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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를 보는 눈, 한국경제를 살리는 힘
국가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KIEP!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된 KIEP!
개원 25주년을 맞이한 KIEP는 어느덧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싱크탱크이자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을 선도하는 KIEP의 2015년 성과를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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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5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2015년은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TPP 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한국은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의 원조공여국으로서 그 역할도 확대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환경의 급변이라는 외부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와 함께 정부 현안과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흥지역을 포함한 세계경제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안, 양자 및 다자
통상이슈 분석, ODA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등 중점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경제 변화를 빠르게 분석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제정책 및 중장
기 전략 제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TTCSP의 평가
에서 전 세계 33위의 싱크탱크로, 4년 연속 국내 1위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KIEP가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연구원 소개 △한눈에
보는 KIEP △2015 우수연구 △2015 연구성과 △2015년도 결산 등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2016년도 연구계획도 담았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앞으로도 국제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연구기관, 정책 수요층과 국민에게 신뢰 받는 연구기관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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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소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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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연구 등
대외경제정책 현안 연구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 동향과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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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의
역할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대외경제정책
대안 개발

국내외 산관학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

대외경제
전문가 양성

주요
기능

국가적
역할
세계 지역
기초연구

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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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국제금융팀

홍보팀

무역투자정책팀

다자통상팀

지역무역협정팀

협력정책팀

통일국제협력팀

중국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일본팀

동남아대양주팀

인도남아시아팀

개발협력팀

전략연구팀

미주팀

유럽팀

러시아 유·라시아팀

아중동팀

연구협력팀

기획예산팀

인사관리팀

총무회계팀

지식자원팀

정보기술팀

학술출판팀

G
20
연
구
지
원
단
국제거시팀

※ 2016. 8 기준

미 KEI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북경사무소

지
식
정
보
실
기
획
조
정
실
구
미

유
라
시
아
본
부
아
시
아
태
평
양
본
부
동
북
아
경
제
본
부
무
역
통
상
본
부
국
제
거
시
금
융
본
부

감사

원장

감사실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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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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인력

154명

71.6

총

215명

%

지원 인력

61명

28.4

%

14

연구원 소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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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시금융본부

무역통상본부

동북아경제본부

아시아태평양본부

국제거시, 국제금융

WTO, 다자통상, FTA,
FDI, 농업통상

중국, 동북아, 북한,
동아시아경제협력

일본경제,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ODA,
전략적 대외협력

무역투자정책팀, 다자통상
팀, 지역무역협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무역
투자 및 통상환경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전략적
대응방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동북아 및 중국경제 금융
동향 분석,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제도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경제협력, GTI
등 경제협력 관련 연구,
경제허브 정책, 북한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일본, 동남아대양주 및
인도남아시아 경제 동향,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며, 아태지역 경제
협력, 국제개발협력 등을
비롯하여 지식·창조경제,
환경, 에너지 등 주요 국정
과제 이슈와 연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계경제 흐름과 국제금융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고, 새
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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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유라시아본부

기획조정실

지식정보실

G20연구지원단

EU, 북미, 중남미,
러시아·CIS·몽골,
아프리카, 중동

사업 및 예산 기획,
인사, 연구지원

최신정보 수집, 정보화,
연구성과 발간·확산

G20

기획예산팀, 총무회계팀,
인사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사업계획, 예산편성, 연구
기획, 인사관리 등 연구지원
관련 업무와 정부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
니다.

지식자원팀, 정보기술팀,
학술출판팀으로 구성되어
최신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도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 연구성과물의
발간 및 확산 등 지식기반
구축과 운영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지역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유라
시아 등 신흥지역 국가의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의 대외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북경사무소
중국경제, 한중관계

중국경제의 동향 분석 및
조사 연구, 현지 전문가
네트워킹 및 연구 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 관련 보도내용 분석,
국제회의 주관, 한국경제
설명회 등 홍보 업무도
주관합니다.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국제무역, KOPEC,
APEC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 관련 연구 및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업무,
KOPEC 사무국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선진 7개국(G7)과 유럽연합
(EU), 신흥경제 12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G20 관련
학술연구 및 제반 활동을
지원합니다.

미 KEI
KEIA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미 경 제 연 구 소 ( Ko re 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 발전과 원활한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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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세계경제의 흐름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KIEP!
세계경제를 통찰하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1986.9
우루과이라운드 선언

1995.1

1997.12

WTO 발족

한국, IMF와 구제금융
양해각서 체결

1996.12
한국, OECD 가입

1998.11
한국, FTA
추진정책 결정

1989.11
APEC 설립

세계경제

KIEP

1990
1989
1989.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김적교 원장 취임

1989.12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재단법인 해산)
초대 원장 김적교 취임

1990.1

1995.3

미 KEI 감독업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업무 인수

북경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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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설립

1997.10
부설 지역정보센터를
본원으로 통합

1999.1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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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한·인도 CEPA 발효

2010.11
2000.10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2011.7

2004.4

한·EU FTA 발효

한국 최초 FTA인,
한·칠레 FTA 발효

2012.3

2008.11

2014.11

ASEAN 9개국에 대한
FTA 발효

한·미 FTA 발효

2015.10
TPP 협상 타결

한·중 FTA 타결

2009.11
한국 OECD-DAC 가입

2015
2010

2000

2015.6
동북아경제실 신설
전략연구팀 신설

2010.2
중국 권역별성별연구팀 설립

2000.4
세계지역연구센터 신설
(지역정보센터를 확대개편)

2002.3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설립

2003.4

2011.8

연구부서의
본부 단위 개편

신흥지역연구센터 신설
(세계지역연구센터를 확대개편)

현정택 9대 원장 취임

2012.3
한·중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13.4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발족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확대개편)

2014.1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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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005.12
SNU-KIEP EU 센터 설립

2008.6
국제개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확대개편)
ODA팀 신설

2016.2

2014.5
KU-KIEP-SBS EU 센터 설립

2016.6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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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하는

KIEP

뉴미디어로
소통하는 KIEP

언론에서
만나는 KIEP

KIEP 글로벌
네트워크

국가정책과
함께한 KIEP

2015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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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하는 KIEP

KIEP, ‘2015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에서
전 세계 6,846개 연구기관 중 33위, 국내 1위로 세계 속에 KIEP의 연구 역량을 확인

세계 TOP 싱크탱크 Top Think Tank Worldwide:
U.S. and non-U.S. 순위

33위
45위

55위

2012년

‘국제경제정책’ 부문
국내 1위
(세계 순위 6위)

‘최고의 신규
아이디어/패러다임 개발ʼ 부문에
국내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진입하여 국내 순위 1위

54위

2013년

2014년

2015년

‘외교정책과 국제관계’ 부문
국내 1위 (세계 순위 66위)

싱크탱크 컨퍼런스, 대외관계/대중참여 프로그램,
인터넷활용 등 총 15개 부문이
순위에 랭크되었으며, 그중 7개 부문에서
국내 1위 싱크탱크로 선정

※ 출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국제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The Think Tank and Civil Social Program)’

한눈에 보는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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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과 함께한 KIEP
KIEP의 연구성과,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나침반이 됩니다
KIEP가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행복 실현입니다.
KIEP는 국민의 희망이자 나라의 꿈이 되는 대외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국가 핵심정책과제 수행에
고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 국정과제 연구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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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국정과제

130건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투입인원

780명
예산

88억 8,100만 원
성과우수 국정과제
세계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세계경제 동향 상시 점검:
월 2회 동향회의, 현안자료 연 112건 발간
•경제전망 방법론 강좌:
IMF, World Bank 전망기법 교육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연중 3회 발간, KIEP-IMF 연례 컨퍼런스 발표

중장기 통일 연구
•원내, 원외, 국외 위탁연구 수행: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관심 제고
국제기구 및 사회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위탁 연구과제 수행
•국제세미나 개최:
총 2회,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에 기여
•중장기통상전략시리즈: 7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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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 및 성과
43회 개최
국내세미나 13회 개최
국제세미나

70회 개최
관련 기관 및 학회 후원 61개 기관
학술대회 공동 주최 24회

석학초청간담회(전문가풀)

24개
15개
수시연구 3개
일반사업 13개
참여과제 수 총 55개 연구/사업
기본연구

연구관련사업

연구
동
공

외
국내

지
학술

논문

게재

현황

실적

세계
총

공동

현황

나
세미

연구
지역

워크
트
네

강화

27건
KEEP(KIEP Emerging Economics PatheFinder):
청년층의 신흥경제권에 대한 관심과 해외진출 능력 배양
온라인 탐험단 117명, 논문공모전

17명, 공식 웹사이트 가입자 419명

GPAS(Graduate Program for Area Studies) 국제학,
국제지역학 관련 전국
개교 전문대학원과 지역연구 활성화사업 공동 운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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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TPP, RCEP 등 Mega FTA가 최근 세계적인 이슈로

저유가 장기화에 대응하고 신흥국의 정치적 상황

떠오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

변동을 예의 주시하는 등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의

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ega FTA에 대한

판도를 예측함으로써 신흥시장과의 보다 효과적인

세부 대응전략을 연구하고 한·중, 한·인도, 한·EU FTA

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등 주요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 및 이행 평가,
재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몽골과의 산업·자원·통상 분야 협력강화 방안 연구
•저유가에 대응한 신흥시장과의 통상협력 강화방안 연구

•TPP 종합영향 분석 총괄연구

•중미 카리브 신흥국과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연구

•FTA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활용률 제고전략

•한·카타르 무역확대 및 에너지·건설 분야 실무 T/F 운영

•한 ·EU FTA 교역효과 분석 및 한·EU FTA 활용극대화

•신경협 로드맵에 기초한 신흥국과의 협력방안

방안 연구

•한·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방안

•한·중, 한·베 FTA 영향 평가

•한·중앙아 포럼의 평가와 비전

•한·싱, 한·인도, 한·아세안 FTA 이행상황 평가

•제6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Mega FTA 이행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전략적 공동연구
- 2009년도 경제적 효과 분석 업데이트
- ‘스파게티 볼 효과’ 분석

23

KIEP 2015 연차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ODA의 연계방안에 관해 연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ODA 사업 수행에 필요한 평가
체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ODA의 실효성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환경상품 자유화
대응방안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의 기후재원 및 기술의제
논의동향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맥락에서 이행수단 지원의제
대응방안 연구
•과학기술·ICT ODA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한눈에 보는 KIEP•국가정책과 함께한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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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등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16~2020) 공동연구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T/F에

•AIIB 가입 계기 아시아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활성화

참여, 세계경제 현황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방안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원/엔화 환율변동과 한·일 무역 관계에 대한 연구용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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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한중일 디지털시장 통합을 위한 협력방안
•OECD 무역위 서비스무역·현지화 무역장벽·국영기업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
•세계한상대회 발전방안 연구용역

정부 및 통일준비위원회에 보고 또는 발표를 통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 관계 안정화

이끌어내고 지원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통일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 분야 한·독
국제 공동연구
•북한과 GTI 경제협력 강화방안
•통일 후 북한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16~2020) 공동연구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방안
•한·미 산업협력 대화 활성화를 위한 유망 협력분야 발굴
및 협력방안 연구
•한·미 및 한·EU FTA 노동장(章)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 연구

한눈에 보는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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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요 활동
국가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집중했던 한 해의 기록을 돌아봅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쉼 없이 연구하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KIEP의 2015년을 돌아봅니다.

2015.

1

21

22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표단 방원: KIEP-EAI-한국경제매거진: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발전방향,
역할 확대’ 포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논의

2015.

2

26

연구 분석능력 강화교육:
Financial Programming and Policies

13

2015 제1차 유라시아 연구포럼: 유라시아 협력환경의 변화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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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4

6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동향과
한국의 전략

세미나: 한반도 통일 전망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

13

26

KIEP-터키경제정책연구재단
(TEPAV) 세미나:
Sharing Experiences in G20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urkey

KIEP-카자흐스탄 경제연구소(ERI): 제6차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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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

10

KIEP-기획재정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초청간담회

KIEP-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
한국 FTA 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통상정책 기조의 모색

23

KU-KIEP-SBS EU센터
연례학술회의: 유럽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28

KIEP-외교부: 한미동맹 비전 그룹
(KOR-US VG) 세미나

KIEP-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
한국학연구소(USKI) 이사회 출범식 개최

2015.

