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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07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
으로

김종덕·강준구·이주미·엄준현 (2014. 12)
ISBN 978-89-322-1510-5 / A5 / 328면 / 12,000원

2 0 1 4

서론 /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 TPP 참
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
지수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부록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이승래·김혁황·박지현·이준원 (2014. 12)
ISBN 978-89-322-1511-2 / A5 / 176면 / 7,000원

서론 /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국내 R&D 투자가 생
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
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결론 / 부록: 국내 민간 R&D 촉
진 주요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선주연·이승래·박혜리·엄준현 (2014. 12)
ISBN 978-89-322-1512-9 / A5 / 216면 / 10,000원

서론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문진영·김윤옥·이성희·이민영 (2014. 12)
ISBN 978-89-322-1513-6 / A5 / 196면 / 7,000원

서론 /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 한
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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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김정곤·최보영·이보람·이민영 (2014. 12)
ISBN 978-89-322-1514-3 / A5 / 330면 / 12,000원

서론 /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
책 /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부록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원·권 율·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 (2014. 12)
ISBN 978-89-322-1515-0 / A5 / 184면 / 7,000원

서론 /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
선방안 / 요약 및 결론 / 부록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김규판·이형근·김은지 (2014. 12)
ISBN 978-89-322-1516-7 / A5 / 244면 / 10,000원

서론 /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 일본의 기발효 FTA 특
징과 효과 / 일본의 TPP 추진전략 /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 결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문익준·이장규·최필수·나수엽·이효진 (2014. 12)
ISBN 978-89-322-1517-4 / A5 / 202면 / 10,000원

서론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김부용·이형근·박진희·김홍원·최지원 (2014. 12)
ISBN 978-89-322-1518-1 / A5 / 304면 / 10,000원

서론 / 도시 분류와 신흥도시 선정 / 신흥도시의 시장 특성 /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 / 진출기업 사례 분석 / 기업의 진출전략 / 부록

14-16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노수연·정지현·강준구·오종혁·김홍원·이한나 (2014. 12)
ISBN 978-89-322-1519-8 / A5 / 356면 / 12,000원

서론 /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
역 현황 /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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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오윤아·이 웅·신민금·박나리·김유미 (2014. 12)
ISBN 978-89-322-1520-4 / A5 / 176면 / 7,000원

서론 /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 동남아 해외송금
의 개발효과 / 결론과 시사점 / 부록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곽성일·배찬권·정재완·이재호·신민이 (2014. 12)
ISBN 978-89-322-1521-1 / A5 / 228면 / 10,000원

2 0 1 4

서론 /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시사점 / 동남아 노동 시장구조의 특징 분
석 /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의 대응전략 / 부록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 웅· 조충제·송영철·최윤정·이정미 (2014. 12)
ISBN 978-89-322-1522-8 / A5 / 242면 / 10,000원

서론 /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 인도의 FTA 확대가 한ㆍ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2014. 12)
ISBN 978-89-322-1523-5 / A5 / 320면 / 10,000원

서론 /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결
론 / 부록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시사점
김보민·한민수·고희채·김종혁·이성희 (2014. 12)
ISBN 978-89-322-1524-2 / A5 / 192면 / 7,000원

서론 /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 제
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분석 /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연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부록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강유덕·오태현·이철원·이현진·김준엽 (2014. 12)
ISBN 978-89-322-1525-9 / A5 / 302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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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 평가 및 시사점 /
부록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성훈·민지영·강부균·세르게이 루코닌 (2014. 12)
ISBN 978-89-322-1526-6 / A5 / 296면 / 10,000원

서론 / 극동·바이칼 지역의 상황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 3기 푸
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
과 평가 / 주요국의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 결론 / 부록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이권형·손성현·박재은 (2014. 12)
ISBN 978-89-322-1527-3 / A5 / 210면 / 10,000원

머리말 /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 /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 /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한ㆍ중동 금융
협력 방안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박영호·김예진·장종문·권유경 (2014. 12)
ISBN 978-89-322-1528-0 / A5 / 206면 / 10,000원

서론 /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 국제사회의 對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
사례 및 특징 분석 / 한국의 對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 한국의 對아
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 맺음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1

