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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governments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regulatory reform since the Koizumi
Cabinet in the early 2000s. They held a common expectation that the regulatory reform, as
a key element of structural reform, would enhance the corporate sector’s investment and
infuse more competitive ingredients into their
rigid market structure, and by doing so enable
them to escape from the long-lasting economic
recession. In a similar vein, the Abe Cabinet
announced the promotion of regulatory reform
as part of its growth strategy, in June 2013.
This research, in the first place,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mitigation of social regulations conducted by
the Koizumi Cabinet in the early and mid2000s, and then address why the Abe Cabinet's growth strategy stresses the mitigation of
social regulations and launched regional- and
firm-level regulatory reform alongside conventional measures. Based on this framework,
we follow up on the progress made in these
three types of regulatory reform, to evaluate

the Abenomics growth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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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ulatory Reform in the
Early 2000s: Mitig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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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bate on the distinction between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s in Japan traces back to the
Hosokawa Cabinet’s announcement in 1993.
The gist of it was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regulate all economic regulations in principle,
while keeping the deregulation of social regulations to a minimum. According to the Cabinet,
economic regulation indicates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market through, for example,
price control and entrance barriers, in order to
promote strategically important industries and
protect consumers’ interests. Meanwhile, social
regulation relates to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workers’ safety
and health,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
prevention of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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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박영호ㆍ정지선ㆍ박현주ㆍ김예진 (2015. 12)
ISBN 978-89-322-1580-8 / A5 / 246면 / 10,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 민간부문과 개발협력 /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과 경제성장
및 고용관계 분석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 맺음말 / 부록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강유덕ㆍ이철원ㆍ오태현ㆍ이현진ㆍ김준엽 (2015. 12)
ISBN 978-89-322-1581-5 / A5 / 272면 / 10,000원

서론 /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
과 성과 /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
책 / 결론 / 부록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2015. 12)
ISBN 978-89-322-1582-2 / A5 / 268면 / 10,000원

서론 /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 한ㆍ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윤여준ㆍ이 웅ㆍ권혁주ㆍ문성만 (2015. 12)
ISBN 978-89-322-1583-9 / A5 / 164면 / 7,000원

서론 / 미국 대공황 당시 통화정책 / 출구 도구 및 전략 /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
한 실증분석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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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 아라비아와
G
UAE를 중심으로
이권형ㆍ손성현ㆍ박재은ㆍ장윤희 (2015. 12)
ISBN 978-89-322-1584-6 / A5 / 184면 / 10,000원

머리말 / 경제다각화와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 UAE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
GCC 국가들과의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제성훈ㆍ강부균ㆍ민지영 (2015. 12)
ISBN 978-89-322-1585-3 / A5 / 160면 / 7,000원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2 0 1 5

서론 /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 / 결론

15-01

중국 ㆍ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임호열ㆍ김영찬ㆍ방호경ㆍ김준영ㆍ최필수 (2015. 12)
ISBN 978-89-322-1596-9 / A5 / 164면 / 7,000원

서론 /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과제 /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1

01

가 /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 중국ㆍ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주는 함의 / 결론 / 부록

임호열·김영찬·방호경·김준영·최필수

15-02

북한의 경제 특구ㆍ개발구 지원 방안   
양문수ㆍ이석기ㆍ김석진 (2015. 12)
ISBN 978-89-322-1597-6 / A5 / 186면 / 7,000원

서론 /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 현황과 평가 / 중국 및 동남아 경제 특구 개발사
례와 시사점 / 북한 경제 특구ㆍ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 북한 경제 특
구ㆍ개발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방안 / 결론: 정책적 제언

15-03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장형수ㆍ박해식ㆍ박춘원 (2015. 12)
ISBN 978-89-322-1598-3 / A5 / 292면 / 10,000원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KIEP 발간자료목록(2014-2016. 6)

