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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과 심화되는 대외통상마찰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
침하기 위해 1990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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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폐지 및「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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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와

정부지원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

구의 총본산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지금,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지금까지
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힘찬 미래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연구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필요
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연구방법의 정교화와 연구결
과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단숨에 실현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
나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저희 연구원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회 각계의
큰 희망이 넘치는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설립 10주

격려가 결합된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으로서, 또한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지식이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21세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으로 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립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

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보다 잘 이해

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전략의 구상을 목표로 나름대로의 소임을 다해왔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

다고 자부합니다.

니다. 진정한 세계수준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에 관심과

설립 초기부터 우루과이라운드와 EU 통합, APEC 창설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

화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외환위기시에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

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 수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저

유치, 국제금융체제개편에 관한 정책개발과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동향

와 저희 직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

파악에 주력하여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물론, 한국경제의 대외신

속드립니다.

인도제고를 위한 홍보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뉴라운드
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협상에

2000년 1월

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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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바라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영혁신 성과는 매우 모범적이며 괄목할
만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활동에 있어서 깊이있고 시의적절한 연
구로 국내외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경영생산성 측면에서도 연봉제 도입,
누진퇴직금제도의 폐지 등 정부의 경영혁신 권고사항을 한발 앞서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고통을 인내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효
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 연구원 구성원들의 혁혁한 공일 것입니다.
앞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간 충실히 쌓아둔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에 서서 더욱더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욱 진지한 자세와 열의로서 지금껏 보여왔던 그 지성과 열정을 모아 2000년대
에 세계적인 국제경제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약진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시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한 전문분야에서의 연구를 위해서는 결코 긴 시
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눈부신 성장은 주

2000년 1월

목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이 부재하였던
10년 전 국가적 필요에 의해 출범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수립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단지
한 연구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제개발기관(think-tank)으로서 예리
하고 통찰력 깊은 정책대안을 통하여 그 명성을 쌓았으며, 나아가

∙ ∙

의 긴밀한 관계하에서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들은 감원
과 감봉 등 혹독한 구조조정과정을 겪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겪은 것은 물론입니다.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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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단기 국제경제협력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귀 연구원의 임무는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
제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으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
다. 또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북한의 국
제사회 진출에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결집하여 이러한 임무를 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지난 10년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였습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니다. 특히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와 IMF체제하의 극복과정은 우리 모두의 삶
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뼈를 깍는 듯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과 개혁

다시 한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주년을 축하하며 모든 임직원의 건투를 빕
니다. 감사합니다.

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사회 현
장의 각처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밝은 밀레니움 시대를 맞이

2000년 1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고통분담의 결과라고 생각
하며, 이 과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성과 또한 큰
공헌을 하였다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 세계경제의 특징은 국가경제간 상호의존성 증대와 기업활
동의 범세계화,

경쟁시대로의 돌입, 국제공동경제규범의 확산 및 경제통합의

심화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거시동향과 자
본의 움직임을 추적∙분석하고, 세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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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세계경제는 세계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다자경제∙통상체제가 강화
되고 각국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외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은 WTO와 OECD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통상규범의 정립,
APEC 및 ASEM의 발전방향, 동북아의 경제협력기반강화 등에 관한 연구를 통
하여 글로벌화되어가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역
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세계 주요국가들의 대외경제관계 현황에 대
한 조사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협력증진방안에 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족한 지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구원의 활동과 성과를 회고하면서 우리는 한국경제발전사에 있어 특히 격동

지난 10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꾸준한 연구노력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

적인 시대였던 1990년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는 일인당

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와 있습

국민소득 만불을 달성하고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으나, 1997년에 경제

니다. 특히, 이경태 원장님의 취임 이후 추진된 내부개혁과 연구능력 강화는 국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 40여년간 우리가 이룩한 압축적인 경제성장과정을 되돌

내 연구기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렇게 새롭게 다져

아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진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연구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원하

새 시대 새 경제를 여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며 개원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격동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경제의 개
방화와 대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2000년 1월

1998년초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전례없는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WTO 뉴라운드협상 준비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적 자문과
지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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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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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동향 분석
연구원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주요연구활

동으로, 국제경제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한
국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 불안정화 요인과 이에 대
비하는 장단기적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정부부처등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상품시장의 동향분
석, 주요 대외경제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연
구,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
료수집 및 분석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연구
결 과 는 � KIEP주 간 세 계 경 제 분 석 �, 월 간
�KIEP세계경제�, 연간 차년도�세계경제전
망�등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국제경제정
보DB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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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연구

무역∙투자 관련 국제적 대응과제 연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과 효율적인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이

금융시장정책 개발을 위해 금융자본의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 필요한 해외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국제이동, 환율과 국제수지의 적정한

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적 제반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관리 및 외채대책을 주요연구과제로 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경제구조의 국제화와 선진화 정

진해 왔다. 환율제도와 외환위험관리,

책과제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환율변동의 특성, 선진국 금융시장

무역,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등 우리나라의 통상협력관계 현황을

의 구조와 제도 및 수출입경쟁관계, 금

산업별∙지역별로 점검∙평가하고 개선

융서비스산업의 국제화추진방안, 외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외경제거래의

시장정책의 효과, 자본자유화의 효과분

장단기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

석과 교역조건변화, 국제금융시장 구조

다.

변화, 파생금융상품시장,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등을 연구

국제거시금융, 해외지역연구 부문의

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IMF 국제금

정책연구결과와 함께 계간『대외경제정

융체제와 금융위기극복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책연구』에 정기적으로 현안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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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OECD 등 다자적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제도 연구

주요국(지역) 거시경제추이와 주요정책 및
한국과의 쌍무관계 연구

WTO, OECD, IMF, World Bank, ADB, APEC 등 주
요 국제경제기구별 현안과제의 전개전망 및 우리나

한국경제 운영을 위해 혹

라의 대응현황을 종합점검하고 다자적 경제외교의

은 통상대책 차원에서 주

정책과제를 연구한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목하거나 대비해야 할만한

있는 국제경제규범에 관한 논의를 주요의제별로 추

주요지역(국가)별 특이동향의

적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및 대

추이와 그 시사점을 조사∙분석

응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며, 특히 세계경제의 안정을 저

각종 국제협상과 협의과정 및 이를 위한 대책수

해할 수 있는 지역적 요인들, 주요 경

립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및 WTO 협

쟁국들의 경제제도 변화 및 한국 쌍무

상, UNDP 두만강개발계획 관련 회의, 국제환경 관련 회의, APEC 등 아태경

적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

제협력 관련 회의, ASEM 관련 회의 등의 다자적 경제외교관계 정립과정에

다.

서 대응과제 개발과 분야 전문가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러시아, 서구,
중동구, 중남미 등 세계 주요지역별 대외경제관
계 현황과 시점별 향후 전망을 종합분석하고 한국
과의 경제관계 전개전망을 평가하며, 국내기업들의 진
출환경 및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추
진과제를 조사∙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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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국제경제협력연구

해외지원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화 전망과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북한경제의 개혁
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현황과 향후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그에 따른 우리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는 등 남북한간 경

한∙미경제관계에 관한 미국측의 여

제관계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여건을 분석∙연구하고 있다. 한반도통

론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정책

일 및 동북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본원의�동북아연구개발센터�사업

대안을 개발하고, 민간차원에서 한

과 연계, 관련전문가 네트워킹,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공동연구 추

국경제 전망을 홍보하기 위해 1982

진 및 국제적 연구환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되었으며, 본
원 설립후 1990년 KDI로부터 관리업
무가 이관되었다.
한∙미간 상호이해증진과 교류
촉진을 위해 Washington Roundtable
on the Korean Economy, U.S.-Korea
Parliamentary Forum, Congressional Staff Visit to Korea,
Korea Caravan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미 양
국 학자들의 공통관심사에 관한 연례 한∙미 합동학술토
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 및 아시아에 관한 미국 정부, 언론, 학계
및 실업계의 동향자료를 수집하여 Executive Summary
(일간)를 작성하며, 한국경제 홍보자료로 The Korean

Economy Update (계간), 연례 Korea’s Economy 를 발
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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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경제 현안 주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의

별 전문가 네트워크인 국제경제전문가「풀」(Korea’s

주요이슈 및 정책동향 분석과 기초자료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 KOPIE)과 지역

수집, 한∙중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

별 전문가 네트워크인 지역경제전문가「풀」(KIEP’s

해 1995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SPC)의

Official Pool of Regional Experts; KOPRE)로 나누어 운영

후원으로 중국 북경에 설립되었다.

하고 있다. 국제경제전문가「풀」은 WTO연구회, OECD연

한국 관련 중국의 경제동향과 정부,

구회, APEC연구회, 대외경제관계연구회 등으로 구성되어

학계, 실업계, 언론의 동향자료를 수집하

있으며, 지역경제전문가「풀」은 중국, 일본, 남∙동남아, 북

고 조사∙분석하여�수시동향보고�,�중

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 연구회로 구성되

국경제현안보고�,�월간경제동향보고�형태로 발표하고 있으며, 본원의
공식 협력기관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宏觀經
科

,國

究

,

京

經

究 을 비롯하여
究

어 있다.

國

등 현지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국 현지에서 한국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
을 홍보하고 있다.
중국측 巨 經

본원은 1997년 10개 국내 대학과 1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究 과 협력하여 한∙중 합동학술토론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양국간 주요인사 교환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으로 구성, 출범한 APEC연구컨소시엄의 사무국으로서,
APEC/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관련 연구활동을 진흥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14개 분야별 APEC연구콘소시엄

국제경제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운영, APEC 회원국 주요동향 분석, 관련 연구 추진, 공식/
비공식 회의참석 및 자료지원,
APEC 교육재단 운영 지원, 한

민간부문의 대외경제문제 전문가들을 국제통상 관련 자문 및 공식국제

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의대표단의 일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발족하였으며,

(KOPEC) 업무 지원 및 APEC
관련 국내/국제세미나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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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정보자료 지원
한국이 동북아 4强國(미, 일, 중, 러)에 관한 정보 및 연구추진
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1997년 설립되었으며, 본

본원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적절히 수용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원이 그 사무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해 가상싱크탱크(Virtual Think Tank) 형태의 디지털도서관 연구정보

∙국별 전문가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전문가 네트
워크 구성

종합한�해외지역경제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경제정보원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국제경제정보원시스

- 국별 전문가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회
의 개최

템으로서 연구자의 연구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연구단계별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형태인 도서종합목록, 정기간행물목록, 정기

- 해외의 동북아지역전문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내 14개 지역경제 관련 연구기관의 서지데이터를

추진

간행물, 연구보고서, 연구기관, 전문가, 메타데이터 및 리스트서브운영
시스템 등 8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연구개발 관련 국내/국제회의
개최
∙동북아 지역 관련 연구추진
∙정보자료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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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TO체제에서의 다자간∙
쌍무간 국제통상이슈 연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관련
대응과제 연구

UR 협상결과 출범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인
WTO체제하의 다자간 국제통상이슈로서 무
역-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새로운 세계교역질서를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규범

검토, 기술개발 이전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움

의 제정과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UR 협상이 1993년 12

직임, 노동조건과 무역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쟁

월 타결되기까지, 선발개도국의 특수한 입장에서 협상에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각국의 입장, TPRM

임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를 개발하는 한편 협상결과

및 서비스부문협상 등에 관한 통상정책과제를 연구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여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홍보내용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협상의 배경과 주요쟁점, 분야별 진행과정을 정리,

WT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다자간 세계경제질서
하에서도 쌍무적 통상관계 증진과 마찰해소가 중요하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및 제도변화와 관련되는

다는 인식하에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신시장경제권에

관세,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보조금, 무역규제, 무역관련

대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WTO체제하의 쌍무간 분쟁해

기술장벽, 반덤핑 상계관세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정책과

결절차에 관한 사

제를 제시하는 한편, UR 협상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례연구를 수행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연구

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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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국제화 정책과제
개발

국제금융∙투자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연구

WTO체제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등 21세기를

1990년대에 추진된 국내금융시장의 자율화, 외환시장 자

향한 우리경제의 국제화 관련정책 및 전략개발을 위한 연

유화,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의 배경으로 작용한 국제금융

구수요의 증대에 부응하여, 세계경제의 글로벌

추세 및

환경의 변화양상을 심층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개발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

였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해외직접투자

전략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구하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발

였다.

을 지원하는 데 연구의 역점을 두고, 우리경제의 개방체제

또한 1997�99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에

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제화의 측면들과 대응방안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융자본의 변화에 능동

모색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로“글로벌 가 국제무역흐름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및 동향을

에 미치는 영향”
“세계 주요산업의 글로벌

추세와 무역

심층분석하고 국내금융시장 및 투자환경의 구조조정 및

정책 동향”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전

국제경쟁력제고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특히 우리경제의

략”“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 국제화전략”“수입개방의

외환위기 및 IMF 관리체제극복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함으

경제적 효과”등을 심층분석하였다.

로써, 신흥시장으로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
되어 있는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자본시장 안정을 동
시에 추구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연구추진중이다.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주요 연구실적

33

무역-환경 연계 국제논의
동향 연구

APEC 관련 정책개발과
국내여론 형성

WTO체제하의 새로운 국제통상의제로 부각되는 무역-환

지역주의 확산이 갖는 보호주의적 성격을

경논의 및 환경문제의 라이프사이클 관련 제도들의 무역

지양하고“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효과, 선진국의 환경관련 규제제도, 환경관련 기술규범을

APEC에의 능동적 참여를 확대하고 아태

둘러싼 국제협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논의에 영향을

지역국가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협력관계

받는 국내의 관련법,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를 정립하기 위해 APEC의 무역자유화, 기

을 모색하였다.

술이전촉진, 투자자유화 방향 및 경제정책

�리우�국제환경회의에서 채택된�의제 21�에 대한 종

협력분야별 정책과제에 관한 심층연구를

합분석과 환경산업의 국제동향 및 정책시사점, 동북아 환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

경협력과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국내 환경

였다.

보존활동 지원방안 등에 관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였다.

정상회담과 각종 실무회담의 대응과제
를 개발하는 한편, 관련 국제세미나 및 정
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부, 학계, 기업, 언
론계의 APEC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해증진
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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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및 우리경제의
선진화 정책과제 연구

주요 해외지역 연구

우리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운용의 선진화를 통한 복지

우리 경제외교의 주요 대상국가 및 지역의 정치∙

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의 OECD 가입추진 정책과제를 개

경제 동향 및 경제 관련 제반 제도, 정책방향에 관

발하여 제공하고, OECD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

파악과 개별부문의 활동,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규약 등

립과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

을 분석하여 OECD 가입의 대내외적 의미와 장단기
적 효과를 연구하였다.

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 이후 신흥시

또한 가입 이후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무대

장으로 부상한 중국, 러시아, 중∙동구 등 시장경

에서 평가받는 데 요구되는 제반 규준의 정립방

제전환국가들의 경제개방정책 및 경제제도 변화

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개발, 정부의

의 내용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경제제도 및 관행을

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대외

OECD 수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 관련

경제관계 구축과정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

제도를 분야별로 검토, 평가하고 개선방안
을 연구하였다.

