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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한국경제에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KIEP!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경제의 변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탄생하고 지역이 통합되며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1989년 설립 이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연구 분석하고
대외경제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에 기여해온 KIEP!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KIEP의
2017년 성과를 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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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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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KIEP 2017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2017년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미국·중국 등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불협화음 고조로 한국경제의 대외위험이 증대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한반도 경제통일 구현 ∆소득주도
성장 구현 ∆혁신성장 ∆대외위험관리라는 8대 정책분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
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장기적인 성장추세의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남북 평화관계를 굳히는 데 주변국의 지지가 필수적이
어서 지정학적 불투명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KIEP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 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외
경제 및 통상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선도적인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시는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지역과 무역투자, 국제거시금융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KIEP 가족과 더불어 국민
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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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소개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KIEP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춰 신남방 및 신북방 경제를 주목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와 통상정책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IEP의 역할
국내외 산관학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

주요 기능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연구 등
대외경제정책 현안 연구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 동향과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분석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연구
용역의 위탁 및 수탁

국가적
역할

• 대외경제정책 대안 개발
• 세계 지역 기초연구
• 대외경제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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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원장

감사

감사실
대외전략위원회

부원장
홍보협력팀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조정실

신북방경제실

신남방경제실

선진경제실

중국경제실

무역통상실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지원단
지식정보팀
인사총무팀
예산회계팀
기획성과팀

통일국제협력팀
아중동팀

러시아유라시아팀

개발협력팀

동서남아대양주팀

구미팀
동아시아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중국팀

무역협정팀

무역투자정책팀

국제금융팀
국제거시팀

미KEI

북경사무소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G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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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KIEP가 걸어온 길, 세계경제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KIEP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일조하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KIEP의 발자취는 현재를 지나 한국경제의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1995.01
WTO 발족

1996.12
한국, OECD 가입

1986.09
우루과이라운드 선언

1997.12

1989.11

한국, IMF와 구제금융 양해각서 체결

APEC 설립

1998.11
한국, FTA 추진정책 결정

세계경제

1989

1990

KIEP

1990.01

1997.01

미 KEI 감독업무 이관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설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 이관

1997.02

1989.08

1992.01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김적교 초대원장 취임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
(사단법인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해산·흡수)

1989.12

1992.03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재단법인 해산)

유장희 2대 원장 취임

1992.10
북방지역센터를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994.01
대외경제전문가풀 출범
(대외경제위원회)

1995.03
북경사무소 설립

양수길 3대 원장 취임

1997.10
부설지역정보센터를 본원으로 통합

1998.06
이경태 4대 원장 취임

1999.01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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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2016.01

한·인도 CEPA 발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공식 출범

2010.11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

2011.07

2016.0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가결

한·EU FTA 발효

2016.07

2012.3

한·콜롬비아 FTA 발효

2017.01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2017.05

2000.10

한·미 FTA 발효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2014.11

2004.04

한·중 FTA 타결

한·칠레 FTA 발효

2015.10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시작

2008.11

TPP 협상 타결

한-중 수교 25주년

ASEAN 9개국에 대한 FTA 발효

2015.12

2017.12

2009.11

한·뉴질랜드 FTA 체결
한·중 FTA 발효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한국 OECD-DAC 가입

2000

2010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

2017.08

2018

2000.04

2010.02

2017.01

세계지역연구센터 신설
(지역정보센터를 확대·개편)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설립

2016 TTCSP 선정 세계
TOP 싱크탱크 34위, 국내 1위 수성

2002.01
안충영 5대 원장 취임

신흥지역연구센터 신설
(세계지역연구센터를 확대·개편)

2002.03

2012.03

DDA 종합연구센터사무국 설립

한·중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03.04

2013.04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확대·개편)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04.12

이일형 8대 원장 취임

2017 TTCSP 선정 세계 TOP
싱크탱크 31위, 국제경제정책 부문
세계 5위 수성

2014.01

2018.03

G20 연구지원단 신설

이재영 10대 원장 취임

2014.05

2018.04

KU-KIEP-SBS EU 센터 설립

세계지역연구센터 부활
(중국경제실, 선진경제실, 신남방경제실,
신북방경제실 개편)

국제행사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005.01
이경태 6대 원장 취임

2005.12
SNU-KIEP EU센터 설립

2008.05
채욱 7대 원장 취임

2008.0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개편

2008.06
ODA팀 신설

2011.08

2013.08

2015.01
대외협력지원단 신설

2015.06
동북아경제실 신설, 전략연구팀 신설

2016.06
현정택 9대 원장 취임

2017.05
2016년 연구기관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상 수상

2017.09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2018.01

우수연구보고서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한
2017년도 우수연구보고서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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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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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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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연구보고서는 발간 당시 저자의 소속을 기준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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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연구보고서

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규엽
배찬권
이수영
박지현
유새별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장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디지털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경제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
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
분이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불문하고 디지털상거래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
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상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
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
통신기술과 관련된 지표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국
별·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와 접속률도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와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
전화(스마트폰)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개발도상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
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웹트래픽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기존의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현
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상거래 무역데이터(201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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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2000~16년), 2013~15년 기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한국정
보화진흥원 정보화통계집(2000~16년) 등을 활용하였으며, 출처가 다른 데이터의 경우 상호비교
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Census에서 집계하는 E-Stat(2010~16년) 자료와 eMarketer를
포함한 디지털상거래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 등도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각 데이터가 포괄하는 범위에 주의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의 최신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였
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계청과 관세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 시 각 데이터의 특징
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데이터 간 상이한 값에 대해 해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기술하여 정보의 유
용성을 높였다.
한국 디지털상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1~13년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총
거래액은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거래액 규모 면에서도 2001년 119조 원에서 2013
년 1,20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전체 디지털상거래에서 기업간 디지털상거래(B2B)가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특히 2001~13년간(통계이용 가능한 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B2B 연평균 성장률 1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2009~15년). 또한 B2B 디지털상거래의
2/3 이상은 제조업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 순이다.
셋째,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
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디지털상거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수단으로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2013~16년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75.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모바일쇼핑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이며, 다음으로 여행 및 예약
서비스, 생활·자동차용품 순이다.
다섯째, 한국의 디지털상거래 수출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디지털상거래는 무
역수지 흑자(통계청 자료)를 기록하였다. 2014~16년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연평균 83.8%
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해외직접판매액이 해외직접구매액을 상회하였다. 특히 디지
털상거래 무역수지는 2014~15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6년 약 3억 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
자를 기록하였다. 2014~16년 디지털상거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주요 수입국
은 미국, 중국, EU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
음으로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가전·전자·통신기기 순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패션관련 상
품, 음식료품, 가전·전자·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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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 현황을 중소기업비중, 가격분포, 상품교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디지털집중도를 정의한 후,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디
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일반상품 수
출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이
수출도모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품의 가격도 영세
하여 2014년에 비하여 2015년과 2016년의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가격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
세이다.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구성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디
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상품교체는 일반수출보다 상품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디지털상거래
를 통해 수출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수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snago and Tan(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종속변수으로 총 수출값을 사용하고 이를 평균수출값과 상품 수로 분해하였다. 독
립변수로는 디지털집중도를 사용하고 주요 통제변수로 인터넷 발달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통
신기술 발달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연결하여 수출기업을 식별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
석을 추가하였다. 디지털집중도와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
록 전체수출금액과 수출상품수 및 상품당 평균수출금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상거래
의 활성화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이 결과는
기존문헌과 차별점을 갖는다. 기존문헌은 인터넷의 사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서 경쟁
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거리의 영향이 더 커진다고 밝힌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본 장의 결과에도
적용된다.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무역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
여 무역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경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디지털상
거래를 통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4~16년 사이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가격분포
가 점점 낮아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서도 확인하였듯이 디지
털상거래는 도소매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에서 인터
넷발달정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디지털상거래를 통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인터넷을 사용한 무역비
용감소분과는 구별된다. 즉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는 도소매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무역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전수 데이터를 포함하
고 있는 횡단면 자료인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산업수준과 기업수준으로 나
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절에서는 분석 모형,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산업
수준의 분석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디지털집중도와 종속변수로 사용한 순고용증가율/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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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고용파괴율에 대한 변수 구축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고용창출률과 고용파괴율 변수 구축 시
Davis and Haltiwanger 1992 참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모형과 분위분석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디지털상거래와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조업과 서비
스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수준의 분석은 내생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선형회
귀분석 대신에 성향점수매칭(PSM)을 고려한다. 성향점수는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차이를 고용과 임금
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의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수준에서 제조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
용창출이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분포의 여러 분위수준에서 점검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집중도와 순고용증가율 및 고용창출 간 평균
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집중도와
고용파괴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기업수준에서 디지털상거래 활용이
기업의 임금보다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상거래 활용
에 따른 기업의 고용 증가는 노동보상액의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일인당 노동보상액은 대체로 정
체하거나 감소하여 전체 노동보상액의 증가가 임금보다는 고용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
다. 전체 고용 중에서 상용직에 대한 고용 효과는 소폭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상용직
노동보상에 대한 효과도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디지털상거래의 고용 효
과가 가장 크며, 농업과 광업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분석결과는 기업의 디지
털상거래 활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직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 ② 디지털상거래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③ 디지털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확대 ④ 디지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⑤ 디지털상거래 관련 인적자원 양성,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⑥ 포괄적인 디지털상거래 패널데이터 구축 필요라는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
자상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
혁명(디지털경제) 대응, 한·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
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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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
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
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
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
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
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
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
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
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
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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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
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
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
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
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
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
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
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
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
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
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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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술진
보, 재분배 정책 실패와 같은 대내적 원인뿐 아니라 자유무역, 이민 및 다문화 문제, 국제 자본이
동 등의 대외적 원인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보호주의와 반이민정
책이 부상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국
내 불평등도의 악화, 자유무역의 성과확산 미흡으로 개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내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와 변화요인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였다. 국내 소득불평등도 실
태를 추정하는 데는 크게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소득세 자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료마다 일
장일단이 존재한다. 다만 공식 통계의 근거가 되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정보 누락 및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 등으로 실제보다 소득불평등도가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를 보정한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영미에 비해서는 낮고 유럽 및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별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
으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 하
락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 국내 소득불평등의 변화요인으로는 크게 ①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둔화, ②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③ 개인소득 증가의 둔화, ④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⑤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⑥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국내 분배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과정에 따라 관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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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 이를 생산요소별, 소득원천별, 산업별, 직업별로 분해분석하였다. 기능적 소득분배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에는
72.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가 상당 부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불평
등도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졌다. 한국의 소득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Champernowne–Fisk 분포
의 파라미터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위값 근처에서는 완만하게 변동되고 있
으나 고소득층에서는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에서는 분석대상기간에 급
속하게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인 양극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관리자 직업
군에서는 소득분포가 좁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군에서
는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의 하향화가 진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산
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동시에 소득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모두 소득이 다소 상승하였다.
선행 이론연구에 따르면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북무역은 산업구조에 변화를 일으켜서 실업을 발생시
킨다. 국제무역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전적인 헥셔 올린 정리,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이용
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도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든 나라
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가 일어나고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임금격차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 내 무역을 통해 무역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경로도 언급되고 있다.
개방이 진전되면 생산성이 낮은 내수기업은 피해를 보는 반면 수출기업의 생산성은 더 올라가 임
금격차가 확대된다. 또한 같은 생산성의 노동자라도 마찰적 실업과 채용 과정에서의 스크리닝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기업이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경우 대외개방이 불평등을 심화하지만 개방이 더 진척되어
수출하는 기업비중이 높아질수록 불평등도는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술진보에 관해서는 국제무역
이 R&D 투자를 늘리거나, 수출기업의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경로를 지적하고 있
다. 금융시장 개방은 자본의 수익률 향상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와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통한 분배
개선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해외투자(아웃소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숙련노동
집약적 생산과정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져도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그 공정이 상대적으로는 숙련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투자국과 투자상대국 모두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한 국제패널 실증분석결과,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상위 10%의 소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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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높아지고 지니계수도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주로 수출기
회 확대가 최상위 소득계층(상위 1%)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을 증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투자자유화는 상위 소득비중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
자유화는 상위 소득비중은 증가시키는 반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
다. 즉 자본자유화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금조달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ICT 수입비중과 고기술제품 수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
등도는 악화되나 상위 소득비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술진보가 대외개방보다 불평등도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 비해 최근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ICT 기술의 보편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국가 내 변화에 초점
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술진보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정책적 개입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개방이
산업별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총 네 가지의 종속변수(노동
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분포 파라미터 와 )를 고려했으며, 설명변수로는 산업별로 가용한 수준에서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R&D 투자, 교육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수출이 증가할수록 노동소득분
배율이 높아지고 경쟁력을 확충할수록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제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확대가 1인당 노동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산업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제조업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감
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외국인투자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였다. 즉 외국인투자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아직까지는 노동 집약적이어서 외국인투자 증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긍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소득감소가 예상되어 주로 중위 소득계층
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출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경쟁
력이 높은 대기업 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증가할수
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득이 증가하나,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소득층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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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 확대가 제조업에서는 주로 중위 소득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오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하위 소득계층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D 투자 확대는
제조업에서 고소득층에는 부정적으로, 저소득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R&D 투자의 제조업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파급경로를 식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분배
구조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산업을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제조업 생산비중과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맞는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연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개선된 방식을 과거 통계
에 적용하고 관련 통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기시계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황분석에 따
르면 분배구조가 악화되던 시기에 제조업에서는 모든 소득집단에서 소득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
다. 또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확대는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출시장 참여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활로 개척은 성장과 분배 모두
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업의 고용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소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중
소기업들의 생산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화를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력을 높일 필요가 있
다. 아울러 그동안 주로 관세감축에 초점을 맞춰 FTA 활용을 지원했다면 관세감축 이외에도 수출
에 도움이 되는 협정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전달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 개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분배구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선정책을
마련한 후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확대와 수출산업 고도화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계층(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에 초점을 맞추고,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노동 이동을 활성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교육정책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
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대외개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는 FTA 보완대책으로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근로자 중심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 제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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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외개방의 영향과 기술진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두 영향을 구분하기
는 쉽지 않다. 또한 우리 교역구조에서는 산업 간 무역뿐 아니라 산업 내 무역도 활발하고, 비교우
위를 갖는 산업 내에서도 생산성이 이질적인 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데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
업 등에 납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적어도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여타 노동지원 프로그램과 통합운영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노동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우선 노동의 산업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대외개방과 기술진보는 특정 산업에는 긍정
적이나 다른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간 인력 이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의 지역 간 이동도 쉽게 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조정과정에서 특정 산업이 발
달하고 특정 산업이 쇠락하면 이로 인해 어떤 지역에서는 노동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다른 지역에
서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조정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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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
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
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
(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
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
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
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
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
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
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
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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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
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
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
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
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
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
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
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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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
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
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
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
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
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
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
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
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
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
(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
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
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
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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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
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
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
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
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
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
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
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
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
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
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
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
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
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
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
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
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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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
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
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
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서비스, 도소매, 전
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
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
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
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분이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분은 감소세
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 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
역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 요인을 평가해 보면 석유 등 원
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 회복 시기에
는 자본재의 교역 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
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지
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국내산업의 핵심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
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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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
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
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
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
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
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분업구조상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
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 기반 서
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둔화 요
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
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와 한·중·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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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조문희
김종덕
박혜리
정민철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장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l 제3장 l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l 제4장 l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l 제5장 l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보다는 비관세조
치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NCTAD 비관세조치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고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
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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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김영귀
남시훈
금혜윤
김낙년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장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국내 소득불평등 현황과 변화의 원인
l 제3장 l 국내 분배구조의 분해분석 및
대외개방과의 관계
l 제4장 l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l 제5장 l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l 제6장 l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분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 소득불평등 현황과 원인을
정리하고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분배구조를 측정하고 분해하였다. 또한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배관련 자료정비,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사회통합형 개방정책 추진,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노동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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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강준구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치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
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투입산출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부가가치무역의 변동을 항목별로 분해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출부가가치의 제고와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
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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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윤여준
김종혁
권혁주
김원기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부연구위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전문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중 경제관계
l 제3장 l 미·중 간 주요 경제·통상 이슈
l 제4장 l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
(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l 제5장 l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l 제6장 l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l 제7장 l 결론

