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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규획의 종합평가 / 노수연

11-12

중국의 노동력 부족 현황과 전망: 랴오닝성 사례를 중심으로 / 임민경

11-13

중국 장강삼각주지역의 외국대학 운영현황과 전망 / 노수연ㆍ최보연

11-14

항저우(杭州)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과 대응방향 / 노수연

11-15

허난(河南)성 산업클러스터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ㆍ박진희

11-16

중국 서부지역
「청위경제구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오종혁

11-17

중국 중앙국유기업의 대(對)광둥성 투자현황 및 전망 / 정지현ㆍ김홍원

11-18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전망 / 김부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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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브리핑

11-01

중
 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화 지수와 기업 사례

11-02

중국의 소비발전 단계와 12·5 규획 기간의 소비 정책

11-03

아태지역의 새로운 지역협력과 중국의 FTA 전략

11-04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세제개편 방향

11-05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1:
총 16편 중 제1~2편

11-06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2: 총 16편 중 제3~4편

11-07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3: 총 16편 중 제5~6편

11-08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4: 총 16편 중 제7~8편

11-09

2011년 중국 경제전망

11-10

2011년 중국“양회”의 주요 내용

11-1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5: 총 16편 중 제9~10편

11-12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6: 총 16편 중 제11~13편

11-13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7: 총 16편 중 제14~16편

11-14

2011년 중국의 경제 부처별 주요 정책

11-15

 중국 경제운영의 특징과 2015년까지의 경제 발전 전망

발

간

자

료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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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이홍식 (2010. 11)
ISBN 978-89-322-1325-5  A5/205면  10,000원

연구보고서

서론 /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추이 / 동태적 비교우위 패턴 분석 / 비교우위의 창출요인 분석 /
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 분석 /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부록

10-02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현혜정·장용준·강준구·김혁황·박철형 (2010. 12)
ISBN 978-89-322-1326-2  A5/230면  10,000원

서론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 결론 / 부록

10-03

포
 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서정민·김영귀·박지현·김정곤·금혜윤 (2010. 12)
ISBN 978-89-322-1327-9  A5/278면  10,000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0-02-17

서론 /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 결론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2010. 12)
ISBN 978-89-322-1328-6  A5/165면  7,000원

서론 /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 FTA 원산
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 결론

10-05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2010. 12)
ISBN 978-89-322-1329-3  A5/177면  7,000원

서론 / APEC 경제의 특성 및 통합 환경 분석 / 보고르 목표 평가 / APEC의 경제적 기여 /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부록

10-06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윤덕룡·오승환·김소영 (2010. 12)
ISBN 978-89-322-1330-9  A5/161면  7,000원

서론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분석 / 국제수지 항목별 변동요인 분석 / 환율변동의 거시경
제적 결정요인 분석 / 정책적 시사점

1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허 인·이동은·이윤수·양다영 (2010. 12)
ISBN 978-89-322-1331-6  A5/194면  7,000원

서론 / 아시아 채권시장 동향 / 금융위기와 국제적 동조화 현상 /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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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박영준·이동은·오용협·안지연 (2010. 12)
ISBN 978-89-322-1332-3  A5/164면  7,000원

서론 / 위기 이후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과 시사점 / CMI 다
자화 이후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0-09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조종화·박복영·박영준·양다영 (2010. 12)
ISBN 978-89-322-1333-0  A5/174면  7,000원

서론 /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의 변동 / 중국의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 중국과 미
국의 정책적 선택 /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 정책 시사점

10-10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지만수·박월라·이승신 (2010. 12)
ISBN 978-89-322-1334-7  A5/164면  7,000원

서론 /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 거시경제정책 운용
의 구조적 변수 /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
과 시사점

10-11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이장규·나수엽·여지나·박민숙 (2010. 12)
ISBN 978-89-322-1335-4  A5/183면  7,000원

서론 /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 위
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
안화 국제화 / 결론 및 시사점

10-12

 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
중심으로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2010. 12)
ISBN 978-89-322-1336-1  A5/385면  12,000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05

서론 /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중부굴기 / 중부 4대 도시군의 경제적 위상 / 우한(武漢)도시
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 / 창주탄(長株潭)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 / 중위안(中原)도시
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 / 완장(皖江)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 / 결론

10-13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정형곤·이홍식·방호경·나승권 (2010. 12)
ISBN 978-89-322-1337-8  A5/205면  10,000원

서론 /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환경 분석 /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4

10-14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정성춘·김규판·이형근·김균태·오태현 (2010. 12)
ISBN 978-89-322-1338-5  A5/459면  15,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0-02-18

서론 /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 EU의 환경
협력 사례I: 기후변화 /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 결론

10-15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흥종·강유덕·이철원·이현진·오태현 (2010. 12)
ISBN 978-89-322-1339-2  A5/218면  10,000원

서론 / 유로존의 성립과정 /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0-16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이재영·파벨 미나키르·이철원·황지영 (2010. 12)
ISBN 978-89-322-1340-8  A5/368면  12,000원

서론 /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 요약
및 정책 제언 / 부록

10-17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권기수·김진오·고희채·박미숙·허경신 (2010. 12)
ISBN 978-89-322-1341-5  A5/297면  12,000원

서론 /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
책 /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 한국의
진출 방안

10-18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김진오·권기수·고희채·박미숙 (2010. 12)
ISBN 978-89-322-1342-2  A5/269면  10,000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1)

서론 / 중미 경제 개관 /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
제 /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0-19

한·인도 CEPA 이후 대(對)남아시아 통상정책
조충제·성한경·최윤정·송영철 (2010. 12)
ISBN 978-89-322-1343-9  A5/292면  10,000원

서론 /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및 분석 / 대남아시아 통
상정책 방향과 전략

10-2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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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1344-6  A5/195면  7,000원

서론 /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 / 요약 및 결론 / 부록

10-21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박영호·한바란·김민희·전혜린·정지선·주진홍 (2010. 12)
ISBN 978-89-322-1345-3  A5/368면  12,000원

서론 / 아프리카 환경문제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 국내 환경산
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 맺음말

10-22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2010. 12)
ISBN 978-89-322-1346-0  A5/239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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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ISBN 978-89-322-2178-6  A5/98면  5,000원

