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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바라보는 한국경제의 눈
국가 경제정책 수립의 길잡이

2018
연차보고서

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한국경제에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KIEP!
최근의 세계경제환경은 ‘변화’보다는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등장하고 신흥시장 및 지역 통합으로
세계경제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KIEP는 보다 통찰력 있게 미래를 예측하고
창조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이끄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
KIEP의 2018년 성과를 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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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 보호무역주의 대응 △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 한반도 신경제 구상 △ 혁신성장 △ 4차 산업혁명 △ 대외위험 관리라는 6대 정책
분야를 중점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대응,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 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 본원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선도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과 국제통상, 세계지역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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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의 2018년은_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은 ‘대외 위험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미래지향적 대외경제정책 방향 모색’을 목표로
신보호주의와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를 강화한 해였습니다.

KIEP의 2018년은_
다음 3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중견국가로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될 때를 대비한
시장협력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8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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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의 2018년은_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경제처럼 쉬지 않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비롯해
기술발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함으로써
혁신성장 관련 전략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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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원장 취임(4. 2.)
2018년 4월 2일 이재영 구미·유라시아본부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재영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자문관을
비롯해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러시아 극동국제
관계대학교 명예교수 등을 역임하고, 한국유라시아
학회 회장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및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방문학자 등을 지낸 바 있다.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단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국제경제정책 부문 국내 1위,
세계 5위 싱크탱크로 선정
KIEP는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에서 전 세계 8,162개
연구기관 중 3년 연속 국제경제정책부문 국내 1위, 세계 5위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TOP 싱크탱크 33위에 올랐다. KIEP는 특히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부문에서 국내 1위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을 뿐
아니라 ‘대외관계 및 대중 참여 프로그램’,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인터넷
활용’, ‘2개 이상의 싱크탱크간 협력’, ‘신규 아이디어 또는 패러다임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국내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랭크되었다. 이는 KIEP가 세계적인
담론을 선도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4. 9.)
신북방·신남방 정책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핵심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
했다. 이에 따라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통상실과
함께 세계지역연구센터 체제로 변경되었다. 세계
지역연구센터에는 중국경제실, 선진경제실, 신남방
경제실, 신북방경제실을 두어 G2, 아세안, 인도,
북방국가 등 지역연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통상·국제거시금융·지역 전문가 융복합
연구 폴랫폼을 새롭게 정비해 신속한 현안대응 및
세계적 담론 선도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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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4대 포럼 발족
2018년 6월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시작으로 7월 신북방포럼과
신남방포럼, 11월 통상전략포럼에 이르기까지 KIEP 4대 포럼이
출범했다. 한반도 신경제포럼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동북
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이며, 신북방포럼은 최근 변화
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와 유라시아 협력 환경을 고려
하여 북방경제권과의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계기로 신남방
정책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신남방
포럼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아세안
지역의 다양한 현장이슈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신남방정책 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KIEP
통상전략 포럼은 한국을 둘러싼 각종 통상현안과 중장기 통상
정책 비전·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다. KIEP는 4대 포럼 운영을 통해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 방향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연구원 SNS 채널 활용 강화
KIEP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강화에 힘을 기울인 덕분에
연구기관 홍보 및 연구성과 확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에 각각 236건의
콘텐츠를 게시해 SNS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8년 말 기준 KIEP 블로그 방문자 70,076명, 페이
스북 ‘좋아요’ 건수 5,288건을 기록했으며, 트위터도
3,41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 유튜브 생방송을 개시한 상태다. KIEP는 앞으로도
SNS를 통해 각계각층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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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

보호무역주의 대응

한반도 신경제지도

WTO 체제 개혁 논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통합모형 구축,

비관세조치 대응에 기여

남북경협 경제효과 추정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국내외 투자

APEC 및 한·중·일 FTA 협상에 기여 및 중국, 인도,

외국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기업의

싱가포르 등과 혁신협력 강화, 신남방정책 구현에 일조

국내복귀 지원방안

●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금융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연구>

주요 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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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배포 현황

연구성과물
총 22,982회

4,480회

배포
오늘의
세계경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17,118회

1,384회
연구성과물
총 195건
발간

연구보고서

73건

정책연구 브리핑

31건

오늘의 세계경제

40건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2건

KIEP 기초자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33건
6건

KIEP 2018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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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배포 및 확산 대상

91개국
258개 기관
해외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671건
언론보도 건수
총 8,525건
외신