였다.
현재 아시아 전역(동북
아, 동남아, 서남아)과 미주,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
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제도
변화, 대외경제관계 등에 관
한 동향분석, 정보자료 수집
및 현안과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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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체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정부의 대외경제협상 지원 및
정책홍보

EU, NAFTA, AFTA, MERCOSUR 등 각 지역

다자간 및 쌍무간 국제경제관계 및 대외경제정책 관련

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과 세계경제블럭

공식/비공식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정책과제 및 대응책을

화로 이어지는 주요 지역경제협력체들의

개발∙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본원의 분야전문가가 협상

동향을 심층분석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대표단에 참가하여 정부의 정책대응을 지원하였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

또한 대외경제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처 공무원

하는 한편 이들 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의 업무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수과정으로 1991년

관계 정립방안 및 대응전략을 연구

부터�KIEP-Harvard 협상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으며, 대외경제전문가�풀�의 운영을 통해 학계등 민간전
문가들의 전문성 제고 및 통상외교에의 활용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 현안 관련 국내 홍보를 위해 정책협의
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진의 각종 외부기
관주최 정책토론
회 참여, 언론기
고, 방송출연 등을
통해 대외경제문
제에 관한 정책홍
보를 실시하며, 주
한 외국대사관과
의 세미나 개최 및
KEI사업을 통
해 국제홍보를 시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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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연도별 연구과제
1991년
� 주요환율변동의 특성과 정책시사점

1989년

국제경제 및 개방정책

�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 분석
�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 1990년대 국제경제환경변화와 대응전략

�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구조와 추이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 국제비교

�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대책 연구

�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잠재적 통상마찰 해소방안 연구

�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과 활용방안

� EC 역내시장 통합계획과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방안

� 한∙중 경제교류 현황과 우리의 진출전략
� 동구의 경제개혁과 경제협력방안

�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투자환경의 변화

선진국경제

� 미∙일 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 및 규제제도 연구

1990년

� 대만∙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 EC의 직접투자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 주요국의 환율변동요인과 우리의 환율정책
�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사례 연구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 증권산업의 개방 및 국제화 전략

� 한국∙대만∙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 해운산업의 개방전략

�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분석: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대만의 수출경합관계 분석

� 한국의

개도국경제 및 경제협력

베트남 경제협력 기본전략

�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와 한국의 진출전망
� 소련의 경제 및 경제개혁정책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

�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 소련 대외무역제도의 개혁과 대응방안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 EC 실무대책반 연구: 12개 분야

�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 소련의 경제개혁정책과 우리의 대응

북방경제

� 최근 소련의 경제개혁관련 법령집
� 소련건설시장과 한국건설업체의 진출가능성 분석
� 구동독의 가격체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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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 표준 및 검사제도

�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 금융서비스 관계 장벽

�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선진국경제

- 원산지규정
- 일본의 무역장벽

1992년

- 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 EC의 무역장벽

국제경제 및 무역정책 � UR 총점검 :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미국의 무역장벽

� 1993년도 국제경제환경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방안

�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현황

� 일본의 기술무역

�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한∙캐나다 FTA의 진행과정과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 반덤핑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 한∙미∙일의 기업간 거래형태와 국제경쟁력 분석

�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분석: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 클린턴 차기 미국대통령의 경제정책

�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전략 연구

�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 보험산업의 국제화전략

� EC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 회계서비스산업 국제화 추진방안

� EC 해운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화전략

� EEA창설의 문제점과 역외국들에 대한 영향

- 유통산업의 개방효과와 대응전략

� 범유럽경제권 형성의 전망과 영향

-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유럽 금융통합과 EC 금융시장 진출방안

-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전략

� EC 통합이 한국의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환율, 금리 및 임금변동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통독 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 국내선물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 구동독 기업의 민영화 추진

� 국내선물거래소 상장품목 선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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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연구

� 동북아 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 일본 환율정책방향

� 동북아 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 유럽통화동맹(EMU)의 통화 및 환율정책에 대한 연구

�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방안

�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 아시아 주요개발도상국의 비관세장벽

개도국경제 및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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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지역센터 연구과제

�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경제적 효과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시사점

� 국별 편람 발간

� 전략적 기술제휴와 기술혁신의 국제화

- 중국

- 러시아연방

� 일본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 헝가리

- 폴란드

� 일본의

아시아 기술이전정책과 한국의 대응

- 베트남

� 중국의 경제실적과 전망(1991�1992)

� 일본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진출전략

� 일본산업의 생산조직적 특성과 대외지향적 발전:

� 중국경제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문제점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지역주의의 심화와 한국의 대응

� 중국내 외자기업의 고용∙임금제도 분석
� 중국의 증권시장
� 한∙중 수교와 동북아 질서개편 전망

북방경제 �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

� 중국의 외국인 토지사용제도

� 중국 공업경제효율과 공업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 투자사례로 본

� 선진국의

� 해남성의 경제 및 투자환경

경제교류분석

투자전략

� 중국의 기업집단육성 현황과 전망

� 심양시 투자환경 분석

� 대내외여건변화와 한∙중 경제협력의 신구도

� 천진시 투자환경 분석

�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평가와 전망

� 독립국가연합의 ’
91년 경제실적

�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 러시아 정부의 경제개혁구체화 프로그램

� 1990년대 중국 산업정책의 평가와 전망: 공업부문을 중심으로

�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 동구 주요국의 민영화추진 비교연구

� 러시아연방 의회∙정부 인명록

� 동구지역 산업실태와 구조적 개편전망

� 러시아연방 석유가스산업

� 러시아연방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정책

� 러시아 극동지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현황과 과제

�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진전과 외국인투자 여건

� 러시아 극동의 경제개황과 일본의 진출현황

� 독립국가연합의 출범과 한∙소 경제협력

� 헝가리 수출입관리제도 분석

� 우리의

� 폴란드 무역제도 분석

독립국가연합 경제협력 기본전략

� 체코, 슬로바키아 양공화국 공업구조 분석
�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경제현황
� 한∙동구 경제협력 증진방안
� 베트남의 자원개발전략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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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 한미간 PEI 전개과정과 정책 시사점
� 미국의 기술무역 현황과 한미간 기술협력 방안

국제경제 및 무역정책 � 환경보전과 국제무역 : GATT, OECD 등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 미국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의 효과분석

� 환경기술의 이전과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 NAFTA체제의 출범과 한국, 멕시코의 경쟁력 비교

� 국제수지 변화와 자산가격 변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미국의 통상정책과 FTA의 확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엔화 국제화 추세의 진전과 그 전망

� 남북한 통일에 비추어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 주요국의 중간재 및 자본재의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 환율변동 모형의 시변동 접근법과 우리나라 환율정책의 방향
� 자본시장 개방후 환율운영의 평가와 과제

� OECD의 범세계적 R&D 규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 주요국의 선물시장 규제정책

� R&D의 국제경쟁력 증대효과 분석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 지역주의 심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 주요 개도국의 금융 및 자본자유화에 관한 연구

� 한∙ASEAN 경제협력 증진방향

� 주요 선진국의 자본시장 구조변화 요인 분석

� 한국의

� GATT 분쟁해결절차의 활용방안

� 일본의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 및 시사점

�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판정기준에 관한연구

� 동북아 환경협력체 논의의 배경과 전망

� 북미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정과 수출전략

�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국제적 운용 전망과 대응

� 우리나라 원산지관련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 한∙중 환경협력 추진방안

� 상품수출관련 제반절차 및 규제에 관한 연구

� 대만∙일본간 산업관련 현황과 시사점

� UR 이후 다자간무역질서의 개편과 우리 대외무역정책의 진로

� 아시아 신흥공업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정책협조 방안
� 일본의

선진국경제정책 � EC 경쟁정책의 변화와 문제점 연구
� EC 교통서비스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개도국경제 및 경제협력

기술도입의 특징과 시사점

및

ASEAN 직접투자 결정요인과 성과

� 일본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한∙일간 국제분업 가능성
�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 EC 단일시장출범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화
� 국제무역의 지역주의화 경향에 관한 연구
� 북미자유무역권 형성과 대응방안 연구
� 한국∙대만∙일본의

직접투자전략의 비교 연구

�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의 경제적 평가와 발전방향
� 서비스산업 발전이 대외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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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센터 연구과제
중국 �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1994년
� UR 이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현안: 차기 라운드를 중심으로

� 중국의 외자기업 조세제도

�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 중국의 수입관리제도

�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활용전략

� 중국의 물자유통제도 분석

�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 한국기업의

� 전략적 제휴와 기술혁신의 국제화

투자실태와 향후 과제

� 중국의 건설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 기술도입과 테크노마트의 활용

�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치적 시각

� 금융감독규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자본적정성을 중심으로

� 중국의 전자산업 현황과 경쟁력 강화

�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 중∙미 경제교류의 현황과 그 시사점

�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 상해시 투자환경

� 서비스교역과 세이프가드

� 일본의

� 서비스교역에 있어서의 교역장벽

경제협력 실태

� 주요선진국의

러시아 및 동구 � 러시아의 상품유통제도 개혁

UR 이후 신국제경제
질서의 방향

수입규제형태 비교분석

� 전문직업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인정

� 러시아연방 수송체계

� 기술표준의 국제화 현황과 정책과제

�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 세계적 R&D 규범설정과 산업기술 정책방향

� 러시아연방의 광물자원개발제도

� OECD 주요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 동구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
� 동구 주요국의 고용∙임금제도 분석

� 1994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 1995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중남미 � 쿠바의 경제현황과 한∙쿠바 협력가능성

세계경제 글로벌화의
실체와 우리의 대책

� 우리 경제의 국제화

� 멕시코의 경제현황

� 신3저-구3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 칠레의 경제현황

�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 브라질의 자원개발 현황

�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 글로벌화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베트남 �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제도분석
�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

� 외환자유화와 환위험관리
� 해외자금조달이 국내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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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세계적 생산방식의 정책시사점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다자간 및 쌍무간 통상 � EC 통화통합의 진전과 파급영향
관계에서의 선진국의 역할

� 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방안

� 제4차 EU 회원국 확대의 영향과 전망

� ASEAN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 그 시사점

� AmCham 제의 주요 한∙미 통상현안 연구

� ASEAN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한국의 대외무역정책

� 미국의 외국인투자 입법 동향

�

� 한∙미간 중장기 산업기술협력 방안

� 엔고하에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 한∙미 통상현안 총점검

APEC 및 개도국
경제협력

무역적자국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대만의 경우
아시아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 일본기업의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환경 관련 국제경제문제

동남아시아 직접투자

지역정보센터 연구과제

� 환경산업의 국제동향 및 정책시사점

� UN 지속개발안보회의의 논의현황 및 정책과제
� Trade - Environment Issues and Korea’
s Alternatives

�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사고와 정책선택

� 동북아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 무역과 환경: GATT/WTO에서의 논의

�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주요 환경정책수단의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중국

� 중국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시장경제 전환권의 � 한∙중 경제협력과 중국 동포의 역할
새로운 위상과 협력방안

� 한∙중 통신산업 협력방안

� 21세기 동북아경제협력을 위한 추진전략

�

� 일본기업의

� 일본의 중국 동북3성 투자진출

진출: 주요업종의 성과분석과 향후 전망

중국 한국투자기업의 경영성과분석

� 전환기의 대만경제

�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

�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환발해만지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 통일 이후 동독경제의 산업구조변화 연구

� 홍콩의

� 개혁파 퇴진 이후의 러시아 경제개혁향방과 한∙러 경협

� 절강성의 경제현황

중국 반환과 관련한 홍콩 법규집

� 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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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러시아의 수출입관리제도
� 러시아의 고용∙임금제도
� 러시아의 은행제도

� 1996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

� 신경제장기구상

�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정책 및 제도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업종의 추가 개방방안

우리경제의 세계화관련
정책과제

� 우리나라 해외투자정책의 새로운 방향

남아시아 � 주요국의 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안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 ASEAN과 우리나라의 산업간 경쟁관계 분석

� M＆A형 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및 규제조치

� ASEAN 자유무역지역 추진과 우리의 대응방안

� 보호무역조치의 효과추정

� 주요 선진국의

� 일본 주요지방의 국제화 추진현황과 우리나라 지방경제에 대한 시사점

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우리나라의 경협방향

� 수도권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타당성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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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자료집(편람)

� 재벌기업의 약탈가격행위 분석

� 사천성 편람

� 인도네시아 편람

� WTO와 국제환경협약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미얀마 편람

�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 베트남 편람

� UN 경제안보리 창설논의의 현황과 전망

� 스리랑카 편람

� 표준∙적합 및 기술장벽(TBT): EU의 관련정책 및 APEC의 구상을 중심으로

� 러시아연방 편람(증보)

��무역-노동기준 연계�의 최근 동향

� 러시아 극동지역 편람

� 무역과 환경의 연계: 환경관련 무역조치, 환경마크제도와 국제무역규범

� 체코공화국 편람

� 동북아지역 기술협력체 구상

� 우즈베키스탄 편람

� 우리나라의 국제무역과 환경오염

� 폴란드 편람(증보)

� 노동조건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연구

� 브라질 편람

�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 칠레 편람

�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제도적 장벽을 중심으로

� 아르헨티나 편람

�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WTO체제에서의 다자간
국제통상 이슈

� Korea in the New Economic Order: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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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질서하의 � WTO체제 출범 이후 EU 대외통상정책의 변화와 전망
쌍무통상관계

� 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남북한 경제교류의 국제규범과의

� AFTA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 최근 APEC내에서의 경쟁정책 논의
� APEC에서의 분쟁 Mediation에 관한 기본체계

조화방안
�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경제협력의 미래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APEC Region

�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 미국통상정책의 최근 동향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정책동향

� 미국의 무역수지 동향과 전망

� 경쟁정책하의 반덤핑제도 운용방안

� 미국 통상법 수퍼 301조와 WTO 분쟁해결절차의 관계

�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 사례연구: 내용과 효과 분석

� 한∙미 경제협력대화(DEC)의 추진결과와 향후 전망

� OECD 가입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 미∙일 자동차분쟁의 타결과 평가

� OECD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현황과 전망

� 일본

� 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직접투자의 전개 및 평가

� 제4차 EU 회원국 확대의 영향과 전망

OECD 가입관련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에 관한 연구

� 총선을 계기로 본 러시아 경제의 향방
�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의 새로운 전개와 과제

� 일본의

� 환황해경제협력의 진전과 전망

� 환율 결정의 주요모형과 원/달러 환율예측

� 국내 북한경제연구에 대한 현황분석

� 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분석

� 북한 기업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최근 국제금융시장 혼란의 배경과 시사점

� 북한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 우리나라 무역수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북한 투자전략

직접투자 전개 및 평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비사항

� 외국자본유입이 국내시장과 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

� 남북한 통화간 환율결정과 통화통합 방안

�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DNMEs

국제금융∙투자여건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APEC 관련 정책개발 � APEC 금융서비스협정에 대한 논의
강화방안

� WTO의 최혜국대우규정과 아∙태 역내무역 조화의 과제
� 아∙태기술분업의 방향과 정책대응
�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 APEC 주요국의 교역현황 및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 Local Content Requirement의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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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세계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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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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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경상수지추이와 대응방안
�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중남미 � 중남미 주요국에 대한 경제협력 전략연구
� 중미공동시장(CACM) 제국의 경제현황

� 한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 한국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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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최근 동향과 한국의 GSP도입에 관한 연구

� 필리핀 편람

�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 호주 편람

�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 방글라데시 편람
� 헝가리 편람(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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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Pacific: A Korean Perspective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

� 페루 편람
� 파라과이 편람

�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 OECD 가입이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WTO체제 출범 및 OECD
가입 관련 정책과제

� OECD의 해외영업에서의 뇌물수수 불법화: 미 해외부패 방지법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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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본이동의 영향과 대응정책

� WTO 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분석

� 국제자본이동이 국내자본형성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 WTO 첫 각료회의: 평가와 과제

�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와 정책시사점

�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 금융시장개방과 환율정책 방향

� WTO 출범 1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 엔/달러 환율변동과 국제자금 흐름의 변화

� WTO내‘지역무역협정’관련 논의동향 및 우리의 대응

�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 WTO 무역-환경 협상전략 기초연구: 무역환경위원회 각료보고서를

�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위험관리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정책대응

중심으로
� WTO에서의 무역-환경 논의 현황 및 전망

� 21세기를 향한 한∙중 공동번영의 모색

� WTO체제 첫 일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와

�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선진국의 불공정무역규제: 미국∙EU∙일본을 중심으로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 중국 통상정책상의 주요과제

� 시장의 국제적 경합성에 대한 OECD의 논의배경과 전망

� 중국∙대만 긴장관계의 분석과 향후 전망

� 신통상 이슈시리즈

� 중국 정치∙경제에 관한 국내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상정책 방향

- 환경: WTO 무역-환경 협상의 전개와 대응 과제

� 한∙일의 대중통상정책 비교분석

- 투자규범: 다자간투자규범의 추진동향 및 우리의 대응

� 한국의

- 경쟁정책: 경쟁규범의 국제화 동향과 우리의 대응

� The Korean Economy and Korea-US Trade Relations:

- 노동: 무역-노동기준 연계

쌍무간 통상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몽골 개발협력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A Statistical Profile

- 반부패: 부패-무역 연계의 최근 동향
� 환경라벨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동향과 대응과제

� APEC 경제협력과 중소기업

� 1996 WTO/TPRM：결과와 과제

� APEC 과학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

�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Korea’s Role and

� APEC 관세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Priorities
�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주요 지역경제협력체에
대한 대응전략

�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중요 투자원칙의 검토
�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Competition Policy and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

� APEC 통신 서비스시장 현황과 정책방향

�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 한∙ASEAN 무역 및 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정책과제
� ASEM 무역∙투자자유화가 각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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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의 배경과 경제적 의의
� EU의

� 한국의

인도 진출전략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표준 적합 및 기술장벽: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 러시아 경제지역의 경제 사회현황 분석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 러시아의 최근 양대선거와 향후 정책변화 전망

the Future

CIS 및 동구

� 서방의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시사점

�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
� 중∙동구제국의 서구경제권 편입 전망과 시사점

개도국(북한 포함) �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비사항
경제협력과제

� 한국기업의

CIS 투자실태 및 과제

�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과 남북교류 본격화시 경협추진방안
� 남북한 통화의 교환비율결정과 통화통합방안

� MERCOSUR의 발전과정과 회원 4국의 개발전략

� 남북한간 자유무역지대 결성방안

�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계획

�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 북한 가격정책 현황과 개혁방향

� 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 한반도 주변 4국의

중남미

북한정책

�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방안 모색

� 광동성 편람

�

� 하북성 편람

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미국, 캐나다, 한국)의 반덤핑조치 연구:
중국의 사례분석

국별∙지역별
종합정보자료집(편람)

� 강소성 편람
� 호북성 편람

지역정보센터 연구과제

� 홍콩 편람
� 인도 편람

중국 �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경제발전계획

� 뉴질랜드 편람

�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 러시아연방 편람(증보)

� 중국 내륙개발의 과제와 전망

� 카자흐스탄 편람

� 중국의 공업화전략과 외국인직접투자

� 루마니아 편람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최근 자료

� 불가리아 편람

� 중국의 식량문제와 9.5계획의 農 과제

� 콜롬비아 편람
� 베네수엘라 편람

남아시아∙오세아니아 � 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 우루과이 편람

� 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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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과제
�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국제거시경제 � 자본자유화의 효과와 대응과제

�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과제

�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현황과 외환시장개입정책

� 한∙EU 주요통상마찰과 대응방안

� 최근 개도국외환위기의 원인분석

� EU의 기업과세와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전략

� IMF 구제금융사례연구 :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개편현황과 우리

�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Capital Inflows, Exchange and Monetary Management in Asia

의 대응전략
�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경제제도 � WTO 분쟁해결사례연구Ⅱ: 미국의�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과 대응과제
� 지역무역협정관련 WTO규범과 우리의 대응과제
� 환경세의 국경조정에 관한 WTO규범의 개정방향 및 시사점

� 일본의 금융개혁과 산업조정
�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 WTO 경쟁정책관련 규정 및 분쟁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해외지역경제

�’
97 WTO 금융서비스 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

중국

� WTO 투자규범의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중앙∙지방관계

� OECD 뇌물방지협정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

� 중국 금융체제개혁의 현황과 향후 전개방향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논의와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 중국 금융체제의 개혁과제와 전망

� 1997년도 OECD 논의동향의 분석

� 중국 국영기업의 개혁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 MAI의 의의와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 중국 에너지산업 현황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GATT와 한국경제: 지난 30년간의 평가와 향후 대외경제정책

�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전망

� Northeast Asia’
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 중국내 한국계기업의 노무관리실태와 과제

Approach

�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과 전망
� 중국귀속 이후 홍콩의

대외경제관계 �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성과
� 동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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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의

진출 활용방안

투자실태 및 경영성과 분석

� 한∙중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유럽 무역 및 투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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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of Trade Liberalization

남아시아
�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위기의 배경과 전망
� 메콩강유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참여방안
�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현황 및 경제전망
� 한국의

�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

� 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경제협력

� 통일대비 국제협력의 과제
� Economics of Triad: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구소련 및 중∙동구

States, Japan, and Korea

� CIS 경제통합의 추진현황과 전망
�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현황 및 제도적 여건

� 대만 편람

�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송체계

� 싱가포르 편람

� 한∙러시아 경제교류의 현황과 정책과제

� 태국 편람

� 서방의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현황

� 파키스탄 편람

� 중∙동구의 통화위기 가능성에 대한 분석

� 슬로바키아 편람

� 우크라이나의 외국인투자제도 및 현황

� 브라질 편람

국별∙지역별
종합정보자료집(편람)

� 파나마 편람
중남미
� 브라질의 경제개혁 현황과 경제전망

1998년

� 미주지역 경제통합과 한국의 대응과제
� 한국과 중남미지역과의 개발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 1999년도 세계경제전망

APEC � 제5차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분석과 평가
� 1997 APEC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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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 최근 국제금융환경변화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 IMF 긴급자금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 APEC 회원국별 통상정책의 정치경제적 여건분석

� 아시아 외환위기국의 IMF 프로그램 이행상황 비교

� APEC 개도국의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협력과제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외환수급 전망과 우리의 대응

� APEC 역내국가의 비관세장벽 표준화방안 연구

� 환율변동의 결정요인 및 향후 정책과제

�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 국경간 M&A의 시장경합성 제고방안

�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 ASEM 런던 정상회의의 의의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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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s Ecotech: Linking TILF and ODA
�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국경간 M&A의 역할

�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현황 및 OECD 국내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사점

�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와 효율화방안

�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방향과 경제적 효과

�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종합심층보고Ⅰ

� WTO 농업위원회 논의동향과 후속 농산물 협상대책

�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Trade Policy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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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인민대 경제학석사 / 중국경제

연세대 문헌정보학석사 / 정보자원

한양대 무역학석사 / 국제경제

펜실베니아

경제학박사 / 국제경제

한국외대 경영정보학석사 / 투자정책

펜실베니아

경제학박사 / 무역정책

한국외대 경영정보학석사 / 중동경제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옥스퍼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경제학박사 / 무역정책

경제학박사 / 경제통합∙동남아경제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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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박사 / 중국경제

코넬

한양대 경영학박사 / 전자상거래∙환경

부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EU경제

미시간주립

미시건

(경영기획실장 겸임)

경영학박사 / 투자∙관세

경제학박사 / 무역정책
경제학박사 / APEC
경제학박사 / 경쟁정책

한양대 정치학석사 / 무역정책
고려대 경제학박사 수료 / 정책정책
연세대 경영학석사 / 국제경제

기관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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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무역학석사 / 무역정책

1급관리원

서울대 경제학석사 / 무역경제

1급관리원대우

서강대 경제학석사 / 유럽경제

2급관리원

인하대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
연세대 경영학석사 / 무역정책

3급관리원

서강대 경제학석사 / APEC

주임연구조원

강원대 무역학석사 / 서남아경제
성균관대 국제경제학석사 / 동남아경제

연구조원

경희대 평화안보학석사 / 러시아경제
서강대 경제학석사 / 중국경제
성균관대 무역학석사 / 동구경제
한양대 정치학석사 / 중국경제

주임기능원

이화여대 여성학석사 수료 / 편집출판
명지대 문헌정보학석사 / 자료정보

연구원

중앙대 문헌정보학사 / 전산정보

한국경제연구소(

중앙대 문헌정보학사 / 자료정보

소장

한국외대 러시아어석사 / 러시아경제

부소장

중앙대 경제학석사 / 국제무역

재정∙발간

건국대 경제학석사 / 투자정책

학술∙연구

소카

경제학석사 / 일본경제

KEI)

공보∙사업

고려대 유럽지역학석사 / 유럽경제

의회

연세대 경영학석사 / 국제무역

총무

고려대 유럽학석사 / 유럽경제
국립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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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사 / 자료정보

북경사무소

이화여대 문헌정보학사 / 자료정보

소장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사 / 전산정보

연구원

기관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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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원
KOPEC 사무국
국장
연구원

설립위원

연구조원

경제기획원 차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APEC교육재단 사무국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국장

산업연구원 부원장

연구원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APEC컨소시엄 사무국
국장

이사장

전문연구원

1989. 7. 27 � 1995. 12. 28
1995. 12. 29 � 1998. 12. 28

연구조원
원장

1989. 7. 27 � 1992. 3. 8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사무국

1992. 3. 9 � 1997. 2. 13

국장

1997. 2. 14 � 1998. 4. 16
1998. 6. 25 �

이사

1989. 12. 29 � 1995. 12. 28
1989. 7. 27 � 1989. 12. 28
1989. 12. 29 � 1998. 12. 28
1995. 12. 29 � 1998. 12. 28
1989. 7. 27 � 1989. 12. 28
1995. 12. 29 � 1998. 12. 28
1989. 7. 27 � 199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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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25 � 1998. 3. 8

당연직 이사
경제기획원

1989. 7. 27 � 1990. 3. 19
1990. 3. 20 � 1991. 2. 18

외교통상부

1998. 3. 9 � 1999. 1. 29

상공부

1989. 7. 27 � 1990. 12. 27

1991. 2. 19 � 1991. 5. 27
1991. 5. 28 � 1992. 1. 8

1990. 12. 28 � 1993. 3. 3

1992. 1. 9 � 1993. 2. 3
1993. 2. 4 � 1993. 12. 27
1993. 12. 28 � 1994. 10. 5

상공자원부

1993. 3. 4 � 1994. 5. 22

통상산업부

1994. 5. 23 � 1995. 12. 25

1994. 10. 6 � 1994. 12. 25

재무부

1989. 7. 27 � 1990. 1. 30

1995. 12. 26 � 1996. 12. 20

1990. 1. 31 � 1991. 2. 18

1996. 12. 24 � 1997. 3. 6

1991. 2. 19 � 1993. 3. 3

1997. 3. 7 � 1998. 3. 8

1993. 3. 4 � 1994. 5. 22
1994. 5. 23 � 1994. 12. 25

재정경제원

1994. 12. 26 � 1995. 12. 20
1995. 12. 26 � 1996. 12. 23
1996. 12. 24 � 1997. 3. 5

산업자원부

감사

1998. 3. 9 � 1999. 1. 29

1989. 7. 27 � 1989. 12. 28.
1989. 12. 29 � 1995. 12. 28
1995. 12. 29 �

1997. 3. 6 � 1998. 3. 8
1998. 3. 9 � 1999. 1. 29

외무부

1989. 7. 27 � 1989. 12. 28
1989. 12. 29 � 1992. 2. 26
1992. 2. 27 � 1993. 3. 03.
1993. 3. 4 � 1994. 5. 22
1994. 5. 23 � 1995. 1. 19
1995. 1. 20 � 199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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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난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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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부연구위원

1995.10.16�1998.2.23

숭실대 경제통상학부

김정수

선임연구위원

1990.4.1�1994.6.30

중앙일보 전문위원

강승우

연구원

1995.5.11�1995.11.15

지역난방공사

김정아

연구조원

1990.2.1�1993.9.9

강영무

연구위원

1990.4.1�1993.2.28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김종례

주임연구조원

1992.1.1�1998.12.31

강인수

책임연구원

1991.9.9�1993.2.28

숙명여대 경제학부

김종만

연구위원대우

1989.10.23�1993.6.14

강준선

주임기능원

1989.8.7�1998.12.31

김진천

초청연구위원

1991.12.2�1992.8.13

강창숙

기능원

1989.10.20�1992.2.7

LG경제연구소

김창남

초청연구위원

1991.9.1�1992.8.31

강흥구

지역정보센터 소장

1990.1.16�1995.12.31

계명대학교

김철삼

책임연구원

1993.8.1�1994.9.22

구본우

연구원

1992.12.2�1993.6.30

미국 유학

김태준

연구위원

1989.10.16�1993.8.31

권계자

연구조원

1989.9.1�1992.6.20

김태준

초청연구위원

1993.9.1�1993.12.31

권기백

연구원

1990.1.15�1992.2.15

김태형

책임연구원

1995.8.1�1997.4.30

권소영

3급관리원

1993.7.26�1998.12.31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1989.10.1�1993.8.3

권재중

연구위원

1993.8.1�1999.5.6

김현경

기능원

1992.1.1�1992.5.20

김건홍

연구위원

1995.3.1�1997.1.11

김형수

전문연구원

1994.11.21�1998.1.12

김경호

조사역

1992.4.1�1995.6.12

김혜란

연구원

1991.9.1�1992.9.30

김경희

연구조원

1992.1.1�1994.5.3

나인강

연구원

1989.11.1�1990.7.13

김관호

연구위원

1993.7.7�1999.2.28

동국대 아시아지역학과

남상혁

연구원

1992.4.20�1994.5.19

김근영

3급관리원

1992.1.1�1994.5.2

한러경제협회

남선학

3급관리원

1989.10.20�1989.11.20

김남두

연구위원

1989.12.15�1995.8.31

강릉대 국제통상학과

남수중

연구원

1996.1.1�1998.12.31

중국 유학

김단종

전문연구원

1990.10.15�1997.5.15

남종호

연구원

1992.1.1�1992.2.7

한국외대 중국어과

김상심

주임연구조원대우

1991.1.1�1998.12.31

미국 유학

노상욱

책임연구원

1997.1.1�1999.8.18

김석운

연구원

1992.1.1�1992.9.8

한국조세연구원

노호진

전문연구원

1992.1.1�1998.12.31

김성준

연구원

1991.7.1�1992.7.11

문종철

연구원

1992.1.1�1993.2.10

김시중

연구위원

1990.6.4�1996.8.30

영남대 통상 및 경제학부

민충기

연구위원

1989.10.16�1995.8.12

영국 EBRD

김영돈

연구원

1992.1.1�1995.1.5

오롬시스템

박광작

초청연구위원

1990.2.19�1991.2.28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유진

전문연구원

1993.8.16�1997.10.4

박미라

연구조원

1992.1.1�1996.7.5

김익겸

조사역 / 중문에디터 1992.1.1�1997.1.31

자민련 경제분석국

박상현

연구원

1992.1.1�1994.8.13

김익수

연구위원대우

고려대 경영학과

박성민

연구원

1991.1.1�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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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6.24�1995.2.28

한국금융연구원
뉴질랜드

국제금융센터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장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국제경제대사

멕시코

기관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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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연구위원대우

