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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바라보는 한국경제의 눈
국가 경제정책 수립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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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를 보는 눈, 한국경제를 살리는 힘,
KIEP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창조적인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 수립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KIEP.
세계경제의 변화를 리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KIEP는
1989년 발족하여, 2015년 개원 25주년을 맞이합니다.
2014년 12월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KIEP는
세계로, 미래로 비상하며 국가 경제정책 수립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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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4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2014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많은 변수에 노출되었습니다. 기술격차를 좁히면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국,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미국,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일본,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럽,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신흥시장
등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은 광복 이후 70년 동안 온 국민이 노력하여
이룩한 ‘수출강국’이라는 국가적 위상을 유지하는 것마저도 녹록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도 정책대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만약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이루
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지’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남북한 통일의 영향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주변 4강을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에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최근 주목받고 있
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미국 주도의 TPP 등도 우리나라가 적극 대응해야 할 중요
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로 협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전
략 차원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고, 이를 정책 담당자를 비롯하여 학계, 언론, 기업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통일한
국의 편익에 대한 연구, 한국의 FTA 10년 평가, 중국 연구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
다. 또한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FTA 연구지원단 운영’과 ‘세계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시급
한 대외경제정책 현안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연구원은 2014년 11월 한·중
FTA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ASEAN+3’ 차원의 금융협력 및 역내 통화결제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지원 활동에서도 많은 성
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
해,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가한 ‘소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세계경
제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실질적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OECD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서
비스 분야의 개방·개혁’에 대한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연구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활동을 이 연차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환경의 위협요인 분석과 메가 FTA 시대를 위한 신통상정책 수립,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선제적 연
구 등 우리원 고유의 연구분야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정책, 아시아태평양 역내 지역경제통합, 그리고 중남미·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전략 등의 분야에서 실
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우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충실
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기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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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소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KIEP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원은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 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연구 용역의
위탁 및 수탁

대외경제정책
대안 개발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연구 등
대외경제정책 현안연구

대외경제
전문가 양성

주요 기능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과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분석

10

국가적 역할

국내외 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
세계경제 및 무역정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세계지역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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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목표
KIEP는 한국경제의 위상강화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국가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실행과제

중장기 발전목표

선도적 경제정책
연구기능 강화
KIEP 비전과 경영목표
(2014~2016)

Mission

Vision

한국경제 위상 강화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기관

12

+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

+
창조적 기관운영
체계 구축

기관의 연구역량 제고
연구기능의 효율성 제고
전문연구인력 확충

연구결과 확산의 수월성 제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성과확산체계 정비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 제고
정책과제의 선도적 발굴
연구의 정책 연계성 및 실용성 제고

창조적 경영환경 조성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기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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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세계 동향에 정통한 연구진이 국가와 국민의 풍요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개발 지원,
연구활동 지원,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

원장

감사실

부원장

196명

총

국
제
거
시
금
융
실

무
역
통
상
실

동
북
아
경
제
실

아
시
아
태
평
양
실

구
미

유
라
시
아
실

기
획
조
정
실

지
식
정
보
실

대
외
협
력
지
원
단

G
20
연
구
지
원
단

연구 인력
연구협력팀

홍보팀

학술출판팀

정보기술팀

지식자원팀

총무회계팀

인사관리팀

기획예산팀

아중동팀

러시아 유·라시아팀

유럽팀

미주팀

전략연구팀

개발협력팀

인도남아시아팀

동남아대양주팀

일본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중국팀

통일국제협력팀

협력정책팀

지역무역협정팀

다자통상팀

무역투자정책팀

국제금융팀

국제거시팀

14

69.9

%

지원 인력

59명

30.1

%

북경사무소
※ 2015. 7. 1. 기준

137명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미 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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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진이 다양한 주제 분야,
폭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통상실

동북아경제실

아시아태평양실

구미유라시아실

기획조정실

지식정보실

대외협력지원단

G20연구지원단

세계경제 흐름과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
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
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
안을 개발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무역투자정책팀, 다자
통상팀, 지역무역협정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세계 무역투자 및
통상환경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전략적
대응방안 및 정책방향
을 제시합니다.

동북아 및 중국지역 경
제금융 동향, 대외경제
관계 현황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
간 경제협력, GTI 등 경
제협력 관련 연구, 경
제허브 정책, 북한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연
구 등을 수행합니다.

일본, 동남아ㆍ대양주
및 인도ㆍ남아시아 경
제동향, 대외경제관계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며, 아태지역 경제협력,
국제개발협력 등을 비
롯하여 지식·창조경제,
환경, 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 이슈와 연관
된 정책 방향을 제시합
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
서의 변화 속에서 미
국, 유럽 등 선진 지역
과 남미, 중동, 아프리
카, 유라시아 등 신흥
지역 국가의 경제 현
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
안을 연구하여 우리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획예산팀, 총무회계
팀, 인사관리팀으로 구
성되어 사업계획, 예산
편성, 연구기획, 인사
관리 등 연구지원 관련
업무와 정부관련 업무
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
니다.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
고 연구성과를 확산하
기 위해 자료정보업무,
전산정보업무, 출판편
집업무를 진행함으로
써 거대한 정보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KIEP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언론홍보
활동, 뉴미디어를 활용
한 연구성과 확산, 국
내외 연구기관 및 유관
정부부처와의 네트워
크 구축 등 공유와 협
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에 기여합니다.

선진 7개국 정상회담
(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신흥시장 12
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G20 관련 연구의 제반
사항을 지원합니다.

북경사무소

중국경제의 동향 분석
및 조사 연구, 현지 전
문가 네트워크 운영 및
연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
관련 보도내용 분석,
국제회의 주관, 한국경
제 설명회 등 홍보 행
사를 개최합니다.

16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련 연구 및 APEC 연
구컨소시엄 사무국 업
무, KOPEC 사무국 업
무 등을 수행합니다.

미 KEI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는 한국과 미
국의 관계 발전과 양국
간 경제협력 업무를 지
원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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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KIEP, 세계경제의 흐름과 그 발자취를 함께해왔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와 흐름, 그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KIEP !
이제는 세계경제를 통찰하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이슈
KIEP의 발자취

1986.9

1995.1

1997.12

2000.10

2008.11

우루과이라운드 선언

WTO 발족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1989.11

1996.12

한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양해각서 체결

ASEAN 9개국에 대한
FTA 발효

APEC 설립

한국, OECD 가입

1998.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

세계경제

2004.4
한국 최초 FTA로,
한·칠레 FTA 발효

2009.11
한국 OECD-DAC 가입

2010.1

2012.3

한·인도 CEPA 발효

한·미 FTA 발효

2010.11

2014.11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

한·중 FTA 타결

2011.7
한·EU FTA 발효

2000

1990
1989

2014
2010

2000.4
2014.1

2002.3

중국 권역별·성별연구팀 설립

1997.1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설립

2011.8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설립

2003.4

1997.10
부설 지역정보센터를 본원으로 통합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확대개편)

신흥지역연구센터 신설
(세계지역연구센터를 확대개편)

연구본부 및 경영기획본부,
G20 연구지원단 신설
- 8실, 25팀, 1지원단으로 조직개편

1999.1

2004.12

한·중 FTA 연구지원단 발족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013.4

2005.12

2013.8

1995.3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김적교 원장 취임

미 KEI 감독업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업무 인수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재단법인 해산)
초대 원장 김적교 취임

1992.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
(사단법인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해산·흡수)

1992.10
북방지역센터를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994.1
대외경제전문가 풀 사무국 지정
(대외경제위원회)

1994.12
APEC 연구센터 지정
(대외경제조정위원회)

18

2010.2

북경사무소 설립

1990.1

1989.12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설
(지역정보센터를 확대개편)

1989.8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SNU-KIEP EU 센터 설립

2012.3

2014.5
KU-KIEP-SBS EU 센터 설립

2015.1
대외협력지원단 신설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발족
이일형 9대 원장 취임

2008.6
국제개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확대개편)
ODA팀 신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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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4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던 KIEP 2014년, 한 해의 기록을 돌아봅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를 향해 단단한 주춧돌을 놓았던 KIEP 2014!
세계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렸던 활동을 한눈에 살펴봅니다.

2014. Jan.

1

8

14

세미나: 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14. Feb.

2

11
세미나: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한국기업 대응전략

해외방문학자 초청 세미나(Dr. Lu Wei)

16

22
해외방문학자 초청 세미나(Dr. Li Dawei)

24주년 개원기념식

20

18

‘아시아 경제협력’ 국제 콘퍼런스

21

28

세미나: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활용한 한중남미 산업협력 방안

세미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와
추진과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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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4

2014. Mar.

3

24

22

28

27

29
‘2014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및 주요이슈’를
주제로 기자간담회 개최

KIEP대한상공회의소 국내세미나:
중국 지역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사례

제1차 신흥지역 토크콘서트:
글로벌 인재의 조건(한양대학교)

KIEPOECD 동남아 경제전망 세미나:
중진국 함정의 위험과 극복방안

2014. Apr.

4

9

22

2014. Jun.

6

3

제2차 신흥지역 토크콘서트:
중국의 변화에 따른 중국 전문가의 조건
(성균관대학교)

17

2014년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차 한이란 포럼: New Prospects for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ran

2014. May.

5

2

19

24

세미나: 금융안전망 구축과 원화의
국제화 방안

27

세미나: 9th KIEP- ERI Joint
Seminar Program: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Far East in light
of the Eurasia Initiative

KIEP-중앙아시아경제학회
국제세미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국중앙아시아 협력의 미래

이일형 원장 외 연구진 4인,
‘한터키 경제협력’ 세미나 참석

22

9

제3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
브라질의 투자환경 및 진출전략

KEEP(KIEP Emerging Economies Pathfinder)
프로젝트 실시(제7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연구공모전,
온라인 미션, 토크 콘서트)

2014년 한국계량경제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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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4

2014. Jul.

7

10

24

18

23
8개국 경제계 인사 그룹 연구원 방문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 2014 경제계 인사
그룹초청 프로그램)

KIEP-HASS 세미나: 중국 중부지역
중점전략과 한후베이 협력

2014. Aug.

8

2014 Korea Dialogue Conference
on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세미나: 중국 내수시장의
새로운 기회와 한중 협력방안

21

제3차 신흥지역 토크콘서트:
글로벌 인재의 조건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28

25

2014년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9회 한일경제경영
국제학술대회

2014. Sep.

9

2

제4차 신흥지역 토크콘서트:
글로벌 인재의 조건(부산외국어대학교)

4

17

10

2014. Oct.

9

세미나: 한베트남
경제협력 이슈와 전망

제12차 KIEP-AMR 세미나

24

The 8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17

21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나눔활동 실시

세미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남북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동아시아 연구기관장 회의 및
한아세안 연구기관회의

제4차 KIEP-IMF 공동 콘퍼런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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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2014

2014. Nov.

11

3

5

2014. Dec.

12

4

2014 KOPEC 학생대표단
선발을 위한 영문 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세미나: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3

18

세미나: 독일 통일과 그 이후:
독일 통일의 결과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21

G20 개발의제 관련 국제 콘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2015 G20
Development Agenda) 개최

8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20인 연구원 방문
(한중일 차세대지도자
포럼)

9
•제1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JEAI(Jounal of East Asian EconomicIntegration)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세미나: 신흥지역 진출전략과
리스크 관리

25

27

세미나: 유럽과 한국의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현황, 장애요인 그리고 대책

30

•2014 통상산업포럼 국제 콘퍼런스
(2014 Seoul Conference on Trade & Industry)
•제5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10

12

제2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이슬람법학회
공동 세미나

•2014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미국 존스홉킨스대 SAIS 학생들
연구원 방문

26

세미나: Opportunities and Prosp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GCC

•세미나: Income Inequal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
for Sustainable Growth: Dialogu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주

제6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대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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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과 함께한 KIEP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및 성과

KIEP의 연구성과,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나침반이 됩니다
KIEP가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KIEP는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나라의 꿈이 되는 대외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국가 핵심정책과제 수행에
고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3회 개최
20회 개최
석학초청간담회 9회 개최
6개 학회 행사 후원

407회
104회

국제세미나

발표 및 토론

국내세미나

자문 및 심의 활동

국내외 유효 MOU 체결
총

5대 핵심 국정과제 연구참여 현황

100건

(2014년 기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학회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관련
연구

기관

외
국내

기관

원
대학
제
국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국제대학원
총 예산

9개교와

공동지역연구 활성화
방안(GPAS) 사업 운영

400억 원
256억 원

연구사업비
기본연구

25

연구관련사업

15

수시연구

5대 핵심
국정과제

10

일반사업

9

예산

참여과제 수
총

28

59개 연구/사업

참여
인원

150명(원내)
40명(원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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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과 함께한 KIEP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한·중 FTA, TPP,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등 주요 FTA의 영향을 분석
하고 기체결 FTA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의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을 지원하였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습니다.
- 통상산업포럼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연구
- WTO DDA 작업계획 수립 연구
-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 RCEP 경제기술협력 분야 발전방안 연구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함으로써 통일 분위기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였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기획재정부 거시경제 T/F에

고,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강에 미치는 편익 및 통

참여하여 세계경제 현황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통일정책 수

- 한EU FTA 추가의정서 체결에 따른 영향 평가

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금융안

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의 관

- 한EFTA 이행상황 평가

전망 구축을 위한 ASEAN+3 차원의 금융협력 및

세행정, 토지사용 등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 한호주 FTA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3개 기관 공동연구)

역내 통화결제 방안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도 실시

차원의 연구도 실시하였습니다.