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
14-34	
역을 중심으로

선우덕·김태완·김병철·양입웅·양찬미 (2014. 12)
ISBN 978-89-322-1537-2 / A5 / 186면 / 비매품

서론 / 중국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변화 / 중국 북경지역의 방
문요양서비스 정책의 현황 /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
분석 / 한중방문요양서비스사업의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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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2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
14-35	
김원홍·박수범·김인순·김은주·김철수·김화선·이상원 (2014. 12)
ISBN 978-89-322-1538-9 / A5 / 240면 / 비매품

서론 / 해외동포 인력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조선족여성의 인적 구성 및 경
제활동 현황 / 조선족여성의 취업실태 조사결과 / 조선족여성의 인력활용 방안
관련 심층면접결과 분석 / 결론 및 정책제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3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14-36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2014. 12)
ISBN 978-89-322-1539-6 / A5 / 210면 / 비매품

2 0 1 4

서론 /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문화 및 산업 /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결과 비교 /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중독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정책 비교 / 결
론 및 정책제언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14-37	
최윤경·장혜진·민정원·배윤진·송신영 (2014. 12)
ISBN 978-89-322-1540-2 / A5 / 420면 / 비매품

서론 / 관련 제도 고찰 / 중국동포의 육아돌보미 근로 실태 / 영유아부모의 중국
동포 육아 / 보미 이용 실태 /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고용에 대한 통합적
인 고찰 /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제언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5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14-38	
구자억·김숙이·김한나·이경자·전춘련·계근호·김주석·서소주·서희원
(2014. 12)
ISBN 978-89-322-1541-9 / A5 / 256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분석 / 중국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 분석 / 논의 및 시사점 / 정책제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6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14-39	
강일규·허영준·김유미·이윤진·이천우 (2014. 12)
ISBN 978-89-322-1542-6 / A5 / 186면 / 비매품

서론 / 인적자원 교류·협력의 이론적 배경 /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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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 푸젠성(福建省) 인
재특구를 중심으/ 결론 및 정책 제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7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
14-40	
에 관한 연구

김명아·박광동·김윤정·최지연·고재종·박용민·양병찬·오일환·이창
영·김정진·윤성혜·서련륭 (2014. 12)
ISBN 978-89-322-1543-3 / A5 / 204면 / 비매품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와 현황 / 중
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과 관련 법제 / 한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적 시사점 / 결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8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14-41	
김천규·김원배·박인성·조 철·이주호·김 흠·이건민 (2014. 12)
ISBN 978-89-322-1544-0 / A5 / 202면 / 비매품

서론 /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 중국 환
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
우리의 대응전략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9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14-42	
중심으로

이주호·김범중·김찬호·김근섭·김은수·박여진 (2014. 12)
ISBN 978-89-322-1545-7 / A5 / 262면 / 비매품

서론 / 북중 교역 추세 및 변화 전망 / 북·중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 전망
/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 동북부 물류산업 구조 및 SWOT 분석 /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 부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10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14-43	
박용덕·석주현·이성규 (2014. 12)
ISBN 978-89-322-1546-4 / A5 / 236면 / 비매품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전망 및 정책 / 중국 가스
산업의 부문별 발전 현황 분석 /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여
건 분석 / 한국의 대(對)중국 가스부문 진출 전략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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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22-1547-1 / A5 / 218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의 식량산업 동향 /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 / 중국의 곡물수급 변화 요
인과 전망 / 세계 및 중국 곡물시장 동향과 가격 연관관계 분석 / 식량안보를 위
한 한·중 협력 방안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14-01	
마커스 놀랜드 (2014. 12)
ISBN 978-89-322-1529-7 / A5 / 162면 / 7,000원

서론 / 통합의 단계 또는 정도 / 통일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측정 / 중력모델을 통
해 본 미국에 대한 시사점 / 정책 이슈(POLICY ISSUES)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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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14-02	
진징이·진창이·삐야오인쩌 (2014. 12)
ISBN 978-89-322-1530-3 / A5/ 176면 / 7,000원

들어가는 말 /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전략이익 /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방향 / 나오
는말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14-03	
후카오 쿄지·이누이 토모히코·권혁욱 (2014. 12)
ISBN 978-89-322-1531-0 / A5 / 256면 / 10,000원