1993.4.12�1997.2.28

고려대 국제대학원

오용석

연구위원

1990.1.1�1992.2.29

박성희

3급관리원

1999.1.1�1999.7.31

SK상사

오진용

선임전문위원

1992.1.1�1992.12.31

박일붕

3급관리원

1992.1.1�1992.2.29

세계경제연구원

우강업

연구원

1994.6.20�1995.2.14

박제훈

연구위원대우

1990.6.4�1994.8.31

인천대 무역학과

우수명

연구원

1995.2.6�1996.9.4

인터포트코리아

박진우

연구원

1990.10.1�1991.12.31

우영수

연구위원대우

1994.8.12�1997.8.2

하나로통신

박태호

선임연구위원

1989.10.7�1997.3.17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용걸

부연구위원

1995.8.1�1998.8.22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박해식

전문연구원

1991.1.1�1997.9.8

한국금융연구원

유병호

책임조사역

1992.1.1�1992.1.31

한성대 무역학

박형아

연구조원

1997.4.1�1999.1.30

유영수

기능원

1992.1.1�1995.5.15

배진영

연구위원대우

1990.7.1�1993.2.28

인제대 경제학과

유재석

기능원

1992.9.1�1998.12.31

백권호

전문연구위원

1992.1.1�1995.2.28

계명대 중국학과

유재원

연구위원대우

1989.10.16�1993.2.28

건국대 소비자경제학과

백정호

전문연구원

1996.10.1�1999.7.24

미국 유학

유진수

연구위원대우

1990.10.1�1995.2.28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백해정

연구조원

1992.1.1�1998.12.31

홍콩 유학

윤영순

주임연구조원대우

1992.1.1�1996.10.7

변영환

연구원

1991.9.1�1992.8.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윤찬혁

조사역

1992.1.1�1996.1.4

서영태

2급관리원

1989.8.5�1990.12.5

세우포리머 전무

이경희

주임연구조원대우

1990.8.13�1997.3.10

서장원

선임연구위원

1989.8.5�1999.7.31

UNIDO

이명규

2급 관리원

1992.1.1�1992.1.10

서재희

전문연구원

1991.11.16�1997.6.7

동서대 경영정보학과

이명재

연구원

1996.4.10�1998.4.4

성극제

연구위원

1991.8.19�1995.8.31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이문봉

전문연구원

1991.8.29�1998.12.31

성신영

연구조원

1989.10.20�1996.4.3

이문식

책임조사역

1992.1.1�1993.2.28

송성숙

기능원

1990.1.1�1995.8.2

이미경

연구조원

1992.1.1�1998.12.31

송량훈

연구원

1990.9.1�1991.6.18

이미선

연구조원

1992.6.1�1998.12.31

신영재

연구원

1990.6.25�1992.4.14

한러극동협회

이미연

3급관리원

1990.8.28�1991.5.20

신은자

전문연구원

1989.12.1�1999.2.28

세종대학교

이민우

연구원

1992.1.1�1992.2.15

신정식

연구원

1993.3.1�1995.10.9

POSCO 연구소

이보근

북경사무소 소장

1992.1.15�1999.2.28

안미숙

연구조원

1996.1.1�1998.12.31

이상엽

연구원

1992.4.1�1992.12.31

안세민

연구원

1995.11.20�1996.8.31

이상학

책임연구원

1990.7.3�1991.2.28

안종석

조사역

1992.1.1�1995.3.2

이선애

연구조원

1990.1.1�1990.10.31

양평섭

조사역

1992.1.1�1995.1.7

이성규

전문연구원

1994.2.1�1998.12.31

유학

연규융

연구원

1992.1.1�1992.5.31

이성량

전문위원대우

1995.9.11�1996.12.28

동국대 아시아지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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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

주)아비즈

대우자동차(주) 서비스부문

용인대 교양과정부

한국발명진흥회

국민대 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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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이성호

주임기능원

1989.9.1�1997.8.4

이순철

연구원

1994.9.22�1995.2.4

이시욱

전문연구원

1992.2.1�1997.6.23

이언우

2급 관리원대우

이오경

장성혁

기능원

1992.4.16�1994.5.2

장현진

연구원

1992.9.1�1994.7.9

전우석

연구원

1991.9.1�1993.3.31

1991.1.1�1997.8.2

정간채

전문연구원

1993.1.1�1998.10.8

주임연구조원대우

1989.8.8�1998.12.31

정구선

연구원

1992.1.1�1992.9.30

이용훈

전문연구원대우

1992.1.1�1997.7.12

한국도서관협회

정민민

연구원

1992.2.26�1993.3.3

이원권

3급 관리원

1996.1.1�1998.12.31

전남대 수의학과 재학

정병익

연구원

1992.1.1�1992.4.30

이유미

연구원 / 영문에디터 1991.5.14�1997.2.28

정선우

연구원

1995.2.6�1998.12.31

이윤석

연구원

1992.1.1�1992.6.30

두멕스코리아

정영록

연구위원

1990.11.13�1998.2.28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인구

연구원

1996.2.1�1998.4.8

미국유학

정용주

전문연구원

1992.1.8�1998.2.2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장영

연구위원대우

1990.3.19�1992.8.3

한국금융연구원

정은화

연구원

1995.1.1�1998.12.31

미국 유학

이장환

사무국장

1990.1.1�1997.12.31

정재황

연구원

1992.1.1�1992.3.31

이재성

연구위원

1994.7.19�1996.12.31

현대선물(주)

정중재

전문위원대우

1992.1.1�1995.2.28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이재준

전문연구원

1996.9.1�1999.6.1

미국 유학

정지웅

전문연구원

1997.8.4�1999.7.3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정영

지역정보센터 소장

1996.2.21�1997.7.7

한국리스여신(주) 사장

정지윤

연구조원

1992.9.7�1998.6.8

미국 유학

이정연

연구위원대우

1994.3.4�1997.9.13

정진우

연구원

1992.6.8�1992.10.8

이주원

조사역

1992.1.1�1995.10.4

한주교역

정 훈

책임연구원

1997.6.18�1998.8.22

이호생

부연구위원

1993.1.19�1998.2.28

명지대 경제학과

조규호

연구원

1990.2.26�1991.9.7

이홍표

책임조사역

1992.1.1�1992.4.25

세민재단

조정구

책임연구원

1992.4.1�1994.2.28

인치승

조사역

1992.1.1�1992.1.31

조충제

연구원

1993.4.16�1994.12.5

임병철

연구원

1991.8.29�1997.1.3

조화순

주임연구조원

1992.1.1�1998.12.31

임웅순

연구원

1994.2.2�1995.1.3

주미선

사서조원

1992.1.1�1992.3.31

임천석

연구위원대우

1992.1.1�1995.6.30

주상영

연구위원대우

1994.7.11�1997.2.28

임호상

연구원

1992.2.26�1993.3.6

지치상

연구원

1992.2.17�1994.10.11

장광익

연구원

1993.4.16�1994.11.4

차상민

연구원

1992.1.1�1993.8.5

장광희

3급관리원

1994.5.20�1998.12.31

차선학

기능원

1995.6.1�1998.12.31

장규상

연구원

1992.1.1�1992.3.31

최연주

연구원

1994.1.1�1994.12.31

장미선

연구조원

1990.8.13�1994.2.15

최연준

연구원

1991.1.1�19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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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한국금융연구원

건국대 무역학과

매일경제신문 금융부

베트남

ING베어링

하나로통신 경영기획실

주)라군

인천대 동북아지역학부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세종대 경제무역학과

국회의원 강경식 보좌관

한국오라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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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연구원

1991.5.1�1994.1.3

최윤재

책임연구원

1990.1.1�1990.8.21

고려대 경제학과

본원의 정보서비스는 홈페이지(http://www.kiep.go.kr) 디지털도서관(Digital

최일용

3급관리원

1990.1.1�1993.7.3

한양대 총무과

Library)을 통해 원내외에 제공되고 있다. 신착자료속보, 연구보고서의 주요내

최현덕

3급관리원

1990.1.1�1995.1.7

하태현

전문위원대우

1992.1.1�1994.2.5

한국은

조사역

1992.1.1�1992.1.31

한상진

전문연구원

1993.1.1�1998.7.13

한상춘

연구원

1989.10.18�1993.6.30

한정혜

주임연구조원대우

1989.10.20�1996.5.4

한택환

연구위원

1992.9.16�1997.2.28

한형구

조사역

1992.1.1�1995.3.16

한홍렬

연구위원대우

1991.6.24�1995.2.28

허정회

기능원

1992.1.1�1992.2.15

허태균

2급관리원

1992.1.1�1992.1.31

별세

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35,000권, 각

홍순규

연구원

1994.2.2�1995.2.28

한국통신

국의 경제동향 및 정보원으로 1,800종의 정

황인춘

연구원

1992.1.1�1992.4.30

기간행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속한 정

황혜경

전문연구원

1994.8.1�1998.12.31.

보제공을 위한 온라인데이터베이스와 전자

용, 신착정기간행물의 목차, 온라인목록, 최신경제동향자료 전문(full text) 등을
캐나다
BISCO International 컨설턴트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상에서 처리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원내외 연구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참고질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우편
정보서비스로 최근 국제경제동향 정보 또는 관련 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

한국경제신문

내외 유관기관과 연계된 상호대차제도를 통해 본원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는 추적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추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원 정보서

서경대 경제학과

비스 시스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제별 전담 사서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구
주제별 전문사서가 연구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양대 경제학과

본원 소장자료에는 국제경제분야의 핵
심 단행본으로 19,000권, 국제기구 및 연구

학술지 등 12종, 학술지가 전문(full-text)으
로 구축되어 있는 CD-ROM 데이터베이스
23종(1,000여점)을 구비하고 있다.
본원은 일본 アジア經

究

등 8개

국 34개 기관과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UN, OECD, IMF, WEFA, DRI,
EIU 등 관련국제기구와 해외 주요기관 및 연구소, 대학부설 경제연구소, 각국
중앙은행 등 200여 기관으로부터 각종 symposium, working paper,
proceeding, 학술지 등을 기증받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자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용되는데, 정보자료의 분류에는 미의회도서관 분류표(LCC: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료정리에는 서양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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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R2, 동양서의 경우 KCR3판으로 표준화된 MARC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원은 해외경제정보 지원을 위한 국내 중심기관으로서, 지역경제 정
보에 관한 국내외를 망라한 종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지역경제정보 종합시
스템”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본원을 주축으로 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TRA) 등 1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
기능 및 활동내용�의
<해외경제정보자료 지원> 참조)

전산운영 및 설비 현황
본원에서는 직원 1인 1대의 PC 보급,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
한 대외정보제공서비스, 회계∙급여∙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전산화, 그리
고 최근 원내 모든 연구과정 및 행정처리, 정보자료지원 등을 전산정보화한 통
합정보시스템(KIEPIA)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인터넷 전용서버와 도서검색용 서버인 SUN Microsystems사의 Ultra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Enterprise 3000은 512MB의 Main Memory와 70GB의 HDD를 갖추고 Solaris

있는 정보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v2.5.1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경제정보시스템 전용서버인 Ultra Enterprise450

21세기형 지식관리시스템을 지향하는 본원의 KIEPIA는 연구과제관리, 출

은 512MB의 Main Memory와 45GB의 HDD를 갖추고 있으며 Solaris v2.7.1로

판관리, 전자결재, 전자메일, CD-NET 시스템, 해외온라인 DB를 이용할 수 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Notes 전용서버는 Compaq Proliant 2500으로 pentium

는 이용자편의형 정보시스템으로서, 연구결과와 대외경제 관련 정보를 신속하

pro 200 MHz의 CPU와 512 MB의 Main Memory, 18GB의 HDD, WindowsNT

게 전달하는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대외경제 관련 정보와 통

v4.0로 운영되며 파일서버인 Compaq Proliant 1500(100MHz, 82MB, 4GB

계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IP(Information Provider)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Netware v4.1)과 Compaq Proliant 800(500MHZ, 128MB, 18GB)이 가동되고 있

지역경제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다.

전산시스템은 150여대의 PC와 30여대의 레이저 프린터가 2대의 Novell

CD-ROM Database 공유를 위해 CD SERVER(Intel pentium 200Mhz, 20Gb

Netware 서버와 2대의 NT 서버, 그리고 2대의 Unix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HDD, 128Mb RAM)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전용서버의 강화를

Switch를 중심 백본장비로 하여 Fast Ethernet(100Mbps)으로 구성하였고 네트

위해 Compaq Proliant 1600(500MHz, 128MB, 18GB, DAT)의 도입을 추진하고

웍 부하경감을 위하여 VLAN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각층의 Client를 연결하기

있다.

위해 층마다 Intelligent HUB를 설치하여 UTP Cable을 포설하였고, 본동과 시
험동 4F을 연결하기 위해 광케이블을 포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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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K I E P
1990-2000

공 동
이장영
배진영

정 책 연 구

김학수

이재웅
유진수

홍유수

채 욱

신세돈

한홍렬

이상학

조병택∙이영준

최인범

김종만

김남두

박제훈

민충기

김시중

김종만

이상학
손찬현

김태준

조종화
민충기

유재원
김학수

김학수
채 욱
손병해

김남두

유진수

장의태
박태호 외

장의태

배진영

박제훈
김종만

서상록

김태준

정영록
조정구

홍유수

김익수

강흥구

김창남
김남두

김종만

성극제

김진천

유재원
김정수
김종만

민충기

공 동

김박수

채 욱

이장영
한홍렬

오용석
정영록

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김태준

김시중

발간자료목록

105

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유진수

이창재

김학수

최인범

권재중

홍유수

김익수

한홍렬

이재성 편

공 동

KOPEC

손찬현

오용석

박성훈
배진영

박제훈

한택환

김시중
한택환

강인수

이창재

박제훈
공 동
김종만

김관호

김익수
홍유수 편
임천석

왕윤종

임천석
왕윤종

조정구

이호생

이호생
공 동

이창재

김익수

이재성
이창재편
김태준

김준동∙강인수

표학길 외
김익수

김시중

정영록

홍유수

박우희 외
노재봉∙유재원

민충기

오용석

원용걸
홍유수

성극제

손정식

우영수
정상조

김상겸

정갑영

주상영
주상영

김박수

김인준

공 동

이재성

왕윤종
김용구∙ 박성훈
정인교∙표학길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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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이성봉∙이형근
공 동

정여천∙최병희∙한정철

왕윤종∙나수엽
조명철∙홍익표

정인교

이창재 외

이창재

김남두 외

이성봉 외
전재욱∙최의현
장형수∙이창재∙박영곤

왕윤종

조명철

안형도

정여천

조종화 편
최수웅
김원호 편
서석흥

김태형

김원호 외
문석웅
김태형∙정인교

김박수 외

김관호 외

Byung-Il Choi∙Eun-Mee Kim

조현준

왕윤종 외
조종화 편

장형수∙원용걸
안형도 편
김완순, 엄인호

장형수∙왕윤종

정인교
이창재 편

김남두

이장규 외

김관호∙이성미
정인교 외

조정구

왕윤종∙김종근

윤창인
김익수

공 동
권태형 외

정 책 자 료 A
왕윤종
성극제
왕윤종 편

공 동

장영식

조종화 외

강정모

왕윤종 편
김준동
최수웅

유재원∙이홍구
김종범

이종화∙이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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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이창재 외

소일섭
이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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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1990-2000

1990-2000

박제훈

김준동

장의태

김학수
조정구

김상겸

채 욱

임천석

손찬현

박강식
손찬현

유진수
김준동

공 동

장태구

김정수

이호생

강인수

박제훈

이창재

공 동

강봉순

김남두∙유재원

노재봉

왕윤종

이동기∙이윤철

채 욱

김준동

민충기

김관호

노재봉

권재중

민충기

김준동
유진수

유재원 외

이상만

김익수

김철삼

이창재

홍유수

조종화

한홍렬
유진수

공동
공 동

김익수
오상면
공동

조종화
한홍렬
한홍렬

정영록

공 동

조정구
왕윤종

김학수

윤창인

한택환

조명제

우영수
김상겸

김학수

유재원

김상겸
공 동

민충기

김박수∙김정수

임천석
김시중

공 동

공 동

김지홍
장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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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Policy Papers
전주성

원용걸

신유균

손찬현

Inkyo Cheong
Chan-Hyun Sohn∙Jun-Sok Yang

공 동

김상겸

Hong-Gue Lee∙Jai-Won Ryou

김인배

Yunjong Wang∙Hyoungsoo Zang

김관호

Sang-Don Lee∙Tack-Whan Han
한홍렬
김준동

조 사 보 고 / 조 사 분 석
연 구 보 고

정중재
백권호

최수웅

안종석∙양평섭

정민민

윤찬혁

임호상

이보근

김규판
안종석∙양평섭

이문식

백권호
차상민

최수웅

정여천
최병희

최수웅

안종석

최수웅

이보근

양평섭

노호진

윤찬혁

박상현

조현준

박상수

권 율

박월라

박월라

조현준

정용주

김경호

권 율

한형구

안종석

정여천
하태현
김원호
정여천
이성량
정중재
최수웅
백권호
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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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최성기

최병희

이철원

이영우

장광익

정용주

서승원

김규판

이철원

정재완∙권경덕

김경호

서승원

이성규∙최병희

박상수

권 율

김완중

정성철∙이명진

박성훈

이재유∙이재영
김영돈

김완중

박영호

최의현

박영호

채 욱

박태호 외

조현준
서승원
김규판

이철원

이호생

손정식∙한홍렬

권 율
박기홍

안종석

정용주

홍익표
이종화 외

박상수

최병희

김종근
김애리

권 율

정재완

박월라

김형수

이형근

정선우

손찬현 편

채 욱

조충제
윤찬혁

채 욱∙서창배
조현준
양평섭

나성섭

이철원

박상수

서승원

정재완

이성규

정재완

김유찬∙이성봉

정인교∙이창재
이성봉∙이형근
조윤제∙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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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Working Papers / 자료논문
Young-Soo Woo
Chung Soo Kim

Yoo Soo Hong

June-Dong Kim∙Sang-In Hwang
Jin-Soo Yoo

June-Dong Kim

L.K.Mytelka

Chan-Hyun Sohn ed.
Jae-Bong Ro∙Hyung-Do Ahn
Chang-Jae Lee

왕윤종∙이성봉

Sung Yeung Kwack

Chong-Wha Lee
Je-Hoon Park
Inkyo Cheong
Taeho Bark

Yoo Soo Hong

신동화
이성봉

Yoo Soo Hong

김완중
Jae-Jung Kwon

Jong-Bum Kim

Jang-Hee Yoo
Sang-In Hwang

박영호

Taeho Bark
Wan-Soon Kim
김종근
Jang-Hee Yoo

Seung-Hee Han∙Inkyo Cheong
Yunjong Wang∙Jung-Dong Kim

In-Soo Kang

김원호 외

권경덕

∙
Suchan Chae

이종화

Hyung-Do Ahn∙Hong-Yul Han

정용주

김준동 외

Jai-Won Ryou∙Byung-Nak Song
Sung-Hoon Park

Chan-Hyun Sohn
왕윤종 편

Wook Chae

정 훈∙이홍배
Wook Chae
Chung Ki Min

Joo-Su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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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Soo Hong
Mi-Kyung Yun

Joongi Kim∙Jong Bum Kim

김관호

홍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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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1990-2000

1990-2000

Hyungdo Ahn et al.

