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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모음

14-01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Lee-Jay Cho and Chang Jae Lee eds. (2014. 6)
ISBN 978-89-322-3064-1 / A5 / 202면 / 10,000원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the potential to become one of the most dynamic
economic centers of the world, despite recent changes in political leadership and
pending contentious issues among the major players: China, Japan, Korea and Russia.
With its own increasing capital resources and advancing technology, endowed with vast
natural and energy resources in Russia and Mongolia, and with productive linkages to
the Pacific and North America, the Northeast Asian region continues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global economy.
In spite of phenomenal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in the last half century,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remains fragile, in the aftermath of the Cold War era and the
resulting geopolitical conditions. It is essential for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to
have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at is harnessing the
individual economies of the region together to further their developmental goal of
creating a region in which peaceful coexistence and common prosperity prevail . This is
a challenge for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nitiating specific functional
cooperation projects and initiatives is a concrete and constructive approach toward
meeting this challenge.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and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have been cooperating in an efforts
to achieve closer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region.
This volume is part of a series of proceedings volumes titled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It comprises research reports, presentations, and summaries of
annual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conferences and meetings, as well as
affiliated activities to facilit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 a regional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financing cross-border infrastructure developments.

단행본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
ISBN978-89-322-0104-7 / B5 / 354면 / 비매품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
생수준 변화 /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과 정책 대응 /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
의 FDI에 미치는 영향 /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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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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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
재 교역을 중심으로 /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
에 미치는 영향 /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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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Volume 18 Number 1 (2014 March)

Effects of Financial Crises on the Long Memory Volatility Dependency of
Foreign Exchange Rates: the Asian Crisis vs. the Global Crisis /
Young Wook Han

The Impact of Outward FDI o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Evidence on the Wages of Four Types of Workers /
Hongshik LeeㆍHongmin KimㆍSoonhyung Sim

Decoupling and Source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Economies: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Decomposition Analysis /
Jong-Hwan KoㆍWerner Pascha

Trade in Cultural Goods: A Case of the Korean Wave in Asia /
Young Seaon Park

Volume 18 Number 2 (2014 June)

Country Fundamentals and Currency Excess Returns /
Daehwan KimㆍChi-Young Song

Asymmetric Effects of Global Liquidity Expansion on Foreign Portfolio Inflows,
Exchange Rates, and Stock Prices / Dong-Eun RheeㆍDa Young Yang
TPP versus RCEP: Control of Membership and Agenda Setting /
Shintaro Hamanaka

A Comparison of the Long Term Interdependence of Southeast Asian Equity
Markets / Raisul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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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Key Development Needs of South Asia and Priority Sectors of Korean
ODA / Choongjae Cho, Yoon Jung Choi, and Young Chul Song

14-02 	The Northeast Region of Brazil: Its Investment Environment and Ways
to Expand Korea’s Participation / Kisu Kwon, Misook Park, and SiunYi

14-03 	A Study on the Korea-China FTA Service Negotiation Strategies:

Focused on the Implications from China-Hong Kong CEPA Service
Concessions / Jina Yeo and Minsook Park

14-04 	Analysis on Latin America’s Aid Demand and Suggestions for the Priority
Sectors / Kisu Kwon, Jin-O Kim, Misook Park, Ju Young Lee, and Si un Yi

14-05 	International Responses to Myanmar’s Transformation /
Yoon Ah Oh, Jaewan Cheong, and Nar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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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A Study on Japanese Fiscal Sustainability and Fiscal Discipline /
Gyu Pan Kim, Hyong Kun Lee, Eun Ji Kim, and Young Kyoung Suh

14-07 	Warsaw COP19 Outcomes and Implications of Climate Finance /
Jin-Young Moon and Sunghee Lee

14-08 	Compara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Developing Country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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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India Amity: Evaluation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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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ince India’s Economic Refo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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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India Amity: Evaluation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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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낙균ㆍ김영귀 (2013. 12)
ISBN 978-89-322-1448-1 / A5 / 226면 / 10,000원

서론 /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와 FTA 추진 현황 / 동아시아의 가치
사슬구조 분석 / 동아시아 FTA의 원산지 기준과 역내 부가가치구조 분석 / 역내
부가가치 구조에 따른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부록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이동은ㆍ박영준ㆍ양다영ㆍ강은정 (2013. 12)
ISBN 978-89-1449-8 / A5 / 174면 / 7,000원

서론 /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과 현황 / 국제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신흥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정 철ㆍ김봉근ㆍ전영준ㆍ이준원 (2013. 12)
ISBN 978-89-322-1450-4 / A5 / 158면 / 7,000원

서론 /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 /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 추정과 실질소득불평등도
분석 /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 요약 및 결론

13-04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윤덕룡ㆍ김수빈ㆍ강삼모 (2013. 12)
ISBN 978-89-322-1451-1 / A5 / 162면 / 7,000원

서론 /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 및 외환 수급구
조 변화 /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
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05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귀ㆍ배찬권ㆍ금혜윤 (2013. 12)
ISBN 978-89-322-1452-8 / A5 / 162면 / 7,000원

서론 /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비관세장벽 분석 / 투자장벽 분석 / 연산가능 일반
균형모형을 이용한 FTA 효과 분석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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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DDA 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서진교ㆍ오수현ㆍ박지현ㆍ김민성 (2013. 12)
ISBN 978-89-322-1453-5 / A5 / 244면 / 10,000원

서론 /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 부록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이동은ㆍ강은정ㆍ편주현ㆍ안지연 (2013. 12)
ISBN 978-89-322-1454-2 / A5 / 150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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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금융통합의 개념 및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실물경기 전이, 그리
고 금융통합과의 관련성 / 금융통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김종덕ㆍ이승래ㆍ강준구ㆍ김혁황 (2013. 12)
ISBN 978-89-322-1455-9 / A5 / 250면 / 10,000원

서론 /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 한국의
FDI 사례조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배찬권ㆍ선주연ㆍ김정곤ㆍ이주미 (2013. 12)
ISBN 978-89-322-1456-6 / A5 / 236면 / 10,000원

서론 / 대외개방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 / 해외기술의 전파가 숙련구조에 미치
는 영향 /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대외개방으로 인한 숙
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완화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부록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문진영ㆍ김보민ㆍ김윤옥ㆍ홍이경ㆍ이성희ㆍ이민영 (2013. 12)
ISBN 978-89-322-1457-3 / A5 / 232면 / 10,000원