5

21

KIEP-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The 3rd Korea-Iran Forum

26

28

KIEP-한국국제금융학회
세미나: 뉴노멀 시대
중국의 성장전략과
한국의 대응

KIEP-일본 재무성
정책연구원(PRI)중국 사회과학원(CASS)
한·중·일 정기 세미나

KIEP-한국국제금융학회 세미나:
뉴노멀 시대 중국의 성장전략과
한국의 대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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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11

KIEP-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 제10차 공동 국제세미나:
수교 25주년, 러시아 경제와 한러 협력-새로운
과제와 전망

KIEP―아시아태평양 EU학회(EUSA-AP)
국제학술대회: Is the EU Still a Model for Asia-Pacific
Regional Integration?, The EU as a Development Actor
and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15

16

KIEP-단국대 GCC연구소-팔레스타인
경제정책연구소(MAS) 세미나: Towards
Broad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Palestine

KIEP-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Korea-Russia Joint Workshop
on the Roadmap for Economic Cooperation

23

24

25

KIEP-산업통상자원부: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정책 세미나

제2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유라시아 진출 협의회
해외로드쇼: 한국-몽골 미래를 향한
도전 정책토론회

북경사무소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중국경제 뉴노멀과
한·중 FTA 시대의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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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

7

KIEP 외: 미국서부경제학회
제90차 국제학술발표대회
(WEAI 90th Annual Conference)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
글로벌 경제 현안과 한국이 직면한
3가지 도전

2015.

8

13

14

27

30

14th Annual U.S.-Korea
Opinion Leaders
Seminar(OLS) 개최

KIEP-중국국제문제
연구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국제세미나

중국 태평양경제협력
위원회(PECC) 대표단
방한 간담회

KIEP 외: Trade Policy
Research Network Conference
and Asia-EU Roundtable

2

7
KIEP-한국경제연구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Korea and
World Economy XIV)

KIEP-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AMR) 제13차
KIEP-AMR 공동세미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가져올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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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7

18

24

KIEP-한국국제통상학회-베트남
국립타이응웬재경대학(TUEBA) 세미나:
FTA 시대의 한·베트남 통상·산업
협력의 새 방향

KIEP 외: 한·중 FTA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통상정책 방향 세미나

KIEP 외: UN 2030지속가능발전
어젠다와 한국: 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 개최

4

9

제11차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The 11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향후과제

KIEP-대한상공회의소-한·브라질 소사이어티
(KOBRAS) 제4차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브라질의 진출환경 변화와 업종별 진출방안

9

18

KIEP-기상청 세미나: 저탄소 경제를 향한
글로벌 협력방안(Toward a Low-Carbon Economy:
Ways to Enhance Global Participation)

KIEP-한독경상학회-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국제학술대회: Exploring Growth
Potential in the EU and Korea: The Way to Sustainable
Growth and Stabl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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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6

Mega-FTA 시대의
FTA 효과분석 방법론

KIEP-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카네기모스크바센터:
수교 25주년, 유라시아의 부상과 한-러 협력의 미래 라운드테이블 개최

7

13

2015 서울국제도서전(SIBF) 참가

KIEP-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 한-독
통일경제정책 네트워크 세미나: 독일 통일 25주년
-동독지역의 발전상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14

15

KIEP-산업통상자원부 세미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및
RCEP 시대의 도래와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 산업 육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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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IEP 외: 제2회 2015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2015 KAAS Conference - KIEP and
Associations of Area Studies Conference):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과 신흥지역의 미래

26

28

KIEP-외교부 제6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Development Cooperation in Public Health between
Korea and SAARC

세미나: 북한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2015.

11

4

10

KIEP 외 농업·농촌의 길
2015 심포지엄:
‘격동하는 세계 통상 질서와
한국 농업의 길’

KIEP-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A New Paradigm for the World Trading System

한눈에 보는 KIEP•2015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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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2015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 The Changing
Landscape of Trade Negoti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Asia-Pacific

세미나: 북한 경제개방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2015.

12

21

25

2015 KEEP(KIEP Emerging Economies Pathfinder)
프로젝트 온라인 탐험단 2기 멘토링
간담회 개최

KIEP-Centre on Asia and Globalisation(CAG)-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Second Policy Dialogue on the
Development of Russia's Siberia and Far East 정책 대화

1
KIEP-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주아세안대표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대상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세미나

제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2016년 세계경제전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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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EP-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

9

10

KIEP 외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 세미나: 유라시아 시대 한·유라시아
협력의 미래 비전

KIEP-이슬람 법학회 제3회 KIEP-한국 이슬람 법학회
공동 세미나: 국제유가 하락과 중동 경제의 향방
-이슬람 금융의 미래

17

18

세미나: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협력

KIEP 외 제7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대회: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발전과 전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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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살아 있는 세계경제를 연구합니다
세계경제 동향을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외의 수많은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 국제세미나, 연구인력 상호교류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KIEP와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성과

2015년 신규
국내

19건의 MOU 체결

11건

현재 유효 MOU

국외

8건

74건

국제(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및 활용

12

총
명의 해외 유수 연구기관
방문학자, 저명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 수행

6

총 명의 연구인력이
국제(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업무 수행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동연구

국내외 전문가, 해외 방문학자, 국내외 MOU 체결기관과
총

49건의 협동연구(13%가 해외연구자) 추진

•26건(53%)

474명의 대외경제전문가풀 구축
(내부 110명/외부 374명)
- 총 69회 회의주최

-

•23건(47%)

KIEP 2015 연차보고서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

43건의 국제세미나 개최
총 39명의 연구인력 참여
총 94회 발표 및 토론
총

90건의 국제세미나 참여
총 36명의 연구인력

총

발표, 토론, 자문 진행

국제공동연구 수행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유엔개발계획(UNDP),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로부터
총

5건의 수탁연구 수행

세계은행(World Bank)을 포함한

15개 기관 전문가들과
총 8건의 공동연구 수행

주요 국제도서전 참여

주요 국제도서전에
영문발간물 위탁전시
(뉴델리, 도쿄,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과달라하라 등)

2015 서울국제도서전에
KIEP 연구보고서 부스전시

65,000여 명 참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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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로 소통하는 KIEP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통해 연구성과를 세계에 확산시킵니다
지식공유 시대를 맞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KIEP는 온라인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모든 지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성과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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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해외 방문자 수

114,637명
영문 KIEP NEWS 게시판 운영을 통해
연구원 활동 해외 확산

75건의 콘텐츠 제공,
2,222회,
평균 조회수 296회

영문웹진 KIEP Newsletter
발간양식 개편

140개국
7,200여 개처에
제공

총

최대 조회수

연구성과물 게시 건수

421건

2015년도 World Economy Update 등

26건 발간(영문 홈페이지 게재),
총 조회수 40,080회
(건당 평균 조회수 1,540회)
총

※ 모든 연구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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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대비 달성율

연구원 SNS
채널 운영
120
%

102
%

149.7
%

194
%

100
%

방문자수

220,735명
좋아요

3,588명

팔로워

3,391명
좋아요

페이스북 운영

101
%

102.7
%

93
%

99
%

트위터 운영

블로그 개설

100
%

100
%

연중

연중

CSF 웹사이트
개편 완료

EMERICs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

페이지뷰 누적

3,297,117건

DB 누적

122,085건

페이지뷰 누적

1,252,590건

DB 누적

146,418건

1회

CSF
웹사이트 운영

EMERiCs
웹사이트 운영

1회

175명

11회

영문 페이스북 운영

온라인 이벤트 진행

지역정보
전문포털 운영

한눈에 보는 KIEP•뉴미디어로 소통하는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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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진
메일링 서비스
KIEP 홈페이지 및 지역정보
전문 포털사이트를 통해
총

12종, 543건의

KIEP와
함께하는
경제용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18건

125건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외부 네트워크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정부/공공기관: 미래부 기업지원플러스(G4B),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지원포털,
국립중앙도서관, KOTRA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학술전문 DB: DBpia, 교보스콜라
•정보포털: 다음, 네이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EAER)
홈페이지 운영: JEAI에서 명칭 변경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유지, 온라인 영문
논문투고심사시스템(ACOMS 4.0) 도입,
CrossRef, SSRN, Thomson Reutersʼ Emerging
Source Citation Index(ESCI) 등

14개 해외 유명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재

대외 수상 실적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우수참여기관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발간자료 서지 데이터

8,000여 건을

정책수립 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
연구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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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만나는 KIEP
국내 최고 연구기관으로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공신력을 중요시하는 언론 보도에서 KIEP의 연구성과 및 활동상을 인용보도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춘 KIEP의 연구성과는 신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015년

4,414

2014년

2,553
572
258

일간지(발행부수 기준 10대 일간지)
기사

188

209

206

방송(라디오/TV)

89

주간지/월간지

21

66

기고문/칼럼

170
18

해외 언론
1,591

409

2,696

561

기타(10대 일간지 외)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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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5. 12. 30 / 158면
연구진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인하대학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
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게 유지되었다. 낮은 변동성의 지속
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
을 감수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2009년 이후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
입되는 국제자본 흐름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
흥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국
내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왜곡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향후 자본유출 압력이 강해지면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이 초
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통화정
책을 정상화하면서 자산가격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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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에 대한 유
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흥국 자금유출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살펴보았으
며, 새로운 정책대응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신흥국 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는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이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가격변수 변동성(VIX) 및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차이(스프
레드)가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금리 수준만을 조절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급격
한 자본유출입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응을
국가별 정책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와 보완해야 할 부분을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 제5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
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ABR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입은 글로벌 요인(push factor)
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 수취국(recipient country)
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동성의
수준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유입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본유출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시 적
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 IMF 긴급자금인출 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거주자의 해외자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용대상을
은행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등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
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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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5. 12. 30 / 208면
연구진
최낙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박순찬 공주대학교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
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
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
은 생산 과정들이 지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글
로벌 가치사슬 활동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무역
과 투자뿐 아니라 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
터서비스와 같은 가치사슬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그 밖의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부가가
치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
록 해당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가
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생
산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등과 같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 금융·통신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가치사슬 네트
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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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
산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
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
업별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
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Stehrer(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최낙균,
한진희(2012), 정성훈(2014), 윤우진(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수출부
가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수출부가가치를 국내부가가치, 환류된 부가가치, 제3국을 통
한 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등 구성요소별로 분해한 제2장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국가별 네트워크 구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
다. 또한 1995~2011년 사이에 주요 산업별 가치사슬 구조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국별 및 산업별 비교우위를 측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국가간 중간재의 교역이 총수출

(gross export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국간 총수출이 아닌 수출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
께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
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분해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
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이래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
는바,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
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욱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
가가치율이 높은 생산공정 및 직무를 맡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
히 우리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발맞추어 부품 및 소재 등 중간
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국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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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업그레이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별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기타 개도국, EU, 미국, 일본 등과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
속, 도소매·운송 서비스, 금융·통신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중간
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
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수출부가가치
의 증가에 기여하며, 재화 오프쇼링은 중간재에 비해 최종재 수출부가가치
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부가가치
에 거의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심화됨으로써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외국
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 못지않게 효율적인 서
비스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13.9%로 전 세계 평균(21.7%)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미국(34.5%), EU(33.6%), 일본(21.1%)은 물론 중국(14.4%)과 인도

(22.9%)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수출부가가치에 대
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운송기기산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
나며 그 다음으로 기계(27.7%), 금속(27.2%), 전자(27.0%), 화학(25.3%),
섬유(19.2%)의 순으로 나타난다.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운송기기산업을 제
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크게 낮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에는 세계 평
균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1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자
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기업
의 생산활동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주요 선진국 수준
으로 낮춰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확
대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파트너로서 국내기업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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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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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
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
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
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으로
는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
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
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
기구의 관련 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
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
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보호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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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
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
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이용
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용
이하게 하면서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
야 한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 동
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
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
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
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
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
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
여, 단기적인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
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
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
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
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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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
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
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
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규제개혁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
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제3장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
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
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평가하였으며,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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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
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
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
치가 충분하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 분
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
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
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
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 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
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
의 추진체계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고려로 추구
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
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
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
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
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
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
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업융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
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
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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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urmounting
Global Challenges:
Creative Response!