- 한싱가포르 FTA 이행상황 평가 수행 중

하였습니다.

(ERIA와 공동연구)
- 한캐나다 FTA 경제적 영향 분석(3개 기관 공동연구)

-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납부대상 및 납부기준 연구

- 한뉴 FTA 경제적 영향 분석 수행 중
- 한중 FTA 영향평가 수행 중(해수부, 농림부 공동)

- ASEAN+3 역내 통화 무역결제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자문

- TPP 총괄연구, TPP 심층 연구

- ASEAN+3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등 개최지원

- 경제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

- G20 성장전략의 상호평가 및 주요정책 분석

- 2014년 세계경제 전망 및 주요국의 정책동향 연구 보고

- 동북아 교역협력에 있어서의 무역원활화 이슈 연구:

-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 최근 신흥지역 경제동향 보고

- APEC 정상회의 참여성과 평가 및 중장기 성과사업 추진방안 연구

- 중국 一帶一路 구상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 대중

- 메가 FTA 시대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한중 FTA 정책방향 연구

30

정부 및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보고 및 발표를 수행

경제외교전략 수립

개성공단 관세행정 검토
- 북한통계 간행물 개선 및 서비스 확대 관련 자문회의
참석: 북한통계(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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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과 함께한 KIEP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의 경제적 활용방안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협력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한·아세안 정상회담 의
제를 발굴하고, 신흥시장 진출전략협의회에 참석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 구체적

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중남미 산업협력

인 추진과제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며, GTI 정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브라질

책연구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GCF 재원조성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환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에 대비해 한국의 대응전략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동북아지역의 협력관계

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국제세미나를 개최
하고, 러시아 발다이클럽 카라가노프 의장을 초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의 경제적 활용방안
연구: 한아세안 정상회담 의제 발굴

청, 유라시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연
구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안 세미나 개최
- 신흥시장 진출 전략협의회 참석: UAE 시장에 대한
보고
- 유망 국부펀드를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방안
연구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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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과제와 협력방안
- GTI 정책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무역원활화 관련

- 러시아 발다이클럽 카라가노프 의장 면담
-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2020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제
시 등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세
계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응책을 연구하였습니다.

시행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논의와 대응방안 연구:
GCF 재원조성 방안 제안

ODA의 실효성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 환경상품에 관한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체결의

-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 맥락에서 이행수단

과제 발굴
- 아시아 경제·금융 협력 국제 콘퍼런스 개최사업

경상품에 관한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Post-

G20 차원의 ODA 관련 의제를 개발함으로써 중
견국으로서의 입지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ODA

- 몽골과의 산업·자원·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 연구
-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활용한 한중남미 산업협력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경제적 타당성 검토: 아국 협상참여 근거 마련
관련부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정책과제 연구

지원 의제 대응방안 연구: ‘2015 합의문’ 작성
참고자료

33

한눈에 보는 KIEP

KIEP 2014 연차보고서

언론을 통해 본 KIEP
인터넷 뉴스

언론과 미디어를 보면 국내 최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도가 보입니다

1,784

건

기고(5), 거명(880), 인용(825), (전화)인터뷰(53),
좌담/대담/출연(2), 설문/도움(19)

밖에서 바라보는 KIEP. 언론과 미디어에 비친 KIEP의 모습이 KIEP의 위상과 신뢰도를 말해 줍니다.
점점 더 많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KIEP의 활동상과 연구성과를 보도하고 있으며,
KIEP는 대외경제정책의 공신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일간지

492

건

기고(4), 거명(173), 인용(234),
(전화)인터뷰(65), 좌담/대담/출연(9),
설문/도움(7)

언론보도 건수
1,128건 증가
언론보도율
79.2% 제고

2,553

2013
2014
1,784
1,425
822
464

492

일간지

56
인터넷

89

83

주간/월간지

188
방송

종합

온라인·소셜 네트워크
20,138
2013
2014
1,869

2,606

2,959

887

페이스북 좋아요

트위터 팔로어 수

(전년대비 1,869건 증가)

(전년대비 353명 증가)

블로그 개설,
2014 이용자 수
(목표대비 201.3% 달성)

34

주간지/월간지

89

건

기고(12), 거명(20), 인용(46), (전화)인터뷰(7),
좌담/대담/출연(2), 설문/도움(2)

방송(라디오/TV)

188

건

거명(54), 인용(97), (전화)인터뷰(28),
좌담/대담/출연(8), 설문/도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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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KIEP

해외 언론매체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 외신기자 리스트 구축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세계경제를 봅니다

- 영문기사 DB 구축

2014년 KIEP는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보다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 외신 네트워크 구축
- 주요 국제세미나 외신 홍보

해외 언론 매체 보도 총

37건

(2013년 대비 31건 증가)

연구성과 해외 확산
SSRN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홈페이지 운영 및 연구성과 확산

- KIEP Newsletter가 Economic Research Network(ERN)를 통하여 약 1만여 개처에 2주간으로 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index.jsp)를
통한 연구성과 해외 확산

39,134

34,587

- 주요 제공 콘텐츠 정보 확산 내용

28,563
12,852

미국

중국

일본

100
5,746
호주

3,894
인도

55
기타

5

1

APEC Study Series

Conference Proceedings

2014년 홈페이지 접속국가 현황(단위: 명)
홈페이지 해외 방문자 수
총 124,776명(2014년 기준)

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 SNS 신설
(http://www.facebook.com/KIEPenglish)

38

40

Working Paper

Policy Reference

5

338

Staff Papers
총

Policy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World Economy update

191건의 연구성과물 게시
Tota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어 학술 홈페이지 운영
(JEAI: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주요 국제도서전 참여
- 주요 국제도서전(프랑크푸르트, 베이징, 도쿄, 이스탄불)에 영문발간물 5종 위탁전시
- 2015 뉴델리 국제도서전 특별전에 전시초청
JEAI 해외 Database 등재

36

- EconLit / ProQuest / SSR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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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국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성과

2014년 신규

7건의 MOU 체결

국제공동연구 수행

해외 기관과 체결한 유효 MOU 총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

총

38

43건의 국제세미나 개최

75건

국제공동(협력)연구 총

10건 수행

외국 수탁연구 총

4건 수행

아프리카개발은행으로부터

미주개발은행으로부터

3건 수행

1건 수행

국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및 활용

총

65명의 연구인력 참여

총

149회 발표 및 토론

8

총 명의 연구인력이
국제(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업무 수행

9

총 명의 해외 유수 연구기관
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 수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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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책기여 우수 과제
통일한국의 편익에 대한 연구_ 중장기통상전략

2014 우수 연구

통일편익비용 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North America

Europe

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
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한반
연구보고서 요약집 2014. 12 | 150면

도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
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Asia

할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수
행한 7편의 연구를 묶은 요약집이다. 그 핵심내용은 주변 4강인 미국·중국·
일본·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그리고 한반도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와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이다.
세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파급효과 역시 주

Africa

변국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 4강의 통일연구는 한반도 전문

Oceania
South America

가 열두 명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
내 전문가 열한 명이 경제통합 효과와 외교안보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통합 및 동북아 협력방안을 제시한 3편의 연구도 그 가치가 자못 크다
하겠다.

4개국 연구를 종합해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현 상태 유지, 북한의 개혁개

41

2014 우수 연구

KIEP 2014 연차보고서

2014 정책기여 우수 과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방, 흡수통일, 평화통일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다
수 국가가 선호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일·러의 GDP는 각각

76~485억 달러 확대되고, 신규 고용은 각각 21~564만 명 창출되는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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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편익의 크기는

연구진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은 비슷하며, 러시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3성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연결
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
다. 일본은 통일한국을 ‘슈퍼코리아’로 지칭하고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것

진징이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
한반도문제연구중심 부주임
진창이 연변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초청연구원
삐야오인쩌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경제학과 교수,
동북사범대학 지역경제학 박사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지역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선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과연 어떤 시각과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
해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을 실행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 상황을 평화통일이라 상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고 이는 동북지역이 중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으로 평가하였으며, 러시아 측 연구에서는 남북통일로 에너지 수출 확대, 시
베리아 철도와 가스 수송 라인의 한반도 연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극동러시
아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남북한 생산요
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하였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6~2030년 중 북
한과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16%포인트 및 1%포인트 가량 확
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
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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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다.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연구진
후카오 쿄지 히토쓰바시대 경제연구소 소장,
일본경제산업연구소 교수
이누이 토모히코 가쿠슈인대 교수,
경제무역산업연구소 교수
권혁욱 니혼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구진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익과 개입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 전쟁을 제외한 양대 시나리오

붕괴와 이후에 성공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서 통일은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미 무역이 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며 서비스무역이 추
가로 3억~4억 2,500만 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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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에는 국내저축이 불충분하므로 일본과 중국정부가 지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민간기업은 국제금융기구 보증으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통일한국의 사
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큰 사업 기회로 평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관점에서 무력통일, 북한 붕괴, 현 상태 유지, 화해협력, 남북관계를 위
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5대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

는 상당한 체제전환기간 동안 북한이 주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통일과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급격한

의 GDP와 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정으로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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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

연구진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소장
스베틀라나 수슬리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과 5대 시나리오 중 러시아가 얻는 경제적 편익은 화해협력 시나리오에서 가장 클 것으로 전망
된다.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극동러시아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아지고, 다자간
경제협력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러시아는 철도와 가스 송유관 연결로 인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고, 남과 북의 극동지방 개발 프로젝트 참여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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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연구보고서 2014. 12 | 142면
연구진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기본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본 연구는 축차동태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미중일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노동자본토지천연자원과 같은 생
산요소의 공급 변화, TPP와 같은 통상협정의 영향으로 인한 시장 확대, 남북한의 재정 여건 개
선, 동북아 긴장 완화 및 해외 신인도 개선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다.

연구진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김영귀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장
금혜윤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유새별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
김한성 아주대학교 교수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연구보고서 2014. 12 | 358면
연구진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찬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만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편주현 고려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남북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
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

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

이다. 본 연구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제통합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
제통합의 주요 부문인 무역 및 투자, 화폐통합, 인적자원 활용 등 부문별 통합제도 연구와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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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 분업구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해보았다. 평가대상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나눠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 상
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의 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만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분석결과의 추정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초점
을 맞춰 해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경향 중 우

개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크

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

연구진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

다.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전재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성배 동아시아연구원 연구위원

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편익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기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 짓는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바람직한 통일외교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전략적 지향점을 제시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일본과 ASEAN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하였다.

다만 TPP나 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한₩중₩일

연구보고서 2014. 12 |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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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여 향후 린치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수입액을 종
속변수로, FTA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
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연구진

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

노수연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정지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오종혁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김홍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이한나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를 총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2013년 우리나
라 총 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가 우리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계기 국내
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
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정부
연구보고서 2014. 12 | 356면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강화’(9건), ‘제도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

제도 선진화와의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

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

제시하였다.

되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먼저,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제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노

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중

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전
망이다.
다음으로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
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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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_ 현안대응과제

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
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종합편

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
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종의 특성도 감
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
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
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
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

연구진

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

정지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
도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
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
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1~2월 중국 31개 지역에서 지방 양회(兩會)가 개최되었다. 대기오
지역경제포커스 2014. 4 | 21면

염, 2자녀 허용정책, 정부기능 전환 및 공무경비 축소, 신형도시화 및 민생
관련 이슈 등이 대다수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GDP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

평가 폐지, 정보화 기반 구축, 토지제도 개혁, 자유무역시범구 및 실크로드

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

등 지역개발 이슈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

대다수 지역은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도 목표 대비 하향 조정하였

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다. 광둥성만 유일하게 상향 조정(8 → 8.5%)하였고, 광둥성을 제외한 지역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

에서는 2013년 실제로 달성한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률 목표를 조

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정하였다.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대부분의 지역은 중앙정부의 개혁심화 방침에 맞춰 개혁영역을 확대하였으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나 지역별로 개혁 분야 및 내용, 우선순위 등이 상이하며, 특히 서부 일부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

역은 여전히 경제의 도약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템을 다양화 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은 투자 및 소비 증가율 등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기준 강화 및 목표 구체화, 민생 분야에 대

야 한다.