17

15-04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데이빗 달러 (2015. 12)
ISBN 978-89-322-1599-0 / A5 / 180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의 경제ㆍ금융 개혁 개괄 / 베트남의 경제ㆍ금융 개혁 개괄 / 중앙은
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금리 결정방법 및 개혁 / 환율 결
정방법 및 개혁 / 자본시장의 발전 / 금융제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 / 북
한 경제와 금융제도 / 결론: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에서 배울 점 요약

15-05

중ㆍ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찐저ㆍ쉬원지ㆍ위즈쌴 (2015. 12)
ISBN 978-322-1600-3 / A5 / 222면 / 10,000원

서론 /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 중국의 개혁ㆍ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중ㆍ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전망 / 결론: 북한의 변화발전 전망

15-06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이누이 토모히코ㆍ권혁욱 (2015. 12)
ISBN 978-89-322-1601-0 / A5 / 268면 / 10,000원

들어가며 /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 북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 북한의
인프라 정비와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 마치며

15-07

 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
러
사점과 교훈   
바실리 미헤예브ㆍ비탈리 쉬비드코 (2015. 12)
ISBN 978-89-322-1602-7 / A5 / 182면 / 7,000원

서문 /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의 북한 사례 /
1985~9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 몇 가지 중요한 교훈 / 소련의 시장경
제로의 전환(1990~95년): 경험과 평가 /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함의 / 북한의 현황
과 긍정적인 개혁 가능성에 대한 평가

중국종합연구

15-40-0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협
연
총

동
구
서

15-40-0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5-40-0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중
- 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중점 1 한 · 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5-0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중점 2 한 · 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5-0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연구

15-0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중점 4 중국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모색
15-04

김
영
란

김영란 외

ISBN 978-89-322-1606-5 / A5 / 164면 / 비매품

중점 3 중국 법 · 제도연구

15-05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서론 / 저출산에 따른 산업노동인력 감소와 이민정책 과제 / 한국의 산업인력 수

외
중점 5 중국 기술 · 경제 동향분석 및 협력방안
15-06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15-0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15-0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

급 전망과 외국인력 현황 / 중국의 해외유학 실태와 노동시장 분석 / 중국인 유
학생의 한국 취업 및 장기체류 의향 분석 / 결론 및 정책 제언 / 부록

ISBN 978-89-322-1606-5
978-89-322-1072-8 (세트)

15-40-0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연구   
문무경ㆍ양미선ㆍ이윤진ㆍ박원순ㆍJiaxiong ZhuㆍMinyi Li (2015. 12)
ISBN 978-89-322-1607-2 / A5 / 240면 / 비매품

2 0 1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4-414-1114 FAX_ 044-414-1144
www.kiep.go.kr

김영란ㆍ김이선ㆍ김난주ㆍ강승호ㆍ이철선ㆍ황경진 (2015. 12)

■ 2015년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서론 / 중국 유아교육과 보육 개관 / 중국 유아교원교육 현황과 제도 및 정책 /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 /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 / 한ㆍ중 유아교원 양성과 현
직교육 비교 및 주요 이슈 / 정책적 제언 / 부록

15-40-03 한ㆍ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강일규ㆍ허영준ㆍ민주홍ㆍ이윤진ㆍ이천우 (2015. 12)
ISBN 978-89-322-1608-9 / A5 / 244면 / 비매품

서론 / 연구의 이론적 배경 /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 양국의 고등
직업교육기관 간 교류ㆍ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 방안 및 결론 / 부록

15-40-0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항만분야를 중심으로   
이주호ㆍ김범중ㆍ김찬호ㆍ김근섭ㆍ김은수 (2015. 12)
ISBN 978-89-322-1609-6 / A5 / 180면 / 비매품

서론 / 중국 일대일로 전략 /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의 세부내용 및 추
진현황 / 일대일로 관련 항만투자 유망지역 선정 / 해상실크로드전략과 연계한
항만분야 진출전략 / 결론 / 부록

