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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세계경제의 오늘을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KIEP!
예측이 쉽지 않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대외경제 전략수립과 정책개발에 기여하는 KIEP!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KIEP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싱크탱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한
KIEP의 2016년 성과를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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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2016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KIEP는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
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
받침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유
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고, 미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통상·외교관계를 예고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경제의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무역 둔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럽경제
모니터링 필요성, 중국경제 구조변화,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미래지향적
연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을 통해 국제네
트워크를 확대하고, 각국의 저명한 학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우리원이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
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우수과제
로 선정한 연구보고서, 핵심 국정과제별 연구성과, 주요 연구관련사업 등 지
난 1년간 우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
록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
약하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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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소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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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IEP의
역할

국내외 산관학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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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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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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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
대안 개발

국가적
역할

대외경제
전문가 양성

세계 지역
기초연구

연구원 소개

조직

학술출판팀
정보기술팀
지식자원팀
총무회계팀
인사관리팀
기획예산팀
연구협력팀
아중동팀
러시아 유·라시아팀
유럽팀
미주팀
전략연구팀
개발협력팀
인도남아시아팀
동남아대양주팀
일본팀
중국권역별 성·별연구팀
중국팀
통일국제협력팀
협력정책팀
지역무역협정팀
다자통상팀
무역투자정책팀
홍보팀
국제금융팀

※ 2017. 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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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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발족

1989.11.
APEC 설립

1996.12.
한국, OECD 가입

1997.12.
한국, IMF와 구제금융
양해각서 체결
1998.11.
한국, FTA
추진정책 결정

세계경제

1989

1990

KIEP

1989.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1989.12.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초대 원장 김적교 취임

1990.1.
미 KEI 감독업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 업무 인수

1995.3.
북경사무소 설립

1992.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
(사단법인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해산·흡수)

1997.10.
부설 지역정보센터를
본원으로 통합

1992.10.
북방지역센터를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994.1.
대외경제전문가 풀 사무국 지정
(대외경제위원회)
1994.12.
APEC 연구센터 지정
(대외경제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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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설립

1999.1.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원 소개

2010.1.
한·인도 CEPA 발효
2010.11.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
2011.7.
한·EU FTA 발효
2000.10.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2012.3.
한·미 FTA 발효

2004.4.
한·칠레 FTA 발효

2014.11.
한·중 FTA 타결

2008.11.
ASEAN 9개국에 대한
FTA 발효

2015.10.
TPP 협상 타결

2009.11.
한국 OECD-DAC 가입

2000

2000.4.
세계지역연구센터 신설
(지역정보센터를 확대개편)
2002.3.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설립
2003.4.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확대개편)
2004.12.
국제행사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005.12.
SNU-KIEP EU 센터 설립
2008.6.
국제개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확대개편)
ODA팀 신설

2015.12.
한·뉴질랜드 FTA 체결
한·중 FTA 발효

2010

2010.2.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팀 설립
2011.8.
신흥지역연구센터 신설
(세계지역연구센터를 확대개편)
2012.3.
한·중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16.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공식 출범
2016.6.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가결
2016.7.
한·콜롬비아 FTA 발효

2016

2016.1.
TTCSP 세계 TOP 싱크탱크 34위
(국내 1위) 발표
2016.2.
연구부서의 본부 단위 개편
2016.6.
현정택 9대 원장 취임

2013.4.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14.1.
연구본부 및 경영기획본부,
G20 연구지원단 신설
- 8실 25팀 1지원단으로 조직개편
2014.5.
KU-KIEP-SBS EU 센터 설립
2015.6.
동북아경제실 신설
전략연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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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한
2016년도 우수연구보고서입니다
▶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연구

▶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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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최혜린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강은정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김경훈 최
·혜린 강
·은정

김경훈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연구

연구보고서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의 19.1%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가 기여하는 비중
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계에 주목한다.
기업별 자료 분석결과 자금의 공급측면 금융제약에서 기인하는 수출 감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외부자
금 가운데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 충격은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
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기업 고정효과 모형, 변
수전환에 대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기본결과는 유지되
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은행부문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산
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산업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금융제약과 수출감소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별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는 차입금 의존도와 유형자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차입금 의
존도가 높고, 유형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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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하여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즉 차
입금 의존도가 낮거나 유형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제약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성질별 분류
에서는 금융제약이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유형자
산 비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재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에서는 자유소비재의 경우 금융제약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미시적 금
융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
래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산업을 식별해내는 전문성에 대한 강화이다.
또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기업·산업별 상이한 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지가 효과적인 정책수행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금융제약에 더 취약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제약이 단기 경기변동보다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좀 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제약과 관련된 정책
은 중장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의 의미가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에서 다르게 해석되
기 때문에 개별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제약과 수출 간 기업·산업별 상이한 관련성을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은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
정정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당국에 효과적인 정책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정
책을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큰 기업(혹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시킨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극
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구의 검증된 방법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
여 한국기업의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한국의 기
업특성별·산업별로 상이함을 밝혔다.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과제에서는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
양한 변인에 대한 통제하에 기업특성별·산업별 금융제약과 수출, 미시적 금융정책과 금융제약과의 관련
성을 보여주는 계수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증가율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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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
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
출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
고 있다. 그 이면에는 수출 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 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
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의 현황과 원인, 그 영향을 다
루고자 하였다. 수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
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였다. 수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생산성의 구성요소에 미
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분포구조에 주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추이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
다가 최근 원자재 수입 급감 등으로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과거 선진국에서 자원
부국 및 개도국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산업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대략 50%의 수입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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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20%를, 소비재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15건의 FTA를 발효 중인 한국은 2004년 0.9%에서
2015년 62.8%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수입자유화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OECD 가입(1996년), IMF 관리체제 돌입(1997년)이
라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
화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감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시행되기도 했
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입자유화는 보다 확대되었다.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재화의 수입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수입국과 수입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수입상대국
과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감소한다. 둘째, 소비재 수입은 수입국의 소득 수준 및 시장 크기가 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혹은 자본재)의 경우 이를 수입하는 산업의 산
출량 및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 수입이 증가한다.
이론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
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과 소비재
수입의 역관계는 소비재 수입이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활발한 수출은 높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중간재와 원자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생산에 투입되는 재
화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재 수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생
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보다 수입으로 대체한다. 넷째,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수입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세율의 영향은 원자재나 자본재와 같이 필수적인 수입에 대
해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되 중
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 증가가 제조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이 증가하
면 기업의 퇴출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 자본장 비율, 생산성 등은 기업 퇴출과 부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는 반대로 기업의 퇴출 확률을 낮
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업의 수출 여부는 수입침투도와 기업퇴출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침투율은 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였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산업
별로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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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은 총요
소생산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수입침투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수입침투율과 총요
소생산성 간에는 통상적으로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나 산업별로, 또 수입 유형별로 그 방향은 매우 달랐다.
수입이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에서 기업 내 효과, 기업
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총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에 따라
기업 내 생산성 증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기업간 격차가 견인하는 경우
(정유, 철)가 있었으며, 진입 및 퇴출에 의한 영향은 수송산업에서만 관측되었다. 넷째, 철, 전자, 수송산
업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인한 퇴출효과가 생산성과 유 계기업에는 사업 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
로 확보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
는 생산성 수준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
춤형 대책 수립이다. 앞으로 FTA의 관세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수입의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입 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 파급뿐 아니라 일자리나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 분배구조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입
구조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형별 수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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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NDB 같
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
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
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
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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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
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
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교통·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
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
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
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
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
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
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
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
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
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해 나갈 것
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홍콩·대
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
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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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
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
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
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
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
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
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
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
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
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
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
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
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
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
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
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
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
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K-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 산하
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
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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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
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
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
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
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
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
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
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
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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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공저, 2016) 외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
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
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
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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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
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
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
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
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
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
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
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
(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
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
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
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
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
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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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
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
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
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
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
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
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
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
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
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
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
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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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
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
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
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
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
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
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
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
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
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
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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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
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
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
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 Thai plus One’이
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
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
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
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
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
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
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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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
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
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
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
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
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
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
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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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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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
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
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
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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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
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
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
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
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
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
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
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
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
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
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
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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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
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
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
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
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
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
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
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
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
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
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
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
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
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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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
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
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
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
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
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
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
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
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
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
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
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
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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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
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
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
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
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
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
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
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
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
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
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
로운 협력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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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해 빠른 회
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여전히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및 중장기 금리 타기팅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에 각국의 실질 GDP가 급격히 하락한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럽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점은 금융위기 기간 이후 2011년 이전까지의 회복속도는 미
국, 일본, 유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정체되는 반면, 미국은 꾸
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 1/4분기 GDP는 2007년 1/4분기 대비
약 10% 정도 높으나, 일본, 유럽의 경우는 2015년 1/4분기 GDP가 2007년 1/4분기 대비 1~2% 정도 높
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G7 국가로 바꿔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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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속도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대비 약 7%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5%나 일본의 1% 수준에 비하
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GDP의 하락폭이 비슷한 프랑스의
회복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질 GDP 회복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2011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
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
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치고 있으
며, 특히 Larry Summers나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Gordon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구조, 낮은 생산
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
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차
치하고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우리
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
률 하락을 겪어왔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대외정책 및 성
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해본다. 분석결
과 추세성장의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으
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을 일정 정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
서 추세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보나 노동공급 등의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 등 공급 측 요인
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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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를 진단
하여본다. 성장회계는 노동공급이나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질 등 공급측면 요인의 변화가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추세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
한 방법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고령화의 정도, 교육의 질 등 노동공급요인 및 생산성의 변
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60년 까지 평균 1.4%에서 2.9%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정책,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인구 고령
화 등의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좀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고
령화의 경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약 0.17%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
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를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확률동학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칭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세성장 및 공급 측 요인
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성장의 하락 정도가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
의 생산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SGE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산성의 회복이 추세성장의 하락폭
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폭 감소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계의 소비평탄화
(Consumption Smoothing) 채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속도를 빠르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빠른 생산성 회복은 금융위기 기간 및 이후에 여타 국가 대비 대
규모로 시행된 국가 R&D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 R&D 투자를 통
한 추세성장 관리나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며, 이러
한 정책이 중간에 시행을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한 경우 경
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및 최근까지 집권한 1,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회복을 이끈 정책들-국가 R&D 정책 및 대규
모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
서는 논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
에 따른 대외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여타 국가 대비 빠른 회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나라 성장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 대외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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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
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장률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 자본축적의 감소 및 낮은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혁신관련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
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율이 낮은 점도 시급히 해
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양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R&D 지출의 변동성
이 커 불확실성은 미국 대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지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4장에서
나타나듯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방해하여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를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
여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
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를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더러 있지만 모두 수요측면-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분해를 통해 미국 중장기 성장 여부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규명하
여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한국 대외정책 및 성장정
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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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