들어가며 / 남북한 경제 현황과 통일 이후 경제발전 시나리오 / 통일 이후 투
자·정부지출 붐에 의한 일본의 수출과 고용의 확대 / 일본의 라이벌, 슈퍼 코리
아의 출현 /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가능성 / 사회간접자본 구축
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 마치며 / 보론: 통합 후 구(舊)북한 지역의 역내
총지출·GDP에 관한 계산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14-04	
알렉산더 제빈·스베틀라나 수슬리나 (2014. 12)
ISBN 978-89-322-1532-7 / A5 / 268면 / 10,000원

서론: 러시아의 신 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주요 결정
요인 /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러시아 시각 / 다양한 한반도 통일 방식에 따른 러
시아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결론: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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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14-05	
성한경 (2014. 12)
ISBN 978-89-322-1533-4 / A5 / 144면 / 7,000원

서론 /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 / 경제통합의 효과 추정 / 결론과 시사점 / 부록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14-06	
강문성·김형주·박순찬·이만종·이영훈·이종화·이홍식·편주현 (2014. 12)
ISBN 978-89-322-1534-1 / A5 / 370면 / 12,000원

서론 /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
적자원 활용 방안 /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
북아 경제협력 /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 부록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14-07	
전재성·김성배 (2014. 12)
ISBN 978-89-322-1535-8 / A5 / 156면 / 7,000원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 2010~20 글로벌 및 동
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 한반도 통
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
진 / 부록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14-08	
최보영·선주연·방호경·나승권·이보람·최유정 (2014. 12)
ISBN 978-89-322-1536-5 / A5 / 160면 / 7,000원

서론 /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
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 정책 제언 / 결론 / 부록

세미나
자료모음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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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Investment Requirements and Strategies for Cooperation in Infrastructure and
Energy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and Prospects for Developing / Investment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Notes on Creating a North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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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Economy / Challenges to a Northeast Asia Regional Logistics System Satoshi
Inoue Port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 Japan’s Sustainable Electric Future / A
Note on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 Russia and Northeast Asia
Energy Security / The Yellow River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Part 2.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a Regional Multilateral Bank: Research Papers on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 / Re-analysis
of Innovation in 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Mechanisms / Review and Strategy for
the Proposed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A Perspective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ppendix

14-02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중 협력방안

2 0 1 4

정지현·김홍원 공편 (2014. 6)
ISBN 978-89-322-3065-8 / A5 / 226면 / 10,000원

[제1부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
의 투자기회 / 장강삼각주 지역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한국의 협력 방안 연구/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중경제협력 / [제2부 분야별 한중 교류·협력 확대 방
안] 중국 SW산업의 성장과 한중 협력 / 도시개발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 한·
중 FTA, 지방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4-03 중국의 지역별 환경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노수연·이한나 공편 (2014. 10)
ISBN 978-89-322-3066-5 / A5 / 260면 / 10,000원

[제1부 동북지역 주요 개발프로젝트와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중국 투먼장(圖
們江) 지역(琿春)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및 한국의 투자기회 / 헤이룽장성의 동북
아 지역협력이 제공하는 ‘5대 기회’와 한국기업의 ‘4대 상업기회’ / [제2부 중부지
역의 유망 성장분야와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후베이(湖北)성의 유망 신흥산업과
외국인투자 기회 연구 / 장시(江西)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및 국제 지역협력 /
[제3부 동부지역의 특구 육성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산둥성 경제발전정책
이 산업협력(한국ㆍ산동)에 주는 기회 및 제언 / 푸젠성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한
국기업의 기회 / [제4부 변화하는 한ㆍ중 비즈니스 환경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미래 전략

14-04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Lee-Jay Cho and Chang Jae Lee eds. (2014. 12)
ISBN 978-89-322-3067-2 / A5 / 298면 / 10,000원