2015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
느 해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슬기로운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KIEP
는 연구원 및 연구 분야를 통틀어 ‘Surmounting Global Challenges: Creative

Response!’라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경제의 물길을
한국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는 데 역량을 결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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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진경제의 위협요인 및
내수침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분석

선진경제는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유럽 및 일
본 경제는 여전히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어서 선진경제의 위협요인을 정책, 실
물, 금융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미국의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미국경제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는 선진경제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더 많은 경기위축
요인을 안고 있어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
흥경제의 정책대응 및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무역증가율 하락, 부채 증가, 분배 악화 등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영향에 대
해 연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안정한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
적으로도 내수침체라는 불안요인을 안고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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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FTA 시대를 위한
신통상정책 수립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선제적 연구

2015 연구성과•2015 연구사업 목표

2015년 국제무역·통상의 화두는 메가(Mega) FTA(Free Trade Agreement)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선진국 주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Mega FTA가 기존 양자 FTA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며, WTO 다자통상체제 및 21세기 세계무역의 흐름에 주는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자 FTA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Mega FTA 확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점차 심화·발전되고 있는 Mega FTA의 흐름을 WTO 중심의 다자
무역질서와의 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관련 핵심 이슈를 선정·분석함으로써 Mega FTA 시대 우리나라의 신통상정
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세계무역은 ‘made in world’로서 최종재 무역을 포함한 중간재 무역에
서 부가가치교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 이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통상·투자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결정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별 결정요인, 중간재 및 서비스무역 흐름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역·통상·투자 분
야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자협력, 통일기반 구축,
중국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향 제시

동북아경제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통일기반 구축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정책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시
도하였다. 이에 한·중·일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북한무역
의 변동요인과 영향,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중 경협, 중국과 베트남의 금
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연구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수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에 대응한 소비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
경제의 중속성장과 한·중 경협,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
응방향,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사례를 통해서 본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
략의 변화와 시사점,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과 지역별 협력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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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역내
지역경제통합 연구 및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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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분야에서는 역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지역경제통합 동향
과 주요국의 구조개혁 및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
응방안과 전략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
운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5년 국제통상의 흐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Mega FTA 성
격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다 2015년에는 TPP, RCEP 등의 타결 또한 상당
한 진전이 예상되었으므로 새로운 역내 경제통합 구도를 감안한 전략적 연
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국들의 경
제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FTA의 타결에 따른 역내 구
도 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신흥국들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역
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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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유라시아 분야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상황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조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남미, 러시아·유라시아, 중동, 아
프리카 신흥국의 정치·경제 리스크 및 투자환경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
책대응 및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제상황과 재정·통화, 통상,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정
책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정치·경제 리
스크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對)EU,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구미·유라시아 지역의 주요국별·지역별 투자환경과 성장 유망
산업을 분석하고 산업현대화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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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업구성과 실적
KIEP의 사업구성과 2015년 사업별 주요 실적을 살펴봅니다
2015년 KIEP는 기본연구, 수시연구, 일반연구, 수탁연구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연구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 신흥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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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구사업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고, 원내외 수요에 따라 사회적 환경,
국정과제, 정부시책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발굴한 과제에 대한 연구

수시연구사업
정부부처의 요청이나 자체 발굴을 통해 정책 현안을 시의성 있게 수행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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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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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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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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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1,840
수시연구

1,612

239
기본연구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

7,067
단위 : 백만원

15,196
기관고유사업

1,804

수탁용역사업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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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연구성과를 담은 다양한 출판물에 통합디자인을 적용하여
기관 이미지와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세계경제와 통하는 한국경제의 문’

훈민정음을 연상케 하는 한국적 창호는 세계경제를
향해 열린 ‘문’을 상징하고 있으며, KIEP의 약자를
표현한 타이포그래피는 한국경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KIEP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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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문별 연구성과
폭넓은 지역,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한 2015년 연구성과물입니다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온 KIEP.
그 연구의 결과물은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거시금융연구
무역통상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구미·유라시아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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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시금융연구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변동성이 높아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세계 각국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거시금융연구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안화 역외 허브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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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2009년 이후 초저금리 현상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가격변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 l 158면
연구진
강태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임태훈 자본시장연구원
서현덕 인하대학교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동성으로 인해, 국제자본유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
동성이 증가하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의 순유출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향후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
본흐름 관리정책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국은 이에 대한 대
응방안으로 자본이동 관리방안 및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주로 외환건전성 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주식 및 채권 투자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중 자산
지준제도(ABRR)와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CCyB)를 비교 분석한 결과, 특
정 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부문 고유충격에 대해서는 자산지준제도가 더욱
효과적이며,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기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에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입은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
으며,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도입 중인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을 실
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본유출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시 적용할 수 있
는 수단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 IMF 긴급자금인출 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자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용대
상을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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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적 및 내용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나라 산업
분 류

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152면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연구진
최혜린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한민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황운중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김수빈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
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입은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데,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은 더 큰 매출액 증가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높여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사
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는 국내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
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
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 효과적인 매칭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
장의 수급 균형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
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
보장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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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2015년 11월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24면
연구진
한민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임태훈 자본시장연구원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김영선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이상 편입되면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에 발맞춰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며,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금융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조성은 해외 금융서비스 수요 유치 및 해외 금융사의 국
내시장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
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과 각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사례와 같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
하되,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대신 외환위
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거래와 같이 위안화 청산 결제와 관련된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
수한 중국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RQFII 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금융기관
을 선별하여,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이끌어주는 동
시에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은 물론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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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es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연구 목적 및 내용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
분 류

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

Policy Analyses 2015. 12. 30 l 96면

된 내수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

연구진
황운중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문성만 전북대학교
안태현 서강대학교
김수빈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김준엽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연구원

들의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하였다.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 및 가
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되
었으며, 특히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부진하게 된 이유는 수출을 주도했던
대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를 높이면서 국
내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가계
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
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는 노동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장기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중
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
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
제개혁 등 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자구
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계
소득 증가를 실현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정
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
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KIEP 2015 연차보고서

65

연구자료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본 연구는 미국의 금융정책이 중국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한중간 교역에 미
분 류
연구자료 2015. 12. 30ㅣ62면
연구진
GANG Jianhua Renmin University
QIAN Zongxin Renmin University
ZHANG Chao International Monetary
Institute of Renmin University
ZHANG Jiarui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국과 한국의 환위험에 노
출된 이자율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급격한 역외 위안
화의 가치 절하는 중국 국내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본통
제의 효과 측면에서 역내외 환율 스프레드의 확대도 초래하는데, 이는 역내
위안화 환율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달러화의 평가 절
상은 단기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환위험으로 인
해 교역의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 무역
결제수단으로 달러화가 아닌 지역의 통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Working Paper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sical Growth
본 연구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물적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가와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근로자의 최적 투자
분 류
Working Paper 2015. 9. 4ㅣ38면

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제의 장기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경제성장모
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자본가나 근로자가 동시에 각각 물적 자본과 인
적 자본에 투자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나 경제주체 중 한

연구진

쪽만 투자하거나 물적 및 인적 자본축적이 모두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성장

김세직 서울대학교

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성장모형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성
장률이 0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양(陽)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독
점제한정책과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자들의 생산성 수준으로 다시
증가시키는 정책은 인적 자본 축적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투자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저축을 통한 물적 자본
축적에 대한 투자수익률 역시 높여줌으로써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역통상연구
선진국의 주도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Mega FTA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제무역통상 분야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무역통상 및 투자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결정 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 요인,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의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국제무역과 통상관계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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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08면
연구진
최낙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박순찬 공주대학교

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 잡게 되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산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
책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업별로는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가 살펴보고
자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
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
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래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되
고 있는바,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국가별산업별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을 위한 재화와 서비
스 오프쇼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
조업 분야 못지않게 효율적인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국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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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 l 158면
연구진

적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
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
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포함하였다.

김종덕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장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비스무
역제한지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정책 범주별 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무역의 제한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 범주와 인력이동 관련 정
책 범주의 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제한사항에 비해 시
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규제 이질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
다. 서비스 분야의 제도나 법률은 완전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
라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간 규
제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보다 국내의 경쟁정책이나 행
정적 부담 및 정책투명성 등이 서비스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도 이와 같은 국내정책 범주의 제한수준 개선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
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통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시
나리오를 사용하여 서비스분야의 제한수준 개선과 개방의 확대가 GDP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관심 국가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변화는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
국과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도 생
산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KIEP 2015 연차보고서

69

연구보고서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3국간 경쟁구도 속에서 비교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174면
연구진
배찬권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김영귀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장
금혜윤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lley and Pakes(1996) 방식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한중일
비교를 통해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으로 평가한 3국간
경쟁력의 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조망하였다. 이와 함께 3국의 기술적
효율성과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미시적 결정요인도 알아보았다. 또한 수출
통계를 통해 한중일간 수출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
에 대해 분석하였다.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TFP 프런티어와 이
에 대한 한중일의 기술 추격속도를 추정한 후 3국의 산업별 TFP의 장기적
추이를 전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성은 정확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
으며, 일본과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술
적 효율성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프런티어에 가까운 산업은 화학
과 정유산업뿐이다. 수출경쟁력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유산업 이외에 확실
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은 없으며, 운송기기와 화학산업은 일본, 전기·
전자 산업은 일본,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시장점유율 변
화를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화학과 기계산업에서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의 점유율 상승이 예측될 뿐,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으로
모든 산업에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정책 지원,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 한중일 경쟁구도의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장
단기 전략의 차별화,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
의 실효성 확보, 창업 역량 및 지원 강화, 그리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극대화 방안 모색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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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연구 목적 및 내용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 l 202면
연구진
이승래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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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박지현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이준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이주미 KOTRA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
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
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
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
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
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
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의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에 따라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FDI 유치를 보
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
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도
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
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 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
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 발달 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
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
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
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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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he Distribution of Optimal Liquidity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본 연구에서는 Han and Lee(2012)에서 논의되었던 ‘최적 유동성(optimal

liquidity)’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장하였다. 유동성이 가계의 효용함수뿐
분 류
Working Paper 2015. 12. 28ㅣ40면
연구진
표학길 서울대학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송새랑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만 아니라 생산함수의 투입요소로 포함되는 DSGE 모형을 고안하여 충격
반응분석을 단행한 것이다. 그 결과 TFP 증가에 따른 대부분의 주요 변수
들의 반응은 Bhattacharjee and Thoenissen(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
면 정책 이자율은 역 U자형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화
량의 증가를 반영한 ‘cash-in-advance’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최적 유동성의 절대량뿐 아니라 유동성의 총량이 소비자와
기업들에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문제 역시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결정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
석을 단행하였으며, 생산자 부문의 유동성 소유 비중이 높을수록 GDP 성
장뿐 아니라 GDP 성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북아경제연구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에 발맞추어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북아의 한 축인 북한의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 통일연구로서 통일 이후 북한재건을 위한 해외재원 조달 및 금융개혁 등
북한의 미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이 투자 위주에서 소비주도형으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대중교역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과 환경시장 분석 등에 더하여
중국의 사회, 교육, 법제도, 지역발전 등을 중심으로 중국종합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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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적 및 내용
북한무역의 과제와 발전방안 모색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 할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7. 10ㅣ174면
연구진
임호열 동북아경제실장
최장호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방호경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임소정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김준영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주셴핑 지린대/
지린성두만강국제협력학회
진화림 중국 옌벤대
정은이 경상대학교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북한무역의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1차 상품 비중과 중국의존도가 높아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하며, 물량
변화로 인한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무역의 확대는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인한 것이며, 중국의 관세장벽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무역은 자국의 경제규모보다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
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임노동력
을 활용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 러시
아와 함께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개혁을 측면 지원하여야 한다. 아시
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북·중·
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한 가운데, 관련국들이 협력하여 개별 국가가 감당하
기 어려운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공동 개발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
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무역통상 분야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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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34면
연구진
노수연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오종혁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박진희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이한나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2012년 최초
로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중국정부의 지원 속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이 서비스시장 개
방을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수동적 입장
에서 이제는 TPP, RCEP 등 다자간 협력시대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를 활용하며,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개방방식에서 변화
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상하이 자유무역시
험구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를 분석한 결과, 국유대형기관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있고, 글로벌 기업
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서비스업
의 보수성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의 개
방조치를 참고하여, 분야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시험구 조치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정책변동이
잦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국내기업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부문별로 개방 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개방
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
한 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국기업과의
교류 플랫폼이자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하되,
선진적인 경영제도를 상하이 시험구에 이식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배타
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점도 적
극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별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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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연구 목적 및 내용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 이후,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10%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08면
연구진
이장규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김부용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최필수 세종대학교
나수엽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김영선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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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중국정부가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하면서, 가계저축률 축소전략,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 소비구조 변화전략 등 다양한 소비촉진정책을 펼쳐왔으나, 내수
시장이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고 있어 이미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가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
고 있으며,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하였다. 소득불균형 심화 외에도 인
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이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
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규 수
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현재 대중 투자의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향
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 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
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
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전략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
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76