한 투자 확대, 정부기능의 전환 및 도시 수준 제고 등 중앙정부가 강조한 구
조조정 중심의 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반면 12·5 규획 및 13·5 규획 기간을
‘성장의 황금기’로 인식하고 있는 다수의 내륙지역은 여전히 지속적이고 빠
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주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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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업기반 조성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올해 강조된 개혁방식의 핵심은 정부기능 전환과 시장기능 강화이나, 각 지
역의 제반여건과 개혁추진 주체인 지방정부의 정책의지 및 실천능력 등에
따라 개혁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시스템, 국유기업, 산업구

지역경제포커스 2014. 4 | 15면

후베이성 양회에서는 전면적 개혁심화, 스모그 관리, 수자원 오염 방지, 후베이 5대 목표, 2자녀
허용정책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2013년 경제성장 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후베이성은 2014년에

조, 대외개방 등 중요한 경제 각 분야의 개혁에 있어 다양한 시장주체의 공
정한 경쟁을 통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시장개입을 합리적인 수준으

연구진

도 투자의존도가 높은 성장방식을 고수할 계획이며,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시장주

로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이 전체적인 시장질서 확립과 사회보장 및 공익사

정지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체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

업부문 등에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및 시장개

근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후베이성의 환경규제 강화, 도시화 추진, 다양한 분야

입 최소화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성장 지향성이 강

의 정보화 사업 등에서 협력기회를 모색하여 중부내륙지역의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한 지역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기업과의 결탁 등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게

으로 전망된다.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 각 지역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신형도시화, 환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산둥성

경보호, 정보화 추세 등과 관련된 시장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고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역의 도시개발 시장은 우리의 건설₩IT ₩환
경 기업 등에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형도시화 및 지방부
채 심화 등으로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경제자유구역과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또한 지역별로 환경오염 분야 및 정도, 개선의지, 산업기
반 등이 달라 오염산업 도태와 환경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관련 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진출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고도화 및

지역경제포커스 2014. 4 | 15면

올해 산둥성은 전년도와 달리 질적 성장을 더욱 강조하면서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당
분간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 방식을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 기업들은 산

연구진
김부용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둥성의 산업 고도화에 맞춰 대(對)산둥성 경제협력 방안을 조정해야 하며, 중일한 지방경제협
력시범구 등의 지역개발사업에서 협력기회를 모색함과 동시에 경쟁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소비수요 확대 측면에서 각 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 수요가 증대되고 이러

철강시멘트 등 전통산업의 과잉생산 해소, 전자상거래서비스아웃소싱 등 서비스업 발전, 최

한 정보화 추세가 경제사회 전반에 파생될 전망이므로 이에 따른 시장 변화

종재와 녹색상품 생산비중 제고 등을 염두에 둔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와 진출 기회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랴오닝성
지역경제포커스 2014. 4 | 15면

2014년 랴오닝성은 과거 양적 성장의 폐해를 시정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농업과 공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 실천방안으로

연구진

낙후생산설비 도태,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한 ‘란티엔프로젝트’의 구체적 목표 설정, 정부의 위

정지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기대응능력 제고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환경, 민생 등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하였다. 해외직접투자 장려, 서비스업 육성 추세, 대북 무역의 중심지 등 랴오닝성의 특징을 감
안할 때,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자본력도 풍부한 랴오닝성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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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광둥성
지역경제포커스 2014. 4 | 15면

광둥성은 2014년에도 경제성장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적 차원과 산업무역투자 부문에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상하이시
지역경제포커스 2014. 4 | 16면

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정보소비 촉진, 유통 인프라 및 채널 확대,
연구진
김홍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지난해와 동일한 성장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양적 성장보다는 개혁개방 심화를 통한 경제의 내

차세대 IT 및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고, 홍콩과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위

연구진

실화를 중시하고 있다. 상하이시의 2014년 경제정책 핵심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조성이며,

안화 자유태환 시범사업,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범주장 삼각주 및 해양 실크로드 협력교류 등을

노수연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이를 중심으로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업 개방과 투자 무역제도의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광둥성의 경제관계가 최근 더욱 긴밀해지는 추세이므로 전자상거

지역경제포커스 2014. 4 | 15면

상하이시 양회에서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스모그, 양로 등의 이슈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올해 새롭게 강조된 스마트 기술이나 대기오염 고체폐기물 등의 환경₩교육₩

래, 통신정보서비스 등 신성장 소비시장의 진출과 금융산업설계차세대 IT와 같이 정부 차원에

문화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상하이시와 새로운 협력 및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서 육성하는 산업을 우선협력분야로 고려할 수 있다.

것이다.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샨시성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허난성

샨시성은 2014년에도 여전히 공업 및 농업 발전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경제포커스 2014. 4 | 15면

이와 함께 에너지 산업, 환경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8대 정책과제 중 4개가 경제

2014년 허난성은 정저우 항공경제종합시험구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공업 중심의 산업발
전과 교통 및 정보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 발전에 중점을 둔 도시화 정책

연구진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점산업 및 농업의 생산증대, 자동차 IT 등 신지주산업 육

연구진

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정저우 국제공항 부근을 항공경제종합시험구로 지정하고 항공물류,

오종혁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성,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진희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전자정보 등의 산업을 집적시켜 물류 및 국제 전자무역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최근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샨시성은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지닌 자동차 IT  환
경 등의 업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진출 기회가 증대될 것

리나라 스마트폰 부품 생산기업은 물론 중국 내 법인 설립이나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중소 제조
업체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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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소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
Income Inequal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
for Sustainable Growth: Dialogu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주최_
KIEP, 국제노동기구(ILO), 서울대학교

일시_

개회사_ “포용적 성장으로 소득 불균형 해결”

2014년 12월 10일

장소_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 목련홀

KIEP는 12월 10일(수)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및 서울대학교와

이일형 대한민국 G20 세르파 겸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부터

공동으로 ‘소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G20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민생안정뿐만

통상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아니라 저성장·고실업(특히 청년실업)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를 견인하기 위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세계경

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는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과 해결방

‘포용적이지 않은 경제는 성장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결과’는 이미 여러

안을 연구한 최근의 많은 보고서들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

국제기구들이 계량분석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일형 G20 세르파는 “규

로 소득불평등을 주목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소득불평등의 부정적

제개혁을 통해 진입장벽 없는 시장 활동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영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때 경제의 선순환

고 우리는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추세를 개

이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선하여 세계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

이일형 G20 세르파의 개회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Raymond Torres 연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구실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소득불평등과 성장’,

‘소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이번 워크

‘소득불평등 관련 이슈’, ‘소득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자유토론 및 질의응

숍은 소득불평등 악화의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

답: 국제기구와의 대화’의 총 네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
는 공동주최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노동기구(ILO), 서울
대학교 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고려대학
교, 우리나라의 G20 셰르파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
하고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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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소득불평등과 성장
Income Inequality and Growth

제3세션: 소득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Income Inequal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제1세션 ‘소득불평등과 성장’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제3세션 ‘소득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와 관련하

논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Nicholas Ruiz 박사, 국제노동기구

여 재정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ILO)의 Matthew Charpe 박사, KIEP의 김보민 박사에 따르면, 과거의 데

Benedict Clements 박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

이터에 다양한 추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용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정책은 효율성 극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IEP의 김보민 박사는 소득불

대화와 불평등 해소 사이 균형을 맞추도록 고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평등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불평등이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소

제협력개발기구(OECD)의 Luiz de Mello 박사는 공공정책을 고안하는데

득불평등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션

있어서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평등

의 마지막 발표자인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를 이론적

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Uma Amara 박

으로 접근했다. 김교수는 전체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낮아질 경우 노동

사는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동소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

자와 자본가의 인적 및 물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성장 경로에 영향

단되며, 실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정부의 이전지출만으로는 불평등을 해

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발표 후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에

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경쟁, 조세정책, 노동정책, 무역, FDI의 효과에 대

막으로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인 고려대 편주현 교수는 과거 42개국의 데이

해서 토론했다.

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확
장적 재정정책의 소비증대 효과가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제2세션: 소득불평등 관련 이슈
Issues on Income Inequality

제4세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Dialogu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2세션 ‘소득불평등 관련 이슈’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비롯해 소득불
평등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의 이근 교수와 KIEP의

마지막 세션인 제4세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국제기구와의 대화’에서는

한민수 박사는 소득불평등과 산업구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일형 G20 세르파의 주재 하에 국제노동기구(ILO)의 Raymond Torres 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대기업의 비중(이근) 혹은 기업이 얻는 부가적인 이윤

구실장, 국제통화기금(IMF)의 Benedict Clements 박사, 경제협력개발기구

(한민수)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측정할 때, 이런 경쟁 저해 요인들

(OECD)의 Luiz de Mello 박사, G20 세르파 사무국의 최지영 G20연구지

이 소득불평등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국제노동기

원단장이 소득불평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청중들로부터 자유롭

구(ILO)의 이상헌 박사는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시

게 질문을 받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부·학계·연구기관·기업·

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노동시장에 초점

금융기관 관계자, 국내외 언론인 등이 참석했으며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

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인 서울대의 표학길

장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교수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교육,

보였다.

의료 등에서의 정부지출을 증대시킬 경우 가장 큰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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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적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 마련

2014 연구성과

국제거시 및 국제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발생
하는 대외적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제도를 선진화함과 더불어 외국자본
의 유출입 및 외화 유동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대외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국, 주요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상시
적으로 관찰하고 세계경제동향을 면밀히 예측하여 우리 경제가 대외적 충
격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4

저성장·고령화·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선진경제권 분야에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인구 고령화 및 청년실업, 재정 건
전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선진 각국의 대응상황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2013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정책에 대
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그중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2012

EU의 미₩EU FTA 등 FTA 전략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경제위기 및 극복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한 제조업 부흥정책, 유럽 각국
의 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정책,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을 분석함으로써 장
기적인 개혁 방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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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확산과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신흥경제국의 성장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진출 및
협력방안 제시

2014년에는 한₩중 FTA 협상이 가속화되고,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이

2007~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흥경제국은 세계경제성장을 견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한편, TPP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될

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신흥경제국이 세계경제에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

이에 따라 경제통합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방화 시대의 경쟁

련하여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력 강화와 후생 증진을 위한 대외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정되는 등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흥국과
의 협력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20년까지 신흥시장 국가들의 소비지출 규모가 G7 국가의
소비지출과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성장성과

ODA 수원국 중심의 효율적인
국가협력전략 수립 및 개선방안 모색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기에 신흥경제국가 진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소위 브릭스 국가 및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등
의 주요 신흥경제국들이 향후 우리의 주요 진출시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선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발효과성’과 ‘정책일관성’이 더

행연구 및 전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원국 중심의 효율적인 국가협력전략
수립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환경 등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창조경제를 비롯한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정책 실현방안 모색
특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정책(창조경제 육성, IT와 종전
의 주력산업과의 융합, 서비스 산업 육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구축, K-Move에 의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여 우리
와의 협력방안 혹은 우리의 유관 기업들이 해외 주요 신흥경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진출 인프라
구축, 창조경제를 활용한 자원외교 모색, 적정기술거점센터 운영, 청년 글로
벌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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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업구성과 실적
KIEP의 사업 구성과 2014년 사업별 추진 실적을 살펴봅니다
2014년 KIEP는 기본연구, 수시연구, 일반연구, 수탁연구 등을 추진하여 총 143건의 연구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 신흥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ODA, 대외경제 위험요인 관리, 신산업 창출,
건전 재정,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 폭넓은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와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기관고유사업

3

6

기본연구사업

5

Total
25

7

Total
143

25

Total
10

수시연구사업

10
2

15

9
일반사업

55
기관고유사업

79

정부부처의 요청이나 자체 발굴을 통해 정책 현안을 시의성 있게
수행하는 연구

연구관련사업

2

3

연구관련사업

수시연구사업

4

기본연구사업

대외경제기관과의 컨소시엄, 국제회의, 정책개발회의,
전문가풀 운영 등 보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2

1

연구지원사업
정보관리사업, 전산운영사업, 출판편집사업, 대외홍보사업,
연구기획사업 등 연구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연구지원사업