동북아 평화협력 구성추진 및 유라시아 협력 확대

▶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 ·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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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최
· 혜린 강
· 은정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수출 동향과 기업 금융구조
제3장. 주거래은행 건전성 지표와 수출기업
제4장. 자본비용과 산업별 수출변동성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훈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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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금융구조를 살펴보고, 금융제약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간접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주거래은행의 금융충격이 해당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별 금융제약 정도에 따라서 금융
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함을 보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과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산업별 상이한 효과를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을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기존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효과적 정책 옵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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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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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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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제1장. 서론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 :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전반을 개관한 다음,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재편, 기업지
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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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hinese economy and how they
affected Korea’s export to China.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China’s role in the global value
chain, we estimate the impact of China’s external demand and domestic demand. We also shed
light on the effect of compositional changes of China’s GDP on Korea’s exports to China. The
results of the VAR analysis suggest that external deman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xports to China prior to 2008, while Chinese domestic demand became more important
afterwards. Moreover, Chinese investment is the most important in determining Korea’s exports
to China and Chinese private consumption is also gaining more relevance in rec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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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uncertainty about government spending policy on economic
activity using U.S. time series data. To this end, I constructed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indexes
and estimate a proxy SVAR model. The proxy SVAR model with constructed indexes shows that a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has negative, sizable, and prolonged effects on economic activity.
Moreover, the results imply that the commonly adopted recursive SVAR model in literature on policy uncertainty
systematically underestimates the advers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because of the
endogeneit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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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RESULTS
Ⅵ. DISCUSSION
Ⅶ. CONCLUDING REMARKS

In this paper, I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uncertainty about government spending policy
on economic activity using U.S. time series data. To this end, I constructed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indexes and estimate a proxy SVAR model. The proxy SVAR model with
constructed indexes shows that a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has negative,
sizable, and prolonged effects on economic activity. Moreover, the results imply that the commonly
adopted recursive SVAR model in literature on policy uncertainty systematically underestimates the
advers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because of the endogeneit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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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ECONOMETRIC METHODOLOGY
Ⅳ. EMPIRICAL RESULTS
Ⅴ. ROBUSTNESS TESTS
Ⅵ. CONCLU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the US monetary policy surprises
from 2002 to 2013. 57 countries’ international linkages are constructed vis-à-vis the US to
investigate how the shocks are transmitted to other countries through those linkages. This paper
finds that the equity and debt market linkages play different role in transmitting the shock and
this effect varies over the degree of the US policy uncertain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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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s how exchange rate volatility can influenc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in various dimensions. Using Korean manufacturing plant-level data for 1990-2007, we first
compare and contrast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TFPs between two different
exchange rate regimes―pegged and free floating. We find that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had a
negative effect on productivity in both regimes but this negative effect was greater during the
period when exchange rate fluctuation was restricted, compared to the period with free floating
rate. We also fin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volatility on productivity were heterogeneous
over TFP quantiles and exhibited an inverted W-shape curve. In particular, the negative effects
were more pronounced for exporting plants that had the lowest or highest T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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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
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
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
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
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
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
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
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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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파악하고,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구성요소별 생산성을 통해 기업의 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새로운 수입통계 시스템 도입,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
선, 유형별 수입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수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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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EU는 신통상투자전략을 발표하여 2006년 이래 지속되어온 통상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이어나갔다. EU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통상투자정책의 수단을 구사하여 해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EU의 이해가 걸려 있는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지속가능발전 이슈 등을 상대국에 관철시켜나
가고자 한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인 FTA를
통해서 역내 고용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EU 신통상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EU의 이러한 의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EU의 신통상
정책이 한국의 통상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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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 이윤, 비
용에 대한 지수와 변수를 활용했으며,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기업 수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인도 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에 진출에 있는 한국기업과 인도 국내기업 및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
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인도 산업의 약 70%를 차지
하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기업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
력을 위해 보다 미시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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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WTO SPS 분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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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과거에는 온전히 국가주권에 속한다고 생각되던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 판단이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국제무역 규범하에 놓이게 되면서 WTO 체제하에서는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SPS 협정은 이해가 상반된 국가들간 타
협의 산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SPS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SPS 협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SPS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국내 위생
검역정책 및 국제통상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룬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하여 WTO SPS 협정 규범의 해석 및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PS
조치 관련 쟁점 및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및 관련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 TBT 협정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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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별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제3장. TPP TBT 협정문 주요내용 및 비교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유새별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체결한 FTA 협정 TBT 조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밀접
한 연관이있는 여타 Mega FTA 협정 TBT 조항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고 있다. 이 연구는 WTO TBT(무역
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
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과 향후 Mega FTA에서의 협상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TPP, RCEP과 같은 Mega FTA가 우
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기술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TPP 포함 Mega FTA에 가
입 시 우리 측 입장과 대응전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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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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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NTMs : Non-tariff Measures)는 국제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모
든 정책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관세조치는 최근 보호주의 기조와 함께 무역장애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UNCTAD의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법
령 총 25개 분야에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한다. 비관세조치에 대한 분류는
UNCTA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의 분류체계를 따르
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구축된 DB는 향후 비관세조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연구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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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Export Forecasting Model using Input-Outpu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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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 TRADE MODEL WITH ARMINGTON ELASTICITIES

A Short-term Export Forecasting Model using Input-Output Tables

I. INTRODUCTION

KIEP Working Paper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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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Export Forecasting
Model using Input-Output Tables

PYO Hak K. and OH Soo Hyun

III. DATA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AND INPUT-OUTPUT TABLES
V. ESTIMATION OF ARMINGTON ELASTICITIES IN A DYNAMIC MODEL

PYO Hak K. and OH Soo Hyun

IV. ESTIMATION AND SIMULATION RESULTS IN A STATIC MODEL
VI.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s export performance has exhibited a remarkable downturn since the end of 2014,
declining over the 12months of 2015 by about eight percent in nominal terms. Conjecturing this
to reflect de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and, during the second half of 2015, of the Chinese
Yuan coupled with a sudden decline in China’s import demand, we apply an Armington (1969)type trade model to match international trade data with input-output tables in order to identify
the sources of export variation in Korea to analyze the effect of income(GDP) and exchange rate
variation. That Korean exports, given a positive income shock in trading partner countries, tend
to be replaced by foreign alternatives reflects a tightening of technology as well as price
competition in the global market, and suggests as an optimal export promotion strategy for
Korea the pursuit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a diversification policy that encompasses both
destination and export products.