서론 / 카자흐스탄 플랜트시장의 동향과 특징 / 우즈베키스탄 플랜트시장의 동향과 특징 / 한
국의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참여방안 / 결론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손기태·백유진·김민희 (2010. 10)
ISBN 978-89-322-2179-3  A5/98면  5,000원

서론 /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 /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변화 / 결론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
정지원·박수경 (2010. 10)
ISBN 978-89-322-2180-9  A5/80면  5,000원

서론 /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결론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박영호·허윤선 (2010. 11)
ISBN 978-89-322-2181-6  A5/106면  7,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의의 /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 아프리카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 주요국의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산업 진출동향 및 전망 / 맺음말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한바란·김민희 (2010. 12)
ISBN 978-89-322-2182-3  A5/96   5,000원

서론 /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 /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
업 /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 정책방안 제안 / 부록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권 율·박수경 (2010. 12)
ISBN 978-89-322-2183-0  A5/104면  7,000원

서론 / 중국의 원조전략과 정책목표 / 중국 원조 추진체제 및 운용 현황 / 국제사회의 중국 원
조에 대한 평가 / 결론 및 시사점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에티오피아
박영호·김지연·전혜린 (2010. 12)
ISBN 978-89-322-2184-7  A5/129면  7,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 중점국가별 협력
유망분야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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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김한성·금혜윤 (2010. 12)
ISBN 978-89-322-2185-4  A5/101면  5,000원

서론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 및 주요 내용 / 아·태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
아·태 무역협정의 효율성 분석 / 시사점 및 결론

10-13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김태윤·이재호 (2010. 12)
ISBN 978-89-322-2186-1  A5/98면  5,000원

머리말 /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의 이론 /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 / 철강제품 비관
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 맺음말 / 부록

10-14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여지나 (2010. 12)
ISBN 978-89-322-2187-8  A5/109면  7,000원

서론 / 중국의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 관련 내용 /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양허 현황 /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 /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0-15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강준구 (2010. 12)
ISBN 978-89-322-2188-5  A5/125면  7,000원

서론 / 분석 모형 및 자료 / 분석 결과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0-16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조명철·김지연 (2010. 12)
ISBN 978-89-322-2189-2  A5/130면  7,000원

서론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추진 현황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10-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조영관·강명구·김계환·김한칠·성원용·이시영 (2010. 12)
ISBN 978-89-322-2190-8  A5/299면  10,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0-01

서론 /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현황과 투자매력도 분석 방법 / 경제적·정책적 요인으로 분
석한 투자매력도 /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 인프라 요인으로 분
석한 투자매력도 / 법·제도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 종합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10-18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윤성학·문창권·변현섭·이성훈·장세진·주진홍·최 호 (2010. 12)
ISBN 978-89-322-2191-5  A5/312면  10,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0-02

서론 /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요 전망 / 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시
장 환경과 전망 / 한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참여전략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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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이재영·김석환·박상남·손영훈 (2010. 12)
ISBN 978-89-322-2192-2  A5/194면  7,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0-03

서론 /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 /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과정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형성 및 분화 과정 / 결론 및 시사점

10-2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윤성학·은기수·박수미·박 건·장원봉 (2010. 12)
ISBN 978-89-322-2193-9  A5/257면  10,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0-04

서론 /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
미지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비교 / 결론 / 참고자료

10-21

 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
한
에의 적용
강인수·송유철·이호생·한홍렬 (2010. 12)
ISBN 978-89-322-2194-6  A5/176면  7,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0-05

서론 /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
용방안 / 요약 및 결론

10-2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12)
ISBN 978-89-322-2195-3  A5/510면  20,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0-06

[정치]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 /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
획정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
과 러시아 연방 /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지구적 확산과 중앙아시아: 문제의 기원과 경과, 타
지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 공간과 일상의 정체성 정치학: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
책에 대한 공간학적 재해석 / 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미술: 불교의 東漸
과정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불교의 지역적 특성 / 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
텐츠화

10-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경제·자원·과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12)
ISBN 978-89-322-2196-0  A5/317면  12,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0-07

[경제] 중앙아시아 전략적 진출을 위한 수출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방안 연구 / 카자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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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의 WTO 가입과 FTA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구조개혁: 전략
적 우선순위와 메커니즘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국제노동이주와 사회경제적 결과 / 현대 중앙
아시아의 무역특화 발전 경향: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자원]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자원
개발 협력방안: 희토류를 중심으로 [과학]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
기스스탄)의 과학기술자현황과 기술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10-24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Jee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2010. 12)
ISBN 978-89-322-2197-7  A5/54면  5,000원
SNU-KIEP EU Centre Research Series 10-01

Introduction / General Survey on the Belarusian Economy /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Belarus and the EU / Conclusion

10-25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라윤도·이옥순·김찬완·유태환 (2010. 12)
ISBN 978-89-322-2198-4  A5/301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1(1)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라윤도
서론 /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 인도의 강대국 전략 / 인도의 동방정책 / 아시아의 신강대국
전망 / 결론 및 시사점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이옥순
서론 / 인도 중산층의 형성과 성장 / 신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 기업 진출사례 연구 / 결론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김찬완
머리말 / 인도 연방체제의 특성 /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사례 / 향후 인도 정치
구조와 인도 연방제의 미래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유태환
서론 /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발전과정 /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0-26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권 율·이재호·조흥국 외 (2010. 12)
ISBN 978-89-322-2199-1  A5/320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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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권 율·이재호
서론 /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 정책적 시사점

 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동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조흥국
서론 /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 동남
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 결론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박번순
서론: 연구의 배경 /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27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권기수·김원호·이성형·김종섭 (2010. 12)
ISBN 978-89-322-2200-4  A5/364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1(3)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권기수
서론 /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역사적 고찰 / 한·브라질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사례: 이스라엘 / 한·브라질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와 전략적 추진방안
김원호
서론 / 한·멕시코 FTA 협상 경과와 시사점 /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연
구 / 한·멕시코 FTA에 대한 멕시코내의 인식 / 주요 이슈별 전략적 추진방안 / 결론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적 충격
이성형
서론 / 새로운 경제지도와 중국 /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의 무역과 투자 패턴: 산업간 무역구
조의 고착화 / 국가별 현황 / 1차산업 붐과 그 효과: 아르헨티나 대두산업과 과두제화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다양한 도전들 /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 진출과 한국의 대응: 요약과 시사점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확대전략
김종섭
서론 / 방위산업의 개념과 방위산업시장 동향 /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과 확대 가능성 / 주요국의 방산제품 수출진흥정책과 시사점 /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방산
시장 진출전략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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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2010. 12)
ISBN 978-89-322-2201-1  A5/259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2(2)