15-40-05 신
 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ㆍ중 협
력 방안  
박용덕ㆍ정성삼ㆍ최영선 (2015. 12)
ISBN 978-322-1610-2 / A5 / 234면 / 비매품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신기후체제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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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지원 정책 /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방안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40-06 한ㆍ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추장민ㆍ박창석ㆍ서양원ㆍ정성운ㆍ동잔펑 (2015. 12)
ISBN 978-89-322-1611-9 / A5 / 196면 / 비매품

서론 /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
스템 /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ㆍ분석 /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 / 요약 및 결론 / 부록

15-40-0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정정길ㆍ어명근ㆍ임채환ㆍ李先德 (2015. 12)
ISBN 978-89-322-1612-6 / A5 / 176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 /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 한ㆍ중
농산물 교역 동향 / 한ㆍ중 FTA 협상 결과 주요 내용 / 중국 주요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 요약 및 맺음말 / 부록

15-40-0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ㆍ중 경제협력  
이장규ㆍ이승신ㆍ서봉교ㆍ조 철ㆍ조고운ㆍ이현태ㆍ오종혁ㆍ양평섭ㆍ박진희ㆍ
정지현ㆍ오윤미 (2015. 12)
ISBN 978-89-322-1613-3 / A5 / 316면 / 비매품

서론 /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 /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 / 중
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ㆍ중 분업구조 /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ㆍ중 경제
관계 시사점 / 신창타이(新常态) 시대, 한ㆍ중 통상관계의 향방 / 한ㆍ중 해외직
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 /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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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15-01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권 율ㆍ이상미ㆍ유애라 (2015. 12)
ISBN 978-89-322-2415-2 / A5 / 176면 / 7,000원

ODA
정책연구

15-01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서론 /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

권 율·이상미·유애라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전략과 정책과제 /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15-02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금 조달 현황과 시사점    
문진영ㆍ송지혜ㆍ이서진 (2015. 12)
ISBN 978-89-322-2416-9 / A5 / 106면 / 7,000원

서론 / 재생에너지 투자 특징 및 잠재력 평가 /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재원조

2 0 1 5

달 지원유형 /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및 제약요인 / 요약
및 결론 / 부록

15-03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김세원ㆍ김종섭ㆍ박복영ㆍ이은석 (2015. 12)
ISBN 978-89-322-1603-4 / A5 / 278면 / 10,000원

서론 / 탄자니아의 현황 및 개발수요 / 탄자니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원환경 /
국제사회의 탄자니아 지원 현황 /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 결론

15-04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벌협력방안 연구    
강인수ㆍ장준영ㆍDaw Cho Cho Thein (2015. 12)
ISBN 978-89-322-1604-1 / A5 / 238면 / 10,000원

서론 / 미얀마의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 /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미얀마 지원
현황 / 우리나라의 미얀마에 대한 무역과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전략
/ 결론 / 부록

15-05

 Study on Intra-household Gender Relations of Ethnic
A
Minorities in Northern Vietnam  
Nguyen Khanh Doanh,Tran Nhuan Kien,Do Dinh Long,Bui Thi Minh
Hang,Nguyen Thi Thanh Huyen (2015. 12)
ISBN 978-322-1605-8 / A5 / 182면 / 7,000원

Introduction / Overview of Korea’s ODA to Vietnam / Literature Review / Methodology
and Data / Impacts of Rural De-collectiv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on Intrahousehold Gender Relations in Northern Vietnam /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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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15-01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서은숙ㆍ빈기범 (2015. 12)
ISBN 978-89-322-1586-0 / A5 / 390면 / 12,000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서론 / 아세안 금융시장 및 산업 현황 / 아세안 금융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국내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관련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금융산업의 아세안 진출 대응전략 / 부록

,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15-01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15-02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15-03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15-04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15-05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김한성 이
· 홍식
강문성 송
· 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06 21세기 한·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15-07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15-08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김한성·이홍식·강문성·송백훈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15-09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15-10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15-11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15-12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15-02

15-13 남아시아 국가간 주요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15-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15-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15-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15-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
베
과 효과분석   
김한성ㆍ이홍식ㆍ강문성ㆍ송백훈 (2015. 12)
ISBN 978-89-322-1587-7 / A5 / 182면 / 7,000원