신동화
Yunjong Wang

Yunjong Wang∙Inseok Shin

윤미경∙박영호

장형수∙박영곤
Chong Wha LEE

Chong Wha LEE

김원호 외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권 율
채 욱∙서창배
왕윤종∙신동화∙이형근
Inkyo Cheong∙Yunjong Wang
Inkyo Cheong

공 동

Bak-Soo Kim ed.

박태호 편

Chang-Jae Lee ed.

Simonetta Verdi
오용석 편
장근호

임천석 편
Jang-Won Suh∙Jae-Bong Ro eds.
Honggue Lee

김시중 편

Yunjong Wang
민충기 편

손찬현 편

Sung-Hoon Park
Myung-Chul Cho∙Hyoungsoo Zang
Taeho Bark∙Wook Chae eds.
Hyung-Do Ahn

Yoo-Soo Hong ed.

Byung-il Choi
Jang-Won Suh ed.

June-Dong Kim

Taek-Whan Han ed.

Sun G. Kim∙Wankeun Oh
김시중 편
Ki-Kwan Yoon

Chung Ki Min ed.

강성진
Sung-Hoon Park ed.
Jae-Jung Kwon∙Joo-Ha Nam

윤미경∙김종근∙나영숙

Jehoon Park ed.
북경지원

Sung-Yeung Kwack

Jae-Wan Cheong

Jin-Young Bae ed.

양준석∙김홍률

Jang-Won Suh ed.

Jane Khanna Chang-Jae Lee eds.
Jong-Bu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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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공 동

공 동

공 동

이성규

권 율

이창재∙김병희 편

정영록
Bak-Soo Kim ed.
공 동
Ku-Hyun Jung Jang-Hee Yoo eds.
손찬현 편

국 별 편 람

Young-Rok Cheong ed.
Won-Ho Kim
안형도 편
Mi-Kyung Yun ed.
정영록 편
이창재 편

정 책 자 료 B

지역정보센터

최수웅

지역정보센터

정용주

지역정보센터

김경호

지역정보센터
지역정보센터

신정식
노호진
김경호∙노호진

서승원∙이성규
공 동
안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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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1990-2000

1990-2000

김남두

노재봉

조종화

김상겸
성극제

김박수
김시중

오늘의 세계경제

성극제

채 욱
김정수
김종만

김남두

김창남

유진수
노재봉

공 동

유진수

손찬현
임천석

손찬현

권재중

민충기

왕윤종
홍유수

장태구

이창재

이재성
임천석

김시중

배진영

김박수
임천석

강정모

김태준

조종화
박제훈

이장영

박태호

김시중
박성훈

김남두

김박수

한택환
이정연

민충기

김시중

지역4실
최수웅

김남두

민충기

최인범
이창재

정영록

배진영

박성훈
성극제

임천석
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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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연 구 자 료
이호생

이창재

한택환

김시중

우영수

공 동

공 동

우영수

안형도∙전준모 편

이호생
주상영

박원암∙주상영
박태호

안형도∙전준모 편

김원호
박성훈
김박수

대외경제전문가풀 토의자료

김시중
김관호
한택환
김남두

이재옥

이명진

이호생
주상영

허경욱

정인교

김관호
김원호

신광식

성극제

우영수
공 동

성극제

채희율

왕윤종
왕윤종

이호생

윤미경

김종범
김익수
최인범

최공필

손찬현
이찬우

김남두∙김박수

원용걸

Mikyung Yun
김관호

조종화

조종화

안종석
이석륜

왕윤종

박태호∙이호생

우영수

이정연

Carlos Juan Moneta
문우식∙윤덕룡∙이영섭
이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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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기타 자료

최 훈역
Youn-Suk Kim eds
김익수
유장희 편
최수웅 외
이창재 외
손찬현∙송유철 편

유장희 편
공 동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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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분야별 주요일지

K I E P
1990-2000

▶ First Session

10. 22 국제학술회의

- Topic A: Mai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rade and

- 주최 : KIEP, 고려대학교 공동주최

Trade Policy

국제세미나

제1주제 : 무역분야 경협 강화 방향

- Topic B: Trade and Competition

제2주제 : 해외 직접투자 분야 협력 방향

▶ Third Session

제3주제 : 기술이전분야 공동협력 방향

- Topic B: Trade and Competition

1990
3. 20

(OECD Informal Workshops with Dynamic

Plenary Session

▶ Concluding Session

Subject : Overall Assessment

▶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

무역정책동향에 관한 OECD/DAEs워크샵
9. 3

Asian Economies o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 Issues and Policies)
- 장소: 인터콘티넨탈호텔

▶ Second Session

between Korea and Russia

Session Ⅰ The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1990s:

▶ Session Ⅰ

- 공동주최 : KIEP, 조선일보사

Session Ⅱ The Soviet Far East Development Prospects:

- 협찬 : The Asia Society

Illusions, Contradictions, Solutions

▶ Session Ⅱ

- 장소 :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

Prospects

- 주제 : 한ㆍ중 수교와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개
- 제1주제 : 동북아질서와 한ㆍ중관계

Economic Development

- 제2주제 : 중국의 개혁ㆍ개방과 한ㆍ중경협 전망

Emerging Asia-Pacific Era

북방진출 전략세미나

▶ Plenary Session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4층 회의실

- Subject : A New International Strategy of the Korean

- 주최 : KIEP 북방지역센터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최
- 주제 :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Economy :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

4. 26

World Bank/KIEP 공동주최

▶ 제1회의 : 베트남의 경제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 제1주제 :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현황과 개발전략

- 제2주제 : 유럽 화폐동맹 및 금융통합

- 제2주제 : 베트남의 경공업현황과 개발전략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 제3주제 : 한ㆍEC 무역장벽

- 제3주제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전략

- 주제 : 향후 세계경제전망과 국제금융환경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 제4주제 : 한ㆍEC 직접투자환경 및 개선방안

▶ 제2회의 :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전략

Mechanism and Linkages

- 종합토론

Session Ⅳ Exis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10. 1

Session Ⅴ Modalit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sia-Pacific Cooperation

1991

1992
4. 26

-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과 한ㆍ미 양국 의회의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Session Ⅰ Subject : Agriculture
Session Ⅱ Subject : Textiles
Session Ⅲ Subject : Antidumping
Session Ⅳ Subject : TRIPs
Session Ⅴ Subject : Services
Session Ⅵ Subject : Financial Services

한ㆍ미 의원 합동회의
- 장소 : 미국 워싱턴

UR 협상관련 국제세미나 (The Uru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 Subject : Role of the U.S. and Japan in a Newly

- 제1주제 : EC의 산업정책과 제3세계에 대한 영향

Cooperation: Roles and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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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 Session III

- 장소 : 신라호텔

Session Ⅲ Towards the Success of Asia-Pacific

3. 28

9. 25

10. 14 한ㆍEC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Economies

a Stumbling Bloc to Wider Forms of Multilateral Trade

- 제3주제 : 한ㆍ중수교와 양국 교역ㆍ투자 전망

Cooperation

Session Ⅱ Basic Directions and Areas for Coperation:

- Subject : Existing Economic Blocs : A Building Bloc or

- 장소 : 신라호텔

Korea in Continental Northeast Asian

Session Ⅶ Conceptual Framework and Modality of

Leadership and Structure of the Global Economy
▶ Session II

한ㆍ중 수교기념 한ㆍ중관계 국제세미나

Economic Relations and the Evolving Role of

Implications for the U.S and U.S Polic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Issues and

Structural Issues of the Asia-Pacific

9. 24

Session Ⅵ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Session Ⅰ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 Subject : Post-UR World Trading Environment : New

▶ Session Ⅲ
- Privatization in Russia and Strategies for Participation

Session Ⅴ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아태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and Globalization Policy
▶ Session I : Theme Lecture

Environment in Russia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 주제 :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 Regional Economic Reforms and Investment

Session Ⅳ Japanese Economy and its Roles in the

- Topic D: Regional Initiatives

- 장소 : 신라호텔

and Russia

the Coastal Areas of China and the

▶ Fourth Session

한국의 새로운 경제외교와 국제화 전략

Direc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 Third Session
- Topic C: New Issues

2. 19

- Pro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and Basic

Session Ⅲ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 Topic B: Trade Policy Instruments

1993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Potential

Pressures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개최

- 장소 : 인터콘터넨탈호텔

Economic Outlook and Development

- Topic A: Patterns of Competition/Protectionist

10. 30 한ㆍ미 통상현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한ㆍ러시아 경제학술회의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 First Session

6. 21

9. 7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주제 :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 Second Session

6. 17

Press Conference 개최

6. 9

-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

국제세미나

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 장소 : 인터콘터넨탈호텔

(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 제1회의 : 경제통합의 방법과 전략
- 제1주제 : 동독 및 동유럽 국가에 있어서의 체제전환 및
체제통합에 관한 교훈

한ㆍ미 의원 합동회의
- 장소 : 미국 워싱턴

통독 2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9. 17

제2회 베트남진출 전략세미나
- 장소 : 한국은행 본점 강당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과학

- 제2주제 : 경제통합의 속도와 시기 : 통일비용 접근

- 주최 : KIEP 및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

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 제2회의 :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조정

- 주제 : 베트남의 경제개발계획과 외자유치정책

- 제1주제 : 신탁관리청 - 잠정적 평가

- 제1주제 : 베트남 개혁ㆍ개방과 대외협력방향

- 제2주제 : 남북한 산업구조의 차이와 경제통합 전망

- 제2주제 : 베트남 경제개발계획과 외자도입정책

무역정책동향에 관한 OECD/DAEs 워크샵
(OECD Informal Workshop with Dynamic
Asian Economies on Trade Policy
Developments)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 제3회의 : 경제통합과 고용정책
- 제1주제 : 동독의 노동시장 : 문제점, 전망 및 정책
- 제2주제 : 통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반도 통일
▶ 종합토론

10. 12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동북아경제, 정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제세미나
(The East Asian Economic Context of Korean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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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1990-2000

1990-20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Peninsula Developments)
- 주제 :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

4. 22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 Session Ⅰ
- Subject : The Regional Economic Context of

6. 21

▶ Working Luncheon
- Subject : U.S.-Korea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ntext

9. 26

▶ Session Ⅱ
- Subject :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Economic

- 장소 : 미국 워싱턴

- 제2주제 : 중국의 경제발전과 인플레이션

-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

▶ 제2회의

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 제1주제 : 중국 호남성과 한국의 경제협력

(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 제2주제 : 아ㆍ태 경제협력의 추진과 한중경제협력의

10. 6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 제1회의 - 사회자 : 서장원(KIEP 부원장)

- 주최 : KIEP,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주최

- 제1주제 : 유럽통합이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 제목 : 체제전환과 관련된 제반 경제문제와 북한의 향후

원칙
- 제2주제 :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현장과 방향

▶ 제2회의 - 사회자 : 김세원(서울대 교수)

(Economic Issues of System Transformation in a

- 제1주제 : 한ㆍEC간 최근 경제현안 및 전망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 Poland, China,

- 제2주제 : 한ㆍEC간 무역구조의 변화

Vietnam and North Korea)

▶ 제3회의 - 사회자 : 유임수(이화여대 교수)

▶ 제1회의

- 제1주제 : 일ㆍEC간 최근 경제현안 및 전망

- 제1주제 : 체제전환의 속도와 순서 : 폴란드의 사례연구

- 제2주제 : 대만ㆍEC간 최근 경제현안 및 전망

- 제2주제 : 체제전환에 있어 해외부문의 역할: 중국의 사

1995
1. 6

▶ 제2회의

- 제2주제 : ASEANㆍEC간 최근 경제현안 및 전망

- 제1주제 : 산업구조조정과 외국인직접투자 : 베트남의

APEC 세미나
- 장소 : 본원 18층 대회의실
- 제1주제 : 아시아에서의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증가
- 제2주제 : APEC 에서의 한국과 아시아의 역할

4. 11

KIEP-IGE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Economic Order

4. 17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 제2주제 : 전환기의 북한경제

ㆍ제목 : EC 통합이 아시아국가에 주는 영향

▶ 종합토론

- 기조연설 : 조이제(KIEP 연구자문위원)

- 제4주제 : APEC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기타 이슈
- 종합토론 : 21세기의 APEC

12. 2

중국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제2주제 :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전개방향

- 주제

- 종합토론 : 한ㆍ일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정립

∙한ㆍ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 무역과 산업협력을 중

- 장소 : 중국 북경
- 주최 : KIEP, 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CITIC) 공동주최
- 주제 : 한ㆍ중 경제협력의 신구상
- 제1주제 : 한ㆍ중 투자협력
- 제2주제 : 한ㆍ중 무역
- 제3주제 : 한ㆍ중 과학기술협력

제1회 인도진출 전략세미나

- 제2주제 : The Role of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 제2주제 : 아ㆍ태 지역내 투자활성화의 현안 및 전망

- 제1주제 :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의 한ㆍ일의 역할

한ㆍ중 공동 학술회의

- 제1주제 : The Misunderstood International Economy

- 제1주제 : 아ㆍ태 지역내 무역자유화

한일경제협력의 신구상 국제세미나
- 장소 : 신라호텔

Era of Globalization”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Some Major Issue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10. 24 21세기의 APEC 국제세미나

- 제3주제 : 아ㆍ태 지역내의 소지역주의

심으로(호국재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사 부국장)
ㆍ최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변화와 한국기업
에의 시사점(엄방송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사
한국과장)
- 토론

12. 13 제3회 베트남 진출전략 세미나

∙Implications
∙Relations with APEC
Lectures on Dispute Settlements (II)
April 18 :
[Track A] TRIMs (Part I)
Overview on TRIMs

the WTO Era

4. 17

∙Negotiation Issues
∙Economic Implication
∙Assessment of TRIMs Agreement
∙Relation with GATS on Commercial Presence
Lectures on TRIMs(I)
Lectures on TRIMs(I)
[Track B] Anti-Dumping (Part I)
Developed Economies National Legislation &