2017년 새로이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근절을 통상정책의 슬로
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미국의 최대 무
역적자국인 중국이 있으며 이에 따른 미중간의 통상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양상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전망하며 반덤핑, 환율조작 등 미중 통상관계를 둘러싼 세부 이슈
들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관계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
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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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황운중
이수영
김혁황
강영호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l 제3장 l 수출의 고용효과: 산업 수준 분석
l 제4장 l 수출의 고용효과: 기업 수준 분석
l 제5장 l 결론 및 정책시사점

높은 청년실업,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최근의 위축된 고용시장은 ‘고용 없는 수출 및 성장’을 반
영하듯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는 사실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출과 고용 간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수출이 고용에 미
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주요 원인으로 구조적 요인(수출산업의 구성변화)을 강조하였다. 또
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연구보고서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최보영
이보람
이서영
백종훈
방호경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장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선임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한·중·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l 제3장 l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l 제4장 l 한·중·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l 제5장 l 한·중·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l 제6장 l 결론

본 보고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서비스무역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3국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량분석에 더하여,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들이 근거하고 있는 규제들을 정
성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 모두 FTA와 특구정책 등 서비스 산업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는바, 이 개방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과 일본 서비스 시장진출에 대한
기회요인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법률, 회계, 보험, 의료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쿠리어 산업에 집중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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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조동희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임유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부연구위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선임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현행 EU 체제의 쟁점
l 제3장 l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통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증하였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중과 정책결정자들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EU와 주요 회
원국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EU 체제의 개혁방향은 아직 미지수이다. 이러한 불확실
성은 당사자인 EU와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기업들에도 중·장기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EU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 해보고자 한다. 특히 △ 브렉시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
민·난민문제, 유럽의 정체성 혼란, EU의 민주적 정통성 결핍 △ 브렉시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이 없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어 현재 EU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
는 역내 통화·조세·재정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해당 논의가 향후 유럽통합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EU 체제의 미래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수립하고, 개연성이 높은 시
나리오들에 대해 한국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불확실
성 속에서도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기업들이 중·장기적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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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정 철
박순찬
박인원
김민성
곽소영
정민철

무역통상본부장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전문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l 제3장 l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l 제4장 l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l 제5장 l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효과: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l 제6장 l 결론 및 정책 시사점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
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
산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 10년여 기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 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
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
이 양자 FTA를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과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
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규정의 효과를 누적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기존 복수국간 FTA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원산지규정과 무역비
용 간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
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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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김종덕
최보영
조문희
정민철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장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장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서론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KIEP와 UNCTAD가 공동으로 구축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조치가 어떠한 수입품목과 국내산업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NTM과 HS코드연계 작업을 통해 보여준다. 또한 여기서 구축된 비관세조치 데이터
는 각국의 비관세조치를 일정한 틀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실증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동 데이터를 통해 국가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규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료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엄준현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l 제3장 l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l 제4장 l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l 제5장 l 결론 및 시사점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
업이기도 하다.
금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품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은 물론 국가경제 전
체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금융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금융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 FTA의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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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라미령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방법
RCEP 역내 생산네트워크
RCEP 협정의 의의 및 협상 제언
결론 및 시사점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협정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아태 역내 주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RCEP가 갖
는 의미는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GVC 분석을 통해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
화되었음을 확인하고, RCEP 협정을 통한 역내 무역장벽 인하 및 규범의 조화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의 관점에서 RCEP 협상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Policy
References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CHOI Bo-Young
Research Fellow, Cooperation Policy,
Department of Northeast Asian Economies
LEE Seo Young
Researcher, Cooperation Policy,
Department of Northeast Asian Economies

l 1. l Introduction
l 2. l	Literature Review
l 3.l 	Terminology and Methodology
l 4.l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l 5.l Closing Remark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ntents of all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whose date of entry into force is prior to February 2015, on the
basis of sectoral coverage and legal enforceability.
Korea and Japan show a broader sectoral coverage and contain higher number of
legally enforceable provisions in recent PTAs. While China’s PTAs have shown low
coverage of deep provisions in the past, more recent PTAs are converging to the depth of
Korea’s and Japan’s PTAs as China began negotiating PTAs with developed countries.
Overall, the three countries’ legal inflation rate is below the world’s PTAs and the EU
PTAs average, but higher than the average of US P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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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YANG Hyoeun
Senior Researcher, G20 Research
Support Group

l 1. l Introduction
l 2. l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ystem
l 3.l 	Main Features of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l 4.l 	Potentiality and Constraints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l 5.l Conclusion

