스산업의 開
金

∙康

果:

間

及 果를 중심으로

(2000. 12)

ISBN 89-322-1109-4 A5/120면 7,000원

서론/서비스산업 현황/국내 서비스산업 개방현황과 교역장벽지수/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정책적 시사점/결론

00-03

歐經

의 평가와

經 에 대한 시사점

(2000. 12)
ISBN 89-322-1110-8 A5/137면 7,000원

서론/구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과정/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성과/동구권 경제체제전
환의 평가/북한 경제의 초기 여건/동구 경제체제전환이 북한의 경제개혁에 주는 시사점

00-04 WTO 뉴라운드 工
�均∙

∙

의 시나리오별

과

國의

(2000. 12)

ISBN 89-322-1111-6 A5/155면 7,000원

서론/공산품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품목별 공산품 관세구조 분석/공산품 관세
인하의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정책시사점 및 공산품협상 전략/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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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WTO 서비스협상의
金

∙

및

∙

∙金 奎∙

∙

∙

(2000.12)

ISBN 89-322-1112-4 A5/355면 12,000원

서론/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및 전망/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해운서비스/항공운송서
비스/인력이동/결론

00-06 WTO 뉴라운드 農
∙

및

∙

∙

根∙

(2000. 12)

ISBN 89-322-1113-2 A5/213면 10,000원

서론/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의 변화/농산물 시장개방
에 따른 영향 분석/협상전략

00-07

∙칠레

의

敎∙ 景

景, 經

果및

(2000. 12)

ISBN 89-322-1114-0 A5/131면 7,000원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金

∙

∙

및
(2000. 12)

ISBN 89-322-1115-9 A5/129면 7,000원

서론/긴급세이프가드/서비스 보조금/서비스 정부조달/결론

00-09

國의 經 開
∙權

∙

조달
∙金

(2000. 12)

ISBN 89-322-1116-7 A5/214면 7,000원

서론/경제개발비용과 외자조달/중국의 외자조달 사례/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 유럽
국의 외자조달 사례/체제전환국의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평가/체제전환국의 해외재원
조달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00-10 國 �
金

∙

改 의 주요쟁점 연구
∙

∙

(2000. 12)

ISBN 89-322-1117-5 A5/193면 7,000원

서론: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
리방안/민간부문의 책임분담/결론

00-11 WTO

영향분석과 대응
∙姜

∙

∙

京∙

∙

(2000. 12)

ISBN 89-322-1118-3 A5/443면 12,000원

WTO 신통상협정 의제의 배경 및 의의/무역과 환경/정부조달 투명성 협정/무역과 경쟁
정책/다자간 투자규범/무역과 노동/전자상거래/결론: 요약 및 전망

2000

서론/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칠레
FTA 추진의 배경/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칠레의 주요 FTA 양
허내용과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44

00-12 중국∙베트남의
∙

期 改 ∙開

과

의改

(2000. 12)

ISBN 89-322-1119-1 A5/203면 12,000원

서론/중국∙베트남∙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관점 및 초기여건 비
교/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최근 정책 변화 비
교/중국∙베트남의 경험에 기초한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기본방향

00-13 WTO 뉴라운드

의 전망과

國의

제고방안

∙ �均 (2000. 12)
ISBN 89-322-1120-5 A5/125면 7,000원

서론/뉴라운드 협상의 논의현황과 전망/분야별 논의현황과 주요쟁점/한국의 분야별 주요 현
황과 입장/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요약 및 결론

00-14 선진국 주요
∙

境
∙

가

國의

競

에 미치는

과

(2000. 12)

ISBN 89-322-1121-3 A5/131면 7,000원

2000

서론/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국제 환경인증제도 및 환경 라벨링
과 무역효과/에너지 및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종합 및 결론

00-15 제3차 ASEM

:經

의 성과와 발전전략

(2000. 12)
ISBN 89-322-1122-1 A5/181면 7,000원

서론/ASEM 경제협력의 발전경과/제3차 ASEM 정상회의 경제협력분야의 성과/무역원
활화행동계획(TFAP)의 발전전략/ASEM 투자규범으로의 발전전략/ASEM의 발전 시나
리오/결론

00-16 農

과
∙

(2000. 12)

ISBN 89-322-1123-X A5/200면 7,000원

서론/농산물 시장개방 추이와 보호수준/보호무역의 효과추정/개방사례 분석/정책시사점

00-01

高를 위한 國 基
坤∙金

조사분석

∙�

및規 의開 과

(2000. 12)

ISBN 89-322-7062-7 A5/159면 7,000원

서론/국제기준 및 규범/국가별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한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
의 준수상황/결론

00-02 주요 이슈별
∙金

∙

과

課

(2000. 12)

ISBN 89-322-7063-5 A5/207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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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 통상환경/쇠고기 관련 한∙미간 통상마찰/한∙미 자동
차 통상마찰의 내용과 향후 과제/한∙미간 철강분쟁/한∙미간 반도체 관련 논쟁/지적재
산권 관련 한∙미 통상/한∙미간 정부조달 분쟁/결론

00-03 NAFTA의 經
중심으로
金

∙姜

果
∙�

: 출범전

∙金

과

果

較를

(2000. 12)

ISBN 89-322-7064-3 A5/132면 7,000원

서론/NAFTA 추진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효과전망/NAFTA 발효후의
국별 경제효과/NAFTA 효과의 비교와 평가/결론

00-04 �

機構(FIU)
∙

∙金

∙

∙

根∙

∙

(2000. 12)

ISBN 89-322-7065-1 A5/155면 7,000원

서론/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금융정보기구
(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결론

을 통한
∙

開

坤 (2000. 12)

ISBN 89-322-7066-X A5/157면 7,000원

서론/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 방안: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설립/결론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행사결과보고/
Conference
Proceedings

(2000. 1)
ISBN 89-322-3026-9 B5/436면 10,000원

국가경쟁력 평가현황 및 전망/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 기본전략과
과제/국가경쟁력 강화방안/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더블 다
이아몬드 모델 접근법/디지털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디지털 지식시
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00-02 APEC Forum on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Kyung Tae Lee ed. (2000. 7)
ISBN 89-322-0009-2 A5/246면 18,000원

Proceedings by Kyung Tae Lee/PART I. Surmounting the Economic
Crisis through Liberalization and Reform/PART II. A New Financial
Architecture for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Economic Crisis/PART
III. Regional Cohesion for the Alleviation of Social and Economic
Disparities/Annex

2000

00-05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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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Chong-Wha Lee ed. (2000. 10)
ISBN 89-322-3027-7 A5/222면 15,000원

Introductory Session/Sessin I. The Reform Process in Asia and
Europe/Session II. ASEM and Trade Issues/Session III. ASEM and
Political Dialogue/APPENDICES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Il SaKong and Yunjong Wang eds. (2000. 12)
ISBN 89-322-3028-5 A5/309면 12,000원

Introduction/Keynote Speech/Part I. Discussions on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Part 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Its Critique/Part III. Building Infrastructure for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Part IV.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Social Policies

2000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Yunjong Wang ed. (2000. 12)
ISBN 89-322-3029-3 A5/206면 10,000원

Opening Session/Session I. The New Economy and Korea/Session
II. Korea’
s Reform: From Here to Where/Session III.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o Korea

00-01 Review of APEC’
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Hyungdo Ahn, Junsok Yang, and Mikyung Yun (2000. 10)

Discussion
Papers

ISBN 89-322-4087-6 A5/181면 7,000원

Introduction/LAPs for Competition Policy/LAPs for Deregulation/
Conclusion

00-02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2000. 12)
ISBN 89-322-4091-4 A5/73면 5,000원

Introduction/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IFI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Bailing in the Private Sector/ Exchange Rate Regimes and Capital
Controls/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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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Junsok Yang and Hong-Youl Kim (2000. 4)

Working
Papers

ISBN 89-322-4078-7 A5/104면 7,000원

Introduction/Korea Trade in the 1990s and 1999/Korean Bilateral Trade Disputes in
1999/Korea’
s Position in the WTO New Round/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00-02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
s Persepective
Sang-yirl Nam (2000. 4)
ISBN 89-322-4079-5 A5/60면 5,000원

Introduction/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An Analysis of the
Norteast Asian Countries’Trade/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Implications

00-03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Jong Bum Kim (2000. 4)
ISBN 89-322-4080-9 A5/40면 2,000원

00-04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Won-Ho Kim (2000. 5)
ISBN 89-322-4081-7 A5/58면 5,000원

Introduction/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Impac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Challenges Ahead/Conclusion

00-05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Won-Ho Kim (2000. 6)
ISBN 89-322-4082-5 A5/63면 5,000원

Introduction/Maxico’
s Economy Before NAFTA/The“Positive”side of NAFTA in Maxico
/The“Negative”Effects of NAFTA/The Political Dynamics of NAFTA Locking-in/The
Peso Crisis and Early Recovery/Conclusion

00-06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Se-Jik Kim (2000. 9)
ISBN 89-322-4083-3 A5/53면 5,000원

Introduction/The Model/The Impact of a Liquidity Shock on the Real Economy/
Empirical Evidence/Conclusion

2000

Introduction/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Exchange Rate
Conversion in the U.S./Exchange Rate Conversion in the EU/Distortion form Exchange
Rate Conversion/Suggestions to Modify the Currency Convers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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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Moonsung Kang (2000. 10)
ISBN 89-322-4084-1 A5/57면 5,000원

Introduction/Patent Protection and Enforcement/The Model/ Conclusion

00-08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2000. 10)
ISBN 89-322-4085-X A5/63면 5,000원

Introduction/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Korea/ Conclusion

00-09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Moonsung Kang (2000. 11)
ISBN 89-322-4088-4 A5/62면 5,000원

2000

Introduction/The Model/Export Subsidies, R&D Subsidies, and IPR Policy/Patent
Ifringement as North-South Confrontation/ Conclusion

00-1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Jong-Il Kim and June-Dong Kim (2000. 12)
ISBN 89-322-4089-2 A5/53면 5,000원

Introduction/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Recent Trends og Trade in
Services/The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in Distribution Services/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Concluding Remarks

00-11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Moonsung Kang (2000.12)
ISBN 89-322-4090-6 A5/57면 5,000원

Introduction/The Model/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the TRIPS Agreement/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Conclusion

00-12 Korea’
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Seong-Bong Lee (2000. 12)
ISBN 89-322-4092-2 A5/49면 2,000원

Introduction/Recent Trends in Korea’
s Overseas Direct Investment/Future Challenges
for Korea’
s Overseas Direct Investment in Korea/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00-13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Sang In Hwang and Inseok Shin (2000. 12)
ISBN 89-322-4093-0 A5/61면 5,000원

Introduction/Review of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Bank Operation/Effect of Foreign Entry/Conclusion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49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金

OECD연구
시리즈

(2000. 11)

ISBN 89-322-8018-5 B5/117면 7,000원

서론/OECD의 권고내용/OECD 권고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평가 및 시사점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

(2000. 11)

ISBN 89-322-8019-5 B5/91면 5,000원

서론/OECD의 권고사항/OECD 권고이행/이행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 자본시장
∙

根 (2000. 12)

ISBN 89-322-8020-5 B5/79면 5,000원

서론/OECD의 권고사항/한국의 이행사항/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2000. 12)

00-01 An Analysis of CO 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APEC
StudySeries

Kihoon Lee and Wankeun Oh (2000.12)
ISBN 89-322-0013-0 A4/51면 5,000원

Introduction/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An Analysis
of CO2 Emissions in APEC economies/ Summary and Implications on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Byung-il Choi (2000. 12)
ISBN 89-322-0014-9 A5/41면 2,000원

Introduction/Asking right questions on Digital Divide/Access to Internet in the
APEC/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at the APEC/Analysis of Digital
Disparity at the APEC/Conclusion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ulwon Kim (2000. 12)
ISBN 89-322-0015-7 A5/79면 5,000원

Background/Literature Review/Developing Indicators and a Model of Tourism

2000

ISBN 89-322-8021-5 B5/99면 5,000원

서론/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무조건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
황/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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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aeho Bark and Hwy-Chang Moon (2000. 12)
ISBN 89-322-0016-5 A5/41면 2,000원

Introduction/Economic Crisis Revisited/FDI as a Source of Sustai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Individual Action Plans of the Asian Member Economies of
APEC/Conclusion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Yoo Soo Hong (2000. 12)
ISBN 89-322-0018-1 A5/55면 5,000원

Introduction/Concepts and Issues 1.Concepts 2. Implications for Economic
Develpment 3. Issues for APEC/Review of APEC Activities Related to KBEs/Directions
and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KBEs in APEC/Concluding Remarks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2000

Sung-Hoon Park (2000. 12)
ISBN 89-322-0017-3 A5/51면 5,000원

Introduction/Interdependence between APEC and the WTO/The Launch of a New
Round and APEC’
s Role/Liberalization Issues and APEC’
s Role/Rules making Issues
and APEC’
s Role/Conclusions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Sang-yirl Nam (2000. 12)
ISBN 89-322-0019-X A5/51면 5,000원

Introduction/Global Trade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APEC and Sectoral
Approaches/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Summary and Conclusion

00-01 �

機 이후

企 의 아시아

과

(2000. 12)

지역리포트

ISBN 89-322-6033-8 A5/139면 7,000원

서론/국제직접투자의 세계동향과 아시아 투자환경의 변화/선진기업
의 아시아 진출패턴 변화와 사업전략/선진 자동차메이커의 아시아
진출동향과 전략/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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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지역연구회
시리즈

(2000. 5)
ISBN 89-322-2067-0 A5/55면 5,000원

러시아의 대통령직/2000년 러시아대선 개표결과/‘푸틴현상’/푸틴의 경력:‘페레스트로이
키’로서의 푸틴/예상되는 푸틴정권의 과제와 전망/푸틴정권의 한반도 정책 전망/결어

00-02 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서

의 통합적 발전방향

(2000. 11)
ISBN 89-322-6016-8 A5/83면 5,000원

서론/한반도 통합적 발전의 제약요인과 동북아 변수/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서의 한반도
경제통합 추진방안/남북한 통일이후의 통합적 발전 전략과 구도/결론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杰 (2000. 12)
ISBN 89-322-6018-8 A5/131면 7,000원

00-04

國經 의
∙

近

에 있어서 IT와 �

의

(2000. 12)

ISBN 89-322-6019-2 A5/89면 5,000원

서론/미국경제의 최근 호황에 대한 여러 가설들/IT와 금융화를 둘러싼 논의들/실증분석
결과/요약 및 결론

00-05

∙

經

의

開構 와

國의

(2000. 12)
ISBN 89-322-6020-6 A5/99면 5,000원

서론/일∙북 경제관계 약사/일∙북 경제관계의 구도와 특징/수교전망/예상되는 수교자
금의 집행 방안/바람직한 한국의 대응방안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푸틴의 신국가주의 노선의
전망을 중심으로
(2000. 12)
ISBN 89-322-6021-4 A5/175면 7,000원

서론/구소련에서의 개혁/과도기의 체제전환/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발전/푸틴의 신국가
주의 노선의 내용과 전망/결론과 정책시사점

00-07

基 經 의 구축과

촉진을 위한 EU의

(2000. 12)
ISBN 89-322-6022-2 A5/131면 7,000원

2000

서론/AFTA와 CER의 경제적 위상 및 무역∙투자 관계/AFTA와 CER의 전개과정 및 평가
/AFTA-CER 연계 논의의 배경과 전개과정/AFTA-CER 연계에 대한 평가/시사점 및 정책
과제

152

서론/EU의 장기발전전략: 지식기반경제의 구축/EU의 정보화정책/관련된 정책과제/평
가 및 시사점/결론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2000. 12)
ISBN 89-322-6023-0 A5/101면 7,000원

서론/금융개혁의 배경/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효과/우리에의 시사점

00-09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

(2000. 12)

ISBN 89-322-6024-9 A5/101면 7,000원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구권자금의 특징과 내용/한국의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외국의
청구권자금 활용사례/시사점과 북한의
청구권자금 활용방안/결론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久

(2000. 12)

2000

ISBN 89-322-6025-7 A5/141면 7,000원

서론: 연구의 목적과 내용/러시아 금융산업집단 형성의 이론적 배경/러시아 금융산업집
단의 개념과 유형/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조직구조와 기업성과/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학: 올리가르히 자본주의/결론: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문제점과 전망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2000. 12)
ISBN 89-322-6026-5 A5/153면 7,000원

머리말/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에의 영향/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시장개방 계획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전망/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0-12

經 改
金

10年의

價와

課

(2000. 12)

ISBN 89-322-6027-3 A5/119면 7,000원

서론/경제개혁의 배경/경제개혁 정책의 특징/경제개혁의 성과/경제개혁의 문제점/향후
과제/결론

00-13

間經

모델 構 :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 간의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金 男∙

(2000. 12)

ISBN 89-322-6028-1 A5/111면 7,000원

서론/동북아 지역간 국지적 경제협력모델과 현황/동북아 3도시의 산업구조와 항만물류
구조/동북아 3도시간 경제협력모델 구상/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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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

∙

(2000. 12)

ISBN 89-322-6029-X A5/179면 7,000원

서론/대만경제의 성장, 안정 및 전망/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 정책/대
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대만의 WTO
가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결론

00-15

企 의

아프리카

과 시사점

(2000. 12)
ISBN 89-322-6030-3 A5/95면 5,000원

서론/ 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현황/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기업의 대응전략과 정책적 시사점/결론

아프리카 투자 전략/한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2000. 12)
ISBN 89-322-6031-1 A5/83면 5,000원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九 (2000. 12)
ISBN 89-322-6032-X A5/161면 7,000원

서론/경제전환기 노동정책의 의의/사회주의 노동정책의 특징과 한계/중∙동구 경제전
환의 성과에 관한 평가/폴란드 노동정책 연구/체크공화국 노동정책 연구/헝가리 노동정
책 연구/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결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2000. 4)

단행본

ISBN 89-322-0008-4 B5/419면 12,000원

[제1부 세계무역기구]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분쟁의 해결/다자적
검토와 투명성[제2부 상품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협정/공산품
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자유화/농산물 무역에 관한 수입
장벽 및 기타 간섭의 감축/상품무역 자유화의 무역 및 소득효과[제3
부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약속[제4부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무역관
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제5부 WTO체제와 개발도상국]우루과이라운드의 개도국에
관한 규정 개요

2000

서 론 /남 미 공 동 시 장 (MERCOSUR)의 구 조 적 구 성 배 경 과 현 황 /남 미 공 동 시 장
(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 및 평가/남미공동시장(MERCOSUR) 구축에 따른 새로
운 통상 및 경제환경/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대한 과제 및 전망/ 國-MERCOSUR
간 경제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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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2000. 9)
ISBN 89-322-0010-6 B5/550면 15,000원

[제1편 ∙러 경제교류 10년의 성과와 전망]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
의 특징과 전망/ 러시아 직접투자의 현황과 확대 전망/ ∙러 과학
기술 협력의 평가와 전망/ 러시아 자원개발 진출의 의의와 가능성/
러∙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제2편 러시아 경제의 현
재와 미래]Keynotes of Economic Policy of the New Russian Government and
Persp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n/러시아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경제의 미래[제3편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동북아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중국의 러시아 경
제교류 현황과 전망/Russo-Japanese Economic Relation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러 경제관계의 변화와 시사점

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Won-Ho Kim (2000. 10)

2000

ISBN 89-322-0011-4 B5/304면 12,000원

Korea and Brazil: Development and Challenges/Korea-Brazil
Economic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Korea-Brazi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발 간 자 료 목 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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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정책연구

(99. 12)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ISBN 89-322-1099-3 A5/102면 10,000원

(99. 7)

관세/비관세/서비스/투자/표준 및 적합/통
관절차/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규
제완화/원산지규정/분쟁조정서비스/기업인
이동/UR이동/종합적 평가

ISBN 89-322-1093-4
B5/284면 15,000원

개관/1999~2000년 세계경
제전망/주요권역별 경제전
망/요약 및 결론

99-02

∙브라질 21 紀
金

비전과 과제

1999

(??. ??)

(99. 7)

ISBN 89-322-1095-0 B5/375면 20,000원

총론: 한국과 브라질간 장기협력 비전/한∙브
라질 21세기 국제사회 협력의 비전과 과제/
한∙브라질 21세기 경제협력의 비전과 과제/
한∙브라질 21세기 산업협력의 비전과 과제/
한∙브라질 21세기 과학 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한∙브라질 21세기 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한∙브라질 21세기 교육협력의 비전과 과제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金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1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총괄편>

∙

∙

∙

根 (99. 12)

ISBN 89-322-1096-9 A5/102면 7,000원

서론/국가경쟁력의 개념과 IMD의 평가방법/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
태와 시사점
∙

∙金 根∙

(99. 12)

ISBN 89-322-1097-7 A5/142면 7,000원

서론/일본기업의 환위험실태/대만기업의 환위
험실태/싱가포르 기업의 환위험실태/결론 및
정책시사점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99. 12)
ISBN 89-322-1098-5 B5/102면 15,000원

개관/2000년 세계경제 전망/주요권역별 경제전
망: 미국, 일본, 서유럽, 중국, 동남아, 중남미, 러
시아, 중∙동구, 남아시아, ∙중동/요약 및 결론

ISBN 89-322-1100-0 A5/272면 10,000원

서론/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중∙일 경제협력 현황 및 제약요인/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요약 및
결론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
협력
敎

(99. 12)

ISBN 89-322-1101-9
A5/164면 7,000원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과 경
협의 필요성/동북아 역내
시장접근확대 방안/동북아
통상협력 방안/단계별 협력방안 시나리오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

(99. 12)

ISBN 89-322-1102-7 A5/254면 10,000원

서론/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 절차와 조건
/미-중간의 협상경과, 추구목표, 베이징 합의와
의미/베이징 합의의 분야별 내용에 대한 평가/
합의 이후의 문제와 실행가능성/WTO 가입 이
후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와 정책 전망/중국의
WTO 가입이 지역협력과 동북아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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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아시아
∙

經 와 우리의
활용방안
(99. 12)

ISBN 89-322-1103-5 A5/150면 7,000원

서론/동아시아 화인경제권의 형성과 화인산업
자본/동아시아 화인기업의 발전과 경영실태/
화인기업의 해외투자 현황과 최근 동향/우리의
동아시아 화인자본 활용방안/결론

99-11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II
∙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根 (99. 7)

ISBN 89-322-7060-0 A5/135면 7,000원

서론/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혁내용/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결론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 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金 根 (99. 12)

(99. 12)

ISBN 89-322-7061-9

ISBN 89-322-1096-9

A5/138면 7,000원

B5/422면 20,000원

서론/세계의 M&A 현황과
특징/외국의 산업별 M&A
현 황 및 사 례 분 석 /국 내
M&A 현황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시사점

자료논문/Working Papers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99. 12)

99-01 개혁추진 외국사례와 시사점
金

(99. 2)

ISBN 89-322-1105-9 A5/102면 7,000원

ISBN 89-322-4042-6 A5/90면 5,000원

서론/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동북아 투자
협력의 방향/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동
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중남미 주요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영국의 개
혁추진과 시사점/결론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99. 12)
ISBN 89-322-1106-X A5/185면 7,000원

서론/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동북아 금융
협력의 장기적 비전/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
략/결론

∙

(99. 3)

ISBN 89-322-4043-4 A5/72면 5,000원

서론/뉴라운드 논의의 대두/뉴라운드의 논의
현황 및 전망/예상 분야별 주요국 입장/뉴라운
드 출범시 예상효과와 우리의 입장/대응방안/
요약 및 결론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Inkyo Cheong and Yunjong Wang (99. 4)
ISBN 89-322-4044-2 A5/74면 5,000원

조사분석
99-01 OECD 연구보고서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Introduction/Background for Free Trade
Agreement/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Conclusion

1999

서론/IMF와 한국정부의 합
의내용 변화추이/한국정부
의 IMF 프로그램 추진상황
/향후 IMF 프로그램 추진계획/한국경제의 변
화추이/결론

158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Inkyo Cheong (99. 4)
ISBN 89-322-4045-0 A5/60면 5,000원

Introduction/Korea’
s New Embrace of Regionalism/Korea’
s Trade Relations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Simulation Results/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99-05 OECD 연구보고서 �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1999

槿

(99. 6)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Hyungdo Ahn (99. 6)
ISBN 89-322-4051-5 A5/32면 2,000원

Introduction/Evolution of APEC/Three Pillars
of APEC/Conclusion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June-Dong Kim (99. 6)

ISBN 89-322-4048-5

ISBN 89-322-4052-3 A5/64면 5,000원

A5/78면 5,000원

Historical Overview of Korea’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Patterns of
Inward FDI/Recent Changes in Inward FDI
Policy/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Selected Industries/Future Agenda: Removing
Impediments to Inward FDI

OECD 부패방지협약의 배
경과 체결과정/OECD 부패
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OECD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부패방지협약
과 조세상의 규제조치/OECD 부패방지협약의
평가/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결론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Yunjong Wang (99. 6)

99-10 OECD 연구보고서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姜

(99. 7)

ISBN 89-322-4053-1

ISBN 89-322-4049-3 66 A5/66면 5,000원

A5/122면 5,000원

Introduction/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FIs/Conditionalities of the Restructuring
Program/The Content of the Restructuring
Program/Reform Gains Momentum: Do we
need a further restructuring?/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머리말/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논의의 개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의 구
성 및 정책 방향/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
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Jae-Jung Kwon and Joo-Ha Nam (99. 4)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Myung-Chul Cho and Hyoungsoo Zang (99. 6)

ISBN 89-322-4058-2 A5/30면 2,000원

Introduction/Problem Loans/Simulation of the
NPL Size/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ISBN 89-322-4050-7 A5/66면 5,000원

Introduction/North Korea’
s Current Economic
Situation/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Future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Sung Yeoung Kwack (99. 8)
ISBN 89-322-4055-8 A5/49면 5,000원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59

Introduction/Capital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Monetary Policy Responses to
Capital Inflow/A Model of Monetary
Sector/Estimated Equations and Capital Inflow
Effects/Conclusions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Jong Bum Kim (99. 8)

99-16 OECD 연구보고서 �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權

(99. 9)

ISBN 89-322-4059-0
A5/93면 5,000원

머리말/DAC의 주요 정책과 가이드라인/DAC
회원국의 ODA 규모와 추진현황/우리나라
ODA의 추진성과와 과제/정책적 시사점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ISBN 89-322-4056-6 A5/53면 5,000원

Introduction/Multilater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OECD Bribery Convention/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Comparison of the FBPA and the
Korean Criminal Codes on Bribery

Yunjong Wang (99. 9)
ISBN 89-322-4057-4 A5/57면 5,000원

Introduction/The Region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Glob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Its
Aftermath/Agenda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Chong Wha Lee (99. 9)
ISBN 89-322-4058-2
A5/27면 2,000원

Introduction/ASEM and
th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Maintaining
the March Towards More Open Global
Trade/Reaching Common Ground Among
ASEM Partners/ASEM as a Catalyst for
Multilateral Liberalization/Concluding
Remarks

∙

根

(99. 11)
ISBN 89-322-4060-4
A5/88면 5,000원

서론/국가경쟁력의 개념과
WEF의 평가방법/우리나라
의 국가경쟁력 현황/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국가경쟁력 제고방안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Ⅲ
Simonetta Verdi (99. 9)
ISBN 89-322-4061-2 A5/50면 2,000원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in ASEM
/Enlargement of ASEM Membership/ASEM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Honggue Lee (99. 11)
ISBN 89-322-4062-0 A5/58면 5,000원

Introduction/Tariff Reductions/Political
Economy of the IAPs/Discussion and
Implications/Summary and Conclusion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Sung-Hoon Park (99. 11)

1999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

160

ISBN 89-322-4063-9 A5/40면 2,000원

Introduction/Two Pillars of APEC’
s Economic
Cooperation: Ecotech and TILF/Open
Regionalism of APEC and Its Relationship to
Multi-lateralism/APEC’s Strategy towards the
WTO/ Conclusions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1999

Byung-il Choi (99. 11)

京∙金 根∙�

(99. 12)

ISBN 89-322-4067-1 A5/64면 5,000원

서론/OECD의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
안에 대한 논의/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논의/특정거래관행이 경쟁 및 시장
접근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Inkyo Cheong (99. 12)

ISBN 89-322-4064-7

ISBN 89-322-4068-× A5/40면 2,000원

A5/50면 2,000원

Introducton/Th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Searching for
Feasible Approaches/Conclusion

Introduction/Wh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petition Policy?/
Competition Policy and the APEC/
Competition Policy and the WTO /PECC
Competition Principles: Reference Point for
the APEC/APEC Competition Principles/
APEC Strategy/In Perspective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
s
Participation
Jae-Wan Cheong (99. 12)
ISBN 89-322-4069-8 A5/70면 5,000원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Sun G. Kim and Wankeun Oh (99. 11)
ISBN 89-322-4065-5 A5/52면 5,000원

Introduction/Hypothesis and Rationale/
Empirical Study/Summary and Conclusion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
Ki-Kwan Yoon (99. 11)
ISBN 89-322-4066-3 A5/44면 2,000원

Introduction/Evolution and Difficulties of
Ecotech in APEC/FEEEP Issues in APEC’
s
Ecotech/APEC’
s Future Approach to the
FEEEP Cooperation/Conclusion

99-24 OECD연구시리즈 �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Introducton/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s of the
Mekong River Basin/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in the Basin, and Korea’
s
Participatory Realities/The Prospects for
Korean Particip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Summary and Conclusion

99-27 OECD연구시리즈 �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金

(99. 12)

ISBN 89-322-4070-1
A5/272면 10,000원

서론/1998-1999년도 OECD
국별 규제개혁 검토내용 및
건의사항/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의 전체평가와 한국의 규제개혁/한국
의 규제개혁 검토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61

99-28 Assessment of Korea’
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Hyungdo Ahn et al. (99. 12)
ISBN 89-322-4071-× A5/64면 5,000원

General Review/Review by Issue Area

ISBN 89-322-4075-2 A5/52면 5,000원

Introducton/The Significance of the Enterprise
Groups in the Japanese Economy/The
Financial Sector Reform/The Intercor-porate
Structure in Transition/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tructural Reform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

坤 (99. 12)

ISBN 89-322-4072-8
A5/56면

5,000원

서언/Koln Debt Initiative
의 주요내용/파리클럽의 채
무재조정 메카니즘/한국의
대응방안/부록1: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부록2: 채무재조정의 유형
및 대상

Inseok Shin and Yunjong
Wang (99. 12)

Yung Chul Park, Chae-Shick Chung,
and Yunjong Wang (99.12)
ISBN 89-322-4076-0 A5/66면 5,000원

Introducton/Stylized Facts on Exchange Rates
and Related Financial Variables/Empirical
Analysis/Policy Challenges: Is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a Viable
Option?