2015 연구성과•2015 부문별 연구성과_ 동북아경제연구

연구보고서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
분 류

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질오염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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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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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김홍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승은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최지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별 추진상황 및 특징,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지역별 환경시
장 진출 확대방안 및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환경업계의 사업 추진방식 및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관
시’ 등을 확보하고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발굴이
필수적이며,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정부 차
원에서 추진되는 환경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및 공공기
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중 FTA 환경 분야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신
규 환경시장에서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한국 환경업체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으로 외
환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 차원에서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기반을 마
련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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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자국 산업을
분 류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비관세조치로 인한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20면

무역비용의 상승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될수록 그 상승폭이 커질 수 있

연구진
최보영 동북아경제실 협력정책팀
부연구위원
방호경 동북아경제실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이보람 동북아경제실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유새별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음에 따라 본 연구는 부가가치 통계를 활용하여 한·중·일의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중·일의 TBT와 SPS 조치가 무역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3국의 TBT 및 SPS 조치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상안을 제시하고 채
널 내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을 밝혀내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으로 각국의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3국이 함께 논의할 쟁점
으로는 표준과 기준의 조화,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가 있다.
첫 번째 쟁점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
속적인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 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외에도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제도 및 생산자시
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
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 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
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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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북·중 경제협력의 추이를 분석하여 2012년 이후 중국경제의 성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50면
연구진
최장호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김준영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임소정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최유정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장둔화와 함께 시작된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양국의 경제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 다자와 양자의 측면에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북·중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질적
인 변화를 보이며 일반 무역 위주에서 산업적 연계를 보이는 분업체계 형
성으로 성장하였다. 2012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이후 중국 동북3
성과 북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서 앞으로 두 지역의 산업적
연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은 남·북·중·러 다자협력
을 통해 북한지역 개발과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남북 양자협력을 강
화하여 남북간 분업체계 역시 형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시사점
북·중 분업체계 심화는 북한의 시장화 촉진, 국제수준에 준하는 법과 제도
개선, 외부사회 노출 확대 등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경제난 해소,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남북의 경제격
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며, 북한의 산업이 중국 동북 3성의 산업과 연계되면 연계될
수록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다. 한국은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도 모색하여야 한
다. 남·북·중이 다자협력사업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등 IT 분야 협력과 중
국 단둥시 호시무역구에 공동 투자를 검토해볼 수 있다. 또 남·북·중·러 다
자협력사업으로 한국의 부산, 북한의 나선,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
보스토크를 연계한 나진항 개발사업과 북한의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
재가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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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연구 목적 및 내용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분 류
중장기통상전략 2015. 12. 30ㅣ188면
연구진
임호열 동북아경제실장
김영찬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초청연구위원
방호경 동북아경제실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김준영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은
약화되었고, 2009년 화폐개혁으로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여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외화통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
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은 개혁 초기 대체
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
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 반면 베트남은 개혁 초기 낮은 성장률,
대외 고립, 1985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문제됨에 따라 2013년에는 자산운용공사
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
한 상태이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
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해 놓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과
실행,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 중요하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된 자금조달원인 예금
이 확보되어야 하며, 초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
부터 엄격한 대출심사, 담보제도 마련, 감독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재정상황,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자금 충당의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
할 때 초기부터 국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한의 시
장·공식 환율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중환율의 빠른 해소가 긴요하며, 모
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
융시장에의 접근을 통해 외화자금 확보,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을 통한 금
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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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분 류
중장기통상전략 2015. 12. 30ㅣ180면
연구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석기 산업연구원
김석진 통일연구원

특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특구 개
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
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
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제시하고자 실시되었
다. 북한 실정에 적합한 특구·개발구 개발방안과 외부의 지원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중국 또는 남한 정부와 북한당
국이 함께 협력하는 국제공영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
안임을 밝히고 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을 위해 북한의 공무원, 경영기
술생산 인력을 상대로 한 지식전수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북한산 상
품에 대한 무역정책상의 특혜 제공, 북한의 특구·개발구를 해외와 연계하
기 위한 인프라 개발협력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경제 특구·개발구와
관련된 북한의 역량 강화,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여건 개선,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외부세계의 참여 촉진을 제안하고 있다. 단기 지원방
안으로는 주변국 정부 및 해외 NGO, 해외 진출 국내기업 등과 협력해 우
회적비공개적으로 지원하되, 중기에는 단기와 달리 북한의 경제 특구·개
발구 인력 양성을 직접적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장기 지원방안은 남북중, 남북
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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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통일에 드는 비용 중 국제 공적부문과 국내외 민간부문이 단독으
분 류
중장기통상전략 2015. 12. 30ㅣ288면
연구진
장형수 한양대학교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박춘원 한양대학교

로 또는 협력하여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과 통일 임박 시기를 포함하
는 남북통일 과정 전체에서 볼 때, 상업성이 없어서 민간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문 및 프로젝트에 공공재원이 참여하여 정치적 위험 등을 부담하
는 민관협력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경제 재건비용 조
달에서 국제 민간부문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 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 네트워크를 가
동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며,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을 벤
치마킹하여 북한 개발에 국제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

(DFI)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남북통일과정에서 해외재원 조달을 위한 우리 정부의 최우선과
제는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벌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 중반대로 들어
서고 있어서, 독일 통일 임박 시기의 서독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독일이 해외재원 조달 없이도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조달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독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세계 3위
의 경제력이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경제를 최대
한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
여 국가채무를 GDP 대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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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2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
분 류
중장기통상전략 2015. 12. 30ㅣ188면
연구진
데이빗 달러 브루킹스 연구소

양국 모두 계획경제 체제를 운영하였으나, 과거로부터 벗어나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비준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금융제도의
전환, 즉 단일은행제도에서 실질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시장에 기반을 둔
시장지향제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각 국가의 금
융제도 개혁은 개혁 전반에 중요한 요소이며, 어려운 동시에 리스크에 쉽
게 노출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 금융개혁의 성과, 유사점,
차이점 등을 조사하여 다른 개발도상국 및 북한이 배울 만한 점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업은행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 모두 상업은행
의 기능을 중앙은행에서 분리했으며, 다수의 국유상업은행을 설립했다. 개
혁 과정에서 두 나라는 은행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오늘날까
지도 국가가 은행의 과반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금리 측면에서 베트남
의 경우 금리 자유화에 실패했고, 중국은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통제했다.
북한의 경우, 개혁 초기에는 금리를 통제하면서도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
플러스로 유지해야 하며, 중국보다 빠르게 유연성과 시장결정적인 금리를
도입하되, 개혁 10년은 지난 후에 해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를 외국인직
접투자에 우선 개방하여 투자 경험이 많은 다국적기업이 금융시장에 안정
과 경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폐 절상 방지를 위해 외환보유
액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전환경제의 금융개혁이 갈 길은 6無(No)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은행위기(banking crisis),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double-digit

inflation), 마이너스 실질금리(negative real interest rates), 화폐 과대평가
(over-valued currency), 증시 버블(stock market bubble), 핫머니 유출·입(hot
money inflows)을 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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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연구 목적 및 내용
중·북 경협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포함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분 류
중장기통상전략 2015. 12. 30ㅣ210면
연구진
찐 저 요녕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쉬원지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위즈쌴 심양사범대학교

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
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북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대북 농업협력
을 통한 북한의 현대적 농업경제 건설, 대북 인프라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
제발전 기반 마련, 대북 경제개발구 건설 지원을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촉진,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한 북한의 국제 경제협력 참여 지원, 북한의 시
장경제 인재 양성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후 북한
을 읽는 핵심 키워드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당국이 내놓고 있는 새로운 경제
적 조치들은 서구적 의미의 ‘개혁·개방’이라기보다는 발전전략의 재추진을
위한 수단이며, 북한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제도, 발전 로드맵으로 공업화
전략, 발전 방식으로 유한개방, 발전 모델로 정부 주도 원칙을 견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집권의 관건기에 들어선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
전과 민생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내를 안정시키면서 점차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대외관계 해결을 중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은 제한적이
나마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적 변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다시 대
외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북한 변혁발전의 기본 로드맵이다. 북한의 대외관
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 개선이며, 북한으로서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현명하게 수행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하
고 동북아협력과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 ‘통일대박’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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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연구 목적 및 내용
남북한의 통일은 통일 한국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예
분 류

상된다.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 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중장기통상전략 2015. 12. 30ㅣ262면

경제성장 둔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에 재도약의

연구진
이누이 토모히코 가쿠슈인대
권혁욱 니혼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
계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도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고전파의 솔로경제성장 모형과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일 이후 북
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프라 정비에 착수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은 짧은 시
간 안에 현재의 한국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 둘째, 북한지역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 수요를 통일 한국의 저축만으로 조달할 수는 없
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자금과 기술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증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상당한 산출 증가를 가
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각국의
산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서의 산출증가 효과가 현저한 미국이
최대 수혜자로 예상된다. 남북한 경제의 통일은 현재의 한국이나 북한의 경
제발전뿐만 아니라 주요 주변국이나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편익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는 주변
관련국에도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므로 관련국들
은 한반도의 평화적 경제통합에 필요한 외교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서로 협
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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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
연구 목적 및 내용
주요 경제자산을 모두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부처가 제반 경제활동을 직접
분 류
중장기통상전략 2015. 12. 30ㅣ174면
연구진
바실리 미하예프 러시아 국제경제연구소
비탈리 슈비드코 러시아 국제경제연구소

관리하는 중앙계획식 경제모델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효율성
이 떨어진다. 과거 이 모델을 채택한 구소련 국가와 중국 등 아시아 사회주
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모델로 전환하였다. 북한에서도 중앙계획식 경
제모델은 공식경제의 악화와 위기를 낳았으며, 그 결과 점차 준시장경제체
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식적인 철폐나 사
적영역의 합법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현재의 준시장체제는 대규모 부
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 및 제도와 1970년대 말의 중
국,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소련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향후 북한의 경제체
제 전환은 소련식 모델을 따라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 담긴 소련의 위기와 체제전환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에
자율적 결정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시장규제를 법제화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적 재산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적공적 재산의 구분을 뚜렷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재산을 사유화하는데 있어서 현실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적 불안정이나 소요로 체제전환 과
정이 정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구체제의 수혜자들을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 기회의 창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계
획식 경제로부터의 전환과 근대화 과정이 곧바로 서구적 정치모델로의 전
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러시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축은 상당히 보수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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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한국사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분 류
중국종합연구 2015. 12. 30ㅣ196면
연구진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승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력 활용 및 이민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
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산업 분야별
인력부족 및 미스매치에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부족한 분야의 노동인력 확보라는 구체
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 실업문제
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준)고령층 간 직종분리 수준 차이가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청년층 일자리는 다른 일자
리로 세대간 일자리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정책 및 시사점
한국의 산업전망 분석과 산업 분야별 노동인력 수급 전망에 비추어 노동력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를 고려하여 외국인력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에 따라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분석과
해당 분야별 필요인력 수급 예측에 따라 선별적 유입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저출산이라는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방안은 노동인력 부족 분야별 유입 가
능한 외국인력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
국인력의 유인요인은 무엇인지 등 구체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외국인력 자원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한국 내 공급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의 노동인력으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민정책 전략 및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내 유학생 중 비중이 가장
높고 인접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비인력자원 1순위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산업노동인력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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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중국은 유아기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
분 류