The EU’s proposal of the Investment Court System during the TTIP negotiation has
well represented the cumulative resentment of the public, governments, civil societies as
well as academics to the existing ISDS mechanism. The lack of legitimacy, transparency,
consistency, and the absence of review mechanism as well as high burden to public
finance in the existing system have been criticized as undermining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and its right to regulate for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such as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Despite some of the merits of the existing ISDS mechanism, the
increasing demand for improved safeguards against abusive claims and discretionary
power of private adjudicators should be adequately addressed in consideration of the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objectiv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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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
전략연구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이규엽
조문희
강준구
박혜리
엄준현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서론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l 제5장 l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l 제6장 l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l 제7장 l 결론 및 시사점

2017년 피터슨 연구소의 보고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미국
이 현재 조사 중인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이 7.9%에서
12.2%로 늘어나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
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최
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제도적 관점에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역구제조치에 의한 관세상당치
를 추정하여 본 연구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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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박성훈
한홍열
송유철
강문성
송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국제학부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l 제3장 l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l 제4장 l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l 제5장 l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l 제6장 l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상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Working
Paper

Anatomy of the Trade Collapse, Recovery,
and Slowdown: Evidence from Korea
LEE Sooyoung
Associate Research Fellow, Trade and
Investment Polic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l 1. l Introduction
l 2. l Overview of the Last Decade’s Trade
l 3. l	Cyclical Aspects of the Trade Drop in 2015
l 4. l	 Structural Aspects of Trade Slowdown
l 5. l Heterogeneous Aspects of the Slowdown
l 6. l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last decade,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marked by an unprecedented
collapse, quick recovery, slowdown, another drop, and recovery. Using both
aggregate and disaggregated trade statistics of South Korea. This paper shows that
while the last drop of trade after 2015 has cyclical aspects, there is evidence that the
continued slowdown from 2012 is structural. Also, firm sizes, destination countries,
and the mode of transactions affect disaggregated trade flows during the slowdown
periods. It is advisable to diversify main export products to lower the influence of oil
prices on export prices an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with Vietnam, whose trade
barriers have exceptionally diminished throughout the las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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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What Determined 2015 TPA Voting
Pattern?: The Role of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YOON Yeo Joon
Associate Research Fellow, Americas,
Department of Europe, Americas
LEE Woong
Research Fellow, India-South Asia,
Department of Asia-Pacific

l 1. l	Introduction
l 2.l	TPA and 2015-TPA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l 3.l Data
l 4.l Empirical Methodology and Results
l 5. l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analyzes 2015-TPA voting patterns in the Congress in the context of the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By setting the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the Congress
lays out important trade agenda that the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ddress when it is
negotiating trade deals with foreign countries. Therefore setting the objectives is subject
of heated debates in the Congress and an important part of TPA. LPM and probit models
are us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each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in 2015-TPA
voting decisions. It turns out that the objective on promoting U.S. agricultural exports by
reducing unfair trade barriers positively affected the voting decision in favor of the TPA.
The objective on enforcing strong labor standards on trade partners also had significant
impacts. One other notable result is that how much each congressional region export
to China was also an important determinant. This variable is meant to capture several
negotiating objectives as well as growing worries of large trade deficits with China. This
study documents important issues that U.S. Congress is concerned about in making
conducting and implementing trade policies. It may provide insights into the future
course of U.S. trade policy and trade deals such as renegotiation of NAFTA and KoreaUS FTA.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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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김규판
이형근
이정은
김제국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장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선임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l 제3장 l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l 제4장 l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l 제5장 l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l 제6장 l 결론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현안을 안고 있으
면서도 일본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FTA 정책을 둘러싼 주요 경쟁국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의 전반부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았고, 후반부에서는 일·ASEAN FTA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 한·중·일 FTA,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7월 기본합의에 도달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통상협력 관련
제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보고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김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선임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전문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l 제3장 l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l 제4장 l 한·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l 제5장 l 한·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l 제6장 l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급변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MERCOSUR 무역협정 협
상 개시에 대비하여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
며,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방안 제
시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MERCOSUR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 생산통합
정책, 대외통상정책, 다양한 유형의 기업간 협력사례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유
망분야 확인, 한국·MERCOSUR 기업간 협력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협력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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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장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l 제1장 l 머리말
l 제2장 l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l 제3장 l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l 제4장 l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l 제5장 l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동향과 전력부문의 정책 변화는 한·중동 경제협력
이 위축되기 쉬운 저유가 시기에 국내기업의 대중동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산업과 관련된 주요 산업정책 및 기업 진
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기업의 동 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박영호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위원
정재욱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김예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l 제1장 l 머리말
l 제2장 l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및 현황
l 제3장 l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징 분석
l 제4장 l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활용 의의
l 제5장 l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
l 제6장 l 맺음말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지만, 2000년대 들어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
제성장, 도시화, 구매력 증대, 중산층 인구 형성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
단지를 통한 전략적 진출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
는 배경을 검토하여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실체와 한계를 살펴보고, 아프리카 소비시장 발전 전망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의 주요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확보한 소비계층규모를 추정하였다. 또
한 산업단지 진출에 적합한 국가와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써 산업단지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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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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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서비스무역 현황과 육성 및 개방 정책을 살펴보고, 주요 업종(의료, 문화콘텐츠,
물류)과 주요 지역(광둥, 베이징, 상하이, 산둥)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과 시장 경쟁, 무역장벽 및
대외협력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업종별·지역별 대중국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안하였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관련 후속협상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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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곽성일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정재완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김제국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신민이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
l 제3장 l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l 제4장 l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l 제5장 l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기존 진출기업 지원정책은 수출촉진을 위해 진출 이전단계에 집중한 나머지 기(旣)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간과했다.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동남아 기(旣)진출기업과 신규 진
출기업 간의 신(新)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실태를 설문조사 및 방문 면담을 통해 분석하여 동남아에 기(旣)진출한 중
소·중견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 기능하고 있고, 신규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
업의 안정적인 진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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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형곤
방호경
이보람
백종훈

동북아경제본부장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선임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l 제3장 l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l 제4장 l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l 제5장 l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아세안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
국정부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과 아세안 지역의 경제협력 정책수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전략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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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
이 웅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장
배찬권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장
이정미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서론
인도 제조업 현황 및 환경
인도 제조업 세부 업종 비교분석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l 제5장 l 한·인도 제조업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했다. 특히 본고는 기업수준의 자료
를 이용하여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분류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본
고는 세부 업종별 분석 전 인도 제조업의 현황, 제도, 정책을 조사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 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했다. 세부 업종별 분석에서는 시장지배력, 성과, 연구개발,
글로벌화, 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산업집중도, 허핀달-허쉬만지수, 러너지수, 매출액, 총자산, 영
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
성을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세부 업종
과 기업 특성별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인도 제조기업을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
한국기업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인
도 제조업 진출 관련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보고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박정호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장
염동호 (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강부균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서론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EAEU의 산업정책
EAEU 교역구조와 한·EAEU
산업경쟁력
l 제5장 l 	한·EAEU 산업협력의
新프레임워크와 추진전략

이 연구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및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한·EAEU 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
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은 전략적·시기적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
적 과제이다. 한·EAEU 산업협력을 토대로 한국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러시아·유라시아 국가들과
의 경제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과 유라시아 국제협력 증진에도 유용한 도움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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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현태
최장호
최혜린
김영선
오윤미
이준구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l 제3장 l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l 제4장 l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l 제5장 l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추세를 산업,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GVC) 데이
터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이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발
전 정책 '중국제조2025'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제조업 발전과
제조업 발전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한국정부
와 기업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료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김상겸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APEC 경제현황 및 통합 환경
l 제3장 l APEC 자유화의 성과와
경제통합 활동
l 제4장 l 주요국의 입장 및 최근 논의 동향
l 제5장 l 결론 및 정책시사점

한국 대외교역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통합
된다면 한국에 새로운 무역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APEC 경제공동체 논의 활성화
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연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 관련 논
의 현황, 쟁점 및 통합효과를 검토·분석함으로써 한국의 APEC 경제통합 사업 참여와 기여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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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임수호
김준영
박종상
안국산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장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선양총영사관 전문연구원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소장
박일봉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객원교수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
l 제3장 l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수요
l 제4장 l 협력방안
l 제5장 l 결론

한국은 지경학적 관점에서 연변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변은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
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
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현과 신북방전략 추진에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북한 후방에 위치하여 한국의 창조적 대
(對)북 관여(engagement)전략 실행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 및 현황, 한국과 연변의 그간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한
국 및 연변 기관·기업의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변에 대한 한국의
성과와 단기·중장기 경제협력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료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오윤아
신민이
김미림
이신애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장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l 제6장 l

서론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
중국·동남아 교역
중국의 동남아 투자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결론과 시사점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자로서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
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하에 적극적으로 동남아 인프라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강화를 꾀하는 것과 같이 동남아 역시 중국의존
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관계 다각화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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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이현태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이상훈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김준영 (주)탄탄글로벌네트워크 대표이사
윤규섭 길림은행 부행장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결론

최근 중국 동북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동북 경제협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다. 2017년 한국정부도 중국 동북지역과 관련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신경
제지도 구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해 한반도·유라시아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방안이다. 에너지·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 투자, 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성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 국제협력으
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구자료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이상훈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김주혜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서론
산둥성의 대외경제협력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l 제5장 l 결론 및 시사점: 대산둥성 협력
확대 방안

본 연구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의 지방, 특히 산둥성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둥성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과 정책, 한·산둥성 간 경제
협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력 패러다임의 전
환, 무역 및 투자의 협력 방향, 산업협력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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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아프리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정재욱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이보얀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동아프리카 주요국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특징 및 현황
l 제3장 l 우리나라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
l 제4장 l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아프리카 공공보건 서비
스 분야 진출방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동아프리카 지역의 케냐와
르완다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협력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현황 및 개발도상국 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
출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ICT 기반 의료산업이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보건의
료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편,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
련 기업들은 미비한 국내 제도적 기반과 산업 여건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한 개발협력사업이 국내 산업계와 아프리카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형’ 개발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전략지역
심층연구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철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선임연구원
이현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루마니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ICT 산업
인프라 산업: 수송 인프라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기대되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유망한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유망 산업을 ICT와 인프라 부문으로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현지 정부기관과 우리
의 진출기업 인터뷰, AHP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분석적으로 반영된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기업들은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평균적이나, 내부적 능력이 평균 이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
기업들의 보다 향상된 전략 개발을 위해 EU 내 ICT 거점 구축 및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비롯한
내·외부 환경 동시 고려 연결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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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58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이재영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철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선임연구원
민지영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EAEU의 투자환경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본 연구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구체적
인 투자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대EAEU 진출확대를 통한
북방협력의 강화는 물론, 향후 한·EAEU FTA 협상방안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AEU
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이를 기반으로 SWOT 분석을 통한 EAEU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환경적 기반 구축이 중
요한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EAEU ‘투
자촉진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북방협력기금’ 조성, EAEU 내 유망산업
단지 조성 및 진출유망산업 발굴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략지역
심층연구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장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머리말
정치 및 경제 동향
석유화학 부문
자동차 부문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
환경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이
란 진출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란과의 협력 수요를 구체화함으로써 한·이란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이 확대
된다면 그만큼 양국간 기업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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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M&A를 중심으로
송영철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외국인직접투자 및 M&A 환경,
제도 변화
l 제3장 l 인도 M&A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l 제4장 l M&A 사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M&A 인식을 제고하고, M&A를 통한 인도시장 진출 확대를 도
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M&A와 관련한 최근 인도정부의 정책 및 규제, 법률 변
화를 중심으로 인도의 투자 환경과 제도를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인바운드 M&A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을 기업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
다. 특히 기업간 결합 업종 및 형태, 투자 원천(origin), 기업 및 자본 유형, 결합 규모 등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주요 다국적기업의
인도를 대상으로 한 M&A 사례를 연구해 우리 기업이 현실적으로 참고하고 유념해야 할 사안들
을 점검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과거 그린필드 중심의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M&A를
활용하여 인도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지역
심층연구