5

8
15

Total
79

20

일반사업
연구기관 기획협동연구사업과 같이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14

22
수탁용역사업

수탁용역사업
국제거시금융

아시아태평양

무역통상

구미유라시아

국제협력정책

62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고, 원내외 수요에 따라
사회적 환경, 국정과제, 정부시책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발굴한 과제에 대한 연구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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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부문별 연구성과
폭넓은 시야, 깊이 있는 연구로 국가 경제정책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2014년 연구성과물입니다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온 KIEP.
그 연구의 결과물은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14 연구성과물 종류별 표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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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연구 목적 및 내용

국제거시금융연구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
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
인으로 부각되었다.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는데, 위기 이후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
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
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
분 류
연구보고서 2014. 12. | 144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
자본이동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자본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거시금융연구에서는 글로벌 정책공조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근간인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진
조종화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이동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다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김수빈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
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선진국 18개국과 개
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 구성에
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
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 구성에서 15세 미
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
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불평등도와 경제성장의 연관성, 소득불평등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 등 소득불평등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
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독일과 동아
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
지해왔으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한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
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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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임태훈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이동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편주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으로 포트

본 연구에서는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

폴리오 자본이 이동하는 결정요인과 주식 및 채권자본의 순 유출입에 미치

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

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자본이동의 총체적

나라 무역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달러,

인 결정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선진국과 신흥개발국가로의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

포트폴리오 자본 순 유입을 견인하는 요인들은 각각 상이하며, 글로벌 금융

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

위기를 기점으로 포트폴리오 순 유입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영향이 변화하

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화

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질이자율 하락과
같은 충격에 대해 미국 투자자들은 신흥개발국의 채권과 주식의 투자에 유
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국적에 따른
투자집중도가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여러 기관투자자의 유형 중에는 헤지펀드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자본이동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분 류
연구보고서 2014. 12. | 158면
연구진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김수빈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강삼모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
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
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
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이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한

정책 및 시사점

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

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자 및 집행자는 개별 국가의 특성 요인을 정비하여 국가 펀더멘털을 강화하
고 다른 신흥개발국과 차별화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68

인 대응방안일 수 있다. 둘째로, 향후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미국인 투자

정책 및 시사점

자들은 신흥개발국보다는 선진국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미국 투자자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좀 더 친시장

들은 신흥개발국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

따라서, 불확실성의 확대와 더불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에서

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안하였다. 둘째, 주요 통

는 채권, 신흥국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미국 자본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통화들에 대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

주식자본의 유입이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본시장의 불확

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해당 신흥개발국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빠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

져나가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요한

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다고 하겠다.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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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Competition:
Evidence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

최근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50~2011의

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효과를

기간 동안 2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의 소득불평등도와 시장경쟁의 경쟁도’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

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경제의 마

분 류

다. 추정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

분 류

크업을 추정해 시장의 경쟁도를 측정했으며,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Working Papers 2014. 10. | 36면

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소득 지니계수 기준으로 24.5보다 소득불평

Working Papers 2014. 12. | 33면

서 파레토‐로렌츠 계수를 이용했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추정을 이용한

연구진

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

연구진

결과 시장 경쟁이 심하지 않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

조두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김보민 국제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장
이동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24.5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
인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민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다. 다른 연구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고려했던 세계화나 기술 진보를 통
제해서 회귀분석을 해도 같은 정성적인 결과를 얻었다. 한편 경쟁이 치열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 않을수록 상위 1%의 소득배분율은 높아지는 반면, 상위 5%와 10% 사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의 소득분배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게 됨에 따
라 기업이 부가적으로 얻는 이윤이 주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분
배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Effectivenes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Policy Proposal for Strengthen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도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4분기부터 2007년 3/4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
함한 42개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 상대적으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분 류

로 낮은 재정승수가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군

겪으면서 위기에 대한 대비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자구책 이외에 지역

Working Papers 2014. 12. | 38면

에서는 1년 동안의 누적 재정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52 이상으로 추

연구진

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승수가 유

편주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
교수
이동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같은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
서는 재정 확장 충격에 대해 소비의 구축(crowding out)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심한 국가의 저소득
층은 재정확대에 대해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할 유인
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큰 국가에
서는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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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기 시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 연구에서는 동아
시아 지역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역
내 통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1단계에서는 무
역결제 시 역내 통화 사용, 2단계는 역내 통화표시 투자자산 확대 및 역내 통
화간 직거래시장 개설, 3단계에서는 자본계정 거래까지 통화사용을 확대하
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역내 감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IMF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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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발리 DDA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국제거시금융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무역통상연구

2015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발리 DDA 협
상에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포
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
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EU가 제시한대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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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
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
능성도 충분하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포스트 발리 DDA 협상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와 실행관세 차
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으로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를 연계시키는 관
세감축 방안을 제안하며, 농업보조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지지하면서,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
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
야 하며,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
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
한 단순 관세감축방식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하되,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이전이나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 선진국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
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
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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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주요국 투자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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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WTO에 기제출된 양허와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

본 연구는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

해 TPP 협상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R&D 투자의 수출 및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 제시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

실시되었다. 먼저, TPP 협상 대상인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개발

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어젠다(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

전체 R&D 투자 중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분

제조업부문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D 투

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 정도이
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
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음으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TPP 유보목록 협
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
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2014년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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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
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
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서는 R&D 투자가 수출 및 해
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
를 통해서도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
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무역 장벽으로

정책 및 시사점

남아있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R&D 투자와 생산성 및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
의 강한 연관성은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
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정책 및 시사점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업 규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예상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

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

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

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산업별로

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

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

분석 결과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

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

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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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선주연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조교수
이승래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박혜리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엄준현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

본 연구에서는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

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

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

며,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

시를 목적하였다. 특히,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

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

에 대한 자료를 구축₩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우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

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
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
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및 주요
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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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
에 미친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하였으며, FTA로 인한 서비스 교역효과는 주
로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 관련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FTA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성장과 후생의 측
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외국인직접투자와 교역증가로 인한 성장증가 효과를

정책 및 시사점

보였으며,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도 성장효과를 입었음을 밝혀냈다. 기업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상대국으로 활발한 진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다른 산업에

출이 이뤄졌으며, 수출품목 역시 확대되었다. 국내기업의 분배구조는 개선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된 반면 수출기업은 악화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은 기업은 이익률

한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높

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하락하거나 도태되는 어려움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화

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제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며,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

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

고, 영향력이 지속되므로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밝혀냈다. 중국의 대(對)한국 반

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덤핑조치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조치와 함께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발적인 제도 선

략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대(對)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

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은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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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연구진 소개

본 연구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
조금 분쟁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서진교

무역통상실장

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
분 류

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과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

연구자료 2014. 10. | 222면

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기간산업 보

연구진
이효영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엄준현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WTO, FTA, 농산물 무역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

조금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안과 기간산업이 보조
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
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역투자
정책팀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본 연구는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협

배찬권

무역투자정책팀장

최낙균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이승래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선진

국제무역, FTA이행, 산업조직

통상, 무역

지역통상

국들은 Mode 4 양허 대상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경제학 박사

강준구

김혁황

이준원

의 이해에 따라 유연하게 고려하며, 자국의 정책 기조에 기반을 두고 일관된
분 류

Mode 4 양허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구자료 2014. 7. |106면

선진화, 그리고 이해 당사국간 MRA 체결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연구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의 기반 위에서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ode 4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쟁점별로 이해를 같이 하는 관련 국가들
과 공동대응을 해야 하고, 전문직 직종 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지해
야 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세부 분야별 직종별 인력수급에 대한 정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국제무역, 정보화, 서비스무역

FDI, 국제경제

FTA, 농업통상, 계량경제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CSS IP 양허 대상 분야를 선정하
여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에 포함해야 하며, Mode 4 양허 대상 인력을 엄격하
게 관리하는 제도 마련과 국내 전문직 자격의 취득(교육과정 포함) 및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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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팀

다자통상팀

김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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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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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국제협력정책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
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
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
가능 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
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
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
분 류
연구보고서 2014. 12. | 182면

국제협력정책연구에서는
동북아 최대 이슈인 남북한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은 물론 주변 4강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입장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의 다른 축인 ODA 개발협력과
국가협력전략(CPS)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와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이사회, 도시 기후변화, 해외 곡물 확보,
미국 제조업 강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방안 등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진
정지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권 율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장
정지선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주영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송지혜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유애라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가이다.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프랑스 역시,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
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
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성과,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
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
원에서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
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예로 들며,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인데,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이 민간 부
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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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미국은 한반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되는 데 대한 강한 정치·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정세는 모두 한반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익과 개입은 시나리오

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적인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

있다. 중국은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 상황

중 어느 것이 실제 상황이 될지는 북한지도층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미국경

을 평화통일이라 상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설정할 것

제에 미칠 남북통일의 영향은 북한 경제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 좌우될

이며, 아울러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동북아

것이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와 이후의 성공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는 시

에서 공존하는 것을 환영함으로써, 동북아가 평화적·협력적인 세계의 중심

나리오에서 북미 무역이 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며 서비스무역이 추가
로 3억~4억 2,500만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점진적인 합의통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기업들 역시 북한에 투자할 것이나 북한 내부의
노동 문제가 투자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미간 경제교류
는 미 국회 법 제정 또는 행정부 법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제제재 등 다양
한 정책적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점진적인 합의통일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북₩미 간 경제통합을 저해할 것이나, 북한이 붕괴된 이후 한국에 흡
수되어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제재도 자연히 사라지면서, 북₩미 무역은 한₩
미 양국간의 비교적 자유로운 법규와 관례를 따르게 될 것이며, 약간의 평화

분 류
중장기통상전략 2014. 12. | 176면
연구진
진징이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
한반도문제연구중심 부주임
진창이 연변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초청연구원
삐야오인쩌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경제학과 교수,
동북사범대학 지역경제학 박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의해 동북아의 삼각물류
망 구축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등 긍
정적인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유리한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맞물려 중국 동북지역이 발전공간을
확장하면서 지역경쟁력을 대폭 강화해갈 것이고, 이는 동북지역이 중국경
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및 시사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는 가운데, 장

86

정책 및 시사점

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 대중 정책

통일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며, 미국정부는 양자관계에서, 그리고

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개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혁개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

직접적인 기여는 미 정부의 재정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 미국의 공적기관뿐

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교

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한반도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류를 통해, 북한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합류를 돕

있다. 즉, 한국 통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기여는 민간부문을 통해 이뤄질

고,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희망적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고 글로벌 네트워

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크를 통한 마케팅과 유통망을 제공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줄 것이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

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공공원조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흐름을 보충하고

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익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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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후카오 쿄지 히토쓰바시대 경제연구소 소장,
일본경제산업연구소 교수
이누이 토모히코 가쿠슈인대 교수,
경제무역산업연구소 교수,
권혁욱 니혼대학 경제학부 교수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통일한국의 국내흡수 증가는 북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북부에

본 연구는 러시아 관점에서 무력통일, 북한 붕괴, 현 상태 유지, 화해·협력,

서 남부로의 거대한 노동이동 압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5대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구

반도 통일은 독일 사례보다 국내흡수 폭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무력통일 시나리오는 러시아 연방의 국토와 주민이

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

겪는 물질적 피해, 국경 통제와 안보비용 증가,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지연,

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크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시행 가능한 다자간 협

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력정책 시행 연기, 러시아와 한국 간 교역 및 각종 경제협력 후퇴 등을 고려

한·중 간 무역 연대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미국보다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노동분업구조에서 통일한국이
일본의 라이벌로서의 위치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
회간접자본 개발은 지역개발의 필수적인 동력이고, 정부는 개발과 사회간
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통일
한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국내저축이 불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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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소장
스베틀라나 수슬리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할 때, 러시아에 어떠한 편익도 주지 않는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러시아가 입게 되는 피해는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동일하
다.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유지, 낮은 군비 지출 및 남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 및 경제협력의 점진
적 개선 등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 화해·협력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협력 프로젝트 시행, 남·북·러 간 삼각 협력구도 구축, 북한경제 현대화 등을
위한 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
고, 다자간 경제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 남한, 북한 사
이의 교역이 증가하고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
동 지방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가 얻는 경제적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및 시사점
통일한국이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면서 경상수
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일한국의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정책 및 시사점

대해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국내

본 연구 결과, 남북관계를 위한 최적 대안은 남한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

저축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일

본 등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통일 시나리오이다. 러시아의 편익은

본과 중국정부는 현재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고, 양국은 그 일정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거대시장 조성,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

부분을 지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금은 각 프로

결, 가스와 전력 수송 라인 연결, 경제특구 개발을 포함한 극동 지역 투자 증

젝트와 관련된 정치·경제·금융 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

가, 러시아와 한반도를 통한 아시아 경제권과의 통합 가속화 등이 될 것이

다. 일본 민간기업은 국제금융기구 보증으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통일한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달성되면 러시아의 GDP를 2～3% 증가

국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큰 사업 기회로 평가할 것이

시킬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

다. 일본 기업은 발전소 건설과 관리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프로젝트에 참

장 현실적이고 경제적 편익이 큰 대안은 화해·협력 통일 시나리오이다.