Working Paper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FDI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최혜린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S
Ⅲ. EMPIRICAL STRATEGY AND DATA
Ⅳ. RESULTS
Ⅴ. CONCLUSION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the labor market regulations on the FDI and employment
and production of foreign firms f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strict labor
market discourages initial entry of foreign firms as well as the employment and production of
foreign firms. Therefore, policymakers should also be attuned to labor market deregulation and
non-wage costs, in order to attract more foreign firms into thei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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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dvantage of
Value Added in Exports: The Role of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CHOI Nakgyoon and PARK Soonchan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Ⅰ. INTRODUCTION
Ⅱ. CONSTRUCTION OF DATA SETS
Ⅲ. VALUE ADDED IN EXPORTS AND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Ⅳ.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Ⅴ. CONCLUSION

This study tests whether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is valid for value added in exports
that does not include intermediate inputs imported from various industries in a number of
countries. Using a panel data on valued added contents of bilateral exports, we find that
changes in the labor productivity lead to growth of value added in exports. This implies that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exports in longitudinal
change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the observed productivity turn out to be larger than those
of CDK (2012), implying that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has greater influence on
determining the patterns of trade in a world with global value chain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role of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in comparative advantage. We use data on value
added in exports, offshoring in materials and services, and transaction costs at the country and
industry-level for the period 1995-2009 calculated from World Input-Output Table which covers
40 countries and 14 manufacturing industries. Employing a system GMM estimator to alleviate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we find that services offshoring has positive effects on
comparative advantage while material offshoring affects it negatively. We also find that
transaction costs have a negative effect on comparative advantage. Moreover, it turned out that
there is a magnification effect of transaction costs on the induced value added in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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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 Intermediate Goods: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and Welfare in Korea
KIM Young Gui and PYO Hak K.

Several studies focused on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s a key feature of recent global trade. In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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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단순도급사업
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기
업이 직면할 리스크와 관련된 국제투자분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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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경제제재와 저유가 요인이
러시아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상황의 본질과 러시아·서방 관계의 성격 변
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미터나 마찬가지다. 서방과 러시아 간 경제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
립구도의 형성은 한국정부의 대러 정책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다.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실
질 협력체계의 구축, 민·관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참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호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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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원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16
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과 기술기반의 창업자를 의미하는 ‘촹커
(创客)’ 육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큐베이터 형태의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변화하는 중국의 창업 현황과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과의 창업 협력이 기대되는 쓰촨성 청두시(四川省 成都市)와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 武汉
市)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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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 Predictive System for International Trade Growth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KIEP Working Paper 16-03

A Predictive System for
International Trade Growth

CHON Sora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CONVENTIONAL PRODUCTIVE REGRESSION
Ⅲ. MODEL SPECIFICATION
Ⅳ. ESTIMATION PROCEDURE
Ⅴ. EMPIRICAL APPLICATION
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new predictive system for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an unobserved component model. We employ the predictive system developed by
Pástor and Stambaugh (2009), which is unlike other conventional predictive regression models.
This paper derives an equivalent linear predictive regression from the predictive system, and
explains why the proposed predictive system is able to achieve superior out-of-sample
predictive power. When predictors are imperfect in an estimated equation, the equation fails to
utilize all information from the predictors’past history, and unexplained variations are captured
by residuals in the estimated equation. With the use of the predictive system, we can more
effectively deal with the dynamics of imperfect predictors. For empirical illustration, we show
that, in the case of Korea’s export and import growth rates, the predictive system has better
out-of-sample predictive powers than the conventional regressions based on Root Mean Squares
Error(RMSE). Results from an out-of-sample analysis show that, compared to the benchmark
model, the predictive system improves forecast precision by 18.90% for the export growth rate,
and by 7.95% for the import growth rate.
Working Paper

To Whom does Outward FDI Give Jobs?
강영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황운중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KIEP Working Paper 16-07

To Whom does Outward
FDI Give Jobs?

Kang Youngho and Whang Unjung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ESTIMATION STRATEGY
Ⅳ. ESTIMATION RESULTS
Ⅴ. CONCLUDING REMARK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OFDI) on the
overall employment in a sourcing country, using Korean industry-level data for the period 20072014. We further decompose the effects of OFDI into types of foreign investment and workers’
skill levels, separately for each employment status(permanent and temporary), so that we
capture whether the MNEs initiating foreign investment prefer to employ temporary instead of
permanent workers, which is an important issue for both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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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and
Its Application to the U.S. Regional Growth

Ⅰ. INTRODUCTION
Ⅱ.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Ⅲ. THE EMPIRICAL ANALYSIS
Ⅳ. CONCLUDING REMARKS

We propose a new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This is constructed a la Antras et al.
(2012). While they measure the distance of an industry from its final use -what they call
‘downstreamness’ of an industry- we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a pair of industries. Our
proposed index is a measure of input-output linkagesbetween industries that incorporates a
‘distance’ flavor. Our measure distinguishes the number of vertical production stages that an
industry's product goes through until it is finally used by another industry by assigning larger
weights to the value of input use with longer production chains. Hence our measure contains
more inform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two industries along the vertical production chain.
We use this index to construct an aggregate measure of ‘industry connectedness’ of regions in
the U.S. It measures the degree of industrial linkages of a region. We then empirically establish
that each region’s labor productiv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dustry connectedness’.
The result contributes to the large literature of agglomeration economies that the industrial
linkage is one of the main sources of agglomeration economies and productivity growth, as
emphasized by Marshall. (1920). It also suggests that our index can serve as an alternative
measure of the industrial lin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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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경제회랑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들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인바,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실현하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 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째, 산업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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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hould digital trade and e-commerce best be regulated? Governments have hitherto tried to adapt off-line rules
and legislation to an on-line world, but these have proved increasingly inadequate.
This paper examines the rapidly changing landscape of digital trade and e-commerce in Northeast Asia. It looks at
new technologies being used in China, Japan, Hong Kong, South Korea and Taiwan. It studies legislative and
regulatory changes in each country to show how differently each government is handling aspects of e-commerce
and digital trade. None matches up well currently to what might be considered “best practices” and all show
regulatory fragmentation. Firms trying to operate in the space--especially smaller companies--will struggle.
Ultimately, digital trade should be handled at a regional or global level. The paper looks at how new trade
agreements lik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ddress digital and e-commerce. Given that digital trade knows no boundaries, eventually the best regulatory and
legislative practices started in Asia will need to g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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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hould digital trade and e-commerce best be regulated? Governments have hitherto
tried to adapt off-line rules and legislation to an on-line world, but these have proved
increasingly inadequate. This paper examines the rapidly changing landscape of digital trade
and e-commerce in Northeast Asia. It looks at new technologies being used in China, Japan,
Hong Kong, South Korea and Taiwan. It studies legislative and regulatory changes in each
country to show how differently each government is handling aspects of e-commerce and digital
trade. None matches up well currently to what might be considered “best practices”and all show
regulatory fragmentation. Firms trying to operate in the space-especially smaller companies-will
struggle. Ultimately, digital trade should be handled at a regional or global level. The paper looks
at how new trade agreements lik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address digital and e-commerce. Given that digital
trade knows no boundaries, eventually the best regulatory and legislative practices started in
Asia will need to g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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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is changing,
more113!
critical changes have been witnessed in East Asia with the emergence
원래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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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ina, which has shaped the economic and geopolitics patterns and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This book aims at investigating the trade and investment dependence of Vietnam on Korea
given 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more unstable geopolitics in the region.
It makes clearer the concept of trade bilateral dependence with the presence of the third parties. By using
spatial gravity approach, it also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geopolitics factor as well as FTAs in
determining the trade and investment flows. The role of some major regional economies should not be
neglected. Either the improvement in their institution or their economic slowdown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 of Kore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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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Ⅳ. TRADE AND INVESTMENT DEPENDENCE
Ⅴ. TRADE AND INVESTMENT FROM GRAVITY MODEL