개요 / 서벵갈(West Bengal) / 오리사(Orissa) / 자르칸드(Jharkhand) / 비하르(Bihar) / 차티스
가르(Chhattisgarh) / 종합 및 시사점

10-2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2010. 12)
ISBN 978-89-322-2202-8  A5/185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2(3)

서론 /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 구자라트(Gujarat) / 고아(Goa) / 종합 및 시사점 / 부록

10-30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2010. 12)
ISBN 978-89-322-2203-5  A5/272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2(4)

개요 / 타밀나두(Tamil Nadu) / 카르나타카(Karnataka) / 케랄라(Kerala) /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 종합 및 시사점 / 부록

10-31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2010. 12)
ISBN 978-89-322-2204-2  A5/301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2(5)

개요 / 하리야나(Haryana) /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 라자스탄(Rajasthan) / 펀잡
(Punjab) / 우타라칸드(Uttarakhand) /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 히마찰프라데쉬
(Himachal Pradesh) /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 종합 및 시사점 / 부록

10-32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이성신·박원장 (2010. 12)
ISBN 978-89-322-2205-9  A5/162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3(2)

서론 / 동남아 자동차산업 및 시장 개관 / 주요 국가별 자동차시장 현황과 수급 동향 / 주요 국
가별 자동차산업 정책 추이와 현황 / 주요 국가별 자동차업계 현황과 발전 잠재력 / 동남아
자동차시장 진출 및 협력 방향

10-33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강인수·김태은·홍승연 (2010. 12)
ISBN 978-89-322-2206-6  A5/162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3(3)

서론 / 동남아 IT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 / 동남아 지역의 IT 발전 추이 및 현황 / 외환위기 이
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 동남아와 한국의 IT 산업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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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정계룡·손승호·이진경·이세린 (2010. 12)
ISBN 978-89-322-2207-3  A5/192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3(4)

서론 / 동남아 금융산업의 개혁 동향 / 주요 동남아 국가의 금융산업 현황 / 한·동남아 금융
산업 협력 현황 / 정책적 시사점

10-35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신장섭 (2010. 12)
ISBN 978-89-322-2208-0  A5/134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3(5)

서론 / 의료관광산업의 개요와 특징 / 동남아의 의료관광산업 /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 /
태국 의료관광산업 /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산업 / 종합과 결론: 한국 의료관광산업에 주는 함의

10-36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 모색
배정환·이보람 (2010. 12)
ISBN 978-89-322-2209-7  A5/159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3(6)

서론 / 동남아 국가별 일반 현황 / 동남아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 결론: 동
남아시아와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 부록: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10-37

한·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김영철·구경모·김유경·박종욱 (2010. 12)
ISBN 978-89-322-2210-3  A5/178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2)

서론 / 중미지역의 특성과 MDGs의 개발협력 현황 / OECD/DAC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유형분석 /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확대방안 / 부록

10-38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문남권·우제량 (2010. 12)
ISBN 978-89-322-2211-0  A5/187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3)

서론 /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및 교역여건 /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투자 진출여건 분석 /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주요국의 협력 활동 /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평가 및 과제 /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

10-39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최윤국 (2010. 12)
ISBN 978-89-322-2212-7  A5/148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4)

서론 / 제2장 ICT 산업 협력 여건 및 전망 /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 한국과 국제기구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평가 및 과제 / 결론: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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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하상섭·정경원·손혜현 (2010. 12)
ISBN 978-89-322-2213-4  5/170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5)

서론 /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 결론

10-41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I):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김광임·박태윤·김윤정·Dinh Thai Hung 외 (2010. 12)
ISBN 978-89-322-2214-1  A5/160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5

서론 / 베트남 현황 /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교육 / 결론 및 제언 / 부록

10-42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이훈기·박지형·이동민·김종신·주유형 (2010. 12)
ISBN 978-89-322-2215-8  A5/261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6

서론 / 교통인프라 개발원조 동향 / ASEAN지역 교통인프라 진단 / 교통인프라 ODA 방향 설
정을 위한 설문조사 / 교통인프라 ODA 사업의 추진전략 / 결론 및 정책제언 / 부록

10-43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이광수·이순철·권기철 (2010. 12)
ISBN 978-89-322-2216-5  A5/127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7

서론 / 동부 인도의 인문사회구조 / 인도 동부지역의 경제구조 / 동부지역 투자사례 분석 / 구
조적 상관성 및 시사점

10-44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최종찬·고홍근·구하원·김형준·박금표·이명무·이은구·이춘호 (2010. 12)
ISBN 978-89-322-2217-2  A5/184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8

서론 / 인도인의 전통적 공동체의식 / 인도의 대표적 공동체들 / 현대에서의 변화 / 결론 및
시사점

10-45

 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인
주는 교훈과 함의
장지호·김정렬·조영희 (2010. 12)
ISBN 978-89-322-2218-9  A5/155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9

서론 / 경제발전 이론과 이코노믹 거버넌스의 유형 / 산업발전전략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이
코노믹 거버넌스 / 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 산업유형별 산업정책과 이코
노믹 거버넌스 / 대외개방 및 경제 인프라 정책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 정부-기업 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 정부간 관계와 이코노믹 거버넌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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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인도인은 누구인가? -요가샤스뜨라로 본 그들의 정신세계
김순금·김미경 (2010. 12)
ISBN 978-89-322-2219-6  A5/96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0

서론 / 힌두이즘으로 표현되는 현대의 인도인 / 인도정신의 완성-요가샤스뜨라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결론 및 시사점

10-47

 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인
중심으로
이규태·배지연·허 율 (2010. 12)
ISBN 978-89-322-2219-6  A5/96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1