인도의 도시화와 한·인도 협력방안
조충제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
이정미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인도 도시화 과정의 특징과 정책
인도 도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인도의 도시화와 부문별 협력방안
시사점 및 정책과제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
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주민편의 시설 확대는 물론 소비시장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도시화 현황 및 도시화 정책,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 도시화에 따른 소비 및 에너지 수요, 인프라 투자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
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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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60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협력 방향
박정호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장
강부균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서론
중앙아시아 개발현황과 중점과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사례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l 제5장 l 결론

이 연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를 종합적
으로 고찰함으로써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주
지하듯이, 현재 글로벌 경제 질서의 중대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국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핵심 변수들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Working
Pap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JUNG Jae Wook
Associate Research Fellow, Africa and
the Middle East, Department of Europe,
Americas and Eurasia

l 1. l	Introduction
l 2.l	Summary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frica
l 3. l	 Methodology and Data
l 4.l Results
l 5.l Conclusions

There are many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frica so that each African country is a
member of at least one regional trade agreement. However, trade between African countries
barely exceeds a tenth of the total trade of Africa. This paper examines a reason why
trade liberalization policies in Africa fails. In particular,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de
agreements in Africa on trade conditional o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political
instability. Main findings include that most Africa’s disadvantage in implement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is closely related to its under-developed financial market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transition and long-run effe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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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the
Revision of the Company Act in India
LEE Woong
Research Fellow, India-South Asia,
Department of Asia-Pacific

l 1. l Introduction
l 2. l	Theoretical Framework and
Literature Review
l 3. l	The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in India in 2013
l 4. l Data and Identification Strategy
l 5. l	Results
l 6. l	Discussion and Conclusion

India is the first country to introduce mandatory CSR spending for eligible firms,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in 2013. In this paper, I explore the effects of the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in India on the likelihood of a firm’s CSR participation
and its profit. It is the first work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vision of mandatory
CSR. The results show that the revision increased the eligible firms’ CSR incurrence by
2.3 percentage points, compared to ineligible firms.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the
revision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eligible firms’ profits by 3.5 percent, compared to the
ineligible firms. Therefore, I suggest that profit-maximizing CSR and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through mandatory CSR are valid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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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Goods Market Integration
among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ember Economies:
A PPP-Based Analysis
MOON Seongma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 1. l Introduction
l 2. l Measurement of Market Integration
l 3. l	 A Theory of PPP
l 4. l Empirical Methods
l 5. l	Summary Statistics of Consumer Prices
and Exchange Rates for APEC Member
Economies
l 6. l Empirical Methods
l 7. l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examines persistent behavior of deviations from purchasing power
parity (PPP) constructed using consumer price indices and nominal exchange rates for
APEC member economies over the period of 1981-2015. In particular, we ask if these
deviations tend to converge to their long run equilibrium value. For this, we consider
three different sample periods of 1981-2015, 1997-2015, and 1981-1996. We find that
the panel unit root test rejects the unit root hypothesis that a deviation from PPP does
not converge to its long run value for the period of 1997-2015 but does not reject it for
the other two periods. We then investigate how quickly this deviation converges to its
long run value and find that a half-life of a deviation from PPP is 5.7 quarters, which is
much quicker than the estimates of 3 to 5 years reported by previous studie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globalization and advancement in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significantly contribute to lowering trade barriers among
APEC member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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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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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허윤선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정지선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주영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유애라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연구원
윤상철 국립중앙의료원 국제보건의료센터/
안과, 연세대학교 안과학교실 겸임교수
이종욱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l 제3장 l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체계
l 제4장 l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l 제5장 l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사업
l 제6장 l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
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
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향력평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제
도 및 정책의 부재로 영향력평가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평
가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의 영향력평가 동향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평가성 사정 및 평가방법 설계, 결과 환류 등 영향력
평가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론
을 활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에 영향력평가 도입
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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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문진영
한민수
송지혜
김은미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l 제3장 l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l 제4장 l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l 제5장 l 결론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기업 등 배출주체에게 이를 부담
하도록 규제하는 국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문진영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
김은미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연구원
최은혜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역내 대기오염에 대응한 국제협력
결론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이웃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
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이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협약들을 심층 분석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
협약(CLRTAP)에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를 추
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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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지원
송지혜
이상미
오혜경
명수정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장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국토연구부
연구위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l 제6장 l

서론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2015년 당선된 스리랑카의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
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 지원동향 등에 관한 문헌 및 통계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 지원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틀 도출 전략을 마련하였다.

ODA
정책연구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김은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성평등·취약계층
전문위원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장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전건강연구센터장
김복태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겸임교수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심예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l 제3장 l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l 제4장 l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l 제5장 l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캄보디아에 대한 성평등 개발협력 사업 분석을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성평등 ODA 추진을 위해 이중전
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에 기반하여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의 네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의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중전략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성평등을 고려할 수 있는 강제적 이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캄
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 프로그램 기반 접근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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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성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ONG Zhanfeng 중국환경계획원
QU Aiyu 중국환경계획원
ZHOU Quan 중국환경계획원
WU Qiong 중국환경계획원
LI Hongxiang 중국환경계획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l 제3장 l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l 제4장 l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l 제5장 l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l 제6장 l 결론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
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
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
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
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대기오염물질의 주
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
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
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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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임수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균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l 제3장 l 무연탄·철광석 생산·수출 정책 및
현황
l 제4장 l 무연탄·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l 제5장 l 결론 및 시사점

광물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물 수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된다고 간주하고 2016년부터 강력한 수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물제재, 특히 북한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제재
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연탄 및 철광석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외화의 획득과 분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UN
안보리 대북제재(광물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을 분석, 전망하는 한
편,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최장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임수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장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유정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임소정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서론
북한 산업정책의 변천
북한의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대북제재
l 제5장 l 결론: 북한경제와 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본 연구는 수출입 통계를 비롯해서 북한과 관련된 얼마 되지 않는 자료들을 여러 각도로 분석함
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 차
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관계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 갖는
함의와 노동신문과 경제연구를 통해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정량적인 면에서 통계적으로 북한의 수출입을 산업별·사용목적별·기술수준별 등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부 산업정책의 변천을 추리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보탬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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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Hyung-Gon JEONG
Vice President, Department of
Northeast Asian Economies
Gerhard HEIMPOLD
Head, Department of Structural
Change and Productivity,
Hall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l 1. l Introduction
l 2. l	Key Economic Decisions in the Course of
German Unification
l 3. l	Restructuring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l 4. l	Restructuring Policies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The Case of Jenoptik
l 5. l	Internal Migration in Ea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Demographic and
Economic Effects
l 6. l	Convergence Between East German Regions
and East-West Migration
l 7. l The Korean Labor Market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Migration and Unemployment Rates
l 8. l Analysis of Germany’s Social Security Integ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a United Korea
l 9. l Cost and Financing of Unification: Implications
of the German Experiences for Korea