칼럼 게재 실적

49건
인터뷰

22건
국내 언론

7,854건

주요 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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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미나 및 행사

49회

국제회의

17회

국내회의

전체 세미나

77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11회

KIEP 인적 구성

총 214명

29.9%
64명
지원인력
수

연구인력
수

150명
70.1%

박사

석사

62명

99명

우수연구보고서

17

최우수 연구보고서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정영식
최혜린
양다영
강은정
고덕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불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널과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
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과 신흥국에 대해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 당국이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위험성을 판단할 때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경상 및 재정 수지, 세계
상품가격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국 금융불안,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 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타 투자자금 흐름, 즉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금융안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
불안지수는 정책 당국에서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사용된다면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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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윤지현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연구조정실장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 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서는 2011년경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국
교역의 정체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교역 중에서도 한국의 대인도 수출 정체에 초점을 맞춰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추정하고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분류하고 이를 우리 기업 입장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경쟁요인)과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순환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요인을
매트릭스로 구조화해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내외부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일시적
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
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적 수출은
물론, 대인도 투자(현지화) 또는 양국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추진방안으로 △‘한·인도 무역 공동연구·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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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양평섭
박영호
정재완
이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위원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원

김진오
나수엽
이효진
조영관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원
중국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원
중국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
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
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
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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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신꽃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원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위안화 환율이 충분히 절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미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과 그에 따른 통상분쟁 전개 상황을 살펴보고 경상수지 불균형과 실질환율
및 환율제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에 의하면 위안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조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다면 위안화
환율 조정만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및 민간저축의 증대,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될 때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나,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및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여전하므로 환율조작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
미국의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은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역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 대중 수출의 중간재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중·미 간 통상마찰의 심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될 경우 지속적인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로 인해 한·중 간에도 보조금 문제를
비롯하여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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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
강태수
서현덕
김경훈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지난 5월 8일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 연설을 계기로 신흥국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어 관련 논의의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과거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
하며 대외요인(push factor)보다는 대내요인(pull factor)이 신흥국 자본흐름 결정요소
임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선행연구는 대외요인이 신흥국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쳤
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외요인 변수(VIX, 상품가격지수, 미국 금리,
선진국 GDP 성장률 활용)와 대내요인 변수(개별국 단기금리, 개별국 GDP 성장률 활용)가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은 대내외 요인이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정요소이지만 신흥국의 경우 대외요인이 주요 결정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美 금리 인상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자본유출입 측면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자금 국내환류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상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해외투자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책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본흐름
패턴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구조로 변화한바, 내외금리차 확대를 비롯한 통화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美 금리 인상이 주변국에 끼치는 경제적 외부효과
(externality: 자본유출 리스크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IMF 연차총회,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파월
의장의 주장은 美 금리 인상 충격이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도 이를 미국 때문이라고 비판
하지 말고 신흥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시차를
두고 신흥국 자본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파월 의장의 주장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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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현안대응과제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배찬권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엄준현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정민철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2018년 1월 22일 미국은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MFN 관세율을 고려할 때 수입할당량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제한효과가 클 전망이다.
미 무역위원회의 건의내용과 미 대통령의 최종결정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미국 무역위원회가 세탁기
사건과 태양광 사건에 과한 상황적 요건과 효과를 제대로 식별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수입 급증이 발생했다는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했는지 여부다. 또 미국 무역위원회가 이번
조치에 세탁기 완제품 외에 부품까지 포함시킨 점, 미국 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시킨 점,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이중부과하는 점 등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되는지도 쟁점이다.
이번 조치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미 산업계의 수입제한 요청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
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대응, 미국 국내법원을 통한 기업 차원의 대응, 美 의회와 소비자(시민)단체 등 미국
국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설득, 베트남·태국·멕시코·캐나다 등 다른 피해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강건성을 강화해나가는 등 국내 정책적 대응도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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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시금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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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

한민수 팀장

●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

신꽃비 부연구위원

●

김수빈 전문연구원

●

이진희 전문연구원

●

김지수 연구원

# 국제거시 # 국제금융

국제금융팀

* 2019년 6월 30일 현재 구성임.