서론 / 인도의 경제특구 개괄 /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고찰 / 연구방법론 및 연구의 결과 /
논의 및 정책적 제언

10-48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전재성·이수형·공석기 (2010. 12)
ISBN 978-89-322-2221-9  A5/164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2

서론 / 21세기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와 인도의 부상 /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대
외관계 / 국제적 위상 변화와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 / 한국·인도 네트워크 외교
와 협력방안 / 결론: 정책 제언 / 부록: 인도 주요 자료

10-49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신윤환·강희정·김은영·송승원·이상국·최호림·이한우 (2010. 12)
ISBN 978-89-322-2222-6  A5/238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3

서론 /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확립: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
탈리즘 연구 /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 정체성 /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 결론

10-50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이동윤·김영일 (2010. 12)
ISBN 978-89-322-2223-3  A5/100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4

서론 / 이론적 논의: 분리주의와 지역갈등, 그리고 갈등관리 /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
역갈등: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사례 분석 / 동남아의 지역갈등과 아세안의 대응: 갈등관
리의 해법을 중심으로 / 결론 및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10-51

 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A
기초연구
유재원·박성훈·한홍렬·강인수·송유철·이호생 (2010. 12)
ISBN 978-89-322-2224-0  A5/224면  비매품

KIEP 발간자료목록(2009-2011.7) >> 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5

서론 /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 국가별 사회
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 부록

10-52

 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한
협동방안 연구
박인원·강문성·정미경·김태형·신경림 (2010. 12)
ISBN 978-89-322-2225-7  A5/175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6

서론 / ODA와 인간개발 / CLV의 ODA와 인적자본개발 / 한국의 대CLV ODA 및 인적자본개
발 /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부록: 서베이 설문지

10-53

마약·조직범죄·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한용섭·이신화·박균열·조홍제 (2010. 12)
ISBN 978-89-322-2226-4  A5/240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7

서론 /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 현황과 원인 /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실태: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 동남아시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 협력방안 / 결론: 동북
아와 한국에 대한 함의 및 대응책 건의

10-54

아세안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 연구
이우성·황정태·김원준 (2010. 12)
ISBN 978-89-322-2227-1  A5/273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8

서론 /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 연구의 분석틀 / 국가별 보고서: 캄보디아 / 국가
별 보고서: 베트남 / 국가별 보고서: 필리핀 / 종합 검토 및 결론 / 부록

10-55

대(對)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손혁상·유현석 (2010. 12)
ISBN 978-89-322-2228-8  A5/188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9

서론 / 캄보디아 ODA 현황분석 /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 한
국의 ODA 전략 /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 / 부록: 대아세안 ODA 현황분석

10-5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전략
장준영 (2010. 12)
ISBN 978-89-322-2229-5  A5/232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0

서론 / 미얀마 개관 / 미얀마 총선과 체제변동 / 미얀마의 경제개혁과 한국·미얀마 경제교류 /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결론 / 부록

10-57

 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를 중심으로
조희문·하상섭·손혜현 (2010. 12)

30

ISBN 978-89-322-2230-1  A5/291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1

서론 / M(멕시코), B(브라질), A(아르헨티나) 개별 국가의 원전산업 발전과정 / 한국 원전산
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0-5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
전경수 외 (2010. 12)
ISBN 978-89-322-2231-8  A5/330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2

서론 / 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 / 환경과 지속가능성

10-59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임상래·이상현·박윤주 (2010. 12)
ISBN 978-89-322-2232-5  A5/165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3

서론 /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 / 칠레 사례 분석 / 아르헨티나 사례 분석 / 멕시코 사례 분석 /
사례 비교 및 정책적 함의

10-60

 남미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중
정착을 위한 제언
정경원·전용갑·조구호·임소라 (2010. 12)
ISBN 978-89-322-2233-2  A5/188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4

머리말 / 국제문화교류, 문화의 세계화 /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
업 개관 /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0-61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정형곤·김진욱·김흥식·곽채기·이정현 (2010. 12)
ISBN 978-89-322-2234-9  A5/256면  10,000원

서론 /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 부록

10-62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년전지』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송정남ㆍ이강우ㆍ김성란 (2010. 12)
ISBN 978-89-322-2235-6  A5/186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5

연구배경 / 베트남 언론 현황 및 문제점 / 년전지에서의 대한국 이미지 /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10-63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이홍식ㆍ김형주 (2010. 12)
ISBN 978-89-322-2236-3  A5/122면  비매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26

서론 /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 기업의
평가 및 향후 전망 / 결론 및 향후 정책 과제

KIEP 발간자료목록(2009-2011.7) >> 31

10-01

Working
Papers

 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DDA Trade Liberalization:  
G
Assessment of Alternative Scenarios
Nakgyoon Choi (2010. 4)
ISBN 978-89-322-4205-7  A5/58면  3,000원

Introduction / The Methodology / Simulation Results / Conclusion and
Discussion / Appendix

10-02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Trend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European Union and its Determinants
Yoo-Duk Kang (2010. 4)
ISBN 978-89-322-4206-4  A5/56면  3,000원

Introduction / Enlargement of the EU toward the East / Intra-industry Trade / Results: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 Determinants of IIT / Conclusion / Appendix

10-03

Democracy and Trade Policy: The Role of Interest Groups
Kyounghee Lee (2010. 10)
ISBN 978-89-322-4207-1  A5/52면  3,000원

Introduction / Democracy, Interest Groups, and Trade Policy / Models and Data / Empirical
Results / Conclusions

10-04

East Asian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Its Prospect: Beyond the CMI
Young-Joon Park and Yonghyup Oh (2010. 10)
ISBN 978-89-322-4208-8  A5/50면  3,000원

Introduction / East Asia’s Financial Cooperation /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Way Forward for Effective ASEAN+3 Surveillance / The Idea of an Asian Monetary Fund / Asian
Currency Competition and Movement Toward a Regional Currency / Concluding Remarks

10-05

Regionalism within Multilateralism: WTO Review Mechanisms for RTAs
Sherzod Shadikhodjaev (2010. 12)
ISBN 978-89-322-4209-5 A5/56면  3,000원