[Part I.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untry Perspectiv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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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rspective / A Chinese Perspective / A Japanese Perspective / A Russian
Perspective / [Part II: Energy Cooperation: Energy Infrastructure and Physical
Connectivity] Japan’s Energy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
Energy Issues: Security, Alternative Systems, and Low-Carbon Futures / Prospects for a
Cross-border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Russian Perspective / [Part II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 Cultivat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 [Part IV: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ross-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ew and
New Approaches to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Keynote StatementFulfilling a Long-held Dream: Financial Policy for a Unified Korea / A Strategy towar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 Establishing a New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 Comments and Observations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a New Era / Comments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Part V: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umen River Area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behind
North Korea’s Evolving Special Economic Zones / Underdeveloped Sino-Russian Crossborder Cooperation /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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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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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AfT 추진 현황 /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14-07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정지원·송지혜 (2014. 12)
ISBN 978-89-322-2397-1 / A5 / 106면 / 5,000원

서론 / 도시의 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 Post-2015 목표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 주요 기관의 도시 지원 프로그램 /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전략지역
심층연구

14-01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조충제·송영철 (2014. 12)
ISBN 978-89-322-2398-8 / A5/ 140면 / 7,000원

서론 / 인도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 인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 한국 중
소기업의 대인도 진출 현황과 애로 / 한ㆍ인도 중소기업 협력과제와 협력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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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방송·영화·애니메
이션을 중심으로

최윤정·이정미 (2014. 12)
ISBN 978-89-322-2399-5 / A5 / 130면 / 7,000원

서론 / 인도 문화산업 현황 /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 한ㆍ인도 문화산업
협력방안 / 결론 및 시사점

14-03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창수·송백훈 (2014. 12)
ISBN 978-89-322-1554-9 / A5 / 196면 / 7,000원

서론 / 아세안 인력이동과 인력이동의 CGE 분석 /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
적 파급효과 /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실험 결과 / 결론
및 시사점 /부록

14-04 동남아시아의 금융시장 구조와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분석: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민환·김정렬 (2014. 12)
ISBN 978-89-322-1555-6 / A5 / 234면 / 10,000원

서론 / 국내외 기업 및 금융회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배경 / 한국기업 및 금
융기관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 / 주요국 금융시장의 현황 / 국내 금융회사의 동
남아시아 진출 타당성 검토 및 전략 / 결론 / 부록

14-05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권기수·박미숙 (2014. 12)
ISBN 978-89-322-2400-8 / A5 / 112면 / 7,000원

서론 /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분석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 /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

14-06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상현·박윤주·김종섭·이미정·임태균·강정원·김유경·최명호 (2014. 12)
ISBN 978-89-322-1556-3 / A5 / 304면 / 10,000원

서론 /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체제 /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역할 /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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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
김면회·안상욱·김신규·김일곤·송병준 (2014. 12)
ISBN 978-89-322-1557-0 / A5 / 284면 / 10,000원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부 유럽 4개국의 거시경제지표와 산업, 무역 구조
변화 /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 요인 분석 /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
쟁력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 중부 유럽 4개국의 생산기지 이전 사례연
구: 자동차산업의 사례 / 유럽 통합과 중부 유럽 4개국, 그리고 한국

14-08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튀니지를 중심으로
이권형·장종문·손성현·성태응 (2014. 12)
ISBN 978-89-322-2401-5 / A5 / 116면 / 7,000원

2 0 1 4

머리말 / 마그레브 지역의 경제동향 및 ICT 산업구조 / 모로코의 ICT 산업 / 튀
니지의 ICT 산업 / ICT 산업환경 분석 및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14-09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한홍렬·박정호·윤성욱·조혜경 (2014. 12)
ISBN 978-89-322-1558-7 / A5 / 238면 / 10,000원

세계경제 속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
황 / 러시아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의 평가 / 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
/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 / EEU 출범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14-10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
는 함의를 중심으로

박상남·김선탁·이지은·박상준 (2014. 12)
ISBN 978-89-322-1558-7 / A5 / 238면 / 10,000원

서론 / 다자주의 협력하에서의 중견국가 이니셔티브에 관한 고찰 / 탈냉전기 터
키의 중견국 외교정책 / 역내 중견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 / ‘유라
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주는 함의 /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4-11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김석환·나희승·박영민 (2014. 12)
ISBN 978-89-322-1560-0 / A5 / 176면 / 7,000원