서론 / 국제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 남극
국제 거버넌스 / 우주 국제 거버넌스 / 결론: 우리의 과제 / 부록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지원ㆍ서정민ㆍ문진영ㆍ송지혜 (2013. 12)
ISBN 978-89-322-1458-0 / A5 / 200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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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 GCF 주
요 쟁점(2): 기금의 전달 /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정 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임경수 (2013. 12)
ISBN 978-89-322-1459-7 / A5 / 176면 / 7,000원

서론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경제통합 /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과 APEC 경제통합 활동 /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
연계성 / 아ㆍ태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 /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부록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여천 (2014. 1)
ISBN 978-89-322-1460-3 / A5 / 144면 / 7,000원

서론 / 신북방정책의 의의 /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동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
사점 /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정책과제 / 결론 및 시사점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원동욱ㆍ강승호ㆍ이홍규ㆍ김창도 (2013. 12)
ISBN 978-89-322-1461-0 / A5 / 230면 / 10,000원

서론 /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개발 전망 / 중국 동북지역 산업의 특성과 발전 전망 / 중국 동북지역의 도시화
및 사회인프라 현황과 개발 전망 / 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
전 전망 /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13-15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성원용ㆍ이성규ㆍ오영일ㆍP. Minakir (2013. 12)
ISBN 978-89-322-1462-7 / A5 / 300면 / 10,000원

서론 / 러시아의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전략 및 정책 방향 /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전망과 협력방안 / 극동 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
발 전망과 방향 /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망 / 한국의 극
동 바이칼 지역 개발 활용방안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조동호ㆍ남영숙 (2013. 12)
ISBN 978-89-322-1463-4 / A5 / 216면 / 10,000원

서론 /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의 추이와 특징 /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북
한에 대한 시사점 / 북한의 대응과 한계 / 바람직한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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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양평섭ㆍ나수엽ㆍ남수종ㆍ이상훈ㆍ이혁구ㆍ유호림ㆍ장영석ㆍ조현준ㆍ최의현
(2013. 12)
ISBN 978-89-322-1464-1 / A5 / 524면 / 20,000원

서론 / 금융개혁 과제 / 재정개혁 과제 / 세제개혁 과제 / 국유기업 개혁 과제 /
시장개혁 과제 / 가격개혁 과제 / 노동ㆍ호적제도 개혁 과제 / 대외경제 개혁 과
제 / 중장기 경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문익준ㆍ정지현ㆍ나수엽ㆍ박현정ㆍ이효진 (2013. 12)
ISBN 978-89-322-1465-8 / A5 / 222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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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 한ㆍ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
심으로

최필수ㆍ박영호ㆍ권기수ㆍ정재완ㆍ이효진 (2013. 12)
ISBN 978-89-322-1466-5 / A5 / 322면 / 12,000원

서론 /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 무역 및 투자 / 해외건설 수주 / 자
원개발 / 한국의 대응방안 / 부록

13-20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문익준ㆍ양다영ㆍ허 인 (2013. 12)
ISBN 978-89-322-1467-2 / A5 / 162면 / 7,000원

서론 / 중국 채권시장의 변화와 영향 / 중국 외환시장의 변화와 영향 / 우리나라
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3-21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양평섭ㆍ정지현ㆍ노수연ㆍ김부용ㆍ박현정ㆍ임민경ㆍ오종혁ㆍ김홍원ㆍ박진
희ㆍ이상희 (2013. 12)
ISBN 978-89-322-1468-9 / A5 / 488면 / 15,000원

서론 /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 중국 지역별 진
출 현황 /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 부록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김태윤ㆍ정재완ㆍ이재호ㆍ신민금ㆍ박나리ㆍ김유미 (2013. 12)
ISBN 978-89-322-1469-6 / A5 / 226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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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
워크 /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 부록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ㆍ서영경 (2013. 12)
ISBN 978-89-322-1470-2 / A5 / 296면 / 10,000원

서론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 일본의 재정규율 /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
성과 재정규율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 결론 및 시사점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강유덕ㆍ오태현ㆍ이철원ㆍ이현진ㆍ김준엽 (2013. 12)
ISBN 978-89-322-1471-9 / A5 / 234면 / 10,000원

서론 /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 복지국가의 개
혁 및 성과 /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이 웅ㆍ송영철ㆍ조충제ㆍ최윤정 (2013. 12)
ISBN 978-89-322-1472-6 / A5 / 264면 / 10,000원

서론 / 인도의 경제개혁 /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
른 노사관계의 변화 / 인도 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이권형ㆍ곽성일ㆍ박재은ㆍ손성현 (2013. 12)
ISBN 978-89-322-1473-3 / A5 / 242면 / 10,000원

서론 /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정책 동향 / 의료비 지출 분석 및 진출 유망국 선
정 / 주요국의 진출 여건 및 사례 분석 /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 / 한ㆍMENA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 부록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박영호ㆍ김영기ㆍ장종문ㆍ전혜린 (2013. 12)
ISBN 978-89-322-1474-0 / A5 / 240면 / 10,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와 금융조달 여건 /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
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 양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 아프리카 금융조달 활성화 방안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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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황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ㆍ임태균 (2013. 12)
ISBN 978-89-322-1475-7 / A5 / 318면 / 12,000원

서론 /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
상 /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방안 / 결론 / 부록

13-29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권 율ㆍ정지원ㆍ정지선ㆍ이주영ㆍ유애라 (2013. 12)
ISBN 979-11-5567-005-7 / A5 / 260면 / 10,000원

2 0 1 3

서론 /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
징 /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
선방안 / 정책과제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

13-41 중국의 중약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윤강재 외 (2013. 12)
ISBN 978-89-322-1488-7 / A5 / 252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의 중의약 사용 환경 /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현황 / 중국의 중약 자
원 현대화ㆍ세계화 전략 / 중약재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중약제약업체 및 도매업
체 현지조사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2

13-4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Ⅱ) - 가정소비를 통해본 중국인의 가족생활
김영란 외 (2013. 12)
ISBN 978-89-322-1489-4 / A5 / 210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의 경제성장과 가정경제생활의 변화 /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
중국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정경제생활 / 가족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
출 / 결론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3