Introduction / Legal Foundations for RTAs under the WTO System / Review of RTAs in WTO: A
Two-Track Approach / Some Reflections on Further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 Conclusion

10-06

Determinants of Exports: Productivity or Fixed Export Costs
Young Gui Kim and Jeongmeen Suh (2010. 12)
ISBN 978-89-322-4210-1  A5/48면  3,000원

Introduction / Theoretical Model / Empirical Model / Conclusion

10-07

Learning in Trade Negotiations?: An Experimental Study on Veto Games
Hankyoung Sung (2010. 12)
ISBN 978-89-322-4211-8  A5/42면  3,000원

Introduction / Theory / Experimental Designs / Experimental Results / Policy Implications /
Concluding Remarks

32

10-08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HanSung Kim and Mee Jin Cho (2010. 12)
ISBN 978-89-322-4212-5  A5/50면  3,000원

Introduction / Analysis of Utilization Rate for Korea’s FTAs / Restrictiveness Analysis on Rules
of Origin: Korean FTAs / Empirical Analysis: Economic Impact of ROO on Korea-ASEAN FTA
Utilization Rates / Conclusion

10-09

 onsidering Happiness for Economic Development: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C
Indonesia
Kitae Sohn (2010. 12)
ISBN 978-89-322-4213-2  A5/56면  3,000원

Introduction / Literature Review / Data / Results / Conclusions

10-10

Information and Capital Flows Revisited: the Internet as a Determinant of
Transactions in Financial Assets
Changkyu Choi, Dong-Eun Rhee, and Yonghyup Oh (2010. 12)
ISBN 978-89-322-4214-9  A5/38면  3,000원

Introduction / Model and Data / Empirical Results / Conclusion

10-11

 ho Goes Where and How? Firm Heterogeneity and Location Decision of Korean
W
Multinationals
Hea-Jung Hyun and Jung Hur (2010. 12)
ISBN 978-89-322-4215-6  A5/34면  3,000원

Introduction / Empirical Strategy / Data / Empirical Results /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10-01

호주의 주요 산업
백유진·이재호·이희연 (2010. 12)

KIEP-KOTRA
유 망국가
산업연구

ISBN 978-89-322-0077-4  A5/191면  10,000원

서론 /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 농축산업 / 광업 / 신재생에너지 / 호주 시장 진출 방향 /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 부록 2.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정보

10-02

이란의 주요 산업
윤서영·박철형·강성수 (2010. 12)
ISBN 978-89-322-0078-1  A5/206면  10,000원

서론 / 이란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 자동차 산업 / 전력 산업 / 석유화학 산업 / 이란 진출
전략 / 부록 1: 산업별 유관기관 및 주요기업 / 부록 2: 산업별 주요 전시회

10-03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권기수·박미숙·민희정 (2010. 12)
ISBN 978-89-322-0079-8  A5/286면  10,000원

서론 /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 건설산업 / IT산업 / 재생에너지 산업 / 한·아르헨티나 산업협

KIEP 발간자료목록(2009-2011.7) >> 33

력 및 진출 방안 / 부록 1: 건설 관련 업체 및 전시회 / 부록 2: IT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
기관 / 부록 3: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및 전시회

10-04

체코의 주요 산업
이철원·이현진·김병호 (2010. 12)
ISBN 978-89-322-0080-4  A5/242면  10,000원

서론 / 체코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 자동차산업 / IT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경제협력 확
대 방향 및 진출전략 / 부록 1. 자동차산업 / 부록 2. IT 산업 / 부록 3. 신재생에너지 산업

10-05

벨라루스의 주요 산업
황지영·김동묘 (2010. 12)
ISBN 978-89-322-0081-1  A5/223면  10,000원

서론 / 벨라루스의 경제 동향과 산업정책 / 석유화학 산업 / 기계산업 / IT 산업 / 벨라루스의
산업별 시장 진출 방향 / 부록 1: 벨라루스 석유화학 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 부록 2: 벨라루
스 기계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 부록 3: IT산업 관련 주요 연락처

10-01

동북아
연구시리즈

 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무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정형곤·나승권·노유연 (2010.8)
ISBN 978-89-322-5079-3  A5/94면 5,000원

 론 /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
서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0-01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Jee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2010. 12)

SNU-KIEP
EU Centre
Research
Series

ISBN 978-89-322-2197-7  A5/54면  5,000원
연구자료 10-24

Introduction / General Survey on the Belarusian Economy /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Belarus and the EU / Conclusion

14권 1호 통권 32호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Macroeconomic Adjustment to the Lehman Shock in Japan / Kazumi
Asako·Katsuaki Ochiai
U.S. Banking Deregulation and Emerging Market Loans: Potential Links and
Evidence, 1984-2005 / Hyun Koo Cho
Towards a Single Market: A 21st Century Vision for Asia Pacific Economic
Integration / Andrew Elek
Making the Outcomes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Favourable for Developing Countries:

34

Reflections on a Feasible Proposal for 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
Francis Shasha Matambalya
The Structure of Trade in Genetic Resources: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ABS Regime
Negotiation / Mikyung Yun
국제 자본이동성 연구: OECD 회원국 패널 분석 / 全相準
원/달러 환율에 대한 주문흐름의 일중 설명력 분석 / 鄭在植
원/달러, 원/엔 환율의 구매력 평가 가설에 있어서 Balassa-Samuelson 효과 분석 / 吳東煥·洪起澤

14권 2호 통권 33호
Explaining Home Bias in Trade: The Role of Time Costs / Inkoo Lee
Productivity Spillover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
Hyuk Hwang Kim·June Dong Kim
The Role of Exchange Rates in Korea’s Commodity Trade with China / Gab-Je Jo
Building an Early Warning System for Crude Oil Price Using Neural Network / Wonho Song
What Makes International Capital Flows So Volatile?: Push vs. Pull Factors in the Case of Korea /
Tae-Joon KimㆍJai-Won Ryou
원/달러 현물환 시장의 정보효율성: Runs Test 및 외국인 유가증권 거래규칙을 통한 중복 검정 /
安昌模
한ㆍ일 수출경쟁력의 변화유형과 기술수준의 관계 / 金龍烈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연구: 국제배출권거래제와 주력 감축부문 선정을 중심으로 /
李彰洙ㆍ金湳鎰