인으로 교사의 교육수준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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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국가고시 도입 및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기준 제
시 등 유아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연구진
문무경
양미선
이윤진
박원순
주가웅
이민의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상해화동사범대학교
북경사범대학교

리나라의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
을 연구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 및 교원교
육의 핵심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는 것이 정책 현안에 유용한 시사점을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과 실
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유아교원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0 ~2세 영아를 위하여 영아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유아교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에 전면 시
행되고 있는 중국의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한국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보
육교사의 국가고시제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에도 현장밀착형 양성과정을 위한 실습 강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교원 양성교육에 반영하려는 중국 대학들의 노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양성교육과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신장하는 현직연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지혜와 경험을 집
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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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
분 류
중국종합연구 2015. 12. 30ㅣ240면
연구진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허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주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윤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천우 중국제남대학

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
루어지면서 단순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 수요
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
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
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
계 등을 통해 산업인력 공동 양성에 나서야 함을 제안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 따르면 첫째, 중국은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
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으므로,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높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며,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이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
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
여 단계적 추진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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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육상을 통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
분 류

상을 통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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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개
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급과잉 산업의 해외 진

연구진
이주호
김범중
김찬호
김근섭
김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출을 통한 해소, 물류 및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
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AIIB와 자본금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이 창설되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대
일로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순
위 및 이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해외 항만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 국가
별 항만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항만사업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계획을 중
심으로 이와 연관이 깊은 지역의 계획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정책소통, 인
프라 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대 중점정책을 기반으로
서북과 동북, 서남, 연해지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내륙지역 등 4대 권역
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항만투자 우선순위를 분석
하여, 1차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지역과 경제 및 물류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고, 투자 우선지역의 항만투자 세부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항만의 효율적
투자 및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 항만 또는 인프라 투자 전담기구의 설립, 항
만분야 ODA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우리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정부 주도적인 추진, GTO(Global Terminal Operator)
의 신속한 육성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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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분 류
중국종합연구 2015. 12. 30ㅣ232면
연구진
박용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영선 에너지경제연구원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
조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최근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여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해상풍력발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
트시티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공동진출 및 공동 자금조
달, PPP 사업 공동 추진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효과
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해외 경쟁력
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하며, 실증
과정을 거친 기술에 대한 상용화 관련 R&D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
다. 둘째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시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
이낸싱 및 사모투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정부
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추진하거나,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와의 긴밀
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중
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향식 정책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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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
분 류

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중국종합연구 2015. 12. 30ㅣ188면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실시하였
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

연구진
추장민
박창석
서양원
정성운
동잔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국환경계획원

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
스템을 비교·분석하고,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
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은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춘 협력,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
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제도시스템관리기법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정부부문의 협력
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이다. 한중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
를 제안하였으며,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
기관간 양국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도 개선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
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
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
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 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
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
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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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분 류
중국종합연구 2015. 12. 30ㅣ172면
연구진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李先德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여건에 이어 농업 생산과 농산물 소비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을 농산물 교역 추이와 수출입 상
황, 그리고 주요 시장별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간 농산물 무역 동
향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의 주요 내용을 소
개하고 향후 양국간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중국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중국의 현행 농산물 수출정책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 무역 관계는 상호보완성이 높을 뿐 아니
라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시장 주력 수출품목들이 관세 철
폐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만,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
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
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농업기술 진보와 더
불어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가 지속될 경우, 분명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산 농산물의 대

(對)한국 수출은 FT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 확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농업
생산비의 빠른 증가 및 한국의 식물방역법가축위생관리법상의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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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연구 목적 및 내용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
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

분 류
중국종합연구 2015. 12. 30ㅣ316면

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

연구진
이장규
이승신
서봉교
조 철
조고운
이현태
오종혁
양평섭
박진희
정지현
오윤미

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장
(사)한중경제포럼
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북경사무소장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다. 본 연구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고,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
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보고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
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 내
륙지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
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
된다.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
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
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
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
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
다.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
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
요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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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요약집은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
구기관과 함께 기획·수행한 협동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중국종합연구 총서

분 류
중국종합연구 2015. 12. 30ㅣ84면

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연구자들이 한 해 동

연구진
김영란
문무경
강일규
이주호
박용덕
추장민
정정길

요약문을 취합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번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요약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원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 수행한 중국 관련 연구과제를 담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중국 연
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
점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는데, 2015년 중국종합연구는 ① 한·중간 사회·문
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
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등 국내 중국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5개 중점 연구주제에 따라 7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요약집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려 있다.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
원),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육아정책연구소),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항만분야를 중심으로(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
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
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
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다. 앞으로 연구보고서 발간과 함께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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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방식을 내수주도형으
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내수진작책을 추진하면서 가공무역 억
분 류
연구자료 2015. 12. 10ㅣ112면
연구진
정지현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김부용 인천대학교

제, 국내기업의 수입 대체능력 및 생산성 향상, 산업고도화 등을 독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의 대중 내수용 수출 현황과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중 수출 확대방
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내수용 부품·부분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
증하는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 비교우위가 있는 전자·화학 분야의 고부가가
치화 및 상품차별화, 수출품목의 다변화, 대만 및 일본과의 경쟁에 대한 대
응책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료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방
향을 예측하려면 시장메커니즘이 주도하는 비전략부문과 계획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전략부문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연관
분 류

성을 규정짓는 것이 ‘선군경제노선’이라고 보고, 이에 기초하여 2000년대

연구자료 2015. 12. 30ㅣ108면

북한의 경제개혁을 재평가하고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경제정책

연구진

방향을 전망하였다. 전략부문에서의 계획 강화와 비전략부문에서의 시장

임수호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유정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홍석기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화라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전략이 특징인 선군경제노선은 미약한 성과와
부작용, 그리고 당국의 디자인을 넘어서는 시장화를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이름하에 경제개혁 조치를 시
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선군경제노선을 극복해야 한
다. 북한 경제개혁의 미래는 김정은 정권이 선군경제노선의 제약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2015년에는 새로운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구조개혁 및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인도의 산업과 경제정책을 연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남아시아의 국가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신흥국의 산업과 경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 국가와의 효율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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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62면
연구진
김규판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연구위원
이형근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이신애 아시아태평양실 일본팀 연구원

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
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을 한
국의 규제개혁과 비교분석하였는데,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
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
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평가하였으며,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과제의 중복 추진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 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
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하고, 덩어리 규제의 발굴·해
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 국
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
한 검토와 평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
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먼
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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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40면
연구진
조충제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장
송영철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정책이다. 모디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 위
에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신뢰 받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
부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
발을 중심으로 인도경제의 취약점인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총리가 직접 주
요국 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일본, 중국 등으로
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살펴보고, 한국과 인도의 경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및 시사점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350억 달러
와 20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각각 11개와 2개의
전용공단 개발을 추진하고, 고속철도와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
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
가 지속되면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선점 기
회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대인도 정책의 전
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인도의 고성
장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일본 등에 비해 현격
히 뒤처져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단기에 가속화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국형 산
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제안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사항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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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분 류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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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게

연구진
정지원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권 율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장
문진영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장
이주영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송지혜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
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
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입장을 정립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
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
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
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 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
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경
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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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에 따라 AEC가 경제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68면
연구진
곽성일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이창수 경희대학교
정재완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재호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김제국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
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세안 경
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
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CGE 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고,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AEC의 미래가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
향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의 지역생산 네트워크 형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
정책과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
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
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TPP와 같은 Mega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
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
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
타나는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
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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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을 식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48면
연구진
김정곤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나승권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전문연구원
장종문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이성희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이민영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
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
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쟁점별로 살펴보
면, 먼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
는 목표간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 환경에서 기존 규
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에 관해서는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
어 관련 특허,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
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
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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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분 류

이에 본 연구는 동남아 도시화의 현황과 특성,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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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 동남아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진
오윤아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나희량 부경대학교
이재호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금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이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선결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협력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 동남
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남아 각국에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
간정보시스템 등 도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토지소유에 관련된 기초법제 등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토지 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기술적 인프라는 상
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토지개발 방식과 경험을 지
식공유 형태로 동남아 국가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동남아 개도국에 좋은 교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가 공과를 모
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공용수용제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
과 과를 함께 정리하여 현재의 개선방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개발 분야 협력의제를 공용수용 방식뿐 아
니라 환지까지 포함하여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 각
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 활용을 위한 제도 구
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동남아 각국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
립, 표준 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 시행 등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시행했던 제도 구축을 지원
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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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세안 각 국가,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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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서은숙 상명대학교
빈기범 명지대학교

시아, 태국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세안 금융통합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
에서 예상되는 변화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기업의 동남아 진출전
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 보다 특화된 연구로, 아세
안 금융통합이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일관된 체계하에 아세안 주요 4개국을 비교 분석한 내
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금
융회사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주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전략
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전략이
나 혹은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
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는 물
론, 정부의 정책 담당자에게도 매우 흥미롭게 활용될 것이라 예상한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앞에서 살펴본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
세안 진출 현황 및 한계점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은행은 ‘현지화’ 전략을, 금융투자
회사는 ‘글로벌 링크’ 구축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아세안 지
역에서 싱가포르는 도매금융, 나머지 국가들은 소매금융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지 금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국내에 유학 중인 아세안 국가 유학생의 활용,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아세안 지역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
지 법령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
원정책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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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연구 목적 및 내용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
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의 AfT는 다방면에 걸쳐 증가하였다. 한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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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규모에만 초점을

연구진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

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원국과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
발 가입국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
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
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
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

(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원조의 분절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
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
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KIEP 2015 연차보고서

105

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연구 목적 및 내용
최근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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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완중 동아대학교

인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
과 투자는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주요국들이 인도
내수시장에 깊숙이 진입함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수
준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인도 진출 및 향후 대인도 경
제협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 구조 변화 등 인도경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도경제의 구조 변화
및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진출과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도경제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인도 진출 방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진출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인도경제는 수출보다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
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필
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인도는 노동집약적 성장에
서 벗어나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인도
진출전략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 수
출 시 중간재 활용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산기지 및 가공수출 분야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중심 산업에 대하여 수입의존형 산업으로 교
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째,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
점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진출 분야를 선정
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요국과의 경쟁관계가 매우
심화되고 특히 우리 주요 진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한 산업별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인프라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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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탄자니아가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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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어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의 가속화로 발전 잠재력

연구진
김세원
김종섭
박복영
이은석

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사)세계경제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과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취약한 산업 기반과 인
적 역량, 단순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빈곤 문제 등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
에 대한 CPS 수립을 앞두고 중점협력국으로 새로 편입된 탄자니아를 대상
으로 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 환경과 분야별 개발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협력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
점협력이 요구되는 대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분야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작성에 기여하고자 하
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 수원국의 개발정책,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우리의 기존 지원 내용 및 비교우위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
탄자니아 지원은 공공행정 역량 강화, 농업생산성 향상, 교통 및 전력인프
라 개선, 제조업 산업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수립될 범정부 차원의 통합 CPS는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는 우리나
라 기관들에 협력의 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개발활동을 전개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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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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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Daw Cho Cho Thein Yangon University
		
of Economics,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재
력이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
를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 환경
과 개발 수요, 분야별 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전략적 협력 방향을 연구하여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현황 및 개발전략·정책 문서, 개발지표 현황 관
련 자료 등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수원국 정부 관련 부처 및 공
여기관, 현지 사업 이행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협력전략 및 지
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의 차별화를 위한 원
칙과 틀을 갖추고,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국제원조규범에의 부합도를 제고
하며, 한국 원조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미얀마에 대한 CPS는 지역연구 및 기존 원조성과 분석, 지원 목
표와 원칙, 지원 분야 및 이행수단, 포괄적 이슈,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핵
심 구성요소로 하여 한국 ODA의 차별적인 특성과 국제원조규범을 반영하
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단순히 경제성장률 제
고의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 사회, 교육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
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으면서 미얀마의 수요를 최
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무상 통합 원조 중점분야는 △ 농업·농촌 개발 △ 기술직
업교육(TVET) △ 교통·전력·통신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하며 여기에 공공행정 역량 강화 정도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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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ra-household Gender Relations of
Ethnic Minorities in Northern Vietnam
연구 목적 및 내용
북베트남은 정치, 경제 및 국방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주요한 지역 중 하나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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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지정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경제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또한 베트남의 집단화와 탈집단화의 과정에서
개념뿐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성별 관계(gender relations)의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별 관계의 변화는 소수민족 가
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의 탈
집단화와 경제통합이 소수민족 가정 내 성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베트남 농촌의 탈집단화와 경제통합이 북베
트남 거주 소수민족의 가정 내 성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
석하고, 이론 프레임워크(theoretical framework)를 통해 가정 내 성별 관계
및 가정 내 여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본다.