The world is changing, and more critical changes have been witnessed in East Asia with the
emergence of China, which has shaped the economic and geopolitics patterns and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This book aims at investigating the trade and investment
dependence of Vietnam on Korea given 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more
unstable geopolitics in the region. It makes clearer the concept of trade bilateral dependence
with the presence of the third parties. By using spatial gravity approach, it also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geopolitics factor as well as FTAs in determining the trade and investment flows.
The role of some major regional economies should not be neglected. Either the improvement in
their institution or their economic slowdown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 of Kore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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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0, Korea’s trade volume with North Africa has increased to over $15 billion and a trade surplus of $7 billion.
However recent political unrest across North Africa, especially in Algeria, Morocco and Tunisia, could threaten to
significantly impact Korea’s trade, investment and diplomatic activities across the region. As economists have long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study
performs a deep horizon scan on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in Algeria, Morocco and Tunisia. We use an agent based
computational economics (ACE) model called SENTURION to anticipate likely political stability outcomes, scenarios and
potential macroeconomic impact. We then offer specific policy and investment advice for Korean business,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each country, focusing on risk, sectoral and investment strategies given likely political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resiliency in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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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0, Korea’s trade volume with North Africa has increased to over $15 billion and a
trade surplus of $7 billion. However recent political unrest across North Africa, especially in
Algeria, Morocco and Tunisia, could threaten to significantly impact Korea’s trade, investment
and diplomatic activities across the region. As economists have long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study performs
a deep horizon scan on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in Algeria, Morocco and Tunisia. We use an
agent based computational economics(ACE) model called SENTURION to anticipate likely
political stability outcomes, scenarios and potential macroeconomic impact. We then offer
specific policy and investment advice for Korean business,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each country, focusing on risk, sectoral and investment strategies given likely political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resiliency in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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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또 한 차례의 고용관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집
약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의 후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사회’ 건설 노
선이 전면에 부상했었지만, 이제 임금수준의 빠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들이 본격적으
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자본은 물론 중국 자본들도 해외로 쉽게 이전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빠
른 임금인상은 일자리의 유지나 창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省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
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 산업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가를 업종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과 광둥
성 및 장쑤성 지역에 대한 매트릭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산업 및 고용노동 분야 변화의 최전선을 확
인하였다. 기업들에 대한 방문 조사는 한국 연구자든, 중국 연구자든 핵심 방법론이었으며, 그 전후의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 등으로 보충되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과 현장 중심의 접근법이야말로
현실과 이론을 매개하는 생생한 연구방법이며, 이로부터 정부와 업계는 물론 지식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제대로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서비스산업화나 IT 산업의 빠른 발전이 논의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서비스산업이나 IT 산업 역시 제조업이라는 뼈와 근육을 토
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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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12·5 계획 성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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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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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에 발표된 13·5 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 기
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총비용이 국내 총생산에처 차지
하는 비중이 2010년 17.8%에서 2015년 15%로 개선되었다.
중국 정부의 13·5 계획은 모든 물류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과 기회 요인이 되는 부분은 중국 선사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방
지에 따른 선박입출항 제한과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등이다.
우리 정부는 해운기업, 항만, 조선 및 기자재 등 관련 모든 업계가 지혜를 모아 해상 환경규제 정책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LNG 벙커링, LNG 추진선 개조 및 신조 등 항만, 조
선 및 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물류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하이, 충칭, 항저우, 정저우, 선전, 칭다오, 톈진, 다롄 등 12개 도시가 지정되어 도
시별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결제, 물류 등 일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선전 등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분야의 13·5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며, 중국 기업의 해외항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우선
순위가 높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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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 중
· 협력방안 연구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장. 서 론
제2장. 한·중 농업협력 현황
제3장.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4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업 현황
제5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대상지역 선정
제6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산업
제7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산물 유통산업
제8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한·중 협력 모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
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
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
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양국의 두 전략은 물류·교통·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거대 단일시장 개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등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지역의 18개 성·시
들은 대부분 농업 비중이 높고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가 미비하며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3·5 규획상 5대 발전이념(혁신, 개방, 공유, 균형(협력), 친환경)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상당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 농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활용한 양국 농식품 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일대일로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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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특성을 분석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
부의 최대 관심사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의존도 축소, 산업다각화와 경제현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상생 경제협력 방
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한·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한·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 제안했다.
전략지역 심층연구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ㆍ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 KIEP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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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
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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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Korean Firms’ Invest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or 10 Year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Network of Trade and Investment
KANG Yoo-Duk and LIM You-Jin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대EU 무역,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유럽에 대한 직접 수출 외에도 이미 갖춰진 대중동부유럽의
투자-무역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또는 재편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중동부유럽의 경제 상황 변화와 지난 10년간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산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중동부유럽에 대해 펼쳐온 투자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투자-무역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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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EU 무역,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유럽에 대한 직접 수출 외에도 이미 갖춰진 대중동부유럽
의 투자-무역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또는 재편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중동부유럽의 경제 상황 변화와 지난 10년간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산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
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무역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중동부유럽에 대해 펼쳐온 투자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투자-무역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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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하
에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의 주요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이 지
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회랑 사업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업적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모색
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개
발계획과 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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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을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
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경협의 거래관행은 GATT/WTO 체제의 규정,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와 WTO
보조금협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남북한 CEPA
체결임을 확인하였다. 남북한 CEPA는 정부간 협정보다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
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중국-대만 방식보다는 중국-홍콩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남북한 CEPA의 추진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통합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CEPA 체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서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임수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장

임소정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연구보고서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최장호 임
·수호
이정균 임
·소정

제1장. 서론
제2장.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제3장. 제재와 무역변화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제5장.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제6장. 결론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최장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이정균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살펴보고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 구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효과적으
로 저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새로운 기여는 첫째, 대북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중단·대체·우회·창조로 구분하고 이를 실증 분석했다는 점, 둘째, 이를 통해 대북제재 이후 북한
의 대중 무역 의존도 증가는 북·중 양국 무역 증가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북한-중국-제3국의 우회무역도 포함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본 연구에서 정립한 개념들을 현지조사를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연구가 디딤돌이 되어 대북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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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
북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
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파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
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
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
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
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
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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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최빈국 특혜관세조치와 ODA의 연계성,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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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China’s development finance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a focus on Asia
from 2000 to 2012. It uses a recent version of China AidData, one of the most reliable and publicly available data
sources that systematically collect and differentiate different types of China’s official development financial flows.
The findings show that China’s allocations decision for concessional development flows, has mixed motives of
humanitarian, commercial and strategic interests. It is noteworthy that China’s aid appears not to be in
competition against established donors in this period. Yet substantial regional variation is observed, suggesting
different regional dynamics are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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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China’s development finance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a focus on Asia from 2000 to 2012. It uses a recent version of China AidData, one
of the most reliable and publicly available data sources that systematically collect and
differentiate different types of China’s official development financial flows. The findings show
that China’s allocations decision for concessional development flows, has mixed motives of
humanitarian, commercial and strategic interests. It is noteworthy that China’s aid appears not
to be in competition against established donors in this period. Yet substantial regional variation
is observed, suggesting different regional dynamics are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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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ITERATURE REVIEW
Ⅲ. ACCESS TO CREDIT AND THE EDUCATIONAL SYSTEM IN VETNAM
HUR Yoon Sun

Ⅳ. EMPIRICAL ANALYSIS
Ⅴ.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trie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of growth engines in Vietnam :
access to credit and education. To avoid potential bias due to the endogeneity of access to credit
variable, this paper utilize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his paper takes advantage of the
Young Lives Survey of Vietnam that collected information on children of various ages to observe
the effect of credit access in different stage of childhood. The result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shows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measured by test scores, is impacted
significantly by access to credit when the child is young and household income is low. However,
when the child is older, most of the input to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comes from
outside of household resources, such as school, friends, and teachers, and the access to credit
status of the household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qu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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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야기하게 될 금융시장관련 변화를 실증연구와 해외사례를 바탕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고령화가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를 야기하
게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고령화 대책은 경기적 대응보다 노동시장적 대응이 더 효과
적이며 노령층에 주안한 연금상품의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한국의 낮은 연금수령비중과 사회보장체제 수준을 고려할 때 조속하고 포괄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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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국제사회의
탄소 상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활용 계획을 수립한바, 본 연구에서는 해외 감축사업을 위한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 시 적
용 가능한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83