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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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미

본 보고서는 바람직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통합

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

의 주요 부문인 무역 및 투자, 화폐통합, 인적자원 활용 등 부문별 통합제도

해 노동, 자본,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이 변화할 것이고, 남

연구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통

북한 경제통합과 함께 TPP와 같은 통상협정의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

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이다. 또한 국방비 절감과 남한정부에서 북한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지원으

평화적 관계 유지는 경제적인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로 인해 남북한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남북한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틀이 마련되어

동북아 긴장 완화 및 해외 신인도 개선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와 6자회담국의 참여도 추
가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의 최소치와 최
대치를 추정하여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구성한 시나리
오에 따라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2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약 1.7~3%, 북한의 실질 GDP는 약

4.3~110.6%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자회담국에 대한 추정
결과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TPP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GDP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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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주현 고려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야 함을 확인하였다. 남북한 화폐통합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
로써 실물부문의 거래확대를 유도하고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실물부문
이 연착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인적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
한 인적자원에 대해 적용할 최저 임금 수준과 임금 상승 조건 등의 합의, 동
아시아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의 검토, 단계
별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실현할 특구 지정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
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이

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긴장완화의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시에 북한이 동북아

나타났다. 특히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일본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최대 수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물론 한국, 중국과 일

혜국으로 예상되었다.

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시사점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남북한 경제

본 보고서는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추진방

통합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경제통합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행위

안으로서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또는 ONE Korea)을 제안하였

변화가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기존 연구는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구체적

지나치게 높은 통일 편익을 보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성장은 일본에 큰

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진적인 통일

혜택을 준다. 셋째로 북한의 급격한 성장이 주변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더라도 일부 경제시스템의 경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점진적 경제통합 과정 및 정책대안은 경제통합이 급진

다는 것이다.

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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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통일이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

본 보고서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GTI 회원국

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

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

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

제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

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

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

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

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 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

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
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
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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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
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몽
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 간소화를 위한 조
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및 시사점

교의 맥락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

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

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

명하게 증명해야 하며,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

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GTI 회원국간의 AEO

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각각의 편익계산을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도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

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

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

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하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

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

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영토적 국민국가를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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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본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

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

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

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해외 곡

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

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

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

분 류

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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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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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협력정책팀
협력정책팀
협력정책팀
협력정책팀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및 시사점

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분 류
연구보고서 2014. 12. | 196면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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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정책팀 연구원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면서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
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
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94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 및 시사점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

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

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

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해외진출의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필요하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별로 설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곡

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갑작스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

발전₩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따라, 법제도

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

지원센터 설립 및 해외네트워크 확충 등으로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해야

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가 요구되는데,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

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

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해당 국가와

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

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며,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야 한다.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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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CPS 이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리랑카의 국가발전

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내로 리

계획에는 구체적인 개발수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도

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

스리랑카 개발수요에 조응하는 분야로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원조효과성

중하고 있다. 특히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첨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다음과 같은 점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한

단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 및 제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
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대학의 공동참여를 기반으
로 하는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추구라는 단
순 목적으로 귀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대 이후 많은 제조기업이 공장을 미국으
로 다시 옮기면서 제조공정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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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스리랑카가 오랜 기간의 내전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스리랑카의 경우, 고중소득국으로의 발전단계에서 나
타나는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소득국에
적합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반한 정
책자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리랑카에는 원조의 주요 분야별
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
과의 원조 조화 또는 분업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스리랑카의 고
중소득국 진입은 양국관계를 공여국-수원국의 관계에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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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정책 및 시사점

감소 등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CPS와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따라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장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CPS 작성 및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

적으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

장기적으로는 롤링 플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스리랑

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본

카의 개발 수준에 적합한 과학기술 진흥, 산업발전 등의 개발수요에 부응할

결과, 친환경₩고효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고부

수 있도록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분야별 주

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또한, 미 정

도적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통하여 그들의 원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

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소수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여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CPS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차기 CPS 및 이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 담당부처 사이를

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토대로 중점분야의 적절한

잇는 CTO 직제를 신설하는 등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선택,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원조예측성 제고, 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조화 강화 등 다섯 가지 우선추진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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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후, 2012년부터 CPS가 수립되어 운용 중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국이자, 우리나라 ODA의 최대

볼리비아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CPS 운용 체계를

수원국인 베트남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역량을

개선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정부 내 개발

보유한 분야이자 개도국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인 ICT 분야 개발 현황을

협력 실무책임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의 제안을 최대한 참고하고자 하

살펴본 후, 우리나라 개발협력 사업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타 분야

였으며, 차기 CPS 수립 및 이행전략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볼

의 ODA 사업과 비교할 때 ICT ODA 사업은 민관협력, 사후관리, 적정기술

리비아 CPS는 수원국과 협의는 거쳤으나 공식 문서로 한국의 ODA 활동에

제공, 활용성이 갖추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나 볼리비아 정부와의 협력
등 CPS 이행 과정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착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향후 착수될 예정이어서 이행 성
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현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를 비롯해 볼리비아 내 많은 공
여기관들은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한

분 류
ODA 정책연구 2014. 12. | 262면
연구진
김종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김정민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강동근 (재)시장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의 ICT 관련 일반 현황과 함께 발전전략을 살펴보고, ICT 발전전략의 수립
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조직의 특징,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
여 알아보았다.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으로는
개별 원조수행기관들이 통일된 국가원조 전략하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상호 간 협업과 분업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베트남의 정치구조, 경
제상황, 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실제로 사업 집

국이 볼리비아 내 공여국협의체인 GruS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볼리

행이 지연되고 사업이 현지화되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찾을 수

비아 내 개발협력 영역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

있었다. 무엇보다 ICT의 전문성과 수원국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진행체계의 개선이 시급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사례 분석과 한국의 볼리비아 CPS 분석을 종합

정책 및 시사점

하여 도출한 현 CPS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ICT ODA 사업 중 가장 유망한 분야는 전자정부 구

국 CPS에는 현 전략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다음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순환

축으로 대변되는 공공행정 분야의 정보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CT

구조가 미흡하다. 둘째, CPS가 해당 수원국에서 원조활동의 지침으로 유용

ODA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베트남의 ICT 정책 거버

하려면 수원국의 특성과 그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반영한 이행전략을 제시

넌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베트남 현지 IT 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

해야 한다. 셋째, CPS가 국내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

업 발굴 및 기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업 추

을 하기 위해서 EDCF와 KOICA 뿐만 아니라 전체 원조시행기관을 포괄해

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연결하고, 유₩무상사업 연계도 강화할

야 한다. 또한 이행전략에 따라 각 기관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CT를 활용한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 사업 발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CPS의 효과적인 이행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야 간 사업 연계, ICT 활용 사업의 체계적인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극대

지원 방안,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화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의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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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미얀마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본 연구는 미얀마의 보건분야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대

향후 라오스 CPS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

(對) 미얀마 보건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

시되었다. 연구 결과, 라오스는 초중등교육, 특히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

구 결과,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전염성 질환인 결핵이나 설사, 또는 에이즈로

에 관한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고, 만성질환인 비전염성 질환, 즉 악성신생물, 호흡기질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

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얀마 정부

가하고 있는 고등교육 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는 총 재정지출의 약 1%만을 보건의료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낮은 수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교육분야 중장
기 계획이 없이 한-라오스 정상회담 등에 의해 개별 사업이 단발성으로 추진
된다는 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라오스 주재 해외원조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없이 국내 개발협력
기관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라오스에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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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투자는 미얀마의 의료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
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원조
수준은 이웃에 위치한 개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신정부 출범 이
후 주요 공여국가들은 대(對)미얀마 개발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와 개발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

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리나라가 미얀마와의 개발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미

해법이 다각도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얀마 보건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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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으로 ‘단계적 원조 확대를 통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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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교육발전 목표 실현 지원’이라는 기본 목표하에 ① 단계적 사업 추진,

본 연구에서는 보건분야 중 사업 자체의 효과성이 있고, 추진역량을 가지고

② 원조 중복의 최소화, ③ 우리나라 원조 경험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전략으

있으며, 사업의 비용대비 효과성 또한 높고 내용적으로도 비교우위가 있는

로 제시하였다. 개발협력 사업 운영원칙으로는 ① 체계적인 수요조사, ② 증

프로그램 위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보건부문 현황에 대한 평가와

거기반(evidence-based) 사업 추진, ③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체계적 성과관

현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개발협력 분야 우선순위도 선정 과정에 반영하여,

리 원칙을 제안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으로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

미얀마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건소

교육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영역별로 국내 기관이 수행 가능

기능강화,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건강보장 4가지 분야의 협력방안을 도출

한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라오스 정부가 제7차 국가사회경

하였다. 앞으로 미얀마의 보건분야에 대한 개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

제개발계획에서 강조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과정과

프로그램과 해외원조기관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방법, 지지와 책임을 보장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단계적으로 확대해

뿐만 아니라 대(對)미얀마 보건부문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

나갈 수 있는 교육영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위 기준을 토대로 중등교

할 시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보건분야의 여러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참

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의 영역별로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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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곤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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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재완 G20 연구지원단 초청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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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성공단 국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

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성공단

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저개발국과 체

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제도적 여건 또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분명하지

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다.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

며 비용절감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시장추구형 및 효율성추구형 측면에서

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의 비교우위는 낮은 편이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뒤처

기업구조조정, 무역 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
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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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노동력 공급 및 기타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보
다 효율적으로 외자유치가 가능한 환경조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당국간 관계변수에 받는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
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
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 지역 정책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

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북극정책의 다자 및 양자 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하고자 하였으며, 북극이사회가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연구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

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극이사회가 다루는 현안은 기후와 환경, 생

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

물 다양성, 해양, 북극원주민이라는 4개 부문으로 분휴할 수 있으며, 환북극

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

비즈니스포럼, 유류오염방지협약 이행, 과학 협력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

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

분 류

을 각각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과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13

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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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기점으로 옵서버 국가 수가 회원국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옵서버 국가

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연구진

의 추가 확대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옵서버와의 교류를 활용한 이슈 해결

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
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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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영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장
김윤옥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 연구원
서현교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극지정책 담당

과 실리 추구를 표방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 채널은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옵서버 국가에는 북극이사회
활동을 통한 다자협력과 기여가 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양자 협
력과 옵서버 지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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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연구진 소개

본 연구는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AfT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
라 총 ODA의 약 40%를 차지하는 AfT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 류

첫째, 국가 차원의 AfT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원조 시행기관별로 다

ODA 정책연구 2014. 12. | 100면

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AfT 사업간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연구진
정지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유애라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임호열

국제협력정책실장

국제협력정책, 개발협력, 통일국제협력,
중국경제, 통화금융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AfT 프로그램에 시의적절하게 반
영해야 한다. 셋째, AfT 사업 추진에 있어 보증이나 지분투자와 같은 개발금
융 방식 활용을 포함한 재원 출처의 다각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

협력정책팀

막으로 Af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사업 계획단
계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AfT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문진영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동향 및 시사점

협력정책팀장

전략적 대외협력, 응용경제, 에너지, 환경경제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정형곤

협력정책팀 선임연구위원

무역투자(경제특구, 동아시아경제협력),
북한경제, 체제전환

최보영

협력정책팀 부연구위원

동아시아 경제협력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경제학 박사

이창재

방호경

본 연구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 주
요 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려

김정곤

협력정책팀 부연구위원

협력정책팀 초청연구위원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 도시 전문기관인 UN-

Habitat는 도시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기후변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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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정지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송지혜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DDA 협상(관세부문), 시장개방정책

동북아 경제협력

동아시아 경제협력, 국제무역, 특혜원산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

프랑스 파리 I 대학교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나승권

이보람

이성희

으로써, 정확한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개도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개발협력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협력정책팀 연구원

협력정책팀 연구원

청(SIDA)은 양자 개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부서를 설치하고
개도국 도시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우리나라는

남북경협, 경제자유구역,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협력, 동아시아 경제협력

아시아 지역개발, 공적개발원조, 교육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대개도국 기후변화 ODA 확대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고려대학교 국제학 석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스웨덴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
어낼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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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협력정책팀 연구원

이서영

협력정책팀 연구원

김윤옥

협력정책팀 연구원

개발협력, 환경, 빈곤, 산업내 무역

협력정책

자원개발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통일국제
협력팀

(2015. 1. 30. 퇴직)

임수호

개발협력팀

권 율

개발협력팀장

정지원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정지선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김영찬

통일국제협력팀 초청연구위원

통일국제협력

북한경제, 동북아무역

통일국제협력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방호경

나승권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겸)