13-43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고용정책 비교연구
박수범 외 (2013. 12)
ISBN 978-89-322-1490-0 / A5 / 298면 / 비매품

서론 / 한국과 중국의 여성정책 관련 기구 /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분석 /
주요 분야별 여성정책비교 / 결론 및 정책제언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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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4

13-44 한ㆍ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
윤경철 외 (2013. 12)
ISBN 978-89-322-1491-7 / A5 / 240면 / 비매품

서론 / 한ㆍ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 한ㆍ중 청소년 특별교
류 성과에 대한 양적 분석 / 한ㆍ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 요
약 및 정책제언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5

13-4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이윤진 외 (2013. 12)
ISBN 978-89-322-1492-4 / A5 / 270면 / 비매품

서론 / 중국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현황 /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 요약 및 정책제언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6

13-46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구자억 외 (2013. 12)
ISBN 978-89-322-1493-1 / A5 / 296면 / 비매품

서론 /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 지방정부의 천인
계획 사례분석 / 정책제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7

13-47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강일규 외 (2013. 12)
ISBN 978-89-322-1494-8 / A5 / 170면 / 비매품

서론 /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 결론 및 제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8

13-48 중국 진출 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문준조 외 (2013. 12)
ISBN 978-89-322-1495-5 / A5 / 780면 / 비매품

서론 /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
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쟁 /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 우
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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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9

13-49 중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주호 외 (2013. 12)
ISBN 978-89-322-1496-2 / A5 / 290면 / 비매품

서론 / 중국-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산업 SWOT분석 / 중국 서·남부 물류시장 진
출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0

13-50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김천규 외 (2013. 12)

2 0 1 3

ISBN 978-89-322-1497-9 / A5 / 204면 / 비매품

서론 /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의 부문별 특성 분석 /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 우리의 대응전략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1

13-51 중국 해외 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ㆍ중 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박용덕 외 (2013. 12)
ISBN 978-89-322-1498-6 / A5 / 206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의 석유가스 수급 및 정책 /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부문별 사업추진
현황 /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 중국 해외자원개발 관련 한ㆍ중 협
력방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2

13-52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배규식 외 (2013. 12)
ISBN 978-89-322-1499-3 / A5 / 282면 / 비매품

서론 /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 교육과 노동시장 진출 /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과
언어 및 문화 / 요약과 결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3

13-53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이재호 외 (2013. 12)
ISBN 978-89-322-1500-6 / A5 / 228면 / 비매품

서론 /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와 이론적 고찰 /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
워크 사례분석 / 대중국 통상정책의 부처 간 협업 개선방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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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4

13-54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김윤권 외 (2013. 12)
ISBN 978-89-322-1501-3 / A5 / 508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분
석 / 중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진단과 함의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5

13-55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방안
서종원 외 (2013. 12)
ISBN 978-89-322-1502-0 / A5 / 270면 / 비매품

서론 / 중국 철도 현황 및 발전계획 / 중국 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 중
국 국제철도망 구축에 따른 영향 분석 / 결론 및 정책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6

13-56 한ㆍ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강택구 외 (2013. 12)
ISBN 978-89-322-1503-7 / A5 / 238면 / 비매품

서론 / 한ㆍ중 대기오염 현황 / 한ㆍ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 한ㆍ중 대기분야 국
제협력 및 기술 /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ㆍ중 협력방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7

13-57 중국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
김성옥 외 (2013. 12)
ISBN 978-89-322-1504-4 / A5 / 140면 / 비매품

서론 / 중국 인터넷기업 현황 / 중국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메커니즘 /
중국 인터넷기업의 한국진출 현황 및 특성 / 시사점 및 한중 협력방안 모색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8

13-58 201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ISBN 978-89-322-1476-4 / A5 / 164면 / 비매품

한ㆍ중 간 사회ㆍ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한ㆍ중 교
육ㆍ인적 자원 개발방안 연구 / 중국 법ㆍ제도 연구 /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
장진출 전략 모색 / 중국 기술ㆍ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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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모음

13-01 2012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KIEP (2013. 12)
A5 / 364면 / 비매품

ODA
정책연구

2 0 1 3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Taiwan and China: Assessing the Impacts of the
ECFA and Its Future Development ― A One Year Review of Taiwanese Banks in
China / Accession to the WTO: The Case of Azerbaijan / Features of the Currency
Policy and Exchange Rate of Belarus in the Conditions of Forming the Common
Economic Space / Services Sector in India and India-Korea Economic Cooperation /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on Asian Economies /
Comparative Research on Automotive Industry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Private Economy and Economy Transformation in China / Azerbaijan
Economy: Diversification in lens of Modernization / Building a Korean-Portuguese
Business Partnership for Sub-Saharan Afric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Mozambique / The Second-Tier “Tigers” in the Light of Latin American Experience

13-01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권 율ㆍ이주영 (2013. 12)
ISBN 978-89-322-2384-1 / A5 / 130면 / 7,000원

서론 / 원조예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 / 호주의 중기 원조예산제도와 운용
현황 /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과제 / 결론 및 시사점

13-02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정지선ㆍ오태현 (2013. 12)
ISBN 978-89-322-2385-8 / A5 / 180면 / 7,000원

머리말 /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 / 주요 공여국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 결론 / 부록

13-03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박복영ㆍ이홍식ㆍ구정우 (2013. 12)
IBSN 978-89-322-1482-5 / A5 / 234면 / 10,000원

머리말 / 중점협력국 선정의 원칙과 기준 /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결정요인 분석 /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의 중요도 평가 / 정책방안 / 부록

13-04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김세원ㆍ김종섭ㆍ이영섭 (2013. 12)
ISBN 978-89-322-1483-2 / A5 / 302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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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 / 스페인 사례 / 프랑스 사례 / 뉴질랜
드 사례 / 결론 및 시사점

13-05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곽성일ㆍ이주영 (2013. 12)
ISBN 978-89-322-2388-9 / A5 / 152면 / 7,000원

머리말 / 포용적 금융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 주요 공여국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지원정책 /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 / 결론 및 정책적 시사
점 /부록

13-06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정지원ㆍ송지혜 (2013. 12)
ISBN 978-89-322-2386-5 / A5 / 118면 / 7,000원