●

김경훈 팀장

●

●

김효상 부연구위원

●

강태수 선임연구위원
양다영 전문연구원

●

강은정 전문연구원

●

김유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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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강태수, 김경훈, 서현덕, 강은정 l 2018-12-28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윤덕룡, 김소영, 이진희 l 2018-12-28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안성배, 김효상, 신꽃비, 장희수, 김지수 l 2018-12-31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정영식, 최혜린, 양다영, 강은정, 고덕기 l 2018-12-3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정영식, 김경훈, 김효상, 양다영, 강은정 l 2018-05-20

Working Paper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and Income Inequality
정재욱, 김경훈 l 2018-07-20

Exchange Rates and Firm Exports: The Role of Foreign Ownership
and Subsidiaries
최혜린, 김효상 l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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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역통상 분야
WTO, 다자통상, 지역무역협정 등 세계무역투자 및 통상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 정책을 연구하고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
합니다.

배찬권 실장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 WTO # 다자통상 # FTA
# FDI # 서비스 # 농업통상

●

김종덕 팀장

●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

최낙균 촉탁직선임연구위원

●

오수현 부연구위원

●

이규엽 부연구위원

●

구경현 부연구위원

●

예상준 부연구위원

●

강준구 선임연구원

●

김혁황 선임연구원

●

엄준현 전문연구원

●

정민철 전문연구원

무역협정팀
●

조문희 팀장

●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

김상겸 촉탁직선임연구위원

●

김영귀 연구위원

●

김현수 부연구위원

●

이천기 부연구위원

●

박지현 전문연구원

●

박혜리 전문연구원

●

김민성 전문연구원

●

금혜윤 전문연구원

●

유새별 전문연구원

●

강민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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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이수영, 최혜린, 김혁황, 박민숙, 남시훈 l 2018-12-28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최낙균, 이규엽, 김혁황, 장윤종 l 2018-12-28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배찬권, 엄준현, 정민철, 이장완 l 2018-12-31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이규엽, 조문희, 강준구, 강민지 l 2018-12-28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문희, 김영귀, 구경현, 박혜리, 금혜윤 l 2018-12-31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정 철, 배찬권, 김종덕, 구경현, 정민철, 이시영, 한홍렬 l 2018-12-31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 김종덕, 박지현, 김민성, 안덕근 l 2018-12-31

연구자료
특허자료를 이용한 중국으로의 지식 확산 경로 분석 연구
이지홍 l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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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김상겸, 박순찬, 박인원, 오수현 l 2018-12-31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이홍식, 강문성, 김한성, 송백훈, 이창수 l 2018-12-31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이한영, 차성민 l 2018-12-31

Working Papers
A Quantitative Trade Model with Unemployment
이규엽 l 2018-10-15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Institution vs. Social Capital
최낙균, 박순찬 l 2018-12-14

The Rise of China and the Rebound in Korea’s Manufacturing Employment
구경현, 황운중 l 2018-12-28

The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rade
Dakshina G. De Silva, Soon-Cheul Lee, Robert P. McComb, and Maurizio Zanardi
2018-12-31

단행본
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Implications for Service Jobs in APEC Economies
방민석, 이관후 l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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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분야
중국의 경제·금융 동향과 대외경제 관계를 조사 분석하고 경제
정책과 통화금융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국
의 개방 및 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
안을 모색합니다.

이승신 실장

중국경제실
중국팀

# 중국경제 # 한중관계
# 뉴노멀 # 일대일로

●

이승신 팀장

●

이장규 초청연구위원

●

신꽃비 부연구위원

●

현상백 부연구위원

●

연원호 부연구위원

●

나수엽 선임연구원

●

박민숙 전문연구원

●

홍진희 전문연구원

●

김영선 전문연구원

●

조고운 전문연구원

●

오윤미 전문연구원

●

이효진 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이상훈 팀장

●

허재철 부연구위원

●

김홍원 전문연구원

●

박진희 전문연구원

●

이한나 전문연구원

●

최지원 연구원

●

김주혜 연구원

●

최재희 연구원

●

전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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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현상백, 박민숙, 박진희, 조고운, 김부용 l 2018-12-31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최보영, 이수영, 이형근, 이보람, 이정은 l 2018-12-31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이상훈, 김홍원, 김주혜, 최재희 l 2018-12-31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남수중, 왕윤종, 박순찬, 박승찬, 조정원, 김정인, 최종석, 오대원, 유정원 l 2018-12-31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이승신, 현상백, 나수엽, 조고운 l 2018-12-31

연구자료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태, 서봉교, 조고운 l 2018-12-28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 l 2018-08-20

중국종합연구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배상률 외 l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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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공식회의 및 관련회의 참석과 정부대표단의