홍이경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겸)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동남아경제, 개발원조정책(ODA), 체제전환경제

ODA 정책, 기후변화협상, 무역

ODA 정책, 평가 및 성과관리, 다자원조

동아시아 경제협력, 국제무역, 특혜원산지

남북경협, 경제자유구역, 동북아 경제협력

북한경제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식품경제학 박사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이주영

이상미

송지혜

최유정

임소정

김준영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원조예산, 원조규범

ODA 정책

환경 ODA, 기후변화

북한경제, GTI

북한경제, 북한대외관계

북중협력, 북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김보민

김윤옥

유애라

개발협력팀 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겸)

ODA 통계, 개발재원

북한개발협력

자원개발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남가주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2015. 1. 23. 퇴직)

(2015. 1. 30. 퇴직)
※ 2015. 6.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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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
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
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
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
분 류

될 경우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

연구보고서 2014. 12. | 202면

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세계경제에

연구진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TPP 협상 및 EU와의

문익준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이장규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최필수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나수엽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이효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연구원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FTA 추진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일본의 산업과 경제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모디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인도에서
산업·금융·경제·노동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들 국가로의 진출방안 및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책 및 시사점
이와 같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양면의 날과 같다. 세계시장에서 중국기
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두 가지 효과
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
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
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기업의 글
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기회 제공 및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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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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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김부용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이형근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박진희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김홍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최지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정부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대도시를 시장거점으로 하던 외자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신흥도시로 진출하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은 여전히 1선 대도시를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한 후 방송₩

정보의 부족, 유통망의 결핍, 브랜드 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내수 소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10개 신
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신흥도시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망 진출분야로 소비재는 의류·패션, 화장품, 디
지털제품, 일반가전제품, 가공식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는 외식, 문화·
오락, 미용·헬스, 의료 등이다. 둘째, 4P 관점에서 기업은 품질경쟁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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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노수연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정지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
연구팀장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오종혁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김홍원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이한나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화콘텐츠 전
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

(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
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상하고, 친환경·웰빙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행추종 경향, 신상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

품에 대한 호기심 등의 심리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STP 관

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점에서 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의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진출

온라인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

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

식과 평가에 있어 신흥도시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신흥도시별 특성 파악

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입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

을 확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기반을 구축

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지 정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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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총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1개 국책연구원의 중국 전문가들이

연구 목적 및 내용

현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한 해 동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

안 수행한 연구성과를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간한 요약집이다.

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작성되었다. 일

본 총서에는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

한·중 교육·인적 자원 개발방안 연구, 중국 법·제도 연구, 중국 지역발전에

는 한계가 있으므로,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이라는 5가지

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

중점연구 주제에 따라 2014년에 수행된 11개의 연구성과가 총 망라되어 담

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분 류
연구보고서 요약집 2014. 12. | 100면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겨 있다. 이와 같은 중점연구 주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중국연구의 성
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 및 중국
관련 연구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중국 방문요양 서비스(Home-help service)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2.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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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김규판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장
이형근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김은지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하고, 2013년 4월부
터 시작된 일·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하
였다.

3.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정책 및 시사점

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5.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

6.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7.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8.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

다. 셋째, 일·EU FTA 협상과 관련하여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9.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로서는 일·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10.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파악하고, 한·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

11.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한편, EU는 일본
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
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
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
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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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오윤아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장
이 웅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신민금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박나리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유미 (前)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본 연구는 동남아 주요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투자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요인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먼저 노동시장의 환

빈곤수준을 유효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발재원으로 국제적 관

경 변화를 가져온 배경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특징을 파악

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이주수용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이제 국제이

하였다. 특히 동남아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노동시장의 여건을

주의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주목해야 하며, 이

변화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므로 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 2015 개발체제 도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실증분석

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해 제고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
저 동남아의 송금현황을 기술한 후, 개발의 각 분야에 있어 동남아가 다른
개발도상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별 패널데이터
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있어서 전체 개도국과 동남아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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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미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진
곽성일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배찬권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정재완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재호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이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
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현
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정책 및 시사점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와 산업별·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통해 포스

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있

트 2015 개발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G8과 G20 차원에

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서 추진하고 있는 송금비용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경주하는 한편, 현재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하여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송금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분석 인프라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이러한 정책분석 인프라 구축은 한국의 송금정책 분석을 세계적 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기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포스트 2015 개발체제하의 개발재원 확대 논의에 있

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

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

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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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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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최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

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3개국의 금융시장을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

살펴보고 각국에서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

수의 국가와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고 저금리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 및 수익성 저하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현지에 정착할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검토해보았다.

분 류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232면

연구보고서 2014. 12. | 242면

연구진

연구진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김정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책 및 시사점
저성장 및 저금리 등 금융회사 경영환경 악화와 제한된 금융수요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다. 일본계 은행들과 기
업들의 동반 진출 사례에서와 같이, 금융회사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수요에 맞추어 해외에

116

이 웅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조충제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장
송영철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최윤정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
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
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

동반 진출하고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현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현

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

지 소매금융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

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다양한 자금수요자가 존재하고 해당

시하였다. 또한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

국가의 은행에 비해 비용경쟁에서도 유리하지만, 감독당국이 과당경쟁으로

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품목별

인한 부실화를 우려하여 은행의 신규진출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있

시뮬레이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

으므로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

출증가 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 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바탕으

한 각국별로 금융시장의 성숙도 및 발달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로 양국의 대인도 시장잠재력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대한 접근방식도 달라야 한다. 따라서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시장의 장단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점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의 경쟁력을 고려한 후에 진출을 결정하여야 할

이 자료들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

것이다.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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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

2000년대 이후 국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IT제조

자유화를 선도하여 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및 이익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2013년 현재 전 세계 주요 IT제품의 절반 이

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
다. 아세안은 인력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분 류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192면
연구진
이창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국제대학원 교수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
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

분 류
연구자료 2014. 12. | 132면
연구진
오종혁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박현정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상을 생산한다. 이러한 중국의 IT제조업 발전은 주장 삼각주, 창장 삼각주,
환발해 지역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부
연해지역의 요소비용 상승에따라 IT제조업의 생산거점이 서부 내륙지역으
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많은 IT기업이 생산공정을 서부지역의 충칭

(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로 이전하면서, 이들 지역이 중국의 새
로운 IT제조 클러스터로 부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충칭, 청두, 시안의 핵

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

심적인 IT제조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과 정부의 지원

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한₩아세안 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정책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
안과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는 방안, 송금활용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

외국인력의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

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

탕으로 허용 분야,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을 척도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숙련을 형성하기

분 류

원 역시 1950년대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산업화해왔으며, 국가혁신체제의

위한 훈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송금활용 방안은 외

연구자료 2014. 12. | 126면

발전에 따라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혁하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

국인력이 도입 단계에서 귀국할 때까지의 생애설계를 하도록 하여 송금관

연구진

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

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송금의 효율적

박현정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이효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연구원

학원의 지식산업화 활동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

활용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의 귀국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
이 될 것이다.

118

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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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Different Job-Matching
Technologies across Regions in India: An Analysis
of State-Level Disaggregate Matching Functions

인도정부는 2006년 개정된 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
기준을 투자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

본 논문은 인도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매칭함수 효율성의 관계를 연구하였

으로 다시 제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인도 중소기업은 대부분 극소 및

다. 저자는 인도의 주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칭함수를 추정하였고, 이를

분 류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용 및 수출,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 인도경제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136면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중소기업

연구진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조충제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장
송영철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나 정보획득, 부지확보, 현지금
융, 높은 대기업 의존도, 비자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들이

분 류
Working Papers 2014. 12. | 66면
연구진
이 웅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통해 노동시장이 유연한 지역일수록 일자리 결합과정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지역과 유연한 지
역을 구분하여 일자리 결합과정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
는 인도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과 매칭함수 효율성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이 경직된 지역일수록 신규채용이 노동수요, 즉 새로

대인도 진출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은 인

운 일자리에 크게 의존함을 나타냈다. 즉 경직된 노동시장을 보유한 지역일

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어 기존과

수록 노동수요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의 경우 경직된 노

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장을 보유한 지역에서는 취업보조금(employment subsidy)과 같이 노동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방송영화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among the Asia Pacific
Economies: Implications for APEC Cooperation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이 연구는 2000년 1/4분기～2013년 4/4분기 동안 APEC 회원국을 대상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게

로 국제 경기변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총생산 변동과 경기변동의 거시경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

제적 주요 동인에 대해 동태적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APEC 14개국의 공통

협정문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에서 협력

요인과 북미·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의 지역 고유요인을 추정

분 류

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국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 협력 강

분 류

하였다. 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경기변동의 공통요인과 지역 고유요인이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126면

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빠르게 성장

APEC Study Series 2014. 10. | 46면

각국 경기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에 걸친

연구진

하고 있는 인도 문화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

연구진

국제 경기변동 동조화 현상은 북미지역과 아시아·태평양 경기변동의 공통

최윤정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EPA 협정의 주요 대상인 영화, 방송, 애니메이

박영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요인 사이에 강하게 나타났고, 북미와 동북아시아 사이의 경기변동 동조화

션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세부 협

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경기변동의 동인으로 국제

력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한₩인도 문화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무역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화정책과 생산성 요인이 중요

제시하였다.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APEC을 통한 경제협력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화정책 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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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Innovativ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the 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의 발전은 APEC의
출범(1989년) 초기부터 아태지역 협력의 주요 관심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연구진 소개

정 철

아시아태평양실장

APEC은 아태정보사회(Asia-Pacific Information Society, APIS)의 구축을 촉

국제무역, 경제통합(APEC)

분 류

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정보통신 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박사

APEC Study Series 2014. 12. | 64면

Information Working Group, TEL 또는 TELWG)을 설립하고, 회원경제간

연구진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APEC과 TELWG의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활동과 중점 추진사업 등을 개관해보고, APEC 회원경제들의 ICT 및 인터

일본팀

넷 경제 발전 현황과 추이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적인 ICT 발전이 경제성장 또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 등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아태지역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김규판

일본팀장

이형근

일본팀 전문연구원

이신애

일본팀 연구원

응용미시경제학, 일본기업시스템

국제경제, 일본경제, 국가경쟁력

일본경제

일본 게이오대학교 경제학 박사

인하대학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 석사

김은지

일본팀 전문연구원

일본경제, 구조개혁, 고령사회대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 박사

(2015. 6. 30. 퇴직)

중국팀

이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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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팀장

이장규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나수엽

중국팀 전문연구원

중국경제

중국경제

거시경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
법학 박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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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조충제

인도남아시아팀장

인도 · 남아시아 경제, 개발협력, 서비스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재호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 웅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미국경제사, 노동경제학, 제도,
산업조직론, 인도 · 남아시아 경제

송영철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인도 · 남아시아 경제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제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경제학 박사

신민금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박나리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이정미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신세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최윤정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동남아 경제, 시장진출형태선정, FDI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경제, 메콩유역 개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경제, 메콩유역 개발

인도 · 남아시아 경제

인도 · 남아시아 경제

인도 · 남아시아 경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

(2015. 3. 6. 퇴직)

신민이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김제국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동남아 경제

동남아 경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정 철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겸)

곽소영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전문연구원

박경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국제무역, 무역과 개발, 노동시장

KOPEC

APEC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비교정치학 석사

※ 2015. 6.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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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구미·유라시아지역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
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
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
분 류

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연구보고서 2014. 12. | 304면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선진국의 경제정책 및 금융 환경 변화와

연구진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의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자동차, ICT, 제약,

미국의 정책적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강유덕 구미유라시아실
오태현 구미유라시아실
이철원 구미유라시아실
이현진 구미유라시아실
김준엽 구미유라시아실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집권 3기 푸틴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젝트 및
북극 거버넌스 등 신성장공간과 관련한 국제정치의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 및 참여협력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출범을 앞두고
CIS 국가들의 통합이 가져올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중동·남미 신흥국가로의 시장진출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유럽팀장
유럽팀 전문연구원
유럽팀 전문연구원
유럽팀 전문연구원
유럽팀 연구원

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
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
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신흥국
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
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
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R&D 활동에 민간 참여 확대,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활성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28

129

2014 연구성과

KIEP 2014 연차보고서

2014 부문별 연구성과_
구미·유라시아지역연구

분 류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150면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비세그라드그룹(Visegradgroup)으로 명명되는 중부 유럽 4개국, 즉 폴란드·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주목받

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설립하고 국가 프로그램 ‘극동 바이칼

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둘째는 공고한 정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채택하는 등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

치적 연대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EU 내에서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극동 바이칼 지역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