99-34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ISBN 89-322-4073-6 A5/42면 2,000원

Sang-yirl Nam (99. 12)

Introducton/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Lessons/Postscript

ISBN 89-322-4077-9 A5/52면 5,000원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Introducton/Analysis of Productivity /
Measurement of TFP Growth/Comparison
with Other Works/ Summary and Implications

Chong Wha Lee (99. 12)
ISBN 89-322-4074-4 A5/34면 2,000원

Introducton/ASEM: A Retrospective/Recent
Development of ASEM Economic Dialogues
/Testing the‘Subsidiarity question’for
ASEM/Prospects for ASEM: Two Scenarios
/Concluding Remarks

행사결과보고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eds (99. 12)
ISBN 89-322-3025-0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Yongsok Choi (99. 12)

B5/436면 20,000원

[Session 1] Lessons from Recent Crises/
[Session 2] Options for the Future/[Session 3]
The Choice of an Exchange Rate Regime
Revisited/ [Session 4] The Regional Dimension

1999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99-3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발 간 자 료 목 록

1998

164

ISBN 89-322-1076-4 A5/300면 12,000원

정책연구
98-01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종합심층보고
∙

(98. 7)

ISBN 89-322-1069-1
B5/338면 15,000원

IMF 자금지원의 성격 및 자금
도입 현황/IMF와 한국정부의
합의내용 변화 추이/한국정
부의 IMF 프로그램 추진상황/
향후IMF 프로그램 추진일정/효과 및 평가/결론

98-02

國 � 改 의 현황과 과제
揆

(98. 6)

1998

ISBN 89-322-1070-5 A5/148면 7,000원

중국 금융개혁의 전개과정/중국의 중앙은행제
도와 통화신용정책 운용/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현황/중국의 금융위기와 인민 의 평가절하 전
망/중국 금융개혁의 과제/요약 및 결론

98-03 國內企
역할

構

에 있어 國境間 M&A의

∙金 根 (98. 9)
ISBN 89-322-1073-X A5/218면 10,000원

국경간 M&A 현황과 특징/국경간 M&A 관련
자유화 조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 현황
과 특징/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가 국민경
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결론 및 시사점

98-04 APEC 연구시리즈 �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적용
에 관한 탐색연구
權

(98. 10)

ISBN 89-322-1075-6 A5/210면 10,000원

연구배경 및 목적/분석의 특성 및 연구방법/EU
정보네트워크의 체계분석/EU 정보네트워크 모
형의 APEC 지역 적용가능성/결론

98-05 APEC 연구시리즈 �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克

(98. 10)

관세인하/비관세장벽/서비스/투자/표준 및 적
합성/세관절차/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규제완화/원산지규정/분쟁조정서비스/기업인
이동/UR 이행/정보수집 및 분석/종합적 평가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98. 12)
ISBN 89-322-1077-2
B5/280면 15,000원

세계경제환경의 변화/1999
년도 세계경제환경/주요 권
역별 경제 전망/요약 및 결론

98-07 APEC 연구시리즈 �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求 (98. 12)

ISBN 89-322-1078-0 A5/94면 5,000원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 및 자유화 현황/조기무
역자유화의 무역수지 효과/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 효과/무역제한지수의 분석/결론 및 정책
시사점

98-08 러시아의 �
∙

機의 원인과 파급효과
∙

∙

∙金

(98. 12)
ISBN 89-322-1079-9 A5/196면 7,000원

러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및 원인분석/모라
토리엄 선언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와
향후 경제전망/러시아 금융위기의 대외적 파급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98-09 외국인투자정책시리즈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
∙

根 (98. 12)

ISBN 89-322-1080-2 A5/152면 7,000원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주요국의 투자인
센티브제도/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와
개선방향/결론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165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유형/주요국의 투자자
유지역 사례연구/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
도와 개선방안/결론

Technology Transfer and ECOTECH in the
APEC/ECOTECH Issues in the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n the APEC/Establishment
of the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n
the APEC/Establishment of the APII:
Negotiating Process and Seoul Declaration/
Effect of the APII on ECOTECH/Effect of the
APII on Reducing Disparities/Conclusion

국제협력과제: 國 � 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
�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98-10 외국인투자정책시리즈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金 根∙

根 (98. 12)

ISBN 89-322-1084-5 A5/172면 7,000원

98-11

∙

∙

坤 (98. 12)

杰 (98. 12)

ISBN 89-322-1090-X A5/194면 10,000원

ISBN 89-322-1083-7

국제협력의 중요성/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국
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
한 국제협력/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결론 및 정책과제

A5/228면 10,000원

企 의國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IMF의 긴
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
한 평가/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결론

과 시사점

(98. 12)
ISBN 89-322-1081-0 A5/222면 10,000원

대만경제의 국제화와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대
만기업의 국제화 추진현황/대만기업의 국제전
략적 제휴현황과 전망/대만기업의 국제화 전망
/대만기업 국제화의 시사점/결론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敎 (98. 12)
ISBN 89-322-1085-3 A5/156면 7,000원

경제통합의 일반적 고찰/무역자유화와 미국의
FTA 정책목표/FTA와 신속처리권한/NAFTA의
체결과 평가/미국의 중남미 FTA정책/정책
시사점

98-1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
개방향
(98. 12)
ISBN 89-322-1082-9 A5/144면 7,000원

국유기업의 개황과 비중/1992년 이전 국유기
업의 개혁과 경영실태/1992년 이후의 국유기
업의 개혁 현황과 경영효율의 변화/15차 당대
회 이후 국유기업의 총체적 개혁 구상/주식제
개혁의 전개와 현황/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과
기업집단의 육성/결론

98-14 APEC 연구시리즈 �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Byung-il Choi and Eun-Mee Kim (98. 12)
ISBN 89-322-1074-8 A5/112면 7,000원

98-17 최근 國
金寬 ∙

의

究

(98. 12)

ISBN 89-322-1086-1 A5/112면 7,000원

NAFTA의 투자분쟁사례와 시사점/외국인투자
기업의 노사분쟁과 OECD 가이드라인의 활용
방안/헬름즈-버튼법에 관한 -EU간 분쟁사례
/ -EU 바나나 분쟁사례와 시사점/결론 및
시사점

98-18

關

去

�

과

(98. 12)
ISBN 89-322-1087-X A5/98면 5,000원

1998

98-12

∙

166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성장전망/OECD 및
WTO의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 개관/디지털제
품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슈 및 논의/전자상
거래와 국제무역/전자상거래와 통상정책/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8-19

∙ 區 및 CIS 지역의 經
전망
∙

∙

현황과

(98. 12)

B5/334면 15,000원

Summary of IMF Stand-By
Agreement/Comprehensive
Reviews of Implemented
Actions and Plans for the
IMF Program/Government
Reform Measures/Official
Announcements and Speeches/News on
International Loans/ Miscell-aneous Entries

ISBN 89-322-1091-8 A5/222면 10,000원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의 형성/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舊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중∙동구 및 CIS 지역내 경제
통합의 전망 및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98-20

의

國

1998

∙

과

境

(98. 12)

ISBN 89-322-1092-6
A5/246면 10,000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
책 및 현황/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북한의 지역별 투
자환경과 평가/북한의 외국
인투자유치의 문제점과 전망/한국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요약 및 결론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Yunjong Wang and
Hyoungsoo Zang (98. 12)
ISBN 89-322-1089-6 B5/208면 15,000원

Introduction/The Nature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IMF Fund Support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IMF-Korea
Agreements/ Progres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Implementation Plansfor the Future IMF
Programs/Effects and Assessment/Conclusion

조사분석
98-01 80년대 이후

98-21

國

企 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98. 12)

ISBN 89-322-1094-2 A5/127면 7,000원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농촌공업화/향진기업
의 발전과 농촌노동력 이동/향진기업의 구조변
화에 대한 분석/향진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특
징/결론 및 시사점

�

ISBN 89-322-7045-7 A5/136면 7,000원

일본 통상정책기조의 변화/ 통상정책의 전개
/통상마찰 사례를 통해 본 일본 통상정책기조
의 변화/일본 통상정책의 향후 전개방향과 한
국에 대한 시사점

98-02 �
機 이후
件 전망

Policy Papers

基 의 변화

(98. 8)

敎∙

構

와 향후

(98. 10)

ISBN 89-322-7046-5 A5/236면 10,000원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98. 6)
ISBN 89-322-1071-3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실적 분석/각 지역의 산
업별 수출실적/향후 수출여건 전망/정책시사
점과 지역별 수출전략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167

98-03 APEC 연구시리즈 �
한국과 멕시코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
조정과제
∙金

(98. 10)

∙

(98. 11)

ISBN 89-322-7051-1 A5/90면 5,000원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러시아의
정책/결론: 전망 및 시사점

APEC

ISBN 89-322-7048-1 A5/96면 5,000원

외환위기의 발생 요인과 과정/외환위기 이후
의 구조조정/결론

98-04 헤지펀드

와國

98-08 APEC 연구시리즈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機

∙

(98. 11)

ISBN 89-322-7052-X A5/100면 7,000원

(98. 10)

일본/한국/중국/미국/결론

ISBN 89-322-7048-1
A5/264면 10,000원

98-09 APEC 연구시리즈 �
APEC 비관세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
야를 중심으로

헤지펀드 일반론/국별 사례
분석/헤지펀드의 국내유입
과 환투기 가능성/국제 단
기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논
의 동향 및 시사점

∙

(98. 10)

ISBN 89-322-7049-X A5/74면 5,000원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연구자 교류/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연구자 교류 조사/역내 연구자 교
류 현황: 1차 서베이 결과/연구자 교류 유인 및
장애요인: 2차 서베이 결과/결론: APEC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방안

98-06 APEC 연구시리즈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
에 관한 연구

서론/EVSL 분야별 비관세 장벽의 현황/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EVSL의 방향에
관한 정책시사점

98-10 APEC 연구시리즈 �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氣

(98. 12)

ISBN 89-322-7059-7
A5/118면 7,000원

서론/APEC관광시장 동향/APEC관광협력의 현
황과 과제/국제관광협력 사례분석/APEC지방
정부간 관광협력 활성화 추진방안/결론

98-11 유로 출범의 파급효과 및
경의 변화
∙

(98. 11)

∙

EU 통상환

(98. 12)

ISBN 89-322-7053-3 A5/102면 7,000원

ISBN 89-322-7054-6 A5/104면 7,000원

APEC의 대두와 관련된 세계경제적 배경요인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배경 및 기본개념/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에 있어서의주요문제/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정합성 확보를 위
한 구상/결론

서론/국제통화로서의 유로 의 위상/유로
출범의 대내외 파급효과/유로 출범 이후
EU의 거시정책기조/유로 출범에 따른
EU 통상환경의 변화/결론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98-07 APEC 연구시리즈 �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김애리 (98. 12)

APEC 정책

ISBN 89-322-7055-4 A5/136면 7,000원

1998

98-05 APEC 연구시리즈 �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
사연구
∙

(98. 12)

ISBN 89-322-7053-8 A5/158면 7,000원

168

Crisis/Bankruptcy Procedure in Korea/The
Korean Debate/A New Bankruptcy Procedure:
Perliminary Consideration /Conclusion

서론/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 효과와 주요
쟁점사항/OECD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운
영현황 및 시사점/국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현황과 전망/정책과제

98-03
98-13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 조치에 관
한 분쟁
(98. 12)

:
의

(98. 8)

ISBN 89-322-7056-2 A5/76면 5,000원

A5/112면 7,000원

패널절차/상소절차/시사점

서론/양자간 투자협정/미
국의 양자간 투자협정/미국 투자협정 모델의
내용/한∙미 투자협정의 의의와 전망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98. 12)

ISBN 89-322-7057-0

1998

金寬

間

ISBN 89-322-4025-6

98-14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미국의「면직 및 수제내
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June-Dong Kim and Sang-In Hwang (98. 9)

A5/80면 5,000원

패널절차/상소절차/시사점

ISBN 89-322-4028-0 A5/50면 5,000원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
한 논의와 시사점
金

∙

(98. 12)

ISBN 89-322-7058-9 A5/92면 5,000원

서론/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전자상거
래 과세관련 OECD의 논의와 시사점/결론

Introduction/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urrency
Crisis: Is FDI a Safety Net for the Crisis?/
Concluding Remarks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자료논문/Working Papers
98-01

國의
∙
및

(98. 5)

Chan-Hyun Sohn∙Junsok Yang∙
Hyo-Sung Yim (98. 9)

ISBN 89-322-4023-7 A5/80면 5,000원

ISBN 89-322-4029-9 A5/86면 5,000원

서론/한∙일 통상의 현황과 특징/한∙일 통상
마찰의 내용/주요통상현안과 대응과제/결론

Introduction/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of
Korea/Policy Recommendations/Conclusions

∙

과
∙

課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Mikyung Yun (98. 7)
ISBN 89-322-4024-8 A5/54면 5,000원

Introduction/Corporate Failure and Financial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Chong Wha Lee (98. 10)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169

ISBN 89-322-4030-2 A5/48면 5,000원

Introduction/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Asia-EU Inter-regional FDI
Trends/Obstacles to Asia-EU Inter-regional
Investment/Impact of Asia Financial Crisis on
EU FDI in Asia/ASEM-IPAP: The Way
Ahead/Conclusions

98-07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
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
태와 애로사항: 영국

金 根 (98. 12)
ISBN 89-322-4037-X A5/86면 5,000원

서론/한국기업의
투자 현황 및 특징/한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현황과 사례 분석/요약
및 시사점

98-11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
조정실태와 애로사항: 태국
權耿

(98. 12)

ISBN 89-322-4038-8 A5/66면 5,000원

서론/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경제상황/한국 현
지법인의 경영실적 변화/현지법인들의 구조조
정/결론: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개선 전략

(98. 12)
ISBN 89-322-4031-0
A5/48면 5,000원

98-12 APEC’
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Hyungdo Ahn and Hongyul Han (98. 12)
ISBN 89-322-4032-9 A5/46면 2,000원

Introduction/APEC’
s Ecotech/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Summary and Conclusions

98-08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
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金

(98. 12)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외국인투자

ISBN 89-322-4033-7 A5/138면 7,000원

金

서론/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변
화와 외국인투자 동향/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
업의 외환위기 이후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평가
와 부문별 운영실태 및 구조조정/요약 및 시사점

ISBN 89-322-4034-5
A5/150면 5,000원

서론/외국인직접투자의 개
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외
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외
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외
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 과제/결론

98-09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
조정실태와 애로사항: 미국
(98. 12)

(98. 12)

98-14

近國 �

境

와 國 �

ISBN 89-322-4036-1 A5/82면 5,000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변화
/미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요인 및 특징/미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 및 애로요인 사례/
요약 및 시사점

98-10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
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중국

(98. 12)
ISBN 89-322-4035-3 B5/192면 10,000원

서론/국제금융시장의 형성 및 전개/아시아 금
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LTCM 금융사고 발생과정과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유로 의 등장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1998

외환위기와 해외투자/ 영국 투자현황/영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 및 애로사항/요약
및 결론

170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Yoo-Soo Hong (98. 12)
ISBN 89-322-4039-6 A5/50면 2,000원

Introduction/FDI,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FDI Trends and Policy
Changes in Korea/Technology Imports and
Strategic Technological Alliances/Knowledge
-Based Economy and Prospects of Technology-Related FDI/Concluding Remarks

98-16 構

과 國家競
(98. 12)

ISBN 89-322-4040-X A5/70면 5,000원

1998

개요/단기적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성과/중장
기 구조조정과 지식기반경제의 초기 강구책/
구조조정의 효과와 국가경쟁력/결론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

(98. 12)

행사결과보고/ConferenceProceedings
98-01

의

과

課

(98. 6)
ISBN 89-322-3019-6
B5/126면 7,000원

[대외무역환경과 수출지원
방안]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우리나라의 수
출정책과제/수출지원방안:
국제적 사례와 우리의 전략 [통상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책차원에서의 수출확대 위협
요인: 현안과 대응방안/WTO 체제의 정착과
활용방안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Environments
Won-Ho Kim ed. (98. 10)

ISBN 89-322-4041-8

ISBN 89-322-3021-8

A5/100면 5,000원

B5/126면 10,000원

서론/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무역원활화의 논의
현황/WTO에서의 논의현황
및 전망/우리나라의 무역원
활화 관련 제도현황과 대응과제

The New Central America:
An Attractive and the
Strategy and Trade/
Central America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trategy External Expansion/Asian
Economic Interests in Central America/
Appendices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98. 12)
ISBN 89-322-4046-9 A5/108면 7,000원

서론/투자자관계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주요
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결론 및 시사점

98-19 公企 매각방식의 주요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京∙

(98. 12)

ISBN 89-322-4047-7
A5/80면 5,000원

개요/민영화와 외국인투자/공기업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공기업의 해외매각 사례연구: 영국
전략산업/결론 및 시사점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Mi-Kyung Yun (98. 11)
ISBN 89-322-3022-6
B5/126면 10,000원

Financial Sector Reform/
Corporate Restructuring
/Appendices

98-04 21세기를 향한
로운 모색
(98. 12)

∙ ∙

經

의새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171

ISBN 89-322-3024-2
B5/66면 7,000원

[기조연설]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
중∙일 3국의 과제와 전망/한∙중∙일 3국간
의 21세기 새로운 동반자관계 모색 [주제발표]
중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경제협력/21세기
를 향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와 가능성/
한∙중∙일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98-01

의

經

件과 課 :

檢

연구자료
대외경제연구원 (98. 2)
ISBN 89-322-2063-5
B5/157면 비매

98-02 APEC
∙

經 의

및

1998

대외경제 여건과 주요정책
과제/대외경제정책 과제별
추진방향

關係

(98. 11)

ISBN 89-322-2065-4 B5/270면 10,000원

APEC 관련 경제통계/회원국별 경제현황 및
관계

발 간 자 료 목 록

1997

174

97-06

정책연구
97-01

∙

國 클린턴 제2기

의

서론/클린턴 제1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클
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결론 및 시
사점

과

97-07

1997

서론/범세계적 해외직접투
자의 현황과 특징/한국기업
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
징/한국 해외투자기업의 경
영성과/지역별 해외투자사례/결론 및 시사점

의

97-09

國의

∙

아시아

(97. 12)

∙

金南 ∙

의構

杰∙

와

∙

課

(97. 12)

서론/동아시아 무역의 구조변화/동아시아 직
접투자의 구조변화/주고변화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한국의 정책과제/요약 및 결론

97-10

과

A5/162면 7,000원

서론/경제정책면에서의 ∙ 상호관계론/
∙ 무역현황 분석/ ∙ 경제협력 분석/
∙ 경제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결론

ISBN 89-322-1066-7 A5/138면 7,000원

97-11

∙러시아 經 交 의

과

課

(97. 12)
ISBN 89-322-1065-0 A5/112면 7,000원

에 따른 國內

서론/러시아 경제의 현황과 발전 전망/ ∙러
경제교류의 현황/ ∙러 경제교류의 평가와
정책과제

(97. 12)

ISBN 89-322-1067-4 A5/112면 5,000원

서론/해외에서의 부패방지 논의/OECD뇌물방
지협정의 국내상용과 문제점/결론

國의 經 關係

ISBN 89-322-1060-5

件

연구목적과 개요/중국의 주택제도 개혁/중국
의 주택시장 현황과 주택산업/주요지역별 주
택시장 현황/중국 주택시장 추진여건과 추진
방향/결론

과

(97. 12)

(97. 12)

金

과

ISBN 89-322-1061-2 A5/176면 7,000원

연구의 배경 및 방법/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한국의 외국인직
접투자 정책현황/IMF 및 MAI 시대의 투자정책
방향/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97-05 OECD �
과

國經 의

서론/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향후 과제/중국
의 경제대국화 전망/한국의 대응전략

과

과

(97. 12)

∙

(97. 12)

國의

와

ISBN 89-322-1062-9 A5/134면 7,000원

ISBN 89-322-1068-1 A5/168면 7,000원

97-04

의

서론/ ∙ 통상마찰의 추이와 주요쟁점/주요
통상마찰과 대응과제/IMF시대의 대미 통상전략

97-08

B5/508면 20,000원

金

∙
∙�

果

ISBN 89-322-1054-4

國

(97. 12)

ISBN 89-322-1064-3 A5/142면 7,000원

(97. 12)

97-03

課

서론/전자상거래 개요/전자상거래의 파급효과
/주요 이슈 분석/전자상거래와 조세/대응과제

ISBN 89-322-1051-9 A5/134면 8,000원

國의

과

ISBN 89-322-7031-9 A5/118면 7,000원

(97. 9)

97-02

去�의 國

97-12

經
金

∙金

의
∙

과 國의
京∙ 景

課

(97. 12)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75

ISBN 89-322-1057-5 A5/214면 10,000원

Won Ryou (97. 12)

서론/미주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미주경제통
합이 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산업의
사례/미주경제통합의 세계경제 및 한국에 대
한 영향/결론: 한국의 대응과제

ISBN 89-322-1058-2

97-13 WTO

과

金寬 ∙金
∙

A5/148면 7,000원

Introduction/Issues i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 Patterns of Trade Flows
in the APEC Region/Trends and Patterns of
FDI Activities in the APEC Region/Welfare
Effects of Liveralization /Barriers to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Summary and Conclusion

課

∙
(97. 12)

ISBN 89-322-1056-8
A5/154면 10,000원

’
97 WTO 금융서비스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환경설의
국경조정에 관한 WTO 규범
의 개정방향과 시사점/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과 대응과제/WTO 경쟁정책관련 규정
및 분쟁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WTO 투
자규범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國內
改

企 의

管

Sang-Don Lee and Tack-Whan Han (97. 12)
ISBN 89-322-1063-6 A5/76면 5,000원

Introduction/State of Transboundary
Pollution in Northeast Asia/Progres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Discussions on Issues for
Further Cooperation/The Framework and
Numerical Examples/Suggestions for Further
Cooperation and APEC ’
s Potential Role

와

(97. 12)
ISBN 89-322-1055-1 A5/142면 7,000원

서론/중국내 외자기업 노무문제의 특수성/중
국내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중국내 한국
계기업 노무관리의 개선방안

Policy Papers

조사분석
97-01

國企 의

經

果

(97. 12)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Inkyo Cheong (97. 12)
ISBN 89-322-1053-7 A5/90면 5,000원

Introduction/Design of Simulation/The Model,
Data, and Parameters/Protection Rates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APEC/Conclusion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Honggue Lee and Jai-

ISBN 89-322-7028-9 A5/100면 5,000원

서론/한국기업의
기업의 경영실태/
시사점

97-02 베트남의 經 改

투자 현황과 특징/한국
투자의 문제점/결론 및

및經

(97. 12)
ISBN 89-322-7029-6 A5/182면 7,000원

서론/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상황/베트남의
최근 경제현황/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과제
및 경제전망/요약 및 결론

1997

97-14

97-03 Northeast Asia’
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176

97-03

國의

베트남

조/인도네시아 금융시장 문제점과 금융위기
원인/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예상 파급효과/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및 ODA

(97. 12)
ISBN 89-322-7030-2 A5/188면 7,000원

서론/베트남의 최근 경제 현황 및 전망/한국의
베트남 투자현황 및 투자추진방향/한국의
베트남 ODA지원 현황 및 방향/요약 및 결론

97-09

國의 에너지

과 國에 대한

(97. 12)
ISBN 89-322-7036-4 A5/160면 7,000원

97-04

의

아시아

서론/중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중국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전망/중국의 에너지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외국기업의 에너지 산업 추진형
황과 특징/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스

(97. 12)
ISBN 89-322-7032-6 A5/128면 7,000원

서론/중앙아시아 석유∙가스자원 개발의 의의
/서방의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 현
황/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추진 환경/중
앙아시아 석유∙가스자원 개발전망과 한국의
여건가능성

97-10 WTO
의

決
에 관한

究:
究

(97. 12)
ISBN 89-322-7037-1

1997

97-05 러시아의

∙가스

系

A5/70면 5,000원

패널절차/상소절차/시사점

(97. 12)
ISBN 89-322-7033-3 A5/162면 7,000원

서론/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정책 및 현황/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송체계/결론 및 시사점

97-11 WTO
決
究:
에 대한 基 �에 관한

國의�휘발유

(97. 12)

97-06 메콩江

開

∙權耿

과

國의

ISBN 89-322-7038-8 A5/68면 5,000원

패널절차/상소절차/시사점

(97. 12)

ISBN 89-322-1059-9 A5/204면 7,000원

서론/메콩강과 유역국의 경제현황 및 전망/메
콩강유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국∙기구의 여건현
황/한국의 참여확대방안/결론 및 한계

97-07 CIS 經

의

揆∙

97-12 베트남 國 企 改 의
權

(97. 12)

ISBN 89-322-7039-5 A5/150면 7,000원

서론/국유기업개혁의 추진배경/국유기업개혁
의 전개과정/국유기업부문의 구조변화/국유기
업개혁의 성과와 과제/결론

과

(97. 12)

ISBN 89-322-7034-0 A5/140면 7,000원

97-13

97-08 인도네시아의 �

國

의

과

(97. 12)

서론/CIS 결합추진 현황과 가맹국들의 결합정
책/CIS 가맹국들의 개혁정책과 경제현황/CIS
역내교역 구조와 현황/CIS 결합 전망과 시사점

金

과課

ISBN 89-322-7040-1 A5/156면 7,000원

서론/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정책과 발전과정/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전망/중국 석유
화학산업의 외자유치정책과 한국기업의 추진
방향/요약 및 결론

: 機의 景과

(97. 12)

ISBN 89-322-7035-7 A5/166면 7,000원

서론/금융위기 이전 인도네시아의 금융정책/
금융위기 이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과 구

97-14

國
金 根 (97. 12)

의

과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77

ISBN 89-322-7041-8 A5/122면 7,000원

∙

서론/중국 주식시장의 발전과정과 현황/중국
주식시장의 관계구조 및 제도/중국 주식시장
의 발전요인과 문제점/중국 주식시장의 전망

97-15

國의 經 改 과

∙

關係

� (97. 12)
ISBN 89-322-7042-5 A5/84면 5,000원

서론/중국의 경제체제개혁과 지방분권화/중
국 재정제도의 분권화1초 개혁/분권화개혁 이
후 중국 재정구조의 변화와 중앙∙지방 재정
관계/결론

(97. 12)

ISBN 89-322-4013-8
A5/62면 3,000원

Introduction/The Current
Status of Eco-Tech/
Challenges to Eco-Tech/
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
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Inkyo Cheong (97. 12)

97-16 우크라이나의 經 改 과

國

ISBN 89-322-4015-2 A5/60면 3,000원

根 (97. 12)
ISBN 89-322-7043-2 A5/126면 7,000원

자료논문/Working Papers

97-05 EU의 企 課 와 國企 의
(97. 12)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June-Dong Kim (97. 8)
ISBN 89-322-4012-4
A5/48면 2,000원

Introduction/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Korea/Concluding Remarks

Jong Bum Kim (97. 12)
ISBN 89-322-4017-6 A5/36면 2,000원

Jaebong Ro and Hyungdo Ahn (97. 12)
ISBN 89-322-4014-5 A5/50면 2,000원

Introduction/The Current Status of EcoTech/Challenges to Eco-Tech/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와

EU 직접투자와 기업과세/독일의 기업과세/
영국의 기업과세/프랑스의 기업과세/네덜란
드의 기업과세/EU의 세제조화/EU의 기업과세
와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전략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97-02 APEC’
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97-03 企
構 에 관한 OECD
經 에의

ISBN 89-322-4016-9 A5/154면 5,000원

Introduction/FDI’
s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Complementary Economic Gains
between Asia and Europe/Investment
Ligeralization and Combating Corruption
/ASEM’
s Role i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International Crusade against
Gribery and Corruption/ASEM’
s Role in
Combating Corruption/Conclusion

國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1997

서론/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 현황/우크라이
나의 외국인투자제도/요약 및 시사점

Introduction/APEC and Regionalism/The
Experiment Design for the Analysis of APEC ’
s
Trade Liberalization/The CGE Model and
Parameters/The Interpretation of the
Simulation Results/Conclusion

178

Korea

97-11 러시아

Sang-In Hwang (97. 12)

및

件

(97. 12)

ISBN 89-322-4018-3

ISBN 89-322-4022-0 A5/86면 5,000원

A5/42면 2,000원

서론/외국인투자 정책 및 투자 현황/외국인투
자 관련 주요 제도 및 그 변화/러시아 외국인
투자환경 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Introduction/Foreign Debt
Analysis/Economic Effects
of
Debt/Structural
Problems of Foreign Debt /Conclusion

행사결과보고/ConferenceProceedings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1997

國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Seunghee Han and Inkyo Cheong (97. 12)

Young-Rok Cheong ed. (97. 2)

ISBN 89-322-4019-0 A5/80면 5,000원

ISBN 89-322-3013-7

Introduction/Progress in APEC and Some
Challenges/Literature Review/The Framework for Analysis/Simulation Results
/Conclusion

B5/228면 10,000원

97-09 IMF 救 �
인도네시아의
金
金

∙�

究: 멕시코,
를 중심으로
∙

國,

杰∙ 景 ∙權耿 ∙

Introduction and Overview/
Korea Unification in the
World Perspective/Korean
Unification in the Regional
Perspective/ Korean Unification as a Goal/Panel Discussion/ Appendix:
A Special Address

(97. 12)

ISBN 89-322-4020-6 A5/106면 7,000원

[제1편] 멕시코 금융위기 사례연구: 개요/1982
년 외채위기와 대응과정/살리나스 행정부
(1988.12~94.11)의 구조조정정책/1994년 외환
위기와 대응과정/멕시코 사례의 시사점 제2편]
태국 금융위기 사례연구: 금융위기 전개/IMF
프로그램 내용/IMF 프로그램하의 태국 정부의
대응/태국 경제개혁의 전망과 시사점 [제3편]
인도네시아 금융위기 사례연구: 금융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초기 대응/IMF 금융지원의 내
용과 후속조치/IMF 개입이후 경제동향과 전망
/정책적 시사점

97-02 제5차 APEC
의
와
APEC연구컨소시엄 라운드테이블

-

(97. 11)
ISBN 89-322-3014-6 B5/100면 5,000원

APEC의 현황 및 향후과제/APEC 무역투자자
유화의 진행경과와 전망/APEC 경제 및 기술협
력의 현황과 문제점/APEC 국가간 금융협력/
패널토의: Vancouver회의-우리의 목표와 전략

97-03 21세기
係의
�

∙ 經 의 비젼과
- ∙
交 5주년 세미나

關

(97. 12)

ISBN 89-322-3016-0 B5/82면 5,000원

97-10

∙EU

과

(97. 12)
ISBN 89-322-4021-3 A5/68면 5,000원

서론/ ∙EU 교역현황 및 전망/EU의
통상
현안/한국의 EU 통상현안/공동관심사항/결론

요약 및 전망/21세기 동북아 경제의 전망과 ∙
관계/중국의 경제발전과 외국기업의 역할/종합토
의: ∙ 경제협력확대방안모색/참고자료

97-04 러시아의
∙金

國

境과
(97. 12)

∙러關係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79

ISBN 89-322-3017-7 B5/82면 5,000원

97-02 1997

∙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
∙러 경제협력의 미래/러시아 경제 개혁의
추진상황/러시아의 외국인투자여건과 유망투
자사업/ ∙러 정치∙외교관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러 경제교류의 현황, 문제점과 전망

의

(97. 12)
B5/384면 비매

Bak-Soo Kim ed. (97. 12)
ISBN 89-322-3018-4 B5/348면 15,000원

Introduction and Overview/ Europe-East Asia
Trade Relations/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uropean Pers-pectives/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ast Asian
Perspectives/Europe-East Economic Relations:
Policy Challenges

종합공동연구

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7. 11)
ISBN 89-322-3015-3
B5/330면 8,000원

97-01 APEC
經 의
과
關係
- 벤쿠버 APEC 정상회의 배경자료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주요내용/분야별 요약 및
평가/전반적 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7. 11)
ISBN 89-322-2060-4 B5/142면 비매

미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중국/대만/홍
콩/브루나이/싱가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
시아/필리핀/멕시코/파푸아 뉴기니/칠레/한국

KOPIE 자료
97-02
97-01 OECD Economic Policy Committee:
Short-Term Economic Prospects

�

과

介

(97. 12)
ISBN 89-322-2061-1

KIEP (97. 12)

B5/34면 비매

B5/170면 비매

서론/파생금융상품의 기능
과 외환시장 특성/외환시장
과 파생금융상품시장/파생
금융상품과 헤지펀드/파생
금융상품을 이용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정책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대응

The Outlook to End-1998: Detailed Country
Projections/ The Outlook to End-1999: CrossCountry Detail of the Projections/Recent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s

1997

OECD/EPC 단기경제전망
(STEP) 회의 결과/금융관련
OECD유보와 가입이후의
제도변화/재정지출 분야의
주요 이슈/OECD 교육고용
노동사회교육위원화(DEELSA)의 최근 논의 동
향/중핵 카르텔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력: 이슈
와 장애/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의의와 한
국경제에의 시사점/OECD 규제개혁 논의: 동향
과 시사점/OECD의 과학기술산업정책 관련 활
동 개요/OECD와 정보통신/OECD의 폐기물 최
소화 동향/OECD의 환경논의와 환경정책동향/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협
력방안/OECD의 농업위원회의 활동 동향
/OECD의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경쟁정책 국
제규범화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MAI 협상 동
향/국제무역에서의 부패척결 동향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97-01 APEC 마닐라
計
(MAPA)의
과 價

OECD

180

97-03 자본시장개방과 안정화정책
∙

(97. 12)

ISBN 89-322-2062-8 B5/96면 비매

서론/자본유입의 효과: 1996년 이전/경제개방의
효과: 이론적 분석/자본자유화의 효과: 한국 경
제모형을 중심으로/자본시장개방과 안정화정책

97-01 Trade Policy for the Next Century: Some
Observations
Kevin G. Nealer (97. 5)
A5/32면 2,000원

97-02 Assessing APEC Trade Liberalization

편람
97-01

Seminar Paper Series

Mari E. Pangestu (97. 5)
A5/40면 2,000원

國
權耿

(97. 12)

97-03 競

ISBN 89-322-5037-3 B6/490면 15,000원

(97. 12)

1997

97-03 싱가포르

의 이슈와 과제

A5/54면 2,000원

97-02 1997 파키스탄
ISBN 89-322-5038-0 B6/504면 15,000원

과企
(97. 6)

97-04 How Japan is Coping with its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Adjustment Problems: Lessons for Korea
Hugh T. Patrick (97. 6)

(97. 12)

A5/34면 2,000원

ISBN 89-322-5040-3
B6/460면 15,000원

97-05

의

과

課

(97. 7)

97-04 1997

A5/32면 2,000원

求 (97. 12)
ISBN 89-322-5041-0 B6/416면 15,000원

97-05 슬로바키아

97-06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obert A. Scalapino (97. 7)