서론 /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 국제기구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 주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 정책 시사점

13-07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오윤아ㆍ박나리 (2013. 12)
ISBN 978-89-322-2387-2 / A5 / 122면 / 7,000원

서론 / 미얀마의 개발과제 /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현황과 특성 /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 결론과 시사점 / 부록

13-08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채재은ㆍ우명숙 (2013. 12)
ISBN 978-89-322-1484-9 / A5 / 272면 / 10,000원

서론 / 베트남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육분야
지원 실태 분석 /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 실태 분석 /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 결론

13-09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김종일ㆍ윤미경 (2013. 12)
ISBN 978-89-322-1485-6 / A5 / 206면 / 10,000원

서론 /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 /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 /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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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송유철ㆍ강인수ㆍ이호생 (2013. 12)
ISBN 978-89-322-1486-3 / A5 / 204면 / 10,000원

서론 / 라오스 경제 현황 / 라오스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 / 라오스 의류
산업 AfT 지원방안 / 라오스의 무역금융 분야 AfT 지원방안 / 라오스의 수출촉
진서비스 프로그램 / 요약 및 결론 / 부록

13-11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손혁상ㆍ안도경ㆍ박종희 (2013. 12)
ISBN 979-11-5567-006-4 / A5 / 234면 / 10,000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2 0 1 3

서론 /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 DAC 공여국별 다자원조 현황에 대한 실
증분석 / 주요 선진공여국의 다자원조정책 및 추진전략 / 결론: 우리나라 다자원
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

13-0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강대창ㆍ김유미 (2013. 10)
ISBN 978-89-322-2358-2 / A5 / 148면 / 7,000원

서론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
진 현황 / 정책적 시사점 / 결론 / 부록

13-02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강대창ㆍ손성현ㆍ성영경 (2013. 12)
ISBN 978-89-322-2359-9 / A5 / 180면 / 7,000원

서론 /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 정책적 시사점 / 결론

13-03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오윤아ㆍ신민금 (2013. 12)
ISBN 978-89-322-2360-5 / A5 / 118면 / 7,000원

서론 /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과 평가 / 필리핀 경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결론

13-04 중·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정재완ㆍ방호경 (2013. 12)
ISBN 978-89-322-2361-2 / A5 / 122면 / 7,000원

서론 / 중ㆍ아세안 교역구조 및 특징 / 중ㆍ아세안 분업구조 분석 / 중ㆍ아세안
의분업구조 결정요인 분석 /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KIEP 발간자료목록(201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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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이 웅ㆍ송영철ㆍ이정미 (2013. 12)
ISBN 978-89-322-2362-9 / A5 / 130면 / 7,000원

서론 / 양국의 통상정책 및 한ㆍ인도 CEPA / 양국간 교역 발전 과정 및 특징 /
한ㆍ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3-06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조충제ㆍ최윤정 (2013. 12)
ISBN 978-89-322-2363-6 / A5 / 120면 / 7,000원

서론 /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 및 현황 / 대인도 투자의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
/ 대인도 투자 성과와 과제 / 부록

13-07 한ㆍ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 ICT 산업 중심으로
성한경ㆍ이상준ㆍ이순철ㆍ홍성걸 (2013. 12)
ISBN 978-89-322-1477-1 / A5 / 218면 / 10,000원

서론 / 한국과 인도 간 교역 현황 / 한국과 인도의 ICT 산업 / 한·인도 CEPA에
따른 경제적 효과: ICT 산업 중심 / 한·인도 CEPA와 ICT 산업별 협력방안 / 결
론과 시사점 / 부록

13-08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제성훈ㆍ민지영 (2013. 12)
ISBN 978-89-322-2364-3 / A5 / 144면 / 7,000원

서론 / 북극지역의 지정ㆍ지경학적 의미: 러시아의 입장 / 러시아 북극개발전략
의 주요 목표와 우선과제 / 주요국의 북극정책과 대러 협력 현황 / 결론: 한ㆍ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3-09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제성훈ㆍ강부균 (2013. 12)
ISBN 978-89-322-2365-0 / A5 / 118면 / 7,000원

서론 /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 분석: 대외인식과 우선과제 /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과정: 평가 및 전망 / 결론 및 시사점

13-10 한·벨라루스 ICT 산업 협력방안
민지영 (2013. 12)
ISBN 978-89-322-2366-7 / A5 / 112면 / 7,000원

머리말 / 벨라루스 경제동향과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 벨라루스 ICT 산
업 현황과 육성정책 /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 한·벨라
루스 간 산업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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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정철ㆍ백준기ㆍ김재관ㆍ이남주 (2013. 12)
ISBN 978-89-322-1478-8 / A5 / 358면 / 12,000원

서론 / 러-북-중 삼각관계의 성격과 구조: 형성과 변환 / 러-북 관계: ‘비대칭적
이익균형’과 ‘정직한 중개인’ / 중-러 관계: 신형대국관계와 삼각관계 내의 안정
자 기능 / 북-중 관계: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변화 / 북-미 관계 / 결론

13-12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주진홍 (2013. 12)
ISBN 978-89-322-2367-4 / A5 / 154면 / 7,000원

2 0 1 3

서론 /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현황 /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3-13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 분석 및 사례연구
이창수ㆍ송백훈 (2013. 12)
ISBN 978-89-322-1479-5 / A5 / 140면 / 7,000원

서론 / 몽골의 경제 현황 / CGE 모형 구조와 초기균형 몽골 경제 특성 / CGE 정
량분석 / 자원부국 경제개발의 사례연구 / 몽골 경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
적 시사점

13-14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임태균ㆍ이시은 (2013. 12)
ISBN 978-89-322-2368-1 / A5 / 106면 / 7,000원

서론 / 태평양 동맹의 생성 및 조직 / 태평양 동맹의 경제 현황 분석 / 태평양 동
맹의 내용 및 특징 /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 /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13-15 대중남미 중소기업 진출방안 연구: OLI 패러다임 분석을 중심으로
김승일ㆍ오화석ㆍ기현서 (2013. 12)
ISBN 978-89-322-1480-1 / A5 / 238면 / 10,000원

서론 / 안데스 3국의 경제 및 투자 환경 / 한국 기업들의 교역ㆍ투자 진출 현황
및 분석 / 중소기업의 안데스 3국 진출전략 및 정책방안 / 결론

