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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1402-3 / A5 / 296면 / 10,000원

서론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유치 현황 및 정책평가 /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유치 확대방안
/ 부록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김태윤·정재완·이재호·신민금·박나리 (2012. 12)
ISBN 978-89-322-1403-0 / A5 / 262면 / 10,000원

약어 표기 / 서론 /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 결론 / 부록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ISBN 978-89-322-1404-7 / A5 / 206면 / 7,000원

서론 /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 부록

12-22

2012

오윤아·허재준·강대창·김유미·신민금 (2012. 1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조충제·송영철·최윤정·이   웅·정혜원 (2012. 12)
ISBN 978-89-322-1405-4 / A5 / 320면 / 12,000원

서론 /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관계변화 /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현황 /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 부록

12-23

 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안
중심으로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2012. 12)
ISBN 978-89-322-1406-1 / A5 / 290면 / 10,000원

서론 /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
력 분야 /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한바란·최필수·윤서영·손성현·박재은·전혜린·이시욱 (2012. 12)
ISBN 978-89-322-1407-8 / A5 / 346면 / 12,000원

서론 /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
가 및 유망 분야 /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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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박영호·곽성일·장종문·전혜린 (2012. 12)
ISBN 978-89-322-1408-5 / A5 / 270면 / 10,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잠재력 / 주요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수주 현황 및 애로요인 / 한국의 진출확대방안 / 맺음말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정형곤·김병연·이   석 (2012. 12)
ISBN 978-89-322-1409-2 / A5 / 226면 / 10,000원

서론 /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
약요인 분석 /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 부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박복영·김종혁·고희채·박경로 (2012. 12)

2012

ISBN 978-89-322-1410-8 / A5 / 242면 / 10,000원

머리말 / 제조업육성 정책과 평가 / 통상전략의 방향과 평가 /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평가 /
정치적 대립과 영향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정성춘·김규판·이형근·김은지·이우광 (2012. 12)
ISBN 978-89-322-1411-5 / A5 / 378면 / 12,000원

서론 /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강유덕·김균태·오태현·이철원·이현진·채희율 (2012. 12)
ISBN 978-89-322-1412-2 / A5 / 260면 / 10,000원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
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2-04

12-30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강인수·한홍렬·이호생·송유철 (2012. 12)
ISBN 978-89-322-1413-9 / A5 / 276면 / 10,000원

서론 /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
제협력 /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
니 경제협력 /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 자바회랑
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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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12-06

12-31

몽골의 투자 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이재영·제성훈·김홍진·간투무르 뭉크낫산 (2012. 12)
ISBN 978-89-322-1414-6 / A5 / 278면 / 10,000원

서론 /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과 전략 /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
안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 12-09

12-32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조영관·성원용·이상준·주진홍 (2012. 12)
ISBN 978-89-322-1415-3 / A5 / 212면 / 10,000원

서론 / CAREC의 현황 및 특징 / 운송 부문과 CAREC / 에너지 부문과 CAREC / 무역원활화 부
문과 CAREC / CAREC과 한국의 협력방안 / 결론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 12-10

12-33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ISBN 978-89-322-1416-0 / A5 / 292면 / 10,000원

서론 / 중ㆍ러 관계 / 러ㆍ인 관계 / 중ㆍ인 관계 /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
심으로 / 결론

2012

백준기·김재관·이남주·박상남 (2012. 12)

전략지역심층연구 12-11

12-34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장용규·황규득·설병수·강경화·베   텔 (2012. 12)
ISBN 978-89-322-1417-7 / A5 / 234면 / 10,000원

서론 /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 / 토지를 둘러싼 남아공 사람들과 유럽인의
충돌 / 아파르트헤이트 시대(1948~93년)의 토지 정책 / 만델라 정부(1994~99년)의 토지 정책 /
2000년 이후의 토지 정책 / 요약 및 결론 / 남아공 토지 문제 관련 정책적 제언 / 부록: 남아공
의 경제 현황
전략지역심층연구 12-12

12-35

 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동
연구
이진상·변   웅 (2012. 12)
ISBN 978-89-322-1418-4 / A5 / 172면 / 7,000원

서론 / 사회경제개발 역량 /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계획 분석 / 국가 사회경제개발 전략 /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방안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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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12-15

12-36

중남미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기현·박윤주·김영철·이상현 (2012. 12)
ISBN 978-89-322-1419-1 / A5 / 366면 / 12,000원

서론 / 칠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 브라질 엘리트 집
단의 형성과 특징 / 멕시코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 결론 및 시사점
ODA 지역연구 12-01

12-37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권   율·김태윤·이재호·김유미 (2012. 12)
ISBN 978-89-322-1420-7 / A5 / 198면 / 7,000원

머리말 /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
원방향과 과제 /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ODA 지역연구 12-02

12-38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조충제·최윤정·송영철 (2012. 12)

2012

ISBN 978-89-322-1421-4 / A5 / 268면 / 10,000원

서론 / 지역동향과 개발계획 / 개발수요와 중점 개발협력 분야 / 중점 개발협력 분야별 원조
환경 / ODA 추진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 부록
ODA 지역연구 12-03

12-39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주영·이시은 (2012. 12)
ISBN 978-89-322-1442-1 / A5 / 298면 / 10,000원

서론 /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ODA 지역연구 12-04

12-40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박영호·곽성일·정지선·장종문·전혜린 (2012. 12)
ISBN 978-89-322-1423-8 / A5 / 234면 / 10,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 아프리카의 분
야별 개발 현황 /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 맺음말

12-41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윤덕룡·박복영·강유덕·권   율·강은정 (2012. 12)
ISBN 978-89-322-1424-5 / A5 / 198면 / 7,000원