경기변동과 지역별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

역할 및 업무 지원
	APEC 발전 도모를 위한 포럼 개최 및 관련 국제

●

●

이슈페이퍼로 발간 및 배포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성과

●

학술회의 참가 지원

물을 East Asian Economic Review(EAER) 라

APEC 관련 정보 제공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는 학술저널로 발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내에서 한국을 대표

●

	세계의 각 지역 및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을

●

하는 ‘KOPEC 사무국’ 업무 관장

분석하고 다음해의 세계경제 상황을 전망하여 그
결과를 「KIEP 세계경제 전망」으로 발간

기대효과
	APEC 관련 연구를 총괄 및 수행함으로써 APEC

●

관련 연구 활성화 촉진

기대효과
	세계경제 상황을 상시로 파악함으로써 정부부처

●

	APEC 관련 학술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정부·

요청 시 즉각 지원

●

학계·민간 간의 네트워크 확대

	수시로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심층분

●

	APEC 정상회의 및 주요 관련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석하고 세계경제의 주요 지역별·국가별 거시경제

점검하여 한국의 對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상황을 전망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외

●

한국 위상 제고방안 모색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세계 주요 국가의 최근 산업동향을 분석함으로써

●

수출 및 투자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
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국가간 산업협력
방안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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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주요 사업내용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을 초청,

●

G20 연구지원단 운영

주요 사업내용
	G20 정상회의, 셰르파 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

●

매년 3차례의 국제회의 개최
	참 여기관: 미국 컬럼비아 대학 Center for

●

자문 및 지원
	G20 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관련국 셰르파,

●

Sustainable Developmente(CSD), 말레이시

주한 대사 등 고위급 면담·출장 시 정보교환 자료

아 선웨이 대학 Jeffrey Cheah Institute on

준비

Southeast Asia(JCISA), 인도네시아 Economic

	B20, T20, W20 등 G20 관련 아웃리치 대표들과

●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ERIA), 캐나다 Centre for International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증진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련한 우리 정부의

●

Governance Innovation(CIGI), 중국 상하

전략 수립과 입장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 고위급

이 쟈오 퉁 대학 Antai College of Economics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민간자문회의 운영 지원

and Management(ACEM) 등

	우리나라와 관련 G20 주요 의제의 논의 모멘텀

●

	M IT Press에서 학술지 Asian Economic

부각,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Papers 를 연 3회 발간

기대효과
	정책적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결

●

지원 및 관련 국내외 세미나 참석·발표 지원

기대효과
	G20의 위상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의 지적 기여를

●

과를 교환 및 토론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기여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국제적인 전문가와 연구

●

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정보 수집, 국익
도모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

강화
	국내 정책 추진 시 G20 차원의 국제적 논의 동력

●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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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성과 점검 및 평가

●

	정 부, 학계, 업계 등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

	메가 FTA 및 복수국간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 파악

대외경제전문가들을 ‘대외경제전문가 풀(KOPIE:

	국내외 무역자유화 전문가 및 싱크탱크와의 교류

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

●

●

지속

Economists)’로 조직화하여 네트워킹 구축 및

우리나라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검토

공동연구 추진
	국 제경제 질서 및 경제운영에 관한 주요 국제

●

기대효과

기구의 논의 혹은 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한 선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과제와 입장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

●

무역자유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국의 무역 및 통상 정책 동향 파악

기대효과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등 무역 및 통상 분야 연

●

●

●

●

	대외경제전문가 풀을 25개 분야로 조직화하고

구의 종합적 추진

국제경제 정책과 세계지역별 이슈를 조사·연구·

국내외 무역통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 토론의
장으로 활용
	전문가들의 역량 축적에 기여하고 정부가 이들을

●

국제협상에 활용하도록 제안

연구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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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강화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

	국내외 정부·학계 관계자를 초청해 동아시아 경제

●

	동태 CGE 모형(축차 GTAP 모형)을 TPP 11, PA

●

협력 주요 현안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메가 FTA와 복수국간 협정 및 트럼프 신행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국내외 주요 세미나의