- 오찬연설 : Leon Brittan(EC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개최

∙Background

National Legislation & Implementation of the

- 제2주제 : Korea-U.S. Economic Relations in the New

사례연구

11. 11 한ㆍ미 통상현안에 관한 회의

Overview on Dispute Settlements

- 제1주제 :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 Trade,

- 주제 :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 종합토론

[Track C] Dispute Settlements (Part I)

- 장소 : 본원 18층 대회의실
Investment, and the Emergence of New Policies

례연구

- 제1주제 : 중국ㆍEC간 최근 경제현안 및 전망

Lectures on UR Anti-Dumping Agreements (I)
Lectures on UR Anti-Dumping Agreements (II)

∙Background

대외경제정책

▶ KIEP 주최 오찬 강연회

130

- 제1주제 : 중국 대외개방의 신추세와 WTO 가입의 기본

제4차 KIEP/FES 국제세미나

- 주최 : KIEP,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Relations with APEC

Lectures on Dispute Settlements (I)

▶ 제3회의

European Experiences And Korean Perspectives)

▶ 제4회의 - 사회자 : 이재웅(한양대 교수)

3. 31

역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 : 유럽의 경험과 한

- 제2주제 : 아시아의 지역간 경제협력 : 실증분석 및 전망

3. 23

- 제1주제 : 중국 경제체제개혁의 새로운 단계1

(Newly Emerging World Economic Order :

11. 10 EC 통합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과 전망
- 장소 : 신라호텔

▶ 제1회의

국의 전망 국제세미나

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국제세미나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대회의실

한ㆍ미 의원 합동회의

∙Background
∙Implications

국제세미나

무역-환경 문제와 한국의 선택 국제세미나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3. 18

12. 20 중국의 개혁ㆍ개방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미래

- 주제 : 인도의 경제개혁정책과 산업별 투자환경

- 장소 : 힐튼호텔

UR 국제세미나(APEC 18개 회원국 참가)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Agenda (Tentative)
April 17 :
“Korean Economy under WTO System”
[Track A] GATT Articles
Overview on GATT Articles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ing Economies
Major Precedents Discussions
[Track C] Dispute Settlements (Part II)
Prospects for a New System
Major Precedents(I)
Major Precedents(II)
Discussions
April 19 :
[Track A] TRIMs (Part II)
Investment Environments of NAFTA members
and Chile Investment Environments of Asian(but
non-ASEAN) economies
Investment Environments of Oceanian
economies and PNG
Investment Environments of ASEAN
[Track B]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Part I)
Overview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Background
∙Implications

∙Background

∙Relation with APEC

∙Implications

Lectur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Relations with APEC

Measures (I)

Lectures on GATT Articles(I)

Lectur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Lectures on GATT Articles(II)
[Track B] Anti-Dumping(Part I)

Measures (II)
[Track C] Safeguards(Part I)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대회의실

Overview on worldwide Anti-Dumping practices

- 주제 :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전망

Overview on Safeguards

and UR Anti-Dumping Negotiations

∙Background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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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Implications

- 장소 : 미국 워싱턴

- 제1주제 : 지역협력체간의 상호 교역관계

- 제4주제 : 동북아 경제협력과 황ㆍ발해 경제권의 발전전망

∙Relation with APEC

-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

- 제2주제 : 지역협력체간의 상호 직접투자관계

▶제4회의

Lectures on TRIMs(I)

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 종합토론 : 지역경제협력과 다자주의 원칙 : 갈등과 조화

- 제1주제 : 발해만 역내 국가의 경제협력강화 방안

Lectures on TRIMs(II)

(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April 20 :
[Track A] TRIMs (Part III)

7. 5

- 주제 : 한국의 OECD 가입

List of TRIMs of Asian (but non-ASEAN)

List of TRIMs of TRIMs of ASEAN
[Track B]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Part II)
National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ing Economies

9. 19

9. 26

ㆍ환경관련

- 주제 : The Global Contestability of National Markets :

중남미 진출전략 세미나

2. 9

Summary of Track B

- 제2주제 : 베트남의 외자유치정책과 향후 전망

국제세미나

▶ 제1회의 : 세계속의 통일 한국

- 주최 : KIEP, 외교안보연구원, 조선일보사 공동주최

- 제1주제 : 통일후 세계경제에서의 한국의 역할

- 주제 : 아시아ㆍ유럽의 동반시대 : ASEM정상회담의 의

- 제2주제 :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국제사회의 역할
- 제1주제 : 북한경제개혁 모형

- 이환균(재정경제원 차관)

- 제2주제 : 독일통일 6년후, 한국에의 시사점

- Tue Rohrsted(주한 EU대표부 대사)

- 특별보고 : 최근 북한의 식량 및 농업상황

- Thawatjai Thavisri(주한 태국대사관 대사)

▶ 종합토론 : 새로운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하의 남북한
▶ 제3회의 : 동북아지역에서의 통일 한국

- 제2주제 : 제1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담의 정치ㆍ외교

- 제1주제 : 남북한 통일의 지정학적 의의

5. 8

- 제4주제 : 한ㆍ중 산업협력의 과제와 전망

- 주최 : KIEP, 한국사회과학원, 중국요녕대학 한국연구소

- Subject : The Political and Security Backrop to

- 제5주제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문제

- Subject : Pattern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APEC”)

Yellow Sea Rim
Working Lucheon
- Subject : U.S.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ession Ⅲ : Panel Session
- Subject : Goverment Approaches at the Nat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Session Ⅳ : Penel Session
- Subject : Goverment and Business Approaches at the
Subregional Level toward Yellow Sea Rim Cooperation
Session Ⅴ
- Subject : Outlook for Future Yellow Sea Rim Development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Session Ⅰ : Trade Liveralization in APEC and Korea’s
Basic Position
Session Ⅱ : Enhancing Development Cooperation
within APEC and It’s Prospects
Session Ⅲ : The Future Role of APEC in New World
Economic Order

12. 13 제5차 KIEP/FES 국제세미나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 주제 : APEC의 무역ㆍ투자자유화 현황과 다자간교역규
범 : 갈등과 조화

- Chairman : James A. Kelly

▶ 제1회의 : APEC과 EU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Concluding Session

- 제1주제 : APEC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 Subject : Concluding Remarks

- 제2주제 : EU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한ㆍ미 의원 합동회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 제2회의 : APEC, EU 및 여타 지역경제협력체의 상호
협력관계

- 제2주제 : APEC 등 지역협력체에서의 통일한국의 역할

7. 29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세미나

Session Ⅰ

“Substantial
(
Economic Cooperation Within

통일

- 제1주제 : 제1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 장소 : 중국 심양시 요녕대학

Session Ⅱ

▶ 제2회의 : 한반도와 통일 한국

▶ 기조연설

▶ 종합토론

- 제1주제 :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경제ㆍ산업발전전략

APEC내의 실질적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남ㆍ북 통일 관련 국제세미나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적 의미

- 장소 : 북경 경광호텔 3층
- 제2주제 :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경제ㆍ산업발전전략

6. 28

▶ 주제발표

10. 16 21세기를 향한 한ㆍ중 공동번영의 모색

11. 2

국제경제협력

- 장소 :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

- 제3주제 : 중국의 산업정책과 외자도입전략

Opportunities and Hindrances

협력
- 제4주제 : 중국 환발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발해 지역

ASEM 정상회담 관련 국제세미나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Incresing Economic Interaction in the Yellow Sea Rim:

여 경제협력을 진일보 강화시키자
- 제3주제 : 일본경제의 현황, 전망 및 동아시아 지역경제

의와 전망

제4회 베트남 투자세미나

- 제1주제 :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정책과제

Discussions (Wrap-up)

Competition and Anti-Dumping Policies

- 주제 :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외자유치정책

환황해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 제2주제 : 동북아 각국은 평화와 우호의 정신에 기초하

Improving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Investment,

Summary of Track A
Summary of Track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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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aiw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pril 21 : Joint Session : Wrap-up

5. 8

ㆍ금융관련

ㆍ특별강연 : E. Azeredo(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주 지사)

Major Precedents Discussions

4. 21

- 각 분야별 토론

과 기업환경

Developed Economies National Legislation and

- 제1주제 : 21세기를 향한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

- 주최 : ㆍKIEP

- 주제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National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The Asia-Pacific Roundtable Meeting

ㆍGaston Sigu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at GWU

- 장소 :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Track C] Safeguards (Part II)

▶제5회의

- 장소 : Marina Mandarin Hotel in Singapore

ㆍ기 타

Major Precedents Discussions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ing Economies

1. 26

“한국의 OECD 가입절차 및 각 위원회별 심사 일정”

List of TRIMs of Oceanian economies and PNG

초점

1996

- 기조연설 : Christian Schricke(OECD 사무국 법률국장)

economies

Developed Economies National Legislation and

한국의 OECD 가입 국제세미나
- 장소 : 본원 18층 대회의실

List of TRIMs of NAFTA members and Chille

- 제2주제 : 환발해 경제협력권 : 지역경제협력의 새로운

- 장소 : 미국 워싱턴
-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
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공동주최
▶ 기조연설

한ㆍ미의원 합동회의

8. 12

APEC Study Center Network Meeting

-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 장소 : 신라호텔

ㆍ발표자 : 김경원(한국사회과학원 원장)

Session 1: Stengthening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 동북아국가들은 평화와 우호의 원칙하에 경제협력을 강

Session 2: Networking Through Internet

화하자
ㆍ발표자 : 진영걸(조선사회과학자 협회 부위원장)
▶ 제1회의

Session 3: APEC Education Foundation(APECEF)

8. 26

- 주최 : KIEP, 해외건설협회, World Bank Group 공동주

- 제2주제 :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적극 발전시키자

- 주제 : 한ㆍ중남미 새 협력시대의 개막과 SOC 분야 진출

▶ 제2회의

방안

- 제1주제 : 대외경제전략과 환발해 경제협력

▶ 제1회의 : 한ㆍ중남미 새 협력시대의 개막

- 제2주제 : 환발해 경제권에 대한 전망 : 발전전망과 협력

- 제1주제 : 중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

모델의 연구

- 제2주제 : 한ㆍ중남미 경제관계

- 제3주제 :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조건 평가

▶ 제2회의 : 중남미 SOC 분야 진출기회의 확대

- 제4주제 :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속에서의 요녕의 발전전략

- 제1주제 : 중남미 인프라 워크샵 개관

▶ 제3회의

- 제2주제 :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시설 현황 및 전망

- 제1주제 : 환발해 지역의 경제도약과 국제협력

▶ 제3회의 : 중남미 인프라 워크샵

- 제2주제 :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망
- 제3주제 : 황해(발해만)지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중남미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 장소 : 극동빌딩 대회의실

- 제1주제 : 신유교윤리와 발해만 경제협력

9. 9

세계경제 통합과 경쟁정책 국제세미나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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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1990-2000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5. 26

주최

- 주제 : APEC에서의 금융서비스자유화

제4차 APEC Roundtable 개최

- 제1주제 :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국제규범화 전망

▶ 제1회의 : 21세기 동북아경제의 전망과 한ㆍ중관계

- 장소 : 미 Brandeis대학교

- 제2주제 : 경쟁정책 집행수단과 경제발전과의 관계

- 제1주제 : 21세기 중국경제의 전망과 중ㆍ한관계

- 주제 : Regional Cooperation and Asian Recovery

- 제2주제 : 21세기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관계

- 공동주최

▶ 제2회의 : 중국의 경제발전과 외국기업의 역할

ㆍKIEP

- 제1주제 : 외국기업을 위한 진출기회와 외국인직접투자

ㆍ미 Brandeis대학교

1997

▶ 제2회의
- 제1주제 : 경쟁정책의 집행과 국제경제환경

4. 3

- 제2주제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혁과 경쟁정책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심포지움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 제3주제 : 경쟁-무역정책의 상호관계와 WTO의 역할

정책방향

- 주제 : Symposium on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 종합토론 : 경쟁정책의 국제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 제2주제 : 양자강 연안지역의 개발현황과 전망

Investment

10. 14 신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장래 국제세미나

▶ 종합토론

Session 1 : A Level Playing Field for FDI

10. 6

ㆍ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싱가폴)

7. 7

중미시장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APEC Economic Outlook Symposium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Session 2 : MAI Rights and Obligations

- 주제 : 신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장래 : 신통상의제

Session 3 : New Disciplines

- 장소 : 신라호텔

- 제2주제 : 중미의 경제통합 현황 및 확대전략

Session 4 : Concluding Session

Session Ⅰ. APEC Economic Outlook : Issues and

- 제3주제 : 아시아국가들의 중미시장 진출

의 국제규범화 전망
- 기조연설 : 엄낙용(재정경제원 차관보)

6. 3

메콩강경제권 개발관련 국제세미나

Prospects
Session Ⅱ. Patterns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 제1주제 : 새로운 무역ㆍ투자 기회시장으로서의 중미

10. 23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 평가 및 전망에 관한
국제세미나

▶ 제1회의 : 무역과 환경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

- 제1주제 : WTO체제에서의 무역과 환경

- 후원 : 매일경제신문사,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 제2회의 : 무역과 투자

- 주제 : 메콩강경제권 개발의 전망과 진출여건

Session Ⅲ. Benefits of Open Regionalism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

▶ 제1회의 : 메콩강경제권 개발 : 계획, 전망 및 외국기업

Session Ⅳ. Impact of MAPA Liberalization

- 후원 : 한국경제신문사

Session Ⅴ. Significance of Subregionalism in the APEC

- 기조연설 : 김기환(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

- 제1주제 : 직접투자와 WTO의 향후 의제
▶ 제3회의 : 무역과 경쟁정책

의 진출여건

- 제1주제 : WTO체제에서의 경쟁법ㆍ정책의 역할

- 제1주제 : 아시아개발은행의 Greater Mekong

▶ 종합토론

Subregion(GMS) 사업

10. 16 인도차이나 및 미얀마 투자진출세미나:
Asian Emerging Markets 투자전략

- 제2주제 : 메콩강위원회의 개발사업
▶ 제2회의 : 관련국의 메콩강경제권 개발 현황 및 평가
- 제1주제 : 배트남의 메콩강류역 개발사업 현황과 전망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제2주제 : 캄보디아의 메콩강류역 개발사업 현황과 전망

- 주제 : Asian Emerging Markets 투자전략

- 제3주제 : 라오스의 메콩강류역 개발사업 현황과 전망

10. 29 제4차 APEC 국제세미나

- 제4주제 : 미얀마의 메콩강류역 개발사업 현황과 전망

- 장소 : 신라호텔

- 제5주제 : 태국의 메콩강류역 개발사업 현황과 전망

- 주최 : KIEP,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와 공동주최

- 제6주제 : 싱가포르의 메콩강경제권 개발에 대한 평가와

Session Ⅰ. Trade Liberalization in Manufacturing Sector

한국과의 협력가능성

Session Ⅱ. Trade Libera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Session Ⅲ.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Session Ⅳ. Harmonization of Sub-Regional

▶ 제3회의 : 한국의 메콩강경제권 진출전망

6. 8

- 한ㆍ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ㆍ미 양국 의

Session Ⅴ. Relationship with Non-APEC Economies

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Session Ⅵ. Consistency with the WTO Framework

제6차 KIEP/FES 국제세미나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한ㆍ미의원 합동회의
- 장소 : 미국 워싱턴

Arrangemnts within APEC

(과학ㆍ기술ㆍ통상에 관한 한ㆍ미 의원 협의회)

7. 7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ㆍ러관계
심포지움

- 주최 : KIEP,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주최

Asia-Pacific Region

- 장소 : 신라호텔
Session Ⅰ. Europe-East Asia Trade Relations
Session Ⅱ.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

10. 28 21세기를 향한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관한 국제세미나
- 장소 : 신라호텔

European Prespectives

- 후원 : 조선일보사
- 주제 : Prosp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ast Asain Perspectives

China, Japan and Korea on into the 21st

b.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Century

East Asian Perspectives
c.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ast Asian Perspectives
Session Ⅳ a.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11. 25 한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외국인투자 증진방
안 국제세미나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Policy Challenges

- 주제 : Investing in Korea : The Changing Environment

b.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 제1주제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Policy Challenges