서론 / 국제사회의 ODA 정책과 환경변화 /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 비교분석과 한국에 대
한 시사점 / 유럽 국가의 경험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와 한
국의 적용방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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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김종섭·박명호·이영섭·김종법·박선희·정재원·이은석·김희연 (2012. 12)
ISBN 978-89-322-1425-2 / A5 / 480면 / 15,000원

서론: 제2편의 취지 및 구성 /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흐름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쟁점 /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 /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연구 / 스웨덴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스페인 / 이탈리아 / 총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1

12-43

 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
중
협력방안
선우덕·김태완·김병철·楊立雄·양찬미 (2012. 12)
ISBN 978-89-322-1426-9 / A5 / 206면 / 비매

서론 / 중국 사구(社區, 지역사회)의 개념과 서비스 내용 / 중국 북경시 사구(社區, 지역사회)
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실태 / 사례분석: 중국 북경시 사구(社區, 지역사회)내 노인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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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청두시(四川省 成都市) 소비시장 분석 / 오종혁    

12-08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 合肥市) / 박진희    

12-09

저장성 전문시장 발전 현황 및 특성 사례연구 / 이상희   

12-10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샨시성 시안시(陝西省 西安市) / 오종혁

12-11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저장성 닝보시(浙江省 寧波市) /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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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省)별
동향브리핑

12-01

저장성 상품거래소의 현황 및 전망 / 이상희   

12-02

 로벌 IT 기업의 중국 충칭시(重慶市) 및 쓰촨성(四川省) 진출 현황과
글
향후 전망 / 오종혁·이상훈  

12-03

광둥(廣東)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및 추진 동향 / 김홍원·정지현    

12-04

‘12·5규획기간 상하이시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 노수연    

12-05

허베이(河北)성 연해지역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망 / 김부용   

12-06

중국 대외교역정책의 전환과 지역별 대외교역 동향 / 김부용·박진희·이상희    

12-07

동북 3성의 노무환경 현황 및 시사점 / 임민경    

12-08 「중국의

희토류 현황 및 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오종혁    
12-09
12-10

저장성 정부의 지역출신 기업 유턴장려정책과 시사점 / 노수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과 지역별 대응 현황 /
김부용·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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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 김홍원

12-12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동북 3성 / 김부용·임민경

12-13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산둥성 / 이상훈·오종혁

12-14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화동지역 / 노수연·이상희

12-15

한·중 수교 20주년 지역별 회고와 전망: 지역 총괄 / 정지현·박진희·김홍원

12-16

장쑤성 태양광 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노수연

12-17

창지투(長吉圖)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훈춘(琿春)을 중심으로 / 김부용·임민경

12-01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12·5규획 개요’의 주요 내용

12-02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 확대와 대응조치

12-03

중국 성시별 정부업무 보고에서 살펴본 2012년 경제 정책 방향

12-04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12-05

중국「국가 환경보호 12·5규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

12-06

TPP 발전 동향과 중국의 입장

12-07

중국 국가인구발전 12·5규획의 주요 내용

12-08

중국 12·5규획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의 주요 내용

12-09

2012년 중국 양회(两会) 여론 보고서의 주요 내용

12-10

중국 ‘서부대개발 12·5규획’의 주요 내용

12-11

2010/2011년 중국 500대 기업 발전보고

12-12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의 주요 내용

12-13

12·5규획 기간 중국의 지방정부성 채무부담 예측

12-14

중·미 태양광전지 제품의 통상 분쟁과 중국 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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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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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15

QFII 및 RQFII 제도 완화의 주요 내용과 의의

12-16

2011년 중국 농민공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12-17

중국『취업촉진규획(2011~2015년)』의 주요내용

12-18

중국『국내무역 발전 12·5규획』의 주요 내용

12-19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2-01

The First Year after the Korea-EU FTA and Its Prospects / Yoo-Duk Kang

12-02

20 Years of the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hip: Retrospect and Prospect /
PilSoo Choi, Suyeon No, and Min Suk Park

12-03

 ecent Trends in Global Protectionism and Implications for Korea’s Trade Policy and
R
Strategy / Chul Chung et al.

12-04

Effects of U.S.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and Implications for QE3 /
Dong-Eun Rhee

 hina-Taiwan ECFA Investment Agreement and its Implicatons for the Korea-China
C
FTA Negotiations / Jina 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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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Policy
Analyses

C
 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okyeong Park and Barry Eichengreen (2011. 12)
ISBN 978-89-322-1088-9 / A5 / 266면 / 10,000원

Introduction / Financial Reform after the Crisis / Did WTO Rules Restrain
Protectionism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 The Group of 20: Trials of Global Governance in
Times of Crisis / Emerging Markets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Challenges
for the Asian Economy / Challenges for the Advanced Economies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고희채·이준규·오민아·이보람 (2011. 12)
ISBN 978-89-322-1351-4 / A5 / 222면 10,000원

2011

연구보고서

서론 / 국제적 추이 및 배경 / 미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 결론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이창재·방호경 (2011. 12)
ISBN 978-89-322-1352-1 / A5 / 212면 / 10,000원

서론 / 동북아 경제협력 / 동아시아 경제통합 / 동아시아 시대 / 결론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의 분석
윤덕룡·오승환·백승관 (2011. 12)
ISBN 978-89-322-1353-8 / A5 / 292면 / 10,000원

서론 /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현황 /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 국제 기축통화와
아시아의 대안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박복영·오승환·정용승·박영준 (2011. 12)
ISBN 978-89-322-1354-5 / A5 / 204면 / 10,000원

머리말 /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비중 / 중국의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에 관한 모의실험 /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 결론 및 시사점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 효과 분석
이동은·강은정·박영준 (2011. 12)
ISBN 978-89-322-1355-2 / A5 / 136면 / 7,000원