정부 등장에 따른 통상정책 관련 연구에 적용

●

발제 및 논의 내용을 기초로 원내외 연구진의 협동

	한국과 주요 교역상대국(총 94개 국가 및 지역)의

●

연구 추진
	동 아시아 경제협력 연구정보 공유와 협동연구

●

교역 통계 및 무역지수 구축
	MAST 분류체계를 활용한 비관세장벽 자료구축

●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의 지속적인

및 CGE 모형 내 비관세장벽 고려방식 연구

관리 및 강화

기대효과
기대효과

	동태 CGE 분석 방법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여

●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략

통상정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

제시
●

원외 연구인력 활용 가능성 제고

●

각국에 관한 신속한 현황자료 확보 및 활용

	다양한 CGE 응용모형을 도입 및 개발하여 비관

●

세장벽 등 새로운 정책 연구수요 충족
	기본적인 무역 관련 DB를 구축하여 각종 연구의

●

기초 분석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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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국제거시모형 운영

주요 사업내용
	각종 정책의 경제적 효과 도출 시도 및 국내 실정

●

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
	모형 활용도 향상과 응용모형 구축을 위한 교육

●

프로그램 참가
	기존에 운용 중인 국제거시모형 외 다양한 응용

●

모형을 수정 및 개발하여 새로운 정책 수요 충족

기대효과
	교육훈련을 통해 모형 운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고 정책 연구수요에 능동적
으로 대처
	다양한 거시모형을 도입 및 개발하여 새로운 정책

●

연구수요를 충족
	기본적인 거시 관련 DB 관리를 통해 국제거시모

●

형을 보완하며 정부정책 결정의 기초분석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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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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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KEI 운영

주요 사업내용
	한·미 간 경제현안 및 정책의 이해증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대미

●

소통창구의 기능을 수행
	미 행정부, 의회, 산업 등의 동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한국경제 홍보사업을

●

시행함으로써 양국간 협상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 수행
	한·미 양국의 고위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의 프로그램 참여를

●

촉진하여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기대효과
	미국 내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 및 한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

●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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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의 한국경제 이해 제고에 기여
	외부 기관과의 세미나 및 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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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공동연구사업

주요 사업내용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한·미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워싱턴 외교

●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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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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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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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 심층연구

주요 사업내용
	신흥경제국 관련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다루는 연구보고서 발간

●

	신흥경제국에 대한 기초연구 활성화, 신흥지역 연구자 지원 강화, 우리나라와

●

신흥경제국 간 관계에 관한 관심 제고
	‘2018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신흥경제권 전문가와

●

국내외 연구자 간의 인적 및 정보 교류의 장을 강화

기대효과
	전략적 경제협력 국가(지역)에 대한 종합·심층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실행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뒷받침

●

하기 위해 인도 및 ASEAN을 비롯한 북방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기관 및 전문가와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선제적인 연구 추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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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주요 사업내용
	2008년부터 국제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제대학원과 ‘KIEP-국제대학원

●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GPAS: Graduate Program for Area Studies)’
운영
	지역연구 저변 확대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 해외 인턴십 및 현지조사,

●

정규 강의, 특별 초청 강연, 학생 세미나 등을 지원
	KIEP의 지역연구 관련 사업(방문학자 프로그램, KEEP 프로젝트)과 연계

●

강화

기대효과
	국제대학원 지역연구 지원이 지역연구에 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 제고에 기

●

여하고, 지역연구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지역연구 수요에 맞춰 비교적 기반이 약한 신흥국가

●

연구지원으로 신흥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저변 확대
	전문지식을 갖춘 신흥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

이행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정립 및 경제발전에
기여
	GPAS 사업 수혜자들의 관련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지역전문가 양성

●

에 대한 성과 가시화 기대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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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운영

주요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중국의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

중국의 스마트산업 및 관련 소비시장을 분석하여 한국의 신성장산업 전략 및
대중협력·진출 방안 마련
	신산업의 발전과 중국정부의 다양한 정책실험에 따른 중국의 지역 재편 현상을

●

분석해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전략적 진출·협력 지역 발굴
	중국 지역별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국의 중장기적

●

변화와 이슈 파악
	중국전문가포럼(CSF)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중국 정보를 이슈별,

●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제공

기대효과
	변화하는 대중 경협환경 속에서 한국기업에 중국 내수시장 정보 및 진출전략을

●

제시하고 유관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을 지원
	중국 지역별 정보 수요 증대에 관한 정책적 대응능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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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
연구 네트워크 강화

주요 사업내용
	세계지역경제 민간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

-	KEEP(KIEP Emerging Economies Pathfinder)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실무형 청년 지역전문가를 양성
	해외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하는 KIEP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성과

●

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기대효과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층의 해외진출 능력을 제고하고 실무 및

●

연구역량을 향상
	중소기업에 신흥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 지원을 통한 신흥지역 진출