점이다. 마지막 이유는 이들 국가가 지닌 특이성으로 인해 한국과 유럽연합

북아 아태 지역과 인접한 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

(EU)의 관계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이 차지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 물류망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 작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비세
그라드그룹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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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진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상욱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부교수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일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송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제성훈 구미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장
민지영 구미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강부균 구미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세르게이 루코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책 및 시사점
한국이 대EU 무역 적자의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전략 마련과 관련하여 비세
그라드그룹, 즉 중부 유럽 4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통합 질서
의 편입 아래 입지 경쟁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부 유럽 4개국으로
의 진출 확대와 우회 접근 전략을 통해 대EU 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완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지속적 경
제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기회를 확대하고, 영토 밖의 신성장공간 조성가
능성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극동 바이칼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책 및 시사점

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1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과 관련한 한₩러 협력과 주요국의 협력 현황을 검토

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내의 특정

평가한 결과,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EU 회원국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탈피하여 EU 내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중

였다. 주요 협력분야로, 첫째 광범위한 특혜가 제공되는 선도사회경제개발

부 유럽 4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한 교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구역에서 반제품 또는 부속품을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이나 제3국에서

판단한다. 이와 같이 유럽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부 유럽 4개국의 위상을 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역내 분업을 제안하였다. 둘째, 해당 지역의 전

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

통적인 주요 산업인 석유₩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 셋째, 러시아

울러 중부 유럽 4개국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여, 그에 상응하는 민첩한 대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넷째, 남₩북₩러 3자 경

응전략을 마련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중부 유럽 4개국의 활용도를 더

제협력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양국 총리

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 민관협력(PPP) 사
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투융자 플랫폼 해외금융 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다자협력 추진, 한₩중₩러 3개국 공동연구
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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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한홍열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정호 한국외국어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윤성욱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조혜경 한화보험연구소 연구위원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한국외교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은 물론 남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

북 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성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

야심차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은 CIS 지

향은 바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역통합운동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크게 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 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가지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첫째, 글로벌화와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편
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평가한다. 둘째,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강대국(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CIS 지역경제권 국
가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
로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대유라시아 정책과의 접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
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 류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158면
연구진
박상남 한국유라시아학회장,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선탁 국립대만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조교수
박상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책임연구원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여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견국가의 개념과 특성을 짚어보고 한국이 경제적₩제
도적 균형과 협력 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거점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 및 EEU
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 확립, 다양한 외교적

정책 및 시사점

옵션 확장, 경제적₩제도적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와 관련한 배경과 현황을 살펴

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정한 중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

보고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를 분석하였다.

해서는 국제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의 실천, 자국의 정

또한 지구촌 주요 강대국(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과 함께 구소련 지

체성과 국제적 사명감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

역경제권의 대EEU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제시하

교한 소프트파워 정책, 독창적인 의제를 선제적으로 개발·제안하는 틈새외

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 양자·다자주의를 결합한 스마트한 외교전략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

본고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발전 전망, 구소련 공간의 국제관

변 강대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함으로써 독립적인 국제적

계 변화,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접근방안

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대EEU 전략 수립에 필요

중 하나로 EEU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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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150면
연구진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팀장
박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21세기 들어 북극 지역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북극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

있다. 북극의 해빙은 환경적 위기를 초래하는 반면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의

로부터 막대한 원조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문제 해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북극의 역설’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국제 거버넌

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스 체제도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극의 개발과 보전, 항로의 이용

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의 개발여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크게 다

등에 있어 북극 연안국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로 기능해오고 있는 북극 이사

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열대성 기후와 척박한 자연환경, 인종 및 종교 분

회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극 이사회는 2013년 5월 키루나회의에서 한국, 중

쟁, 열악한 인프라, 국민적 개발의지 결여 등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캐나다를 새로운 상시 옵서버로 승인하였고 이로
써 유럽 지역 국가와 북미 지역 국가가 주도하던 지역 거버넌스에서 UN 안
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와 G8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변모하였
다. 이는 기존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극 의제를 보다 글로벌하
게 만드는 반면, 국가간 새로운 경쟁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북극의 환경 변화와 국제정치의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 및
참여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분 류
연구보고서 2014. 12. | 158면
연구진
박영호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김예진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장종문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권유경 탄자니아 Monduli C.D.T.I 대학 교수,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부 연구관

요인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재조
명하고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
는 큰 질문(big question)에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제시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
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NGO,

정책 및 시사점

사회적 기업 등은 어떤 방법으로 적정기술을 적용하였는지 사례를 통해 시

2013년 5월 열린 북극 이사회의 ‘키루나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극권

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분석하여

의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는 연안국, 비연안국 모두가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적정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은 개발의 효용과 폐해의 영향을 직접적

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적정기술을 활용한 빈곤층시장(BOP) 진

으로 받게 되는 당사국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창의적 도전을 통해 촉진될

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레짐의 구축을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내 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주로 단순 봉사나 기부활동 수준으로 일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아₩태 지역 국가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조건을 감안할

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

때 야쿠트, 알래스카 등 러시아와 미국 지역,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태

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변화를

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로 등장하게 될 아₩태 지역 북극 거버넌스 창설방안으로 ‘아₩태 북극 지
역위원회’의 설립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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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이권형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장
손성현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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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

2010년 이후 멕시코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

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주목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을 받고 있다. 특히 니에토 신정부의 개혁정책은 1994년 NAFTA 출범 이후

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금융협력’이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진

가장 심도 있는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교육, 세

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및 중동 국가들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제, 노동 등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개혁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다자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사이의 금융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 부
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경제국에 공
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중동 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로써 중동 국가들이 중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
간부문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

분 류
연구보고서 2014. 12. | 158면
연구진
권기수 구미유라시아실
김진오 구미유라시아실
박미숙 구미유라시아실
이시은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장
미주팀 전문연구원
미주팀 전문연구원
미주팀 연구원

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
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
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정책 및 시사점
정책 및 시사점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

본 연구는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해외개발금융기관의 사례 연

다. 본 연구에서는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

구, 국내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중동 진

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

살펴보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

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

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

융역량이 큰 정책금융기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보

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

현지 은행과의 합작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중동 금융 네트워크를 보다

라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GCC 국가 이외의 중동, 아프

력기반 구축 전략의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

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시하였다.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투자 회수 위험
에 대비하여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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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미국 헌법은 대외통상정책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기 때문에 의회선거 결과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egional Suramericana)은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

패널자료 활용, 산업별 세분화, 양당구조에 따른 계파별 분류 등를 통해 미

된 제1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前대통령 카르도주가 주창하고 남

분 류

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

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하여 시작된 남미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으

연구자료 2014. 12. | 158면

라의 대미통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하원

로 남미지역의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남미대륙을

10개의 허브로 나누어 추진하는 IIRSA는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분 류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150면
연구진
이상현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조교수
강정원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김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김종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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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임태균 고려대학교,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강사
최명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규모로 5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규모는

고희채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최호락 호주 모나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의원들의 통상정책 결정요인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각각의 이익단체들의
기부금과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통상정책에 있어 의회는 물론 각각
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IRSA는 특히 2011년 3월 남미지역의 정치

들에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우방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

적·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를 활용하는 방안

Suramericanas)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본

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튀니지를 중심으로

정책 및 시사점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한다. 첫째, 기존의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어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확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우리 기업의 남미인프라 시장진출 확
대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지역에서 에너지인프라 부문으로의 진출을 통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점차 개방되고 있

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에 도움을 줄

기 때문에 국내 ICT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적₩문

것이다. 셋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다각

화적 장벽이 존재하고 기업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

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

분 류

장분석과 신중한 진출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모로코와 튀니지를

(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연구자료 2014. 12. | 116면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통한 진출, 그리고 국제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진출 등 남미인프라 시장진출
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매력도를 분야별·국가별로 분석하여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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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이권형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장
장종문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손성현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성태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시장분석실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먼저, 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작투자를 통
해 진출할 것, 다른 해외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서비스 시장에 집중할
것,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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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 시장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

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높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중남미 수출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며 경쟁국의 대중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

분 류

남미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분 류

비자 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략지역심층연구 2014. 12. | 116면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지역연구시리즈 2014. 12. | 158면

본 연구는 유럽 은행들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

연구진
권기수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장
박미숙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규명해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방안
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출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다

연구진
오태현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김준엽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연구원

하였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할

변화,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마련, 중남미 국가들과의 후속 FTA 확대, 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

관세장벽 개선 등 중남미에서 수출시장의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로 사료된다.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기간 중 유럽중앙은행(ECB)
이 실시한 대응정책을 살펴봄에 있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왜 ECB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정위기
분 류

에 대응하지 못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위기과정에서 ECB의

지역연구시리즈 2014. 12. | 116면

대응이 점차 강력해진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경기상황에 대

연구진
강유덕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장

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ECB의 정책적 대응과정에 나타나 있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
라 제도분석과 함께 정치·경제학적 동태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향후 ECB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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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이재영

구미 · 유라시아실장

유럽팀
러시아 · CIS · 중앙아시아 · 몽골 경제 · 경영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강유덕

유럽팀장

유럽통합, 국제통상, FTA

미주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흥종

유럽팀 선임연구위원

EU 및 유럽지역연구, FTA 및 국제통상,
지역통상정책, ASEM

이철원

유럽팀 전문연구원

동유럽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권기수

미주팀장

중남미 경제, 한 · 중남미 경제관계,
중남미 경제통합, 중남미 산업

이준규

미주팀 연구위원

윤여준

미주팀 부연구위원

경제발전론,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북미경제

미국 남가주대학교 정치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박사

영국 워릭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진오

미주팀 전문연구원

유럽팀 전문연구원

EU, 서유럽, 금융, 산업, 에너지, 환경, FTAs,
국제정치경제

김종혁

미주팀 전문연구원

박미숙

유럽팀 전문연구원

김준엽

유럽팀 연구원

EU, 서유럽

EU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주팀 전문연구원

미국 · 캐나다 경제, 금융감독(자금세탁)

중남미 경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수료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남미지역학 석사

이시은

권혁주

고희채

미주팀 연구원

미주팀 전문연구원

러시아·
유라시아팀

제성훈

러시아 · 유라시아팀장

중남미 경제

북미경제

북미경제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러시아 · CIS 및 몽골 정치경제, 북러관계,
러시아 대외정책 및 지정학

(2015. 3. 6. 퇴직)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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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

중남미 경제, 국제관계

미주팀 연구원

오태현

정여천

러시아 · 유라시아팀 선임연구위원

강부균

러시아 · 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러시아, 동구경제, 비교경제체제론

러시아 · CIS 경제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러시아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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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유라시아지역연구

민지영

러시아 · 유라시아팀 연구원

윤지현

러시아 · 유라시아팀 연구원

권가원

러시아 · 유라시아팀 연구원

러시아 · CIS 경제

중앙아시아 · 몽골 경제 및 개발협력

중앙아시아 · 몽골 경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협력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아중동팀

이권형

아중동팀 연구위원

손성현

산업정책, 중동지역 경제

아프리카 · 중동경제, 경제개발지원(ODA)

중동지역

영국 런던대학교(SOAS)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재은

장종문

박현주

아중동팀장

아중동팀 연구원

박영호

아중동팀 연구원

아중동팀 연구원

아중동팀 연구원

중동 정치, 경제, 분쟁

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아프리카 지역, 개발경제, 미시계량

미국 듀크대학교 정치학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석사

김예진

아중동팀 연구원

아프리카 지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 2015. 6.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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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urmounting
Global Challenges,
Creative Response!