2016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곤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이성희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전문연구원

나승권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전문연구원

노수연 고려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연구보고서 16-15

장종문 구미ㆍ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
제4장. EU :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
제5장. 일본과 중국 :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
제6장. 정책 시사점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인터넷과 ICT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요소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주요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을 요인별로 비교분석하
였다. 그리고 디지털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EU 및 독일, 일본, 중국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
였으며, 이상의 연구결과와 한국의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디지털 산업혁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종합연구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 - 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수현 한국한의학연구원

강아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보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楊建海 北京工商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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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중의학 발전과 중의 자원 및 이용 현황
제3장.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제4장. 중국과 대만의 보장성 현황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제5장. 현지조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
(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윤강재 외

의료서비스공급체계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모두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인정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이원
화체계 하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각각의 학문 발적과 직역 전문성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 가치 창출 요구, 직역 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심화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설정이라는 유사한 고민
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의료이원화체계의 변화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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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ㆍ중 협력방안
박용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영선 에너지경제연구원

동
구
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박용덕 외

박용덕 외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
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 정책 분석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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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연
총

16-49-0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 중
· 협력방안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
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
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
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
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
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
문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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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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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정성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董戰峰 중국환경계획원
HAO Chunxu 중국환경계획원

동
구
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추장민 외

추장민 외

QU, Aiyu 중국환경계획원

협
연
총

16-49-07

한 중
·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공성용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ZHOU Quan 중국환경계획원
LI Hongxiang 중국환경계획원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
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
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
책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
며, 또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분야 환경시장 현황 및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와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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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정형곤 동북아경제본부장

Douglas Zhihua Zeng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eds.

Policy Analysis 16-01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was founded in 1990 as a government-funded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t is a leading institute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 KIEP
advises the government on all maj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ssues and serves as a warehouse of information on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Further, KIEP carries
out research by request from outsid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n all areas of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economies by request.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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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Ⅱ. S
 PECIAL ECONOMIC ZONES AS A TOOL OF INDUSTRIAL DEVELOPMENT : CASE OF

GROWTH : CASE OF IFEZ IN SOUTH KOREA

Edited by
Hyung-Gon JEONG and Douglas Zhihua ZENG

MASAN FTZ IN SOUTH KOREA
Ⅲ. F
 REE ECONOMIC ZONE AS A TOOL OF TRANSITION TO AN INNOVATIVE ECONOMIC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Ⅰ.INTRODUCTION - ARE SEZS AND BUSINESS HUBS THE BEST TOOLS FOR

KIEP possesses highly knowledgeable economic research
staff. Our staff includes many research fellows with PhDs in
economics from international graduate programs, supported
by dozens of professional researchers. Our efforts are
augmented by our affiliates,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in Washington, D.C. and the KIEP Beijing
office, which provide crucial and timely information on local
economies. KIEP has been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s
its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National APEC Study Center. KIEP also maintains a wide
network of prominent local and international economists and
business people who contribute their expertise on individual
projects.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Edited by
Hyung-Gon JEONG and Douglas Zhihua ZENG

Ⅳ. INNOV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 THE CASE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AND FREE TRADE ZONES
Ⅴ. INVITATION STRATEGY FOR CUTTING EDGE INDUSTRIES THROUGH MNCS AND
GLOBAL TALENTS : THE CASE OF SINGAPORE
Ⅵ. H
 ONG KONG’S BUSINESS AND FINANCIAL HUB DEVELOPMENT : FACTORS,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Ⅶ. BUILDING

A SUCCESSFUL LOGISTICS AND PRODUCTION HUB : THE CASE OF DUBAI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EBEL ALI FREE ZONE
Ⅷ. P
 OLICY IMPLICATIONS OF SEZ AND BUSINESS HUB DEVELOPMENT IN ASIA

Around the world, there are 4,300 special economic zones throughout more than 130
countries : the zones in Asian countries have been quite successful, while on the other hand,
those of Africa and some other countries have not performed well so far. In particular, some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in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China, Hong
Kong and Singapore, as well as Dubai, have been quite successful in terms of innovative and
dynamic economic growth. Not all of the zones in the countries were successful : some of those
have been recognized as “white elephants.”As successful cases receive more and more attention,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need to learn the secret of success from these cases,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This paper was designed to fulfill these needs, and especially to be
a fine policy guidebook f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will introduce special economic zones
as a way to boost their economie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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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continually strives to increase its coverage and grasp of
world economic events, and expanding cooperative relations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se efforts. In addition to
many joint projects in progress KIEP is aiming to become a
part of a broad but close network of the world’s leading
research institutes.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landscape of Asia, which is leading to further
integration of the world’s economies, we are confident that
KIEP’s win-win proposal for greater cooperation and sharing
of resources and facilities will increasingly become standard
practice in the field of economic research.

Hyung-Gon JEONG
r

Dr. Jeong Hyung-Gon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Bonn and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Cologne. He was a Fulbright Visiting scholar at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Dr. Jeong is currently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He serves
as a Consultant at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Advisory
Committee of Free Economic Zon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 is also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He also served as a
Consultant of Special Economic Zone for the governments of
Vietnam, Uzbekistan, and Kazakhstan as part of the Korean
knowledge-sharing projects. Before joining KIEP, Dr. Jeong
was Director General of the Office of Strategic Planning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the Blue House from June
2003 to December 2005. Dr. Jeong has published many
refereed journal articles, books an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economic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transition economy and North Korean economy etc. He can
be reached at hgjeong@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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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과 지역별

세계 전 지역의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이슈페이퍼로 발간 및 배

정부부처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한

포했고,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학술

다. 이와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적 연구의 성과물들을 학술저널(East Asian Economic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지역별·국가별 거시경제

Review(EAER))로 발간했다. 또한 세계의 각 지역 및

상황을 전망함으로써, 정부나 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차년도의 세계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주요국가의 최근 산업동향

경제상황을 전망하여 그 결과를 ‘KIEP 세계경제 전망’

을 분석해 수출 및 투자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

형태로도 발간, 글로벌 구조변화의 영향을 심도 있게

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국가간 산업협

분석했다.

력 방안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KIEP 국제거시모형 운영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각종 정책의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도출을 위해 국내

다양한 거시모형을 도입 개발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실정에 맞는 모형을 만들었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경

대응할 수 있다. 이로써 다양한 대외적, 대내적인 충격

제로 전파되는 충격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정

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서 정

성적,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기

책대응을 위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한다. 또한

존 모형인 GIMF와 Oxford Economics의 Global

기본적인 무역 관련 DB를 구축하여 각종 연구의 기초

Model Workstation(GMW)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가를 포함한 구조모형을 구축했다(GIMF는 구조모형
이나 6개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GMW는 다양한 국
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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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종합연구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중장기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무역자유화 연구 및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통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했고, TPP, TTIP,

상정책 방향을 정립한다. 또한 Post 한·중 FTA 연구를

RCEP 등 주요 Mega FTA에 대한 동향 파악에 관한

통해 한국의 FTA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중장기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IEP 및 한국의 위

전망 및 TiSA, EGA 등 복수국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상 제고, WTO/DDA 관련 회의 참석 및 정부 지원, 국

대한 동향을 파악했으며, Post 한·중 FTA 관련 연구

제통상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할 수 있다.

및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대책을 연구했다.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동태 CGE 모형(축차 GTAP모형)을 TPP, ITA 및 EGA

동태 CGE 분석 방법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여 통상

의 복수국간 협정 등 정부 주요 통상정책 관련 연구에

정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기발효 FTA 평가,

적용했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총 87개 국가 및 경

TPP 참여여부에 따른 효과 분석, WTO 차원에서 논의

제권)과의 교역 통계 및 무역지수 구축했다. 비관세장

중인 복수국간 협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할 수 있다. 교

벽 자료 구축 및 CGE모형 내 비관세장벽 고려방식에

육 참석을 통해 다양한 CGE 응용모형을 도입·개발함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무역모형을 활용한 연구 수행

으로써 비관세장벽 등 새로운 정책 연구수요에 대응이

및 GTAP모형 교육에 참석했다.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인 무역 관련 DB를 구축하여 각
종 연구의 기초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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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운영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APEC 관련 연구 및 사업과 APEC 공식회의 및 관련

APEC 관련 연구를 총괄 및 수행하고, 학술대회 등을

회의 참석, 정부대표단의 역할과 업무지원, APEC 발

개최함으로써 APEC 관련 연구 활성화, 정부, 학계, 민

전 도모를 위한 포럼 개최 및 관련 국제학술회의 참가

간과의 깊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APEC

지원, APEC 관련 정보·자료 제공 및 국내외 네트워크

정상회의 및 주요 관련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를 구축했다. 또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한국의 對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며 APEC내에서 한

한국을 대표하는 KOPEC 사무국 업무를 관장했다.