●

경쟁력 제고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기회 증대

●

	KIEP의 신흥지역연구 역량과 연구 활동을 해외 학자, 전문가와 교류하며

●

국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싱크탱크로서의 입지 강화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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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지역
지식 네트워크 운영

주요 사업내용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웹사이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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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
	지속적인 신흥지역 전문가 발굴 및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각

●

지역에 대한 최신정보와 연구결과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
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적 포털사이트 운영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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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요 사업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

●

으로 한·유라시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국제세미나 개최

기대효과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

하고, 극동지역에서 한·러 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
	남·북·러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입장을 심도 있게 제시한 자료로,

●

러시아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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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주요 사업내용
●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멘텀 유지, 관련 논의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기대효과
●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공감대 형성

●

역내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구축을 통한 국가간 관계개선

	국제무대에서 동북아 지역의 발언권 신장, 지역 차원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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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주요 사업내용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의거, KIEP가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며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획재정부 내 설치)의
효율적 심사를 지원
●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행사 주관기관의 기본계획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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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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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유럽 현지
모니터링

주요 사업내용
	유럽 현지 연구기관 및 학계, 국제기구 등 유럽소재 기관들과의 협력연구 및

●

對EU 업무, 주요정책 변화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 및 정책연구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정부정책에 기여

기대효과
	유럽 현지에 실질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주요 이슈 및 문제 발생 시 우리

●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대응방안 제시
●

브렉시트, 포퓰리스트 운동 등 유럽발 혼란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선제 연구
및 지속적인 현안 분석 수행,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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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주요 사업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공모를 실시, 협동연구

●

수행
	미·중 관계 연구 등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대(對)중국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으로 대중국 협력기반 구축

●

●

국내외 중국 연구자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국 연구역량 신장

●

기초자료 제공 등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

대중국 전략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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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국가별·분야별 심층연구

주요 사업내용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추진, 심도있는 개발협력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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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제안
-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CPS상 주요 협력분야 혹은 글로벌 이슈를 선정하여
정책연구 수행

기대효과
	중점협력국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개발효과성 제

●

고를 위한 정책 기반 제시
	유망 분야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협력방안을 제시, 정부의 개발협력정책

●

수립 및 실행에 기여
	개발협력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분야별 개발협력방안의 공동연구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발협력 분야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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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신남방정책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전략을

●

●

●

염두에 두고, 주요국의 혁신성장정책을

미래공동체 구상을 양 지역간 경제협력

집중 연구, 분석

강화의 전기로 삼아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별, 산업별 조사 및

미래지향적인 통상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
●

●

2017년 발표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 지속
●

신남방·신북방 등 국가 차원의 대외전략과

선제적 연구 추진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개발협력 전략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중국의 벤처·창업 정책에 대한 연구 추진

중국·신흥지역 정책
●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지역경제 재편, 제도개혁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대중 협력방안 제시

●

중동국가들의 경제정책 동향과 투자환경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 및
지원방안 제안

●

대아프리카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신흥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하여 신흥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마련

●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주요국의 정치변동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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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한반도 신경제 구상
●

한국과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일자리정책
●

가계 및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의 북방경제 협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분석하여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을 완화

한국과 북방지역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

정책과제를 모색

증진에 기여
●

북한 대외경제 및 남북경협 관련
심층연구를 통해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
개발 지원

●

정부의 정책기조인 ‘국정과제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보조할 수 있는 연구 진행

●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화수급 실태,
중국 등 각국의 대북투자 실태 등 북한

보호무역주의 대응·대외위험 관리

대외경제 관련 정책적, 학술적 데이터베이스
축적

●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해 무역의 포용성 제고
한국의 기체결 FTA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
●

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자본유출입·환율·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대외 안전판
강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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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
WTO 발족
1996.12
한국, OECD 가입

1986.09
우루과이라운드 선언

1997.12
한국, IMF와 구제금융 양해각서 체결

1989.11
APEC 설립

1998.11
한국, FTA 추진정책 결정

세계경제

1989

1990

KIEP

1990.01
미 KEI 감독업무 이관

1997.01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설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 이관

1997.02
양수길 3대 원장 취임

1989.0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김적교 초대원장 취임

1992.0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
(사단법인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해산·흡수)

1997.10
부설지역정보센터를 본원으로 통합

1989.12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재단법인 해산)