서론 /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물가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세계 지역별 위
험요인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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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허   인·안지연·양다영 (2011. 12)
ISBN 978-89-322-1356-9 / A5 / 172면 / 7,000원

서론 / 국제 단기자본 유출입 및 규제 동향 / 국제단기자본 유입규제 전후 추세 분석 / 국제 단
기자본 유출입 결정요인 및 규제 효과 분석 / 결론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제1권)
박복영 편 (2011. 12)
ISBN 978-89-322-1357-6 / A5 / 342면 / 12,000원

서론 / [제1부 위기의 조망]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공황 금융위기의 비교 / 글로벌 불균형의 원
인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각 / [제2부 글로벌체제의 변화] G20의 등장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 금융의 거시건전성 강화와 그 영향 / 국제기후변화 규범의 변화 / 미ㆍ중
공동제휴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전략

(제2권)
박복영 편 (2011. 12)
[제3부 선진국 경제의 변화] 유럽의 지역통합: 위기와 개혁의 정치경제 / 선진국 재정건전화
정책의 전망과 경제적 효과 /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정책적 함의 / [제4부 신흥국 경제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변화 / 에너지ㆍ식량문제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통합 /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11-08

2011

ISBN 978-89-322-1358-3 / A5 / 318면 / 12,000원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종화·이형근·양다영·박영준 (2011. 12)
ISBN 978-89-322-1359-0 / A5 / 148면 / 7,000원

서론 /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추이와 전망 / 동아시아 모델의 평가: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 / 동
아시아 모델의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 / 동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서진교·이준원·김한호 (2011. 12)
ISBN 978-89-322-1360-6 / A5 / 194면 / 7,000원

서론 /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대응 / 요약 및 정책제언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강유덕·이철원·이현진·오현정 (2011. 12)
ISBN 978-89-322-1361-3 / A5 / 272면 / 10,000원

서론 / EU의 무역 및 투자 / EU 통상정책의 체계와 변화 / 한 ·EU 통상관계 / 한·EU FTA의
이행 전망과 EU 시장 진출 전략 /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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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조미진·김영귀·박지현·강준하 (2011. 12)
ISBN 978-89-322-1362-0 / A5 / 203면 / 10,000원

서론 /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패턴 분석 /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한국의 전략적 GSP 도입 방안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김영귀·박혜리·금혜윤 (2011. 12)
ISBN 978-89-322-1363-7 / A5 / 164면 / 7,000원

서론 / 개방화 및 경쟁구조 현황 / 개방화가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 시장구조 및 경쟁구조
에 따른 개방화 효과 / 결론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김영귀·강준구·김혁황·현혜정 (2011. 12)
ISBN 978-89-322-1364-4 / A5 / 267면 / 10,000원

2011

서론 /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 수입중간재의 투입구
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 결론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장용준·서정민·김민성·양주영 (2011. 12)
ISBN 978-89-322-1365-1 / A5 / 297면 / 10,000원

서론 /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김정곤·박순찬 (2011. 12)
ISBN 978-89-322-1366-8 / A5 / 198면 / 7,000원

약어 정리 / 서론 / 보호주의의 현황 및 국제적 논의 동향 /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에 대한 실증 분석 /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분석 /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 요
약 및 정책 시사점 / 부록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
김상겸·임경수·박인원·박순찬 (2011. 12)
ISBN 978-89-322-1367-5 / A5 / 163면 / 7,000원

서론 /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부록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정지원·권   율·정지선·박수경·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1368-2 / A5 / 250면 / 10,000원

서론 /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 국제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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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협력 지원 현황 /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
결론 / 부록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김은지 (2011. 12)
ISBN 978-89-322-1369-9 / A5 / 238면 / 10,000원

서론 / 일본 제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1): 거시 및
산업 관점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2): 경영(모노즈쿠리) 관점 /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 결론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정형곤·방호경·나승권·윤미경 (2011. 12)
ISBN 978-89-322-1370-5 / A5 / 268면 / 10,000원

서론 / 한·중·일의 서비스산업 위상 및 경쟁력 비교 / 한·중·일의 주요 서비스산업별 특
성 / 한·중·일 주요 서비스업의 투자환경 평가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ISBN 978-89-322-1371-2 / A5 / 235면 / 10,000원

서론 /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 중국의 보조금 현황 /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
례 및 중국의 대응 /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및 중국의 대응 / 요약 및 시사점

11-21

2011

박월라·Sherzod Shadikhodjaev·나수엽·여지나·마   광 (2011. 12)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정형곤·김지연·이종운·홍익표 (2011. 12)
ISBN 978-89-322-1372-9 / A5 / 244면 / 10,000원

서론 /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
과 평가 /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김태윤·이재호·정재완·백유진·강대창 (2011. 12)
ISBN 978-89-322-1373-6 / A5 / 192면 / 7,000원

서론 /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 현
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박영호·전혜린·김성남·김민희 (2011. 12)
ISBN 978-89-322-1374-3 / A5 / 394면 / 12,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의 발전 잠재력 / 주요국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특징 / 시사점 및 대응과제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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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고희채 (2011. 12)
ISBN 978-89-322-1375-0 / A5 / 226면 / 10,000원

서론 /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변화 /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
징 / 주요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 한국의 대브라질 산
업협력 확대 방안 / 맺음말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조충제·최윤정·송영철 (2011. 12)
ISBN 978-89-322-1376-7 / A5 / 175면 / 7,000원

머리말 /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 /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주별 성장패턴 및 전망 /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시사점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이재영·Sherzod Shadikhodjaev·박순찬·황지영 (2011. 12)