정책 및 시사점
북베트남 소수 민족 내의 성별 관계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지역 당국뿐
만 아니라 정책 수립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
저 북베트남 소수민족 여성들의 노동 참여와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
문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당국은 소수민족 여성들
이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외딴 지역에서 양성평등
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과 개인, 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이라 국가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기업, 커뮤니티
및 원조국가로부터 자원 동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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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단기적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
분 류

목적이다. 환율이나 유가와 같은 단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도의 만성적인

전략지역심층연구 2015. 12. 30ㅣ96면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규모와 노동시장 규모에 비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연구진
이 웅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포함한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를 심층 분석한다.

정책 및 시사점
Lee(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의 한 요인이 인구 고령화라
는 진단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인도와 정 반대인데, 인도가 경
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도의 청년화에 따
른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나라의 흑자기조보다 건전해 보인다. 더불어 최근
의 저유가 흐름은 인도의 경상수지를 GDP 대비 1%대의 안정세로 돌아서
게 했으며, 2015년부터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하였다. 게
다가 2030년에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명목GDP 기준으로도 세계 제3위 경
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왜 우리가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재정립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인도만이 아닌 미래의 인도에 대한 우
리정부 및 기업의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시점
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경상수지, 특히 상품수지 적자는 우
리나라를 비롯한 대인도 수출국들의 불평등한 교역구조 때문이 아니라 인
도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다가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에서 인도의 소극적 자세를 설득하고 한·인도 CEPA의 양
허수준을 적어도 일·인도 CEPA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 협상에서는 인도가 원하는 대한국 망고 수출이나 서비스
인력이동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대인도 수출품목
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얻어내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
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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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국가간 주요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세계경제에서 입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인도에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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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이외에 향후 세계경제를
견인할 신흥국 11개 국가(Next 11) 등 인접한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를 포함한 주요 남아시아 국
가들의 주요경제지표에 대한 장단기 연관성 분석을 통해 남아시아 역내의
경제 동조화(Synchronization)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 정부가 대(對)남아시
아 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기업이 이 지역 진출전략을 세울 때 도
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아시아 국가들(아프가니
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부탄,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주요 거
시경제지표(GDP, 성장률, 수출, 수입, 무역개방도, 물가수준)의 장기 시계
열을 비교하고 각 경제지표의 연관성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정책 및 시사점
남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1/4인 17억 인구를 보유한 큰 시장이다.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를 비롯해 넥스트 일레븐(Next Eleven)에 속
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 국가간 경기변동에 대한 공행성이 거의 없다는 본 연구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전체 지역 차원이 아
닌 개별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편 SAARC 위주의 남아시아 경제통합이 요원할 경우 이 지역 내에서 협
력이 강화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네팔 5개국에 한정
된 통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BIMSTEC(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의 회원국
인 이 5개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대인도 경제협력이 남아시아
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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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연구 목적 및 내용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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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말까지 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
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
징,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
약국 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및 시사점
그동안 취약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개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
호활동 등의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먼저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정립
한 후 각 수원국의 취약 특성에 맞는 국가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한 CPS 수립 시 주요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취약성과 관
련한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를 CPS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CPS와 개별 사업 간의 유기
적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통합적 연계 프
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조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CPS를 작성할 때 취약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프
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주요 선진공여기
관과의 원조 분업과 조화가 중요한바, 분야별 예산지원 및 공동지원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형 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
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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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금 조달 현황과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
분 류

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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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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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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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
간기업과 개발금융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적
극적으로 모색하여 효과적인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수 중점협력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한 후, 우리나
라의 추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재정 건전성, 인적구성 등 해외사업 역량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 해외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정부의 해외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
국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재생에너
지 사업 또는 인프라 사업에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금융자문
기구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의 금융 역량
을 제고하고, 금융조달 방안 및 복합적인 금융구조 도출에도 자문을 제공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ODA를 활용한 우리나라 중점
협력국의 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유망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
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후속사업 및 관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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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Estimating Regional Matching Efficiency in the
Indian Labor Market: State-Level Panel Data
for 1999-2013
본 연구는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이용하여 인
분 류

도의 주별 매칭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별 매칭 효율성은 지역

Working Paper 2015. 12. 30ㅣ54면

별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연구진
이 웅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의 매칭 효율성은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하듯 주별로 상당한 차
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정된 주별 매칭 효율성을 이용하
여 매칭 효율성과 인구밀도 및 매칭 효율성과 노동시장 유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인도의 경우 매칭 효율성과 이 두 변수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나 노동시장 유연성보다 주별 고유의 특성
에 따라 매칭 효율성이 결정됨을 암시한다.

APEC Study Series

WTO Discussion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GATT 및 WTO의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 또
는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을 통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인하되고, 국가
분 류

간 무역이 확대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를 대체하여 무역을 통제할 수 있

APEC Study Series 2015. 12. 18ㅣ112면

는 정책수단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진

TBT, 좀 더 정확하게는 국가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측면 규제조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TBT
통보문과 WTO TBT 위원회의 관련 논의, 특히 특정 무역현안(STCs) 및

TBT 관련 분쟁해결 사례 등에 대한 동향을 APEC 회원경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해소 및 무역원활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전반
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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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of SMEs’ Financing
in the Asia-Pacific: Lessons from the EU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APEC 회원국들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전체 기업 중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분 류
APEC Study Series 2015. 12. 30ㅣ112면
연구진
서은숙 상명대학교

는 중소기업은 혁신사업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보를 야
기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들
은 대기업에 비해 더 큰 자금조달 제약에 놓여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발전
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
정책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금융협력
진행 단계에 따른 자금조달 방법과 함께 APEC에서의 ASIF(가칭)를 구축
하기 위한 액션플랜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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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유라시아지역연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지역, 가나와 우간다 등 아프리카 지역까지
경제협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중심의 사례 분석에서 탈피하여,
브라질의 아프리카 진출 사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협력방안 등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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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50면
연구진
박영호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정지선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박현주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김예진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 해소가 국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에 대한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먼
저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 제반 제약요인들을 살펴보고, 아프리
카 민간부문개발의 지원 의의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
춰 분석하였다. 세계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아
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
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민간부문 개발 지원에 있어 협력
우선 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한 결과, 첫째,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현지 지
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
록 맞춤형 창업지원, 둘째,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
산 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한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 중소규모 산업단지 조
성, 셋째,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불일
치를 해소하는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넷째,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농공 복합단지를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창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종자개발, 비료투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내생적 발전
이 가능하도록 농업 및 농촌 개발 역량의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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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264면
연구진
강유덕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장
이철원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오태현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현진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김준엽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연구원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청년고용의 경우, 청년층 인적자
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
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의 경우,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
을 기록하고 있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
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고용의 경우, 고령층 노동참
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지는 경향
이 나타났으며 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의 경우, 교
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 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
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의 경우,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하고,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유연화를 추
진해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
책도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고령고용의 경우,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
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며,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고령고용이 청년고용과 경쟁관계가 아님을 알리는 적극
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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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분 류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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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연구진
권기수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장
김진오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박미숙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이시은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연구원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추진되었다.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
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
력 파트너로서의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
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
석하였다. 첫째, 남미 3국이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점을 겨냥
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불
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상호 호
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선
진개도국에 속하는 남미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
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
서 협력 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
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
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
맹(PA)의 확장 등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
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중장기전략에 기
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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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통화정책 정상화
분 류
연구보고서 2015. 12. 30ㅣ168면
연구진
윤여준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이 웅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권혁주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연구원
문성만 전북대학교

가 수반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려하고 있
는 출구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각 출구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
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양
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는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으므로, 오늘날 연준은 여전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수행할 정책 도구로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IOER)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준의 국
채매각 충격에 대한 분석 결과, 예상과는 달리 충격 직후 장기금리는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우
존스지수는 충격 직후 감소하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
로의 자본유입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연준의 국채매각
을 통한 밸런스시트 정상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들을 심화
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의한 미국 내로의 자본유
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및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타 신흥국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긴축발작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경
제 역시 단기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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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를 구성하는 6개국은 국가 인프라 건설 및
분 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석유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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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
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CC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다각화

연구진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장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 기반시설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단지 등과 같은 배후
단지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물류 기반시설 및
배후단지 건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자본 및 기
업을 유치하는 경제다각화 정책을 ‘물류허브 구축전략’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중동 산업 및 물류 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내용
과 국내외 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산업 및 물류 협력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관점과 해외 진출 물
류기업의 정부지원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물류허브 구축
전략은 단순히 물류기능의 확충만이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을 다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의
항만 배후단지는 이란 수출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으며, 물류 네트워크 차
원에서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물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현지
물류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과 현지 협력업체 확보의 어려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물류수요, 현지 협력업체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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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연구 목적 및 내용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분 류

사회기반 발전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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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

연구진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부균 구미·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구미·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인 에너
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제약 분야의 현
황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경제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한·러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벤처기업 비즈
니스 포럼’ 동시 개최를 제안한다. 둘째,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긴요하므로, 기업의 기
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KIC 개소를 조속히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러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이 필요하다. 이들은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창조의 대륙’ 비전 실현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
경제지대 활용을 제안한다.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
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기술·혁신’ 특별
경제지대를 한·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을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
으로 포털을 구축하여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기업간 산
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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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조달운영체계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
고, 국내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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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와 페루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현황과 국

연구진
이미정
조희문
권정인
김혜민

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별 조달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실제
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경쟁국(중국, 일본)
의 진출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칠레나 페루를 진출기지로 삼아 공공조달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사업 분야별로 유력한 접근경로를 파악하고 공략하는 것이 합리적이
며, 현지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출전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정보제공 및 컨설
팅 업무, 조달기관과의 대응업무, 법률적 컨설팅 업무 등을 집중화하도록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운영적 차원에서 상기
의 조정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조정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전체적으
로 업무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범부처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인력활용과 관련하여 현지의 동포기업들과 경쟁국가의 산업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산출을 위한 DB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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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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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역량이 발휘될 기회가 있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연구진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

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

한양대학교
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나,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
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될 여지가 있
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
는데, 카자흐스탄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여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
키스탄의 경우,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
다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정책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다음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FTA 중심 대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무역투자 개발협정(TIDA)’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지역간 협정을 넘어서 국가간 산업협력
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자원 조성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협력에서 ‘공동의 산업정책’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
업협력을 통한 국제적 분업화는 산업정책과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간
의 매칭 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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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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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정경원
조구호
신정환
김원호
문남권
정기웅

한국연구재단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정경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
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쿠바와의 국
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는 대신,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
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
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기본으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
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쿠바와의 협력증진 분야 중 하나인 문화협력의 경우, 민간 차원
에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
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
한데, 중단기적으로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므로, 신
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산업협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첫째,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신재
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
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인프라 개발 진출을 위해, 다자간 협력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나
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쿠바의 비전통 산업
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의
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 공동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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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연구 목적 및 내용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은 주로 대륙을 관통하
분 류

는 국제운송회랑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운송로의 국제적 연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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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 변화에 기초하여 각국의 독자적
대응과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국가간 경쟁과