서론 / AfT 현황과 특징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결론 / 부록

15-03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이순철ㆍ김완중 (2015. 12)
ISBN 978-89-322-1588-4 / A5 / 206면 / 10,000원

서론 /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국의 영향 /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
망산업 /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 / 인도 주요 내수시장 진출전
략과 시사점 / 부록

15-04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이미정ㆍ조희문ㆍ권정인ㆍ김혜민 (2015. 12)
ISBN 978-89-322-1589-1 / A5 / 236면 / 10,000원

서론 /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가치 /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환경 분석 /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사례 분석 /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방안 / 결론

15-05

한ㆍ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한홍열ㆍ윤성욱ㆍ변현섭ㆍ박지원 (2015. 12)
ISBN 978-322-1590-7 / A5 / 266면 / 10,000원

서론 /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한ㆍ유라시아 경제관계 / 유라시아 주요
국의 산업정책 및 제조업 현황 / 한국의 중소 제조업 현황과 국제 산업협력의 필
요성 / 한ㆍ유라시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 요약 및 결론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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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1세기 한ㆍ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2
부문을 중심으로   
정경원ㆍ조구호ㆍ신정환ㆍ김원호ㆍ문남권ㆍ정기웅ㆍ하상섭 (2015. 12)
ISBN 978-89-322-1591-4 / A5 / 272면 / 10,000원

서론: 전환기의 쿠바 / 한국ㆍ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 쿠바의 문화 정
체성과 한국ㆍ쿠바 문화협력 방안 /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ㆍ쿠바 경제협력 방안 /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ㆍ쿠바 환경협력 방안 / 결론: 한국ㆍ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 부록

15-07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관련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15-01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15-02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분석
15-03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15-04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원동욱 성
·원용
김재관 백
·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원동욱·성원용·김재관·백준기

15-05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15-06 21세기 한·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
국
안 연구  
원동욱ㆍ성원용ㆍ김재관ㆍ백준기 (2015. 12)
ISBN 978-89-322-1592-1 / A5 / 322면 / 12,000원

2 0 1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략지역
심층연구

15-07

15-07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15-08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15-09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15-10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15-11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15-12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15-13 남아시아 국가간 주요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15-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15-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15-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15-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서론 /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 중국의 주변외교와 ‘일대일로’ 전략구상 /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라시아 대륙교 구상 /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
구상과 ‘신실크로드’ 전략 / 중ㆍ러ㆍ미 3국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상 비교분석 /
결론

15-08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ㆍ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박복영ㆍ김용복ㆍ박철형ㆍShaimaa Hussien (2015. 12)
ISBN 978-89-322-1593-8 / A5 / 244면 / 10,000원

서론 / 이집트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비교 / 이집트 산업구조 분석과 전략산업
도출 / 한ㆍ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 요약 및 결론 / 부록

15-09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윤택동ㆍ이성준ㆍ이재훈 (2015. 12)
ISBN 978-89-322-1594-5 / A5 / 218면 / 10,000원

서론 / 브라질의 대아프리카 대외정책과 진출전략 / 브라질의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별 진출현황 / 브라질 대아프리카 진출전략의 주요 특징 / 결론: 한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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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
아
으로   
황규득ㆍ장용규ㆍ서상현ㆍ허서희ㆍ육숙희ㆍ최두영 (2015. 12)
ISBN 978-89-322-1595-2 / A5 / 244면 / 10,000원

머리말 /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
부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전략지역
심층연구

일환으로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관련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15-11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 이
·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발간하고 있습니다.