13-16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ㆍ전혜린 (2013. 12)
ISBN 978-89-322-2369-8 / A5 / 134면 / 7,000원

서론 /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 주요 공여국의 환
경 ODA 정책 및 사례 /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 분석: 일본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KIEP 발간자료목록(201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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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최필수ㆍ임민경ㆍ박재은 (2013. 12)
ISBN 978-89-322-2370-4 / A5 / 118면 / 7,000원

서론 / 경제제재와 중ㆍ이란 무역ㆍ투자 추이 / 중ㆍ이란 관계의 내외부 환경 분
석 / 양국의 전략 및 시사점 / 부록

13-18 한·중동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은행의 중동 금융시장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양오석 (2013. 12)
ISBN 978-89-322-1481-8 / A5 / 268면 / 10,000원

서론 / GCC 은행산업의 경쟁 현황 분석 / GCC 이슬람은행의 경쟁력 연구: 이슬
람은행과 일반은행 수익성, 성장성, 효율성, 건전성, 안정성 결정요인 비교연구 /
GCC 국가의 이슬람은행과 일반은행의 지배구조 차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비교연구 / GCC 은행시장에 진출한 글로벌은행과 한국 국내은행의
경쟁우위 및 국제화 전략 / 결론

13-19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문진영ㆍ김윤욕ㆍ이민영 (2013. 12)
ISBN 978-89-322-2371-1 / A5 / 120면 / 7,000원

서론 / 국가리스크의 이해 / 해외 분석기관 사례 / 리스크 분석체계와 평가 / 국
가리스크 평가와 비교분석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3-20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김정곤ㆍ김은지 (2013. 12)
ISBN 978-89-322-2372-8 / A5 / 172면 / 7,000원

서론 / 세계 창조산업 수출입 현황 /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 / 결론

13-21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민지영ㆍ강부균ㆍ오명훈 (2013. 12)
ISBN 978-89-322-2373-5 / A5 / 222면 / 10,000원

서론 / 경제 현황과 산업발전정책 / 전력인프라 산업 / 의료서비스 산업 / 한
국ㆍ러시아 산업협력방안

13-2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육상교통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이재호ㆍ신민금ㆍ정윤서 (2013. 12)
ISBN 978-89-322-2374-2 / A5 / 156면 / 10,000원

서론 / 경제 현황과 산업육성정책 / 육상교통 인프라 / 바이오에너지 / 한국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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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 인프라, 통신
송영철ㆍ이정미ㆍ최원석 (2013. 12)
ISBN 978-89-322-2375-9 / A5 / 200면 / 10,000원

서론 / 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 교통 인프라 산업 / 통신산업 / 대
(對)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 부록

13-24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 플랜트 건설, 자동차
김진오ㆍ박미숙ㆍ유성준 (2013. 12)
ISBN 978-89-322-2376-6 / A5 / 212면 / 10,000원

서론 /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 전력ㆍ정유ㆍ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산업 / 자
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 에콰도르와의 산업협력 현황 및 진출방안 / 부록

2 0 1 3

13-25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건설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이용호 (2013. 12)
ISBN 978-89-322-2377-3 / A5 / 144면 / 10,000원

서론 / 주요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 / 천연가스산업 / 인프라 건설산업 / 한ㆍ카
타르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제시

13-26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건설, 제약
전혜린ㆍ장종문ㆍ류영규 (2013. 12)
ISBN 978-89-322-2378-0 / A5 / 172면 / 10,000원

서론 / 탄자니아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 인프라 건설 산업 / 제약 산업 /
한ㆍ탄자니아 협력방안 / 부록

13-27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이철원ㆍ이현진ㆍ강세나 (2013. 12)
ISBN 978-89-322-2379-7 / A5 / 182면 / 10,000원

서론 / 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 자동차 산업 / 인프라 산업 / 한ㆍ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 부록

13-2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ISBN 978-89-322-2380-3 / A5 / 470면 / 15,000원

[동남아]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 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 미얀마 신
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vs. 동반자 국가 /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 과제와 권력공유제도 /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 현
황과 과제 :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
요 과제 /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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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남아시아]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 인도 모바일 앱 사용
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13-2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ISBN 978-89-322-2381-0 / A5 / 400면 / 12,000원

러·중 정치 엘리트 전환에 관한 비교 연구 / 푸틴 3기 내각·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블라트’와 조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 러시아 가스관 건설의 복합게임: 러시아
와 남북한의 융합적 협상 가능성의 모색 / 흑해경제권의 부상과 한국의 진출전
략 / 러시아 극동지역 소수민족의 전통 정신문화 연구: 니브흐, 나나이, 우데게
족을 중심으로 / 러시아 제품 디자인의 문화기호학적 고찰

13-3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앙아시아ㆍ몽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ISBN 978-89-322-2382-7 / A5 / 462면 / 15,000원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과 지역협력의 동학 / 한국과 일본의 대
(對)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
치ㆍ경제적 동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본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중
심으로 / 글로벌 시대 중견국 공공외교의 새로운 정향: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천연자원의 역
할: 국영석유기업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 카자흐스탄 사례를 통해서 본 중앙
아시아 국가 발전에 대한 연구 - 싱크탱크, 인적자원(엘리트)를 중심으로 / 대
중앙아시아 국가의 기술창업보육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개발 협력 구축방안: 공
적개발원조(ODA)방식을 중심으로 / 관세동맹이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경제효과
연구 / [몽골]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몽골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
몽골ㆍ일본 EPA 협정의 의미와 한국적 함의(含意)

13-3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ISBN 978-89-322-2383-4 / A5 / 610면 / 20,000원

[중남미]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정책 발전 현황과 한계 분석 / 브라
질 일상 문화소 이해를 통한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 [중
동] 이슬람법상 기업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한 연구: 전통적 파트너
쉽을 중심으로 /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기독교 집단의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
(2003~2013) / 이란의 뉴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아흐마디네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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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이슬람에서 바라 본 삼위일체론-아부 이사 알와라끄 중
심으로 / [아프리카] 미·중 新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진출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 2012년 알제리 개각을 중심으로 본 알제리내의 정치 권력 변화와 한-알
제리 경협의 현황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네갈의 농업생산정책 실증분석 /
젠더불평등 관점을 통해 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빈곤과 시사점 / [터키]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APEC 환경상품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13-01	
중심으로
임경수ㆍ박혜리 (2013. 5)
ISBN 978-89-322 2345-2 / A5 / 110면 / 7,000원