서론 / 이론적 배경 / 북극 거버넌스와 중국·일본의 전략 / 한국의 북극 거버넌
스 구축 전략 /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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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 동남아 , 터키·동유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2)
ISBN 978-89-322-2402-2 / A5 / 486면 / 15,000원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 베트남 커피산업의 특징과 현지
커피기업의 진화 /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육(APSC) 이슈와 전망 /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인도네시아의 2014 선거와 조꼬위(Jokowi) 효과 / 원조예
산과 원조 확산: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 말레이시아 할
랄 인증체계의 특징과 한국기업의 이슬람권 시장의 효율적 접근 방법 / 메콩 수
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 주체의 쟁점과 갈등: 본류 수력댐 건설을 중심으로 / 인
도네시아 국민 정체성 형성과 전통의상의 역할: 바띡(batik)을 중심으로 / 한국
인들의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 / 한국전쟁문학에 나타
난 터키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14-1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4. 12)
ISBN 978-89-322-2403-9 / A5 / 686면 / 20,000원

카자흐스탄의 중장기 경제발전정책 연구: Business Road Map 2020’과 ‘Kazakhstan
2050 Strategy’를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 연구 인프라와 지식체계를 위한 제언:
문화네트워크 포털 구축을 중심으로 /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와 시사점: 아
베 2기 정권 러·일 신시대의 개막 / 몽골 자원기반경제와 한·몽 산업협력 확대
방안 연구 / 푸틴 시대 러시아 영화와 애국주의 문화정책 / 신화 분석을 통한 시
베리아 지역정체성 연구 /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수정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와 공적개발원조의 정치·경제 동학 /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노
동시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 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 연구: 주요 동인
을 중심으로 / 러시아 메가 이벤트와 소치 동계올림픽의 정치·경제: 성공과 실
패의 변곡점 / 카자흐스탄 언어정책의 현황과 미래: 3개 언어 구사정책(Trilingual
Model)을 중심으로 / 시진핑 체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서진전략

14-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2)
ISBN 978-89-322-2104-6 / A5 / 538면 / 20,000원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 인도의 ICT를 기반으로 한 저소득
층(BoP) 비즈니스 모델 연구 / 방글라데시 정치불안의 원인과 정치제도 개선방
안: 방글라데시 헌법상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 소말리아 알 샤바브와 알 카에다 연계와 영향 / 마다
가스카르 농업개발과 협력 방안 / 수원국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분석을 통한 보
건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우간다 사례를 중심으로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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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문화원형으로서 브라질 낙천성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투영 / 안데스 3개국의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넌스(NRG) 발전 현황과 한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시리즈

14-01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강유덕 (2014. 12)
ISBN 978-89-322-6116-4 / A5 / 112면 / 7,000원

서론 /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 유럽중앙은행의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유럽
재정위기까지 /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논의 / 결론

2 0 1 4

14-0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오태현·김준엽 (2014. 12)
ISBN 978-89-322-6117-1 / A5 / 112면 / 7,000원

서론 /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 유럽 은행 사례 분석 / 결론

연구자료

14-01 중국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
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오종혁·박현정 (2014. 8)
ISBN 978-89-322-2389-6 / A5 / 132면 / 7,000원

서론 / 중국의 IT제조 클러스터 발전추세 /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 주요 기
업의 진출 사례 / 요약 및 시사점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강준구 (2014. 7)
ISBN 978-89-322-2390-2 / A5 / 104면 / 5,000원

서론 /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 통상
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이효영·엄준현 (2014. 10)
ISBN 978-89-322-2391-9 / A5 / 222면 / 10,000원

서론 /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
쟁 사례분석 /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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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박현정·이효진 (2014. 12)
ISBN 978-89-322-2392-6 / A5 / 126면 / 7,000

서론 / 국가혁신체제의 발전과 대학 및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 대학과 중국
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현황과 특징 / 지식산업화 사례 분석 / 결론과 시사점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나승권·홍이경 (2014. 12)
ISBN 978-89-322-2393-3 / A5 / 126면 / 7,000원

서론 / 개성공단 운영실태 분석 /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 비교평가 / 요인별 투자
환경 개선 방향 / 결론 및 시사점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문진영·김윤옥·서현교 (2014. 12)
ISBN 978-89-322-2394-0 / A5 / 130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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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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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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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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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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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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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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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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3

ODA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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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발간자료목록(2013-2015.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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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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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3

전략지역
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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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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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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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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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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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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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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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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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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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3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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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