2011

ISBN 978-89-322-1377-4 / A5 / 203면 / 10,000원

서론 /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과정 분석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
동맹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분
석 /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승신·최필수·김부용·여지나·박민숙·임민경 (2011. 12)
ISBN 978-89-322-1378-1 / A5 / 254면 / 10,000원

서론 /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 결론 / 부록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조충제·최윤정·송영철·손승호 (2011. 12)
ISBN 978-89-322-1379-8 / A5 / 188면 / 7,000원

서론 / 진출동향 및 조사대상 기업 / 제조업 경영실태 / 비제조업 경영실태 /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 / 투자환경 평가 및 지원정책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강대창·김규판·오윤아·이재호·신민금·Siwage Dharma Negara·Latif Adam
(2011. 12)
ISBN 978-89-322-1380-4 / A5 / 210면 / 10,000원

서론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 지역개
발 부문 협력 방안 /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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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김진오·권기수·고희채·박미숙·김형주 (2011. 12)
ISBN 978-89-322-1381-1 / A5 / 282면 / 10,000원

서론 /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 한국ㆍMERCOSUR 관계 / 정책적 시사점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한바란·윤서영·박광순 (2011. 12)
ISBN 978-89-322-13828 / A5 / 164면 / 7,000원

서론 / 경제구조와 고용구조 /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 노동정책 / 정책 평가와 협력방안 /
맺음말 / 부록

11-01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
Lee-Jay Cho and Chang Jae Lee eds. (2011. 4)

세미나
자료모음

ISBN 978-89-322-3055-9 / A5 / 182면 / 7,000원

11-02

2011

Introduction and Overview /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isited / Role of Northeast Asia after Crisis and NEABCD /
In Support of a Regional Development Bank in Northeast Asia: Provision
of Regional Public Goods / The Establishment of the NEADB and the
Countermeasure of Local Government: From Conception to Promotion / Key Points of the
Proposal to Establish and Manage a NEABCD / Korea Eximbank’s Plan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The Pro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Strengthening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nd Promoting
Regional Common Development / Financing and Project Management of Cross-border Project
of the World Bank and the Asia Development Bank /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nd Asian
Bond Fund / Memorandum: NEADB－Future Work & Fast-TrackApproval / Appendix:
Agendas and Ulaanbaatar Declaration

2010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Yang-Hee Kim ed. (2011. 5)
ISBN 978-89-322-3056-6 / A5 / 304면 / 10,000원

The Sphere of Services as the Main Factor of Maintenance Employment
and a Diversification of Economy of Uzbekistan / Education for
Development: India and East Asia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urkey: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Economic Cooperation /
ASEAN Economic Community: Prospect for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Cross-Strait ECFA Should be the Stepping Stone for Taiwan Joining in the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 Korea's FTA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ine Market / Korean Trade
and Political Risk / Research on Exit and Transformation of China’s Economical Stimulus
Policies in the Post-Crisis Era / Research on the Urbanization Problem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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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중국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정영록·쉬창성 공편저 (2011. 9)
ISBN 978-89-322-3057-3 / A5 / 208면 / 10,000원

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 중부의 낙후에서 굴기까지의 변화와 발전 / 중국 중부굴기
와 4개 성의 경제적 위상 / 장강 중류 도시군의 구축 평가 / 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 중부지역의 외자투자 발전 연구 /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 우한의 도
시기능 정립과 산업발전의 핵심 전략 / 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 부록

11-04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채   욱·이장규·김부용 공편 (2011. 10)
ISBN 978-89-322-3058-0 / A5 / 334면 / 12,000원

2011

[제1부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과 경제 현황] / 중국 지역경제 발전 현황, 문제 및 추세 / 저장
성 12ㆍ5 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 동북 3성의 지역경제 전략 및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
중국 서부대개발 10년, 성과와 향후 전망 / [제2부 중국의 권역별 新성장동력] 중국의 도시화
와 지역정책: 특징과 동향 / 중국 중부 4대 도시군 내수시장 진출확대 방안 / 주강삼각주지역
의 산업이전 현상과 외자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 징진지(京津冀)지역 LED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11-05

F 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I: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Lee-Jay Cho and Chang Jae Lee eds. (2011. 12)
ISBN 978-89-322-3059-7 / A5 / 166면 / 7,000원

Introduction and Overview / [Chapter 1. Broad Issue of Economic Partnerships] Trans-Pacific
Partnership: Priority Issue of the APEC 2011 Honolulu Ippei Yamazawa / Big Brother in Pacific
Cooperation Study / APEC 2011 Honolulu / APEC Achieves Free Trade by 2020 / A Paradigm
Shift in the Regional Integration TPP toward FTAAP / APEC Pushes Up FTAAP / Prospects for a
China-Japan-Korea FT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 [Chapter 2.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ADB and the Countermeasure of Local Government:
From Conception to Promotion /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for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Bank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 Review of Accounting Policies and
Operating Methodologies for Existing Development Banks / [Chapter 3. Financ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 Case for Financing Cross-Border Infrastructure: Russia and
Mongolian Resources] / Towards an Integrated Regional Logistics System / Korea-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 Vision for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The Construction of a Korea-Japan Undersea Tunnel / Appendix

11-01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김종일·황원규·윤미경·김낙년 (2011. 12)

ODA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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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원조와 경제
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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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11-02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강인수·송유철·유진수 (2011. 12)
ISBN 978-89-322-2248-6 / A5 / 222면 / 10,000원

서론 /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 결론 / 부록

11-03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한홍렬·이호생·이시욱 (2011. 12)
ISBN 978-89-322-2250-9 / A5 / 164면 / 7,000원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 한국의 무
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 결론 / 부록

11-04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ISBN 978-89-322-2251-6 / A5 / 120면 / 7,000원