- 제2주제 : 주요 투자국의 관점에서 본 국내 외국인투자

11. 11 한ㆍ브라질 국제세미나

- 기조연설 : 엄낙용(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 주제 : 브라질의 경제전망과 한ㆍ브라질 경제협력

- 제1주제 : 제1차 ASEM회의의 평가-아시아의 관점에서

▶ 제1회의 :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 여건과 기회

▶ 제1회의 : 브라질의 경제현황과 한ㆍ브라질 경제협력

- 제2주제 : 제1차 ASEM회의의 평가-유럽의 관점에서

- 제1주제 : 한ㆍ러 경제협력 현황

▶ 제2회의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국제경제질서

- 제2주제 : 러시아 경제개혁의 추진상황

- 제1주제 : 브라질의 경제현황 및 전망

- 제1주제 : ASEM과 WTO

- 제3주제 : 러시아의 외국인투자여건과 유망투자사업

- 제2주제 : 한ㆍ브라질 경제협력현황 및 방향

- 제2주제 : ASEM과 APEC

- 특별연설 : 러시아 경제개혁과 한ㆍ러 경제관계

▶ 제2회의 : 브라질의 과학기술 정책과 한ㆍ브라질 과학

▶ 제3회의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향후 전망

▶ 제2회의 : 한ㆍ러관계의 현황과 향후전망

- 제1주제 : ASEM의 향후 전망-아시아의 관점에서

- 제1주제 : 정치외교 부문

- 제1주제 : 브라질의 과학기술 정책

- 제2주제 : ASEM의 향후 전망-유럽의 관점에서

- 제2주제 : 경제협력 부문

- 제2주제 : 한ㆍ브라질 과학기술협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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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 Korea’s Corporate Crisis: Its Origins and a

Session Ⅲ a.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 제1회의 :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평가

ASEM : 협력강화를 통한 새로운 다이내미즘의 창출

▶ 제2회의 :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10. 30 유럽-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국제세미나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한ㆍ중수교 5주년기념 북경 국제세미나

- 제1주제 :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

Session Ⅵ. Impact of Investment Rule-Making

- 장소 : 롯데호텔

8. 22

▶ 제1회의 : 금융부문의 개혁

Region

- 기조연설 : 엄낙용(재정경제원 차관보)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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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주최 : KIEP, 중국국가계획위원회 굉관경제연구원 공동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

▶ 제1회의

12. 4

- 장소 : 중국대반점 대도회의청

12. 18 APEC에서의 금융서비스자유화 세미나

- 기조연설 : Frederic Jenny(OECD)

환경
- 종합토론

1999

방향

기술협력 방향

▶ 종합토론 : 한ㆍ브라질 협력의 전망과 과제

2. 19

아시아 경제발전 모형과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 장소 : 본원 13층 대회의실
- 주최 : KIEP, 동북아경제학회 공동주최
▶ 제1회의 : 남북한 경제협력 전망
- 제1주제 : 통일대비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 제2주제 : 북한의 경기침체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제3주제 : 남북경제협력 : 북한경제 개혁의 선행조건인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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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가?
- 제4주제 : 동북아 새로운 지역구조와 한반도 국토 재편
의구상
- 제5주제 : 동아시아 모텔과 글로벌스탠다드
- 제6주제 : 동북아에서의 지방간 경제교류와 국제 분업의
가능성
- 제7주제 : 아시아 경제 - 기적인가, 환상인가?
▶ 제2회의 : 아시아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색
- 제1주제 :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과 유교문화
- 제2주제 : 동북아 경제협력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제3주제 :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 논의와 한국의 선
택
- 제4주제 :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신자유주의와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6. 17

지식기반산업 관련 국제세미나
- 장소 : 르네상스 호텔
- 주제 : Promo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in
APEC Region
Session Ⅰ : Knowledge in the Asia-Pacific Region: Key
Challenges for the Dynamic Growth
Towards the 21st Century
Session Ⅱ : Promo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Regional Experiences and Policy Issues
Session Ⅲ : Policy Option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Industries in APEC
Session Ⅳ : Possible Areas and Means of Cooperation
in the APEC Region

10. 01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모색
국제세미나
- 장소 : 신라호텔
- 주제 : The Road to Greate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sia’s Economic Crisis

- 제3주제 : 공산품 관세인하
- 제4주제 : 반덤핑 및 투자

- 주최:

Session Ⅹ
Ⅰ
Ⅰ: Asia’s Post-Financial Crisis

Session Ⅰ : Lessons from recent crises

Session Ⅹ
Ⅰ
Ⅰ
Ⅰ: Japen’s Roles and Status in Asia’s

- 제1주제 : The Future of East Asian Cooperation

Session Ⅱ : Options for the future

Economic Recovery

- 제2주제 :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국제경제연구소(CEPII), 아시아개발은행 부설
연구소(ADBI) 공동주최

Macroeconomic Policy

- 장소 :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

10. 27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 제4차회의

- 장소: 일본 동경(ADBI 세미나실)

Policy

10. 21 동아시아 비젼그룹 1차회의(국제회의)

- 제3주제 : Cooperation in other Areas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y)

Session ⅩⅠ: New Points of Consideration for Financial

Session Ⅲ : The choice of an exchange rate regime

12. 17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change Rate

revisited
Session Ⅳ : The regional dimension

- 장소 : 경주-포항-울산지역
- 주제 :
1. 기논의된 미결협력사안 협의 및 각분야별 그간 협의사
항 평가

정책세미나

- 경제산업협력
- 과학기술협력
- 교육문화협력
- 국제협력

1989

2. 향후 양국간 협력방향
3.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 최종보고서(양국정상 제출용)
협의

6. 5

- 주제 : 한국과 사회주의권의 관계발전과 향후 남북한 관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대회의실

4. 한-브라질 협력기금 1,000만 달러(5년간) 조성안 협의
- 협력분야 및 협력방식
5. 향후협력 창구

- 제1주제 : 한ㆍ소 관계발전과 남북한 관계 : 평가와 전망

- 제1주제 : EC 통합의 기초구조와 경제통합체로서의 전

- 제2주제 :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
- 제3주제 : 한-동구 관계의 진전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

- 제2주제 : 유럽통화ㆍ자본시장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 제3주제 : EC 역외무역정책의 변화와 정책방향

- 장소 : 신라호텔

- 제4주제 : 동ㆍ서독 통합이 남 ㆍ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

6. 13

- 제1주제 :「우루과이라운드」의 최근 진전장황과 시사점

대응

- 제2주제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현황 및 시사점

국내외 경제문제에 대한 토론회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4층 중회의실

- 제4주제 : EC-COMECON 경제협력발전 전망과 기업의

- 제1주제 : 외국인투자 증진의 국민경제적 효과

12. 15 제23회 ACAES국제학술회의
The Post-Financial Crisis: Challenges for
Progressive Industrialization of Asian Economies

계변화의 전망

- 주제 : EC 통합과 정책대응
망

11. 30 “다국적기업과 한국경제의 세계화”
국제세미나

북방정책세미나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4층 회의실

12. 13 제1차 EC 정책세미나

- 제2주제 : 한국경제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책

1990
1. 31

6. 19

국내외 경제문제에 대한 토론회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4층 중회의실

UR 협상관련 정책협의회 개최

- 제1주제 : EC 통합의 최근 진전상황과 시사점
- 제2주제 : 한국경제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책

Session Ⅰ : Financial Cooperation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내 호암컨벤션 센터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4층 대회의실

Session Ⅱ : Infrastructure Developement

- 주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기조발표

7. 5

특별강연회 : UR협상과 금융산업의 국제화

Session Ⅲ :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American Committee on Asian Economic

- 주제 : UR 협상의 향후 전망과 1990년대 국제교역질서

- 장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

Session Ⅳ : Comprehensive Strategies to Enhance

Studies 공동주최

▶ 의제별 주제

- 제1주제 : UR/서비스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Session Ⅰ : Structural Reasons for the Financial crisis

- 제1주제 : UR/서비스 협상과제와 아국의 대응방안

- 제2주제 : 금융개방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Session Ⅱ : Corporate Structure in Asia and its

- 제2주제 : UR/섬유 협상과제와 아국의 대응방안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10. 12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21세기 아시아-유럽
의 파트너쉽 국제세미나
- 장소 : 롯데호텔 2층
- 주제 :“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Session I. Sustaining Economic Partnership
Session Ⅱ. Enhancing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etal Exchanges
Session Ⅲ. Meeting the Environmental Challenge
Session Ⅳ. Promoting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10. 14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
- 장소 :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
- 제1주제 :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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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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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 UR/지적소유권 협상과제와 아국의 대응방안

Governance
Session Ⅳ : Asia’s Development Models and their
Complementarity

2. 20

Session Ⅵ : APEC’s Progress and Prospects

Session Ⅸ :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among Asian Industries
Session Ⅹ :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to

경제기획원 출입기자 초청간담회
- 장소 : 경주 코오롱호텔
- 주제 : 동ㆍ서독의 통합전망과 시사점

Era
Arrangement after the Crisis

- 주제 : UR협상전망과 정책과제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좌담회 개최

1991

- 주제 : 한ㆍ미 통상의 새 쟁점과 우리의 선택

4. 27

Session Ⅶ :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 the Post-Crisis
Session Ⅷ : International Trade and Monetary

- 장소 : 낙산비치 호텔

- 장소 : 매일경제신문 3층 회의실

Session Ⅴ : Trade and Investment Complementarity
among Asian Economies

10. 19 경제기획원 출입기자 초청간담회

- 제4주제 : UR/농산물 협상과제와 아국의 대응방안

Session Ⅲ : Globalization and Asia’s Policy Responses

6. 4

국내외 경제문제에 대한 토론회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4층 중회의실
- 제1주제 : 동 ㆍ서독 통합과 남북한에의 시사점
- 제2주제 : 한국경제의 현실적 문제점과 해결책

1. 23

EC 통합관련 합동 정책세미나
- 장소 : 외교안보연구원 회의실
(투자환경반)
- 주제 : EC 투자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수송정책반)
- 주제 : EC 통합진전에 따른 교통부문 대응방안
(대외정책반)
- 주제 : EC 통합과 대외관계의 변화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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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금융자본반)

- 제4주제 : 보조금ㆍ상계관세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 주제 : EC 금융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 제5주제 : 섬유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과학기술반)

- 제6주제 : 농산물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농업정책반)

- 종합회의

- 주제 : EC 통합대응 농업정책
(통상산업반)

10. 8

- 주제 : EC 통합과 지적소유권법의 변화

3. 9

- 장소 : 힐튼호텔

- 각 실무대책반별 최종결과 보고 및 토론

- 주제 : 북방정책의 의의와 바람직한 전개과정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본원과 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중소도시 순

- 제1주제 : 한ㆍ중수교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제2주제 : 한ㆍ중 경제협력관계의 신구도와 정책과제

- 제2주제 : 한ㆍ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전개

- 제1주제 :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 제4회의 :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 실현 가능성과 한계

- 제2주제 :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향

▶ 종합토론 : 북방정책의 새로운 좌표와 정책과제

- 장소 : 충북 수안보상록호텔

- 장소 : 충남 유성리베라호텔

- 주제 :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 주제 :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ㆍ미경제관계 전망

1993
5. 26

- 제2주제 : 섬유 및 원산지규정 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 주제 : 신경제 5개년계획「대외통상 및 국제화부문 계
획」시안

11. 5

경제기획원 출입기자 초청 정책간담회

- 제4주제 : 보조금ㆍ상계관세 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 장소 : 강원도 설악 대명콘도

- 제5주제 : GATT 조문 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 주제 : APEC의 전개과정과 한국의 정책대응

UR 정책세미나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제 : UR 총점검 :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기조연설 : UR협상의 현황 및 전망 설명
(이윤재 경제기획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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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5개년계획 정책협의회
- 장소 : 본원 대회의실

- 제3주제 :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분야의 평가와

8. 26

- 주최 : KIEP,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공동주최

- 장소 : 프라자호텔

- 기조연설 : 유장희(KIEP 원장)
- 제1주제 : 동북아 경제협력과 두만강 지역개발사업
- 제2주제 : 남북한 경제의 보완성과 경쟁성 : 남북한 경제
교류에 주는 시사점
▶ 제2회의 : 중국경제, 동북아협력
- 제1주제 : 중국의 농촌공업화(향진기업)에 관한 연구 - 산

한ㆍ러 경협 및 한ㆍ우즈베키스탄 경협관련
3차 토론회

동성을 중심으로
- 제2주제 : 동북아 협력구도하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
개방향
▶ 제3회의 : 거시경제, 통상, 지역정책

- 장소 : 프라자호텔

- 제1주제 : 거시계량모형체계에 의한 북한 GNP 추정방안

한국의 대인도 진출전략 전문가 토론회

- 제2주제 : WTO체제하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경제교
류

- 주제 : 인도 경제동향, 한ㆍ인도 경제협력 현황 및 문제점

- 제3주제 : 21세기를 위한 한국의 지역정책에 관한 소고

10. 21 경제기획원 출입기자 초청 정책간담회

▶ 제4회의 : 물류, 투자

- 장소 : 강원도 용평 드래곤밸리호텔

- 제1주제 :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한반도 물류체제

- 주제 : 최근 주요 국제경제 현안과 우리의 전략

- 제2주제 : 북한 노동력과 대북투자

12. 3

UR협상 관련 세미나
- 장소 : 본원 대회의실
- 주제 : UR협상의 진행상황과 전망

1995
3. 24

재정경제원 출입기자 초청 정책간담회

투자모형

4. 12 「신경제 장기구상」대외정책반

- 장소 :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제4차 정책협의회

- 주제 : OECD가입 : 재도약을 위한 선택

9. 15 「신경제 장기구상」대외정책반
제1차 정책협의회

- 장소 : 본원 18층 대회의실
- 안건 : 한국경제의 현좌표와 대외정책의 평가등

4. 22

제1차 대외경제포럼

- 장소 : 본원 대회의실

- 장소 : 본원 중회의실

- 안건 :「신경제 장기구상」대외정책반 구성 및 작업추진

- 주제 : The First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and
its Prospective Agenda

계획

10. 30 「신경제 장기구상」대외정책반
제2차 정책협의회

ㆍ발표자 : Arthur Dunkel(전 GATT 사무총장)

5. 7

- 주제 : TPR을 통해 본 세계 무역정책의 변화

- 안건 : 한국경제의 현좌표와 대외정책의 평가 등

12. 18 1996년 경제전망 토론회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제 : 1996년 경제전망 토론회

- 제2주제 : 지적재산권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 주최 : KIEP, KDI, KIET 공동주최

- 제3주제 : 반덤핑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 제1주제 : 국내경제 전망

제2차 대외경제포럼
- 장소 : 본원 중회의실

- 장소 : 본원 대회의실

- 제1주제 : 서비스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 제1회의 : 두만강개발, 남북경제

한ㆍ러 경협 및 한ㆍ우즈베키스탄 경협관련
2차 토론회

- 제3주제 : 북한 나진ㆍ선봉지대의 경제적 유인과 부문별

- 제1주제 : 농산물 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 제6주제 : 서비스 분야의 평가와 정책과제

- 주제 : 한ㆍ러 경협 심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 장소 : 본원 대회의실

UR 정책협의회

정책과제

- 장소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최고경영자교실

책 운영방안

한ㆍ미 통상현안에 관한 회의,

- 장소 : 본원 대회의실

세미나

략과 전망

7. 2

동북아와 남북한 : 경제적 보완성과 경쟁성

한ㆍ러 경협 심화를 위한 1차 토론회

- 주제 : 한ㆍ러 경협 및 한ㆍ우즈베키스탄 경협의 추진전

외부전문가 초청협의회: 1993년도 대외경제정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개최
6. 4

5. 14

11. 13 경제기획원 출입기자 초청간담회

1992

3. 23

- 장소 : 프라자호텔

- 제1주제 : 유럽의 신경제질서와 한ㆍ동구 관계의 증진

-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회의실

12. 8

- 안건 : 한국경제의 현좌표와 대외정책의 평가등

- 주제 : 한ㆍ러 경협 및 한ㆍ우즈베키스탄 경협의 추진방향

▶ 제3회의 : 한국의 대동구, 베트남 관계개선 방안과 전망

관련 정책협의회

5. 15

5. 7

▶ 제2회의 : 한ㆍ중 관계의 장기적 전망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국제협력부문)