(97. 12)

A5/38면 2,000원

ISBN 89-322-5042-7 B6/544면 15,000원

97-07

97-06 파나마
金

國經 의 構

課

(97. 8)
(97. 12)

A5/42면 2,000원

ISBN 89-322-5043-4 B6/384면 15,000원

97-07 1997 브라질
(97. 12)
ISBN 89-322-5044-1 B6/730면 15,000원

97-08 Challenges for APEC in 1997:
A Canadian Viewpoint
Leonard J. Edwards (97. 12)
A5/26면 2,000원

97-09 Social Policy Dilemas
under Decentralization
and Federalism: The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81

Case of Brazil
Lawrence S. Graham (97. 8)
A5/50면 2,000원

97-12 ASEAN: 30 Years of Existence and
Challenges Ahead
Chia Siow Yue (97. 10)
A5/46면 2,000원

97-10 Benefits and Costs of Agricultural
Liberaliza-tion in Korea
David P. Vincent∙Honggue Lee (97. 4)
A5/94면 2,000원

97-13 China’
s Banking Reform under
Sustained Growth
Nicholas R. Lardy (97. 11)
A5/52면 2,000원

97-11 Asia and Latin America: A New
Partnership
Omar Martinez Legorreta (97. 10)
A5/40면 2,000원

97-14 Potential for Services Liberalization
Between AFTA and CER
Christopher Findlay∙Tony Warren (97. 12)
A5/52면 2,000원

1997

발 간 자 료 목 록

1996

184

96-06

정책연구

金南

96-01 ASEAN
그

(AFTA)의

開過 과

ISBN 89-322-1032-2 A5/256면 5,000원

서론/AFTA의 회원국 경제개황/ASEAN 경제협
력 추진 경위/새로운 ASEAN 경제협력: ASEAN
자유무역지대(AFTA)/AFTA에 대한 경제적 평
가/ ∙ASEAN 경제교류 현황/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國 企

의 內 去�

서론/한국의 무역보호 수준/1992년중 보호무
역의 효과 추정/요약 및 결론

96-07

機

1996

금융과 경제성장/선진국의 금융위기 사례/자
본자유화와 금융위기/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과

基 의

B5/246면 10,000원

96-09 APEC

吉∙

均

果

敎 (96. 8)

ISBN 89-322-1036-5 A5/104면 7,000원

서론/WTO 협정과 무역자유화 개요/일반균형
(CGE)모형/시뮬레이션 결과분석 I: WTO와 세계경
제/시뮬레이션 결과분석 II: WTO와 한국경제/결론

果

ISBN 89-322-1040-3 A5/130면 7,000원

세계경제와 ∙ 지역 국가의 경제협력
/APEC 무역자유화/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
과 모수/시뮬레이션 결과의 해석 및 논의/결론
및 정책시사점

(96. 8)

의

의經

敎 (96. 11)

ISBN 89-322-1035-7 A5/200면 7,000원

96-05 WTO

과

WTO 체제정착현황과 신통
상의제의 등장/WTO 무역환경 논의 및 협상의 전개
와 시사점/다자간 투자규범
의 논의현황 및 전망/무역∙노동기준 연계/경
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WTO

繫

서론/국제노동기준과 각국의 노동권 보호 현
황/노동기준의 경제적 의미/무역과 노동기준/
직접투자의 노동기준/정책과제 및 시사점

의
(96. 10)

(96. 8)

96-04

(96. 9)

ISBN 89-322-1039-X

와

ISBN 89-322-1034-9 A5/114면 7,000원

管

서론/파생금융상품의 개념 및 현황/파생금융
상품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장활성화 방안/
파생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주가지수
선물시장/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와 대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사업다
각화와 경영성과/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집단
적 약탈행위 분석/대기업집단의 집단적 약탈
행위 분석을 위한 간접적 실증분석/대기업집
단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에 따른 �

의開 과

ISBN 89-322-1038-1 A5/122면 7,000원

96-08 WTO

ISBN 89-322-1033-0 A5/168면 7,000원

96-03 � ∙

�
金

와競

(96. 5)

(96. 8)

ISBN 89-322-1037-3 A5/164면 10,000원

杰 (96. 4)

96-02

의

96-10

4國의
(96. 11)
ISBN 89-322-1041-1 A5/170면 7,000원

서언/중국의 북한 정책지조와 경제협력/러
시아의 북한정책의 추이 및 전망/일본의
북한 정치∙경제관계/미국의 북한관계 현황
및 전망/요약 및 결론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185

96-11 M&A

에 關한

서론/한국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필요성/한
국의 자유무역지대(FTA)후보국가 검토 및 선
정/한국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자유무역지대 결송의 경제적 효과/정
책시사점

究

(96. 12)
ISBN 89-322-1042-X
A5/196면 10,000원

M&A형 직접투자의 특징과
추 이 /OECD 투 자 규 범 과
M&A형 직접투자에 대한 규
제조치/M&A와 경쟁정책/
기업지배구조와 M&A/금융산업의 국경간
M&A/국경간 M&A의 자유화방안

96-12 APEC 經
과
企
과
企

企 :

96-16

經 國에 대한 3개국( 國, 캐나다,
國)의 덤핑
究: 國의
金

∙

(96. 12)

ISBN 89-322-1047-0 A5/166면 7,000원

서론/ 시장경제국의 덤핑수출에 대한「덤핑
마진」산출/미국, 캐나다 및 한국의 한국 산
업피해판정 사례분석/결론: 정책적 시사점

國의

(96. 12)

96-17

ISBN 89-322-1043-8 A5/132면 7,000원

96-13

國

規

金

金南

(GSP)의 近
에 관한 究

과

(96. 12)

ISBN 89-322-1048-9 A5/132면 7,000원

서론/GSP의 개요와 최근동향/한국경제와 GSP
도입여건/주요국 제도의 구성항목별 내용 비
교/결론

에서의 間 國

(96. 12)

ISBN 89-322-1044-6 A5/104면 7,000원

서론/이론적 연구/중간재 국산화정책의 외국
의 사례/국제무역규범과 중간재 국산화정책/
요약 및 결론

96-14 CGE
巨 經

에 의한
期

∙金建

國의

構

金

∙

와

ISBN 89-322-1049-7 A5/152면 7,000원

서론/최근의 국제금융 환경/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동향과 구조변화/우리나라의 국제금융활
동 현황/시사점

(96. 12)

머리말/일반균형모형(AGEKIEP)의 구성과 소
프트웨어(GEMPACK)의 기능/모형의 를 구
하는 방법/TABRO 언어와 데이터의 구성/방정
식체계/파라미터값의 선정과 모형의 마무리
작업/과거경제의 추정시뮬레시션을 통한 1995
년도 투입산출표의 창출/2000년도 한국경제의
예측/요약 및 정책시사점

國의

의構

銶 (96. 12)

및

ISBN 89-322-1045-4 A5/142면 7,000원

96-15

96-18 國 �

規
에 關한

의經
究

敎 (96. 12)

ISBN 89-322-1046-2 A5/142면 7,000원

96-19

國
∙經 에 관한 國內
과課

究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 12)
ISBN 89-322-1050-0 A5/236면 7,000원

[제1편: 중국 국내정치 분야에 관한 연구의 동
향과 발전 방향] 서론/해외의 중국 연구/국내
연구의 현황/국내 연구 경향의 특징과 문제점/
향후 발전방향 [제2편: 중국 외교안보에 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서론/중국의 외교안보에 대
한 국내 연구 현황/중국 외교안보 연구의 특징
과 문제점/중국 외교안보 연구의 방향/요약 및
결론 [제3편: 중국 국내 경제에 관한 연구 현황
과 과제] 서론/연구 수요의 증가와 확대 배경/

1996

서론/APEC 주요 회원국의 중소기업정책
/APEC 중소기업협력의 현황과 추진방안/한국
의 역할과 정채과제

關
國의 GSP

186

연구 실적의 개괄적 분석/문제점과 향후 연구
과제 [제4편: 중국 대외경제개방에 관한 연구 현
황과 과제] 서론/중국대외경제 관련 연구 추이
와 현황/ ∙ 경제협력 관련 연구 추이와 현
황/ 연구방향에관한분석/문제점과향후연구 과제

의 경제구조와 대외무역/산업보호구조/CostBenefits 분석/시사점/결론

96-05 國
經

이 國內
에 미치는 果

및

(96. 10)

96-20

價格

의

과改

B5/76면 7,000원

서론/국내자본형성의 구성
과 재원/자본의 국제이동성
과 국제자본시장의 분할/국
제직접투자의 자본이동효
과/M&A형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자본축적효
과/요약 및 정책시사점

(96. 12)
ISBN 89-322-1052-7 A5/138면 7,000원

서론/북한의 가격정책과 가격결정과정/북한의
가격유형/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내에서 가격의
역할과 기능/북한 가격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결론

정책자료 A

96-06 APEC 關

과

國의

均 (96. 10)

96-01 APEC

國의 交 構 와

의經

B5/430면 10,000원

1996

果

APEC 관세협상의 경위 및 현황/GATT체제하의
다자간 관세협상이 APEC관세협상에 주는 시사
점/APEC역내각국의 관세협상관련 동향 및 정
보기술협정안(ITA)에 대한 입장/한국의 APEC
관세협상에 대한 대응방안/APEC역내국가에
대한 한국의 주요수출관심품목 고찰/APEC역
내국가의 한국 주요수출품목 고찰/결언

金 謙 (96. 4)
B5/90면 5,000원

APEC 주요국의 경제 현황 및 특성/APEC과 한
국경제/자유무역의 효과와 성격/APEC 자유화
의 효과 분석/우리의 과제

96-02

近의

界經

과

經
96-07 1997
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 6)
B5/88면 5,000원

최근의 세계경제동향/주요 세계경제현안/우리
의 대외경제정책과제와 대응방안

96-03

의
金

價와

界經

과

經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 12)
B5/180면 7,000원

세계경제환경의 변화/1997년 세계경제전망/주
요 과제별 대응전략/주요 권역별 대응전략/요약

課

(96. 6)

96-08

B5/85면 7,000원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해외직접투자/우리나
라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징/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평가/정책과제

96-04 우리나라의 開 國

에 관한

究

에 관한 國 規
金寬

(96. 12)

B5/96면 7,000원

서론/양자간 투자협정/OECD 다자간투자협정
/우리의 대응방향

96-09

國
의改

(96. 7)

의經

B5/88면 7,000원

金

서론/개도국지위와 우리나라의 위치/우리나라

B5/100면 7,000원

(96. 12)

果 및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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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불공정성/비관세 및 기타 무역정책/우
리기업의 무역 관련 애로사항/요약 및 결론

서론/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개별기업 사례
연구/우리나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요
약 및 결론

96-15 APEC 科 技
96-10

-ASEAN
課

및

패턴

와

서론/APEC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평가/APEC
과학기술협력의 발전방향 및 전망/한국의 대
응 및 역할

B5/112면 7,000원

서론/ -ASEAN 무역 관계/한국의 ASEAN
직접투자 관계/ -ASEAN무역 및 직접투자의
관계 분석/요약 및 정책과제

및技
APEC에의
∙

연구보고

: EU의 經 과
96-01

期 러시아
權

(96. 12)

의 國家

ISBN 89-322-6008-7 A5/120면 7,000원

96-12 APEC 비구속적
한
의檢

의 구속화

南 의

經

와 우리의 經

에
金

(96. 4)

金 謙 (96. 12)

ISBN 89-322-6009-5

B5/100면 7,000원

A5/148면 7,000원

APEC회원국의 투자추이 및 특징/APEC 비구
속적 투자원칙의 검토/APEC NBIP에 따른 국
내 투자제도 검토/WTO와 역내 소지역협정의
투자협약/정책시사점

서론/중남미의 경제질서
/우리의 중남미 경제협력
관계/ 중남미 경제협력정
책의 방향/결론

金

과

96-03

國의

(96. 12)

(96. 12)

B5/72 7,000원

ISBN 89-322-6010-9 A5/86면 7,000원

서론/국제적 자본이동/급격한 자본유입에 대
한 대응정책/결론

서론/인도경제/인도와의 경협여건/한국의
인도 진출방향/결론

96-14
관한

國
究

規 의

公

에

(96. 12)
B5/108면 7,000원

WTO 체제 출범과 신교역질서의 방향/불공정
무역 관련 조치의 불공정성/일방적 무역관련

96-04

國의

와 9.5計 의 農 課
(96. 12)

ISBN 89-322-6011-7 A5/196면 7,000원

연구개요/중국농업의 현상과 식량문제/중국
의 식량 수급동향과 수급구조의 변화/중국의
식량유통체계 개혁/중국농업의 당면 문제/중

1996

서론/러시아연방 국가예산의 체계와 구조변화
/러시아연방의 재정분권제도/평가와 전망

96-02

의

과

(96. 3)

B5/166면 7,000원

서론/표준화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역내 기술
장벽으로서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EU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APEC의 표준 및 적
합성 평가제도/결론

96-13 國

國의

B5/62면 7,000원

杰 (96. 12)

96-11

과

(96. 12)

188

국의 장기 식량발전과 9.5계획의 농정과제/중
국 9.5계획의 농업외자이용정책과 대외농업협
력/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와
농업협력
방안/결어

96-05

國의 工

과

96-02

CIS

및課

(96. 12)
ISBN 89-322-7020-1
A5/118면 7,000원

서론/ CIS 투자현황/
CIS 주자기업 경영실태/CIS
의 지역별 투자환경 평가/
CIS 투자증진방안과 향
후 전망

國

(96. 12)
ISBN 89-322-6012-5
A5/166면 7,000원

서론/중국의 공업화전략/중국의 외국인직접투
자 유치정책 변화 및 그 배경/중국의 외국인 직
접투자 특징과 역할/한국기업의 중국 투자/결
론: 요약과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평가 및 전망

96-06

國企 의

96-03 러시아 經

의經 ∙

(96. 12)
ISBN 89-322-7021-X A5/132면 7,000원

서론/경제지역 개관/소연방 경제지역의 주요
특징 분석/전환기 러시아 경제지역의 경제 사
회현황 분석/결론 및 시사점

國內 開 의 課 와
� (96. 12)
ISBN 89-322-6013-6 A5/110면 7.000원

1996

서론/중국의 지역개발정책과 내륙개발논의
전개/중국의 지역격차 실태와 내륙지역의 낙
후요인/중국 내륙개발의 과제와 전망/요약 및
결론

96-07

∙ 歐 國家들의 EU加

96-04 러시아의 최근

擧와 향후

(96. 12)
ISBN 89-322-7022-8 A5/182면 7,000원

서론/ CIS 투자현황/ CIS 주자기업 경영실
태/CIS의 지역별 투자환경 평가/ CIS 투자증
진방안과 향후 전망

과

(96. 12)
ISBN 89-322-6014-3 A5/94면 7,000원

서론/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논의의 배경
과 추진과정/중∙동구-EU간 경제통합의 추진
현황/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에 있어서 문
제점과 장애요인/전망 및 시사점

의 러시아
리에의

미얀마 經

强

(96. 12)
ISBN 89-322-7023-6
A5/192면 7,000원

서론/미얀마의 경제개혁정책 및 최근 경제동
향/ 미얀마 진출여건 분석/주요국의 분야별
진출동향과 전망/우리나라의 투자진출 현황
및 확대방안/정부지원 과제

조사보고
96-01

96-05

∙가스 부문 진출과 우

(96. 12)

96-06 멕시코의 公企
金

過

(96. 12)

ISBN 89-322-7019-8 A5/168면 7,000원

ISBN 89-322-7024-4 A5/120면 7,000원

서론/ 러 석유∙가스 부문에의 진출 필요성/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 진출관련 제도적 환
경과 문제점/서방의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
진출전망 및 우리의 진출방향

서론/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민영화정책/민영화
현황과 사업추진계획/민영화 방법과 절차/결론

96-07 브라질의
(96. 12)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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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322-7025-2 A5/108면 7,000원

서론/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민영화 정책의 변
화 추이/민영화 추진현황/민영화 향후 추진계
획 및 전망

96-08

國國 企

의

開와

서론/중국의 국유기업과 민영화/민영화 관련
기업개혁정책의 전개과정/최근 민영화의 배경
과 내용 및 현황/민영화의 제약요인과 발전전
망/외국의 참여 가능성과 시사점

정책자료 B
國의 經

計

(96. 12)

서론/MERCOSUR의 창설과정과 회원국의 경
제통합정책/MERCOSUR의 내적통합 발전단계
/MERCOSUR의 외 적 확 대 추 진 방 향
/MERCOSUR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결론:
MERCOSUR의 발전전망과 시사점

改 에 관한

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 8)
ISBN 89-322-8014-2
A5/154면 7,000원

서론/확고한 신념과 명확
한 목표를 갖고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하자/강
택민 동지의 기업개혁에 관
한 중요 담화를 열심히 학습하자/국유기업은
자금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국유기업 개
혁심화의 기본방향/기업개혁을 심화하여 현대
기업제도의 수립을 가속화하자/기업개혁의 심
화와 국유경제의 강화/국유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심으로 工 階級에 의지해야 한다

96-03 라오스 經 改 과 開 課
(96. 12)

ISBN 89-322-8016-9 A5/76면 7,000원

96-01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A Korean Perspective
Wan-Soon Kim (96. 4)
ISBN 89-322-4005-1
A4/32면 비매

Introduction/Growing
Asia-Pacific Markets in the
World Economy/Globalization
and Technology Alliance in
Korea’
s Semiconductor Industry/Semiconductors and Trade Disputes Search for a
Multilateral Resolution/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96-02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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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322-6007-9

ISBN 89-322-2040-9 B5/138면 5,000원

1995

서론/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국제적인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
쟁정책/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시사점/결론

界經
課

開
(95. 12)

(95. 11)

95-10 1996
經

管

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 12)

A5/212면 5,000원

개요/중국의 유통시장조직
과 관리체계/중국의 농산물
유통시장과 관리체제/중국의 물자관리체제와
물자공급시장/중국의 소비재 공산품유통제도
와 외자기업의 유통업 진출방향/중국 유통업의
향후 발전전망과 시사점

ISBN 89-322-2041-7
B5/132면 5,000원

조사보고

세계경제환경과 변화/1996
년 세계경제 전망/우리경제
에의 시사점/주요 과제별 대응전략/요약

95-01 러시아

券

및

(95. 12)

95-11

國經 의 國

ISBN 89-322-7011-X A5/224면 5,000원

價

� (95. 12)
ISBN 89-322-2042-5 B5/110면 5,000원

중국경제의 부상과 국제화/국내경제 제도정비
/대외경제관련 제도의 개혁/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서론/러시아 증권시장의 생성/러시아 증권관
련제도와 하부구조/최근 러시아 증권시장 현
황/결론 및 시사점

95-02 러시아
(95. 12)

95-12 OECD

計

ISBN 89-322-7012-0 A5/176면 5,000원

과

(95. 12)
ISBN 89-322-2043-3 B5/118면 5,000원

서론/OECD통계작업의 기조/OECD의 일상적
통계활동/통계기준, 분류 및 시스템 개발 현황
/국내 준비 현황/결론

서론/러시아 자유경제지대 추진 개요/러시아
자유경제지대 관련 제도/주요 자유경제지대의
경제 및 개발현황/러시아 자유경제지대의 평
가 및 전망

95-0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95-13

의經
과 우리의
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95. 12)

經

價

(95. 12)
ISBN 89-322-7014-7
A5/118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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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조세제도의 개혁/현행 조세제도/평가 및 전망

95-04 시베리아

의

및開

(95. 12)

정책자료 B
95-01

ISBN 89-322-7013-9 A5/182면 5,000원

서론/시베리아지역의 경제현황/시베리아지역
의 부존자원현황/ ∙시베리아지역 자원협력
평가 및 추진방향

95-05 ODA
權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 11)
ISBN 89-322-8010-X
A5/84면 5,000원

서론/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요 시기/주요 분투목표와 지도
방침/경제건설의 주요 임무와 전략적 배치/개
혁개방의 주요 임무와 부서/사회발전의 주요
임무와 기본정책/ 전당과 전국민은 단결하여
제9차 5개년계획과 2010년의 원대한 목표를
위하여 분투하자

改
(95. 12)

ISBN 89-322-7016-3 A5/120면 5,000원

서론/원조실시체제와 주요유형/프로젝트관리
와 운영체제/우리나라의 ODA 실시체계/추진
과제 및 개선방안

95-06

金

95-02

歐의 經
金奎

件

와

∙ 歐經

(95. 11)

ISBN 89-322-8011-8 A5/72면 5,000원

(95. 12)

한∙동구 경제협력 현황/동구의 경제여건 및
대외경제환경의 변화/경협증진 방안

ISBN 89-322-7015-5
A5/192면 5,000원

서론/경제협력의 정의 및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여건 및
원조의 역할/국가별 인도네시아 원조실적 및
특징/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한∙인도
네시아 경제협력 기본방향 및 강화방안/결론 및
시사점

95-07

共

(CACM) 및

國 經

(95. 12)
ISBN 89-322-7017-1 A5/274면 5,000원

서론/
공동시장(CACM)현황/코스타리카의
경제현황/엘살바도르의 경제현황/콰테말라의
경제현황/온두라스의 경제현황/니카라과의
경제현황/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95-03

國의

50

記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 12)
ISBN 89-322-8012-6 A5/84면 5,000원

항전승리 50주년 및 8로군총부 태행주둔 58주
년기념대회에서의 연설/항일전쟁 승리 50주년
기념 북경주둔부대 노전사 좌담회에서의 연설
/항일전쟁 승리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의 연설/항일전쟁 및 세계 파쇼전쟁 승리 50
주년 기념 좌담회에서의 연설/수도각계 항일
전쟁 및 세계 파쇼전쟁 승리 50주년 기념대
회에서의 연설/국경 46주년초대회에서의 연설
/평화와 정의는 불패의 것이다/새로운 세기에
로 나아가는 중국/맑스 레닌주의 저작 편역사
업에 큰 성과/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중 약간의
중대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95-04 러시아의

管

揆 (95. 12)
ISBN 89-322-8013-4 A5/90면 5,000원

1995

∙인도네시아 經
强
:
公 開
(ODA)를
중심으로

國의 9 5個 計
및 2010 까지의 期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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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환시장과 환율변동/러시아의 외환
관리제도

편람
95-01 1995 몽골
(95. 12)

Working Papers

ISBN 89-322-5015-4
B6변형/502면 10,000원

95-01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ment Countries

95-02 1995 헝가리
(95. 12)

Jae-Jung Kwon (95. 12)

ISBN 89-322-5016-2 B6변형/688면 10,000원

ISBN 89-322-7056-2
A4/48면 비 매

1995

Introduction/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Issues of
Transition/Policy Mix/ Conclusions

세미나자료/Seminar Proceedings
95-01

國의 改 開 과
金

經

의

�

(95. 4)

ISBN 89-322-3005-6
B5/112면 5,000원

[제1주제] 중국 경제체제개
혁의 새로운 형세와 임무
/[제2주제] 중국의 경제발전
과 인플레이션/[제3주제] 중
국 호남성과 한국경제의 협력전망/[제4주제]
경제협력과
경제관계/[제5주제] 개
방형 경제를 목표로하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제6주제] 중국 국유기업개혁과 구조조정의
상포결합

95-02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Sung-Hoon Park ed. (95. 11)
ISBN 89-322-3007-2 B5/70면 10,000원

Some Major Issue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Globalization/The Misunderstood
World Economy/The Role of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WTO Era

발 간 자 료 목 록

1994

200

및 검역 조치/섬유 및 의류
교역/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무역관련 투자조치/
덤핑/관세평가/선적
검사/원산지 규정/수입허
가절차/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가드/서비스 I: 협정
문/서비스 II: 분야별 양허/지적재산권/분쟁해
결절차/무역정책검토제도/정부조달

정책연구
94-01

와技

의國

(94. 1)
A5/172면 5,000원

서론/전략적 제휴의 이론/선진국의 전략적 제
휴 및 기술혁신의 국제화/한국의 전략적 제휴
와 기술혁신의 국제화/요약 및 결론

94-02 NAFTA

規 의

와

94-06

(94. 1)
A5/132면 5,000원

이

의

와

構 에

1994

미친
A5/144면 5,000원

서론/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사유화 추진에 관
한 일반적 논의/동독의 산업구조재편성과 사
유화 및 보조금지급의 기본방향/통일후 동∙
서독의 산업입지 변화와 투자/통일후 동∙서
독의 산업구조 변화/요약 및 정책시사점

21과 우리나라의

ISBN 89-322-1008-X B5/306면 8,000원

서론/한∙미 과학기술협력의 기본방향/분야별
협력 현황 및 과제/협력 전략

94-07

國

의技

果에 관한 究

(94. 12)

(94. 2)

[제1부: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개발정책] 서
론/의제21과 지속가능개발/의제21의 개관/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개발정책 [제2부: 리우 선
언 및 의제 21의 장별 내용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리우선언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의제21의 장별 내용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交

:

서론/기술이전의 이론/직접투자의 유형과 기
술이전/실증분석/결론 및 정책시사점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ice
KIEP (94. 12)
ISBN 89-322-1010-1 B5/302면 5,000원

可能開

B5/310면 8,000원

94-05 WTO 출범과

究

ISBN 89-322-1007-1 A5/110면 5,000원

(94. 2)

94-04

强

(94. 10)

무역과 원산지규정/NAFTA 원산지규정의 개관
/주요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의 분석/NAFTA
원산지규정의 효과와 정책시사점

94-03

間科 技

內 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 7)
ISBN 89-322-1006-3 B5/874면 20,000원

WTO협정/GATT 1994 조문/관세/농산물/위생

Introduction/Part I: Growing Debates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Part
II: Progress and Perspectives for Sectoral
Cooperation/Summary and Conclusion

94-09 21 紀

經

을 위한

(94. 12)
ISBN 89-322-1011-X A5/142면 5,000원

국제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망/
동북아 경제협력의 특성/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2000년대 동북아 경제협력의 장기 비젼
및 전망/우리의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전략/동
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
안/2000년대 동북아에서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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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經
金

과

國

의

94-15

經 의
金 �∙

(94. 12)

構

究

(94. 12)

ISBN 89-322-1012-8

ISBN 89-322-1017-9 A5/106면 5,000원

A5/130면 5,000원

서론/통일후 독일경제의 거시적 변화양상/동
독 산업구조변화의 개관/통일후 동독 광공업
의 실태/통일후 산업구조변화 관련 주요 경제
정책의 평가/결론 및 정책시사점

서론/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 정책/중국
조선족동포 사회의 현황과 특징/ ∙ 경제
협력과 조선족동포의 역할 및 한계/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94-16
94-11 ASEAN

國의 國
와그

으로서의 R&D

�

의
(94. 12)
ISBN 89-322-1018-7 A5/86면 5,000원

(94. 12)
ISBN 89-322-1013-6
A5/126면 5,000원

94-12

間

期

技

94-01 1994
課

(94. 12)
ISBN 89-322-1014-4 A5/156면 5,000원

서론/한미간 산업기술협력 현황/한미 신산업
기술정책의 비교/한미간 산업기술 협력분야와
전략적 접근/결론

94-13

權과 競

정책자료 A

의國

과

經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 1) B5/88면 5,000원
세계경제환경의 변화/1994년 세계경제 전망/
우리 경제에의 정책시사점/주요 과제별과 대
응전략/요약

94-02 EC

의

(94. 12)

94-14

界經

과

及

(94. 1)

ISBN 89-322-1015-2 A5/132면 5,000원

B5/78면 5,000원

서론/외국인법례/우리나라의 현행법제/지역
적 적용에 의한 국제적 마찰/새로운 국제규범
의 등장/결론

서론/유럽환율제도의 변천 과정/유럽통화제도
(EMS)의 운영메커니즘과 평가/최근의 EC통화
통합 논의의 진전/EMU 결성의 긍정적 파급영
향/EMU 결성의 부정적 파급영향/시사점

와

管

(94. 12)

94-03 國 �

境

와企 의國 �

ISBN 89-322-1016-0 A5/122면 5,000원

서론/환위험관리의 일반이론/환율변동률의 특
성분석/우리나라 기업의 환위험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외환자유화와 환위험관리 개선방안/
요약 및 결론

銶 (94. 1)
B5/120면 5,000원

서론/최근 국제금융환경의 변화/국제금융시장
의 최근 동향과 구조변화/우리나라의 국제금
융시장 활용 현황/국제금융시장의 활용전략

1994

서론/싱가포르의 외국인직
접투자 유치/말레이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태국
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결론

서론/신무역이론과 전략적 무역정책/WTO체
제의 출범과 R&D 보조금정책/R&D 보조금정
책의 경제적 의미와 효과/R&D 보조금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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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技

ISBN 89-322-2010-7 B5/114면 5,000원

과 테크노마트의

북한경제의 현황/북한의 대외교역 현황/북한
의 대외경제 개방정책/요약 및 결론

(94. 3)
B5/100면 5,000원

서론/우리나라 기술도입의 현황과 문제점/우
리나라 기술도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주
요국의 기술협력 현황/테크노마트의 효율적
운영방안/결론

94-10

國의

실태와

:

의 경우
(94. 10)
ISBN 89-322-2011-5 B5/65면 5,000원

94-05

期의

서론/주요
무역 적자국의
무역현황/
대만의
무역구조와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대만의
무역적자에 대한 대응 실태/
요약 및 시사점

經

(94. 2)
B5/75면 5,000원

최근 대만 경제성장의 특징/대만 산업구조조
정의 진전상황/대만 산업 무역정책의 전개와
평가/전망 및 시사점

94-11

境

의國

및

求 (94. 10)
ISBN 89-322-2009-3 B5/128면 5,000원

94-06 우리 經 의 國
金

∙金

(94. 4)

1994

ISBN 89-322-2006-9 B5/84면 5,000원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경제통합의 진전/우리
경제의 현좌표와 문제점/경제의 국제화/국제
화전략/21세기형 국제국가

94-07

-舊

의

較

94-12 UN
課

開

의

및

(94. 11)

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 5)

ISBN 89-322-2012-3 B5/78면 5,000원

ISBN 89-322-2007-7

지속개발위원회(CSD)의 개요/지속개발위원회
의 논의 내용/요약 및 정책 과제

B5/76면 5,000원

신3저의 실체와 구3저와의
차이/구3저 시기에나타난
현상/구3저 시기의 정책대
응과 평가/신3저의 효과/신
3저 여건에 따른 정책방향

94-08

國의
의改
金

94-13 1995
課

과 우리

ISBN 89-322-2008-5 B5/66면 5,000원

金 謙 (94. 10)

經

經

세계경제환경의 변화/1995년 세계경제전망/우
리경제에의 시사점/주요 과제별 대응 전략/요약

94-14 서비스

과

과

ISBN 89-322-2014-X B5/114면 5,000원

(94. 5)

의交

界經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 12)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및 효과/주요국의 투자
자유지역 운영현황/우리나라 투자자유지역의
활성화 방안/요약 및 결론

94-09

환경산업의 분류 및 범위/환경산업의 해외시
장 동향/우리나라의 환경산업/해외 환경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의國
(94. 12)

ISBN 89-322-2015-8 B5/78면 5,000원

서론/경제의 서비스화/서비스교역의 국제화/
정책 시사점

94-15 서비스交 과 세이프가드
(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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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322-2016-6

94-20 ASEAN

의結 과

國의

B5/76면 5,000원

서론/서비스교역/서비스, 세
이프가드의 개요/서비스, 세
이프가드의 운용방향/결론
및 시사점

94-16 글로벌
金

에서의

(94. 12)
ISBN 89-322-2021-2 B5/80면 5,000원

서론/ASEAN경제협력사와 AFTA의 내용/무역
자유화와 자유무역지대의 경제학/역내무역자
유화의 논리/지역화 심화와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APEC과 AFTA/결론

과

(94. 12)

ISBN 89-322-2017-4 B5/72면 5,000원

94-21 OECD

서론/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구조의 변
화 추이/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분석/
요약 및 결론

94-17

江
∙
우리의

과

經
構 를 중심으로

과

國의

(94. 12)

ISBN 89-322-2028-X B5/118면 5,000원

원조제공국과 수원국이 보는 원조의 다른 목적
/OECD 주요 중소규모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최근 OECD DAC에서 제
기된 원조이슈/한국 양자간 ODA의 대응방안

: 북한의 �
진출에 관한

(94. 12)

ISBN 89-322-2018-2 B5/148면 5,000원

UNDP 주도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추진경
과와 향후 전망/북한의 TRADP전략과 나
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구상/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성격과 내용/나진∙선봉
지대에 대한 인프라, 직접투자유 치실적 및 서
방기업의 동향/나진∙선봉지대 구상의 제약,
한계 및 발전 전망/나진∙선봉지대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의 전략구도