들어가는 말 / CSR의 범위 / 민관 협력 / PPP의 범위 / 한국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 사회
공헌 규범모형 /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11-05

2011

노한균 (2011. 12)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김철희 (2011. 12)
ISBN 978-89-322-2252-3 / A5 / 105면 / 7,000원

서론 / 개발협력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 / 개발협력 인
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부록

11-01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손기태·김민희·박수경 (2011. 12)

ODA
정책연구

ISBN 978-89-322-2242-4 / A5 / 84면 / 5,000원

서론 /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 무작위 배정 실험 소개 / 무작위 배정 실험 사례 소개 / 결론

11-02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권   율·박수경·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2243-1 / A5 / 152면 / 7,000원

서론 / 연구 배경 및 방법 /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
정책적 시사점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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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정지원·정지선 (2011. 12)
ISBN 978-89-322-2244-8 / A5 / 95면 / 5,000원

서론 /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
요 정책수단 / 정책과제 / 부록

11-04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정지원·박수경·임소영 (2011. 12)
ISBN 978-89-322-2245-5 / A5 / 118면 / 7,000원

서론 / 녹색기후기금 논의동향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 결론 / 부록

11-05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정지선·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2246-2 / A5 / 176면 / 7,000원

2011

서론 /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 부록

11-0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김찬완·손승호·임정성 (2011. 12)

전략지역
심층연구

ISBN 978-89-322-2264-6 / A5 / 278면 / 10,000원

머리말 / 경제개혁책의 특징 / 향후 과제 / 경제개혁의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1-02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이순철·이영일 (2011. 12)
ISBN 978-89-322-2265-3 / A5 / 236면 / 10,000원

서론 / 기존 연구와 연구 방법 / 외국인투자 현황과 특징 / 경제구조 및 경
제정책 / 인프라 / 법과 제도 / 부존자원 / 종합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11-03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이미지
조충제·은기수·박   건·장원봉·유성용·정혜원 (2011. 12)
ISBN 978-89-322-2266-0 / A5 / 274면 / 10,000원

서론 /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조사대상자의 특성 / 일반적 경험에 대한 비교 / 한국과 인도에
대한 이미지 / 양국간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 결론 / 부록

11-04

한ㆍ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김현제·조상민·박찬국 (2011. 12)
ISBN 978-89-322-2267-7 / A5 / 196면 / 7,000원

서론 / 인도 에너지 수요 및 투자 전망 / 인도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 인도 그린에너지 정책
및 관련 사업 / 그린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를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향 /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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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이   웅·최호상·정무섭·서대교 (2011. 12)
ISBN 978-89-322-2268-4 / A5 / 194면 / 7,000원

서론 / 인도의 은행산업 / 인도의 증권금융산업 / 인도의 보험산업 / 결론 / 부록

11-06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강대창·박나리·유현석·김형종·이동윤 (2011. 12)
ISBN 978-89-322-2269-1 / A5 / 196면 / 7,000원

서론 /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 아세안 의사결
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 결론 / 부록

11-07

 남아시아의 최근 정치ㆍ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
필리핀을 중심으로
조흥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2011. 12)
ISBN 978-89-322-2270-7 / A5 / 376면 / 12,000원

서론 / 동남아시아 / 태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종합적
관찰

2011

11-08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2011. 12)
ISBN 978-89-322-2271-4 / A5 / 204면 / 7,000원

서론 /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
결론

11-09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강대창·박나리·김형준·홍석준·원순구·손승호 (2011. 12)
ISBN 978-89-322-2272-1 / A5 / 264면 / 10,000원

서론 / 이슬람 경제의 이해 / 이슬람 금융의 이해 /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 인도네시아 이
슬람 경제 / 결론

11-10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이호생·강인수·송유철·한홍렬 (2011. 12)
ISBN 978-89-322-2273-8 / A5 / 252면 / 10,000원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
별 현황 및 평가 /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
적개발원조 현황 /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 요약 및 결론 / 부록

11-11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레·강대창·김유미·박나리 (2011. 12)
ISBN 978-89-322-2274-5 / A5 / 238면 / 10,000원

서론 /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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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현황 /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
후 전망 / 결론 / 부록

11-12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2011. 12)
ISBN 978-89-322-2275-2 / A5 / 326면 / 12,000원

서론 /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
력, 구심력의 방정식 /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
로 /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 / 결
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11-13

한ㆍ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윤성학ㆍ김영진ㆍ김일겸ㆍ김안국ㆍ홍미희ㆍ성동기ㆍ이시영 (2011. 12)

2011

ISBN 978-89-322-2276-9 / A5 / 344면 / 12,000원

서론 /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
방안 /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
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결론

11-1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조영관·주진홍·강명구·김영식·오영일·이상준 (2011. 12)
ISBN 989-89-322-2277-6 / A5 / 226면 / 10,000원

서론 /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연구 /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 한국에 대한 시사점

11-15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이재영·이평래·윤익중·이시영·S. Avirmed (2011. 12)
ISBN 978-89-322-2278-3 / A5 / 212면 / 10,000원

서론 / 몽골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의 역사 /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정책 / 주요국의 대
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
원 개발 참여 확대방안

11-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79-0 / A5 / 440면 / 15,000원

[경제] 한ㆍ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기술인력도입정책의 정책적ㆍ제도적 활
용방안 연구 / 원 / 루피 환율의 변동이 한ㆍ인도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도 IT 시장에
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상품 브랜드 평가에 대한 연구 / 인도의 대표적 민간 기업 Tata,
Aditya Birla, Reliance의경제자유화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 인도의 육상물류산업 발전에 관
한 연구 / 한ㆍ인도 CEPA 이후 대인도 수출의 변화와 탄력성 분석 / [정치·법·문화] 인도 지
방정부에서 판차야트 라지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연구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인도의
경제특구 전략: ‘정치적 영역성’을 중심으로 / 동인도회사와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과정 /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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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에 나타난 인도의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연구