연구진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

동아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한신대학교

협력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정
학적·지경학적 변화에 착목하여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창출하고, 동시
에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
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로 촉발되고 있는 유라시아의 복잡한 강
대국간 신거대 게임에 주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해법
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 접
경지역에서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양자간·다자간 초
국경협력사업을 하나로 통합화하는 개념이자 구상으로, 기존의 해양세력
과 대륙세력 간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은 무엇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
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이룰 수 있는 유력
한 방안이며, 남북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등의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서 관건 사항은 북한의 참여
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은 물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다자간 대북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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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연구 목적 및 내용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규모나 자원보유 측면에서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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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박복영 경희대학교
김용복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박철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샤이마 후세인 Information and Decision
Support Center

력이 큰 국가이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압
도적으로 크지 않고, 제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
업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
최근 정치적 격변으로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집
트 정부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이집트 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
이집트의 산업화에 한국의 정부나 기업이 협력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이집트의 전반적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차원의 협력방
안과 개별 산업 차원에서 협력 및 진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공급 확충, 건설부문 지원, 한국기업만을 위한
전용경제특구를 이집트 내에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 한국의 산업정책 경
험 특히 산업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을 공유하는 사업 추진, 그
리고 기초과학 개발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개별 산업 차원에서는 석유화학산업, 식품산업, 소비자 가전
산업에서의 협력 및 진출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대기업 진출 분야 중 하
나로 석유화학산업을, 중견 및 중소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식품산업을,
이집트의 선도적 산업정책 추진 시 진출유망 분야 중 하나로 소비자 전자
산업을 선택하였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완제품과 부품공장 동반진출
필요성, 전자부품 현지생산 확대, 이집트 내 전자생산단지 조성, 단지 내 연
구개발센터와 직업훈련기관 설립 등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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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연구 목적 및 내용
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0
분 류
전략지역 심층연구 2015. 12. 30ㅣ216면
연구진
윤택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훈 (주)에스지아이컨설팅

년간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각
국의 아프리카 진출도 과거 자선적 성격의 원조보다 시장 개척, 무역 확대
등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점차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자원 및 시
장 확보를 위해 현재 아프리카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여러 서방 선
진국,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경제대국 가운데 브라질의 아프리
카 진출전략 사례를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아프리카 전략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특히 브라질의 대(對)PALOP, 즉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어를 공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5개국인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카
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로의 진출전략에 주목하였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브라질의 대외개발협력
은 여러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브라질만의 ‘유연
한’ 사고방식을 통한 분절화된 협력방식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브라질의 독특한 강점, 즉 오랜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브라질과 PALOP의 끈끈한 관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PALOP 진출 시 브라
질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브라질은
개발협력 또는 직접투자 과정에서, 특히 PALOP 지역의 경우 현지인을 적
극 고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사업을 진행
하면서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조달하
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아프리카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전통적인 선
진공여국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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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내용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
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분 류
전략지역 심층연구 2015. 12. 30ㅣ238면

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진
황규득
장용규
서상현
허서희
육숙희
최두영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민대학교/동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지식공방/서울대학교

모바일 금융의 경우,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는 이미 활성화되는 조
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
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 서
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과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
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
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중점국가인 가
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공여국의 현
지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으며,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바일 금융은 ICT
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
대할 수 있고,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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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
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
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 류
전략지역 심층연구 2015. 12. 30ㅣ108면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R&D 협력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 연구기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연구진
이권형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손성현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장윤희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한국도 이스라엘과 같
은 방식의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한다면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셋째, 혁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는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의 엑셀러
레이터 및 벤처캐피털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지역연구시리즈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본 연구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비롯한 초기 유럽통합의 형
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재고찰을 시도하였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는 하위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의제를 가장 높은 차
분 류

원의 상위정치적 접근을 통해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북아의 지역협

지역연구시리즈 2015. 12. 30ㅣ170면

력은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어온 정치적 환경, 역사적 갈등 등의 변수

연구진

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협력의 의제

이재승
오창룡
김유정
김새미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상대학교
한양대학교

선정은 확산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패키지보다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를
가진 이슈에 대한 충분한 집중과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제 선
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이해관계를 구축하기보다 역내 기존 네트워
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실용적 접근을 요구한다.

KIEP 2015 연차보고서

131

단행본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
분 류

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의 체계적이

단행본 2015. 12. 30ㅣ216면

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

연구진
이재영 구미·유라시아실장
곽성일 구미·유라시아실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이철원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구미·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파벨 카도치니코프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예브게니 게르만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엘레나 로가늬흐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알렉산더 크노벨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티무르 알리예프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알료나 소콜랸스카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행방안을 제시하고자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구조 다각화와 산업 내 무역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투
명한 통관절차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
였다.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 대상 투자자금 지원,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 수립,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
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
동투자 포털 개설 등을 언급하였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한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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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구사업 목표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
으며,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
한지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2016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따라서 국제거시금융 연구분야
에서는 주요국의 거시경제정책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우리 경제 대외부문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자 한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신통상정책 방향
정립

후 성장세 둔화, 교역 둔화, 소득불
균형 심화, 국제자금흐름의 변화 등

2016 년은 미국의 대선 등 주요국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를 확인하고,

의 국내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이것이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에 미

주요 통상협상이 타결 성과를 보이

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TPP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저하 및 금융

타결로 인하여 RCEP이나 TTIP 등

시장 불안정성 증가가 세계경제 및

Mega FTA는 협상이 활발히 전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연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적으로

10월 초 협상이 타결된 TPP의 경우

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금융

2016년도부터 발효될 가능성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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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제시 및 체제전환 대비 기초연구
를 강화하고, 한·독 네트워크를 통
한 통일준비 및 GTI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주도하는 데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일
대일로 전략 평가와 주변국과의 경
제협력 상황 및 해당 지역 시장잠재
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 2016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
년 계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 대응방향을 연구할 계획이다. 뿐
만 아니라 뉴노멀(新常態) 시대 중
국 각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와 대응
제할 수 없으므로, 2016년은 우리
나라의 TPP 가입을 저울질하는 해

동북아 다자협력,
중국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선제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대중
국 지역별 협력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될 것으로 보인다. DDA는 나이
로비 각료회의 이후 그 성격이 상

동북아경제 연구분야에서는 다자간

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

경제협력 증진, 북한의 체제변화 조

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 발효

짐에 대응한 통일기반 구축, 일대일

됨에 따라 2년 이내에 서비스 및 투

로 전략 평가와 주변국과의 경제협

자 분야 후속협상이 예상되므로 이

력, 중장기 대중 지역협력 방안 연

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동북아경제

된다. 이처럼 2016년은 세계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

통상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이

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후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다. 따라서

출범 등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

무역통상 연구분야에서는 글로벌

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아시아 국

통상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글로

가 투자유치 결정요인 , 동북아 역

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대응한 통상

내 경제협력 연구 등을 통해 다자

정책의 총 점검을 2016년의 주요한

간 경제협력정책 수요에 선제적으

연구 목표로 삼고 있다.

로 대응하고자 한다. 북한의 개혁·

전략적 지역경제협력 및
글로벌 공통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개방 움직임에 발맞추어 세계경제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분야에서는

체제 진입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방

2016년 연구 목표를 역내에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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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상 정책과 유로존 위기 이후

EU/유로존의 개혁추진 과정, 리스
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선
진국 경제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략적 지역경제협력 및 글로벌 공통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

자 한다. 한편 한국의 대(對)유라시

시하는 데 두고 있다 . 우리나라의

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의 주요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전략’ 수립

국별·분야별 성장유망 시장을 분석

에 기여하기 위해 먼저, 일본 아베
노믹스의 구조개혁과 TPP 협상타
결을 지렛대로 공세적인 대아시아

구미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구조 변화, 통상정책의
심층분석

전략,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른 인도

하고, 경제발전 및 산업육성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제시할 계획
이다. 최근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

경제의 급부상, 아세안경제공동체

구미·유라시아지역 연구분야에서

되고 있는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AEC)로 통합된 동남아시아 경제

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직면

유라시아 신흥국의 소비재, 인프라,

권의 태동 등 역내에서 새롭게 형성

한 경제상황과 구조변화 현황 및 통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방안

되는 경제협력 구도와 각국의 대내

상정책을 심층분석함으로써 국내경

을 모색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외 정책을 중점 분석할 계획이다 .

제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개발경험과 비교우위를 토대로 한

또한 ODA의 정책적 일관성과 효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방

회복세가 뚜렷한 미국경제의 구조

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신흥국의

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

변화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성장 가

경제발전전략, 인프라 및 에너지 개

슈로 부상한 신기후체제, 디지털 경

능성을 연구,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

발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

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혁신 정

색하고 미·EU FTA, 일·EU FTA 등

해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를 포착함

책과제 발굴 및 기후변화협상 등 글

대형 FTA들이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신흥국 경제

로벌 공통의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수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외교 및 국내기업의 진출확대에 기

제시하고자 한다.