German reunification is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as a model of unification for
Korea, a country which has remained divided for decades. In 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peace was achieved without any physical conflict. Moreover, economic
integration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without any severe shocks.
Meanwhile, it is an important issue whether German reunification methods and
policies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Korea, which presents a different se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is book we explore the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that arose during 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as well
as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policies to solve them, and through this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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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
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홍순직
이석기
조봉현
이윤식
정일영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천주교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l 제6장 l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북한 산업구조
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
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조 재 편방안을 도
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
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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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최장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김범환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경제성장효과 평가모형
경제통합 시나리오
경제성장효과 평가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 양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모형을 구축하
고 성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존 연구와의 방
법론적 차별점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
겨왔으나 중요성에 반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통일과
더불어 남북경협이 남북한 양측에 미치는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고 남북 양 경제의 이익을 극대
화하는 남북경협 형태를 규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솔로
우 성장모형을 사용한 점, 다양한 경협사업 및 정책변수를 고려하여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한 점,
동태 분석을 하여 기간별 성장효과를 확인한 점 등이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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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
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부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와
남북한 통합
l 제3장 l 금융 부문의 통합
l 제4장 l 재정 부문의 통합
l 제5장 l 맺음말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 이후 금융 및 재정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의 최종단계에서의 북한지역의 모습을 전제로 금융 및 재정정책
과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합 이후 남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남북한 경제가 서로
다를수록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여 일률적인 정책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비용은 커진다.
통합으로 단일통화 사용 시 남북의 경제실정에 맞춘 통화정책의 자율성도 포기하게 되어 경제 불
안정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남북한 경제의 유사성이 커질수록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
용에 따른 이득도 커진다. 따라서 최적통화지역(OCA) 이론에 따를 경우 남북한 경제가 수렴한 정
도가 통합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일치하는 임계수준보다 클 때가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용을 종료
하는 시점이 된다.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은 한시적 분리운영 종료 시점의 남북 통화 간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
되 경제력 격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분리운영 최종단계에서는 변동환율제도가 타
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남북한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물가 안정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달 경로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면
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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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훈춘 일대를 중심으로
이현주
어은주
김원배
이종림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와 개발의 의미
l 제3장 l 훈춘 일대 개발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국가간 협의
l 제4장 l 훈춘 일대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l 제5장 l 훈춘 일대 개발의 방향과 협력 방안
l 제6장 l 결론 및 정책제안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간
에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주요 국가
간 수송노선 개발사업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
발산-아얼산-창춘-훈춘-자루비노(프리모리예II) 노선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종)점이 러시아 자루비노로 되어 있으나 향후 북한의 나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선은 지린성 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육·
해상 수송노선으로서 극동러시아, 몽골, 한반도 나아가 환동해 및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송 및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훈춘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2016년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대외전략의 연계협력 차
원에서 중국 훈춘물류단지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에서 향후 북한문제가 진전될 경
우 훈춘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장 우선적인 협력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접경지역인 훈춘 일대
의 최근 개발정책과 국가간 협의내용을 살펴보고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
라 개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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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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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명
안국산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요녕대학교
연변대학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망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
l 제3장 l 중국 동북지역 각 성(省)별 교통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l 제4장 l 북한 주요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 및 계획
l 제5장 l 결론: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본 연구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과 한반도, 특히 한반도와 연접한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
도 간 효과적인 인프라 기반 경제회랑 구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 우리나라의 신한반도 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관련국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 3장에서는 남북중 인프라 연계 제안을 위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국가급 발전계획을 국가와 성별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경제권 및 교통인프라 현황과 주요 계획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신한
반도 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부 축과 동부 축을 남북중 경제회랑의 2개의 중심축으
로 3국간 연계방안과 협력 노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기제를 바탕으로 3국의 경제
적 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 주요 산업들을 고려한 남북중 서부 축과 동부 축을 구축
해 나갈 수 있다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확장연계도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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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현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
이상훈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노수연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오종혁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전문연구원
박진희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이한나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최재희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지역별 혁신역량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
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과 함
께 제도·문화의 혁신 및 융합 발전,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산업화 전환 및 경제발전으로의 연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중장기 혁신전략에 제시된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정책
목표와 세부방침을 마련하여, 연해 발전지역은 원천 혁신과 혁신역량 집적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
을 갖춘 클러스터 구축을, 중서부 내륙지역은 선진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통한 특화경제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간 경제·산업 발전 단계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
로운 한중 협력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의 핵심인 혁신 분야의 협력 가능성과 성
과 제고를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유망한 지역의 혁신 역량과 정책 등을 분석하여 세부협력 분야
및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연구보고서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조충제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장
정재완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송영철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오종혁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서론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l 제5장 l 시사점 및 정책과제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로 선정된 후 세계적 관심 증대와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 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각 국가
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및 전략,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비하고 있
다. 본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대응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
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들 국가와의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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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규엽
배찬권
이수영
박지현
유새별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장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디지털상거래의 확산 배경
l 제3장 l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관련
현황과 특징
l 제4장 l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l 제5장 l 디지털상거래와 고용
l 제6장 l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디지털상거래 시장규모는 2013년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 디지털상거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약 82% 증가했다. 디지털
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초자료는 디지털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성장추세, 디지털상거래 수출입 거래품목 등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또한 디지털상거래
의 확산이 기존 무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지, 고용을 창출하거나 파괴하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디
지털상거래 기업과 비디지털상거래 기업 간 식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디지털상거래와 무역 및 고용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디지털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통해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상거래 지원정책, 통관절차, 소비자보호, 한중일 전자상
거래 및 디지털싱글마켓, 국경 간 디지털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무역통상이슈, 제4차 산업혁명(디
지털경제) 대응, 한미 FTA 개정협상(디지털상거래 분야) 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상거래와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쓰임이 있다.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김규판
이형근
김종혁
권혁주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장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선임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전문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l 제6장 l

서론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개념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미국, 독일, 일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이노베이션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들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 정책 관점에서 접근하
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이나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일본의 로봇혁명이니셔티브(RRI)와 같은 산
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제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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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나승권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전문연구원
김은미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연구원
최은혜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l 제3장 l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l 제4장 l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l 제5장 l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l 제6장 l 결론 및 시사점

우버, 에어비앤비의 등장 이래 공유경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혁신동력으로 주목받고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
등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분야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을 검토함으로써 공유경
제 정책 수립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책적으로 미국은 시장의 유지 및 확산
에,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에, 중국은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각 쟁점별 대응 사례에 기초해볼 때 플
랫폼의 역할 강화와 함께 기존 산업의 규제완화, 공유업체에 대한 자격 및 책임요건 강화 등 공정
한 경쟁 환경의 조성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Working
Paper

Ecommerc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LEE Kyu Yub
Associate Research Fellow, Trade and
Investment Polic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l 1. l	Introduction
l 2. l Data and Statistical Description
l 3. l Estimation
l 4. l Results
l 5. l Conclusions

The global ecommerce market is expanding rapidly and dramatically. However
we know little about the distribution or performance of ecommerce firms relative to
traditional firms in the economy.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types of firms using Kore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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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Technological Progress and
Cooperation in Chinese Taipei:
Implications to Selected APEC Economies
LEE Jin-sang
Professor,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KIM Amy
Researcher, Institut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l 1. l	Introduction
l 2. l	Literature Reviews on SME
Technologies
l 3. l	SME Technological Progress in
Chinese Taipei
l 4. l	Implications to Selected APEC Member
Economies
l 5. l	The Role of APEC on SME Technological
Progress and Cooperation
l 6. l Concluding Remarks

Chinese Taipei beca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economies in Asia after the WWII,
and the country was one of the four Asian tigers together with the Republic of Korea,
Chinese Hong Kong and Singapore. Their economic achievement was mainly originated
from the development of SMEs which government policies were effectively implemented
and brought strong impacts on technological progress. SMEs were able to obtain
technologie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from developed
countries with various cooperation programs. However, APEC economies notably Viet
Nam, Malays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have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nd
SME technological promotion, but they are not comparable with Chinese Taipei. This
paper analyses Chinese Taipei government policies on SMEs, technological progress,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These areas are compared with other
four APEC economies. We conclude with suggestions on how APEC can enhance SME
technology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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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김경훈
김소영
양다영
강은정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관련 문헌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 및 이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의 이해 및 활용
미국 금리 충격이 신흥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l 제6장 l 한국 단기 및 장기 금리 독립성
지수 평가 및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l 제7장 l 결론

국제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금융변수의 동조화는 많은 신흥국의 통화정책을 제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
이론으로 설명한다. 단기금리의 탈동조화 경향을 반영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독립성 지
수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과의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를 활용하여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를 구축
하고,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신흥국과 금융중심
지 간 장기금리 동조성 경향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신흥국 통화정책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연구보고서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안성배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장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수빈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이진희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연구원
한민수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l 제3장 l 유가 변동요인 분석 및 요인별
영향 분석
l 제4장 l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
l 제5장 l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 제도 및
비용 전망
l 제6장 l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석유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변화
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 양상이 우리 경제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알아본다.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유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
별하고 이들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에너지부문을 고려한 경제모형을 구축하여 각
요인의 전달 경로를 확인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이에 따른 정책 비용을 도출하며,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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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윤덕룡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김효상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l 제3장 l 환율변동이 기업성과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l 제4장 l 환율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분석
l 제5장 l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율변화가 야기하게 될 영향을 연계된 거시경제적 집계변수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고, 수요분야 및 공급분야까지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최근 일반에
공개된 개별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적인 측면의 연구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는 증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율효과는 매우 짧게
만 존재하므로 환율정책의 유효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에서
도 단기적으로 환율의 평가절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환율정책이 특정 환율수준에 관심을 두기보다 환율의 안정성 유지에 정
책적 목표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Working
Paper

The Effect of Restructuring on Labor
Realloc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n Estimation for Korea
CHOI Hyelin
Associate Research Fellow,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 Finance
JUNG Sung Chun
Vice Presid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 Finance

l 1. l	 Introduction
l 2. l	Inter-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l 3. l	Within-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l 4. l Conclusion and Discussions

KIM Subin
Senior Researcher,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 Finance

Total productivity grows through technological progress or reallocation of resources. This
paper analyses their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The main finding is that inter-sector
reallocation of labor negatively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s employment moves to service
sectors with low productivity. Further, sectoral-level productivity growth shows that there is more
room for reallocation of resources to contribute to the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sectors.
Therefore,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service sector would foster economy-wide productivity
and it can be achieved by the mitigation of misallocation of resources in servic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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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nvestment Puzzle: Deeper Roots
KIM Sujin
Research Specialist, G20 Research
Support Group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 Finance

l 1. l Introduction
l 2. l	 Data
l 3. l	Empirical Model: Augmented
Demand Accelerator Model
l 4. l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
l 5. l Conclusion

This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roots of the investment puzzle from the global
megatrend perspective. The empirical model of this study augmented the uncertaintyfinance accelerator investment model with megatrend variables of a transition to service
industry, ageing population and a rise in income inequality. The main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y have affected negatively the business investment over the period 19802014. The shift-toservice driven investment fall is the price-dominant effect during the
transition, which is not necessarily pessimistic news, while the suppressing effects from
ageing and a rise in income inequality require adequate policy reactions. In addition,
the analysis finds significant negative spillover effects of trade partners’ ageing and
income inequality on a country’s own private investment.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G20’s efforts in inclusiveness with structural reforms are expected to stimulate global
busines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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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김상겸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박순찬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강민지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l 제3장 l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l 제4장 l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l 제5장 l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l 제6장 l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
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한국의 부패방지 수준 제고를 위한 정
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부패 척결
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김윤권
윤종설
지규원
李秀峰
李 峰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北京 范大
上海交通大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l 제3장 l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l 제4장 l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l 제5장 l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l 제6장 l 중국 사회조직의 시사점과 제언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정수요를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
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 정부 역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민간부문이나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실증
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
의 제약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및 관리개혁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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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배상률
이경상
이창호
고은혜
이재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이론적 논의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국내 유학생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량수준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중
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중
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소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여 한국에 우
호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중국
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주력해온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 제고와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기
여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최은영
문무경
이윤진
양미선
엄지원
Minyi Li
박금해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l 제1장 l
l 제2장 l
l 제3장 l
l 제4장 l
l 제5장 l

서론
연구의 배경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논의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
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
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
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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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젠더 관점에서 한·중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김영택
김동식
김근태
김인순
천재영
동제연
주영수
차지영
김화선
권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변대학교
연변대학교

l 제1장 l 서론
l 제2장 l 해외 및 한·중 여성건강정책
l 제3장 l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및
여성 건강상태 변화 분석
l 제4장 l 중국 연변지역 여성과 한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심층 분석
l 제5장 l 결론