11-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80-6 / A5 / 302면 / 10,000원

[경제] 라오스 중소기업의 특징과 한국의 경제협력 가능성 / 미얀마 쌀 산업 가치사슬 체계 진
단과 발전전략 도출 /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 베트남의
국영기업 관리정책 분석과 향후 전망 / 동남아시아 화교 네트워크와 무역투자현황:캄보디아,
라오스 사례 연구 / 라오스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원조 개선방안 연구 / EPIC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캄보디아 쌀 생산량 예측

11-1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81-3 / A5 / 296면 / 10,000원

11-1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2011

[정치] 말라카해협의 해적 퇴치 노력과 국제 협력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시의 귀족엘리트 부
상과 권력 유지메커니즘 연구 / 인도네시아 이슬람과 정치의 상관관계 / [사회ㆍ역사] 싱가포
르의 사회인구정책과 시사점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초등학교 경제교육 실태
분석과시사점 / 1910년대 한인 청년들의 남양행(南洋行)과 남양(南洋) 인식:정원택(鄭元澤)
의 ≪지산외유일지(志山外遊日誌)≫를 중심으로

ISBN 978-89-322-2282-0 / A5 / 298면 / 10,000원

[경제] 카자흐스탄의 기후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한 외국 에너지 기업의진출 방안 연구: CSR 전
략을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 에너지 브릿지(Energy Bridge)에 대한 분석: 투르크메니스탄가
스자원에 대한 최적 접근전략 / [정치] 키르기스스탄 남부 종족 간 충돌에 관한 연구: 2010년
의 사례를중심으로 / 키르기스스탄의 2005년 혁명과 2010년 혁명의 비교 고찰 / 페르가나 지
역과 중앙아시아 민족ㆍ종교ㆍ국경선 및 수자원을둘러싼 갈등 / 복합공간으로서의 중앙아시
아: 한국의 성장동력 공간으로서의 고찰

11-2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83-7 / A5 / 296면 / 10,000원

[역사] 중앙아시아 주요 도시의 변천: 식민지시대 도시에서 현대 국민국가도시로의 발전 모델
/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종교적ㆍ민족적 정체성 연구 / 중앙아시아 벼농사의 발전 과정과 고
려인의 역할 / [문화] 우즈베키스탄 한류(韓流) 연구: 현황, 확산 요인, 지속화 방안 / 중앙아시
아 5개국의 정체성 모색: 역사적 기원 및 문자 전환을중심으로 / 키르기스스탄의 ‘기적’, 키르
기스스탄 영화의 주요 특성 연구

11-2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터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84-4 / A5 / 340면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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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다국적 서비스에 대한 몽골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자
원으로서 몽골 3대 영웅서사시의활용 가치에 대한 연구 / 몽골 환경오염 현황과 우리나라 환
경기업의 진출전략 연구 / 글로벌 의료서비스 연계 방식의 한·몽(골) 협력관계 구축 /
한ㆍ몽골 간 물류ㆍ금융 연계협력 방안 연구 / [터키] 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 /
1990~2007년 기간의 터키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11-01

지역연구
시리즈

 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한
태양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주진홍 (2011. 11)
ISBN 978-89-322-6114-0 / A5 / 104면 / 7,000원

서론 / 세계 태양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요건 평가 /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입지 여건(Ⅰ) /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입
지 여건(II): 주변국 현황 /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협력방안 / 결론

2011

11-01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성한경·김혁황·금혜윤 (2011. 12)

무역투자
연구시리즈

ISBN 978-89-322-2304-9 / A5 / 72면 / 5,000원

서론 /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 FTA 관세율과 활용률 / FTA와 활용률
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결론

11-0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 (2011. 5)
ISBN 978-89-322-2238-7 A5 / 110면 / 7,000원

연구자료

서론 /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
전략 변화 / 평가와 시사점

11-02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노수연 (2011. 6)
ISBN 978-89-322-2239-4 A5 / 98면 / 5,000원

서론 / 중국 태양광산업 / 장쑤성 태양광산업 / 기업사례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1-03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김정곤·김균태 (2011. 9)
ISBN 978-89-322-2240-0 / A5 / 116면 / 7,000원

서론 / EU / 캐나다 / 미국 /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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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김부용 (2011. 9)
ISBN 978-89-322-2241-7 / A5 / 100면 / 5,000원

서론 / 중국 LED 산업 현황 /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 및 타 지역과의 비교 / 한국
기업의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시장 진출사례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ODA 정책연구 11-01

11-05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손기태·김민희·박수경 (2011. 12)
ISBN 978-89-322-2242-4 / A5 / 84면 / 5,000원

서론 /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 무작위 배정 실험 소개 / 무작위 배정 실험 사례 소개 / 결론
ODA 정책연구 11-02

11-06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권   율·박수경·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2243-1 / A5 / 152면 / 7,000원

서론 / 연구 배경 및 방법 /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
정책적 시사점 / 부록

2011

ODA 정책연구 11-03

11-07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정지원·정지선 (2011. 12)
ISBN 978-89-322-2244-8 / A5 / 95면 / 5,000원

서론 /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
요 정책수단 / 정책과제 / 부록
ODA 정책연구 11-04

11-08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정지원·박수경·임소영 (2011. 12)
ISBN 978-89-322-2245-5 / A5 / 118면 / 7,000원

서론 / 녹색기후기금 논의동향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 주요 다자기금 및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 결론 / 부록
ODA 정책연구 11-05

11-09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정지선·이주영 (2011. 12)
ISBN 978-89-322-2246-2 / A5 / 176면 / 7,000원