2015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창
의적인 아이디어로 슬기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KIEP는 연구원 및
연구 분야를 통틀어 ‘Surmounting Global Challenges: Creative Response!’라
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세계경제의 물길을 한국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적 충격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국제거시 및 국제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발생
하는 대외적 충격이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 나타난 세계경제의 질적₩구조적 변
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선진경제의 위협요인 및
내수침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분석

선진경제는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및 일
본 경제는 여전히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어서 선진경제의 위협요인을 정책,
실물, 금융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미국경제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는 선진경제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더 많은 경기위
축 요인을 안고 있어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
에 신흥경제의 정책대응 및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무역증가율 하락, 부채 증가, 분배 악화
등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도 내수 침
체라는 불안요인을 안고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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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시대를 위한
신통상정책 수립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선제적 연구

최근 국제무역₩통상의 화두는 메가(Mega) FTA(Free Trade Agreement)와 글
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선진국 주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Mega FTA가 기존 양자 FTA와 다른 특

아시아태평양 역내
지역경제통합 연구 및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 제시

아시아태평양 분야에서는 역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지역경제통합 동향
과 주요국의 구조개혁 및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
응방안과 전략 및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징은 무엇이며, WTO 다자통상체제 및 21세기 세계무역의 흐름에 주는 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와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자 FTA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최근 국제통상의 흐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 FTA 성격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Mega FTA 확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

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TPP, RCEP, 한₩중 및 한₩중₩일 FTA의

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타결 또는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역내 경제통합 구도를 감안한

이에 따라 점차 심화₩발전되고 있는 메가 FTA의 흐름을 WTO 중심의 다자

전략적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질서와의 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이에 따라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국들

관련 핵심 이슈를 선정₩분석함으로써 메가 FTA 시대 우리나라의 신통상정

의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안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한₩중FTA의 타결에 따른 역내

한편 세계무역은 ‘made in world’로서 최종재 무역을 포함한 중간재 무역에

구도 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

서 부가가치교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 이점을 효과적

역의 신흥국들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통상₩투자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역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결정요인과 외국인직
접투자 형태별 결정요인, 중간재 및 서비스무역 흐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역·통상·투자 분야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자협력, ODA,
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정책
방향 제시

구미 선진국 경제상황
분석 및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진출전략 제시

구미, 유라시아 분야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상황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조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신흥국의 정치·경제 리스크 및 투자
환경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및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ODA 중기계획 수립, 통일기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 구축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정책을 돌아보고 새로운

특히 미국과 EU의 경제상황과 재정·통화, 통상,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협력, 창조경제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정치·경제 리스

관련 이슈 연구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크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

이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ODA 중기계획 『국제개발협력 기본

응방안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대(對)EU,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구

계획(2016~2020)』 수립을 위한 한국의 중장기 개발협력정책 방향을 모색

미·유라시아 지역의 주요국별₩지역별 투자환경과 성장 유망산업을 분석하

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제 연구도 강화하고자 한다.

고, 산업현대화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산업협력 확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통일에 대비한 기초연구는 물론 한₩독 재무당국 및 국

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연구기관 간 통일 준비, GTI 관련 연구 등을 주도하고, 북한의 국제경제협
력체제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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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세계경제동향 및 국제경제규범의 변화를 파악하고 주요 위협요인을 분석함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투자형태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으로써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선진국의 거

지금까지 학술문헌과 보고서를 통해 연구되었던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시정책 효과를 연구하고 신흥국의 불확실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의

들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투자형태별로 특징적인 외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정책개발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가고자 한다. 특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우리 경제 내수침체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에도 힘을 기

다자통상팀

울일 예정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국가·산업별로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

국제금융팀

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국제

제시한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과 함께 현재 통상 논의의 주요 이슈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 정책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

중 하나는 서비스무역이므로, 최근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발표와 함

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 통화정책 불일치의 영향은 물론 우리나라 외환 부

께 서비스무역 개방 수준이 상품 및 서비스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

문의 중장기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환율과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상수지, Grexit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 전세 및 매
매가격 변동 연구 등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책방안

지역무역협정팀

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TPP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EU 간 TTIP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FTA는 물론 TPP에 대응하
여 동아시아 지역의 RCEP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존의 양자

FTA와 달리 주요 선진국 또는 다자 차원의 FTA라고 할 수 있는 메가 FTA가
점차 심화·확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메가 FTA에 대한 한국의 통
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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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
다자간 경제협력 및 국정과제 중 글로벌 경제이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아베노믹스 효과와 일본의 TPP 협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중·일의 비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신흥국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분산되는 상

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 개

황에서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성장

도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2015년 말 출범하게 될 AIIB의 발전과제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

및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출하고자 한다.

개발협력팀

중국팀

주요국의 개발협력정책 비교·분석 및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연구를

2015년에 종료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의 의도와 달리 중국의 소비가 살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 설정된 지

나고 있지 않은바, 그 원인을 살피고 향후 전망을 예측함으로써 중국의 내수

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

시장 개척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한편, 중국의 경기동향 파악에 일조하고자

국의 중장기 개발협력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추진체

한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위안화의 역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이에 대한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요국
의 전략과 입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국제협력팀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 및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고 있다. 특히 북·중 분업체계와 북한의 산업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각종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은 최근 환경보호 기준

으로 남·북·중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독일통일 사례를 토대로

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

남북한 통일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분야별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

아울러 GTI 연구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한국 주도의 개발 프로젝

적 분포, 환경보호 제도의 지역적 차이, 외국기업의 진출·협력 사례 및 로컬

트, GTI의 국제기구 전환에 따른 Post GTI 방향과 무역원활화 등에 관한

기업과의 경쟁관계 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의 대중 환경시장 진출확대 및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
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중국 전략을 수정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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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대양주팀
동남아는 아직 도시화 여력이 큰 지역이며 이에 따라 향후 도시화를 동력으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최근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 주요국들은 일차산품 의존형 경

로 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남아 각국

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산업정책(new

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도시화에 따른 소비시장 전망, 도시화에 따른

industrial policy)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

생산환경 변화 등을 분석하여 한국과 동남아 경제협력정책에 기여하고자

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의 수요 및 기회를 발

한다. 또한 2015년 말 출범할 ASEAN 경제공동체는 역내 교역 및 투자 구조

굴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의 협력₩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를 통해 ASEAN의 역내 분업구조와 각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
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ASEAN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

유럽팀

고자 한다.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제여건 속에서도 실업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장기실업 억제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청년고

인도남아시아팀

용 촉진,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따라

중국의 감속성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부각되고 있는 인도 경제는 중국 리스

서 유럽 및 일본 등 OECD 주요국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분석하고, 고용

크를 줄여나가야 하는 우리 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인

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도 신정부 출범 후 모디노믹스(Modinomics) 정책이 추진되면서 인도와 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이 심화, 발전하는 현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
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산업개발 정책을 분석·평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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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라시아팀

2000년대 초중반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러시아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국내 유일의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최고의 연구결과물을 창출할 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경제 구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평가부터 연구기획·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대국회

조를 다각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른바 ‘경제현대화’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했

및 정부 관련 업무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다.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의 세부내용과 추진과정을 체계적으

지원하고자 한다.

로 분석₩평가하고,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국정과제 수행 차원에서 한·러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사관리팀
인사 및 복무 관리, 연봉 및 업적 평가, 교육 및 노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아중동팀

하며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임직원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

GCC 국가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중동지역 국가간 경제통합과

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경제 다각화를 위해 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GCC 국가들의 정책 동향과

총무회계팀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대중동 경협과제 및 기업의 진출 방향과 관련

자산 및 시설 관리, 위·수탁 계약, 회계 및 출납, 출장 관리 등 연구원의 원활

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원조 패러다임의 변화가 모색되고

한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기관으로 자

있는 시점에서, 세계 최빈지역인 아프리카의 빈곤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

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

을 위해 민간부문개발(PSD)이 갖는 의미 및 중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협력수단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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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실

지식자원팀
기존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정

대외협력지원단

홍보팀
언론 홍보체계 및 언론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연구원 인지도를 제고

보원₩신규정보서비스₩신간자료₩교육 등을 소개하는 정보서비스 웹진 제작,

하고 연구성과의 해외 확산을 통해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입지를 강화

모바일 기기로 활용가능한 온라인 DB 활용법 적극 홍보 등 시대의 변화에

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기

따른 연구정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진의 수요를 예측하

자간담회 개최, 세미나 초청 등 적극적인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수행함

고, 새로운 정보수요를 창출하는 선제적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예정

은 물론, 보도자료의 전문성 강화 및 미디어트레이닝 실시로 언론홍보의

이다. 2015년을 연구원 기록물 관리의 원년으로 삼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고자 한다. 또한 연구원 SNS 및 지역 전문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MERiCs, CSF) 운영과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홍보툴 활용을 통해 대
국민 홍보와 정보제공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보기술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협력팀

강구하고자 한다. 먼저 내부 이용자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보시

연구원의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유관 정부부처와 긴

스템의 품질 및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

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며 MOU 체결, 방문학자 프로그램, KIEP₩국

써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사

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GPAS),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 지역

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체계의 유지₩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KEEP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글로벌 협력을 위한 허브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역할을 수행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세계지역전문가 육성 및 국내외 전문연
구기관과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식의 융₩복합을

학술출판팀

통한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성과물 발간을 통한 국내외 신인도 제고를 목적으로 원고작성지침, 연구
윤리 매뉴얼, 관련 규정 등 출판과정에 필요한 내부지침을 정비하여 원고집
필 업무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 준수환경 조성, 보고서 발간체계 개선, 연구성과 확산체계 정비 및
형태 다양화를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결과물을 적재적소에 제공함
으로써 성과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158

159

2015 연구계획

KIEP 2014 연차보고서

2015 연구사업 운영 방향

G20
연구지원단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신흥·개도국들이 참여하는 최
상위 포럼으로, 글로벌 공조를 통한 세계경제의 위기극복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G20 연구지원단은 G20 의제에 적

APEC
컨소시엄 사무국

APEC 관련연구를 총괄하고 자료를 발간·배포하며 각종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PEC 경제협력에 대한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부문별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APEC의 발전에 기여하

극 대응하여 국익확보에 주력하고, 지적 기여에 이바지하여 우리나라의 위상

는 한편, 이를 정책에 반영해 한국의 APEC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요 의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제반 활동을 통해 우리나

APEC 정상회의 및 주요 관련회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APEC에서 한국

라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내 경제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의 역할과 관심사를 APEC 논의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APEC 내

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활동 및 효율적인 업무 지원

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논의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경사무소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한·중 관계의 급
속한 확대,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필요성의 증대 등 중국과의 협력환경 변화

미 KEI

KEI의 설립 목적과 주요 임무는 한미간의 경제현안 및 정책의 이해증대를
위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확대해가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대

에 부응하여 현장성·시의성을 갖춘 중국 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중국

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순히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아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수₩분석하고, 중국 중앙

니라, 국제정세와 미국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

및 지방 연구자들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 및 동북아 원내 연구의

다. 미 행정부, 의회, 재계 및 산업 등의 동향을 분석·평가하며 미국 주요 언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론기관의 한국경제 관련 보도에 관한 조사 및 송부, 한국경제의 이해와 홍보
를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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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결산

수입·지출 결산 총괄표
(1) 수입결산

(3) 결산잉여금

제26(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구분
계
1. 정부출연금
◎ 인건비

(단위 : 원)

예산액(A)

수입액(B)

증△감(B-A)

%(B/A)

제26(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단위 : 원)

금액

비고

39,739,937,000

38,919,514,884

△820,422,116

97.9

30,908,000,000

30,908,000,000

-

100.0

◎ 수탁연구용역수입

7,178,000,000

7,178,000,000

-

100.0

◎ 이자수입

△25,488,673

◎ 기타수입

△231,602,403

계

가. 수입증가분

3,995,947,239

△820,422,116

◎ 경상운영비

1,501,000,000

1,501,000,000

-

100.0

◎ 기관고유사업비

5,746,000,000

5,746,000,000

-

100.0

◎ 전기이월금

15,292,000,000

15,292,000,000

-

100.0

◎ 인건비 집행잔액

◎ 시설비

1,191,000,000

1,191,000,000

-

100.0

2. 자체수입

◎ 일반사업비

8,831,937,000

8,011,514,884

△820,422,116

90.7

◎ 수탁용역수입

3,971,000,000

3,407,669,057

△563,330,943

85.8

◎ 기타사업수입

-

16,181,730

△16,181,730

-

◎ 이자수입

257,000,000

231,511,327

△25,488,673

90.1

◎ 기타수입

465,974,000

218,189,867

△247,784,133

46.8

4,137,963,000

4,137,962,903

△97

100.0

◎ 전기이월금

4,816,369,355

△97
1,210,134,714

- 자체수입 미달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593,605,162

- 결원인건비 발생액

615,225,274

◎ 연구사업비 집행잔액
나. 지출잔액분

△563,330,943

- 2014년 종료사업 집행잔액
- 수탁용역사업비 집행잔액
- 이월대상 연구사업비 집행잔액
◎ 경상운영비 집행잔액
◎ 연구개발적립금 적립예정액

3,835,429,490
229,572,582
226,816,954
3,379,039,954
377,733
△229,572,582

(2) 지출결산
제26(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단위 : 원)

’14 예산액(A)

’14 집행액(B)

집행잔액(B-A)

%(B/A)

39,739,937,000

34,923,567,645

4,816,369,355

87.9

1. 인건비

10,464,703,000

9,254,568,286

1,210,134,714

88.4

2. 연구사업비

26,564,545,000

22,729,115,510

3,835,429,490

85.6

3. 경상운영비

1,519,689,000

1,519,311,267

377,733

100.0

4. 시설비

1,191,000,000

1,191,000,000

-

100.0

5. 차임금상환

-

-

-

-

6. 기타경비

-

229,572,582

△229,572,582

순감

계

※ 이사회 승인사업은 수탁용역사업비 초과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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