젠더적 관점의 건강 관련 이론들은 사회 환경, 사회 구조, 사회 내에서의 관계 및 개인 심리 등
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변인들과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사회에서 성별 사회
적 관계(relation)로 구조화된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및 권력 등이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방
법 등의 상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WHO, 2010).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젠더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
히 존재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향후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결국 성별 건강상태
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여성건강정책의 필요성 지적은 결여 되어 있다
(Zhang, 2015). 또한 한국은 성차별적인 제도 개선 및 양성평등한 사회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
만, 여전히 여성은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성별 간 사회적 지표의 격차는 여전히 존
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젠더적 관점의 건강불평등과 연계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불리함은 사회심리적 측면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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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연구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94

KIEP 북경사무소 운영

94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

95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운영

95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96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96

G20 연구지원단 운영

97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97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98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98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99

KIEP 국제거시모형 운영

99

KU-KIEP-SBS EU센터 사업

KIEP 2017 연차보고서

94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
주요사업내용
-	한국의 중장기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의 기회, 도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선택
가능한 통상전략 모색

KIEP 북경사무소
운영

-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북한 경제
개혁 촉진방안, 동북아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수행
-	세계 무역둔화와 신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주요사업내용

국제무역환경 속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기업과

- 중국경제 현안분석 및 조사연구사업 수행

산업을 보호하는 통상전략 개발 연구

-	중국경제 및 한반도 포럼, 한반도 문제 전문가
포럼 운영
-	중국경제 전문가 풀 운영 및 네트워킹 지원 사업

- 주요 발간물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수행
- 한국경제 홍보 및 기타 지원 사업 수행

남북한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

영향 분석
●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

육성방안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생산·제공
함으로써 대중국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

통상정책 방향

-	한 ·중 간 연구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원내
중국 연구를 지원하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대효과

기초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세계 무역둔화와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 수출 부진

-	한국경제 홍보사업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
하고, 한국기업의 해외사업 측면 지원

극복과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전략 수립에 기여
-	대외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
-	경제통합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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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운영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내용

-	APEC 발전방안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심층연구

-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의

수행, 관련 정책의 방향 제시
-	APEC 관련 회의 참석 시 정부대표단 역할 수행을
통한 대(對) 정부활동 지원
-	APEC 발전 도모를 위한 포럼 개최 및 관련 국제
학술회의 참가 지원
- APEC 관련 정보 제공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태 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KOPEC 사무국’ 업무 관장
- 주요 발간물

경기변동과 지역별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이슈페이퍼로 발간 및 배포
-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 성과
물은 ‘EAST Asian Economic Review(EAER)’
라는 학술저널로 발간
-	세계의 각 지역 및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해의 세계경제상황을 전망하여 그
결과를 ‘KIEP 세계경제 전망’으로 발간
- 주요 발간물

	SME Technological Progress and Cooperation

●

2017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in Chinese Taipei: Implications to Selected

●

2018년 세계경제 전망

APEC Economies

●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이론과 정책의 국제비교

●

	Consumer Goods Market Integration among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ember

기대효과

Economies: A PPP-Based Analysis

-	세계 경제상황을 상시로 파악함으로써 정부부처의
요청 시 즉각 지원

기대효과
-	APEC 관련 연구를 총괄 및 수행함으로써 APEC
관련 연구 활성화 촉진
-	APEC 관련 학술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정부·
학계·민간 간의 네트워크 확대

-	수시로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세계경제의 주요 지역별·국가별 거시
경제 상황을 전망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계 주요 국가의 최근 산업동향을 분석함으로써,

-	A PEC 정상회의 및 주요 관련회의의 성과와

수출 및 투자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과제를 점검하여 한국의 대(對) APEC 정책수립에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국가간 산업

기여하고 한국 위상 제고 방안 모색

협력 방안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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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패널
(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주요사업내용
-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을 초청,
매년 3차례의 국제회의 개최
-	참 여기관: 미국 컬럼비아 대학 Center for

G20 연구지원단
운영

Sustainable Developmente(CSD), 말레이시아
선웨이 대학 Jeffrey Cheah Institute on

주요사업내용

Southeast Asia(JCISA), 인도네시아 Economic

-	G20 정상회의, 셰르파 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자문 및 지원

Asia(ERIA), 캐나다 Centre for International

-	G20 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관련국 셰르파,

Governance Innovation(CIGI), 중국 상하이

주한 대사 등 고위급 면담·출장 시 정보교환 자료

쟈오 퉁 대학 Antai College of Economics and

준비

Management(ACEM) 등
-	M IT Press에서 학술지 『Asian Economic
Papers』를 연 3회 발간

-	B20, T20, W20 등 G20 관련 아웃리치 대표
들과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증진
-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대효과

전략 수립과 입장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 고위급

-	정 책적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민간자문회의 운영 지원

결과를 교환 및 토론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와 관련 G20 주요 의제의 논의 모멘텀

-	아 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국제적인 전문가와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정보수집,

부각,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 및 관련 국내외 세미나 참석·발표 지원

국익 도모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

기대효과
-	2017년,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의제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추진전략과 지적 기여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 유도
-	국내 정책 추진 시 G20 차원의 국제적 논의 동력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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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주요사업내용
-	미 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모니터링 및 한미
FTA 재협상 대응방안 마련
- 제11차 WTO 각료회의 이슈 검토 및 방안 수립
-	메가 FTA 및 복수국간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
파악
-	국내외 무역자유화 전문가 및 싱크탱크와의 교류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지속
- 주요 국가의 비관세장벽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주요사업내용

- 우리나라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제시

-	정부, 학계, 업계 등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대외
경제전문가들을 대외경제전문가 풀(KOPIE:

기대효과

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한 선제 연구를 통해

Economists)로 조직화하여 네트워킹 구축 및

무역자유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
-	WTO 11차 각료회의에서 다자통상체제 DDA
관련 성과 도출
-	주요국의 무역 및 통상정책과 역내 경제통합 논의
동향 파악

공동연구 추진
-	국제경제 질서 및 경제운영에 관한 주요 국제
기구의 논의 혹은 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와 입장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

-	RTA 동향 파악, 복수국간 협정 등 글로벌 통상
변화 대응방안 수립
-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등 무역 및 통상 분야
연구의 종합적 추진
-	RCEP, TPP11, PA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논의 동향 파악과 우리나라의 가입 손익 분석
및 전략 도출
- 국내외 무역통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기대효과
-	대외경제전문가 풀을 25개 분야로 조직화하고
국제경제 정책과 세계지역별 이슈를 조사·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 토론의
장으로 활용
-	전문가들의 역량 축적에 기여하고 정부가 이들을
국제협상에 활용하도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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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주요사업내용
-	동태 CGE 모형(축차 GTAP모형)을 TPP11, PA
등 메가 FTA와 복수국간 협정 및 트럼프 신행
정부 등장에 따른 통상정책 관련 연구에 적용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	한국과 주요 교역상대국(총 87개 국가 및 경제권)
의 교역 통계 및 무역지수 구축
-	MAST 분류체계를 활용한 비관세장벽 자료구축
및 CGE모형 내 비관세장벽 고려방식 연구

주요사업내용
-	국 내외 정부·학계 관계자를 초청해 동아시아
경제협력 주요 현안 관련 세미나 개최
-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국내외 주요 세미나의
발제 및 논의 내용을 기초로 원내외 연구진의
협동연구 추진
-	동아시아 경제협력 연구정보 공유와 협동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강화

기대효과
-	동태 CGE 분석 방법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여
통상정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	기발효 FTA 평가, TPP11, PA 참여 여부에 따른
효과 분석, WTO 차원에서 논의 중인 복수국간
협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
-	다양한 CGE 응용모형을 도입 및 개발하여 비관세
장벽 등 새로운 정책 연구수요 충족
-	기본적인 무역 관련 DB를 구축하여 각종 연구의

기대효과
-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략
제시
- 원외 연구인력 활용 가능성 제고
- 각국에 관한 신속한 현황자료 확보 및 활용

기초 분석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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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사업

KU-KIEP-SBS EU센터
사업
주요사업내용

KIEP 국제거시모형
운영

-	한·EU 협력 및 경제관계 관련 국내세미나 및
국제회의 개최
- EU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및 정보교환
- EU와 회원국 경제현안 전문가 세미나 개최

주요사업내용
-	각 종 정책의 경제적 효과 도출 시도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
-	모형 활용도 향상과 응용모형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

-	EU 전문가, 관련 권위자 등과 한·EU 간 경제
관계 연구를 위해 정보 교환 및 협력 증진,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발굴
-	EU의 주요 정책과 회원국의 경제, 정치 및 사회
현상과 관련된 이슈 연구 지원

-	기존에 운용 중인 국제거시모형 외 다양한 응용
모형을 수정 및 개발하여 새로운 정책 수요 충족

기대효과
-	한·EU 경제관계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연구 제반

기대효과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내 EU 연구 역량 강화,

-	교육훈련을 통해 모형운용 능력을 향상해 다양한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

연구에 활용하고 정책 연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다 양한 거시모형을 도입 및 개발하여 새로운
정책 연구수요를 충족
-	기본적인 거시 관련 DB 관리를 통해 국제 거시
모형을 보완하며 정부 정책 결정의 기초분석 자료
제공

-	한·EU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양국의 협력
증대
-	EU 지역 전문가, EU 관계자 등 EU와 관련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의 접촉 확대로 EU에
대한 정보교류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확보

일반 사업

정부부처의 요청, 내·외부 제안 등 정책적 수요에 따라
분야별로 다양한 일반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02 미 KEI 운영
103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공동연구사업
104 전략지역 심층연구
105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106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운영
107 세계지역 연구네트워크 강화
108 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
109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110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111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112 KIEP 유럽 현지 모니터링
113 중국종합연구
114 개발협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국가별·분야별 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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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KEI 운영

주요사업내용
-	한·미 간 경제현안 및 정책의 이해증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대미 소통
창구의 기능을 수행
-	미 행정부, 의회, 산업 등의 동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한국경제 홍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양국간 협상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 수행
-	한·미 양국의 고위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여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 주요 발간물
	On Korea 2017

●

	Korea’s Economy Volume 31

●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Vol. 28)

●

기대효과
-	미국 내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 및 한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국내에 전달
-	한국경제설명회, 한·미 간 언론 주도층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미 간 유대
강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
-	한국의 경제 현황을 미국 현지에 홍보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증진하고, 미국
일반 대중들의 한국경제 이해 제고에 기여
- 외부 기관과의 세미나 및 포럼 공동 개최를 통하여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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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공동연구사업

주요사업내용
-	2006년부터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과 ‘한·미연구소(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USKI)’ 공동 사업
-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한미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워싱턴 외교전문가
및 학자들에게 인식시키며 장기적으로 한·미 新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한 연구
및 지적 네트워크 구축