국의 위상 제고방안 모색할 수 있다. 또한 APEC,
PECC 회원국들과 교류 및 협력 강화, 아태지역 경제협
력 논의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KIEP 북경사무소 운영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등장,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현장성, 시의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국

역할 증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 동북아 역내

관련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본원의 중국 연

경제협력 필요성의 증대 등 중국과의 협력환경 변화에

구 및 동북아 유관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돕는다. 한

부응하여 현장성·시의성을 갖춘 중국 정보를 생산했

중간 연구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의 중국연구

다. 특히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보의 효과적인

를 지원하며, 한국경제 홍보사업을 통하여 국가 이미

입수 및 분석을 위해 중국 중앙 및 지방의 연구자들과

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내 연구를 지원했다. 또한

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작성 및 배포, 한중경제포럼 운
영, 중국경제전문가 풀 유지 및 활용, 한반도문제 전문
가 풀 유지 및 활용, 국제세미나 현지 개최 및 현장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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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지역 정보, 자료의 축적·확산, 지역전문가의 육성 등

청년층에 특화된 맞춤교육을 통해 세계지역전문가 육

국내 세계지역연구 중심으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성하고, KIEP 연구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며 지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들과 교류를 증진하고 대외협력

역 연구 기관으로서 KIEP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지

학자,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KIEP의 신흥지역연

역경제 관련 민간분야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참여형

구 역량 강화 및 신흥지역연구 활동을 국내외에 널리

프로그램 운영했다. 신흥지역연구와 관련된 해외 저명

홍보함으로써 Think Tank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

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자간 다양한 연구성과

다. 더불어 국내외 지역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

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했

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

으며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실

및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질적인 교류를 추진, 지역 연구네트워크를 공고히 하
여 공동연구과제 발굴의 기회를 확대했다.

중국 권역별 · 성별 연구팀 운영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중국의 대내외 정책변화,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환

변화하는 대중 경협환경에 적합한 우리 기업의 중국

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지역별 연구 심화

내수시장 진출 관련 정보 및 전략 제시, 유관 정부기관

및 지역간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

의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방대한 중국 관련

는 우리 기업과 중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우리 정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

부에 필요한 각 지역의 정책변화, 투자환경, 내수시장

여 중국 연구자, 기업인, 정부, 학생 등의 다양한 정보

등에 대한 기초자료 및 심층 분석자료 제공하고, 중국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관련 학술연구 및 진

각 지역의 특성 파악 및 심층 연구를 위해서 중국 현지

출계획 수립에 활용가능한 대국민 중국 정보 제공시스

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한된 정보접근 수준을

템 운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

제고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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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경제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자원·에너지·물류 등 전

전략적 경제협력 국가(지역)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연

략지역(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 잠재력 및 한국 경제

구를 통해 관계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한

개발경험의 전수 가능성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심

국의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정책 수립에

층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다루는 연구보고서를 발

기여한다. 또한,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가 되는

간했다. 또한 한국과 주요 신흥경제국(지역)에서 연간

전략지역(국가) 연구관련 정보, 자료와 연구 성과, 전

1~2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 한국과 신흥경제권 각국

문가 풀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연

전문가들 사이의 연구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구자간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다.

교류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내 유수의 12개 지역연구
학회와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중국종합연구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중국 관련 국가정책과 전략수립에 필요한 선도적 연구

對중국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해 對중

및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외 중

국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또 국내외 중국연구자의 교

국전문가 학술교류를 확대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류 활성화를 통해 중국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고, 중국

했으며, Post 한중 FTA시대,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진출 기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

대외정책포럼 또한 운영했다.

한다. 아울러 對중국 전략산업 육성 정책수립 또한 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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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 네트워크 강화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동아시아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및 초청사업을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최근 현안에 대해

제시한다. 아울러 원외 연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가

국내외 학계 및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LES를 개최했

능성을 제고하고 각국에 대한 신속한 현황자료를 확보

다. 그 밖에도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례국제세미나, 동

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북아 경제협력 세미나 등 주요 세미나 결과를 기초로
원내·외 연구진의 협동 연구를 추진했다. 또한 동아시
아협력 관련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고 국가별 현지자
료 확보를 지원했다.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동북아 6개 국가(한국·중국·일본·러시아·미국·몽골)

지역적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활

가 순환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Northeast Asia

성화하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지역내 상호 이해

Economic Forum)를 실시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공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관계개선, 국제무대

동체 관련 국내 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서 동북아 지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차원에서의
한국 리더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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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시대의 한 · 몽골 전략적 협력방안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

몽골과의 교역·물류·에너지·관광·건설 분야 협력방안

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이 교역·물류·에너지·관

모색을 통해 한국 정부나 기업에 원조·투자·협력 방안

광·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

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금까지의 한·몽골 경제협력

다. 또 ‘유라시아 시대의 한·몽골 전략적 협력방안’세미

을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적 관계증진방안을 논의함으

나 개최, 한·몽골 간 연구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원내 몽

로써 한국과 몽골이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

골 연구 지원은 물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 인

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라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중장기통상전략 운영
주요사업내용

기대효과

한국의 중장기 통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글로벌

단기적인 시각에 따른 정책으로는 대외경제 여건 변화

이슈에 대한 기회, 도전, 위험요인 분석 후 우리나라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

선택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중장기적

통합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북한 경제개혁 촉진방안·

깊이 모색했다. 또 통일 후 안정적 경제통합 방안을 제

동북아 인프라 구축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시해 경제통합비용의 최소화 및 편익 극대화 등 통합 리
스크를 줄이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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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주요 행사 및 세미나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일자

행사/과제(사업)

주최 및 주관기관

2.17

2016 제1차 KOPEC 고위자문회의

KIEP

2.22

Korea-Cuba Knowledge Dialogue

KIEP/경인사연/쿠바대외무역부
쿠바무역투자진흥청

2.26

Taking Stock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KIEP/Shanghai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Reinventing Bretton
Woods Committee

2.27

TPP Issues & Korea and Japan’s FTA Policy

KIEP/메이죠대학 아시아연구센터

3.2
~
3.3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AEP)

KIEP/The Earth Institute at Columbia
Univ.Global Center of Excellence at
Keio Univ.

3.29
~
3.31

제7차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KIEP/카자흐스탄 경제연구소
타지키스탄 전략연구소

4.22

Korean Re-Unification : Prospects and Implications

KIEP/고려대학교/호주국립대학교

4.26

GTI 연구협력과 한중교류 강화(초청간담회)

KIEP

4.28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협력 대화

KIEP

5.2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 :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국의 상생협력 모색을 중심으로

KIEP/국민경제자문회의

5.11

제5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KIEP/대한상공회의소/한-브라질소사이어티/
외교부

5.1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development along the Silk Road Economic
Belt

KIEP/한국무역학회/중국 시안 서북대학 외

5.26

2016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KIEP

5.27

제10회 한국 유럽학 연합학술대회 : 21세기 한-EU 관계 발전
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협력모델의 모색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 통합적 접근

KIEP/경인사연/한국유럽학회/산업통상자원부
연세대 SSK 갈등과 사회통합 연구단/통합유럽연
구회/한국프랑스정치학회/한독사회학회/한국외대
EU연구소/한국외대 글로벌 정치연구소
한국유럽행정학회/한양대 유럽 아프리카 연구소

5.29

The 4th Korea-Iran Forum

KIEP/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stitute for Trade Studies & Research

6.1

The 10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KIEP/일본 PRI/중국 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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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6.8
~
6.10

행사/과제(사업)

주최 및 주관기관

Korea-Japan Opinion Leaders’ Seminar(한일 OLS)

KIEP/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6.8

The 4th Asia Think Tank Summit

IEP/IFANS/KDI/TTCSP/ADBI

6.23

제11차 KIEP-ERI 국제 공동세미나

KIEP/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경제연구원

6.28

Services Trade Policy and Manufacturing Productivity :
The Role of Institutions (초청간담회)

KIEP

7.2

WEAI 91th Annual Conference

KIEP/KIFA/AFS

7.3

제1회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KIEP/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7.19