1992.03
유장희 2대 원장 취임
1992.10
북방지역센터를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994.01
대외경제전문가풀 출범
(대외경제위원회)
1995.03
북경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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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CEPA 발효
2010.11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
2000.10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2011.07
한·EU FTA 발효

2004.04
한·칠레 FTA 발효

2012.03
한·미 FTA 발효

2008.11
ASEAN 9개국에 대한 FTA 발효

2014.11
한·중 FTA 타결

2009.11
한국 OECD-DAC 가입

2015.10
TPP 협상 타결

2000
2000.04
세계지역연구센터 신설
(지역정보센터를 확대·개편)

2015.12
한·뉴질랜드 FTA 체결
한·중 FTA 발효
2016.0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공식 출범
2016.0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가결
2016.07
한·콜롬비아 FTA 발효

2010

2017.01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2017.05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
2017.08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시작
한-중 수교 25주년
2018.03
미국 대중 대규모 무역관세 부과
(미-중 무역 갈등)
2018.04~09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2019

2010.02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설립

2017.09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2002.01
안충영 5대 원장 취임

2011.08
신흥지역연구센터 신설
(세계지역연구센터를 확대·개편)

2018.03
이재영 10대 원장 취임

2002.03
DDA 종합연구센터사무국 설립

2012.03
한·중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03.04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확대·개편)

2013.04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04.12
국제행사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013.08
이일형 8대 원장 취임
2014.01
G20 연구지원단 신설

2005.01
이경태 6대 원장 취임

2014.05
KU-KIEP-SBS EU 센터 설립

2005.12
SNU-KIEP EU센터 설립

2015.01
대외협력지원단 신설

2008.05
채욱 7대 원장 취임

2015.06
동북아경제실 신설, 전략연구팀 신설

2008.0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개편

2016.06
현정택 9대 원장 취임

2008.06
ODA팀 신설

세계지역연구센터 부활
(중국경제실, 선진경제실, 신남방경제실,
신북방경제실 개편)
2018.06
KIEP 4대 포럼 발족(한반도 신경제,
신북방, 신남방, 통상전략)
2019.01
2018 TTCSP 선정 세계 TOP
싱크탱크 33위, 국제경제정책부문
세계 5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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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실

원장

부원장

대외전략위원회
홍보협력팀

G20 연구지원단

부록

71

국제거시팀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무역투자정책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중국팀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일본동아시아팀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개발협력팀

러시아유라시아팀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통일국제협력팀

기획성과팀
예산회계팀

연구조정실

인사총무팀
지식정보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북경사무소

미 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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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국제 세미나
일자

행사명

01.24

Korea-India Relations: Beyond Challenges and Limitations

01.24

2018 KOPEC 제1차 고위자문회의(주제: 트럼프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의 모색)

03.19~20

북방정책 2.0 시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협력공동체 건설

03.29~30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AEP)

05.16

제7차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05.17

시진핑 집권 2기 개혁개방 확대와 한-후베이 협력방안

05.24

The 12th Trilateral Workshop of CASS-KIEP-PRI

05.30

베이징 한반도문제포럼

06.12

2018 KOPEC 제3차 고위자문회의

06.19

2018 IEFS-EAER Conference: Global Economy in Turbulent Tim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rade and Finance

06.25~26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

06.28

WEAI 93rd Annual Conference

06.28

제13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07.03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협력의 미래

07.06

2018 한국국제통상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 G2 Risk and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07.10~12
07.24
08.08~11
08.28
08.30~31
09.04
09.04

2018 U.S.-Korea Opinion Leaders Seminar
제3회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27th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러 3각협력의 미래
The 2018 East Asia-EU Round Table
2018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제16차 KIEP-AMR 공동세미나 : 한중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및 협력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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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행사명

09.11

제22차 한-중남미비즈니스포럼: 중남미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09.13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교훈과 정책과제

10.03

제6회 중동경제 세미나

10.10

동북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부제: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

10.11

신남방정책과 해양수산 과제

10.13~14

2018 제11회 두만강포럼 경제분과 회의

10.15

The 14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10.18

중국의 신흥 시장 진출 관련 한중 협력 방안

10.25~27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동북아 국가간 협력 방안 세미나

10.26

Seminar for Uzbekistan's Accession to the WTO

10.30

중국의 지역별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중 협력

10.30

KIEP 한반도신경제포럼

11.07

THE KOR-ASIA FORUM 2018

11.09

2018 IIS-KIC-KIEP International Conference

11.09

KIEP-IDE JETRO 지역연구 워크숍: 아프리카

11.11

The 6th Korea-Iran Cooperation Forum

11.15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US Mid-term Elections

11.20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11.21~22

대전환 -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색(2018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11.26