94-22

境

의

와課

(94. 12)
ISBN 89-322-2023-9 B5/72면 5,000원

서론/동북아 지역의 경제, 환경 현황/동북아
환경협력의 현황/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각
국가의 입장/요약 및 결론

94-23 서비스 交 에 있어서의 交
: 國,
, EU의 서비스
를 중심으로
(94. 12)

94-18 러시아 經 改 의

及

ISBN 89-322-2024-7 B5/146면 5,000원

(94. 12)

연구목적 및 구성/‘서비스’정의 및 특성/서비
스의 분류/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시장접근에
대한 네 가지 무역장벽/양허표에 나타난 서비
스 교역 자유화의 중요사항/서비스 교역에서
의 무역장벽/주요국의 서비스 양허표/결론 및
시사점

ISBN 89-322-2019-0 B5/106면 5,000원

서론/경제안정화부문/경제구조개혁부문/대외
경제부문/시사점

94-19 � 監 規 의
을 중심으로

과

:

(94. 12)

94-24

國

의基 와

아시아

ISBN 89-322-2020-4 B5/76면 5,000원

서론/금융규제의 목적과 형태/금융감독규제
의 개념과 형태/최근의 금융감독규제관련 논
의와 BIS 자기자본규제/BIS자기자본규제의 문
제점 및 개선논의/대응방안

金 謙 (94. 12)
ISBN 89-322-2025-5 B5/98면 5,000원

신세계경제 질서와 무역환경/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및 특징/ ∙ 아시아 경제협력 관계의

1994

金

開

金

國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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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APEC과 미국의 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방안/우리의 대응/결론

94-25 엔高 에서의

企 의

용어정의 및 개념/선진 각국의 표준화제도/지
역 및 국제표준화 현황 및 전망/우리나라의 표
준화제도/정책시사점

와

연구보고

(94. 12)
ISBN 89-322-2026-3

94-01

B5/105면 5,000원

서론/엔고하에서 일본기업
의 아시아 직접투자 실태
와 전망/일본기업의 아시
아 생산이전 실태/일본산업의 공동화와 일본
의 대응/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94-26

서비스
金

格

에 관한

과

經

(94. 10)
ISBN 89-322-6002-8 A5/196면 5,000원

연구개요/중국의 지역경제 구조/중국의 지역
정책과 지역경제발전/중국의 지역경제발전 전
략과 전략체계/중국지역경제의 전방향개방과
발전/중국의 지역경제협력 현상과 협력관계의
진전/중국 지역경제전략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究

(94. 12)

ISBN 89-322-2027-1 B5/76면 5,000원

1994

國의

94-02

서론/UR 협정/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전문
직 서비스/전문직 서비스 자격인증방향/결론

ISBN 89-322-2022-0 B5/80면 5,000원

Introduction/Feder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tat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FDI Tax Considerations/Recent
Proposals and Policy Alternatives/ Conclusion

94-28

�

의 國內巨 經 에 미치는

과

企 의

과

根 (94. 10)
ISBN 89-322-6003-6 A5/122면 5,000원

서/향진기업의 발전과정/향진기업의 현황/향
진기업의 구조와 특징/향진기업의 발전방향/
결론 및 시사점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Eugene John Park (94. 12)

國

94-03

國
대한
權

과 우리 企 에
(94. 12)

ISBN 89-322-6004-4
A5/132면 5,000원

서론/중국의 통신산업 현황
/통신산업 정책방향/통신
시장의 대외개방 현황/결론
및 시사점

(94. 12)
ISBN 89-322-2032-8 B5/90면 5,000원

서론/해외자금조달의 현황/정부의 자본자유
화 정책방향 및 국제수지 전망/대만과 일본의
자본자유화 경험/해외자금조달의 국내거시경
제에 미치는 영향/정책적 시사점/결론

94-29 技

의國
金

과

(94. 12)

ISBN 89-322-2031-X B5/108면 5,000원

94-04 러시아에서의 企

境

(94. 12)
ISBN 89-322-6005-2 A5/128면 5,000원

서론/기업활동과 기업가의 형성과정/시장환
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사유화와 기업소유
구조의 변화/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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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 러시아의

조사보고
94-01

歐

(94. 12)

國의 國 企

金奎

및

(94. 9)

ISBN 89-322-7001-5 A5/224면 5,000원

서론/사유화의 배경 및 목표/동구 주요국의 사
유화 정책 및 제도/동구 주요국의 사유화 성과
및 문제점/결론 및 시사점

ISBN 89-322-7006-6 A5/158면 5,000원

서론/수출입제도의 개혁현황/수출제도/수입
제도/결론

94-07 아세안
과 우리의

의

(94. 12)
ISBN 89-322-7007-4

94-02

國의

�

A5/136면 5,000원

과 ∙

(94. 10)
ISBN 89-322-7002-3 A5/168면 5,000원

서론/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중국 자동차산
업의 문제점/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외국 자
동차 제조업체들의 중국 진출현황/ ∙ 양
국간 자동차산업 협력방안

國의

94-08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管
(94. 12)

(94. 10)

94-04

ISBN 89-322-7003-1 A5/292면 5,000원

ISBN 89-322-7008-2 A5/164면 5,000원

서론/대외무역관리 개혁과 대외무역 현황/수출
입관리제도/기타 관련제도/결론: 요약 및 시사점

서론/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현항/외국인투
자 관련 제도/외국인투자제도 및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한국기업의 진출확대방안 및 진출
시 유의사항

國의
ODA
權

베트남 經

과

國의

94-09 러시아의 雇 ∙ �

(94. 11)

(94. 12)

ISBN 89-322-7005-8 A5/166면 5,000원

서론/베트남의 개발정책과 대외원조/국제기
관의 베트남 지원동향/국가별 베트남 지원
실적과 현황/한국의 베트남 ODA 지원현황
및 과제/결론 및 시사점

94-05

國

國의
리나라의 經

經

과우

(94. 12)
ISBN 89-322-7004-X A5/168면 5,000원

머리말/인도의 개혁∙개방정책과 최근 경제현
황/주요 선진국의 인도 경제협력 추진현황/
∙
경제협력 현황/ ∙
경제협력
추진방향

ISBN 89-322-7009-0 A5/140면 5,000원

서론/러시아의 노동시장/러시아의 고용 임금
정책/러시아의 노동관련법 개혁/러시아의 고
용∙임금제도/결론 및 시사점

94-10 러시아
揆 (94. 12)
ISBN 89-322-7010-4 A5/144면 5,000원

서론/러시아 은행제도의 변화/러시아 중앙은
행 제도와 통화신용정책/러시아 상업은행 제
도와 운용현황/결론 및 시사점

1994

94-03

서론/ 內 경제협력 단계 및
프로그램/아세안 자유무역
지대의 추진/ 內 경제협력 현황과 AFTA의
전망/우리의 아세안 경제협력 현황/AFTA 형
성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206

시아 산업재산권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러시
아 산업재산권 관련 법규

정책자료 B
94-01

∙러시아 經 關
∙

94-06

揆 (94. 7)

ISBN 89-322-8001-0 A5/136면 5,000원

의
金京

서론/교역/투자/자원개발/건설

間

(94. 12)

ISBN 89-322-8006-1 A5/84면 5,000원

94-02

國經
考와

천진시 인프라건설의 동향/산동성경제의 현황
과 발전구상/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청도의 인프
라건설/황하삼각주의 지역개발과 인프라정비

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 12)
ISBN 89-322-8002-9
A5/82면 5,000원

1994

1991~2010년 경제발전의
총체적 목표와 기초특징
/1991~2010년 경제구조변화와 기본 골격/농
업발전과 농촌공업화/공업발전속도와 구조변
동추세/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선택/지역경
제의 발전추세와 정책선택/고정축적율의 확정
및 투자보장문제/과학기술발전 목표와 전략/
인구문제: 미래의 인구변동 추세 및 거시조정
의 기본 사고/생태환경의 변화추세와 대책

94-03

國

國

企 의經

(94. 12)

서론/조사방법/일반적인 변수에 따른 경영성
과 차이분석/경쟁우위, 전략유형, 의사결정구
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

國

과

(94. 12)

國

과 關 한 홍콩

(94. 12)
ISBN 89-322-8007-X A5/98면 5,000원

서론/중국반환 이후 변화될 홍콩의 각종 법률
과 제도/패튼 총독의 홍콩민주화 방안

94-08

江 의經
�

(94. 12)

ISBN 89-322-8008-8 A5/104면 5,000원

일반환경/성경제/외국인투자 현황 및 환경/주
요도시의 경제개황

果

ISBN 89-322-8003-7 A5/82면 5,000원

94-04

94-07 ’
97 홍콩의
規

94-09

國

3 의交

金京 ∙�

間

(94. 12)

ISBN 89-322-8009-6 A5/262면 5,000원

서론/개방이후의 중국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
현황/동북3성의 분야별 교통사회간접자본 건
설 현황/동북3성 성별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
현황/결론 및 요약

ISBN 89-322-8004-5 A5/76면 5,000원

연구개요/동북아경제권에 있어 중국
3
의 지위와 역할/일본의 동북아 협력구상과
3 에 대한 시각/일본의
3 투자
진출 현황/일본기업의
지역 집중투자 배
경과 현황/시사점 및 전망

94-05 러시아

權
(94. 12)

ISBN 89-322-8005-3 A5/94면 5,000원

서론/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현황/러

Working Papers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Chang Jae Lee (94. 1)
ISBN 89-322-4001-9 A4/22면 비매

Introduction/Current Status of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Obstacles to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Possibilities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207

ISBN 89-322-3002-5 B5/132면 5,000원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Conclusion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제1주제] ∙ 투자협력/[제2주제]
무역/[제3주제] ∙ 과학기술협력

94-03

∙

세계무역체계와 한국: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초청강연
(94. 9)

Je Hoon Park (94. 8)
ISBN 89-322-4002-7

ISBN 89-322-3003-X B5/98면 5,000원

A4/46면 비매

신세계무역체제와 한국

Introduction/Liberalization
of Russian Foreign Trade /Korea-Russian
Trade Trends/Problems and Prospects of
Korea-Russian Trade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Yoo-Soo Hong ed. (94. 11)
ISBN 89-322-3004-8 B5/250면 10,000원

94-03 Technology Transfer: The Korean Experience
Yoo Soo Hong (94. 12)
ISBN 89-322-4003-5 A4/38면 비매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
s
Alternatives

Seminar Proceedings

Taek-Whan Han ed. (94. 12)
ISBN 89-322-3006-4 B5/142면 10,000원

94-01

經

의

構

(94. 6)
ISBN 89-322-3001-7
B5/164면 5,000원

[제1부: 새로운 세계질서 속
에서의 ∙ 의 역할] 새
로운 세계질서 속에서의
∙ 의 역할/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속에서의
∙ 의 역할/토론자 논평 [제2부: 새로운
∙ 경제협력의 전개방향] 새로운 ∙
경제협력의 전개방향/새로운 ∙ 경제 관계
의 구책을 향해서/토론자 논평/종합논평: ∙
새로운 동반자관계의 정립

94-02

經
金

의
(94. 6)

構

Trade, Environmental Issues, and AsianPacific Economic Growth/Trade and
Environment in U.S. Politic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The
Uruguay Round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Chinese View/New World Trade
System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Korean Perspective/Reconciling Free Trade
and the Protection of Global Commons:
Tasks for Korean Environmental Policymakers

편람
94-01 체코공화국
(94. 5)

1994

Introduction/Historical Overview of
Technology Transfer/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The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Implications and
Challenges/Concluding Remarks

Introductory Remarks/U.S.-Korea Cooperation in
R&D for Strategic Technologies/Large Scale
Cooperative R&D in Nuclear, Aerospace
and Environmental Technologies/Keynote
Presentations/Joint R&D in Basic Sciences
and Bio Tech/Strategy for High-Tech
Industry Cooperation/Conclusions

208

ISBN 89-322-5001-4

94-09

B6변형/636면 10,000원

(94. 12)
ISBN 89-322-5009-X

94-02 우즈베키스탄

B6변형/488면 10,000원

(94. 5)
ISBN 89-322-5002-2 B6변형/626면 10,000원

94-10 브라질
(94. 12)

94-03 1994 러시아

ISBN 89-322-5010-3 B6변형/558면 10,000원

(94. 5)
ISBN 89-322-5003-0 B6변형/674면 10,000원

94-11 칠레
光

94-04 러시아極

(94. 12)

ISBN 89-322-5011-1 B6변형/448면 10,000원

基 (94. 10)
ISBN 89-322-5004-9 B6변형/434면 10,000원

94-12 아르헨티나
圭 (94. 12)

94-05 미얀마

ISBN 89-322-5012-X B6변형/468면 10,000원

1994

(94. 10)
ISBN 89-322-5005-7 B6변형/560면 10,000원

94-13 인도네시아
(94. 12)

94-06 1994

國

ISBN 89-322-5013-8 B6변형/640면 10,000원

(94. 10)
ISBN 89-322-5006-5 B6변형/762면 15,000원

94-07 1994 폴란드
金奎 ∙

94-14 1994 베트남
權 (94. 12)
ISBN 89-322-5014-6

(94. 12)

ISBN 89-322-5007-3 B6변형/488면 10,000원

94-08 스리랑카
(94. 12)
ISBN 89-322-5008-1 B6변형/526면 10,000원

B6변형/562면 10,000원

발 간 자 료 목 록

1993

210

93-06 블럭화
國의

정책연구
93-01 GATT 및
우리나라

國의
의改

덤핑

덤핑제도의 개요/GATT덤핑 규정 및 주요내용/
주요국의 덤핑제도 및 조
치현황/우리나라 덤핑제
도의 개선방안

의

B5/452면 8,000원

93-07
과

果

1993

서론/우리나라의 수입개방정책/우리나라 시장
개방정책의 특징/시장개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金

改 의

93-08 러시아의 軍

(93. 2)

서론/ 이론적 및 역사적 배경/러시아연방의 민
수전환 정책/민수전환 추진현황/외국의 참여
전략 및 사례/민수전환의 문제점과 전망/우리
의 참여전략

93-09

에서
康

(93. 3)

서론/일본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현황/우리나라의
수출 변화요
인/
수출구조 방정식 분석/
수출상품
의 관세인하 효과분석/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A5/104면 5,000원

서론/일본의 기술무역/ ∙ 간의 기술무역일본으로부터의 기술수입/결론 및 시사점

開 構 에 대한

國의 競

A5/144면 5,000원

(93. 2)

江

究

A5/254면 5,000원

의技

金

에 관한

(93. 3)

開와

서론/중국 사회주의 기업체제와 국영기업의
특징/중국 국영기업개혁의 전개/중국 국영기
업 경영환경의 개혁/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평
가/결어: 전망과 시사점

93-05

技

중국의 기술도입정책 배경/중국 기술도입정책
의 기조와 메카니즘/중국의 기술도입추이, 성
과 및 전망/중일기술협력의 문제 및 전망/정책
적 시사점 및 대응

A5/176면 5,000원

93-04

과

(93. 3)

A5/134면 5,000원

國國 企

國의 技
A5/154면 5,000원

(93. 1)

93-03

:

[제1부: ∙ 태경제협력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제2부: ∙ 경제협력의 분야별 과제와 대응]
과학기술 협력/통신분야 협력/수산협력 증진방
안/에너지분야 협력사업/국제교통 협력방안/관
광분야 협력방안

A5/156면 5,000원

開

經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 3)

와

(93. 1)

93-02 우리나라

의 ∙
과

와

(93. 3)

A5/120면 5,000원

서론/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한 UNDP의 기본
입장/접경3국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접경3국
의 개발계획과 협력가능분야/UNDP∙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의 내용/전망 및 결론

93-10

의

과 우리나라

에 미치는
金

(93. 3)

A5/168면 5,000원

서론/전후 일본의 환율 및 외환정책의 변천과
정/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우리나라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요약 및 정책시사점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211

93-11

�

의競

强 와

93-16

의

國
우리의

構

와

� (93. 5)

(93. 4)
A5/172면 5,000원

A5/184면 5,000원

서론/일본 자동차산업의 하청분업생산 실태/
일본 자동차산업의 수출과 국내부품산업의 경
쟁력/하청분업생산조직의 발전과 부품메이커
의 설비투자∙기술도입의 촉진/일본 자동차산
업의 해외현지 생산과 부품메이커의 동반진출
/한국 자동차산업의 수출과 생산조직적 특성

중국경제의 급부상/중국의
신무역 체제/중국의 대외교
역 개황/중국시장 내 우리
상품 경쟁력 분석/요약 및 정책 시사점

93-17 EC 經

과 우리나라의

構

基 (93. 5)

93-12

去�

에 관한

究

A5/176면 5,000원

銶 (93. 4)
A5/222면 5,000원

서론/해외선물시장 현황/선물거래의 경제적
기능 및 파생효과/성공적인 선물거래의 상품
적 특성/선정기준의 설정/주요 품목의 선물거
래의 적합성 검토/정책시사점

93-13 우리의

舊

經

基

93-18

構
克

A5/262면 5,000원

서론/ 舊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舊소련 국
가들의 경제협력환경/舊소련 주요국의 경제협력
환경/ 舊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

93-14

介

이

에

미치는

(93. 4)

의

果

과

(93. 8)

A5/136면 5,000원

서론/ ∙ ∙ 3국의 국제경쟁력과 산업구조
적 특성/모형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회귀분석
의 결과와 무역정책 자료의 수집/각국별 무역정
책 및 산업구조적 특성의 효과/요약 및 결론

에 대한
金

93-19 NAFTA의
과 國
國과 멕시코의 競

(93. 5)

A5/78면 5,000원

서론/외환시장 개입의 정의 및 목적/외환시장
개입의 효과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우리나
라 외환시장개입의 형태와 그 효과/향후 환율
정책운영에 대한 정책시사점/요약 및 결론

93-15

國의 工
金

과

에서의
較

金 謙 (93. 8)
A5/132면 5,000원

서론/NAFTA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NAFTA
의 추진현황과 영향/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
국∙멕시코의 비교우위 분석/한국과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결론 및 요약

(93. 5)

A5/284면 5,000원

중국 공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정책 실시배경
/21세기를 향한 다중적 산업정책의 전개/중국
산업정책의 한계/중국 신산업정책에 대한 평
가와 우리의 대응/요약 및 결론

93-20 EC
金

에서의

國의 競

(93. 8)

A5/122면 5,000원

서론/EC의 경제동향과 무역환경/EC의 수입구
조 추이/EC수입시장의 비교우위 구조/EC수입

1993

서론/경제통합의 형태 및 경제적 효과/EC경험
에서 본 경제통합의 효과/우리나라의 EC 수
출경쟁력 현황 및 문제점/우리나라의 비교우
위 변화와 EC의 중요성 분석/비교우위이론에
의거한 EC시장의 역할분석/EC경제통합이 우
리나라 EC 수출에 미친 효과분석/결론

212

의 순변동점유율/주요 경쟁국의
합도/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3-21

∙

境

에 관한

농산물/긴급수입제한/무역관련투자조치/섬유
/GATT조문/분쟁해결절차/서비스 교역/지적
재산권

EC 수출경

究
93-26 서비스
의國
엔지니어링서비스

대외경제연구원 (93. 9)
B5/332면 8,000원

중국의 경제 및 환경 현황과 전망/주요 부문별 환
경 현황/중국의 환경산업/월정성 환경오염 관련
주요 국제협력의 유형과 사례/요약 및 협력방안

93-22

權國

의

과國

(93. 12)
A5/146면 5,000원

서론/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개요/국내 엔지
니어링 서비스산업의 현황/엔지니어링 서비스
의 교역현황/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관련 법령
및 제도/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시장체제/엔지니
어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국제화 방향/결론

과課

(93. 11)
A5/192면 5,000원

서론/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국제화/지적재산
권 보호의 경제적 의미와 효과/지적재산권 보
호와 국제교역/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究�

의

93-27 南∙
의
公 의

에 비추어본

管

과

1993

(93. 12)

93-23

의

아시아 技

과 우리의

A5/216면 5,000원

서론/경제체제 전환에 있어서 국유재산 사유
화의 의의/독일통일에 있어서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신탁관리공사의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의 의의/요약 및 정책시사점

(93. 11)
B5/310면 10,000원

서론/기술이전의 이론과 일본의 경험/일본의
기술혁신과 국제화/일본의 아시아 기술이전
과 아시아의 산업구조 조정/아시아 분업체계
의 발전과 경쟁국의 산업∙기술전략/한국의
진로와 전략/결론

93-24 러시아 極

93-28

企
金

國

의

과

及 果

(93. 12)

A5/124면 5,000원

서론/
관계의 성격과 양측의 제도/대만기
업 대륙투자의 현황과 특징/대륙 내 대만투자
기업의 운영현황/대만∙중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전망과 시사점

의 經 와 우리의 經

(93. 11)
A5/180면 5,000원

서론/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극동지역의 외
국인투자/우리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

93-29 CIS

內交

및 � 關係

(93. 12)
A5/164면 5,000원

93-25 UR 총점검:
분야별 價(

의

서론/CIS 경제현황과 개혁/CIS 內 교역관계
/CIS 역내 금융관계/평가와 전망/ ∙러 경제
관계에의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 12)
B5/420면 10,000원

UR 최종협정과 우리의 대
응/원산지 규정/ 덤핑/기
술장벽/보상금∙상계관세/

93-30

企 의
金

(93. 12)

A5/166면 5,000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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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본의
직접투자 개황/일본의 최근
투자 동향과 특징/일본기업의 주요산업별
직접투자 현황과 투자사례/일본기업의
90년대
직접투자 전략/일본기업의 투자
전략이 주는 정책 시사점

서론/ ∙ 기술분업의 문화론적 접근/현 기
술발전의 역사적, 문명론적 인식/ ∙ 기술
분업 및 협력의 가능성/ ∙ 간 새로운 기술
분업 및 협력방안

93-36
93-31

近 우리나라의

技

國의

과

∙

競

과

(93. 12)
(93. 12)

A5/160면 5,000원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개혁/
중국의 무역관리 제도/중
국의 개혁 이후 무역추이와
구조변화/세계 및 선진국 시장에서의 ∙
수출경쟁력 분석/전망 및 정책적 대응방향

A5/92면 5,000원

서론/우리나라의 만성적
무역수지적자와
일본의
기술이전/
기술도입의 실태/
기술도입의 형태/최근
기술도입의
부진요인과 정책방향

93-32

境關

經

의

및

93-37

와
∙

(93. 12)
A5/138면 5,000원

A5/128면 5,000원

서론/경제적 수단의 개념, 종류 및 평가/경제
적 수단의 운영 현황 및 사례/경제적 수단의
무역효과/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국제적 운
용전망 및 시사점/요약 및 시사점

서론/자본자유화의 이론적 배경/자본시장 개
방과 환율변동/자본자유화와 환율 및 통화관
리/외국의 자본자유화 경험과 환율운용 사례
연구/정책적 시사와 제언

∙ 經

의새

93-38

歐改 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 12)

甲

과經

(93. 12)

B5/544면 10,000원

A5/118면 5,000원

∙ 경제협력의 새 방향/
∙ 경제협력의 비젼과
통상환경의 변화/APEC 무
역자유화와 분야별 과제

서론/동구 경제개혁의 특징과 과제/국별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동구의 투자환경과 선진국의
진출/한국과 동구권의 경제교류/경제협력의
확대전략/요약과 결론

93-34 交

件

와

의

果

93-39

에 관한

A5/124면 5,000원

金

서론/토지를 포함한 3요소 2교역재 무역모형/
토지가 교역재에만 이용되는 2재화 무역모
형/실증분석/요약 및 정책적 함의

A5/82면 5,000원

93-35 21 紀를 향한
技
의基
(93. 12)
A5/128면 5,000원

∙ 間技

: 開 國과

國의 經

吉∙權 寧 (93. 12)

(93. 12)

서론/자본자유화이 이론적 틀/198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의 자본유입 경험/일본과 대만의
자본자유화 경험/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자본자
유화 경험/결론

과
93-40

∙ 經

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 12)

1993

93-33

槿 (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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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314면 8,000원

ANIEs의 기술수준 및 기술
정책/에너지부문 민간참여
방안/ ∙ 지역 월경왕래
스톡 및 고도회귀성 어족자
원의 국제적 관리에 대한
國의 대응방안/화물운송
부문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지역 관광마케팅 공동협력방안

93-02 GATT
南

歐
健

國의

과

(93. 7)
B5/70면 5,000원

서언/최혜국 대우 원칙과 예
외규정/남북한 물자교류와
GATT/결론 및 정책시사점

93-03

國의
金

93-41

國
交

究

와

의

繫

(93. 7)

B5/72면 5,000원

(93. 12)

문제의 제기/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한국
의 KOICA와 EDCF간 연계방안

A5/98면 5,000원

서론/동구의 경제개혁과 민영화/동구 주요 3
국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문제점/결론: 중간평
가와 시사점

93-04 EC 競

와 우리의

基 (93. 8)

1993

B5/105면 5,000원

93-42 우리나라의
權寧

歐交

과

서론/EC 경쟁정책의 기본개념/EC의 기업결합
규제 및 최근 동향/기업결합규제 관련 최근의
EC규정/EC의 기업결합 규제기준 및 방법/EC
경쟁정책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결론

(93. 12)

A5/214면 5,000원

서론/동구제국의 체제전환적 경제위기/ ∙
歐間의 교역현황과 교역전망/ ∙폴란드간 교
역의 현황과 전망/ ∙헝가리 교역의 현황과
전망/ ∙체코 및 슬로바키아간 교역의 현황
과 전망/ ∙ 歐間 교역전망과 연관된 고찰

93-05 최근

界經 의

와 우리經 에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 9)
B5/68면 5,000원

93-43

國

에서

國의 競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문제점/주요 지역별
경제동향/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93. 12)
A5/168면 5,000원

서론/미국의 최근 수입구조 변화/미국수입시
장에서의 경쟁관계/미국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약화/요약 및 정책시사점

93-06

러시아 經

과

(93. 10)
B5/136면 5,000원

서론/러시아 경제개혁노선 논쟁/서방의 러시
아 지원/서방지원의 평가와 특징/요약 및 시사점

정책자료 A
93-07
93-01 南

의

交 와

規

(93. 5)
B5/58면 5,000원

무역과 원산지규정/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
규정/남북교역상의 원산지규정 제정에 관련한
주요 제안/결론 및 정책시사점

國의

規

銶 (93. 10)
B5/146면 5,000원

규제의 이론적 근거/주요국의 규제제도/규제
정책에 대한 논란/우리나라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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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國

의

과 GATT의

B5/64면 5,000원

서론/해외 직접투자의 현황 및 추세/국내 제조
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국내 제조업분
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징/결론 및 시사점

(93. 11)
B5/72면 5,000원

국제무역분쟁과 GATT의 역할/GATT 분쟁해
결절차의 개요/국제무역분쟁의 현황/국제무
역분쟁의 향후 전망/우리나라의 무역분쟁 사
례/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93-14

의�
權

와엔 의國

(93. 12)

B5/106면 5,000원

93-09

國의
의改
金

서론/엔 의 국제화/일본 금융자유화의 배경/
일본 금융자유화의 과정과 보완정책/결론: 우
리나라 경제에의 시사점

과 우리

(93. 12)

B5/98면 5,000원

수출지원제도의 개관/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국
제적 규제/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결론

93-15 競
의

에 관한 國

와

禁

(93. 12)
B5/86면 5,000원

93-10

과競
(93. 12)

B5/80면 5,000원

논의의 배경/국제규범의 진전/무역정책과 경쟁
정책의 비교/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
결론

93-16

에 관한
金

究

(93. 12)

B5/88면 5,000원

93-11 러시아 經 改 의

과

서론/통화선물 도입을 위한 여건 분석/통화선
물의 거래조건/통화선물시장의 조직 및 운영/
규제정책/결론 및 정책시사점

價

(93. 12)
B5/84면 5,000원

서론/러시아 경제개혁의 전개과정/경제개혁
의 성과로 본 러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러
시아 경제개혁 노선에 대한 평가/러시아 경제
개혁과 러시아경제의 전망

93-12

와

93-17 OECD

國의 科 技
(93. 12)

B5/88면 5,000원

서론/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유럽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중소국가의
과학기술정책/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國의

(93. 12)
B5/90면 5,000원

연구보고

서론/주요 지역주의의 추세
/APEC의 전개/한국의 지역
주의 참여/한국의 전략

93-01

國의
(93. 12)

93-13 國內

國
및

金寬

(93. 12)

企 의

A5/162면 5,000원

개요/물자유통의 계획관리/물자관리제도의
개혁/물자공급시장과 운용메카니즘/주요 물

1993

金

서론/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의 내용/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의 영향 및 우리의 대응

: OE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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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시장 현황/주요 지역별 물자유통 현황/
최근 물자시장의 발전추세/당면 정책과제

93-02

國의 改 ∙開 에 관한

角

조사보고
93-01

國企 의

와

課

(93. 6)

根 (93. 12)

A5/144면 5,000원

A5/126면 5,000원

서론/
투자의 현황/
투자기업 경영실태/
투자기업의 경영실태 평가/
향후
투자의 방향/결론

서/ 평화연변론/개혁∙개방가속논/평가와 전망

93-03 쿠바의 經

과

∙쿠바

可能

(93. 12)
A5/160면 5,000원

서론/쿠바 정치∙사회 변화과정/카스트로혁
명과 쿠바경제의 변화/쿠바의 대외경제협력/
쿠바의 개혁에 대한 서방의 평가 및 전망/우리
나라와의 경제협력 가능성/결어

1993

93-04

期 러시아
究

93-02

(93. 7)

서론/외환관리 개념과 발전과정/무역 및 무역
외 외환관리/외화보유제도/외환조절시장/환
율관리제도/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환관리/외
환관리제도의 개혁 방향과 시사점

93-03 러시아의

A5/148면 5,000원

歐 國의

境

A5/176면 5,000원

서론/舊소련의 유통체계/러시아의 유통제도
개혁/주요 부문별 제도개혁의 내용/결론 및 시
사점

較

(93. 12)

93-04 중국의

A5/250면 5,000원

國
우리의
權

의競

A5/256면 5,000원

서론/중국의 조세체계와 대외세제의 위상/개
인소득세/통일공상세/기타 조세/조세조약/세
제의 문제점과 전망, 시사점

과

(93. 12)

企
(93. 9)

서론/최근 정치∙경제 동향/동구제국의 경제개
혁과 직접투자의 변화/동구제국의 투자입지조
건의 변화/동구제국 투자환경의 종합적인 검토

93-06

改

(93. 9)

서론/조세제도의 전환과정
/러시아연방의 현행 조세
제도/평가와 전망

93-05

管

A5/238면 10,000원

의

(93. 12)

國의

93-05 베트남의
權

A5/232면 5,000원

國

과

(93. 10)

A5/160면 5,000원

서론/중국 전자공업의 현황/중국 전자산업 부
문별 경쟁력 요인분석/ ∙ 間 전자제품의
OECD시장 수출경쟁력 비교/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서론/개방정책과 외자유치전략/외국인투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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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국의 금융서비스 교역장벽 현황/EC의 금
융서비스 교역장벽 현황/프랑스의 금융서비스
교역장벽 현황/동독의 금융서비스 교역장벽
현황/영국의 금융서비스 교역장벽 현황/정책
시사점

究�

서론/표준 및 검사제도관련 국제규범 및 기구/
무역장벽으로서의 표준 및 검사제도/주요 선
진국의 기술장벽/우리의 개선정책 및 결론

究�

A5/196면 5,000원

및檢
克

國의 交

� 서비스 關

서론/중국 기업집단 육성정책의 논의배경, 의의
및 전개과정/중국 기업집단의 설립절차, 원칙,
내부조직 및 유형/중국의 기업집단 육성현황/
중국 기업집단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중국 기업
집단 육성정책의 향후 전망/요약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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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48면 5,000원

(92. 9)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외
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시장잠식/유통시장
개방의 상품시장에 대한 영향: 이론적 고찰/유
통시장 개방의 상품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
석/유통산업 개방의 대응전략

92-21 서비스
廣告

의國

A5/180면 5,000원

서론/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구상/동북
아경제권 형성의 조건과 가능형태/동북아 선
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경제적 효과/선형
자유무역지대 대상지역의 개방정책과 경제적
특성/선형자유무역지대의 실현가능성과 그 기
대효과/선형자유무역지대형 경제권에의 접근
정책/결론

究�

의國 競

高

(92. 7)

92-26 UR 총점검:

A5/62면 5,000원

서론/우리나라 광고산업의 현황과 특징/대외
개방에 따른 광고산업의 환경변화/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를 위한 방안

92-22

國의 交

B5/286면 5,000원

UR협상과 우리의 대응/원
산지규정/ 덤핑/기술장벽
/보조금∙상계관세/농산물
/긴급수입제한/무역관련투
자조치/섬유/GATT 조문/
분쟁해결절차/서비스교역/지적재산권