2 0 1 3

연구자료

서론 / 환경상품 논의 현황 / APEC 환경상품의 특성과 한국의 경쟁력 분석 / 한
국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 부록

13-02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최필수ㆍ조성찬 (2013. 5)
ISBN 978-89-322-2346-9 / A5 / 90면 / 5,000원

서론 /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부
동산세 도입의 의의와 실현 전망 / 전망과 시사점

13-03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임민경ㆍ여지나 (2013. 6)
ISBN 978-89-322-2347-6 / A5 / 120면 / 7,000원

서론 / 한국의 대중 투자환경 변화 및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 유턴 기
업 유형화 / 주요국의 유턴정책 /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3-04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이종운ㆍ홍이경 (2013. 8)
ISBN 978-89-322-2348-3 /A5 / 128면 / 7,000원

서론 / 북ㆍ중 경제관계 현황과 특징 /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거래방식과 문제
점 /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교류 활성화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13-05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방호경ㆍ나승권ㆍ이보람 (2013. 8)
ISBN 978-89-322-2349-0 / A5 / 124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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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3-06 상하이 시 문화산업 현황과 시사점
노수연ㆍ곽주영 (2013. 9)
ISBN 978-89-322-2350-6 / A5 / 138면 / 7,000원

서론 /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현황 / 정부의 육성정책과 기업의 글로벌협력 / 결론

13-07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고희채ㆍ김종혁 (2013. 10)
ISBN 978-89-322-2351-3 / A5 / 110면 / 7,000원

서론 / 캐나다 경제 개관 및 통상정책 / 한ㆍ캐나다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
한ㆍ캐나다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 결론 / 부록

13-08 중국 농촌 소비시장 특징과 진출방안: 베이징 시 근교를 중심으로
김부용ㆍ오종혁 (2013. 12)
ISBN 978-89-322-2352-0 / A5 / 142면 / 7,000원

서론 / 중국 농촌 소비시장 현황 / 농촌 소비 확대의 제약요인과 최근의 소비 활
성화 정책 / 베이징 근교 농촌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 농촌시장 진
출 기업사례 / 농촌시장 진출방안 / 부록

13-09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 방안
정여천ㆍ박순찬ㆍ강부균 (2013. 12)
ISBN 978-89-322-2354-4 / A5 / 102면 / 5,000원

서론 / 한ㆍ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배경과 내용 / 한국과 러시아의 비자면제협
정 체결 현황과 특징 / 한ㆍ러 비자면제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활용 방안

13-10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김흥종ㆍ정성춘ㆍ김태윤ㆍ곽성일ㆍ이형근ㆍ이현진 (2013. 12)
ISBN 978-89-322-2354-4 / A5 / 102면 / 5,000원

서론 /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종합평가 / 결론 /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13-11 북ㆍ중 관광협력 현황과 시사점
김지연ㆍ최필수ㆍ임민경ㆍ나승권 (2013. 12)
ISBN 978-89-322-2355-1 / A5 / 114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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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북ㆍ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 북ㆍ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
황 분석 / 북ㆍ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 주요 특징과 전망 / 부록

13-12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나승권ㆍ방호경ㆍ이보람 (2013. 12)
ISBN 978-89-322-2356-8 / A5 / 118면 / 7,000원

서론 /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 / 한·중·일 3국 IT 서비
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관련 제도적 여건 분석 /
결론 / 부록: IT 서비스 기업 생산성과 제도적 여건간 상관관계 분석 방법 및 결과

13-13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2 0 1 3

김종덕ㆍ엄준현 (2013. 12)
ISBN 978-89-322-2357-5 / A5 / 182면 / 7,000원

서론 /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Working
Papers

13-01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Trade in Value Added
Nakgyoon Choi (2013. 4)
ISBN 978-89-322-4235-4 / A5 / 40면 / 3,000원

Introduction / Methodology and Data / Empirical Results / Conclusions / Appendix

13-02 Joining Pre-existing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mplications for India’s Economic Integration to East Asia
Jeongmeen Suh and Jong Duk Kim (2013. 6)
ISBN 978-89-322-4236-1 / A5 / 54면 / 3,000원

Introduction / An Economic Model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 Analysis /
Economic Interpretations on India’s Weak Involvement in East Asia IPNs /
Concluding Remarks / Appendix

13-03 Regional Borders and Trade in Asia
Woong Lee and Chankwon Bae (2013. 8)
ISBN 978-89-322-4237-8 / A5 / 44면 / 3,000원

Introduction / Regional Borders and Trade / Empirical Works / Conclusion / Data
Sources / Internet Sources /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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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Anti-Dumping Duty and Firm Heterogeneity: Evidence from Korea
Seungrae Lee and Joo Yeon Sun (2013. 10)
ISBN 978-89-322-4238-5 / A5 / 52면 / 3,000원

Introduction / The Data / Empirical Methodology / Results / Channels Behind the
Results / Conclusion / Appendix

13-05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Debt on Private Consumption in
OECD Countries

Dooyeon Cho and Dong-Eun Rhee (2013. 12)
ISBN 978-89-322-4239-2 / A5 / 34면 / 3,000원

Introduction /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Error Correction Model /
Empirical Analysis / Conclusion

13-06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FDI: Implication for India
and East Asian Countries
Choongjae Cho (2013. 12)
ISBN 978-89-322-4240-8 / A5 / 42면 / 3,000원

Introduction / Trend of Trade and FDI between India and East Asia / Literature
Review and Distinction / Data, Methodology and Estimation /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 Appendix

13-07 European Affiliations or National Interests? Analyses of Voting Patterns
on Trade Policy in European Parliament
Yoo-Duk Kang (2013. 12)
ISBN 978-89-322-4241-5 / A5 / 56면 / 3,000원

Introduction / Role of European Parliament in the EU’s Trade Policy / Literature
Review of Voting Patterns of European Parliament / Econometric Analyses / Conclusion

13-08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Yoon Ah Oh and Jione Jung (2013. 12)
ISBN 978-89-322-4242-2 / A5 / 48면 / 3,000원