15-11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ㆍ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 (2015. 12)
ISBN 978-89-322-2408-4 / A5 / 100면 / 7,000원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15-01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15-02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15-03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15-04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이권형 손
· 성현 장
· 윤희

전략지역심층연구 15-11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이권형·손성현·장윤희

15-05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15-06 21세기 한·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머리말 / 이스라엘 경제 개요 및 기술창업 현황 / 기술창업 지원정책 분석 및 정

15-07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15-08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15-09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15-10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15-11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15-12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15-13 남아시아 국가간 주요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15-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책 시사점 / 국제 R&D 협력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한ㆍ이스라엘 협력

15-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15-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15-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확대방안

15-12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이 웅 (2015. 12)
ISBN 978-89-322-2409-1 / A5 / 96면 / 5,000원

서론 / 경상수지 적자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분석 /
결론 및 시사점

15-13

남아시아 국가간 주요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이 웅ㆍ이정미 (2015. 12)
ISBN 978-89-322-2410-7 / A5 / 98면 / 5,000원

서론 / 북ㆍ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 북ㆍ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
무역과 북ㆍ중 분업체계 /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 결론 및
정책제언 / 부록

15-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2)
ISBN 978-89-322-2411-4 / A5 / 536면 / 20,000원

패널분석을 이용한 국내 기업의 대(對)베트남 FDI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하
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 남중국해 분쟁이 아세안 경제안보에 미친 영향: 필
리핀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미얀마와 일본의 정치경제 관계: 그 흐름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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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유제품 시장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 / 아세안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중심으로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라마단
의 경제적 영향: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변화를 중심으로 / 베트남 국민의 한국
기업 사회공헌활동, 국가이미지, 브랜드 신뢰도 및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하노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동남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 / 아세안 국가의 부패와 정치ㆍ경제적 발전: 국가투명성,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군부의 기
능 변화 / 인도네시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인도네시아 진출 한
국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5-15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전략지역
심층연구

일환으로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관련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15-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ㆍ유라시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논문집 II

유라시아
·

ISBN 978-89-322-2412-1 / A5 / 750면 / 20,000원

2 0 1 5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2)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15-01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15-02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분석
15-03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15-04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15-05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15-15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15-06 21세기 한·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15-07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15-08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15-09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15-10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15-11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15-12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15-13 남아시아 국가간 주요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15-1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15-1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15-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15-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에 관한 내용분석 /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소프트파워 접근전략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구상의 제기배경, 추진 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북ㆍ러관계의 변화와 발전 / 카
자흐스탄 국제운송로를 활용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안 연구 / 현대 러시
아어 ‘별칭 지명’과 국가 이미지 연구-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러시아ㆍ중국
간 신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 환동해권을 중
심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 추진방안 연구: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 유라시아 지역 환경분쟁 사례 분석
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환경평가 체계 구축방안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증가 현황과 원인: 무역, 투자를 중심으로 / 현대 러시아 광고시장
및 상업 광고의 특성 분석 / 중국의 대북극 정책과 시사점 / 투르크메니스탄 아
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5-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ㆍ남아시아, 중남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2)
ISBN 978-89-322-2413-8 / A5 / 574면 / 20,000원

네팔 귀환 이주자들의 이주경험과 귀환 이후 적응과정: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를
중심으로 /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국적 함의 /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개발수요와 추진 방안: 한국형 ODA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투-페이스 모델로 분석한 한ㆍ인도 CEPA의 개선협상 연구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인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새마을운동의 자발적
수용모형으로서 인도의 Janmabhoomi 연구 /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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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Gouranga Gopal Das /
멕시코 국영기업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의 대내외적
위험요인과 대응전략 분석 / 인식개선을 통한 중남미 Post-2015 보건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 브라질에서의 ‘한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5-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동, 아프리카, 터키ㆍ동유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2)
ISBN 978-89-322-2414-5 / A5 / 578면 / 20,000원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 전략: 우리에게 주는 함의 / 이슬람주의의 역사에서
IS의 의미 / 이란혁명수비대(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 권력 확장
연구 / 르완다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빈곤 개선 / 에볼라 확산
이 서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지원 예방사업과 연계한 현지 진출
전략 / 코뿔소 밀렵과 SADC 국경 관리 /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연관
에 대한 연구 - 국제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 루마니아 헌정변화과정에 따른
체제전환 연구 / 비세그라드 국가(V4)의 독일 의존도에 대한 정치, 경제적 대응
전략 연구 /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 갈등과 터키 이슬람 연구 / 동유럽 극우정당
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연구: 헝가리 극우정당 Jobbik를 중심으로 / 동터키의
경제안정화와 공공부채: 신흥시장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지역연구
시리즈