究�

關

1992

(92. 8)
A5/96면 5,000원

서론/GATT 정부조달협정/미국의 정부조달관
련 무역장벽/일본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
/EC의 정부조달관련 무역장벽/결론

92-27

,� 및 �
에 미치는 영향
金

92-23

國의 交

究�

이 우리나라

(92. 10)

A5/178면 5,000원

國의
金南

價와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 10)

서론/수출구조 방정식 분석/수출지원 금융정
책의 효과분석/결론 및 정책시사점

(92. 8)

A5/168면 5,000원

서론/관세장벽/비관세 장벽 I: 덤핑∙상계관
세제도/비관세 장벽 II: 수입수량제한조치/비
관세 장벽 III:
수입제한조치/일방적 무역
제도와 차별적 무역제도/수출관련 무역장벽/
요약과 결론

92-24

多

의經

92-28 國內

∙

에 관한

究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 10)
B5/362면 8,000원

서론/상장품목의 선정기준 설정/상장품목의
선정/상장품목의 선정/선물계약의 체결 및 청
산/매매체결 전산시스템/섬유 및 회원/농산물
유통구조분석과 유통참가인의 선물시장참여
유도방안/선물시장개설∙운영시 문제점 및 대
응방안

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 9)
B5/180면 비 매

서/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반적 효과분석 수입
선다변화제도의 동태적 효과분석/사례연구/종
합평가 및 개선방안

去�

92-29

의

및

構 의

와

金 男 (92. 10)
A5/224면 5,000원

92-25

經

圈

을 위한
構 과그期

果

서론: 문제의식과 과제/경제성장의 거시적 전
개/경제성장과 구조변화/기술개혁과 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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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비교우위 구조변화와 기업의 대응/종합
평가 및 시사점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동
향/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
요인/외국인직접 투자정책
의 국제비교/외국인직접투
자 활성화 방안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Jin-Chun Kim (92. 12)

92-04 EEA

A5/70면 5,000원

Introduction/Goals and Targets of the
Foreign Exchange Rate Policy/Review of the
Foreign Exchange Rate System in Korea/The
Multiple Currency Basket Peg System/The
Market Average Rate System/The Central
Exchange Rate System of Taiwan/Transition
to the Freely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Summary and Conclusions

의
과
國들에 대한

基 (92. 4)
B5/108면 5,000원

서론/EEA창설 이후의 EC-EFTA관계 발전과정
/EEA의 창설내용 및 예상되는 문제점/EEA창
설에 따른 역내 외의 경제적 효과/EEA의 창설
이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결론

92-05 아시아

정책자료 A

國의

關

B5/160면 5,000원

國工 經
究

과工

서론/싱가포르의 비관세장벽/대만의 비관세
장벽/홍콩의 비관세장벽/태국의 비관세장벽/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장벽/인도네시아의 비관
세장벽/결론

改 에 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 1)
B5/174면 5,000원

공업기업의 경제효율과 기업체제개혁/중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가격제도와 경제효율의
관계 및 가격체제개혁/재정과 세제개혁의 심
화를 통한 경제효율의 제고/중국의 금융체제
개혁/노동 및 임금제도의개혁과 경제효율/중
국공업의 자금사용효율과 투자체제개혁/중국
공업의 기술향상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체제의
개혁

92-02

國家

의

과

∙

經

의

와

基 (92. 8)
B5/108면 5,000원

서론/해운서비스의 국제환경변화와 EC의 문
제점/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EC의 시각/EC회
원국별 해운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EC의
공동해운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결론 및
정책시사점

92-07

의
金

(92. 1)

92-03

92-06 EC

∙

基∙

과

課
(92. 9)

B5/82면 5,000원

B5/126면 5,000원

해체의 배경/舊소련 경제의 현황/러시아
연방의 경제개혁/독립국가연합의 출범과 경제전
망/ ∙ 경제협력관계의 전략 및 추진방향

서/해외직접투자의 최근동향/해외투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주요지역별 투자현황 및 문제
점/해외직접투자정책의 방향 및 추진방안/요
약 및 결론

國
金南 ∙

의
(92. 3)

B5/54면 5,000원

과
92-08 클린턴

期

國

의經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 11)

1992

92-01

開
(9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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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64면 5,000원

92-03 베트남의

미국경제의 현황/클린턴의 경제정책 기조/공
공투자 증대 및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재정적
자 축소 방안/대외경제정책/한국경제와의 관
련사항/우리의 대응방안

92-09

內
金

件

와

經

의

開

(92. 12)
A5/136면 5,000원

베트남 경제개발전략에서
의 자원의 역할/자원현황
및 개발계획/자원개발의
한계와 과제/자원관련 교
역 및 외국인투자/한국의 참여방향

構

(92. 12)

B5/150면 5,000원

서: 한중경제협력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중국의
최근 개혁∙개방동향과 중단기 전망/한중경제협
력의 현황과 중단기 전망/해외시장에서의 한∙
중 경쟁관계의 현황과 전망/경쟁국의 대중진출
현황과 전략/수교이후 한중경제협력의 신구도와
전략/한중경제협력의 장단기정책과제/결론

1992

92-10 1993

國 經

境

92-04

國의
(92. 12)
A5/168면 5,000원

연구개요/중국의 토지재산권제도/중국의 토
지제도 개혁/중국의 토지시장과 토지가격/중
국의 토지경영관리제도/외자기업의 토지취득
과 토지비용/지역별 토지사용 현황/외자기업
의
開 /중국 토지사용제도의 개혁방
향과 시사점

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 12)
B5/74면 5,000원

국제경제환경의 변화/1993년
세계경제전망/대외여건의 변
화가 주는시사점/주요 대외경
제정책과제와대응전략/요약

조사보고
92-01

國의 經

과

∙

(1991-1992)

(92. 5)

A5/84면 5,000원

1991년 경제실적/1991년 경제실적의 평가와
문제점/1992년 경제운용계획/1991년 경제전
망/결론 및 시사점

연구보고
92-01

∙ 歐經
(92. 12)

92-02 러시아

A5/250면 5,000원

서론/ 歐 3국의 정치∙경제동향/경제개혁정책/
歐 3국의 경제협력 관련제도 및 투자환경 비교/
의 동구 경제협력/ 동구 경제협력 증진 방안

92-02

로본
權

의

國

關

(92. 7)
A5/132면 5,000원

서론/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개관/기업설립 관
련 제도/운영 관련 제도/투자보장 및 우대조치
/결론 및 시사점

國

(92. 12)

A5/216면 5,000원

서론/투자사례 분석의 틀/투자사례 비교 및 분
석/사례분석 결과 종합/전략적 시사점 및 결론

92-03

國 國
國의
∙

의

와

(92. 12)

A5/142면 5,000원

서론/중국의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도
입 현황/주요국의 대중투자 분석/우리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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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투자 현황과 특징/효율적 대중 진출을 위
한 제언/결론

� (92. 12)
A5/104면 5,000원

서론/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지방분권화/지
방분권화의 현상/지방분권화의 문제점/결론
및 시사점

92-04 슬로베니아共 國의 經
�

(92. 12)

A5/196면 5,000원

서론/최근 정치 경제동향 및 전망/최근 경제정
책/산업 현황/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결론
및 시사점

92-05 러시아 極
과

92-10

國國 企 의雇 ∙ �

改

(92. 12)
A5/174면 5,000원

서론/개혁의 의의와 중요성/고용제도의 개혁/
임금제도의 개혁/개혁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정책시사점

의軍

(92. 12)

92-11

A5/156면 5,000원

서론/러시아 군수산업 민수전환의 배경과 정
책/극동지역 군수산업의 개황과 민수전환 정
책/극동지역 군수기업의 구성과 생산 설비 현
황/극동지역 군수산업 민수전환의 추진 현황/
극동지역 군수산업 민수전환의 문제점과 과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결론 및 시사점

A5/252면 5,000원

및

槪

國의

券

九 (92. 12)

(92. 12)

A5/116면 5,000원

A5/134면 5,000원

서론/개황/경제개발계획/주요 개발구 건설 현
황/외국인 투자환경 조건/한국에의 시사점

92-07 체코∙슬로바키아

共 國工 構

(92. 12)

서론/금융개혁과 증권시장/증권시장의 참가
자/증권발행시장/증권유통시장/증권시장의
대외개방/결론

92-13 러시아

∙가스
(92. 12)

A5/128면 5,000원

A5/184면 5,000원

서론/양공화국 경제개황/양공화국 공업구조
비교/공업부문별 대외경쟁력 비교/요약 및
결론

서론/석유 가스산업현황/석유 가스산업의 조
직 및 제도/합작사업현황/요약 및 결론

92-14 러시아 極
92-08
(92. 12)

92-09

經 槪 과

의

境
(92. 12)

A5/200면 5,000원

A5/184면 5,000원

서론/심양시 개설/경제개황/지역개발 개황/한
국기업의 투자 현황과 시사점

서론/극동지역의 개황/극동지역 경제의 개요/
극동의 자원/극동지역의 산업/극동지역의 수
송/소련의 극동지역 개발/일소무역/일소간 경
제협력/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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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OECD Close-up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과 우리의 과제 / 최정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현황과 향후 과제 / 이인호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과 향후 논의 전망 / 유승욱
OECD 농업과 환경 관련 주요 논의현황과 전망 / 김성민
국제이주에 관한 OECD 논의동향 - 노동력의 국제이동을 중심으로 / 정형우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이슈와 성과 / 정성철

OECD+DDA
평화조항(Peace Clause) 만료 이후 농업보조금 논의 전망 / 송유철
도하개발어젠다(DDA)와 환경라벨링 / 김찬우

주 OECD 대표부 정책연구과제
OECD의 환경지표 개발동향과 우리의 과제 / 남광희
호주의 최근 경제실적 및 개혁정책 / 우상현

2004

OECDFOCUS
2004년3월호

260

OECD 위원회 리포트
무역위원회 / 경쟁위원회 / 환경정책위원회 / 뇌물방지작업반 / 구과학포럼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농업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
* 약어(

) 표기

OECD 신간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No.74 Volume 2003 Issue 2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Main Aggregates, Volume Ⅰ,
1991-2002, 2004 Edition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OPEMI - 2003 Edition

2004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Volume Ⅰ- Detailed
Tables by Service Category(1985-2001) - 2003 Edition (CD-ROM
Windows/1-10 users)

서울-파리 잠망경
뇌물방지협약 실사단 방한
OECD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한국 미션단 방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방한

OECD 3월/4월/5월 회의일정

특별기고

OECDFOCUS
2004년5월호

김대중 대통령“2004년 OECD 포럼”참석 기조연설문 - 21세기와
동아시아 / 김대중∙대한민국 대통령
2004년 OECD 각료이사회 주요 논의 결과 / 황두연∙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OECD Close-up
OECD 환경장관회의 결과와 우리의 과제 / 이규용
OECD 교육장관회의 결과와 우리의 과제 / 이종재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전략 / 권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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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 논의 동향 - 비교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 / 오광태

OECD+DDA
DDA협상에서의 개도국 특혜대우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 김도훈
환경유해보조금 논의 / 윤창인

OECD 위원회 리포트
정보통신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고용∙노동∙사회위원회 / 농업위원회 / 원자력기구
환경정책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 약어(

) 표기

OECD 동향속보

OECD 신간
The Economic Impact of ICT: Measurement, Evidence and Implications
Oil Crises and Climate Challenges: 30 Years of Energy Use in IEA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Strategy: 2004 Review of Progress
The OECD Health Project: 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서울-파리 잠망경
OECD 각료이사회 현장에서
OECD 포럼 정부정책연구단 파견 동정
제3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개최

OECD 5월/6월 회의일정
부록: 제3회 OECD 논문현상공모 수상작

2004

제38호: 2003. 10. 21~제44호: 2004. 3. 26

262

특별기고

OECDFOCUS
2004년7월호

OECD와 중소기업 혁신 —제2차 OECD 중소기업장관회의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 유창무∙(전)중소기업청장
한∙OECD 환경세제세미나 개최 결과와 우리의 과제 / 정래권∙(전)외교통
상부 국제경제국장

OECD Close-up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시장위기 대응능력 제고 / 김정관
2004년도 한국경제동향검토회의 결과와 우리의 과제 / 정은보
OECD 뇌물방지협약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심사 결과 / 성문업
MDG 달성을 위한 새로운 개발재원 조달방안 / 권해룡

2004

세계조선시장의 발전과 OECD 신조선협상의 금후 전개방향 / 박석범

OECD+DDA
무역과 개발문제: UNCTAD에서의 논의 / 김동배
지역주의와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논의동향 / 송영관

OECD Zoom-In: 우리 국민의 OECD 사무국 진출
OECD 사무국 소개 / 장명수
OECD 사무국 진출 사례 (1) — 권하고 싶은 세계적 싱크탱크“OECD”
/ 남영숙
OECD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OECD 위원회 리포트
무역위원회 / 경쟁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통계위원회 / 고용∙노동∙사회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약어(

) 표기

OECD 동향속보
제45호 : 2004. 7. 16 ~ 제47호 : 2004. 7. 20

OECD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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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2004 Edition
Understanding Economic Growth: A Macro-level, Industry-level, and
Firm-level Perspective
OECD Economic Outlook: June No. 75— Volume 2004 Issues 1
OECD Health Data 2004 : A Comparative Analysis of 30 Countries—
2004 Edition

서울-파리 잠망경
한∙OECD 환경세제세미나 개최

OECD 7월/9월 회의일정
부록: 제3회 OECD 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OECDFOCUS
2004년9월호

Adoption of the Framework Package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and the Role of the OECD / Donald J. Johnston∙
Secretary General, OECD
OECD의 개혁과 과제 / 신연성∙주OECD대표부 공사

OECD Close-up
OECD의 스팸메일 대처방안 논의와 우리의 과제 / 김기권
범지구과학포럼(GSF) 논의동향과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 / 이정일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동향 / 최지영
OECD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김원종

OECD+DDA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할까? / 서진교
WTO/DDA 수산보조금협상의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 박태성

OECD Zoom-In: 우리 국민의 OECD 사무국 진출
OECD 사무국 소개

2004

특별기고

264

교육국(Directorate for Education) / 변기용
OECD 사무국 진출 사례 (2): 문화, 지식, 정책의 용광로 OECD / 옥우석
OECD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OECD 위원회 리포트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연기금위원회 / 예산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 * 약어(

) 표기

OECD 신간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Edition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2004 Edition
Biomass and Agriculture: Sustainability Markets and Policies

2004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2001/2002-2004 Edition

서울-파리 잠망경
주OECD대표부 인사이동(2004년 8월)

OECD 9월/10월/11월 회의일정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안

특별기고

OECDFOCUS
2004년11월호

What can be done to lower oil prices? / Claude Mandil∙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ECD와 세계지식포럼 / 장대환∙매일경제신문 회장

OECD Close-up
2004년도 IMF 총회 결과와 OECD / 장명수
에너지 안보위기와 한국의 에너지 외교: 제5차 한∙OECD 공동세미나 / 윤주석
2004 OECD 교육지표와 한국교육의 이해 / 김광호
OECD 주요 선진국의 과학∙산업 연계정책 분석과 우리의 과제: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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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CSTP)의 동료평가 결과 / 정병선
디지털 융합과 커뮤니케이션 규제에 대한 OECD의 논의 / 윤창인

OECD+DDA
OECD 생산 비연계(Decoupling) 농업정책 논의동향과 DDA 국내보조에 대
한 영향 / 김대근

OECD Zoom-In: 우리 국민의 OECD 사무국 진출
OECD 사무국 소개
경제국(Economics Department) / 백용천
OECD 사무국 진출사례 (3): 가깝고도 먼 OECD / 유광열
OECD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OECD 위원회 리포트

고용∙노동∙사회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뇌물방지작업반
비회원국협력위원회 / 원자력기구 / 정보통신위원회 / 통계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 * 약어(

) 표기

OECD 신간
세계 에너지 전망 2004 (World Energy Outlook 2004)
특허, 혁신 및 경제적 성과: OECD 회의자료 (Patents,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OECD Conference Proceedings)
농업, 무역 및 환경: 낙농부문 (Agriculture, Trade and the Environment:
The Dairy Sector)
OECD 조세정책연구 No. 09: 최근 OECD 국가의 조세정책 동향 및 개혁
(OECD Tax Policy Studies No. 09: Recent Tax Policy Trends and
Reforms in OECD Countries)

서울-파리 잠망경
제5차 한국∙OECD 공동세미나 개최
OECD 관련 유럽 확대의원총회 참석
Johnston OECD 사무총장 방한

2004

개발센터 / 개발원조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266

OECD 2004년 11월~2005년 1월 회의일정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안(2)
�OECD Focus�독자 설문조사

2004

[부록] 2004 OECD Focus 총목차 (200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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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OECDFOCUS
2003년1월호

OECD: SOME PRIORITIES FOR 2003 / Donald J. Johnston

신년특집: OECD와 한국사회 발전
OECD와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발전 / 김신복
OECD와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 신언항
OECD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개혁 / 김송자

OECD Close-up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 임홍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OECD 논의와 과제: 요하네스버그 회의 이후

21세기 공공부문 리더쉽 / 심덕섭
OECD-중국 부패방지세미나 결과 / 신강순
제92차 특별집행위원회와 OECD 운영과제 / 이형종

무역원활화와 WTO: GATT 10조관련 규제개혁 작업동향 및 SITPRO 등
각종 PRO위원회의 역할 / 양준석
WTO의 무역∙환경 분야 협상 주요 이슈와 논의현황 / 윤창인

OECD 위원회 리포트
개발원조위원회 / 경쟁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 공공관리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 / 금융시장위원회 / 농업위원
무역위원회 / 보험위원회 / 소비자정책위원회 / 재정위원회

OECD 신간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No.72 Volume 2002 Issue 2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2002 Editio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Focus on Responsible
Supply Chain Management 2002 Edited

2003

OECD + DDA

List of Publications

후속논의 / 김찬우

268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2 Edition
Models of Public Budgeting and Accounting Reform

서울-파리 잠망경
국내 OECD 연구협력대학 선정
이경태 주OECD대사, OECD 홍보위원회 의장직 수임
제2회 대학(원)생 OECD 논문 경연대회 개최

OECD 1월/2월 회의일정

2003

특별기고

OECDFOCUS
2003년3월호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OECD / 황두연
2003년 OECD 한국 검토회의의 결과 및 의의 / 김영주

OECD Close-up
세계경제의 발전과 OECD / 정성철
다보스 포럼, 포르투 알레그레 포럼과 OECD / 이경렬
초( )국경간 기업합병에 관한 논의 / 김치걸
국제투자규범의 현황 및 수렴 가능성 / 이성봉
환경유해보조금 확인 및 평가 작업 / 강문성

OECD+DDA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OECD의 기여방안 / 최낙균
DDA 서비스협상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OECD 논의 / 박순찬∙엄부영
OECD 농업위원회의 도하개발아젠다(DDA) 관련 논의사례에 대한 연혁적∙
주제별 고찰 / 오경태

OECD 위원회 리포트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공관리위원회 / 경쟁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재정위원회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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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동향속보
제1호:2002. 7. 13�제16호:2003. 2. 17

OECD 신간
Farm Household Income: Issues and Policy Responses
Peer Review: An OECD Tool for Co-operation and Change
Financing Education: Investments and Return: Analysis of the World
Education Indicators 2002 Edition
Migration and the Labour Market in Asia: Recent Trends and Policies2002 Edition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Main Aggregates 1970/2001
2003 Edition Volume Ⅰ(CD-ROM Windows/1-10 Users)

OECD 개혁의제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OECD 3월/4월 회의일정

특별기고

OECDFOCUS
2003년5월호

2003년 OECD 각료이사회 주요 논의 결과 / 황두연
2003년 IEA 각료회의 결과와 의의 / 윤진식

OECD Close-up
OECD 신조선협정 논의현황 / 박석범
OECD 규제개혁 논의현황과 신정부의 개혁 / 송유철
OECD의 경성카르텔 국제협력 논의와 향후 대응방향 / 정중원
OECD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 이일수

OECD+DDA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연구 현황과 DDA 농업협상 / 송주호

2003

서울-파리 잠망경

270

OECD의 무역원활화 논의와 향후 과제 / 양준석
관세인하의 경제적 후생증진 효과 분석 / 박순찬

주OECD 대표부 정책연구과제
수출신용협약 개정논의 동향과 대응방향 / 신종원
OECD 회원국의 조세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 이원식

OECD 위원회 리포트
OECD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 / 2003년도 OECD 포럼 개최 / 경제정책위원회
고용∙노동∙사회위원회 / 금융시장위원회 /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
기업지배원칙 조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농업위원회 / 환경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 무역위원회 /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

2003

지역개발정책위원회 / 조선작업반 / 철강고위급회의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원자력기구

OECD 동향 속보
제17호:2003. 3. 6�제23호:2003. 5. 1

OECD 신간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No.72 Volume 2002 Issue 2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2002 Editio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Focus on Responsible
Supply Chain Management 2002 Edited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2002 Edition
Models of Public Budgeting and Accounting Reform

서울-파리 잠망경
국내 OECD 연구협력대학 선정
이경태 주OECD대사, OECD 홍보위원회 의장직 수임
제2회 대학(원)생 OECD 논문 경연대회 개최

OECD 5월/6월 회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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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OECDFOCUS
2003년7월호

Trade and Development: It’s time to become more coherent / Donald J.
Johnston
Achieving a Successful Doha Development Agenda: The OECD
Contribution / Jean-Marie Metzger and Miriam Koreen

OECD Close-up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OECD / 엄현택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OECD 논의 / 권 율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OECD / 김호철
21세기 대형재난관리체제 정비 / 이경렬
OECD의 교통관련 정책 논의동향 / 이성원

라벨링(Labelling)의 비관세장벽 측면 연구 / 송유철
수출관세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 강문성
수산보조금: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 조일환

주OECD 대표부 정책연구과제
자발적 접근의 적용 확대를 통한 환경개선방안 / 박연수

OECD 위원회 리포트
농업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 / 보험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고용∙노동∙사회위원회 / 기업지배구조 조정위원회 / 경쟁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공기업 민영화 및 지배구조 Working Group 회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

OECD 동향 속보
제24호: 2003. 5. 28 ~ 제28호: 2003. 7. 2

2003

OECD+DDA

272

OECD 신간
OECD Economic Outlook: June No. 73, Volume 2003, Issue 1
Organic Agriculture: Sustainability, Market and Policies
OECD Global Forum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ttrac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for Development
Trade and Competition: From Doha to Cancún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3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China: Progress and Reform
Challenges

서울-파리 잠망경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 방한

2003

Jean-Marie Metzger OECD 무역국장 방한
OECD 클럽 모임 개최

OECD 7월/8월 회의일정

특별기고

OECDFOCUS
2003년9월호

칸쿤 WTO 각료회의 결과와 다자무역자유화의 미래 / 황두연∙외교통상부 통
상교섭본부장
선진환경정책: OECD의 논의 동향 / 정래권∙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OECD Close-up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 현황과 전망 / 권태균
OECD 교육정책 동향과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 김응권
OECD 철강 보조금협정 논의동향 및 쟁점 / 김일두
세계화시대 OECD국가의 지역개발정책 동향과 시사점 / 차미숙
OECD 규제정책 논의 현황 / 정중원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273

OECD+DDA
서비스 자유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 분석 / 박순찬
개도국 서비스수출 성공사례와 서비스 자유화 / 강준구

주 OECD 대표부 정책연구과제
DAC를 활용한 한국의 개발협력능력 배양 / 권해룡
공공연구기관 지적재산권 관리 연구 / 이일수
OECD 경기선행종합지수(CLI)의 개편내용 및 활용방안 / 김양우

OECD 위원회 리포트
농업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재정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 약어(

) 표기

제29호: 2003. 7. 12 ~ 제31호: 2003. 8. 13

OECD 신간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2003 Edi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industries and firms

서울-파리 잠망경
주OECD 대표부 인사이동 (2003. 8)
제4차 한-OECD 공동세미나 개최 예정

OECD 9월/10월 회의일정

2003

OECD 동향속보

274

특별기고

OECDFOCUS
2003년11월호

The aftermath of Cancun and the role of the OECD — restoring trust i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Donald J. Johnston∙Secretary General,
OECD
OECD 노동장관회의를 다녀와서 / 권기홍∙노동부장관

OECD Close-up
2003년도 IMF 총회 결과와 OECD / 이경렬
OECD 보건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 신성균
국제조세제도 확립을 위한 OECD의 작업 현황과 전망 / 이성봉
OECD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시정책 연구 논의 현황 / 윤창인
제94차 OECD 특별집행위원회와 OECD 개혁 논의 / 이형종

2003

OECD 교육체제지표로 본 한국교육의 위치 / 김광호

특집: 한∙OECD 공동세미나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잠재역량과 전략: 제4차 한∙OECD 공동세미나
/ 최영배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과 한국의 ODA: 한∙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동세미나 / 조기중

OECD+DDA
칸쿤 WTO 각료회의 이후 OECD의 작업방향 / 엄성준
지적재산권의 개발 측면 연구 / 윤미경
DDA 무역자유화와 개도국의 후생효과 / 남상열

OECD 위원회 리포트
경쟁위원회 / 무역위원회 / 수산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원자력기구 총회 / * 약어(

OECD 동향속보
제32호: 2003. 9. 16 ~ 제37호: 2003. 10. 9

)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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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신간
OECD Employment Outlook(2003 Edition):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Creditor Reporting System on Aid Activities: Aid Activities in Europe and
Oceania 2001-2002
Education Policy Analysis- 2003 Edition

서울-파리 잠망경
제4차 한∙OECD 공동세미나 개최
Donald J. Johnston OECD 사무총장 방한
한∙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동세미나 개최
제3차 대학(원)생 OECD 논문 현상 공모

OECD 11월/12월 회의일정

2003

OECD 관련 유럽 확대의원총회 참석

276

축사

OECDFOCUS
2002년5월호
(창간호)

수준높은 토론의 장, OECD 논의에 기여하기를 / 이경태

권두칼럼
『OECD 포커스』를 창간하며 / 황두연

OECD Close-up
2002년 OECD 각료회의 전망과 대응 / 송유철
새로운 이슈의 대두와 OECD / 안형도
세계화 문제의 극복과 지속가능발전 / 윤창인

2002

OECD + DDA
도하개발의제와 OECD의 논의동향 / 남상열

OECD 위원회 리포트
경제정책위원회 / 금융시장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 / 무역위원회/산업 및 기업환경위원회
농업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 공공관리위원회
경쟁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 / 비회원국 협력위원회 / 철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 환경정책위원회 / 조선작업반 / 통계국 / 재정위원회

OECD 신간
China in the World Economy: The Domestic Policy Challenges-Synthesis Report
Main Economic Indicators: Comparative Methodological Analysis:
Industry, Retail and Construction Indicators
OECD Global Forum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ew Horizon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Measuring Globalisation: The Role of Multinationals in OECD Economies
Handbook of Biodiversity Valuation: A Guide for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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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리 잠망경
“OECD 클럽”출범,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2002년 BIAC 총회 서울 개최
OECD 사무국 경제검토 조사단 방한
OECD 웹산책

주요회의 일정
OECD 5월/6월 회의일정

특별기고
OECD와 기업경영의 선진화 / 임홍재
OECD의 국제적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 김중수

OECD Close-up
2002년 OECD 각료이사회 결과분석 및 정책시사점 / 송유철
OECD 포럼이 나아갈 방향 / 노재봉

OECD+DDA
개발문제를 중심으로 한 OECD의 DDA 지원 / 남상열
싱가포르 이슈와 OECD의 DDA 지원 / 양준석∙윤미경∙이성봉

OECD 위원회 리포트
경제정책위원회 / 금융시장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 / 무역위원회 / 산업 및 기업환경위원회
농업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 공공관리위원회
경쟁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 / 비회원국 협력위원회 / 철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 환경정책위원회 / 조선작업반 / 통계국 / 재정위원회

2002

OECDFOCUS
2002년7월호

278

OECD 신간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02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Republic of Korea: 2002 Review
OECD Public Debt Markets: Trends and Recent Structural Changes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Yearbook: 1980/2000~2001
Edition
Dynamis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s
The Future of Money

서울-파리 잠망경
OECD 각료이사회 현장에서
OECD 포럼에 정책연구단 파견

2002

“제2차 OECD 브로드밴드 워크숍”서울 개최
“제3차 규제개혁포럼”10월 제주 개최 예정
“OECD 논문 경영대회”실시

OECD 7월/9월 회의일정

부록: 2002년 OECD 논문경영대회 수상논문

특별기고

OECDFOCUS
2002년9월호

OECD 개혁 논의 현황과 전망 / 홍종기
Partnership between the G8 and the OECD - to build a better global
govermance / Seiichi Kondo

OECD Close-up
자금세탁관련 FATF 40 Recommendations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
/ 권태균
OECD 조선협정 분석 및 신조선협정 추진 현황 / 박순찬
OECD의 유해조세관행 규제작업과 우리의 대응 / 이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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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실태와 문제점 / 장준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 평가보고서 / 조재국

OECD+DDA
OECD의 지역협정 연구 / 신종원
개도국 우대조항에 관한 다자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남상열

OECD 위원회 리포트
경제정책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무역위원회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 공공관리위원회 / 경쟁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 비회원국 협력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 통계국 /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 / 재정위원회

OECD 신간
The DAC Guideline: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Information Tedchnology Outlook
Implementing Domestic Tradeable Permits
Transport Logistics
Debt Management and Government Securities Market in the 21st
Century

서울-파리 잠망경
제3차 한∙OECD 세미나 개최예정 “
- 한국경제의 건전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
OECD 동향속보 발간

OECD 9월/10월 회의일정

2002

보험위원회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 관광위원회 / 해운위원회

280

특별기고

OECDFOCUS
2002년11월호

OECD와 한국의 구조개혁 / 이경태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OECD / 이천표

OECD Close-up
OECD 지표사업 현황, 전망 및 의의: 지속가능발전, 연계차단 및 세계화
지표 / 윤창인
새로운 관리체제로서의 가버넌스 / 송유철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 김용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 이원식
OECD 회원국의 자본자유화 경험 / 권태균
제3차 한-OECD 공동세미나 개최 결과 / 이형종

OECD+DDA

2002

OECD 수출신용약정 개정작업과 WTO 보조금협정 / 강문성
철강 고위급회의의 현재와 미래 / 고윤주

OECD 위원회 리포트
경제정책위원회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
역위원회 / 산업 및 기업환경위원회 / 농업위원회 / 수산위원회 / 교육위원회
공공관리위원회/경쟁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 / 비회원국 협력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소비자정책위원회 / 환경정책위원회 / 조선작업반

OECD 신간
Forty Year’
s Experience with the OECD 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
Internatinal Investment Perspectives-2002 Edition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2002 Edition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From Interventionism to Regulating Governance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2

서울-파리 잠망경
도날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방한
OECD 클럽모임 개최

OECD 11월/12월 회의일정

KIEP세계경제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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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6년1월호

권두칼럼
과거 나라와 미래 나라 / 이영선
커버스토리: 국제세미나
중국 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계경제 Focus
WTO 홍콩 각료회의의 주요 내용과 DDA 협상의 향후 전망 / 강문성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 권 율
수출통제의 최근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 대비 / 심성근

2006

지역문제 Close-up
중국의 FTA 추진목표와 주요 이슈 / 여수옥
미얀마의 수도이전 배경과 향후 정국 전망 / 정재완
특별논단
상생의 한∙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협력방안: 한∙우즈베키스탄 염색가공공단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 배양선
KIEP 신간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 Junkyu Lee∙Hongshik Lee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이창재 외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 김박수 외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창수∙박지현∙김용택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 윤창인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Chang Jae Lee et al.