다. 또한 차기 대선 이후 미국의 경

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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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여건하
에서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 중 IMF 등 국제기구의 정책보고서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 국가
들의 가계부채 증가, 중국의 구조적 재균형(China Rebalancing), 우리 주요 교
역대상국의 고령화 등에 주목한다. 특히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거시경
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웅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와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제금융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
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외환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가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
안을 연구할 예정인데,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홍보팀
기관 및 연구성과를 홍보하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다
양한 홍보전략를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와 세미나 등 학술
행사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기관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
보물을 기획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창의
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임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
어 트레이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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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정책팀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라 한국의 수입이 교역구조와 국내 경제에 준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둔화 원인 분석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
다. 또한 주요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 차이가 투자에 주는 영향을 알아
보고,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다자통상팀
Post 나이로비 이후 WTO 체제 개편에 대비한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MC 10 이후 2016년에는 각료회의 후속조치와 함께 Post WTO
체제 논의, DDA 특성 및 전개방향 변화 등 달라진 통상질서 및 협상환경에
따라 기존 다자통상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진
국 주도의 Mega FTA 확산 등 지역주의의 다자화 내지 선진국 중심의 다자
화 경향을 WTO 중심의 다자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조망하면서 우리
나라의 Post DDA 중장기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무역협정팀
Mega FTA 확산에 대비해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상품 양허 및 규
범을 비교 분석하여 이행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Mega FTA의 경
제효과 분석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한·EU 및 한·미 FTA 발효 5주년에 맞
추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한·일 및 한·중·일 FTA가 급진전될 경우에 대
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 FTA의 경우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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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정책팀
AIIB 출범 등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기업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동북아 개발을 위
한 국제협력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 투자유치 결정요
인, 환황해지역의 경제발전 방안 등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통일국제협력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동북아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남
북한 FTA(CEPA) 체결의 효과와 방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변화가 북한
과 주변국의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 통일 후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 방
안 등을 연구하고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통독사례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 경제정책연
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GTI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GTI 국제기구 전환 이후 동북아 경제
협력 증진방안, AIIB 출범과 GTI 지역 개발 연계방안, 북한 경제개발 지원
및 무역원활화 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팀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떠오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평가와 중
국과 주변국(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제협력 상황 및 해
당 지역 시장잠재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계
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경제의 거시적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16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중국 경제·
산업·대외관계에 대한 중장기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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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뉴노멀 시대 중국 각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와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장기
적인 대중국 지역별 협력방향 제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성장동
력, 경제구조 등이 변화하는 뉴노멀 시대에 중국 각 지역 경제의 변화 방향
을 점검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등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이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외전략의 동기 및 전략을
해당 사업에 적극적인 지역(서부 및 동남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13차 5
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각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추진
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파악하여 우리의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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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이 중국에서 인도 등 기타 신흥국으
로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일본 정부 및 기업의 ‘China+1’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China+1’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
부와 기업의 ‘신(新)아시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2013년 본격화된 아베노믹스의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셋째 화살
인 성장전략이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
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 역시 일본의 저성장·장기불황을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남아대양주팀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지역주의의 강화를 의미하는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2016년 동남아대양주 주요국은 국내수요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주요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경제개발정책, 투
자환경, 서비스시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인도남아시아팀
인도는 2015년부터 중국보다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유일한 거대 신흥국가
로, 인도경제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인도의 부상이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도경제 전반 및 산업구조 관련 연구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같은 기업수준의 연구
를 통해 제조업 육성(Make in India)을 표방하는 모디 정부의 고성장·친시장
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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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신기후체제 협상 결과에 대응한 무역투자 및
기후변화 등의 협력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개도국 협력방안
과 ODA 정책 일관성 제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ODA 중기계획 및 중점협력대상국에 부합
하는 ODA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에 대한 지역연
구를 토대로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 지원전략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략연구팀
글로벌 차원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연
계된 핵심적인 산업혁신정책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정책 및 국제사회
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
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을 분석하
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기후변화 협상 등 글로벌 공통의제에 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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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팀
최근 미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
으로 성장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최근 미국의 빠른 경기
회복의 원인이 구조 변화에 의한 중장기 성장의 신호인지를 다각도에서 살
펴보고, 한국의 경제성장 및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및 통상정책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중남미 연구
는 최근 대규모 인프라 개발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
대 인프라·플랜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의 법적·제도적 진
출 환경, 지역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남미 정치·경제
리스크 지속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시장을 대체할 유망시
장인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유럽팀
한·EU FTA 이후 EU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대형 FTA를 추진하고 개
도국을 대상으로도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EU 통상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EU의 FTA
정책은 시장접근 외에도 글로벌 규범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 자국기
업에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EU의 역내시장 통합과
통상정책을 규범 및 표준설정 차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발굴, 한국의 통
상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재정위기 이후 여전히 분열의 가능성이 불
식되지 않은 EU/유로존의 운영체계와 유럽경제의 변화, EU 경제통합의 장
기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회복 이후에도 EU 경
제통합의 장기적 방향과 각 회원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간의 양립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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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라시아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후속조치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우리 정부의 유라
시아 협력 확대정책 심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이 경제성장 및 산업다각화를 목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을 심층분석하여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협
력 확대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서방의 제재하에서 러시아의 대
외경제관계 변화, 중점지역개발 및 비원료부문 육성정책 등을 분석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라시아 교통·물류, 에너지, 통상
네트워크상 주요 거점으로서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흑해·코카서스 지역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아중동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지만, 최근 들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 운송, 통신, 상하수도, 주택, 환경설비 등 도시 인프라 관
련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유통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
의 도시화에 따른 관련 분야의 개발수요와 시장진출 기회를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유망도시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한편 중동지역은 산유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와 오일 개발, 국제
유가 하락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산업다각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대중동 경제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산
유국의 저유가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이 그동안의 개발 경험과 기
술력을 토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협력팀
청년층 대상의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 지역경제 및 지
역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KIEP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도록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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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내 및 해외 기관 및 전문가들과 교류를 증진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KIEP는 지역연구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함께 폭넓은 지역전문가 네
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지역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6년
에도 지역경제통합 추진 가속화 및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발맞춰 각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
구 활성화방안(GPAS)’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에서는 지역연구 저변확대를 위해 정책연구보고서 및 논문 공모, 신흥
지역 관련 국내외 세미나 개최, 주요 신흥경제국 전문가 단기 초빙, 국책연
구원 ‘신흥지역연구기관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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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팀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사업 및 예
산 관리 운영을 통한 연구 성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수요
의 양적 충족과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연구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단계
에 이르기까지 사업인력예산 등에 대한 기획조정과 제반 관리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인사관리팀
인사 및 복무 관리, 연봉 및 업적 평가, 교육 및 노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하며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임직원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총무회계팀
자산 및 시설 관리, 위수탁 계약, 회계 및 출납, 출장 관리 등 연구원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기관으로 자
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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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원팀
국제경제 분야 연구참고정보를 수집하여 주제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활용능력 강화교육을 제공하여
연구성과물의 품질제고뿐 아니라 연구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또
한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보기술팀
지식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버 등 정보시스템
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뿐만 아
니라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및 내부 중요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학술출판팀
연구성과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발간물을 출판하여 시의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정부, 학계, 기업의 대외경제정책 개발 및 국내 여론 형성에 기여
하고자 한다. 2016년에는 특히 보고서 편집형태 정비, 출판 관련 매뉴얼 업
데이트, 교정교열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출판 품질이 높은 연구성과물을 제
공함으로써 국내외에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성과물 성과확산체계를 구축하고 출판물 2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
성과의 확산, 축적 및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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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신흥개도국들이 참여하는
최상위 포럼으로 거시경제 공조, 국제금융 안정성거시건전성, 인프라 투
자, 고용, 무역 활성화, 개발 및 에너지 등 주요 의제에 관한 조율과 글로벌
공조를 통해 세계경제의 위기극복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G20 연
구지원단은 G20 의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익확보 및 지적 기여에 이바지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요 의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내 경제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활동
및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경사무소

중국의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 한중 경
제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확대 등 중국과의 협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현장
성시의성을 갖춘 중국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대중국 관련 정책의 실
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보를 효과적으
로 입수분석하고, 중국 중앙 및 지방의 핵심인사들과 연구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중국 및 동북아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
제 홍보사업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한국기업의 해외사업
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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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컨소시엄 사무국

2016 연구계획•2016 연구사업 운영 방향

APEC 경제협력에 대한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부문별 연구를 활성화시
킴으로써 APEC의 발전을 도모하고 APEC 관련 연구총괄, 자료 발간 및 배
포, 공동연구 수행,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대(對) APEC 정책수
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APEC 정상회의 및 주요 관련 회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APEC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심사를 APEC 논의 과정에 효
과적으로 반영하고 조화시킴으로써 APEC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APEC 내 논의를 주도해나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2016년
에도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및 그 산하 조직의 국제회의 등 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
한 과제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미 KEI 사업

한미간의 경제 현안 및 정책의 이해 증대를 위한 정책회의, 전문가 세미나,
다양한 홍보 및 연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관계 증진을 위
한 협력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관련 한미간 주요 현안 논의를 촉진하고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 정치 및 경제 관계 관련 주요 현안
연구를 시행하고 다양한 학술회의와 포럼을 개최하여 한미 여론 주도층의
토론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 일반 대중들의 이
해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미국 곳곳을 방문하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지
원해 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미국 현지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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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진현황
연구직

원장

위원급

원급

62

91

1

전문직

행정직

기능직

합계

13

17

31

215

직위

성명

부원장·G20 연구지원단장

김준동

서비스외국인투자 /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거시금융본부장

정성춘

국제거시금융, 일본경제 /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 경제학 박사

무역통상본부장·
APEC 컨소시엄 사무국장

정 철

APEC 사무국 업무총괄, 국제무역, APEC /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박사

동북아경제본부장

임호열

중국경제, 통화금융, 한중일 협력정책 /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아시아태평양본부장

권 율

ODA 정책 /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재영

러시아CIS, 몽골경제 /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북경사무소장

양평섭

중국경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지역학 박사

강태수

국제금융 / 미국 미주리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상겸

무역원활화, APEC, OECD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흥종

EU 및 유럽지역, KU-KIEP-SBS EU 센터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진교

WTO, DDA 통상일반, 농업, SPS /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

윤덕룡

금융협력, 남북거시금융 / 독일 킬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장규

중국종합연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경제학 박사

정여천

러시아 경제 및 한러 경협 /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박사

정형곤

경제특구, 동북아 경협, 체제전환, 남북통일 /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박사

최낙균

시장접근, GVC /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경제학 박사

강유덕

EU, 유로존 경제정책 전반 /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박사

권기수

중남미 경제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규판

일본경제(무역, 재정, 산업) / 일본 게이오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영귀

RTA, 무역모형, 영향평가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박영호

아프리카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박정호

러시아·CIS 정치 경제 /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 박사

안성배

국제거시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권형

중동지역, 산업정책 / 영국런던대학교(SOAS) 경제학 박사

이승신

중국경제 /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 법학박사

이 웅

인도 및 남아시아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경제학 박사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임수호

주요 연구 분야

북한경제, 남북통일 /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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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부연구위원

특임위원

초청연구위원

정지원

기후변화, 개발재원, MDB /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식품경제학 박사

조충제

인도 및 남아시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박사

곽성일

동남아, 경제현황 및 전망, 노동시장, 아세안경제통합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경훈

국제금융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경제학 박사

김원기

북미 경제(거시경제) / 미국 텍사스A&M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정곤

통상정책, 문화교역, 디지털경제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

김종덕

서비스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효상

국제금융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경제학 박사

남시훈

지역무역협정 /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수연

중국 화동, 서부 / 중국푸단대학교 경영학 박사

라미령

아세안경제통합, 대양주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문진영

환경, 기후변화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배찬권

FTA 이행 평가, 무역조정, 무역모형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신꽃비

중국경제, 위안화 국제화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오수현

RTA, 정부조달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오윤아

동남아 및 대양주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박사

윤여준

북미경제 / 영국 워릭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규엽

무역분석(상품, 서비스), 수출정책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상훈

중국 동북, 환발해지역 /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이수영

투자일반, 관련 협정 및 제도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현태

중국경제, AIIB / 서울대학교 중국경제학 박사

이효영

국제통상법, 분쟁해결 / 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

정지현

중국 화남, 중부 /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조문희

다자통상, 비농산물 시장개방(NAMA)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최보영

동아시아경제협력, 무역원활화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경제학 박사

최장호

북중 무역, 북한경제 /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최혜린

국제거시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민수

국제거시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허윤선

ODA 정책, 영향력 평가, OECD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 박사

황운중

활용률, 원산지, TBT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혜민

G20 / 프랑스 파리 I 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영찬

독일 통일, 북한금융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심규진

G20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이창재

동북아경제협력 / 프랑스 파리 I 대학교 경제학 박사

표학길

국제금융 / 미국 클라크대학교 경제학 박사

152

부록

2015년도 결산
(1) 수입결산
제27(당)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수입액 (B)

증△감 (B-A)

% (B/A)

39,727,347,825

41,604,572,496

1,877,224,671

104.7

30,243,000,000

30,243,000,000

-

100.0

30,443,000,000

30,443,000,000

-

100.0

•인건비

8,410,000,000

8,410,000,000

-

100.0

•기관고유사업비

5,579,000,000

5,579,000,000

-

100.0

•일반사업비

13,226,000,000

13,226,000,000

-

100.0

•경상운영비

1,893,000,000

1,893,000,000

-

100.0

•시설비

1,335,000,000

1,335,000,000

-

100.0

△200,000,000

△200,000,000

-

100.0

4,783,895,000

6,660,477,578

1,876,582,578

139.2

3,971,000,000

5,423,705,565

1,452,705,565

136.6

•이자수입

232,000,000

181,073,288

△50,926,712

78.0

•기타수입

380,895,000

855,698,725

474,803,725

224.7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200,000,000

200,000,000

-

100.0

3,995,947,239

3,995,947,239

-

100.0

704,505,586

705,147,679

계
1. 정부출연금
가. 정부출연금 편성

나. 정부출연금 대체(△)
2. 자체수입
•수탁용역수입

3. 전기이월금
4. 연구개발적립금

642,09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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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결산
제27(당)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 (B/A)

39,727,347,825

37,491,672,664

2,235,675,161

94.4%

1. 인건비

12,595,529,552

10,827,589,962

1,767,939,590

86.0%

2. 연구사업비

23,196,934,954

21,136,087,615

2,060,847,339

91.1%

3. 경상운영비

1,895,377,733

1,838,019,940

57,357,793

97.0%

4. 시설비

1,335,000,000

1,323,194,100

11,805,900

99.1%

704,505,586

412,786,411

291,719,175

58.6%

1,953,994,636

△1,953,994,636

순감

계

5. 연구개발적립금
6. 결산잉여금 처분

-

(3) 결산잉여금
제27(당)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구분
계

가. 수입증가분

금액

비고

4,112,899,832

1,877,224,671

•수탁연구용역수입

1,452,705,565

•이자수입

△50,926,712

•기타수입

474,803,725

•연구개발적립금 이자발생분

나. 지출잔액분

2,235,675,161

642,093

•인건비 집행잔액

1,767,939,590

•연구사업비 집행잔액

2,060,847,339

•경상운영비 집행잔액

57,357,793

•시설비 집행잔액

11,805,900

•연구개발적립금 집행잔액
•결산잉여금 처분액

291,719,175
△1,953,9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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