15-01

지역통합의 조건: 유럽통합의 기원에 대한 재고찰
이재승 외 (2015. 12)
ISBN 978-89-322-6118-8 / A5 / 170면 / 7,000원

지역연구시리즈 15-01

지역협력의 조건 초
: 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이재승 외

26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이재승 외

서론: 지역협력의 조건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형성과정 분석 / 유럽통
합의 창시자와 정치적 리더십 연계 / 유럽통합 과정에 있어서 쟝 모네와 정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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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김정곤ㆍ최보영ㆍ이보람ㆍ이민영 (2014. 12)
ISBN 978-89-322-1514-3 / A5 / 330면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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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원ㆍ권 율ㆍ정지선ㆍ이주영ㆍ송지혜ㆍ유애라 (2014. 12)
ISBN 978-89-322-1515-0 / A5 / 184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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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 (2014. 12)
ISBN 978-89-322-1516-7 / A5 / 244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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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문익준ㆍ이장규ㆍ최필수ㆍ나수엽ㆍ이효진 (2014. 12)
ISBN 978-89-322-1517-4 / A5 / 202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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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김부용ㆍ이형근ㆍ박진희ㆍ김홍원ㆍ최지원 (2014. 12)
ISBN 978-89-322-1518-1 / A5 / 304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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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노수연ㆍ정지현ㆍ강준구ㆍ오종혁ㆍ김홍원ㆍ이한나 (2014. 12)
ISBN 978-89-322-1519-8 / A5 / 356면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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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
역 현황 / 중국의 지역ㆍ분야별 협력방안 / 결론 / 부록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오윤아ㆍ이 웅ㆍ신민금ㆍ박나리ㆍ김유미 (2014. 12)
ISBN 978-89-322-1520-4 / A5 / 176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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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곽성일ㆍ배찬권ㆍ정재완ㆍ이재호ㆍ신민이 (2014. 12)
ISBN 978-89-322-1521-1 / A5 / 228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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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ㆍ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 웅ㆍ 조충제ㆍ송영철ㆍ최윤정ㆍ이정미 (2014. 12)

2 0 1 4

ISBN 978-89-322-1522-8 / A5 / 242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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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2014. 12)
ISBN 978-89-322-1523-5 / A5 / 320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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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시사점
김보민ㆍ한민수ㆍ고희채ㆍ김종혁ㆍ이성희 (2014. 12)
ISBN 978-89-322-1524-2 / A5 / 192면 / 7,000원

서론 /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 제
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분석 /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연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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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강유덕ㆍ오태현ㆍ이철원ㆍ이현진ㆍ김준엽 (2014. 12)
ISBN 978-89-322-1525-9 / A5 / 302면 / 10,000원

서론 /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 평가 및 시사점 /
부록

14-23

러시아의 극동ㆍ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성훈ㆍ민지영ㆍ강부균ㆍ세르게이 루코닌 (2014. 12)
ISBN 978-89-322-1526-6 / A5 / 296면 / 10,000원

서론 / 극동ㆍ바이칼 지역의 상황과 지역 개발의 지정ㆍ지경학적 의미 / 3기 푸
틴 정부의 극동ㆍ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 한ㆍ러 극동ㆍ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 주요국의 극동ㆍ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 결론 / 부록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와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이권형ㆍ손성현ㆍ박재은 (2014. 12)
ISBN 978-89-322-1527-3 / A5 / 210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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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박영호ㆍ김예진ㆍ장종문ㆍ권유경 (2014. 12)
ISBN 978-89-322-1528-0 / A5 / 206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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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
14-34	
지역을 중심으로
선우덕ㆍ김태완ㆍ김병철ㆍ양입웅ㆍ양찬미 (2014. 12)
ISBN 978-89-322-1537-2 / A5 / 186면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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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
14-35	
김원홍ㆍ박수범ㆍ김인순ㆍ김은주ㆍ김철수ㆍ김화선ㆍ이상원 (2014. 12)
ISBN 978-89-322-1538-9 / A5 / 240면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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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14-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3