KIEP 세미나브리핑
동북아 금융허브의 번영과 협력의 길 / 김권식
Digital 정보세계
Oxford Analytica / 남승희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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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6년2월호

권두칼럼
새 활력 얻는 한∙미 관계 / Joe Winder
커버스토리
한∙미 정책 포럼
세계경제 Focus
성장잠재력지수에 근거한 골드만삭스의 한국경제 장기 전망 / 이호진
북∙중 경제협력 강화의 파급 영향 / 정형곤
한∙인도 CEPA 공동연구 결과와 협상 전망 / 이순철
지역문제 Close-up
중국의 제1차 경제센서스와 GDP 통계 수정 / 은종학
일본 정책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김은지
FTA 정책을 둘러싼 GCC 내부의 갈등과 최근 동향 / 황주성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과 러시아의 가스 수출전략 / 신현준

강준구∙박순찬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김상겸∙박성훈∙박순찬∙박인원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
전종규∙신관호∙백승관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 김은경∙오용협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 양두용∙정용승∙정재식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 윤덕룡∙이영섭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환∙
이재영∙방호경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 권 율∙왕윤종∙정재완∙오쿠다 사토루

Digital 정보세계
OECD Statistics: STAN Industry Structural Analysis Database / 안태경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투자 추이

2006

KIEP 신간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이창수∙김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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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6년3월호

권두칼럼
한∙미 FTA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 채 욱
커버스토리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
세계경제 Focus
APEC 2006 베트남 회의의 방향과 시사점 / 이인엽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 이행수준 평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 여수옥
선진국의 성공적인 농협 개혁사례: 소비자 중심의 네덜란드 농협, 그리너리(Greenery) / 박미희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 박혜리

2006

지역문제 Close-up
NAFTA 이후 각국 산업별 동조화: 제조업을 중심으로 / 고희채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재완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정책과 시사점 / 김한성∙배희연
KIEP 신간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 조명철∙정승호∙
윤정혁∙우상민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성춘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조명철∙동용승∙홍익표∙이재영∙이종운∙정형곤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 유재원∙임혜준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안형도∙김종혁

KIEP 세미나브리핑
동아시아의 신흥 금융위험(제3차 KIEP-PRI 국제세미나) / 김권식
Digital 정보세계
EastView Online / 김정은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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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6년4월호

권두칼럼
스위스의 대미(

) FTA 추진 포기와 한ㆍ미 FTA / 박원화

커버스토리
한∙미 FTA를 통한 대미 진출 확대전략 세미나
세계경제 Focus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전망 / 오용협∙이준희
미국의 FTA 체결 제도와 절차 / 김정곤
최근 무역원활화 협상 동향과 향후 전망 / 박혜리
지역문제 Close-up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현황과 과제: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 정성춘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 전망과 시사점 / 이재영∙이철원
아프리카 정상외교의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 박영호

김우영∙박순찬∙이창수

KIEP 세미나브리핑
제11차 아시아 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 이준희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 능력배양사업 / 박미희
Digital 정보세계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 남승희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 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투자 추이

2006

KIEP 신간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 김흥종∙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 엄부영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김권식
2006년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 이준규 편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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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6년5월호

권두칼럼
일본경제의 부활과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 야마모토 에이지
커버스토리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 세계경제의 재편성

2006

세계경제 Focus
ODA의 새 모델, 캄보디아 발전지원사업 / 송영관
한∙미 FTA 서비스협상의 방향과 기조 / 윤창인
미국의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한∙미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 이경희∙김정곤
해외 위험자산 투자에서의 적정 자산 배분과 유의사항 / 김권식
지역문제 Close-up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정책
과제 / 정승호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과제 / 이형근
외자기업 영향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정책 전망 / 박현정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제도 도입의 실패와 시사점 / 오형범
몽골경제의 특징과 한∙몽골 정상외교의 주요 성과 / 정재완
KIEP 신간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흥종∙박성훈∙
페터 가이 편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손병해∙김흥종 공편저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 박복영∙황주성∙
박철형

KIEP 세미나브리핑
한∙칠레 FTA 2년 평가와 향후 과제 / 권기수
Digital 정보세계
Emerging Markets Information Service(EMIS) / 김정은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 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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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6년6월호

권두칼럼
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가? / 박영철
커버스토리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계경제 Focus
동북아 에너지 협력: 대외 에너지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 정형곤∙나승권
국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동향 및 성장 가능성 / 진 익∙송원호
지역문제 Close-up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추진 현황 및 평가 / 김은지
인도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 이순철
중남미 자원국유화의 배경과 전망 / 권기수
경제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 박영호∙박철형
KIEP 세미나브리핑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김혁황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 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6년7∙8월호

권두칼럼
NAFTA와 멕시코 / 레안드로 아레야노(Leandro Arellano)
특별기고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 그 성공조건 / 김세원
커버스토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 유럽의 경험과 한국
특집: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에 관한 APEC 심포지엄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 세계경제에서의 성장과 기회 촉진 / 피터 오르잭(Peter R. Orszag)
세계화와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 레이몽 토레스(Raymond Torr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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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5년6월호

권두칼럼
금융허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基
커버스토리
2005 APEC 연구 컨소시엄 콘퍼런스
“Building an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
세계경제 Focus
최근 유가와 환율변동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權
한∙미 쇠고기수입 재개협상 현황 및 전망 /
중국과 미국, EU간 섬유분쟁 및 그 시사점 /

KIEP 신간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KIEP 세미나브리핑
한∙캐나다 FTA 공청회 /

景

Digital 정보세계
China hand /
慶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2005

지역문제 Close-up
북한식 개혁: 급진개혁과 점진개혁의 병존 / 喬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 및 전망 / �
∙� 菊
일본기업의 수익개선 현황 및 전망 / �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경제특구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
아시아 주요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동향 및 시사점 /
동아시아 주요국의 중미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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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5년7월호

권두칼럼
회갑 맞는 IMF: 그 새로운 과제 /

南

커버스토리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주최 심포지엄
한∙미 동맹과 동북아의 미래 /
세계경제 Focus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미국과 EU의 GMOs 분쟁 / �
한∙중∙일 3국의 관세구조 분석 /
慶

2005

지역문제 Close-up
미국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전망 / �
EU 확대에 따른 산업기지의 중동구권 이전과 유럽 산업구조의 변화 / �均
최근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權奇
아프리카 석유개발 동향과 시사점 /
KIEP 신간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姜
Digital 정보세계
World Trade Online / 南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5년8월호

권두칼럼
유럽통합의 발전 전망과 과제 / �
커버스토리
한∙중 공동세미나
“한∙중 대외경제정책과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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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Focus
WTO 하이닉스 보조금분쟁 패소 판정의 내용과 향후 과제 / 姜
DDA 비농산물 관세감축협상의 최근 동향 / � 坤

∙� 坤

지역문제 Close-up
미국경제의 쌍둥이 적자 확대와 시사점 / �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법안 부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
제2차 메콩강유역 정상회의(GMS Summit)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송유관 개통의 의의와 시사점 /
∙�
KIEP 신간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
∙M. Pant∙V. Balaji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Bokyeong Park∙
Kang-Kook Lee

A Brief Appraisal of India?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 Tae Hwan Yoo∙V. Balaji Venkatachalam

Digital 정보세계
EIU Country Risk Service / �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5년9월호

권두칼럼
한국의 경쟁우위 / Kurt W. Tong
커버스토리
한∙중남미 공동세미나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지상중계”/ 權奇
세계경제 Focus
지역무역협정(RTA) 서비스부문 자유화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 /

2005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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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부문의 FTA 협상 사례와 한∙미 FTA에 대한 시사점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현황과 개선방향 /

지역문제 Close-up
‘유무상통’의 남북경협: 과제와 전망 /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시사점 / 權 ∙
러시아의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징후와 정책적 시사점 /
KIEP 신간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南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2005

KIEP 세미나브리핑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무역 및 투자 자유화 /
제7차 한∙중∙일 금융협력 세미나
“한∙중∙일 금융협력 강화방안”/ 金權

景

Digital 정보세계
SourceOECD /
慶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5년10월호

권두칼럼
2005년 APEC 정상회의: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 金
커버스토리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체 및 비전 /

慶

특집: 아∙태 공동체 형성과 2005년 APEC 정상회의
APEC의 최근 논의동향과 한국의 2005년 정상회의 추진전략 /

圭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및 APEC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기여 /
아∙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간안보 및 양극화 문제의 논의동향과 협력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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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Focus
2005년 UN 정상회의 평가와 과제 / 權 ∙
한∙중∙일 세계 제1위 수출품목의 최근 동향 및 특징 /
지역문제 Close-up
멕시코∙중미 순방의 성과와 경제협력과제 / �
중국 부실채권시장의 현황 및 전망 /
∙�
EU 가입협상이 터키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
인도 연립내각의 경제정책 및 전망 /
∙

慶

∙

KIEP 신간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
Jongkyou 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 Yonghyup Oh
중국의 기술 산업화 모델 및 전략 /

Digital 정보세계
SourceOECD Statistics: Economic Outlook /

慶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5년11월호

권두칼럼
동북아 IT 공동체를 향하여 /
커버스토리: KIEP-KEI 학술 심포지엄
태평양 국가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

奎

세계경제 Focus
헤지펀드에 대한 미 정책당국의 규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2005

KIEP 세미나브리핑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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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논의와 한∙미 경기순환의 변화 / �權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부문의 변화와 시사점 /

지역문제 Close-up
중국 11차 5개년 계획 건의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
일본 총선 후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과제: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최근 러∙중 경제협력의 발전과 전망 /
∙
EU∙미국간 항공기 보조금 관련 분쟁의 현황과 전망 /
KIEP 신간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 Andrew Elek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Opportunities / John Mckay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한∙독 경제관계 / �
∙�均 ∙Bernhard Seliger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

2005

KIEP 세미나브리핑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 및 독일을 중심으로 / �均
Digital 정보세계
Asian Development Bank Online / 南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5년12월호

권두칼럼
2006년 국제경제환경과 국익의 극대화 /
커버스토리: WTO/DDA 제4차 민관합동포럼
WTO/DDA 협상의 최근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홍콩 각료회의를 준비하며 / 金 坤
특집: 2006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2006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금융환경 /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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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 /
국제상품시장 /

2006년 지역별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미국 /
奎
일본 /
EU / �均
동남아시아 / 權
러시아 /
중∙동구 /
남아시아 /
대양주 / �
아프리카 /

중국 /

∙

중남미 / 權奇 ∙�
중동 /

KIEP 신간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and Yon Shik Choo eds.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權

∙

KIEP 세미나브리핑
APEC 외교의 방향과 전략 /
한∙인도 CEPA 공청회 /

)/

慶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 세계경제』2005년도 월별 기사 색인

2005

Digital 정보세계
경제리포트정보(經 レポ 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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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4년1월호

권두칼럼
2004년 대외경제 이슈와 대응 /
세계경제 Focus
동북아협력의 구상과 과제 / 金
EU 확대의 향후 과제 / Alexandra Janovskaia (

坤

)

2004

지역문제 Close-up
일본 금융개혁의 특징과 과제 /
프랑스, 독일의「안정 및 성장협약」위반과 향후 전망 / 金均
제8차 미주통상장관회담 결과와 향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전도 / 權奇
한∙중 경제교류의 확대와 변용 /
ASEAN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 權
KIEP 신간
DDA 중간점검-2003 / �均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현상이 한국의 관체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 姜
∙
∙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과제 /
∙�寬 ∙�
WTO 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
京

∙

∙

�均∙

KIEP 세미나 브리핑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 姜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허브화 전략 / 金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Lessons from Europe / 金
Building a New Era of Partnership: EU-Korea Relations 1963~2003 / 金
Digital 정보세계
CEPR Online / 南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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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4년2월호

권두칼럼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관한 정보∙연구의 세계 허브(Hub)가 되어야 한다 / 金
세계경제 Focus
일본정부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
중∙ASEAN FTA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
敎∙
ADB의 기업지배구조 논의와 시사점 /
根
2004년 WTO 쌀 재협상 전망과 과제 /
지역문제 Close-up
동북아 물류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慶
신년사설을 통해 본 2004년도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전망 /
칠레∙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金
KIEP 신간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 /
∙姜

∙

敎∙權

∙

∙

鈞∙

∙

∙金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 姜
京∙

∙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

根∙

∙

∙

∙

根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 �
根∙

∙� 起∙

槿∙

∙

∙ 奎 ∙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寬 ∙

∙

∙

Digital 정보세계
JSTOR / 金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

2004

高

敎∙ 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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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4년3월호

권두칼럼
쌀시장 추가개방에 대비하자 /
세계경제 Focus
미국경제 현황과 연준리(FRB)의 통화정책 전망 / �
최근 동북아경제포럼의 역내 경제협력 논의와 시사점 /
根
주요 국별 농업보조금 현황 및 논의 전망 /
중∙동구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추이와 전망 /
브라질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權奇

2004

지역문제 Close-up
한∙일 주가지수의 동조화 현상과 그 시사점 / 金
북한∙EU 경제관계 확대의 현황과 향후 전망 /
중국 동북3성 개발계획과 시사점 /
푸틴 집권 1기 회고와 집권 2기 전망 /
KIEP 신간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均∙

∙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 姜

∙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

∙姜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
∙

俱∙

∙

∙

∙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

∙
∙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權

∙
∙

敎∙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
∙�

∙金

Digital 정보세계
ProQuest Reference Asia /

∙

慶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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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4년4월호

권두칼럼
EU 확대와 우리의 대응 전망 /

兼

특집: 2004년 EU 확대와 한국경제
2004년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金
EU 확대와 유럽통합의 진전 동향 /
확대된 EU의 대외관계 전망 /
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향하여 - 리스본 전략의 이행동향 / 金
유로권 경제의 최근 동향과 구조적 특성 /
EU 신규가입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세계경제 Focus
NAFTA 이후 멕시코 자동차산업 변화와 전망 / 金
지역문제 Close-up
최근 한국의 인도 수출확대의 배경과 향후 과제 /

奎∙權奇 ∙金

∙金

∙

∙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 �根 ∙�
∙
�
∙
∙
∙
∙
∙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
∙
∙權 卿∙
崗 ∙
基∙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金
∙金
∙姜 求

KIEP 세미나브리핑
FTA의 확산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 진로 / 金
Rising China and the East Asian Economy / 南
Digital 정보세계
China Online / 南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2004

KIEP 신간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
根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 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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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4년5월호

권두칼럼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
특집- FTA 시대의 개막: 동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과 입장
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FTA정책과 한국의 대응 /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추진 현황과 미국의 입장 /
동남아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과 성과 / 權

奎

∙權耿

한국의 FTA 추진 전망과 과제 /

2004

세계경제 Focus
“중국 쇼크”관련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
중국 채권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
根
지역문제 Close-up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정책 방향 /
스페인 총선의 평가 및 대내외정책의 변화 / 金均
南 共 흑인정권 3기 출범과 향후 개혁 전망 /
KIEP 신간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金
∙
∙
坤∙ 慶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
揆∙
∙
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權耿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 錦 ∙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Yao Shumei
Digital 정보세계
Global Insight / 金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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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4년6월호

권두칼럼
APEC에의 새로운 기대 /
세계경제 Focus
최근 고유가의 구조적 원인과 향후 전망 /
최근의 환율동향 분석과 적정환율 추정 /
奎
제1차 쌀 재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 /
국내 증시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대응방안 / 金權
국내 자산운용의 현황과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과제 / 金
지역문제 Close-up
한∙중∙일 3국의 1/4분기 지역별∙품목별 대외교역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
EU 가입과 중∙동구 국가들의 교역추이 변화 및 향후 전망 /
필리핀 대선 이후 정국방향과 전망 / 權耿
브라질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과제 / 權奇

S. Brock Blomberg, and Gregory D. Hess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김소영∙김성현∙왕윤종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

南 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KIEP 세미나
EU Enlargement and The Korean Economy / 金均
Digital 정보세계
일본경제연구센터 /

慶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2004

KIEP 신간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Athanasios Orphani dess

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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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4년7월호

권두칼럼
왜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가 / 金
세계경제 Focus
FTA 규범적 측면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동향 /
官
DDA 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 姜
EU의 공동지역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
根
지역문제 Close-up
∙ 관계정상화 논의와 ∙ 경제협력 확대 전망 /
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중국의 정책운용 방향 / 金 菊
일본“지적재산권 전략”의 최근 동향 /
제13차 EU∙러시아 정상회의의 결과와 향후 과제 /
坤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전망 / 金

2004

KIEP 신간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KIEP 세미나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 /
根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金
Digital 정보세계
China Infobank( 國

) /

다송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4년8월호

권두칼럼
한∙미 경제∙통상관계 / 金
커버스토리
「한∙ASEAM FTA 공청회」지상중계 / 權耿
세계경제 Focus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309

미 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평가 / 金權
WTO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

∙

무역상기술장벽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과 시사점 -WTO TBT위원회의 제3차 3년주기
검토 및 후속논의 / 南
비관세장벽의 DDA 논의동향과 전망 / 金 坤
유럽투자은행(EIB)의 운영현황과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根

한∙싱가포르 주요 산업 수출경쟁력 비교와 양국간 FTA에 대한 시사점 / 姜

지역문제 Close-up
EU 신규회원국의 유로화 도입추진 현황과 전망 /
MERCOSUR-CAN간 FTA의 주요 내용과 의의 / 權奇
KIEP 신간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

∙

Digital 정보세계
웹DB 통합검색 / 金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4년9월호

권두칼럼
한∙러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전망 /
커버스토리
한∙러 전문가 세미나 지상중계
“21세기 새로운 한∙러 협력관계의 모색”/
세계경제 Focus
한∙ASEAN FT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추진방향 / 權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전략 /
유로화 운용 5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坤

2004

KIEP 세미나 브리핑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es /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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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Close-up
한∙러 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 /
베네수엘라 탄핵정국의 정치∙경제적 영향 / 金
최근 프랑스 경제침체와 경제개혁 전망 / 金均
KIEP 신간
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 /
∙金
Expansion Strategies of South Korean Multinationals /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
∙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Assessment and New Challenges /
KIEP 세미나 브리핑
동아시아의 금융 및 환율 정책 /
Digital 정보세계
KOTIS / 南

2004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4년10월호

권두칼럼
한∙인도 경제관계의 발전적 전망 /
커버스토리
한∙인도 경제협력세미나 지상중계
“21세기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모색”/
세계경제 Focus
미국의 버드 수정법 철폐 불이행에 따른 WTO의
무역보복 승인의 내용과 의미 / 姜
제1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
지역문제 Close-up
일본∙멕시코 FTA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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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투자 동향과 전망 /

혜리

일본경제의 내수회복요인 분석과 시사점 /
캄보디아 신정부의 경제개발전략과 WTO 가입 /
걸프지역의 경제통합 및 역외 FTA 추진 동향 /

KIEP 신간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
A Critical Assessment of India’s Banking Sector Reform /
Digital 정보세계
Net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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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Digital 정보세계
EIU Country Report & Profile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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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2년4월호

권두칼럼 Focus
세계화에 성공하려면 / 金 敎
특별논문
유엔 개발재원국제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 權

∙南

∙

∙

세계경제 Focus
OECD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업 현황과 시사점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 金
2002년도 EUCCK 무역장벽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지역문제 Close-up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와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지화의 개념 /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의 의미와 시사점 /
AFTA 관세인하계획 추진과 향후 과제 / 權
바르셀로나 EU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내용과 향후 과제 /
坤

KIEP 신간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 협력방안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밑 발전 방향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Digital 정보세계
EIU ViewsWire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2002

KIEP 세미나 브리핑
한중일 금융협력 강화방안
Korea’s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y since the Financial Crisis:
Assessment and Future Agenda
한-일 FTA 체결과 국내산업의 대응
유로화의 통용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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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2년5월호

권두칼럼
FTA 결단,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를 /
세계경제 Focus
1990년대 미국 통화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
주요국의 지식기반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 姜 求
아시아 디지털 격차의 현황과 전망 / 姜
한∙중∙일간 농산물 무역마찰과 교역 전망 /
지역문제 Close-up
중국의 WTO 가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북한 IT산업의 발전현황과 남북 IT 협력 활성화 방안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경제적 의미와 시사점 / 金
폴란드 경기침체의 동향 및 전망 /

∙

2002

KIEP 세미나 브리핑
Building a Better U.S. Economy: Engines of Growth in the 21st Century
Political Economy of Hukou System Reform
KIEP 신간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한국과 독일의 최근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프로스포츠와 競
: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Digital 정보세계
중국전문가 포럼(China Specialist Forum)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2년6월호

권두칼럼
통상정책의 위상을 높이자 /
세계경제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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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국가의 물가안정목표제도 도입 배경과 주요 이슈 /

槿∙

새로운 국가채무조정안의 특징과 도입가능성 / 金權
주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변수 분석 / 金
세계 주요국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시사점 / 姜

지역문제 Close-up
동아시아 국가의 GATS 양허 현황과 시사점 / 姜 求
홍콩경제 침체 현황과 중국의 WTO 가입 영향 /
EU 집행위원회의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정책 권고사항 및 전망 /
폴란드 경기침체의 동향 및 전망 /

坤

KIEP 세미나 브리핑
The Third Asian Economic Panel
Political Economy of Hukou System Reform

Digital 정보세계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2년7월호

권두칼럼
자유무역협정(FTA) 접근의 문제 /

吉

세계경제 Focus
최근 원화강세의 원인과 전망 / 姜
∙金權
국제환경논의의 새로운 동향과 한국 환경외교에의 시사점 / 金
아 ∙태지역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 현황 및 준비환경 분석 / 姜

2002

KIEP 신간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인식과 동북아 경제통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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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Close-up
미국 2002년 농업법(Farm Bill)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姜
일본 기업의 중국시장 현황과 한국기업에의 시사점 /
북한의 최근 대외경제관계: 평가 및 전망 /
프랑스 영화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KIEP 신간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Digital 정보세계
Stat-USA

2002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2년8월호

권두칼럼
∙ 수교 10주년의 의미 /
한∙중수교 10주년 특집: 한∙중 경제관계의 회고와 전망
특별대담: 21세기 한∙중 관계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
한∙중 경제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

揆∙

중국경제의 향후 10년 전망 /
중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중국 공산당의 성격변화 전망 /
중국 전문가 천자(

)논평 /

∙ 光 ∙

∙

∙

敎

세계경제 Focus
일본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IDEA)의 내용과 시사점 /
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金
일본 은행부문의 효율성 평가와 경영과제 /
根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시사점 /
지역문제 Close-up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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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정개혁의 실태와 전망∙사회보장개혁을 중심으로 / 金
북한 통신산업의 현황과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의 과제 /
세비야 EU 정상회담 주요 논의내용과 향후 과제 /

坤

KIEP 세미나 브리핑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설립 가능성 진단: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얻은 교훈을 중심으로
The Role of the IMF in Recent Capital Account Crises
KIEP 신간
Ha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대외경제연구
OECD Focus
Digital 정보세계
DRI-WEFA Mylnsight

권두칼럼
세계화와 지역주의 /

KIEP세계경제
2002년9월호

宏

세계경제 Focus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 權
최근의 원∙엔 환율 동조화 현상 분석 / 金 京
외환위기 이후 FDI 유치 실적 분석 / 姜 求
농산물 무역자유화 분석: UR 농업협정의 추가 개방에 대한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WTO 신규 가입협상의 최근 동향 및 향후 개선방안 /

지역문제 Close-up
최근 북한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
미-러 관계의 최근 경제현안과 전망 /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 /

2002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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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최근 재정적자 확대와 향후 전망 /

坤

중남미지역 경제불안정 심화와 전망 / 金

KIEP 세미나 브리핑
국제경쟁력과 개발
Is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Effective?: The Japanese Experiences in the 1990s
KIEP 신간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Digital 정보세계
EIU. Country Data

2002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2년10월호

권두칼럼
국가경쟁력 /
세계경제 Focus
2002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와 전망 /
2002년 IMF-WB 연차총회의 성과와 향후과제 / 金權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규범 개정논의와 전망 /
최근 전세계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시사점 /
지역문제 Close-up
제4차 ASEM 정상회의 주요 논의사항과 향후과제 /
중국의 실업률 증가현황과 원인 /
헝가리 금융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
안데스 무역특혜법(ATPA) 개정과 향후과제 / 權奇

坤

KIEP 세미나 브리핑
Linkages in East Asia: Implications for Currency Regimes and policy Dialogue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전망
Dynamic Pricing in the Presence of Anti-dumping Policy: Theory an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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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ynamics of Moonlighting: What is Happening in the Russian Informal
Economy?

KIEP 신간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Digital 정보세계
World Trade Online

KIEP세계경제
2002년11월호

권두칼럼
한국의 경제연구자들에게 / �
세계경제 Focus
ASEAN+3 정상회담의 의의와 시사점 /
敎
최근 일본의 부실채권 처리 동향과 향후 전망 /
根
세계 FDI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UNCTAD 세계투자보고서를 중심으로 / 姜 求
지역문제 Close-up
신의주 지역의 산업현황과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
중국의 개발구 발전전략: 소주첨단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와 무역패턴의 관계 /
∙
EU의 한국 조선산업 WTO 제소결정과 향후 전망 /
베트남 경쟁법의 도입현황과 향후과제 /
∙
KIEP 세미나 브리핑
한∙일 FTA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의 모색
동아시아 경제통합
유럽과 중남미의 대아시아 관계 비교

2002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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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APEC 정상회의 대비세미나
2002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Prospects for the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s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KIEP 신간
Korean Crisis and Recovery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nmic
Competitiveness
OECD Focus (Vol. 1 No. 3)
Digital 정보세계
EconLit Online Database

2002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2년12월호

권두칼럼
지역주의와 한국경제 / 金
2003년 세계경제 전망
2003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金
2003년 국제금융시장 전망 / 姜
∙金權
2003년 세계무역환경 전망 / �均
2003년 국제상품시장 전망 /

2003년 지역별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북미 / �
일본 / 金
EU /
坤
동남아 /
러시아 /
중남미 / 權奇
남아시아 /
중동 /
오세아니아 / 權耿
세계경제 Focus
WTO DDA 서비스협상의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 姜 求

중국 /
중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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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

지역문제 Close-up
한-베트남 수교 10주년 회고와 전망: 원조정책을 중심으로 / 權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 / �
메콩강유역국 정상회의의 성과와 유역개발 전망 /
KIEP 세미나 브리핑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to Poverty and Growth in Asia
중국 권역별 경제의 특성과 외국기업의 진출전략
The Case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KIEP 신간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통계
국제금융시장
국제상품시장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

2002

Digital 정보세계
OECD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ITCS) C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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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1년1월호

세계경제 Focus
미국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姜
지적재산권 관련 ∙ 간 통상마찰 / 金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CCP) 전자상거래 논의동향 및 시사점 /
WTO의 투명성 제고 작업계획에 대한 평가 /

지역문제 Close-up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원인과 향후 전망 / 權奇
터키 유동성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대만 경제위기의 배경 및 향후 전망 /
일본
∙ 재편의 현황과 향후 과제 / 金
멕시코 정권교체 이후 경제 전망 / 金

2001

국제경제동향
국제금융시장동향 ■ 동향 및 분석
국제상품시장동향 ■ 價
국제기구동향
■ WTO
■ APEC

■ 금리

■ 환율

■

價

■ IMF

■ World Bank

■ 원자재가격
■ OECD

지역경제동향
동북아동향(중국∙홍콩∙대만 / 일본)
동∙서남아동향(동남아 / 서남아 / 중동∙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미주동향 (북미 / 중남미)
유럽동향(서유럽 / CIS / 중∙동구)
통계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실적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1년2월호

세계경제 Focus
환율제도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 /
지역무역협정(RTA)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景
1999/2000년도 세계무역의 특징과 2000/01년도 전망: WTO 보고서를 중심으로 /
OECD 전자상거래 신흥시장경제포럼(EMEF)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
부시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 부여 가능성 /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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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민영화의 지역별 현황과 시사점 /

지역문제 Close-up
2001년도 북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남북경협 전망 /
기술구조 측면에서 본
무역적자의 원인과 시사점 / 姜 求
중국의 IT시장 현황과 전망 /
선진 자동차업체의 아시아 진출동향과 시사점 /
EU 제도개혁에 대한 니스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 /
坤

KIEP세계경제
2001년3월호

세계경제 Focus
WTO 농산물분쟁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
노동의 무역연계에 관한 미국의 정책 변화 / 金
개도국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 /
WTO의 최빈개도국 기술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시사점 /

KIEP세계경제
2001년4월호

景

세계경제 Focus
최근 미국의 경기둔화 원인과 전망: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姜
∙金
해외 주요 통신산업의 민영화 /
OECD의 전자금융 논의 동향과 시사점 /
根
『미국경쟁력보고서』에 제시된 주요국의 국가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 姜 求
OECD 뇌물방지협약 후속조치와 향후 정책과제 /
지역문제 Close-up
미국 정부의 2001년도 무역의제 / 金
중국의 제9기 전인대 4차회의에 대한 평가 /
쿠바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 추이와 전망 / 金

2001

지역문제 Close-up
부시 행정부의 중남미정책과 향후 과제 / 權奇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추진 경위와 향후 전망 /
싱가포르의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과 시사점 /
중∙동구 지역의 외자유입 실적과 시사점 /
태국 신정부 출범과 정책과제 / 權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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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1년5월호

특집: 남북한 정상회담 1주년 - 남북경협의 발전과제 및 추진방향
최근 남북한 경제관계의 변화 및 추진방향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방향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물류체계 확립방향 - 육상운송을 중심으로 /
남북한 경제협력의 합리적 관행 정착을 위한 과제 /
세계경제 Focus
WTO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과 시사점: 서비스 이사회 및 중간점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姜 求
세계 무선 인터넷 발전 현황 및 전망 /
최근 3년간 NTE 보고서 내용 변화와 시사점 -한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金
EU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특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01

지역문제 Close-up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의 주요 결정사항 및 평가 /
중남미 경제불안 요인과 향후 전망 / 權寄
중동 주요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우리의 시사점 /

KIEP세계경제
2001년6월호

세계경제 Focus
UR 이후 WTO 회원국들의 시장접근 현황과 시사점 / 景
최근 무역원활화 논의 동향: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을 중심으로 /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현황과 시사점 /
미-EU 바나나분쟁의 최종 합의가 WTO 체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문제 Close-up
미국 부시 행정부의 조세감면정책 / �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 / 金
유럽경제 최근 현황과 향후 전망 /
坤
동남아 경제의 불안요인 분석과 시사점 /
러시아의 최근 대외채무협상 동향과 전망 /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위기 경험과 시사점 /

KIEP세계경제
2001년7월호

세계경제 Focus
유로화 약세의 원인과 회복가능성 /
신흥시장의 자본이동 동향과 향후 전망 / 金

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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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UR 농업협정 이행 및 평가: OECD 보고서를 중심으로 /
경제의 서비스화: 국제적 현황 및 구조적 변화 / 姜 求

지역문제 Close-up
최근 EU 확대 논의 동향과 향후 전개방향 /
페루 대통령 선거결과와 향후 경제 전망 / 權奇
미국 반덤핑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버나드법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金
중국 철강산업 발달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및 남북한 협력 방향 /

특집: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재발가능성

KIEP세계경제
2001년8월호

신흥시장 위기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金

동남아 경제의 침체와 위기 가능성 /
터키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전개과정과 전염효과 / 權奇

2001

세계경제 Focus
동아시아 역내 유동성지원장치의 태동: 유럽과의 비교 /
∙
국제환경협상에서 한국의 지위문제: 논의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 金
특별대담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판강 소장 대담 /

綱∙

지역문제 Close-up
미국의 반독점정책, 기술개발과 소비자 효용: 마이크로소프트사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의 세이프가드 보복관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비교: 한국의 마늘분쟁과
일본의 버섯분쟁을 중심으로 / 金
EU 구조개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坤

태국 경제 성장둔화의 원인과 전망 / 權耿
멕시코 경기부양정책 평가와 향후 전개방향 / 金

특집: 한국과 중남미-21세기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

KIEP세계경제
2001년9월호

최근

南

수출저조 분석 및 대책 / 金

브라질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칠레 FTA 추진의 배경과 정책 시사점 /
중남미 플랜트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 郭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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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2001년10월호

세계경제 Focus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 姜 求
∙EU
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논의동향 및 전망 /
지역문제 Close-up
중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특징 /
최근 일본내 FDI유입의 추이 및 요인분석 / 金
대만 경제 침체와 시사점 /
아프리카 시장환경 변화와 시사점 /
권두칼럼
미국 테러사태와 기업환경의 변화 / 金

2001

시사논단
미국 테러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
세계경제 Focus
2001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
WTO 뉴라운드 출범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 景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최근 동향 /
한국의 실질환율 고평가 분석과 미 테러사태 전개의 시나리오별 대미환율 전망 / 姜
지역문제 Close-up
한국의 수출부진과 수출경쟁력 약화 /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미국 IT산업의 침체원인과 회복전망 /
카슈미르 분쟁의 경제적 의미와 향후 전개방향 /

∙

敎

KIEP 세미나 브리핑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Repercuss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Korea-Latin America Business Forum: Searching for a New Frame of Partnership
Strengthening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ssessment and Prospects
우리나라의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
KIEP 신간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East Asia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Korea’s FTA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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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정보세계
ProQuest ABI/INFORM Global

KIEP세계경제
2001년11월호

권두칼럼
시장(
)의 힘과 한계 /

景

특별대담
미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
토마스 C. 허바드(Thomas C. Hubbard)∙ 景

지역문제 Close-up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경쟁력 제고 /
미국 테러사태 이후 중남미 경제 추이와 전망 / 權奇 ∙金
유로화 도입에 대한 EU 업계의 동향과 시사점 /
최근 유로지역의 경기부양조치와 평가 /
坤
싱가포르의 경제침체: 원인 분석과 전망 /
KIEP 세미나 브리핑
제2차 아시아 경제패널(AEP) 세미나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WTO 가입 의미와 한국의 과제
KIEP 신간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mance: The Case of Korea
OECD 규제개혁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Digital 정보세계
ScienceDirect