기대효과
-	미국의 동맹국 관리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 관계의 정치·
경제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한·미 간 경제 관계와 동북아 경제지역주의가
그 메커니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한·미 관계 개선에 기여
- 한·미 동맹관계의 적극적 발전과 한·미 新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
-	북한 이슈와 남북관계 현안의 심층 분석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정책 수립을 지원
-	미 정부, 의회, 세계은행, IMF, 연구기관 등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정책 및 남북경협 정책 등을 토론하고 협력 요청
-	우수한 국제관계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경제·
재정 정책 수립을 지원

KIEP 2017 연차보고서

104

전략지역 심층연구

주요사업내용
-	전략지역의 무역, 투자, 산업발전 등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분야
의 발전 잠재력과 향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다루는 연구보고서 발간
-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신흥경제국 논문 공모를 통해 전략지역 정치·경제·
사회·에너지·역사 등 기초연구 활성화, 신흥지역 연구자 지원강화, 우리나라와
신흥경제국 간 관계에 관한 관심 제고
-	‘제4회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신흥경제권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간의 인적 및 정보 교류의 장을 강화
- 주요 발간물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산업협력방향

●

	아프리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동아프리카 지역을

●

중심으로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M&A를 중심으로

●

	인도의 도시화와 한·인도 협력방안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부분을 중심으로

●

기대효과
-	장기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목표로 전략지역에 관한 종합·심층 연구를 강화해
관계기관에 정책적 제언을 하고,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역량 강화 및 전략 수립에
기여
-	주요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전략지역 연구 자료수집, 전문가 풀
수립 등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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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주요사업내용
-	2008년부터 국제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제대학원과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GPAS: Graduate Program for Area Studies, GPAS)’
운영
-	지역연구 저변확대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 해외 인턴십 및 현지조사,
정규 강의, 특별 초청 강연, 학생세미나 등을 지원
- KIEP의 지역연구 관련 사업(방문학자 프로그램, KEEP 프로젝트)과 연계 강화

기대효과
-	국제대학원의 지역연구 지원이 지역연구에 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연구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지역연구 수요에 맞춰 비교적 기반이 약한 신흥국가 연구
지원으로 신흥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저변 확대
-	전문지식을 갖춘 신흥지역전문가를 양성하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이행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정립 및 경제발전에 기여
-	지난 GPAS 사업수행 기간, GPAS 수혜자들의 관련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지역전문가 양성에 대한 성과 가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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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운영

주요사업내용
-	2017년, 13차 5개년 규획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를 맞이해 중국
주요 지역의 서비스업, 제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 발전전략의 변화상을
연구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대(對) 중국 정책 수립에 기여
-	중국 지역별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국의 중장기적 변화와
이슈 파악
-	중국전문가포럼(CSF)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중국 정보를 이슈별, 지역
별로 세분화하여 제공
- 주요 발간물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

기대효과
-	변화하는 대중 경협환경 속, 한국 기업에 중국 내수시장 정보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유관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을 지원
- 중국 지역별 정보 수요 증대에 관한 정책적 대응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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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

세계지역
연구네트워크 강화

주요사업내용
- 세계지역경제 민간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
	KEEP(KIEP Emerging Economies Pathfinder)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한국 중소

●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실무형 청년 지역전문가를 양성
●

기업인 대상 신흥시장 동향 및 전망 제시 세미나 개최

-	해외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하는 KIEP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 주요 발간물
	2018 주요 신흥지역 경제전망 및 진출전략

●

	Empirical Assessment of Trade Engagements: Africa, China and the

●

Maritime Belt and Road Initiative

기대효과
-	청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연구역량 강화 및 해외 취업 지원, 장기적으로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중소기업에 신흥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 지원을 통한 신흥지역 진출
경쟁력 제고
- 방문학자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공동 연구 기회 증대
-	KIEP의 신흥지역연구 역량과 연구 활동을 해외 학자, 전문가와 교류하며 국내
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싱크탱크로서의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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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

주요사업내용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웹사이트 운영
	2017년 25,510건의 콘텐츠 제공

●

	인도·남아시아, 동아시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중동부 유럽

●

등 경제성장의 잠재 가능성을 가진 6개 지역 73개 신흥국의 정보 DB 구축

기대효과
-	주요 신흥지역의 지식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역연구와
신흥지역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
-	지속적인 신흥지역 전문가 발굴 및 지역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최신정보와 연구결과의 지속해서 공유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적 포털사이트 운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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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요사업내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몽골 간 교역, 물류, 에너지, 관광, 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논의
-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따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전문인력 양성, 정보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 2017년 5월 ‘Korean-Mongolia Workshop on Trade Policy’ 개최

기대효과
-	몽골, 러시아 등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연구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원내 유라시아
지역 연구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對) 유라시아 경제협력 증진을 위
한 기초 인프라 구축
-	몽골과의 교역, 물류, 에너지, 관광, 건설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기업에 원조 및 투자, 협력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	지금까지 한·몽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적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함
으로써 몽골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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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주요사업내용
-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멘텀 유지, 관련 논의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	‘제26차 동북아경제포럼(NEAEF)’ 개최를 통해 동북아경제공동체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현방안에 관한 지역차원의 논의의 장 마련
- 주요 발간물
	Sustaining the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

Community

기대효과
- 지역차원에서 동북아경제공동체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공감대 형성
- 역내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을 통한 국가간 관계개선
- 국제무대에서 동북아 지역의 발언권 신장, 지역 차원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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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주요사업내용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의거 KIEP가 국제
행사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며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획재정부 내 설치)의
효율적 심사를 지원
-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행사주관기관의 기본계획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
- 타당성 조사 국제행사
	2022 제29회 ITS 세계대회 개최계획

●

	2018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기본계획

●

	2018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최계획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간이타당성 조사

●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기본계획 추가분석

●

기대효과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가 정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전담으로 수행됨
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제고와 국제행사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
-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 억제, 체계적 관리 및 국고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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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유럽 현지
모니터링

주요사업내용
-	OECD(파리), WTO(제네바), EU 기관(브뤼셀), BIS(바젤) 등 국제기구, KIEP
협력 현지 기관, EU 대표부 혹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내기관을 활용하여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박사급 연구진 파견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소속 관계자와 면담 실시, 전문가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연구원과의 관계 수립 강화
-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가 실시하는 공청회
및 세미나 참가, EU 정책 관련 현지 최신정보를 습득하여 국내에 전달
- 프랑스 IFRI와 ‘World Policy Conference(10th Edition)’ 공동 개최

기대효과
-	실질적인 유럽 현지 협력 채널의 구축, 주요 이슈 및 문제 발생 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방안 제시
-	브렉시트 등 선진국 신고립주의 경향의 선제 연구 및 지속적인 현안 분석 수행,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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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

중국종합연구

주요사업내용
- 정책연구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5개 중점연구과제 선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공모를 실시, 7개 기관과
협동연구 수행
- 미·중 관계 연구 등을 통한 해외네트워크 구축
- 주요 발간물
●

Economic challenges for Korea: Mega-trends and scenario analyses

●

젠더 관점에서 한·중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대책을

●

중심으로
●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 협력방안 연구: 훈춘 일대를

●

중심으로
●

중국의 출산·육아정책 및 실태 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기대효과
- 대(對) 중국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으로 대중국 협력기반 구축
- 국내외 중국 연구자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국 연구역량 신장
- 기초자료를 제공 등,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 대(對) 중국 전략산업 육성 정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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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국가별·분야별 심층연구

주요사업내용
-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추진, 심도있는 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제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지원 현황 분석, 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및 사업성과 평가, 향후

●

한국의 분야별 협력 방향과 개선과제 제시
	대상국의 발전단계 및 개발수요를 고려해 유망 협력분야 제시, 개발협력 환경

●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협력 유형과 파트너쉽 제안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CPS 상 주요 협력분야 혹은 글로벌 이슈를 선정하여 정책

●

연구 수행

- 주요 발간물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

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방안 연구

기대효과
-	중점협력국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제시
-	유망 분야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제시, 정부의 개발협력정책
수립 및 실행에 기여
-	개발협력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분야별 개발협력방안의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발협력 분야의 조사·연구기관 강화

일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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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8 연구진 소개
124 2018 주요 연구과제
126 2017 발간 자료
130 2017 주요 행사 및 세미나
132 2017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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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소개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 국제금융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안성배 l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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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실
WTO, 다자통상, FTA, FDI, 서비스, 농업통상
WTO, 다자통상, 지역무역협정 등 세계무역투자 및 통상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정책을 연구하고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배찬권 l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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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반덤핑

김민성 l 전문연구원

금혜윤 l 전문연구원

유새별 l 전문연구원

강민지 l 연구원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TBT(무역기술장벽)

FTA, 거시경제

FTA, TBT, 환경

FTA, 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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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실
중국경제, 한중관계, 뉴노멀, 일대일로
중국의 경제금융 동향과 대외경제 관계를 조사 분석하고 경제정책과 통화금융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개방 및 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양평섭 l 실장
중국경제, 한중관계

중국팀
이승신 l 팀장

이장규 l 초청연구위원

이현태 l 부연구위원

신꽃비 l 부연구위원

중국 경제

중국경제

중국경제

거시경제

현상백 l 부연구위원

나수엽 l 전문연구원

박민숙 l 전문연구원

홍진희 l 전문연구원

중국경제

거시경제

중국경제

중국경제

이효진 l 연구원

김영선 l 연구원

조고운 l 연구원

오윤미 l 연구원

중국경제

중국경제

중국경제

중국경제

이상훈 l 팀장

김홍원 l 전문연구원

박진희 l 전문연구원

이한나 l 전문연구원

중국경제

중국 지역경제

중국 중부지역 경제,
중국 의료·법률서비스, 전자상거래

중국경제, 화동 지역

최지원 l 연구원

김주혜 l 연구원

최재희 l 연구원

전수경 l 연구원

동북3성

환발해 지역

중국 서부지역 연구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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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선진경제실
동아시아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 일본경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경제권의 주요 통상전략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연구,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규판 l 실장
응용미시경제학, 일본기업시스템

동아시아팀
최보영 l 팀장

정형곤 l 선임연구위원

이형근 l 선임연구원

이보람 l 전문연구원

동아시아 경제협력

동북아경제본부 업무 총괄

국제경제, 일본경제, 국가경쟁력

동북아경제협력, 동아시아경제협력

이정은 l 연구원

김승현 l 연구원

손원주 l 연구원

일본경제

일본경제

구미팀
윤여준 l 팀장

김흥종 l 선임연구위원

북미경제, 경제사

EU 및 유럽지역연구, FTA 및 국제통상, 유럽지역연구, 응용미시경제학
지역통상정책, ASEM

동유럽

김진오 l 선임연구원

김종혁 l 전문연구원

오태현 l 전문연구원

이현진 l 전문연구원

중남미 경제, 국제관계

미국/캐나다 경제,
금융감독(자금세탁)

EU, 서유럽, Finance, Industry,
Energy, Environment, FTAs, IPE

EU, 서유럽

박미숙 l 전문연구원

이시은 l 전문연구원

권혁주 l 연구원

임유진 l 연구원

중남미 경제

중남미 경제

북미경제

서유럽 경제(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경제, KU-KIEP-SBS EU 센터,
거시경제

김효은 l 연구원
중남미 경제

조동희 l 부연구위원

이철원 l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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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경제실
APEC, 동남아 경제, ASEAN, 중앙아시아·몽골 경제, ODA
신남방 지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와 아세안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신남방정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적 분석을 추진합니다.