2016 BOK-KIEP-PIIE International Conference

KIEP/한국은행/PIIE

7.21

베이징 한반도문제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이후 한반도정세 전망”

KIEP/베이징대 한반도연구 중심

8.4

중국 지역경제의 산업혁신전략과 한·중 동반발전

KIEP

8.5
~
8.6

2016년 한국경제연구학회 제15차 “한국과 세계경제”
국제학술대회

KIEP/한국경제연구학회

8.11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KIEP/NEAEF

8.18

일대일로 배경하의 한중 경제 협력 : 중국 일대일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KIEP/경인사연/중국운남성사회과학원

8.23
~
8.25

제14차 KIEP-AMR 공동세미나 : 한중FTA 시대의 한중 新경제
협력 모색

KIEP/AMR

9.8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East Asia

KIEP/서울대학교/IEFS

9.9

2016년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

KIEP

9.24

유라시아 시대 한·몽 미래 협력 대화

KIEP/경인사연/몽골 칭기즈칸대학교

10.7

통일 후 주변 4강의 對한반도 경제정책 전망

KIEP

10.14

제20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KIEP/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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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행사/과제(사업)

주최 및 주관기관

10.14

2016 두만강포럼 경제분과 세미나

KIEP/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10.19
~
10.20

제5차 KIEP-HASS 공동세미나

KIEP/HASS

10.20

2016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KIEP/12개 지역학회(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한국몽골학회/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아프리카 학회/한국유라시아학회
한국인도사회연구학회/한국중동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현
대중국학회)

10.20
~
10.21

2016년도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KIEP/한국무역학회/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10.25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KIEP/외교부

10.29

2016 Asia-Europe Trade Roundtable

UIBE/EUI/RIETI

11.3

The 12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KIEP/PIDS

11.15

The Prospective Policies of Upcoming US Administration

KIEP

11.25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Economy :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from Germany and Korea

KIEP/한독경상학회/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12.1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KIEP/IMF

12.1

2016년 하반기 제2차 베이징 한반도문제포럼 “최근 동북아 정
세 변화 속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

KIEP/베이징대 한반도연구중심

12.1

제4회 KIEP 중동경제 세미나(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경제협
력 다변화 : 도전과 기회요인)

KIEP

12.1

Determinants of Re-exports (초청간담회)

KIEP

12.6

OECD 경제협력과 한국 서비스 산업 : 도전 및 비전 컨퍼런스

KIEP

12.6

Korea-Central Asia : Building Comprehensive Networks
for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KIEP/외교부

12.9

미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통상관계에 대한 전망 : 도전과 기회

KIEP

12.20

한-독 통일경제정책 네트워크 세미나

KE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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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의

일자

행사/과제(사업)

주최 및 주관기관

1.29

2016 KIEP 유라시아 연구포럼/ 전략지역 심층연구(일반사업)

KIEP

3.16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연구(수탁연구)

KIEP

5.27

제10회 한국 유럽학 연합학술대회 : 21세기 한-EU 관계 발전
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협력모델의 모색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 통합적 접근/ EU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 시사점(기본연구)

KIEP/한국유럽학회/KU-KIEP-SBS
EU센터 外 9개 기관

6.16

중국의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과 한중협력/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팀 운영(일반사업)

KIEP/대한상공회의소

7.1

한국국제통상학회 하계 학술대회/ 무역자유화
종합연구사업(연구관련사업)

KIEP/한국국제통상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28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2016년도 중장기통상전략(연구관련사업)

KIEP

11.29

한-카타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방안/
한-카타르 무역확대 및 에너지-건설분야 실무
T/F 운영(수탁연구)

KIEP

12.8

제3차 KIEP 유라시아 연구포럼/
전략지역 심층연구(일반사업)

KIEP

12.16

제8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대회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중앙아시아의 미래/ 전략지역 심층연구(일반사업)

KIEP/한국유라시아·슬라브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2.22

2016년 동계학술대회/(일반사업)

KIEP/현대중국학회/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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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연구진 소개

▶

2017 주요 연구과제

▶

2016 발간자료

▶

2016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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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국제거시
금융본부

정성춘

|

국제거시, 국제금융
세계경제 흐름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국제거시금융본부장

국제거시금융, 일본경제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거시팀
안성배

|

국제거시팀장

윤덕룡

|

선임연구위원

한민수

|

부연구위원

최혜린

|

부연구위원

국제거시

금융협력, 남북거시금융

국제거시

국제거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독일 킬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수빈

이진희

김경훈

김효상

|

전문연구원

|

연구원

국제거시

국제거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팀
정영식

|

국제금융팀장

강태수

|

선임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국제금융

국제금융

국제금융

국제금융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

미국 미주리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경제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경제학 박사

양다영

강은정

김수진

|

전문연구원

|

전문연구원

|

전문연구원

국제금융

국제금융

국제금융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제네바 국제대 국제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 2017. 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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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
본부

정철

|

WTO, 다자통상, FTA, FDI, 서비스, 농업통상
무역투자정책팀, 다자통상팀, 지역무역협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무역투자 및 통상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통상정책 방향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무역통상본부장

국제무역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박사

무역투자정책팀
배찬권

|

최낙균

무역투자정책팀장

|

이수영

선임연구위원

|

이규엽

부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국제무역, FTA이행, 산업조직

국제무역, GVC

투자일반, 관련 협정 및 제도

Digital Trade, 무역구제조치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강준구

김혁황

|

선임연구원

서비스 협상·서비스 무역,
GVC, FDI, Mode 4

|

전문연구원

FDI, 국제경제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다자통상팀
김종덕

|

김상겸

다자통상팀장

|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조문희

선임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국제금융, 거시경제학

무역원활화, APEC, OECD

WTO, DDA 통상일반, 농업, SPS

다자통상,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박지현

|

전문연구원

김민성

|

엄준현

전문연구원

|

정민철

전문연구원

|

연구원

농업통상, FTA이행, SPS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TBT(무역기술장벽) 반덤핑, WTO 분쟁해결

WTO 일반, 응용미시, 경제통계분석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지역무역협정팀
김영귀

|

지역무역협정팀장

RTA, 무역모형,
영향평가

오수현

|

부연구위원

황운중

|

부연구위원

남시훈

|

부연구위원

RTA, 정부조달

활용률, 원산지, TBT

지역무역협정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박혜리

금혜윤

|

전문연구원

FTA, 정부조달, 무역조정지원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경제학 석사

|

전문연구원

유새별

|

전문연구원

강민지

|

연구원

FTA, 거시경제

TBT, 환경

통상법, SPS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제경제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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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
본부

협력정책, 통일국제협력, 중국경제,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
동북아 및 중국경제 동향,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대외경제관계, 경제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경제협력, GTI 등 경제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간
무역과 투자를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을 위한 경제허브정책, 북한경제 및 통일관련 국제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곤

|

동북아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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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정책팀
최보영

|

협력정책팀장

방호경

|

선임연구원

이보람

|

전문연구원

동아시아경제협력, 무역원활화

동아시아 경제협력, 국제무역, 특혜원산지

동아시아 경제협력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이서영

백종훈

|

연구원

|

연구원

동아시아 경제협력

경제협력, 한독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통일국제협력팀
임수호

|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장호

|

부연구위원

김영찬

|

초청연구위원

북한경제, 남북통일

북중 무역, 북한경제

독일 통일, 북한금융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사

이정균

최유정

임소정

|

전문연구원

|

연구원

|

연구원

북중협력

북한경제, GTI

북한경제, 북한대외관계

중국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원
국제무역학 석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

김준영

김범환

|

연구원

|

연구원

북중협력, 북한연구, 중국국제금융

체제전환 연구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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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팀
이승신

|

중국팀장

이장규

|

선임연구위원

이현태

|

부연구위원

신꽃비

|

부연구위원

중국경제

중국종합연구

중국경제, AIIB, 일대일로

중국경제, 위안화 국제화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 법학
(중국경제)박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상백

나수엽

오종혁

홍진희

|

부연구위원

|

전문연구원

|

전문연구원

|

전문연구원

중국경제

미·중 통상분쟁

중국경제, ICT, 창업

중국종합연구

북경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교육학 석사

이효진

김영선 | 연구원

조고운

오윤미 | 연구원

중국경제

중국경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석사

중국경제

|

연구원

|

연구원

중국경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지역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중국 경제 전공)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팀
정지현 |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이상훈