2001

세계경제 Focus
ASEAN+3 정상회의의 주요 토의내용과 정책시사점 /
敎
OECD의 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 金
세계 FDI의 동향 및 시사점: UNCTAD 세계투자보고서를 중심으로 / 姜 求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논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
那
기후변화협상과 한국: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와 대응방안 / 金
제조독점 폐지에 따른 다국적 담배회사의 국내시장 진입 현황 및 전망 /

344

KIEP세계경제
2001년12월호

권두칼럼
뉴라운드 출범과 우리의 대응 / 金
특집
2002년 세계전망
2002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金
2002년 세계무역환경 전망 /

�均

2002년 국제금융시장 전망 / 姜
2002년 국제상품시장 전망 / 金

2001

2002년 지역별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북미 / �
일본 / 金
EU /
坤
동남아 /
러시아 /
중남미 / 權奇
남아시아 /
∙중동 / 金
오세아니아 / 權耿
세계경제 Focus
WTO 뉴라운드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과제 / �均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중국 /
중∙동구 /

敎∙權耿

지역문제 Close-up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 분쟁가능성 분석 및 대응방안 /
중국 시장경제의 완성: 경쟁법 도입 /
∙金
KIEP 신간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경제개방 바로알기 시리즈
FTA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Digital 정보세계
Nikkei teleco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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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2000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 방향

KIEP세계경제
2000년1월호

세계경제 Focus
2000년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전망 /
시애틀 각료회의의 평가와 뉴라운드 전망 /
∙
2000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정책방향 /
2000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 金
∙
∙
지역문제 Close-up
미국 / �
일본 /
∙
동남아 /
러시아 /
남아시아 /
∙중동 /

지역경제동향
■중국∙대만∙홍콩
■북미
■중동∙아프리카

■금리

중국 /
∙
중∙동구 /

■환율

■ 價

■OECD

■IMF

■World Bank APEC

■일본

■동남아

■서남아

■중남미

■서유럽

■CIS

■원자재가격

■중∙동구

■오세아니아

통계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실적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2000년2월호

세계경제 Focus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 /
∙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현황과 대응방안 /
∙
제3차 WTO 각료회의 이후 농업협상 전망 /
WTO 분쟁해결 현황 및 시사점 /
아시아 외환위기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 비교 및 평가 /
지역문제 Close-up
대통령 후보의 주요 정책입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일본시장에서의 ∙ 수출경쟁력 분석 /
∙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전략:‘Manpower 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00

국제경제동향
국제금융시장동향 ■동향 및 분석
국제상품시장동향 ■ 價
국제기구동향
■WTO

EU /
중남미 / 金
오세아니아 / 權耿

346

KIEP세계경제
2000년3월호

세계경제 Focus
21세기 IMF의 위상과 역할 / 金
투명성 제고와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
坤
세계 인터넷산업의 M&A 특징과 향후 전망 / 金 根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OECD 논의전개와 시사점 /
WTO 가입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金

2000

지역문제 Close-up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金
�21세기 일본의 구상�분석 및 시사점 /
싱가포르의 21세기 관광산업 육성전략(Tourism 21)과 시사점 /
태국의 IMF지원 졸업의미와 향후 경제정책방향 / 權耿
-EU 교역확대 요인분석과 향후 전망 /
금융위기 이후 CIS 주요국의 경제회복 동향 /
∙金
아시아 - MERCOSUR 경제협력과 향후 전망 / 權奇

KIEP세계경제
2000년4월호

세계경제 Focus
미국
의 폭락가능성과 시사점 /
∙金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신흥시장국의 입장 /
엔 국제화와 일본 국채시장의 정비 /
根
∙ 및 ASEAN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시사점 / 金 根
1999년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계적 흐름 및 전망 /
2000년도 미국의 무역정책 의제 / 金
EUCCK 무역장벽보고서의 평가 및 시사점
지역문제 Close-up
미국의 최근 수평기업결합규제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
영국의 FDI 유치 성과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최근 일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시사점 /
중국의 제9기
3차회의에 대한 평가 /
대만의 정권교체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
∙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변화 전망 /
아르헨티나의 노동개혁 추진현황 및 전망 / 權奇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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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북한경제와 南 經

KIEP세계경제
2000년5월호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분석 /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관련제도 분석 /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방안 /

∙

坤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국내경협제도 개선방안 /

세계경제 Focus
미국 은행의 e-비즈니스 추진전략과 시사점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방향과 과제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동향 및 시사점 /
WTO의 개도국 지원 노력과 향후 전망 /
∙

那

KIEP세계경제
2000년6월호

∙金 根

세계경제 Focus
WTO 체제개혁 및 신뢰구축 노력의 평가 /
∙
국제금융체제 개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중심으로 /
IMD 2000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根
∙ ∙ 및 ASEAN의 전자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金 根
지역문제 Close-up
國의 WTO 가입과 PNTR 부여가 國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국제통화로서의 유로 위상 변화 및 전망 /
멕시코∙EU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과 전망 / 金

특 집: 한반도 주변 4국의

KIEP세계경제
2000년7월호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R. Ben Weber

정책변화와 전망
북한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 Caroline G. Cooper∙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

관계 /

2000

지역문제 Close-up
러시아경제의 회복추세와 푸틴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
미∙일의 대외교역 변화와 향후 전망 /
중국 I T산업의 투자환경에 따른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과 CSC의 전략 /
根
인도네시아 경제구조조정의 현황과 성과 /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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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북한정책 변화 전망 /

남북정상회담과 러시아 - 북한 관계 변화 / V. Tkachenko

세계경제 Focus
국제금융체제 개편: 과대채무기관(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규제와 관련하여 /
최근 세계화 추세에 대한 찬반론과 국제금융체제에의 시사점 /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변화와 시사점 /
WTO의 1999년도 무역발전 평가와 2000년도 무역 전망 /
미국의
농산물 통상압력과 대응방안 /

2000

지역문제 Close-up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추진방향 /
정보기술(IT)산업의 성장과 신경제 / �

KIEP세계경제
2000년8월호

KIEP세계경제
2000년9월호

세계경제 Focus
역외금융센터의 현황 및 건전성 규제방안 논의 /
최근 유로권 경제회복 추이 및 향후 전망 /
지역문제 Close-up
∙미 자동차 통상마찰의 배경과 향후 과제 / 金
태국의 역외금융센터 현황과 운영과제 / 權耿
남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 /
카스피해 에너지수송체계 개발을 둘러싼 최근 변화 분석 / 金
중∙동구 주요국의 경제성장 가속화: 원인과 전망 /

특별기고: ∙러 수교 10주년을 기념하며
∙러시아 관계의 현재와 미래 /
세계경제 Focus
최근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채가산금리 비교 /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 EU의 정책동향 및 전망 /
미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 EU의 무역장벽보고서를 중심으로 / 金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개선방향 /
坤
지역문제 Clos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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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쇠고기수입 관련 WTO 패널 판정 및 시사점 /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

증가의 특징 및 원인 분석 / 南

∙

유럽 증권시장의 활성화 및 통합화 추이와 향후 전망 /
최근 필리핀 경제불안 요인과 전망 / 權耿

특별: 제3차 ASEM 정상회의 종합점검

KIEP세계경제
2000년10월호

제3차 ASEM 정상회의 목표와 과제 /
ASEM 경제협력분야의 발전방향 /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정치∙안보분야 과제 /
ASEM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분야의 의제 /

지역문제 Close-up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최근 독일 경제와 유로 의 추이 /
남미자유무역지대 추진경과와 출범 전망 / 權奇

∙

특집: 브루나이 ASPC 정상회의의 현안과 과제

KIEP세계경제
2000년11월호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의 의제와 정상외교 추진방안 /
APEC 역내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과제 /
APEC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기여: WTO 뉴라운드 논의를 중심으로 /

세계경제 Focus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SMEs) 전자상거래 이용현황 및 시사점 /
WTO 농업협상현황 및 전망－각국제안서를 중심으로 /
UNCTAD 세계투자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특별기고
1990년대 후반 중국의 부패문제와 경제발전－부패가 유발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추계 /
鋼

2000

세계경제 Focus
최근 고유가의 원인과 향후 전망 /
미국의 WTO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평가－최근 5년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 金
외환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전략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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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Close-up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
북한개성공단 설치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 경쟁우위 지속가능성 /
최근 중동평화협상의 주요 이슈와 향후전망: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

특집: 2001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KIEP세계경제
2000년12월호

2001년 세계경제전망
200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金
2001년 국제금융시장 전망 /
2001년 세계무역환경 전망 /

∙
�均

2000

2001년 국제원자재시장 전망 /

2001년 지역별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
북미 / �
일본 /
서유럽 /
동남아 / 權耿
러시아 / 金
중남미 / 金
남아시아 /
∙중동 /
∙

중국 /
중∙동구 /
오세아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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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9년 대외경제정책 방향

KIEP세계경제
1999년1월호

세계경제 Focus: 1999년 분야별 대외경제정책 방향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과 대응과제 /
수출촉진 및 경상수지흑자기조의 정착을 위한 대응 /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 및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 / 金
지역문제 Close-up: 1999년 지역별 대외경제정책 방향
미국∙캐나다 /
∙
일본 /
∙
EU /
중국 /
∙
러시아 /
동남아 /
국제경제동향
국제금융시장동향 ■동향 및 분석
국제상품시장동향 ■ 價
국제기구동향
■WTO

■환율

■ 價

■OECD

■IMF

■World Bank APEC

■동남아

■서남아

■서유럽

■CIS

■원자재가격

■중∙구

통계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실적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KIEP세계경제
1999년2월호

세계경제 Focus
1999년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 통상관계 전망 /
브라질 금융위기 극복의 정치경제적 한계 / 金
∙權奇
유로 출범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목표환율대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의 의의와 시사점 /
지역문제 Close-up
미국 주식시장 활황세 지속 가능성 / 金
∙�
일본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및 파급효과 분석 /

∙

∙金

1999

지역경제동향
■중국∙대만∙홍콩 ■일본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금리

중남미 /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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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南 經 의 과제 /

∙

러시아의 최근 외채재조정 동향과 전망 /
EMU 출범의 중∙동구 경제에 대한 영향 /
금융위기 이후 인도경제의 위상변화와

KIEP세계경제
1999년3월호

인도 진출전략 /

세계경제 Focus
WTO 환경/무역 연계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
∙
미국경제의 잠재불안 요인과 성장지속 가능성 / �
∙�
통상법�슈퍼301조�의 부활배경과 시사점 /
신흥시장의 자본흐름 동향과 향후 전망 /
∙金
세계 각국 환율제도의 차이점과 운용현황 /
세계 외환시장의 선물환거래 현황 /

1999

지역문제 Close-up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구조조정 과제 /
∙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 金 根
일본 금융기관의 구조재편 현황과 전망 /
유로 출범 2개월의 평가 및 전망 /
∙
한국의 CIS 지역 수출현황과 증진방안 /
중동 경제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KIEP세계경제
1999년4월호

특별좌담회
일본의
경제협력정책 변화와 그 배경
세계경제 Focus
開 國의 채무불이행 증가와 대외채권 정리방안 / 權
OPEC의 추가 원유감산 추진동향과 향후 價 전망 /
최근 ‐EU간 무역분쟁의 현황 및 배경 / 景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
∙
지역문제 Close-up
최근 미국의 거시정책 방향과 경제 전망 / �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가
에 미치는 영향 /
∙
브라질의 지방재정위기와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논란 / 金
중남미 주요국의 브라질위기 파급 대응책 / 權奇 ∙金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정책 평가와 최근 경제정책 변화 /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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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EU 4국의 EMU 가입 전망 /
러시아의 국채재조정 협상: 현황과 전망 / 金
루마니아 경제위기와 디폴트 가능성 /
최근 뉴질랜드 경제침체 원인과 향후 과제 / 權耿

KIEP세계경제
1999년5월호

세계경제 Focus
미야자와 구상의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
∙金
의 통화정책과정과 향후 전망 /
일본정부의 장기불황 극복 대책과 평가 /
APEC 투자자유화 현황 및 투자박람회의 의의 / 金
∙
根
期 농산물 협상전망과 대응과제: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

지역문제 Close-up
러시아 특집: 21세기

∙러 협력과 러시아의 미래

國의 WTO 가입이 ∙ 경협에 미치는 영향 /
금리인하 이후 EU 경제의 과제 및 전망 /
중남미 지역의 통화제도개편 논의 및 도입 전망 / 金
대만 중소기업의 당면문제와 정부의 대응 /
인도의 정치불안 장기화 가능성과 경제적 파장 /

KIEP세계경제
1999년6월호

∙

세계경제 Focus
1990년대 경제의 고성장-저물가 장기화 요인 분석 / �
아시아∙유럽 비전그룹리포트 경제분야 정책권고안 검토 /
통신산업의 국경간 M&A 증가 배경과 전망 / 金 根
APEC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 현황 및 향후 전망 /
1999년 OECD 각료이사회의 결과 및 시사점 /
根
지역문제 Close-up
미국시장에서의 ∙ 경쟁관계 분석 /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홍콩경제 현황과 전망 /

1999

∙러 관계의 과거와 미래 /
러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金
러시아의 양대선거와 局의 방향 / 久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의 은행구조조정 추진동향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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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가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 金
회복기에 접어드는 태국경제 / 權耿
러시아의 최근 수입규제제도 변화 /

∙金

코소보 사태가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추이 분석 / 權奇

KIEP세계경제
1999년7월호

세계경제 Focus
미국 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과 파급효과 /
∙
困國들의
輕減 논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坤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 APEC 논의를 중심으로 /
WTO 가입협상의 현황과 문제점 /
國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

1999

지역문제 Close-up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및 國에의 시사점 /
중국의 수출부진 원인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
금년 상반기 유로 약세 원인과 향후 전망 /
스테파신 내각의 출범과 최근 러시아의 경제상황 /
멕시코 예금보호제도 발전과정과 문제점 / 金

KIEP세계경제
1999년8월호

세계경제 Focus
제7차 APEC 정상회의의 과제와 전망 /
세계금융산업의 M&A 사례별 특징 / 金 根
국제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시장 거래현황과 향후 전망 /
주요국의 최근 장∙단기 금리 추이 /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검토 /
지역문제 Close-up
일본의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
EU 경제의 구조개혁과 향후 경제회복 전망 /
정보기술산업의 급성장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 /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금융시장 개방 전망 /
根
최근
의 금융시장동향과 금융개혁과제 /
총선 이후 인도네시아 정세와 경제 전망 / 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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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1999년9월호

세계경제 Focus
APEC 경쟁원칙 제안의 배경과 시사점 /
京
WTO 무역원활화 논의 현황과 전망 /
다자체제하에서의
開 國 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
국제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 金
세계 자동차산업의 M&A 사례별 특징과 향후 전망 / 金 根
지역문제 Close-up
중국의 농업발전 현황 및 식량수급 전망 /
말레이시아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
호주의 상품세(GST) 도입과 한국의 대응방안 / 權耿
유로 출범 이후 EU 수출실적 평가 및 향후 전망 /
발칸지역의 경제재건사업 추진현황과 시사점 /
브라질-아르헨티나 통상분쟁 / 權奇

1999

KIEP세계경제
1999년10월호

세계경제 Focus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역할 /
坤
엔/달러 환율의 중장기적 추세와 향후 전망 /
APEC 식량체계(Food System)의 논의동향과 향후 과제 /
OECD 국가들의 公企
추진현황 /

∙

지역문제 Close-up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歐 금융기관의
진출 가속화 - 일본의 대규모 금융재편에 따른 영향 분석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재정흑자 배경과 향후 운영논의 / �
∙베트남 관계와 베트남의 WTO 가입 전망 / 權
인도 총선 이후 차기 정부의 정국안정 가능성 및 경제정책 방향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 평가와 경제발전 전망 /

특 집: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KIEP세계경제
1999년11월호

WTO 뉴라운드의 의의와 전망 /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
서비스협상의 전망과 대책 / 金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 /

敎∙ 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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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Focus
전략적 제휴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최근 주요국의 금리추이와 한국 외평채 가산금리 /
외환위기 이후 자본통제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시사점 /
국제 직접투자의 세계적 흐름과 의의 /
세계 석유산업의 M&A 실태와 향후 전망 / 金 根

1999

지역문제 Close-up
한국기업의 북한 진출 현황과 전망 /
싱가포르의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육성전략과 시사점 /
러시아의 WTO 가입 관련 주요 이슈와 國에의 시사점 /
터키 지진피해의 경제적 영향과 ∙터키간 경협증진방안 /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전망 / 權奇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 전망과 시사점 /

KIEP세계경제
1999년12월호

∙

∙金

세계경제 Focus
‘지역감시체제’의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
∙
根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루마니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례 /
∙

坤

최근 유가급등의 배경과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 정보산업의 M&A 현황과 향후 전망 / 金 根
OECD의 한국 규제개혁 평가와 정책제안 / 金

특별기고: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과제 /
지역문제 Close-up
일본의 금융재편과 기업집단의 계열지배구조 변화 /
ASEAN 주요국의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 /
금융개혁법 제정의 배경 및 시사점 / �
마카오 반환에 따른 중국의 정책변화와 시사점 /
∙
인도네시아
이후 주요현안과 개혁과제 / 權
유로 출범 1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
∙
유고연방의 최근 정치∙경제동향과 연방체제의 변화가능성 /
최근 멕시코의 경제안정 배경과 전망 /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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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세계경제
1998년10월호
(창간호)

창간사
월간�KIEP세계경제�를

刊하며 /

景

특별기고
급변하는 세계경제: 21세기를 향하여 / 야마자와 이뻬이( 江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전망 / 토미 코(Tommy Koh)

)

세계경제 Focus
금융위기의 확산과 세계불황의 가능성 /
3 의 경제적 효과 /
∙
敎∙
지역문제 Close-Up
특집: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진단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전망 /

∙

일본의 금융개혁 추진방향과 경제 전망 /

∙

중남미로의 금융위기 확산과 주요국의 대응정책 / 金
홍콩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 /

국제경제동향
국제금융시장동향 ■동향 및 분석
국제상품시장동향 ■ 價
국제기구동향
■WTO
지역경제동향
■중국∙대만∙홍콩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1998

동남아 금융시장과 외환규제의 향방 / 權
∙南

■금리

■환율

■ 價

■IMF

■World Bank

■APEC

■북미

■원자재가격
■OECD

■일본

■동남아

■서남아

■서유럽

■CIS

■중∙동구

■오세아니아

통계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실적
한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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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Focus

KIEP세계경제
1998년11월호

특집: 쿠알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의 주요의제와 대응방안
APEC 정상회의의 주요현안과 대응방안 /
APEC 자발적 분야별조기자유화의 논의현황과 대응방안 /
APEC 경제∙기술협력의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

敎

APEC 금융협력의 주요과제와 대응방안 /
APEC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 /
러시아의 APEC 정책 분석과 전망 /

∙

1998

지역문제 Close-up
∙ ∙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
∙
아시아∙중남미 경제관계의 발전과 지역간 협력과제 / 金
ASEAN 투자지역(AIA) 창설의 의미와 경제통합 전망 / 金寬
최근 ∙ 경제교류 변화추세와 전망 /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인도차이나 經 圈에 미치는 파급효과 /
유럽 좌파정부와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갈등 /
∙
러시아 프리마코프 內閣의 경제정책과 러시아 경제전망 /

특별좌담회:

KIEP세계경제
1998년12월호

∙ ∙

경제협력방향과

∙金

國의 대응

특집: 1999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 Focus
1999년 세계경제의 총괄적 전망 /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1999년 전망 /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 /
∙
유로 출범의 거시적 파급효과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직접투자의 흐름과 향후 전망 /
지역문제 Close-up: 1999년 지역별 경제 전망
북미 / �
∙�
∙
일본 /
∙
중국∙홍콩∙대만 /
∙
∙
중남미 / 金
러시아 /
남아시아 /
∙
/

EU /
동남아 /
중∙동구 /
오세아니아 / 權耿

현안자료

오늘의
세계경제

362

09-01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정성춘

2009년
오늘의세계경제

09-02 G-20 체제의 주요과제와 대응방향 / 오용협∙김연실
09-03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현황 및 시사점 / 정지원∙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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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윤덕룡∙오승환
09-08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 정 철∙오용협∙김연실
09-09 제3기 김정일 체제의 특징과 2009년 예산평가 / 조명철∙김지연
09-10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수지 변동 원인과 시사점 / 정 철∙서진교∙김정곤
09-11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 이승신∙양평섭
09-12 최근 유엔(UN)의 대북제재 동향과 전망 / 조명철∙김지연
09-13 주요국의 전략산업 FDI 규제동향과 시사점 / 현혜정

2009

09-14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 이재영
09-15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 의의와 시사점 / 오용협∙오승환
09-16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홍익표∙이종운
09-17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 및 전망 / 이인구∙오승환∙허 인
09-18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대책과 시사점 / 이형근
09-19 최근 유가상승의 요인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허 인∙김연실
09-20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강유덕
09-21 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정성춘
09-22 2009년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전망 / 오용협∙이인구∙오승환∙김연실∙허 인
09-23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
김준동∙김혁황∙김민성∙이경희∙현혜정∙서진교∙정 철∙김정곤

09-24 2009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 세계지역연구센터
09-25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 현황 및 시사점 / 김한성∙김민성
09-26 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손기태∙강유덕∙김민희
09-27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 이종운
09-28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박월라∙박현정∙배승빈
09-29 저출산의 국제비교-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손기태∙김민희
09-30 초저금리하에서의 주요국 통화정책 현황과 시사점 / 이동은∙박영준
09-31 일본 민주당 신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김규판∙이형근
09-32 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 조충제∙이준규∙송영철
09-33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 윤덕룡∙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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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4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 양평섭∙나수엽
09-35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정지원ㆍ박수경
09-36 최근 두만강지역 개발 동향과 정책 시사점 / 조명철ㆍ이종운
09-37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시사점 / 윤덕룡ㆍ오승환
09-38 최근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실태와 전망 / 김양희ㆍ김은지
09-39 TBT(무역상 기술장벽) 관련 WTO 내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장용준ㆍ남호선
09-40 2010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금융시장 / 오용협ㆍ오승환ㆍ김연실ㆍ허 인
09-41 2010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통상환경 / 김준동ㆍ김혁황ㆍ이경희ㆍ현혜정ㆍ김흥종ㆍ김정곤
09-42 2010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지역경제 / 세계지역연구센터

08-0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혜정ㆍ강준구ㆍ김준동ㆍ김혁황ㆍ정형곤

2008년
오늘의세계경제

08-02 한ㆍ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 최낙균
08-03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08-05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과제 / 오용협ㆍ김연실
08-06 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향후 전망 / 권 율ㆍ정지선
08-07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경제의 향방 / 이인구ㆍ신종협ㆍ오승환
08-08 2008년도 북한 대외경제 전망 / 조명철ㆍ홍익표
08-09 일본의 대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 김양희
08-10 아프리카 석유자원 개발 잠재력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ㆍ허윤선
08-11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에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 / 김한성ㆍ배희연
08-12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08-13 중국 경제 리스크 진단과 전망 / 이승신ㆍ박현정
08-14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 이재영ㆍ신현준
08-15 미국의 경기변화가 한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 / 송원호ㆍ이인구ㆍ오승환
08-16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 / 이인구 외
08-17 중국ㆍ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 김한성ㆍ여지나
08-18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 권 율∙박수경
08-19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정현곤∙나승권
08-20 중국 쓰촨성 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박현정∙방호경∙오승환
08-21 DDA협상: 농업, NAMA 세부원칙 의장수정안의 평가와 시사점 /
서진교∙박지현∙송백훈

2008

08-04 인도의 최근 FTA 정책 변화와 시사점 / 이순철ㆍ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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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국제사회의 MDG 이행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 권 율∙박수경
08-23 일본의 고령자 취업 현황과 시사점 / 이형근
08-24 최근 재부각되고 있는 서브프라임발 신용위기 평가 / 신종협∙오승환
08-25 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관계와 시사점 / 박복영
08-26 미국의 2008년 농업법과 DDA 협상에의 시사점 / 정지원
08-27 비핵화 진전이 북한의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홍익표
08-28 WTO의 DDA 협상 결렬의 평가와 향후 전망 / 서진교
08-29 2008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국제금융시장과 경제성장 /
안형도∙윤덕룡∙송원호∙김종혁∙오승환∙김연실

08-30 2008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 /
이준규∙김종혁∙고희채∙김균태∙정성춘∙이형근∙이승신

08-31 2008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 서진교∙정철∙김준동∙김혁황∙이경희∙송백훈
08-32 2008 신흥경제 5대 포커스 /

2008

김한성∙최윤정∙ 황지영∙권기수∙배희연∙정성춘∙정재완

08-33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과 시사점 / 정성춘
08-34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 정형곤∙방호경
08-35 국제사회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과 시사점 / 권 율∙정지선
08-36 미국 금융시장 위기대책: 배경, 효과, 전망 / 윤덕룡∙오승환
08-37 원화국제화 확대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과제 / 이인구∙오용협∙김연실
08-38 통화스왑라인 개설과 시사점 / 윤덕룡∙송원호∙오승환
08-39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대응 / 이준규∙고희채∙오민아∙김종혁
08-40 세계 각 지역, 국가별 경제성장 전망 / 이준규∙박영호∙권기수∙박복영∙정성춘∙정재
완∙최윤정∙김균태∙박철형∙고희채∙이승신∙허윤선∙황지영∙김종혁

08-41 엔화강세의 전망과 파급영향 / 윤덕룡∙오승환
08-42 한ㆍ페루 FTA 협상개시 의의 및 대응방향 / 정철∙권기수∙임혜준
08-43 도하 개발재원회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정지원∙정지선
08-44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
오용협∙조종화∙윤덕룡∙송원호∙이인구∙오승환∙김연실

08-45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
서진교∙정철∙현혜정∙송백훈∙정여천∙김혁황∙이경희

08-46 2009년 세계경제전망: 세계지역경제 /
미주팀∙일본팀∙유럽팀∙동서남아팀∙중국팀∙아중동팀

08-47 후쿠오카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 정형곤∙오용협∙김연실∙노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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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최근 영국경제 호조의 원인과 정책 시사점 / 김흥종ㆍ김균태

2007년
오늘의세계경제

07-02 중ㆍ파키스탄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여지나
07-03 2007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 조명철ㆍ홍익표ㆍ정승호
07-04 미 행정부의 TPA 갱신 요청과 한ㆍ미 FTA / 이홍식ㆍ이경희
07-05 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서진교ㆍ박지현
07-06 미ㆍ중 경제전략대화: 중국위협론에서 중국책임론으로 / 지만수
07-07 오일머니 2조 달러, 어떻게 사용되나? / 박복영
07-08 태국 통화절상으로 유발된 동아시아 외환위기론 평가 / 신종협ㆍ이재호
07-09 외환보유 1조 달러 시대의 중국 외환관리정책 전망과 시사점 / 양평섭ㆍ이인구
07-10 일본의 고용 관련 법률 개정의 최근 동향과 의미 / 정성춘
07-11 북핵과 북ㆍ미 경제관계 전망 / 조명철ㆍ정승호
07-12 2007년 중국 정부공작보고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지만수ㆍ나수엽
07-13 2007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 / 이인구
07-14 2006년 대중 무역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 박현정
07-16 글로벌 불균형: Time for Action / 양두용ㆍ이준희
07-17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대량살상무기) 해체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의 시사점 /
정형곤ㆍ박철형ㆍ나승권

07-18 한ㆍ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김한성
07-19 미ㆍ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의 배경과 시사점 / 지만수ㆍ나수엽
07-20 최근 뉴질랜드 연금개혁과 시사점 / 배희연
07-21 대중남미 수출급증 배경 분석과 향후 과제 / 권기수
07-22 북핵과 북ㆍ중 경제관계 전망 / 조명철ㆍ정승호
07-23 일본ㆍ태국 EPA의 내용 및 시사점 / 김한성ㆍ이재호
07-24 일본 농업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 정성춘ㆍ김은지
07-25 중ㆍ동구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3주년 평가 / 김흥종ㆍ이철원
07-26 동아시아의 저축-투자 불균형과 역내투자 확대의 필요성 / 오용협ㆍ이인구
07-27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 양평섭
07-28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 (2007년 1분기) / 이인구
07-29 헤지펀드의 규제 동향과 시사점 / 송원호ㆍ오승환
07-30 한ㆍ미 FTA 비준에 대한 미 의회의 움직임과 그 시사점 / 성한경
07-31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 조명철ㆍ김지연
07-32 한ㆍ미, 한ㆍ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 송백훈ㆍ이준규ㆍ김흥종ㆍ서진교

2007

07-15 급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콜센터 아웃소싱산업과 시사점 / 정재완ㆍ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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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3 국경간 M&A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 현혜정
07-3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와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 / 정성춘ㆍ김은지
07-35 DDA협상: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세부원칙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서진교ㆍ송백훈ㆍ박지현ㆍ김정곤

07-36 글로벌 유동성 축소되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보는 시각에서 /
양두용ㆍ이인구ㆍ신종협

07-37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조미진ㆍ박현정
07-38 인도 IT 아웃소싱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시사점 / 최윤정
07-39 호주의 자원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전략 / 김한성ㆍ배희연
07-40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SOC 개발 및 기대효과 / 정형곤
07-41 중국ㆍ인도 산업 및 교역구조 비교 / 이순철ㆍ양평섭
07-42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 조명철
07-43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2007년 2분기) / 이인구
07-44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 자본 흐름 변화 및 시사점 / 송원호ㆍ오용협ㆍ오승환

2006

07-45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의 정세와 전망 / 박복영ㆍ박철형
07-46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공정별 분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안형도ㆍ방호경
07-47 세계 주요국의 해외 M&A 사례와 정책 / 이순철
07-48 중국의 꿈?: 과학적 발전관의 내용과 의미 / 지만수
07-49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07-50 아프리카 개발은행 신탁기금 현황과 시사점 / 권 율ㆍ정지선
07-51 세계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총괄 / 이인구
07-52 발리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정성춘

06-01 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이홍식∙이창수∙이경희
06-02 김정일 위원장의

2006년
오늘의세계경제

과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전망 / 정형곤

06-03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및 교육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정재완
06-04 한ㆍ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 이순철∙최윤정
06-05 태국의 의료서비스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정재완∙홍수연
06-06 호주 자원개발 확대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 / 김한성
06-07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변화: 배경과 시사점 / 은종학
06-08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 / 정성춘
06-09 일본 금융정책 변화의 영향 및 대응과제 / 정성춘
06-10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정책과 시사점 / 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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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이란 핵문제와 국제유가 전망 / 박복영
06-12 중국의 환율변동폭 확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이인구
06-1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도출 실패와 향후 전망 / 서진교

05-01 최근 고유가와 1970년대 오일쇼크의 비교 / 박복영∙송원호
05-02

2005년
오늘의세계경제

-헝가리 정상회담: 양국간 IT산업 협력증진의 계기 / 이철원

05-03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과 경제협력정책상의 의미 / 권기수
05-04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본 영화시장 개방 / 윤미경∙윤창인
05-05 일본의 전기전자 대기업의 특허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
05-06 프랑스 주35시간 법정 근로제 완화의 시사점 / 김흥종∙오형범
05-07 중국 WTO 가입 3주년의 평가와 전망: 서비스 분야 양허안 이행을 중심으로 /
김은국∙여수옥

05-08

- ‘전략적 동반자 관계’배경과 전망 / 최윤정

05-10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 미국ㆍEU 사례와 시사점 / 임혜준∙박혜리
05-11 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 박지현
05-12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 김흥종∙김균태
05-13 중동 오일달러의 규모와 그 파급효과 / 박복영
05-14 “일본 21세기 비전”을 통해 본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 정성춘
05-15 최근 미국경제 성장률 저하 원인 분석 및 전망 / 이준규
05-16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 송영관
05-17 국내 기업 주주로서의 외국 자본 : 주요 쟁점 검토 / 양두용
05-18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과 대응방향 / 지만수
05-19 일본-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 정성춘∙권 율
05-20 유럽지역의 주요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윤창인
05-21 프랑스, 네덜란드 EU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 / 김흥종∙오형범
05-22 한ㆍ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협력방향 / 정성춘
05-23 석유를 매개로 아시아와 중동간 관계강화 / 박복영
05-24 쌀 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박지현
05-25 한ㆍ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 김흥종
05-26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의 시사점 / 양두용∙이인구∙김권식
05-27 한ㆍ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 이홍식∙이경희