Introduction /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 Data and Model / Empirical Results /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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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cultural Develop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toward Green
A
and Inclusive Growth in East Asian APEC Economies
Shinyoung Jeon (2013. 12)
ISBN 978-89-322-0102-3 / A5 / 68면 / 3,000원

Introduction / Agricultural Development in East Asian APEC Economies /
Challenges Facing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rade in East Asian APEC
Economies / 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in APEC / Conclusion / Appendix

13-02 Foster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the Global Supply
Chain: Capacity Building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APEC

2 0 1 3

Young-Sook Nam (2013. 12)
ISBN978-89-322-0103-0 / A5 / 72면 / 3,000원

Introduction / Literature Review / Current APEC Approach to CSR / Review of CSR
Policies and Approaches / Building a Framework for Joint Integrated CSR Initiative in
APEC / Concluding Remarks

단행본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
ISBN 978-89-322-0100-9 / B5 / 396면 / 비매

연구보고서 / 전략지역심층연구 / ODA 지역연구 / 연구자료

아
 랍에미리트연방 건국과 통합의 리더쉽 -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전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4)
ISBN 978-89-8479-6935 / A5 / 356면 / 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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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발전 전망 연구 / 말레이시아 경제 잠재력 분석과 한국의 무역전략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정책적 제언 - / 한국의 동남아 항만산업 진출
방안 - 미얀마 항만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ㆍ한양대학교 아태지
역연구센터 HK 연구사업단 (2013. 11)
ISBN 978-89-322-0101-6 / A5 / 580면 / 20,000원

서론 /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 기반 / 러
시아 극동지역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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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cover from the Great Recession: The Case of a Two-Sector Small
Open Economy with Traded and Non-Traded Capital / Jong-Kyou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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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정지원·정지선·이주영 (2012. 12)
ISBN 978-89-322-1397-2 / A5 / 230면 / 10,000원

머리말 /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
황과 성과 /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김은지 (2012. 12)
ISBN 978-89-322-1398-9 / A5 / 282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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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 일본의 대중 무역구조 변화 /
일본의 대중투자 현황과 전략 /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 결론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최필수·이상훈·문익준·나수엽 (2012. 12)
ISBN 978-89-322-1399-6 / A5 / 238면 / 10,000원

서론 /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책 /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 도시 소비시장 /
도시 건설 시장 / 도시화의 리스크: 생산환경 변화와 재원 조달 / 결론 및 시사점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문익준·나수엽·여지나·박민숙·은종학 (2012. 12)
ISBN 978-89-322-1400-9 / A5 / 238면 / 10,000원

서론 / 중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육성정책 / 중국의 R&D 투자활동 현황과 특
성 분석 / 중국의 새로운 특허 생태계: 거시적 분포와 미시적 주체 분석 / 기업
유형별 R&D와 특허 사례연구 / 결론

12-18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양평섭·이승신·문익준·여지나·노수연·정지현 (2012. 12)
ISBN 978-89-322-1401-6 / A5 / 262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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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표기 /서론 /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이재영·이성봉·Alexey Kuznetsov·민지영 (2012. 12)
ISBN 978-89-322-1402-3 / A5 / 296면 / 10,000원

서론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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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전
략과 시사점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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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오윤아·허재준·강대창·김유미·신민금 (2012. 12)
ISBN 978-89-322-1404-7 / A5 / 206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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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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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 부록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
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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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개발계
획과 유망 협력 분야 /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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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 우리나
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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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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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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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
정 /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 북한 경제
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 /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
북정책 방향 / 부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박복영·김종혁·고희채·박경로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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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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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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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1412-2 / A5 / 260면 / 10,000원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의 금융감독 개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 주
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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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 /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 자바회랑에
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
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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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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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 주요국의 대몽
골 투자 현황과 전략 /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결론: 한
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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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과 CAREC / CAREC과 한국의 협력방안 / 결론 / 부록
전략지역심층연구 12-10

12-33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백준기·김재관·이남주·박상남 (2012. 12)
ISBN 978-89-322-1416-0 / A5 / 292면 / 10,000원

서론 / 중ㆍ러 관계 / 러ㆍ인 관계 / 중ㆍ인 관계 /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
계: SCO를 중심으로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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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과 유럽인의 충돌 / 아파르트헤이트 시대(1948~93년)의 토지 정책 / 만델라 정
부(1994~99년)의 토지 정책 / 2000년 이후의 토지 정책 / 요약 및 결론 / 남아공
토지 문제 관련 정책적 제언 / 부록: 남아공의 경제 현황
전략지역심층연구 12-12

12-35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이진상·변 웅 (2012. 12)
ISBN 978-89-322-1418-4 / A5 / 172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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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6 중남미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기현·박윤주·김영철·이상현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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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1419-1 / A5 / 366면 / 12,000원

서론 / 칠레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 페루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특징 / 브
라질 엘리트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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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ODA 지역연구 12-02

12-38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조충제·최윤정·송영철 (2012. 12)
ISBN 978-89-322-1421-4 / A5 / 268면 / 10,000원

서론 / 지역동향과 개발계획 / 개발수요와 중점 개발협력 분야 / 중점 개발협력
분야별 원조환경 / ODA 추진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 부록
ODA 지역연구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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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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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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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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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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유럽 국가의 경험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유
럽의 체제전환국 사례와 한국의 적용방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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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정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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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
석과 상호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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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 / 중국방식의 노인장기요양
보호대책과 시사점을 통한 양국간 상호협력방안 / 결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2

12-44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윤강재·조재국·이준혁·강승현·천재영 (2012. 12)
ISBN 978-89-322-1427-6 / A5 / 270면 / 비매

서론 /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자원 현황 / 중국의 중서의 결합 운영 현황 / 결
론 및 시사점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3

12-45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김영란·최인희·선보영·강승호·김혜영·이재호 (2012. 12)
ISBN 978-89-322-1428-3 / A5 / 214면 / 비매

서론 /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족의 등장 / 구술생애사로 본 농민공 가족: 분
거와 동거의 반복 / 농민공의 가족문제와 대응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4

12-46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윤철경·장수현·정계영 (2012. 12)
ISBN 978-89-322-1429-0 / A5 / 286면 / 비매