중국 화남, 중부

중국 동북, 환발해지역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박진희

|

이한나

전문연구원

|

|

부연구위원

연구원

임호열

|

초청연구위원

국제협력정책, 개발협력,
통일국제협력, 중국경제, 통화금융

김홍원

|

전문연구원

중국경제, 화남지역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최지원

김주혜

|

연구원

|

연구원

중국경제, 중부지역

중국경제, 화동지역

중국경제, 동북지역

중국경제, 중부지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중국지역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최재희

|

연구원

서부 지역
중국 북경대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북경사무소
양평섭

|

북경사무소장

박민숙

|

전문연구원

중국경제

중국경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지역학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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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일본경제,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ODA,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일본, 동남아·대양주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아태지역
본부

경제협력, 국제개발협력 등을 비롯하여 지식·창조경제, 환경, 에너지 등 주요 국정 과제 이슈와 연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권율

|

아시아태평양본부장

동아시아 지역연구, ODA 정책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일본팀
김규판

|

일본팀장

이형근

|

선임연구원

이정은

|

김승현

연구원

|

연구원

일본경제(무역, 재정, 산업)

일본경제, 타당성조사

일본경제

일본금융

일본 게이오대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협력 석사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동남아대양주팀
오윤아

|

동남아대양주팀장

곽성일

|

동남아팀 연구위원(겸임)

라미령

|

부연구위원

동남아시아, ASEAN, 대양주 연구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아세안경제통합, 대양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 경제협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정재완

|

전문연구원

이재호

|

전문연구원

신민금

|

전문연구원

동남아 경제, 메콩강유역 개발

동남아지역연구, 아세안경제통합

필리핀·말레이시아 경제, 메콩유역 개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신민이

김제국

김미림

|

연구원

|

연구원

|

연구원

동남아 경제, 대양주 도서국

동남아 경제, 아세안경제공동체

동남아경제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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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남아시아팀
이웅

|

조충제

인도·남아시아팀장

|

송영철

연구위원

|

이정미

전문연구원

|

전문연구원

인도 및 남아시아

인도 및 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경제

인도·남아시아 경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제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신세린

|

연구원

인도·남아시아 경제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석사

개발협력팀
정지원

|

허윤선

개발협력팀장

|

정지선

부연구위원

|

이주영

전문연구원

|

전문연구원

ODA 정책, 기후변화, 개발재원

ODA 정책, 영향력 평가, OECD

ODA 평가, MDB, 민관협력

원조예산, 원조규범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식품경제학 박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경희대 국제개발협력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이상미

|

전문연구원

송지혜

|

전문연구원

유애라

|

연구원

오혜경

|

연구원

ODA 정책

환경 ODA, 기후변화

Aid for Trade, 개발재원

경인사연 협동연구지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수료

KDI School 석사 수료

전략연구팀
문진영

|

전략연구팀장

환경, 기후변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나승권

|

전문연구원

디지털상거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 경제협력

이성희 | 전문연구원
아시아 지역개발, 공적개발원조, 교육
고려대학교 국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김은미

|

연구원

최은혜

|

연구원

디지털상거래, 통상정책

전략연구

고려대학교 국제학 석사

KDI School MPP 석사 수료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곽성일

|

사무국장

곽소영

|

전문연구원

박은빈

|

연구원

APEC, 아세안 경제협력

KOPEC, APEC

APEC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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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
유라시아
본부

EU, 북미, 중남미, 러시아·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 EU 등 선진지역과 러시아·유라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등 신흥지역 국가의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의
대외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재영 | 구미·유라시아본부장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 및 유라시아 경제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주팀
권기수

|

미주팀장

윤여준

|

부연구위원

김원기

|

부연구위원

김진오

|

전문연구원

중남미 경제

북미경제

북미경제(거시경제)

중남미 경제, 국제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영국 워릭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텍사스A&M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수료

김종혁

|

전문연구원

미국·캐나다 경제,
금융감독(자금세탁)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박미숙

|

전문연구원

이시은

|

전문연구원

권혁주

|

김효은

연구원

|

중남미 경제

북미경제

중남미경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유럽팀
김흥종

|

선임연구위원

EU 및 유럽지역,
KU-KIEP-SBS EU 센터

조동희

|

부연구위원

이철원

|

선임연구원

오태현

|

전문연구원

유럽지역연구

동유럽

EU, 서유럽지역 경제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프랑스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경제학 박사

이현진

임유진

|

전문연구원

|

연구원

EU, 서유럽

영어권, 북유럽 경제, EU센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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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경제

부록

러시아·유라시아팀
박정호

|

러시아·유라시아팀장

정여천

|

선임연구위원

강부균

|

전문연구원

러시아·CIS 정치 경제

러시아 경제 및 한·러 경협

러시아·CIS 경제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 박사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러시아학 석사

민지영

윤지현

|

전문연구원

|

연구원

러시아·CIS 경제

중앙아시아·몽골 경제 및 개발협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협력학 석사

아중동팀
이권형

|

아중동팀장

박영호

|

연구위원

정재욱

|

부연구위원

중동지역, 산업정책

아프리카지역 경제

아프리카 경제 및 국제무역

영국런던대학교(SOAS)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UC Davis)
경제학 박사

장종문

손성현

김예진

|

전문연구원

|

전문연구원

|

연구원

아프리카 경제 및 국제무역

중동 경제

아프리카 경제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장윤희

이보얀

유광호

|

연구원

|

연구원

|

연구원

중동 경제

아프리카 경제

중동 경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영국 워릭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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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
주요 연구과제

2017년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 ·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국제거시금융본부
●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국제 에너지 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분석

무역통상본부
●

세계무역 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다자차원의 부패방지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경제본부
●

한·중·일의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및 협력방안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 광물부문(석탄 철광석)을 중심으로

●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 및 시장화의 연관성 분석

●

중국의 주요 제조업 혁신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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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 연구과제

아시아태평양본부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

인도 제조업의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

●

ODA 평가체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 성과평가를 위한 실험적 방법을 중심으로

●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

아시아지역 디지털시장의 주요 장벽과 대응방안

●

일본의 대외경제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구미·유라시아본부

112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MERCOSUR 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

●

미국의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

중동지역 전력산업의 구조 및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

新소비시장으로서 아프리카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2016
발간자료

2016 연차보고서

2016 발간자료

분류

제목

저자

연구보고서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윤덕룡,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STRI를 중심
으로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임수호, 이효영, 최장호,
최유정, 최지영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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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 및 결산
1. 세입결산서
제28(당)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단위 : 원)

예산액 (A)

수입액 (B)

증△감 (B-A)

% (B/A)

계

38,966,376,548

37,835,604,344

△1,130,772,204

97.1

정부출연금

29,330,500,000

28,653,517,000

△676,983,000

97.7

가. 정부출연금 편성

29,330,500,000

28,653,517,000

△676,983,000*

97.7

8,952,000,000

8,275,017,000

△676,983,000

92.4

○ 인건비
○ 기관고유사업비

5,536,000,000

5,536,000,000

-

100.0

○ 일반사업비

12,019,500,000

12,019,500,000

-

100.0

○ 경상운영비

1,718,000,000

1,718,000,000

-

100.0

○ 시설비

1,105,000,000

1,105,000,000

-

100.0

-

-

-

-

자체수입

4,693,863,000

4,239,259,596

△454,603,404

90.3

○ 수탁용역수입

4,205,000,000

3,867,036,405

△337,963,595

92.0

○ 이자수입

181,000,000

104,449,450

△76,550,550

57.7

○ 기타수입

307,863,000

267,773,741

△40,089,259

87.0

-

-

-

-

전기이월금

4,112,899,832

4,112,899,832

-

100.0

○ 정부출연금

나. 정부출연금 대체(△)

○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3,530,221,669

3,530,221,669

-

100.0

○ 자체수입

582,678,163

582,678,163

-

100.0

연구개발적립금

829,113,716

829,927,916

814,200

100.1

※ 인건비 불용액

2. 세출결산서
제28(당)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단위 : 원)

예산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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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631,939

427,717,435

97.9

경상운영비영비

1,851,949,793

1,798,742,910

53,206,883

97.1

시설비

1,116,805,900

1,116,805,900

-

100.0

-

-

-

-

연구개발적립금

1,120,832,891

940,876,022

179,956,869

83.9

결산잉여금 처분

-

21,876,847

△21,876,847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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