이창호ㆍ윤철경ㆍ최금해ㆍ김옥태 (2014. 12)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ISBN 978-89-322-1539-6 / A5 / 210면 / 비매품

이창호

서론 /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문화 및 산업 /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결과 비교 /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중독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정책 비교 / 결
론 및 정책제언 / 부록

2 0 1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14-37	
최윤경ㆍ장혜진ㆍ민정원ㆍ배윤진ㆍ송신영 (2014. 12)
ISBN 978-89-322-1540-2 / A5 / 420면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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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14-38	
구자억ㆍ김숙이ㆍ김한나ㆍ이경자ㆍ전춘련ㆍ계근호ㆍ김주석ㆍ서소주ㆍ서희원
(2014. 12)
ISBN 978-89-322-1541-9 / A5 / 256면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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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ㆍ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14-39	
강일규ㆍ허영준ㆍ김유미ㆍ이윤진ㆍ이천우 (2014. 12)
ISBN 978-89-322-1542-6 / A5 / 186면 / 비매품

서론 / 인적자원 교류ㆍ협력의 이론적 배경 / 양안간 교류ㆍ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ㆍ협력 현황 사례 분석: 푸젠성(福建省) 인재
특구를 중심으/ 결론 및 정책 제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7

한ㆍ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
14-40	
에 관한 연구
김명아ㆍ박광동ㆍ김윤정ㆍ최지연ㆍ고재종ㆍ박용민ㆍ양병찬ㆍ오일환ㆍ이창영ㆍ김
정진ㆍ윤성혜ㆍ서련륭 (2014. 12)
ISBN 978-89-322-1543-3 / A5 / 204면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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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14-41	
김천규ㆍ김원배ㆍ박인성ㆍ조 철ㆍ이주호ㆍ김 흠ㆍ이건민 (2014. 12)
ISBN 978-89-322-1544-0 / A5 / 202면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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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14-42	
중심으로
이주호ㆍ김범중ㆍ김찬호ㆍ김근섭ㆍ김은수ㆍ박여진 (2014. 12)
ISBN 978-89-322-1545-7 / A5 / 262면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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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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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ㆍ전망 및 정책 / 중국 가스
산업의 부문별 발전 현황 분석 /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여
건 분석 / 한국의 대(對)중국 가스부문 진출 전략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11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ㆍ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14-44	
정정길ㆍ성명환ㆍ손은애ㆍ쟝 난 (2014. 12)
ISBN 978-89-322-1547-1 / A5 / 218면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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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14-01	
마커스 놀랜드 (2014. 12)

2 0 1 4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ISBN 978-89-322-1529-7 / A5 / 162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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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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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전략이익 /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
익 /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ㆍ중 협력방향 /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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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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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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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러시아의 신 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주요 결정 요
인 /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러시아 시각 / 다양한 한반도 통일 방식에 따른 러시
아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결론: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14-05	
성한경 (2014. 12)
ISBN 978-89-322-1533-4 / A5 / 144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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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14-06	
강문성ㆍ김형주ㆍ박순찬ㆍ이만종ㆍ이영훈ㆍ이종화ㆍ이홍식ㆍ편주현 (2014. 12)
ISBN 978-89-322-1534-1 / A5 / 370면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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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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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 2010~20 글로벌 및 동
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 한반도 통
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
진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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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14-08	
최보영ㆍ선주연ㆍ방호경ㆍ나승권ㆍ이보람ㆍ최유정 (2014. 12)
ISBN 978-89-322-1536-5 / A5 / 160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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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강인수ㆍ이호생ㆍ송유철 (2014. 12)
ISBN 978-89-322-1549-5 / A5 / 270면 / 10,000원