서론 / 이론적 배경 / 설문조사 결과 / 요약 및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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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5

12-47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이 윤·서문희·최윤경·박금해·백미화 (2012. 12)
ISBN 978-89-322-1430-6 / A5 / 152면 / 비매

서론 /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개혁 고찰 / 중국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
황 /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6

12-48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구자억·박영진·안병환 (2012. 12)
ISBN 978-89-322-1431-3 / A5 / 264면 / 비매

서론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분석 / 중국의 외
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 정책제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7

12-49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손민정·조윤동·장호성·신지언·김도경·주기평·김어진·심형철·최진아
(2012. 12)
ISBN 978-89-322-1432-0 / A5 / 202면 / 비매

2 0 1 2

서론 / 중국 국가 교육과정의 특징 / 지역별 의무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지역
별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결론 / 중국 교육과정 관련 용어 번역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8

12-50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
배규식·이규용·차홍하·양인숙·강민정·박경환·방진방 (2012. 12)
ISBN 978-89-322-1433-7 / A5 / 400면 / 비매

서론 /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제도와 정책 / 한국과 중국의 전문외국인력
활용현황 / 한중 양국 전문인력의 상대국 진출 현황 / 한중 전문인력의 이동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9

12-51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
강일규·허영준·박병석·이천우 (2012. 12)
ISBN 978-89-322-1434-4 / A5 / 414면 / 비매

서론 / 한·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론적 배경 / 한·중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변
화 및 인프라 분석 / 한·중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현황 분석 / 한·중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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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0

12-52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이재호 외 (2012. 12)
ISBN 978-89-322-1435-1 / A5 / 210면 / 비매

서론 / 시진핑 시대의 중국 환경 분석 / 시진핑 시대 중국 위험 요인의 정량분석 /
한국의 대응전략 / 결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1

12-53 중국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김윤권·박경래·정해용·지규원 (2012. 12)
ISBN 978-89-322-1436-8 / A5 / 432면 / 비매

서론 /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중국정부의 행정
제도 분석 / 중국정부의 행정자원 분석 / 중국정부의 정책수단 분석 / 결론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2

12-54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김한균·신의기·김경찬 (2012. 12)
ISBN 978-89-322-1437-5 / A5 / 382면 / 비매

서론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 한ㆍ중 자유
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대응과제 /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
법적 대응과제 / 결론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3

12-55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외국인투자, 기업, 노동 및
환경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문준조·김명아·김은환·강광문·오일환 (2012. 12)
ISBN 978-89-322-1438-2 / A5 / 448면 / 비매

서론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 중국의 기업법제 / 중국의 노동법제 / 중국의
환경법제 / 결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4

12-56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박용덕·이현주·양광식 (2012. 12)
ISBN 978-89-322-1439-9 / A5 / 258면 / 비매

서론 /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 중국 청
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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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5

12-57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강택구·이 윤·오일찬·홍용석·정성운 (2012. 12)
ISBN 978-89-322-1440-5 / A5 / 194면 / 비매

서론 /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 중국의 하천환경 관
리 한·중 협력수요 /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6

12-58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이주호·김형근·김범중·김찬호·김근섭·김은수·강지현 (2012. 12)
ISBN 978-89-322-1441-2 / A5 / 352면 / 비매

서론 / 중국-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 중국 서부지역 경제개관 / 중
국 서부지역 물류개관 / 서부지역 물류산업 구조분석 / 중국 ‘제12차 5년’ 계획
및 서부지역 물류전략 / 중국 서부지역 물류산업 SWOT 분석 / 중국 서부지역
물류시장 진출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7

2 0 1 2

12-59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서종원 외 (2012. 12)
ISBN 978-89-322-1442-9 / A5 / 238면 / 비매

서론 /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현황 /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발전전략 분
석 /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기능 및 역할 분석 /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8

12-60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김천규·김 흠·김원배·신태용·서종원 (2012. 12)
ISBN 978-89-322-1443-6 / A5 / 250면 / 비매

서론 / 중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 중국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 중국 중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전략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9

12-61 중국 축산업의 성장 특성 및 지역화정책 연구
전형진·어명근·우병준·정대희·김은영·王濟民 (2012. 12)
ISBN 978-89-322-1444-3 / A5 / 364면 / 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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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 중국
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 부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20

12-62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
윤석훤·김성옥·김윤희 (2012. 12)
ISBN 978-89-322-1445-0 / A5 / 248면 / 비매

서론 / 방송통신 시장 현황 /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관 / 중국 방송통신 규제
체계 및 정책 분석 /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전망 및 시사점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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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문제 관련 정책적 제언 / 부록: 남아공의 경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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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신흥국 BOP 시장 특성에 따른 기업의 진입전략 연구: 인도시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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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2340-7 / A5 / 526면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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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종 / 19세기 후반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 신
생공화국의 국가 건설과 문화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타지키스탄의 예를
중심으로 /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 카자흐인(오랄
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 아랄해의 고갈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
구 /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터부(Taboo)와 협상 전략

12-25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l : 러시아·몽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ISBN 978-89-322-2341-4 / A5 / 438면 / 15,000원

2 0 1 2

탈냉전기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국, EU, 러시아의 대응 / 포스트 소비
에트 지역의 언어 지형도와 러시아연방의 미디어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 러시
아 현대화 전략의 가능성 및 시사점 /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형
성과 변화 / 러시아의 오리엔탈리즘 연구: 캅카스 지역을 중심으로 /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 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 대한 평가 / 몽골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제언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아프리카·중동·중남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2)
ISBN 978-89-322-2344-5 / A5 / 654면 / 20,000원

‘아랍의 봄’의 행위자들: 북아프리카 5개국 비교 연구 / 아프리카의 보고(寶庫)
앙골라: 기여외교와 정치경제적 실익 / EAC 지역 진출을 위한 운송거점 분석과
경로 확보에 대한 연구 / 거점지역 국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 / 아프
리카 중심주의적 시각(Afrocentric perspective)에서 바라본 에티오피아 악숨 문
명의 정체성 연구 / 아랍 민주화 운동의 발생과 미래 / 이슬람금융의 해외 활용
가능성 및 사례 연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 중동 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에 대한 이슬람금융
도입과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 페르난도 루고의 탄핵과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
의 특성 / 에탄올 개발과 식량안보: 브라질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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