서론 /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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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기초연구 11-01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김종일·황원규·윤미경·김낙년 (2011. 12)
ISBN 978-89-322-2247-9 / A5 / 298면 / 10,000원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원조와 경제
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ODA 기초연구 11-02

11-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강인수·송유철·유진수 (2011. 12)
ISBN 978-89-322-2248-6 / A5 / 222면 / 10,000원

서론 /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 결론 / 부록

2011

11-1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정형곤·방호경 (2011. 11)
ISBN 978-89-322-2249-3 / A5 / 110면 / 5,000원

서론 /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
인 / 사무국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EU 집행위원회 / 한ㆍ중ㆍ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의
비교 및 시사점 / 결론: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 부록
ODA 기초연구 11-03

11-13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한홍렬·이호생·이시욱 (2011. 12)
ISBN 978-89-322-2250-9 / A5 / 164면 / 7,000원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 한국의 무
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 결론 / 부록
ODA 기초연구 11-04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노한균 (2011. 12)
ISBN 978-89-322-2251-6 / A5 / 120면 / 7,000원

들어가는 말 / CSR의 범위 / 민관 협력 / PPP의 범위 / 한국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 사회
공헌 규범모형 /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ODA 기초연구 11-05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김철희 (2011. 12)
ISBN 978-89-322-2252-3 / A5 / 105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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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개발협력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 / 개발협력 인
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부록

11-16

 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조영관 (2011. 12)
ISBN 978-89-322-2253-0 / A5 / 92면 / 5,000원

서론 /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 /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특구 현황 / 중앙아시아 경제특구
비교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이창재·정재완·방호경 (2011. 12)
ISBN 978-89-322-2254-7 / A5 / 102면 / 5,000원

서론 /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 한·중·일 3국의 대캄
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 한·중·일 3
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 평가 및 정책 시사점 / 부록

11-18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ISBN 978-89-322-2255-4 / A5 / 108면 / 5,000원

서론 / 이론적 고찰 /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대(對)장쑤성 투자 현황 / 기업사례 분석 / 장쑤성
진출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실태와 향후 과제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1-19

2011

노수연·곽주영 (2011. 12)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정곤·금혜윤 (2011. 12)
ISBN 978-89-322-2256-1 / A5 / 126면 / 7,000원

서론 / FTA 환경협정 분석 / FTA 환경협상에 대한 고려 사항 / 정책적 시사점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홍익표·이종운·김지연·양문수·이찬우·임수호 (2011. 12)
ISBN 978-89-322-2257-8 / A5 / 316면 / 12,000원

서론 /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 북ㆍ중 경제관계 /
북ㆍ일 경제관계 / 북ㆍ미 경제관계 / 북ㆍEU 경제관계 /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 북ㆍ러 경제
관계 /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고희채·오민아·이보람 (2011. 12)
ISBN 978-89-322-2258-5 / A5 / 84면 / 5,000원

서론 /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 및 특성 / 미국 중소기업 수출장벽 및 지원제도 / 미국의 중소기
업 수출지원제도 및 성공사례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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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박월라·최의현 (2011. 12)
ISBN 978-89-322-2259-2 / A5 / 124면 / 7,000원

서론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 / 중국기업의 해외직
접투자 사례와 성과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김부용·오종혁 (2011. 12)
ISBN 978-89-322-2260-8 / A5 / 112면 / 5,000원

서론 / 희토류산업 개요 / 글로벌 희토류산업 현황 /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및 규제 강화 / 주
요국의 대응 / 기업 사례 / 결론 및 시사점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정지현·이혁구 (2011. 12)
ISBN 978-89-322-2261-5 / A5 / 96면 / 5,000원

2011

서론 /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 광둥성 가공무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 기업 사례
분석 / 평가 및 시사점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이상훈 (2011. 12)
ISBN 978-89-322-2262-2 / A5 / 98면 / 5,000원

서론 / 르자오(日照)시 투자환경 / 웨이팡(濰坊)시 투자환경 / 둥잉(東營)시 투자환경 / 빈저
우(濱州)시 투자환경 / 종합 및 시사점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정지현 (2011. 12)
ISBN 978-89-322-2263-9 / A5 / 118면 / 7,000원

서론 / 중국 중부 주요 도시 개황 /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생산 및 물류 환경 /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 / 종합 및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김찬완·손승호·임정성 (2011. 12)
ISBN 978-89-322-2264-6 / A5 / 278면 / 10,000원

머리말 / 경제개혁책의 특징 / 향후 과제 / 경제개혁의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이순철·이영일 (2011. 12)
ISBN 978-89-322-2265-3 / A5 / 236면 / 10,000원

서론 / 기존 연구와 연구 방법 / 외국인투자 현황과 특징 /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 인프라 /
법과 제도 / 부존자원 / 종합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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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이미지
조충제·은기수·박   건·장원봉·유성용·정혜원 (2011. 12)
ISBN 978-89-322-2266-0 / A5 / 274면 / 10,000원

서론 /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조사대상자의 특성 / 일반적 경험에 대한 비교 / 한국과 인도에
대한 이미지 / 양국간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 결론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11-30

한ㆍ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김현제·조상민·박찬국 (2011. 12)
ISBN 978-89-322-2267-7 / A5 / 196면 / 7,000원

서론 / 인도 에너지 수요 및 투자 전망 / 인도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 인도 그린에너지 정책
및 관련 사업 / 그린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를 통한 한ㆍ인도 협력방향 / 결론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이   웅·최호상·정무섭·서대교 (2011. 12)