곽성일 l 실장
APEC, 동남아 경제현황 및 전망, 동남아 투자 진출,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동서남아대양주팀
문진영 l 팀장

오윤아 l 연구위원

라미령 l 부연구위원

정재완 l 선임연구원

지역 총괄/ 자원·환경경제

동남아경제, ASEAN,
중국-동남아관계

동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제무역/
산업조직론

동남아/ ASEAN 경제,
메콩(Mekong) 유역개발, 산업 분석

나승권 l 전문연구원

이재호 l 전문연구원

송영철 l 전문연구원

신민금 l 전문연구원

디지털경제

동남아 경제/시장진출형태선정
(Entry mode choice)/FDI

인도, 남아시아 경제

동남아경제(필리핀, 말레이시아),
대양주 도서국

김도연 l 전문연구원

이성희 l 전문연구원

이정미 l 전문연구원

신민이 l 전문연구원

인도, 남아시아 경제/GPAS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인도, 남아시아 경제

동남아 경제

박나연 l 전문연구원

윤지현 l 연구원

김제국 l 연구원

김미림 l 연구원

동남아 경제/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
/IMD 국가경쟁력평가

중앙아시아·몽골 경제

동남아시아 경제통합

동남아 경제(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지원 l 팀장

권 율 l 선임연구위원

허윤선 l 부연구위원

정지선 l 전문연구원

ODA정책, 기후재원, 무역과 개발

동아시아경제, 원조정책(ODA),
체제전환경제

ODA정책/영향력평가

ODA정책, 평가 및 성과관리,
다자원조

이주영 l 전문연구원

이상미 l 전문연구원

송지혜 l 전문연구원

유애라 l 연구원

공적개발원조(ODA)

ODA 정책

개발협력,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환경 ODA

Aid for Trade/취약국/개발재원

김은미 l 연구원
에너지·환경, 디지털 경제

개발협력팀

오혜경 l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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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북방경제실
러시아·CIS 경제, 아프리카 및 중동 경제, 남북경협, 대북투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고 대외경제관계의 다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개발을 지원합니다.

박정호 l 실장
러시아·CIS 정치 경제

러시아유라시아팀
박정호 l 팀장

정여천 l 선임연구위원

러시아·CIS 정치 경제

러시아, 동구경제/비교경제체제론

김석환 l 초청연구위원

정민현 l 부연구위원

정동연 l 전문연구원

강부균 l 전문연구원

민지영 l 전문연구원

김초롱 l 연구원

몽골 및 코카서스 지역

러시아/CIS 경제

러시아/CIS 경제

중앙아시아 지역

이권형 l 팀장

박영호 l 연구위원

정재욱 l 부연구위원

장종문 l 전문연구원

중동지역경제, 산업정책,
금융·에너지산업

아프리카 및 중동경제,
경제개발지원(ODA)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경제, 국제무역

아프리카 경제, 산업, 개발협력 등

손성현 l 전문연구원

김예진 l 연구원

장윤희 l 연구원

유광호 l 연구원

중동경제, 이슬람 금융

아프리카 지역연구, 개발협력

중동지역

중동경제

최장호 l 팀장

이정균 l 전문연구원

최유정 l 연구원

임소정 l 연구원

북한무역, 남북경협, GTI

북중협력, 중국 네트워크

북한 WTO, CEPA, 개발협력

북한 무역분석(수입), GTI, 대북제재

김범환 l 연구원

한하린 l 연구원

북한 외화수급, 대북투자,
남북 CEPA, 남북경협

시장 물가 및 정부 재정, GTI

북방지역연구, 경제성장

아중동팀

통일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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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 연구과제
2018년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영향 분석
-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WTO 체제의 개선방안과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연구

- 중국기업의 인수·합병 (M&A)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 중국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한·중·일 소비재 산업의 수출특성 및 활성화 방안: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국내 기업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진출 확대방안

- 동북아의 통상 환경 변화와 한·중·일 산업 협력
강화 방안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 기업의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진출 방안
- ASEAN의 서비스산업 규제현황과 시사점
- 한국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과 애로 요인 분석
- 푸틴 집권 3기 극동개발전략 평가와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방안
- 아프리카 농업개발 잠재력과 한국의 협력방안:
농산물 가치사슬 창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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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소득주도 성장 구현
-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한반도 경제통일 구현

정책사례 연구

- 대북제재 실효성 분석 및 시사점: 2321호 제재
이후를 중심으로
-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대외위험 관리
-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혁신성장

-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 효과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분야별 특징과 지역별
추진 사례 연구

자본유출입 안정화 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요인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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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발간 자료
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저자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형곤, 방호경, 이보람, 백종훈

17-02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17-0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승신, 이현태, 현상백,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오윤미

17-04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17-05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김상겸, 박순찬, 강민지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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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KEEI)

8.24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육성전략과 한·중 협력
국제세미나

KIEP

9.5

제5회 한-이란 협력 포럼

KIEP, 이란 무역연구원(ITSR)

9.6

‘제2회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KIEP,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JCBAG)

9.21

제21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KIEP,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국제협력단

9.22

제13차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

KIEP, 태국개발연구원(TDRI)

제5회 중동경제 세미나

KIEP, 주알제리대한민국대사관, 모로코왕립전략연구소

10.13

KU-KIEP-EUI Joint Conference

KIEP, 고려대학교 KU-KIEP-SBS EU센터,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10.17

제15차 KIEP-AMR 공동세미나

KIEP, 중국 거시경제연구원(AMR)

제4회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KIEP, 15개 지역연구학회

10.23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KIEP, 외교부(MOFA)

10.31

2017 IEFS-EAER 공동세미나

KIEP, 한국 International Economics and
Finance Society(IEFS) 학회, 서울대학교

6.22~23

8.16~18

9.27, 29

10.19~20

주최/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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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11.2

2017 KIEP-KDGW-FES 국제컨퍼런스

KIEP, 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한국사무소, 한독경상학회(KDGW)

11.6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

KIEP

11.10

제7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KIEP, 국제통화기금(IMF)

11.27~28

발다이클럽 아시아지역 컨퍼런스

KIEP, 발다이클럽(Valdai Discussion Club)

11.30

일대일로 건설과 한·중 협력 포럼

KIEP,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중국사회과학원(CASS)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NISS)

12.6

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

KIEP

12.２

A New Paradigm for Trade Policy: Trumpism and
Challenges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KIEP,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ICTSD)

미국의 한반도 전략 세미나

KIEP, 국회 입법조사처,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무역협회,
김경협(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
이태규(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의원

12.18

국내세미나
일자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2.20

트럼프 출범 한 달, 美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

KIEP, 한국무역협회

3.14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KIEP,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유) 율촌,
스텝토 앤 존슨(Steptoe &Johnson LLP)

6.9

KIEP-KANS 2017 공동하계학술대회

KIEP, 한국협상학회

6.15

새정부 이후 한중관계 전망과 비즈니스 전략 모색
공동세미나

KIEP, 대한상공회의소, 국제경제연구소, 한중경제포럼

7.12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 가능한가?> 심포지엄

KIEP, 한국금융연구센터

9.28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KIEP, 한국국제금융학회(KIFA), 매일경제

12.1

제9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회의

KIEP, 한국유라시아·슬라브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2.13

2018 주요 신흥지역 경제전망 및 진출전략

KIEP, 부산상공회의소

12.20

한·중 경제협력 신(新)패러다임 구축

KIEP,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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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 및 결산
1. 세입결산서
제29(당)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구분

예산액(A)

(단위: 원)

수입액(B)

증△감(B-A)

%(B/A)

계

35,035,703,698

34,106,150,449

△929,553,249

97.3

1. 정부출연금

28,092,000,000

27,960,093,000

△131,907,000

99.5

29,479,000,000

29,347,093,000

△131,907,000

99.6

가. 정부출연금 편성
○

인건비

9,460,000,000

9,328,093,000

△131,907,000

98.6

○

기관고유사업비

5,258,000,000

5,258,000,000

-

100.0

○

일반사업비

11,810,000,000

11,810,000,000

-

100.0

○

경상운영비

1,846,000,000

1,846,000,000

-

100.0

○

시설비

1,105,000,000

1,105,000,000

-

100.0

△1,387,000,000

△1,387,000,000

-

-

6,110,245,000

5,312,259,971

△797,985,029

86.9

4,242,000,000

3,436,216,410

△805,783,590

81.0

나. 정부출연금 대체(△)
2. 자체수입
○

수탁용역수입

○

이자수입

104,000,000

54,688,890

△49,311,110

52.6

○

기타수입

377,245,000

434,354,671

57,109,671

115.1

○

인건비 출연금 대체

1,387,000,000

1,387,000,000

-

-

811,581,851

811,581,851

-

100.0

3. 전기이월금
○

정부출연금

621,197,286

621,197,286

-

100.0

○

자체수입

190,384,565

190,384,565

-

100.0

21,876,847

22,215,627

338,780

101.5

4. 연구개발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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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결산서
제29(당)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구분

예산액(A)

(단위: 원)

집행액(B)

집행잔액(A-B)

%(B/A)

계

35,035,703,698

32,933,907,890

2,101,795,808

94.0

1. 인건비

13,017,977,340

12,189,268,990

828,708,350

93.6

2. 연구사업비

18,668,943,759

17,545,980,584

1,122,963,175

94.0

3. 경상운영비

2,041,948,883

1,995,170,227

46,778,656

97.7

4. 시설비

1,105,000,000

1,105,000,000

-

100.0

-

-

-

-

6. 연구개발적립금

201,833,716

98,149,309

103,684,407

48.6

7. 결산잉여금 처분

-

338,780

△338,780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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