서론 /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 정책 /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
원과 CPS 운용 현황 / 한국의 스리랑카 CPS 이행성과 분석 / 한국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결론 및 시사점 / 부록

14-02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이행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김세원ㆍ김종섭ㆍ이은석 (2014. 12)
ISBN 978-89-322-1550-1 / A5 / 288면 / 10,000원

서론 / 볼리비아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정책 / 국제사회의 볼리비아 ODA 지

2 0 1 4

ODA
정책연구

원 성과와 CPS 운용 현황 / 한국의 볼리비아 CPS 이행 체계 분석 /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 결론 및 시사점: CPS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 / 부록

14-03

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김종일ㆍ김정민ㆍ강동근 (2014. 12)
ISBN 978-89-322-1551-8 / A5 / 262면 / 10,000원

서론 / ICT ODA의 내용과 특징 / 베트남의 ICT 발전전략과 개발협력 수요 / 국
제사회의 베트남 ICT분야 지원 실태 분석 / 한국의 베트남 ICT ODA 지원 현황
과 평가 / 베트남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 요약 및 결론

14-04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채재은ㆍ김철우 (2014. 12)
ISBN 978-89-322-1552-5 / A5 / 284면 / 10,000원

서론 /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 국제사회의 라오스 교육분야
지원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 라오스
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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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미얀마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권순만ㆍ김태현 (2014. 12)
ISBN 978-89-322-1553-2 / A5 / 198면 / 7,000원

서론 / 미얀마 보건부문의 현황 / 미얀마에 대한 보건의료 개발원조 현황 / 한국
의 보건의료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보건의료 개발협력
프로그램 제안 / 부록

14-06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정지원ㆍ유애라 (2014. 12)
ISBN 978-89-322-2396-4 / A5 / 104면 / 5,000원

서론 /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현황 / AfT 관련 최근 이슈 / 주요
기관의 AfT 추진 현황 /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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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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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지역
심층연구

14-01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인도 협력확대 방안
조충제ㆍ송영철 (2014. 12)
ISBN 978-89-322-2398-8 / A5/ 140면 / 7,000원

서론 / 인도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 인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 한국 중
소기업의 대인도 진출 현황과 애로 / 한ㆍ인도 중소기업 협력과제와 협력확대 방
안

14-02

 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ㆍ인도 협력 방안: 방송ㆍ영화ㆍ애니
인
메이션을 중심으로
최윤정ㆍ이정미 (2014. 12)
ISBN 978-89-322-2399-5 / A5 / 130면 / 7,000원

서론 / 인도 문화산업 현황 /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 한ㆍ인도 문화산업
협력방안 /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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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창수ㆍ송백훈 (2014. 12)
ISBN 978-89-322-1554-9 / A5 / 196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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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남아시아의 금융시장 구조와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분석: 베트남, 태국,
동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민환ㆍ김정렬 (2014. 12)
ISBN 978-89-322-1555-6 / A5 / 234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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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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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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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상현ㆍ박윤주ㆍ김종섭ㆍ이미정ㆍ임태균ㆍ강정원ㆍ김유경ㆍ최명호 (2014. 12)
ISBN 978-89-322-1556-3 / A5 / 304면 / 10,000원

서론 /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체제 /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역할 / 결론 및 시사점

14-07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
김면회ㆍ안상욱ㆍ김신규ㆍ김일곤ㆍ송병준 (2014. 12)
ISBN 978-89-322-1557-0 / A5 / 284면 / 10,000원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부 유럽 4개국의 거시경제지표와 산업, 무역 구조
변화 /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력 요인 분석 / 중부 유럽 4개국의 입지 경쟁
력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 중부 유럽 4개국의 생산기지 이전 사례연구:
자동차산업의 사례 / 유럽 통합과 중부 유럽 4개국,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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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ㆍ튀니지를 중심으로
이권형ㆍ장종문ㆍ손성현ㆍ성태응 (2014. 12)
ISBN 978-89-322-2401-5 / A5 / 116면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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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한홍렬ㆍ박정호ㆍ윤성욱ㆍ조혜경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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