NEAC-NSCS Workshop on RAHS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RAHS programm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11.29

Forum 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ies and Labor Market Reforms

11.29~30

Korea-Japan Opinion Leaders’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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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행사명

12.03

The Honolulu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posal for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isited

12.03

제2차 KIEP 신남방포럼 국제세미나: 신남방정책 구현과 한-베트남 관계의 중요성

12.05

신남방정책과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12.12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12.12

한-독 통일 경제 정책 세미나

국내 세미나
일자

행사명

01.30

Annual Forum on 2017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Launch: Why Think Tanks Matter

05.18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 신남방-신북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05.21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중심으로

05.29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06.01

2018년도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06.01

2018년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KIEP 세션

06.08

KIEP 한반도신경제포럼 발족식

06.21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06.29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과 한반도 발전 전략

07.04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07.18

KIEP 신북방경제포럼 - 한반도 정세변화와 극동개발 협력

07.19

KIEP 신남방포럼 출범식

08.22

2018 KEEP 프로젝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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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행사명

08.28

KIEP-East West Center 공동 출판 기념 전문가 좌담회

09.19

2018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11.23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비한 「KIEP 통상전략 포럼」

12.05

KIEP 신북방경제포럼 -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유라시아 협력 방향

전문가 초청 간담회
일자

행사명

01.22

Vietnam’s Low National Competitiveness: Caus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 (베트남 Le Quoc)

03.06

Stressful Integration (독일 Oded Stark 교수)

04.03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Korea and Policy Suggestions for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Sabuhi Yusifov 학자)

06.26

A study on the dynamics of foreign trade and the issue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sia
(우즈베키스탄 Kodirjon Umarkulov 박사)

07.02

Exempted Sectors in Free Trade Agreements (미국 Alan Deardorff 교수)

08.09

The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 on Trade (영국 Dakshina G. De Silva 박사)

08.22
09.12
09.13

A Brief Account on the Contemporary Politico-economic Reform Trajectory in Ethiopia
(에티오피아 Messay Mulugeta Tefera 박사)

Knowledge Economy Pyramid: Transforming Knowledge Value in Increasing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루마니아 Octavian Serban 박사)

Main Characterisitics of Bilateral Trade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by Focusing on Trade Diversification
(이란 Zahra Zamani Nokabadi 박사)

10.08

Economic Challenges for Korea: Mega-Trends and Scenario Analysis (미국 Danny Leipziger 교수)

10.18

Regulatory implications of multilateral trade liberalisation for the South Korean-Australian services
market: the case of the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이란 Zahra Zamani Nokabadi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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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결산서
제30(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천 원)

구분

예산(A)

결산(B)

증△감(B-A)

계

35,692,776

34,921,016

△771,760

1. 정부출연금

29,822,000

29,565,318

△256,682

29,853,000

29,596,318

△256,682

○ 인건비

9,836,000

9,579,318

△256,682

○ 기관 고유사업비

5,182,000

5,182,000

-

○ 일반사업비

11,831,000

11,831,000

-

○ 경상운영비

1,899,000

1,899,000

-

○ 시설비

1,105,000

1,105,000

-

△31,000

△31,000

-

4,729,195

4,214,003

△515,192

3,962,000

3,477,135

△484,865

○ 이자수입

54,000

75,435

21,435

○ 기타수입

682,195

630,433

△51,762

31,000

31,000

-

1,141,242

1,141,242

-

○ 정부출연금

994,739

994,739

-

○ 자체수입

146,503

146,503

-

339

453

114

가. 정부출연금 편성

나. 정부출연금 대체(△)
2. 자체수입
○ 수탁용역수입

○ 자체수입 대체
3. 전기이월금

4. 연구개발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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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결산서
제30(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천 원)

구분

예산(A)

결산(B)

집행잔액(A-B)

계

35,692,776

33,006,622

2,686,154

1. 인건비

13,565,075

12,180,140

1,384,935

2. 연구사업비

18,611,157

17,271,099

1,340,058

3. 경상운영비

2,338,521

2,291,639

46,882

4. 시설비

1,105,000

1,105,000

-

-

-

-

6. 연구개발적립금

73,023

40,880

32,143

7. 결산잉여금 처분

-

117,864

△117,864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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