오늘의
세계경제

10-01

도요타 리콜사태의 발생 원인과 교훈 / 김양희

10-02

 안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 허  인ㆍ오승환ㆍ박영
위
준ㆍ이동은

10-03

G20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과 전략 / 지만수ㆍ박민숙

10-04

 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 나타난 2010년도 경제정책 방
북
향 및 국가예산 분석 / 홍익표

10-05

유로화 약세 지속 가능성과 그 영향 / 허  인ㆍ오승환ㆍ이동은

10-06

한ㆍ터키 FTA 협상 개시와 의의 / 성한경ㆍ이철원ㆍ오태현

10-07

 국 정부의「SPS·TBT 무역장벽 보고서」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
미
장용준ㆍ김태윤ㆍ남호선

10-08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박영준ㆍ김연실

10-09

최근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평가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

10-10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 / 이동은ㆍ양다영

10-11

세계은행그룹과 IMF의 지배구조 개혁과 시사점 / 박영준ㆍ김연실

10-12

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 / 강유덕ㆍ오태현ㆍ이동은

10-13

CDM 사업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 한바란ㆍ김민희

KIEP 발간자료목록(2009-2011.7) >> 35

10-14

유럽 위기를 계기로 본 재정위기의 원인과 가능성 / 박복영ㆍ양다영

10-15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평가 / 정형곤ㆍ노유연

10-16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 허  인ㆍ양다영

10-17

2010년 하반기 국제거시금융환경 전망 / 국제거시금융실

10-18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정성춘ㆍ이형근

10-19

2010년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 무역투자정책실

10-20

토론토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과제 / 윤덕룡ㆍ오승환

10-21

2010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 세계지역연구센터

10-22

EU의 대ASEAN FTA 추진 현황과 한·EU 교역에 대한 영향 전망 / 강유덕ㆍ백유진

10-23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지만수ㆍ이승신ㆍ여지나

10-24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 특징 및 시사점 / 정형곤ㆍ방호경

10-25

일본의 양자간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내용과 시사점 / 서정민ㆍ이형근

10-26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 김한성ㆍ장용준

10-27

인(印)·일(日) FTA 타결 영향과 대응 / 조충제ㆍ최윤정ㆍ송영철

10-28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와 단기자본 규제 / 박복영ㆍ오승환ㆍ양다영

10-29

일본의「포괄적 EPA 기본방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양희

10-30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내용:「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 정성춘

10-31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 / 정지원ㆍ박수경

10-32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 윤덕룡ㆍ오승환

10-33

17기 5중전회를 통해 본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지만수ㆍ 박월라ㆍ여지나ㆍ박민숙

10-34

2011년 세계경제 전망(요약) / 세계경제전망 작업팀

10-35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 무역투자정책실ㆍ세계지역연구센터

10-36

아일랜드 구제금융의 배경과 위기확산 가능성 전망 / 강유덕ㆍ오태현ㆍ오현정

10-37

2011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 무역투자정책실ㆍ세계지역연구센터

10-38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 변화와 전망 / 조명철

10-39

2011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거시금융환경 / 국제거시금융실

10-01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개통과 정책 시사점 / 윤성학ㆍ이재영ㆍ이시영

지역경제
포커스

10-02

국제사회의 아이티 지진 피해 지원 현황과 시사점 / 정지선ㆍ박수경

10-03

칠레 대통령 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 정책 전망 / 박미숙ㆍ권기수

10-04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형근

10-05

 럽통합으로 본 ASEAN 경제통합의 현 주소 /
유
강유덕ㆍ김흥종ㆍ백유진

36

10-06 “2010년

러시아 경제위기 극복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이재영ㆍ황지영
10-07

2010년 중국 지방‘양회(兩會)’의 주요 이슈 / 이혁구

10-08

우크라이나의 대선 결과와 향후 정책 전망 / 황지영ㆍ윤성학

10-09

인도 2010/11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 / 송영철ㆍ최윤정ㆍ조충제

10-10

일본의 리튬이온 2차전지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 김규판

10-11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및 향후 전망 / 이준규ㆍ고희채ㆍ권정윤

10-12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전망 / 박민숙

10-13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추진의 의의 및 대응방향 / 박미숙

10-14

인도 출구전략 전격 시행: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송영철ㆍ조충제

10-15

일본의 정권교체 반년의 평가와 참의원 선거 전망 / 김양희ㆍ김은지

10-16

중·대만 ECFA의 협상 추이 및 시사점 / 배승빈

10-17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 / 나수엽

10-18

중동 산유국 대외원조의 추이 및 특징과 시사점 / 윤서영

10-19

일본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강화 배경과 평가 / 김은지

10-20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과 남유럽 재정위기 전망 / 오태현

10-21

UAE 아부다비의 발전전략과 경제협력수요 평가 / 박철형ㆍ윤서영

10-22

중·코스타리카 FTA 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여지나ㆍ김진오

10-23

영국 총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김균태

10-24

호주 2010/11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 / 백유진

10-25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이재영·이시영

10-26

제2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 박월라·나수엽

10-27

일본 민주당 신체제 출범의 의미와 과제 / 정성춘

10-28

헝가리 재정위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이철원

10-29

이라크 2010 총선 평가 및 경제 전망 / 한바란·윤서영

10-30

인印·일日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개발사업 동향과 시사점 / 송영철·김규판·조충제

10-31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 결과 분석과 향후 전망 / 주진홍

10-32

일본 참의원 선거의 평가와 전망 / 김양희·김은지

10-33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규판

10-34

EU의 은행 재무건전성 테스트 결과 및 향후 전망 / 오태현

10-35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진출 방안 / 이시영ㆍ조영관

10-36

미국의‘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윤서영

10-37

중·홍콩 CEPA VIII 보충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여지나

10-38

사우디아라비아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내용과 시사점 / 박철형

10-39

일본,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고심 / 김규판

10-40

주요국의 대이란 제재조치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및 시사점 / 윤서영

KIEP 발간자료목록(2009-2011.7) >> 37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10-41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 고희채