2005

05-09 한ㆍ일 김 수입쿼터 분쟁의 패널 설치와 향후 전망 / 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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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준규∙김진오∙나수엽
05-29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부결의 의미와 영향 / 정성춘
05-30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추이와 시사점 / 정성춘
05-31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호진∙나수엽
05-32 일본 총선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 정성춘∙김은지
05-33 고유가의 경제적 충격과 주요국의 대응 / 박복영∙송원호 외
05-34 최근 중국의 무역흑자 급증 배경과 시사점 / 이인구
05-35 2005년 하반기 이후 미국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 / 이호진
05-36 세계경제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동아시아 환율정책 협조 / 조종화
05-37 16기 5중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 11차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지만수
05-38 2006년 국제유가를 좌우할 주요 변수와 전망 / 박복영
05-39 최근 미국의

오만ㆍ태국 FTA 협상 분석 및 시사점 / 이준규

05-40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과 전망 / 권 율∙이창수

2004

05-41 중국의 최근 외환제도 개혁추이와 2006년도 환율 운용 전망 / 은종학
05-42 홍콩 각료회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강문성
05-43 2006년 세계경제 전망 및 통상환경 / 이준규∙나수엽
05-44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ㆍ

간 주도권 경쟁양상 및 시사점 / 박영호

04-01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김준동∙강준구
04-02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김준동

2004년
오늘의세계경제

04-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송유철∙박지현
04-04 미국-호주 FTA 평가 및 시사점 / 최윤정
04-05 EU의

보복관세 부과의 배경과 시사점 / 김흥종∙박영곤

04-06 일ㆍ멕시코 FTA 체결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 이홍배∙김은지
04-07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최근 유가상승 요인 분석 / 박복영
04-08 호주-태국 FTA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권 율∙권경덕
04-09 미국의

리비아 경제제재 완화 배경 및 의의 / 박영호

04-10 2004년 5월 1일 EU 25개국으로 확대 / 김흥종∙박영곤
04-11 최근 중국경제 동향(“중국발 쇼크”관련 )과 시사점 / 조현준
04-12 유럽이사회, EU 헌법안 최종 확정 / 김흥종∙박영곤
04-13 일본의“지적재산전략”변화와 시사점 / 정성춘
04-14 미국 연준리의 금리인상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 나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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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EU집행위, 프랑스의 알스톰
04-16

國, 석유확보 위해

보조금 승인 / 김흥종∙강문성

진출 본격화- 중국-GCC 간 FTA 추진 합의 / 박복영

04-17 DDA 농업협상 초안 평가 및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창수∙박지현
04-18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의 의의와 향후 전망 / 강문성
04-19 2004년 하반기 대외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 / 전종규
04-20 최근의 위안화 절상 논란과 절상 가능성 / 지만수
04-21 Bush 재선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 / 이준규
04-22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 강준구∙박지현

03-01 2003년도 북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홍익표

2003년
오늘의세계경제

03-02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전철화 사업 완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
김유정∙하유정

03-03 미국『2003년 무역정책의제와 2002년 연례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03-04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석유시장의 변화 / 박복영
03-05 미-이라크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박복영∙이장규∙강삼모∙김양희∙
김흥종∙정재완∙나수엽∙김권식∙하유정

03-06 이라크 전쟁 직후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 / 강삼모∙김권식
03-07 이라크전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 / 나수엽

03-08 이라크전

이후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 박복영

03-09 이라크전

이후 EU경제의 향방 / 김흥종∙백웅재

03-10 WTO 서비스협상 교육분야 1차 양허안 제출의 배경과 정책과제 / 김준동∙박순찬
03-11 이라크전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조현준
03-12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1차 양허안 평가와 향후 과제 / 김준동
03-13 이라크전 이후 일본 경제의 동향과 전망 / 김양희∙김은지
03-14 이라크전 발발 이후 동남아경제의 동향과 전망 / 권 율∙정재완∙권경덕
03-15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예비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강문성
03-16 WTO 농업협상 세부방식 시한내 타결실패와 이에 따른 향후 협상전망 / 송유철
03-17 이라크 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하유정
03-18 북한의 공채발행 배경과 향후 효과 전망 / 윤덕룡
03-19 이라크 전후 재건과정 및 재건비용 / 박복영
03-20 중동구 10개국 EU 가입조약 서명과 EU 확대의 전망 및 시사점 / 김흥종∙백웅재
03-21 중국경제 1/4분기 실적과 SARS 영향 및 시사점 / 조현준

2003

강문성∙김홍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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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미국경제의 1/4분기 실적과 향후 경기전망 / 강문성
03-23

∙싱가포르 FTA 체결을 통해 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과 시사점 / 정재완

03-24 미국의

중동 FTA 수립 제안의 배경과 시사점 / 박복영∙김흥종

03-25 IMD의 2003 국가경쟁력 평가방식의 문제점과 시사점 / 이형근
03-26 UN의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의 내용과 의미 / 박복영∙배희연

03-27 최근 달러화 약세추이와 적정 원화환율 / 감삼모∙김권식
03-28 미국 연준리의 금리인하와 하반기 미국 경기 전망 / 전종규
03-29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향후 경제협력의 방향 / 지만수∙서창배
03-30

경제의 2/4분기 실질GDP성장률과 향후 경기전망 / 나수엽

03-31 로커비사건 해결 이후 리비아경제 전망 - 한국의 건설부문 진출에 대한 시사점 /
박복영

03-32 칸쿤 각료회의 문서 초안 수정안의 농업분야 주요 내용 및 평가 / 박지현
03-33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안형도∙방호경
03-34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 이홍식∙김종혁

2002

03-35 WTO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과 향후 전망 / 최낙균
03-36 이라크내 테러사태가 재건에 미치는 영향 / 배희연
03-37 고이즈미 2기 내각의 출범과 주요 정책과제 / 이홍배∙김은지
03-38 최근 원화환율 하락의 원인과 대응전략 / 강삼모∙김권식
03-39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내용과 의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 이홍식∙방호경
03-40 ASEAN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발리협약 Ⅱ를 중심으로 / 권 율∙권경덕
03-41 최근 네덜란드의 임금동결 합의 배경과 시사점 / 김흥종∙김균태
03-42 태국의 최근 FTA 추진 동향 : 태국-호주, 태국-인도 FTA를 중심으로 /
권경덕∙최윤 정

03-43 이라크 인프라 복구사업 동향 및 전망 / 박복영
03-44 ASEAN, ASEAN-중국, ASEAN-일본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물류공조체제
논의 동향 / 이홍식∙방호경
03-45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의 의미와 전망 / 정성춘∙김은지
03-46 일본-ASEAN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권 율
03-47 2004년 세계경제전망 / 전종규

02-01 2002년도 북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홍익표

2002년
오늘의세계경제

02-02 엔저가 과연 일본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 강삼모
02-03 ASEM 고베 연구프로젝트 관련 워크샵: 금융협력 및 경제동향점검 강화 / 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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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國經 에 대한 바닥 � 과

: W자형(Double-Dip)전망의 허와 실 /

강문성∙나수엽

02-05 엔저가 동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 강삼모
02-06 아프가니스탄 재건회의: 성과와 향후 전망 / 최윤정
02-07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변동과 동조화 현상 / 강삼모∙김권식
02-08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통상 현안 / 양준석∙김홍률
02-09

-

정상회담 이후

02-10 중국 위안

-

및 南-

관계 전망 / 조명철∙이종운

환율 평가절하 할 것인가? / 강삼모∙김권식

02-11 미국 부시행정부의 201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 양준석∙김홍률
02-12 최근 유가 상승의 배경과 향후 전망 / 김흥종
02-13 동아시아의 지역통화협력체 구상 / 조종화
02-1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의 결과 분석 / 홍익표∙이종운
02-15 일본경제의 바닥론 관측에 대한 점검 및 회복 가능성 여부 / 이홍배∙김은지
02-16

國經 의 景氣

: 지난 1�2월경에 경기저점 통과 / 강문성∙나수엽

02-18 일본 고이즈미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 정인교
02-19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점검 및 전망 / 강문성∙나수엽
02-20 최근 원화 강세의 원인과 전망 / 강삼모∙김권식
02-21 아프리카연합(AU)과 NEPAD 프로그램의 출범: 향후 과제와 전망 / 김흥종
02-22 중국의 유통업 개방 가속화와 외국기업의 진출동향 / 조현준
02-23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 송유철∙박지현
02-24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 윤덕룡∙이형근
02-25 미국 무역증진권한(TPA)의 도입과 시사점 / 강문성∙나수엽
02-26 한중 경제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 지만수
02-27 9.11테러사태 이후의 미국경제와 향후 전망 / 강문성∙나수엽
02-28 중국 승용차산업, 개방확대와 함께 경쟁력강화 추구 / 조현준
02-29

∙

정상회담의 성과와 경제협력의 과제 / 김은지∙이종운

02-30 제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성과와 향후과제 / 김흥종∙박영곤
02-31 신의주 경제특구의 설립 배경 및 향후 발전과제 / 홍익표
02-32 인도 IT 산업의 부상과 한∙인도 협력과제 / 김흥종∙최윤정
02-33 아일랜드의 니스조약 비준에 따른 2004년 EU 확대 현실화 / 이철원∙박영곤
02-3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 정인교
02-35 브라질

결과와 향후 경제전망 / 권기수

2002

02-17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내용 및 쟁점 검토 / 이종화

372

02-36 미국 연준리의 금리인하와 중간선거결과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강문성
02-37

,「종합디플레이션대책」발표: 기득권 반발로 개혁성 후퇴 /
김양희∙이홍배∙김은지

02-38

∙싱가포르 FTA: 경제적 효과 및 고려사항 / 정인교∙정재완

02-39 16 에 나타난 중국의 21세기 경제전략과 시사점 / 지만수

01-00 미국 테러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 강문성

2001년
오늘의세계경제

01-01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와 최근 미국 통상정책 동향 / 양준석∙김홍률
01-02 미국경기, 올 4/4분기부터 V자형 회복 전망 / 강문성
01-03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가능성 희박 / 정재식∙이장규
01-04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정인교∙이경희∙권기수
01-05 과연

國은

期

를 겪을 것인가 / 김양희∙강문성

2001

01-06 미국경제동향: 금년 1/4분기 GDP 성장률 발표 / 강문성
01-07 2001년 슈퍼301조 보고서 분석 / 양준석∙김홍률
01-08

연준리 0.5% 포인트 �

/ 강문성

01-09 한-미 FTA에 대한 미국 기업의 입장과 정책시사점 / 정인교
01-10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실태와 전망 / 김양희
01-11

행정부의 FTA 정책과 노동의 연계 동향 / 양준석∙김홍률

01-12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방안 / 양준석∙김홍률

01-13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의 역할과 시사점 / 윤덕룡
01-14 중국 WTO 가입의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과 정책시사점 / 정인교∙박상수
01-15 6월 들어

부시행정부 통상정책 움직임 가속화 / 양준석

01-16 최근 외국인투자 부진요인 및 대응방안 / 이성봉
01-17

연준리의 추가금리인하와 하반기 경기전망 / 강문성

01-18 미국 FTA협정과 무역∙환경 연계정책의 새로운 전개 / 윤창인∙양준석
01-19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왕윤종
01-20 최근의 국제통상환경과 향후 전망 / 채 욱
01-21 WTO 뉴라운드 출범 논의 동향 및 전망 / 최낙균
01-22 아프리카연합(AU) 추진 배경과 평가 / 정인교
01-23 최근 신흥시장 위기 현황 및 시사점- 아르헨티나, 터키, 아시아를 중심으로 /
양두용

01-24 중국의 올림픽 유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장규
01-25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신정부의 출범과 정국 전망 / 정인교∙정재완∙권 율∙권경덕

KIEP 발간자료목록(1990-2009) >> 373

01-26 최근 미국경제동향: 2/4분기 GDP성장률 발표 / 강문성
01-27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의 의미와 전망 / 김양희∙김은지
01-28

-러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와 시사점 / 정여천∙하유정

01-29 대만 경제의 침체와 시사점 / 조현준∙오동윤
01-30 최근 미 달러 약세에 대한 평가 / 왕윤종
01-31 미 연준리의 올 7번째 금리인하와 금리인하효과의 제한 가능성 / 강문성∙나수엽
01-32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중국국민경제연구소 판강( 綱) 소장 대담 / 박월라
01-33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조명철∙홍익표
01-34 산업생산을 통해 본 미국의 산업별 경기회복 전망: 舊경제 회복 먼저,
그리고 경제 / 강문성
01-35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영향 및 대응 / 강문성
01-36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조종화
01-37 최근 유럽에서의 Tobin tax 도입 논의에 대한 평가:당분간 논의 지속, 그러나
도입에는 난망 / 윤덕룡∙이형근
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에 관한 설문 조사 / 최의현

01-39 미 연준리의 금리인하와 주식시장 재개 / 강문성
01-40 현지에서 본 중국경제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선택 / 박월라∙최의현
01-41 미테러사태 전개의 시나리오 별 원화환율 전망 / 강삼모
01-42

國의 아프간 空 이 國經 에 미치는
을
으로 / 강문성

: 過去

이

國經 에 미친

01-43 미국의 아프칸 공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강삼모∙김양희∙
김흥종∙강문성∙정재완∙최윤정∙정후영

01-44 최근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원인과 전망 / 김양희∙김은지
01-45 USITC 한-미 FTA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정인교
01-46 일∙싱가포르 FTA, APEC 정상회의 기간중 타결될 듯 / 정인교∙김양희∙권 율
01-47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 왕윤종
01-48 중국, FDI 대규모 유치로 기술도약에 박차 / 조현준
01-49

201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우리의 대응방안 / 양준석∙김홍률

01-50

의

01-51

國經

반도체 덤핑 시비와
침체국면 진입:

/ 이종화

3/4분기 GDP 성장률(추정) -0.4% / 강문성∙나수엽

01-52 아르헨티나 국가채무 디폴트 가능성과 파장 / 권기수
01-53 ASEAN+3 정상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과 정책시사점 / 정인교
01-54

-

통상경제협력포럼의 의미와 시사점 / 김흥종

01-55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정인교

20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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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6 WTO 도하각료회의의 의의와 향후 전망 / 최낙균
01-57 중국의 WTO 가입 의미와 경제구조조정 / 박월라∙최의현
01-58 신의주- 단동 특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조명철∙이종운
01-59 한∙일 FTA는 추진되어야 / 정인교
01-60 최근 한국의 경제여건에 대한 외국계 기관의 평가 /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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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태국 신정부 출범과 경제적 시사점 / 이재호

2008년
지역경제포커스

08-02 2007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시사점 / 이형근
08-03 미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 강화 동향 및 향후 전망 / 박영호ㆍ허윤선
08-04 소시에테 제네랄 금융사건과 프랑스의 보수적 M&A 정책 /
오태현ㆍ오승환

08-05 글로벌 달러 약세, 중동지역 물가 급등 부채질 / 박철형
08-06 중국 지방간부 평가의 환경조항 추가와 시사점 / 이장규ㆍ배승빈
08-07 대만의 차기 총통 당선: 중국ㆍ대만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 박현정
08-08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교역 현황 및 특징 / 방호경ㆍ노유연
08-09 최근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배경과 전망 / 권기수
08-10 유럽의회 50년의 평가와 전망 / 이현진
08-11 동남아 쌀 가격 폭등의 원인 및 전망 / 이재호
08-12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와 향후 전망 / 배희연
08-13 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 정성춘∙배승빈
08-14 베트남 경제 위기설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정재완
08-16 미얀마 신헌법 채택과 향후 정국 전망 / 정재완∙권 율
08-17 유럽 주택경기 하락의 파급효과 및 전망 / 오태현
08-18 2008년 아프리카 주요 선거일정과 경제성장 전망 / 허윤선
08-19 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부결과 전망 / 오태현∙이현진
08-20 러시아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 황지영
08-21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도입과 유로존의 확대 / 이철원∙오태현
08-22 중국 에너지 가격 인상의 배경과 전망 / 박현정
08-23 아르헨티나 국가채무 디폴트 가능성 분석과 전망 / 권기수
08-24 FTA가 태국 자동차 수출 확대에 미친 영향 / 김한성∙이재호
08-25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중간평가와 향후 전망 / 박영호∙허윤선
08-26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이준규∙고희채
08-27 중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전망 / 박현정
08-28 일본정부의 경기후퇴에 대응한 정책 방향 전망 / 김은지
08-29 미국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대응과 전망 / 김균태∙오태현
08-30 미국 금융위기의 동남아 증시에 대한 영향과 전망 / 이재호∙백유진
08-31 미국 금융위기 악화로 인한 중동 주식시장 급락과 평가 / 박철형
08-32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김은지∙정성춘
08-33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양평섭∙나수엽

2008

08-15 페루경제의 성장세와 향후 전망 / 박수완∙이준규

382

08-34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개혁조치 / 권 율∙박수경
08-35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전자무역 구축현황 및 협력방안 / 정형곤∙노유연
08-36 중국 17기 3중전회 경제정책 관련 주요 내용 / 여지나
08-37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원인 및 전망 / 김균태∙오태현
08-38 헝가리 금융위기와 파급 가능성 / 이철원∙오태현
08-39 중동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평가 / 박철형
08-40 한∙러 가스공급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와 과제 / 주진홍∙정여천
08-41 인도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 최윤정
08-42 중ㆍ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여지나
08-43 WTO,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원인과 영향 / 서진교
08-44 뉴질랜드 신정부 출범과 경제정책 / 백유진

2007

08-45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현황과 향후 경제 전망 / 황지영

07-01 급성장하는 러시아 은행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 이광우

2007년
지역경제포커스

07-0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현황과 신(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 신현준
07-03 인도 경제특구(SEZ) 정책과 문제점 / 이순철, 오민아
07-04 중앙아시아의 블루오션, 아제르바이잔: 한국의 경제협력 추진과제 /
이재영ㆍ신현준

07-05 프랑스 1차 대선 결과 및 결선투표 전망 / 오태현
07-06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동향과 시사점 / 정성춘ㆍ이형근
07-07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의 배경과 시사점 / 김한성ㆍ배희연
07-08 중동 산유국의 산업다각화 동향과 평가: UAE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복영ㆍ박철형
07-09 독일경제 호조요인과 지속가능성 분석 / 김균태
07-10 프랑스 사르코지 정권의 경제정책 / 김흥종ㆍ오태현
07-11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논의와 그 시사점 / 성한경ㆍ강준구ㆍ배승빈
07-12 경제교류 통계로 본 한ㆍ중 수교 15주년 / 나수엽
07-13 태국 정정불안의 배경과 경제적 시사점 / 이재호
07-14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현황과 시사점 / 여지나
07-15 2007 미국 Farm Bill과 국내보조 감축 전망 / 정지원
07-16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 권기수
07-17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개선조치: 진출과제 및 시사점 / 권 율ㆍ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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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박현정
07-19 태국의 주요 FTA 추진정책과 자동차산업 전망 / 이재호
07-20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과 향후 과제 / 이준규ㆍ고희채

2007

중국경제현안브리핑
국제금융포커스
대외경제전문가풀토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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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년
중국경제
현안브리핑

09-01

최근 농민공 귀향의 동향 및 지방정부 대응

09-02

최근 중국 민영기업 현황 및 전환 사례

09-03

중국 경제학자 13인의 2009년 전망

09-04

중국의 경제 부처별 2009년 주요 정책 과제

09-05

대만 인력의 (중국)대륙 취업 열기와 현황

09-06

소비권(

09-07

중국 주요 지방정부의 2009년 정책 방향

09-08

중국“가전하향”정책의 확대 시행과 중국 내 반응

09-09

중국 지역별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계획 내용

09-10

중국 2009년 신의료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반응

09-11

해외투자에 대한 중국기업의 의식 조사보고

09-12

중국 도시의 경쟁력 보고

09-13

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의 주요내용과 신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09-14

중국 철강∙자동차∙석유 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

09-15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Ⅰ): 동남 연해지역

券) 발행 현황과 반응

09-16 ‘중국의 신흥 부유 소비층’조사보고
09-17

싱가포르의 대( )중국 개발구 합작투자 현황과 평가

09-18

중국 3대 석유화학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09-19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Ⅱ): 동북 연해지역

09-20

중국기업에 대한 대만 시장개방과 양국 기업 설문조사

09-21

중국 저탄소 성장 전략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09-22

신 중국 60주년 경제사회발전과 변화

09-23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Ⅲ): 서부 지역

09-24

중국의 도시화 및 도시군(

09-25

중.미 타이어 통상 분쟁과 중국 내 반응

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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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경제
현안브리핑

08-01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대한 중국內 반응(2):주강삼각주 및 북경지역

08-02

전문 번역: 중국 에너지 백서“중국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

08-03

중국“주요기능구(

08-04

중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08-05

최근 중국 물가상승과 가격통제 조치

08-06

중국 경제학자 60명의 2008년 전망

08-07

최근 중국 3대 도시의 소비성향 변화

08-08

최근 중국 백색가전 업계의 M&A 현황과 시사점

08-09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08-10

중국 농민 가전구매 보조금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반응

08-11

중국 제2차 전국농업센서스 주요 결과

08-12

중국의“녹색금융”제도 현황

08-13

한국기업의 철수에 대한 중국의 시각

08-14

중국 기업인들의 의식변화: 새로운 사명과 사회적 책임

08-15

경호고속철도(京 高 ) 건설의 주요 내용

08-16

중국 재정체제 개혁방안 논의 동향

08-17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육성 전략과 전망

08-18

중국 상업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발전 현황 및 향후 전망

08-19

총칭시, 중국 최초 내륙보세구 유력

08-20

중국 핫머니 유입 동향 및 향후 전망

能

)”

功能 ) 계획”의 의미 및 내용

)의 평가와 전망

08-22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08-23

중국 지방기업채권 최근 동향 및 관련 논의

08-24

창장( 江)삼각주 경제발전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 및 중국 내 반응

08-25

중국의 전력기업 경영난과 전기요금 인상

08-26

중국 농촌토지제도 개혁 방안 및 전망

2008

08-21 “임금 9개 조항”문건과 단체임금협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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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중국 서비스교역 발전보고 2006”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2007

2007년
중국경제
현안브리핑

07-02

급성장하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 : 현황 및 전망 2007

07-03

중국

07-04

중국의 경제 부처별 2007년 주요 정책과제

07-05

중국 우량 사영기업의 경영 현황

07-06

중국의 2006년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07-07

해외펀드의 중국 부동산 시장 진출

07-08

중국 은행업 대외개방 보고

07-09

중국 취업촉진법 초안의 주요내용

07-10

중국 자동차 수출의 급증과 문제점

07-11

중국, 총칭(

07-12

중국 은행 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07-13

중국 동북진흥전략 3년의 평가와 과제

07-14

중국 음성소득의 주요 요인과 해결 방안

07-15

중국 고용차별의 현황과 실태

07-16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개혁 현황과 농업은행 개혁 지연

07-17

중국내 다국적기업에 대한 중국인의 시각

07-18

중국 해외유학파의 취업 현황 및 중국기업의 인식

07-19

중국의 자동차 소비 실태와 브랜드별 판매의 지리적 분포

07-20

중국 대학생들의 브랜드 인식조사

07-21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현황과 전망

07-22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대한 중국內 반응: 화웨이, 월마트 사례

07-23

중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초안의 주요 쟁점

07-24

중국 내 외자은행의 인민폐 대출 급증과 과제

기업소득세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과 청두(

)에서 종합개혁시험구(신특구) 본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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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국경제
현안브리핑

중국의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응답1

06-02

중국 경제의 에너지 수급 : 현황과 전망

06-03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 동향과 향후 전망

06-04

중국 반상업성뇌물법 반상업회뇌법 제정 추진 동향 및 전망

06-05

중국 외환보유고 급증에 대한 중국측 시각

06-06

중국의 고수익 산업 현황 및 전망

06-07

중국 농민공 실태에 관한 최근 조사연구 결과

06-08

중국 외환규제 완화 및 QDII 관련 정책 발표

06-09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06-10

중국의 업종간 임금격차 확대 현황과 대책

06-11

중국 노동계약법초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논쟁

06-12

중국 사회보장체계의 현황과 개혁 방향

06-13

중국의 대개도국 무역마찰 증가 및 대응

06-14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수우대와 그 부작용

06-15

대만 기업들의 최근 대중국 투자 현황 및 문제점

06-16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고노동비용

06-17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강요(Ⅰ)

06-18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강요(Ⅱ)

06-19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강요(Ⅲ)

06-20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강요(Ⅳ)

06-2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강요(Ⅴ)

06-22

중국 자동차 수출기지 선정

06-23

중국 은행의 신용평가등급, 리스크, 수익구조

06-24

중국내 경제안보 논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06-25

중국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 확대 현황

06-26

중국-ASEAN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06-27

중국 농업세 폐지의 효과 크지 않아

20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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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4

2005년
중국경제
현안브리핑

2004년
중국경제
현안브리핑

05-01

13억 인구의 중국 -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05-02

농민공 부족현상의 현황과 시사점(1)

05-03

농민공 부족현상의 현황과 시사점(2)

05-04

중국과 선진국과의 FTA 전망

05-05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 및 정책과제(1)

05-06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 및 정책과제(2)

05-07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두 가지 과제

05-08

소비부진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경제성장

05-09

저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

05-10

중국의 주출거 정책과 독일기업의 인수 현황 1

05-11

중국의 주출거 정책과 독일기업의 인수 현황 2

05-12

중국 은행업 개혁의 현황 및 향후 과제

05-13

중국 가전업계의 최근 현황과 내재적 한계

05-14

중국 도시화의 현황 및 과제

05-15

중국 TV산업 현황 및 전망

05-16

중국 실업통계의 문제점 및 실제 실업율 추계

04-01

한중일 3국 기업의 FTA 대응전략

04-02

중국의 자동차시장 : 2003년 회고와 2004년 전망

04-03

2004년 중국경제 전망

04-04

중국 노령화사회의 도전과 과제

04-05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동북노공업기지 발전전략

04-06

외환보유고 투입을 통한 중국국유상업은행 개혁의 문제점

04-07

중국 자동차산업의 지역분산 현황과 문제점

04-08

중국의 노동취업제도 개혁과제와 전망

04-09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 및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04-10

온주 발전모델의 위기와 향후 전망

04-11

최근 중국의 물가상승 추세분석

04-12

중국 소득분배 개선의 5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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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관계의 최근 현황과 향후 전망

04-14

중국경제와 대내외적 불균형

04-15

션전 중소기업증시 설립과 의의

04-16

경동방의“주출거”전략

04-17

중국의 긴축정책이 부동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

04-18

중국과 일본의 무역관계 현황과 전망

04-19

중국 500대 대형기업집단 발전 보고(2004)

04-20

중국의 석유수급 현황과 관련 정책

04-21

중국 가전업계 그린쿨 집단의 M&A 전략과 시사점

04-22

중국 민간 저축예금 증가율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

04-23

FDI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문제점

04-24

소득분배정책과 경제구조조정

04-25

중국 금리인상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04-26

중국 일부도시의 가계부채 현황

04-27

한국 및 일본기업의 남하현상

03-01

금년 소비증가율, 작년보다 높은 10.3% 전망

03-02 ‘서부대개발’의 추진 상황과 향후 전망
03-03

당 16대에서 제기된‘신형공업화’의 내용과 과제

03-04

중국의 금년도 금융부문 개혁과제

03-05

중국정부의 경제부처 개편 논의 현황과 전망

03-06

중국의 작년도 산업별 실적 및 금년도 전망

03-07

금년도 중국경제 3대 현안 : 전문가 종합분석

03-08

중국 도시빈곤의 원인과 대책

03-09

중국의 금년 거시경제정책 방향

03-10

중국의 자본시장 대외개방 현황과 문제점

03-11

인민폐 환율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03-12

중국의 개발구 관리체계와 개혁 방향

03-13

중국의 정부기구 개편 내용과 시사점

2003

2003년
중국경제
현안브리핑

04-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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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중국 전인대 개최 : 주용기총리 정부사업보고 내용 및 평가

03-15

2003년도 중국 예산안 : 적자재정 기조 유지

03-16

국가발전계획위 주임 전인대 보고 : 2002년 국민경제 운용실적과 2003년 발전계획

03-17

미이라크전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03-18

온가보 신임총리 기자회견, 신정부 국정운영 방향 제시

03-19

무디스의 중국 은행산업 평가보고서

03-20

China Development Forum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문제 집중 토론

03-21

중국 국유자산관리체제의 개혁방향과 국자위의 기능

03-22

장강삼각주 지구의 경쟁력 평가 및 전망

03-23

중국의 3대 발달지구 경쟁력 비교

03-24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집행보고(1)

03-25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집행보고(2)

03-26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집행보고(3)

03-27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집행보고(4)

03-28

중국 하이테크제품의 대외무역 현황 및 특징

03-29

중국 비국유경제의 성장 및 정책환경 변화

03-30

1/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 9.9% 기록

03-31

사회과학원, 금년도 경제성장률 8.6% 전망

03-32

중국 세계공장론의 허와 실

03-33

사스(SARS)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03-34

중국 500대 기업의 발전현황 및 국제 비교

03-35

중국 500대 기업의 산업별 및 업종별 현황

03-36

중국의 대외통상마찰 현황과 중국정부의 대책

03-37

금년도 중국의 실업문제 전망 및 대책

03-38

중국의 해외투자 추이와 제약요인

03-39

중국의 중복투자 현황 및 정책방향

03-40

중국국가신식중심, 2/4분기 경제성장률 8.3% 전망

03-41

중국 은행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03-42

중국, 2020년 세계최대 관광대국으로 성장 전망

03-43

장강삼각주, 중국경제 성장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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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폐 평가절상 논의 현황 및 전망

03-45

중국경제의 지방보호주의 실태와 지역별.업종별 영향

03-46

금년 상반기 중국 대외무역 현황과 하반기 전망

03-47

베이징시,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에 동참

03-48

금년 상반기 중국 도시주민소득 8.4% 증가

03-49

중국, 민영은행 설립 논의 활발

03-50

중국,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가속화

03-51

북경대 린이푸(림의부) 교수, 농업보조금 확대 반대

03-52

CAFTA 창설의 산업별 영향 및 제약요인

03-53

중국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의 주요 내용과 의미

03-54

중국‘11.5 계획’(2006-2010)의 경제.사회 발전목표와 실천과제

03-55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 현황과 특징

03-56

중국 민영기업의 국유자산 처리과정 참여 및 제약요인

03-57

중국사회과학원, 내년도 성장률 8.0% 전망

03-58

절강성 민간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03-59

중국 동북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03-60

중국내 외자은행 진출현황과 전망

03-61

중국의 확대재정정책 평가와 전망

03-62

외자기업이 본 중국 은행업의 서비스수준 평가

03-63

중국의 내국민대우 실시현황과 외자정책 조정

03-64

한중일 FTA 설립 논의와 전망

02-01

중국의 금년도 인민폐 환율 전망

02-02

중국, 금년부터 농업개혁 본격 착수

02-03

금년도 중국경제, 7%이상 성장 전망

02-04

중국, 총외채 규모 1,700억 달러

02-05

중국인민은행장, 양적인 통화팽창보다 시스템개혁 강조

02-06

중국의 금년도 대외무역 전망

02-07

중국 화폐정책위, 금년도 금융통화정책 확정

2002

2002년
중국경제
현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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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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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중국 민간연구소, 1/4분기 성장률 7% 이하 전망

02-09

중국의 금년도 외국인투자 전망

02-10

중국경제, 디플레이션 재현 우려 존속

02-11

엔저 지속의 배경과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02-12

중국 금융공작회의, 은행감독국 신설 결정

02-13

금년 소비증가율, 작년보다 소폭 감소 예상

02-14

외자은행 설문조사, 중국은행과의 경쟁 격화 전망

02-15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내용과 평가

02-16

부시 미대통령 방중 성과와 중미관계 및 한반도정세 전망

02-17

2001년도 중국경제 실적

02-18

중국 전인대 개최 : 주용기 총리 정부공작보고 내용 및 평가

02-19

금년도 중국 예산안의 내용과 특징 :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 편성

02-20

국가발전계획위 주임 전인대 보고 : 2001년 국민경제 운용실적과 2002년 발전계획

02-21

경무위 주임 기자회견, 국유기업 개혁실적 평가

02-22

중국 인민은행장, 금융개혁 지속과 환율 안정 강조

02-23

외경무부 부장, 반덤핑 제소 적극 대처 천명

02-24

주룽지 총리 기자회견, 경제성장률 7% 목표

02-25

중국정부, 실업률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

02-26

국가계획위, 금년도 FDI 500억 달러 이상 전망

02-27

China Development Forum : WTO 체제하의 중국경제 집중 토론

02-28

중국정부 및 학계, 재정적자 문제 논쟁 가열

02-29

중국정부, SOC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 고심

02-30

중국 대기업 설문조사, 국제경쟁력 육성 시급

02-31

중국 국유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개혁과제

02-32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 현황과 향후 전망

02-33

중국 1/4분기 경제성장률 7.6% 기록

02-34

중국 보험산업,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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