2011

ISBN 978-89-322-2268-4 / A5 / 194면 / 7,000원

서론 / 인도의 은행산업 / 인도의 증권금융산업 / 인도의 보험산업 / 결론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강대창·박나리·유현석·김형종·이동윤 (2011. 12)
ISBN 978-89-322-2269-1 / A5 / 196면 / 7,000원

서론 /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 아세안 의사결
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 결론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11-33

 남아시아의 최근 정치ㆍ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
필리핀을 중심으로
조흥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2011. 12)
ISBN 978-89-322-2270-7 / A5 / 376면 / 12,000원

서론 / 동남아시아 / 태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종합적
관찰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2011. 12)
ISBN 978-89-322-2271-4 / A5 / 204면 / 7,000원

서론 /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 캄보디아의 메
콩 수자원 개발 전략 /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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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강대창·박나리·김형준·홍석준·원순구·손승호 (2011. 12)
ISBN 978-89-322-2272-1 / A5 / 264면 / 10,000원

서론 / 이슬람 경제의 이해 / 이슬람 금융의 이해 /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 인도네시아 이
슬람 경제 / 결론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이호생·강인수·송유철·한홍렬 (2011. 12)
ISBN 978-89-322-2273-8 / A5 / 252면 / 10,000원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
별 현황 및 평가 /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
적개발원조 현황 /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 요약 및 결론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11-11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레·강대창·김유미·박나리 (2011. 12)
ISBN 978-89-322-2274-5 / A5 / 238면 / 10,000원

서론 /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
력과 현황 /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
후 전망 / 결론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2011. 12)
ISBN 978-89-322-2275-2 / A5 / 326면 / 12,000원

서론 /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
력, 구심력의 방정식 /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
로 /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 / 결
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11-39

한ㆍ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윤성학ㆍ김영진ㆍ김일겸ㆍ김안국ㆍ홍미희ㆍ성동기ㆍ이시영 (2011. 12)
ISBN 978-89-322-2276-9 / A5 / 344면 / 12,000원

서론 /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 한ㆍ중앙아시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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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조영관·주진홍·강명구·김영식·오영일·이상준 (2011. 12)
ISBN 989-89-322-2277-6 / A5 / 226면 / 10,000원

서론 /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연구 /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이재영·이평래·윤익중·이시영·S. Avirmed (2011. 12)
ISBN 978-89-322-2278-3 / A5 / 212면 / 10,000원

서론 / 몽골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의 역사 /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정책 / 주요국의 대
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
원 개발 참여 확대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경제] 한ㆍ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기술인력도입정책의 정책적ㆍ제도적 활
용방안 연구 / 원 / 루피 환율의 변동이 한ㆍ인도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도 IT 시장에
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상품 브랜드 평가에 대한 연구 / 인도의 대표적 민간 기업 Tata,
Aditya Birla, Reliance의경제자유화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 인도의 육상물류산업 발전에 관
한 연구 / 한ㆍ인도 CEPA 이후 대인도 수출의 변화와 탄력성 분석 / [정치·법·문화] 인도 지
방정부에서 판차야트 라지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연구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인도의
경제특구 전략: ‘정치적 영역성’을 중심으로 / 동인도회사와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과정 / 애니
메이션에 나타난 인도의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연구

2011

ISBN 978-89-322-2279-0 / A5 / 440면 / 15,000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80-6 / A5 / 302면 / 10,000원

[경제] 라오스 중소기업의 특징과 한국의 경제협력 가능성 / 미얀마 쌀 산업 가치사슬 체계 진
단과 발전전략 도출 /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 베트남의
국영기업 관리정책 분석과 향후 전망 / 동남아시아 화교 네트워크와 무역투자현황:캄보디아,
라오스 사례 연구 / 라오스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원조 개선방안 연구 / EPIC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캄보디아 쌀 생산량 예측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81-3 / A5 / 296면 / 10,000원

[정치] 말라카해협의 해적 퇴치 노력과 국제 협력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시의 귀족엘리트 부

2011국문발간.indd 63

2013-07-10 오전 10:55:10

64

상과 권력 유지메커니즘 연구 / 인도네시아 이슬람과 정치의 상관관계 / [사회ㆍ역사] 싱가포
르의 사회인구정책과 시사점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초등학교 경제교육 실태
분석과시사점 / 1910년대 한인 청년들의 남양행(南洋行)과 남양(南洋) 인식:정원택(鄭元澤)
의 ≪지산외유일지(志山外遊日誌)≫를 중심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82-0 / A5 / 298면 / 10,000원

[경제] 카자흐스탄의 기후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한 외국 에너지 기업의진출 방안 연구: CSR 전
략을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 에너지 브릿지(Energy Bridge)에 대한 분석: 투르크메니스탄가
스자원에 대한 최적 접근전략 / [정치] 키르기스스탄 남부 종족 간 충돌에 관한 연구: 2010년
의 사례를중심으로 / 키르기스스탄의 2005년 혁명과 2010년 혁명의 비교 고찰 / 페르가나 지
역과 중앙아시아 민족ㆍ종교ㆍ국경선 및 수자원을둘러싼 갈등 / 복합공간으로서의 중앙아시
아: 한국의 성장동력 공간으로서의 고찰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2011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2)
ISBN 978-89-322-2283-7 / A5 / 296면 / 10,000원

[역사] 중앙아시아 주요 도시의 변천: 식민지시대 도시에서 현대 국민국가도시로의 발전 모델
/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종교적ㆍ민족적 정체성 연구 / 중앙아시아 벼농사의 발전 과정과 고
려인의 역할 / [문화] 우즈베키스탄 한류(韓流) 연구: 현황, 확산 요인, 지속화 방안 / 중앙아시
아 5개국의 정체성 모색: 역사적 기원 및 문자 전환을중심으로 / 키르기스스탄의 ‘기적’, 키르
기스스탄 영화의 주요 특성 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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