10-42

미얀마 총선과 수치 여사 석방의 의미 및 정국 전망 / 정재완

10-43

2010년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대선 결과 및 평가 / 김민희ㆍ전혜린

10-01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베이징(北京)시 / 김부용

10-02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랴오닝(遼寧)성 / 임민경

10-03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산둥(山東)성 / 이상훈

10-04

2010년 중국 지방
‘양회(兩會)’
의 주요이슈 / 이혁구

10-05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후베이(湖北)성 / 정지현

10-06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상하이(上海)시 / 노수연

10-07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충칭(重慶)시 / 오종혁

10-08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저장(浙江)성 / 최보연

10-09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광둥(廣東)성 / 이혁구

10-10

 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2
톈진(天津)시 빈하이(濱海) 신구의 개발 및 개방을 중심으로 / 김부용

10-11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장쑤(江蘇) 성 / 노수연

10-12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지린(吉林) 성 / 임민경

10-13

中 지리자동차 볼보 인수의 의미와 시사점 / 최보연

10-14

상하이 엑스포와 장강삼각주 메갈로폴리스의 발전 / 노수연

10-15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허난(河南)성 / 정지현

10-16

베이징(北京)시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시사점 / 김부용

10-17

푸젠(福建)성 해협서안경제구의 발전 현황 및 시사점 / 이혁구

10-18

장쑤(江蘇)성 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시사점 / 노수연

10-19

선양경제구(沈陽經濟區) 발전계획을 통해 본 랴오닝(遼寧)성 도시화 추진 전략 / 임민경

10-20

중부 안후이(安徽)성으로의 산업이전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

10-21

상하이시 주택보유세(房産稅) 개혁의 주요 이슈와 전망 / 노수연ㆍ최보연

10-22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경제협력채널의 현황 및 시사점 / 이형근ㆍ임민경

10-23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 / 이혁구

10-24

후난(湖南)성의 환경보호산업 발전현황 및 시사점 / 이혁구ㆍ오종혁

10-25

최근 산둥(山東)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전망 / 이상훈

10-26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정지현
10-27

허베이(河北)성 경제현황 및 발전전략 / 김부용

10-28

중국 희토류 자원보호전략의 내용과 시사점 / 오종혁

10-29

중국 LED 조명산업 육성정책과 랴오닝성의 기회 / 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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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중국 2010 서부경제발전청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오종혁

10-31

베이징(北京)시 인재육성 및 유치 방안과 평가 / 김부용

10-32

장쑤성 지역 내 산업이전 10년 평가와 전망 / 노수연ㆍ최보연

10-01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IV): 중부지역

10-02

중국의 녹색세제 현황과 탄소세 도입 논의

10-03

중국의 제3차「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

10-04

중국의 제1,2차 경제센서스 결과 비교

10-05

2010년 중국의 경제 부처별 주요 정책

10-06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10-07

중국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전망

10-08

2010년 중국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과 의미

10-09

중국 사회계층구조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특징

10-10

중국 지역발전정책의 현황과 특징

10-11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 추이와 중국의 반응

10-12

중국 지방정부의 투융자회사 설립과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

10-13

외자기업 노사갈등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와 중국정부의 대책

10-14

중국의 농민공 실태 조사와 농민공 부족의 주요 원인

10-15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현황과 기대 효과

10-16

중국 은행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현황

10-17

2010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10-18

중국 11.5규획의 목표달성 현황과 12차 5개년 규획의 내용 전망

10-19

중국‘신36조(新36條)’
의 특징과 전망

10-20

중국「주장삼각주 5개 일체화 규획」의 주요 내용

10-21

중국의 원자력, 풍력산업 현황과 발전계획

10-22

중국 회색소득의 실태와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10-23

중국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의 산업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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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CEPRㆍKIEP (2009.12)

Policy
Analyses

ISBN 978-89-322-1303-3  A5/220면  10,000원

Introduction / Global Imbalances, Twin Crises and the Financial Stability
Role of Monetary Policy Crisis-Era Protectionism and the G20: Prospect
and Retrospect / Proliferation of FTAs and the WTO / Regulatory Reform
after the Crisis: Opportunities and Pitfalls / Global Crisis and Currency
Compet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Epilogue: What policies for the G-20?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정성춘ㆍ이형근ㆍ권기수ㆍ이철원ㆍ오태현ㆍ김진오ㆍ이순철 (2009. 8)
ISBN 978-89-322-1299-9  A5/390면  12,000원

연구보고서

 론 /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
서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 Post-2012체제에 대한 쟁
점분석 / 결론 / 부록

09-02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박영호·이철원·권기수·정재완·황지영 (2009.11)
ISBN 978-89-322-1300-2  A5/334면  12,000원

 론 /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 한국의 해외
서
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 맺음말

09-03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최낙균·이경희·김정곤 (2009.11)
ISBN 978-89-322-1301-9  A5/228면  10,000원

 론 / 한국 FTA 정책의 기대효과 및 운영현황 / FTA가 경제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
서
석 / FTA에 대응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사  분석 / 결론: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
향 / 부록: 우리나라의 FTA를 전후한 국제투자 추이

09-0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김준동·강준구·김혁황·김민성·이성봉 (2009.12)
ISBN 978-89-322-1302-6  A5/228면  10,000원

 론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국내 외국인직접
서
투자 환경 분석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 결론 / 부록

09-05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정형곤·이성봉·나승권 (2009.12)
ISBN 978-89-322-1304-0  A5/154면  7,000원

 론 /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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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 한ㆍASEAN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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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 CGE 모형 분석 / 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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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 미국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 인도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 한
서
국의 IT 서비스 / 한국 IT 서비스 발전방안 / 결론 / 부록

09-09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성한경·박혜리·남호선·양주영 (2009.12)
ISBN 978-89-322-1308-8  A5/166면  7,000원

 론 /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 서비스 교역장벽 /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제
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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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시장개방 요
서
소의 검토 /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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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말 / DAC의 주요 규범과 가입요건 / 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 / DAC의 주요 현안
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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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 아시
서
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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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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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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해외충격의 전파경로와 국제경기 동조화 / 해외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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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기 /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 외국인 파생상
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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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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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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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 동향과 특징 /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 / 해
서
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변동성 /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 및 외환 시장 변
동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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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서
및 특징 /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
용 현황 / 결론

09-19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정성춘·김양희·김규판·이형근·김은지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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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1318-7  A5/524면  20,000원

 론 /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
서
현황과 과제 /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 일본 산업계의 저탄
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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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서
시사점 /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
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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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 주요 체제전환국
서
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 북한의 대외경
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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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말 /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사회의 특징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 / 한국
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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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치·외교 분야 대(對) 중국 국가전략 총괄연구 / 중국의 정치
중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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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중국의 내수
중
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 중국의 산업발전
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 한국의 대응 및 한ㆍ중 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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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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환경전략과 한국의 대응: 중국 환경시장 진
중
출방안을 중심으로 / 중국의 교통물류와 한국의 대응 /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
와 우리의 정책방향 / 일본경제의 대외구상과 한국의 대응 / 동북아 인력교류협력의 현재
와 미래: 노동력이동 및 다문화 문제 / 한ㆍ중 교육교류: 현황과 미래 / 중국의 통상정책 변
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09-01

세미나자료
모음

 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C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Myung-Chul Cho and Jiyeon Kim eds. (2009. 9)
ISBN 978-89-322-3052-8  A5/190면  10,000원

S ession I.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North Korea’s MarketOpe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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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 미국 / EU / 중국 / 일본 / 프랑스 / 영국 / 독일 / 러시아 / 호주 / 캐
개
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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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에너지 현황 및 정책 / 중앙아시아 에
서
너지 자원 수송망 /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개발 투자환경 분석 / 한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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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신성장전략 /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서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물
류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카자흐스탄의 WTO 가
입과 한국의 통상전략 /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자유산업
경제지역(FIEZ)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협력 방안 /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와 시
사점 /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모색

09-03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이재영·고재남·박상남·이지은 (2009.12)
ISBN 978-89-322-2167-0  A5/188면  7,000원

 론 /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 연구 / 카자흐스탄 대외정책결정과정 / 카자흐스탄의 권위
서
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 / 결론 및 시사점

09-0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Ⅰ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2)
ISBN 978-89-322-2168-7  A5/594면  15,000원

 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비교 연
중
구 / 독재정권의 개혁저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북한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대와
지배연합 / 중앙아시아 나린강 / 시르다리야강의 국제 수자원 정치 /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
출 확대와 고려인의 역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우즈베키스탄 이주민
연구: 역사적 유산과 일상 / 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 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 / 중앙아
시아 무슬림의 근대적 개혁ㆍ민족 운동(Jadidism)에 대한 재고(再考) /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서 보여지는 문화혼합(syncretism)적 특성에 관한 고찰 / 타지키스탄 국가 연
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 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
식: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문화유산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중앙아시
아 영화: 문화적 풍경과 이념적 지형

09-0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Ⅱ 중앙아시아: 경제·에너지·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2)
ISBN 978-89-322-2169-4  A5/384면  15,000원

 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투자 환경 변화 / 카자흐스탄 교통물류체계의 현
글
황과 발전 전망 47「교통전략 2015」와 통과수송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 EU「중앙아시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 정책제언 / 국제유가의 변
동이 카스피해 연안국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 경제발
전 전략과 석유가스 부문-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우즈베키스탄 전력
산업 현황과 한국 중전기산업 진출전략 / 투르크메니스탄 환경 산업 현황과 한국기업 진출
전략 연구 /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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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김균태·이현진 (2009. 8)

지역연구
시리즈

ISBN 978-89-322-6108-9  A5/64면  5,000원

 론 / 독일경제와 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서
정성적 분석 /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 결론 및
시사점

09-0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김흥종 외 (2009.12)
ISBN 978-89-322-6109-6  A5/164면  7,000원

 관 / 미국 / EU / 중국 / 일본 / 프랑스 / 영국 / 독일 / 러시아 / 호주 / 캐나다 / 인도 / 인도
개
네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사우디아라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멕시코 / 요약 및 시
사점

09-01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양주영 (2009. 9)

무역투자
연구시리즈

ISBN 978-89-322-2154-0  A5/70면  5,000원

 론 / 한국-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 러시아 반덤핑규범 개관 / 러
서
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결론

09-02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송영관·양주영 (2009.12)
ISBN 978-89-322-2170-0  A5/78면  5,000원

 론 /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 외국 유학생
서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 결론

09-0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박지현 (2009.12)
ISBN 978-89-322-2171-7  A5/218면 7,000원

 론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 이행계획
서
서 작성 방향 / 요약 / 부록

09-01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권  율·정지선 (2009. 6)

연구자료

ISBN 978-89-322-2153-3  A5/104면  7,000원

 론 / 북유럽 국가의 원조정책과 특징 /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서
원조 현황과 특징 /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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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도 전문인력과 서비스산업 성장:  
인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이순철·송영철 (2009. 8)
ISBN 978-89-322-2155-7  A5/86면  5,000원

서론 / 인도 전문인력 경쟁력과 정부 정책 / 인도 전문인력 활용과 효과 / 정책적 시사점

09-03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윤창인 (2009. 10)
ISBN 978-89-322-2156-4  A5/134면  7,000원

 론 / 미국의 무역환경 연계와 FTA 환경협정 /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개요 및
서
무역규제조치 / 결론: 요약 및 시사점

09-04

장기 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김양희·김은지 (2009. 10)
ISBN 978-89-322-2157-1  A5/108면  7,000원

 론 / 최근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 수출의존구조의 정착과 글로벌 금융위기 / 가계 소비
서
의 장기둔화 추이 / 결론

09-05

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Silviu Jora (2009.12)
ISBN 978-89-322-2158-8  A5/38면  2,000원

 n Overview of the EU ODA / The EU Classical ODA Subjects - the ACP Countries /
A
Northern Africa - the Mediterranean Policy / Relations with Asia and Latin America (ALA
countries) / EU ODA - A Perfect..ible Model / EU ODA and the Soft Power Concept / The
Universal Relevance of the EU Experience / Towards a Strengthened EU - Asia Cooperation
on Development / Conclusion

09-06

The Impacts of Enlargemen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ra、
s Inotai (2009.12)
ISBN 978-89-322-2159-5  A5/74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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