경제기획원 출입기자 초청간담회

4. 30

후 전개방향

- 주제 : 우리경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11. 8

ㆍ무역제도(최홍건 상공자원부 상역국장)

- 제2주제 : 한국의 대구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

회 경제정책간담회
6. 17

ㆍ서비스 분야(성극제 KIEP 연구위원)

- 제1주제 : 한ㆍ독립국가연합 관계개선의 효과와 전망 :

- 제2주제 : BOP 협의결과에 따른 수입개방과 대응방안

- 장소 : 본원 18층 대회의실

Ⅱ. 분야별 설명 및 질의응답

▶ 제1회의 : 한국의 대구소련 관계개선의 성과와 전망

- 제1주제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대응방향

제3차 정책협의회

ㆍ공산품 관세인하(변 형 재무부 관세국장)

Ⅲ. 종합토론 및 요약

- 기조연설 : 김학준(청와대 공보수석)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공청회

1. 24 「신경제 장기구상」대외정책반

ㆍ농산물(천중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10. 15 북방정책관련 세미나: 북방정책의 성과와 전망

- 장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14

ㆍUR 총괄(이윤재 경제기획원 장관 비서실장)

- 제2주제 : 세계경제 블록화에 따른 대응방향

(종합토론)

1996

Ⅰ. 분야별 설명 및 질의응답

정책토론회(중국 SPC차관 초청)

- 제1주제 :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주안점

- 주제 : 유럽 표준화 전망 및 대책

- 제3주제 : 산업별 전망

UR 홍보 전문강사 연찬회
- 장소 : 아카데미 하우스

▶ 주제 : 세계경제 블록화에 따른 한-중 경제교류 방향

(표준화정책반)
(지적소유권반)

3. 4

- 장소 : 본원 대회의실

- 주제 : EC 통합대비 통상산업 대응전략

- 제2주제 : 해외경제 전망

1994

ㆍ발표자 : 김철수(WTO 사무차장)

5. 21 「21세기 경제장기구상」대외정책반 공청회
- 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강당
- 주제 : 세계경제 통합에의 대응방안

5. 30

제3차 대외경제포럼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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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1990-2000

- 장소 : 본원 중회의실

4. 28

- 주제 : Crumbling or Transforming? :

정책협의회

Japan’s Economic Success and Its Postwar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Economic Institutions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

7. 15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하의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 제1주제 : MAI협상의 전망과 주요쟁점

- 제1주제 : 무역과 환경

- 제2주제 : 국경간 M&A 자유화의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9. 16

8. 29

- 제1주제 : 해외직접투자의 경영현황과 문제점 : 종합보고

- 장소 : 본원 대회의실

- 제2주제 : 해외직접투자의 경영현황과 문제점 : 주요사례

- 주제 :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
전망

- 종합토론 :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 방안

4. 10

재정경제원 출입기자 초청 정책간담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
건 전망 정책토론회

APEC 신외교전략의 모색 : 과제와 대응방안
세미나

9. 2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 장소 :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
- 주제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 제4주제 : 무역과 노동기준

- 주제 : OECD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과제

- 주제 : APEC 신외교전략의 모색 : 과제와 대응방안

10. 16 세계경제전망 정책 토론회

- 주최 : KIEP, KOPEC 공동주최

11. 2

제4차 대외경제포럼

11. 17 아ㆍ태경제의 과제와 Vancouver APEC정상회

ㆍ발표자 : C. Fred Bergsten(미 Institute for International

- 장소 : 춘천 베어스타운 관광호텔

- 제3주제 : 분야별 자발적 조기자유화 : 추진현황과 대책

- 제1주제 :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국제협력과제

- 제4주제 : 경제 및 기술협력

- 제2주제 : 벤쿠버 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우리의 입장

- 종합토론

ㆍ발표자 : 한승주(고려대 교수)

4. 17

12. 26 IMF후원 경제구조조정 사례 및 교훈 긴급

- 제1주제 : 멕시코 사례(김원호 KIEP 미주경제실장)

- 장소 : 소비자보호원 대회의실

4. 28

12. 27 국제신인도의 현황과 제고방안 세미나

5. 7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 제1주제 : 자본이동(권재중 KIEP 연구위원)

- 주제 :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 기조연설 : WTO와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1998
2. 4

- 주제 : 등소평 시대 이후의 중국

2. 11

-제1주제 : 중국의 정치부문

향후 2년의 대외경제정책 여건과 과제에 관한

독과점시장 경쟁촉진시책 세미나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제1주제 : 우리나라 독과점시장구조의 현황과 대응과제
- 제2주제 : 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시책의 현황과 개선방
안

국내 브라질전문가 정책협의회

- 주제 : 향후 2년의 대외경제정책 여건과 과제

3. 18

- 연 설 : ASEM 런던정상회의의 의의

- 주제 : 한ㆍ브라질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

ㆍ발표자 : 한승주(고려대학교 교수)
- 제3회의 : ASEM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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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 제3회의 : 경제 및 기술협력Ⅱ
제1주제 :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
연구
제2주제 : APEC 지방정부간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 제4회의 : Special Topic Ⅰ
제1주제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제2주제 :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대 APEC 정책
▶ 제5회의 : Special Topic Ⅱ

APEC연구부문 정책연구 세미나

제1주제 : 한국과 멕시코 외환위기의 시사점과 구조조

- 장소 : 신라호텔
- 주최 :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 공동주최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대한 탐색 연구
제2주제 : APEC에서의 기술협력 : APII를 중심으로

- 제2주제 : WTO체제의 정착과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 제2회의 : ASEM의 정치적 의의와 우리의 활용방안

제1주제 :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지역적용에

안과 대응방안

- 주제 : APEC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한국의 전략

- 제1회의 : ASEM의 현황과 과제

제2주제 :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제2회의 : 경제 및 기술협력Ⅰ

- 제1주제 : 통상정책차원에서의 수출확대 위협요인 : 현

ASEM 런던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에 관한
- 장소 : 신라호텔

제1주제 :‘98 APEC의 현안과 주요과제

▶ 제2회의 : 통상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기조연설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
ㆍ발표자 : 유종근(대통령 경제고문겸 전라북도지사)

▶ 제1회의 :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 제2주제 : 수출지원방안 : 국제적 사례와 우리의 전략

- 장소 : 신라호텔

1997

- 기조연설 : 제6차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

출정책과제

정책토론회

-제2주제 : 중국의 경제부문

- 주제 : ’98 APEC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 제1주제 : 동아시아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우리나라 수

- 주제 :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촉진방안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

- 후원 : 동아일보사

▶ 제1회의 : 대외무역환경과 수출지원방안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과제
제2주제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
구

- 기조연설 : 정의용(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제1회의 :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

11. 27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초청 정책간담회
- 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 제1주제 : APEC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추진현황과 한국

- 주제 : ’99년도 세계경제전망과 우리의 대응

의 과제
- 제2주제 :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제2회의 : 아ㆍ태지역 무역ㆍ투자 활성화 방안

제1차 APEC연구 학술대회
- 장소 : 신라호텔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장소 : 신라호텔

11. 29 국내 중국전문가 Network 워크샵

11. 6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관련
세미나

- 제1주제 : 무역(이정연 KIEP 연구위원)
▶ 종합토론

종합토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안 공청회

▶ 제2회의 : 무역과 환경분야의 정책과제
- 제2주제 : 환경(곽일천 경원대 교수)

제3주제 :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

- 장소 : 신라호텔

- 주제 : 국제신인도의 현황과 제고방안

- 제2주제 : 투자(왕윤종 KIEP 연구위원)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주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안

- 제3주제 : 인도네시아 사례(원용걸 KIEP 책임연구원)

▶ 기조연설 : 엄낙용(재정경제원 차관보)

과제

- 장소 :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 제2주제 : 태 국 사례(노상욱 KIEP 책임연구원)

- 주최 : KIEP, 조선일보 공동주최

제1주제 :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 참가의 의의와 우리의

- 주제 :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 무엇이 문제인가?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10. 24 OECD 가입 :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세미나

- 주제 : APEC 정상회의의 과제

제2주제 : 역내금융안정화

- 장소 : 신라호텔

토론회

- 주제 : OECD 가입의 의의와 향후 정책과제

▶ 제1회의 : 자본이동과 투자의 자유화 확대와 정책과제

- 장소 : 신라호텔

APEC연구회 APEC연구부문 정책연구 세미나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 제2주제 : APEC국제금융협력의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 특별연설 : APEC과 ASEM : 외교전략적 접근방안

Economics 원장)

재정경제원 출입기자 초청 정책간담회

- 제1주제 : APEC의 현안과 각국의 전략

의 심포지움

: Status Quo 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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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

- 장소 : 천안 주은아카데미

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3. 31

활성화 방안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 주제 : Current Status of U.S. Trade Policy Towards

3. 5

- 제2주제 : 아시아 금융위기하의 아ㆍ태지역 무역ㆍ투자

해외직접투자의 경영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 제3주제 : 무역과 경쟁정책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9. 20

- 제1주제 : WTO에 대한 APEC의 기여 : 한국의 전략

- 종합토론 : 런던정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장소 : 신라호텔

다자간투자협정(MAI)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 기조연설 :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 제4회의 : 아시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협력 과제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 장소 : 라마다르네상스호텔

- 제2주제 : 무역과 투자

3. 24

- 주제 : 메콩강경제권 진출전략

ㆍ발표자 : Hugh Patrick(미 Columbia대학교 교수)

6. 7

메콩강경제권 진출전략 국내전문가

12. 4

유로화의 출범과 한국경제 정책연구 세미나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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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 주제 : 제3차 ASEM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주최 : KIEP, 한국EU학회
- 기조연설 : 김세원(한국 EU학회 회장)
▶ 제1회의 : Euro의 출범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5. 19

- 후원 : 한ㆍ중민간경제협의회, 한ㆍ러경제협회, 매일경

- 제2주제 : 유로화의 출범과 동아시아 통화협력 방안

제신문, 무역일보

- 제3주제 : 유로-달러-엔화의 환율과 국제통화협력

- 제1주제 : 러시아경제 : 체제전환의 위기와 극복전망

- 제4주제 : 유로화의 지속 가능성

- 제2주제 : 한ㆍ러 경제협력의 의의와 발전방향

6. 18

- 제1주제 : ERM위기와 아시아위기의 비교 및 시사점
- 제2주제 : 유로화 출범이후의 대 EU통상환경의 변화

한ㆍ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국민경제에 미
치는 효과 정책설명회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8. 04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9. 03

- 장소 : 신라호텔

아∙태경제의 과제와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APEC 제7차 정상회의 대책점검을 위한 심포
지엄>

- 후원 : 중앙일보사

- 장소 : 신라호텔

- 기조연설 : 정덕구(재정경제부 차관)

▶ 제1회의 : 오클랜드 APEC정상회의의 과제와 대응방안

- 제1주제 : 지역주의의 확산과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 제2회의 : APEC학술대회

- 제2주제 : FTA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 제1주제 :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 특별연설 : 정의용(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제2주제 : 경제 및 기술협력

12. 18 ’99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연구
세미나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9. 29

통관절차 개선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현
황과 우리나라의 개선사항

10. 06 “Entering the 21st Century”공동세미나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제1주제 :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 발표자 : Shahid Yusui(세계은행 Economic Adviser)

▶ 제2회의
- 제1주제 : 새로운 통상협력에의 대응방향과 과제
- 제2주제 : 외국인투자의 유치촉진 및 해외투자의 효율화

9. 23

10. 15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문별 추진전략
세미나
-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3. 30

APEC 투자박람회와 투자활성화 정책세미나
- 장소 : 신라호텔
▶ 제1회의 : APEC지역내의 투자패턴과 투자자유화
- 제1주제 :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역내투자흐름의 변화와
전망

10. 26 한ㆍEC 관계의 발전방향

- 제2주제 : 역내 투자자유화 및 활성화조치 평가
▶ 제2회의 : 투지박람회의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5. 07

제3차 ASEM정상회의와 아시아-유럽의 비젼
에 관한 국내세미나

∙발표자 : Peter Kenen 미국 Princeton대학교 교수

11. 7

- 장소 : 신라호텔

1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 장소 : 롯데호텔

8. 20
9. 12
9. 13

1990
OECD와 신국제경제협력 구상
(The OECD and a New Archite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발표자 : R. A. Cornell OECD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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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 ‘92년 EC 통합과 한국기업의 마케팅전략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발표자 : 미나미 일본 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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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유로화의 장래

12. 17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FTA
정책방향 세미나

- 장소 : 롯데호텔

- 제2주제 : 새로운 한ㆍ중경제협력의 모색을 위한 과제

- 제2주제 : 유로화의 출범과 EU의 조세 및 재정정책

- 제4주제 : 유로화의 출범과 한국경제의 대응 : 금융부문

- 주제 : 2000년 세계경제전망과 수출시장

11. 26 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정책간담회

머

- 제1주제 : 유로화의 출범과 유럽금융시장의 변화

국의 대응

- 장소 : KOTRA 국제회의실

- 제1주제 :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시장경제화의 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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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주제 : 유로화 출범이후 유럽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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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Zhao Renwei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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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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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제3분과 UR 협정의 주요내용과 GATT의 장래
B반 분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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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

3. 11

제6분과 금융국제화 C반 분과회의

3. 14

제10분과 신시장경제권과의 협력 분과회의

3. 14

제2분과 APEC 협력 분과회의

3. 17

제8분과 지구환경 A, C반 공동 분과회의

3. 18

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3. 18

제13분과 한ㆍ일 경제협력 분과회의

3. 22

제12분과 한ㆍ미 경제협력 분과회의

3. 22

제14분과 한ㆍEC 경제협력 분과회의

3. 28

제7분과 기술과 지적재산권 C반 분과회의

3. 29

제6분과 금융국제화 B반 분과회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분과회의

분과회의
11. 24 제10분과 신시장경제권과의 협력 B반
분과회의
11. 24 대외경제전문가「풀」신규위촉 전문가
오리엔테이션

4. 8

제16분과 세계화 관련제도 분과회의

4. 14

제12분과 한ㆍ미경제협력 분과회의

4. 26

제1분과 OECD협력 C반 분과회의

4. 27

제5분과 서비스 국제화 A반 분과회의

4. 27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분과회의

4. 28

제3분과 WTO와 신교역질서 분과회의

11. 30 제7분과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간사/반장)

5. 31

제14분과 한ㆍEC 경제협력 분과회의

6. 1

제14분과 한ㆍ중 경제협력 분과회의

12. 6

제5분과 서비스국제화 분과회의

5. 8

제7분과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 분과회의

6. 29

제7분과 기술과 지적재산권 A, B, C반 분과회의

12. 8

제1분과 OECD 협력 C반 분과회의

5. 10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7. 7

제10분과 신시장경제권과의 협력 분과회의

12. 9

제12분과 한ㆍ미경제협력 분과회의

5. 24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7. 18

제4분과 농업과 국제무역규범 분과회의

12. 15 제11분과 한ㆍ중경제협력 분과회의

6. 15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7. 19

제12분과 한ㆍ미경제협력 분과회의

12. 16 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6. 28

제10분과 신시장경제권과의 협력 B반

7. 22

제8분과 지구환경 C반 분과회의

12. 16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7. 25

제8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12. 20 제2분과 APEC 협력 분과회의

7. 20

제14분과 한ㆍEU경제협력 분과회의

7. 26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12. 20 제5분과 서비스국제화 분과회의

7. 28

제11분과 한ㆍ중경제협력 분과회의

8. 18

제1분과 OECD협력 B반 분과회의

12. 21 제8분과 지구환경 C반 분과회의

7. 31

제7분과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 분과회의

8. 26

제1분과 OECD협력 C반 분과회의

12. 23 대외경제전문가「풀」간사위원/반장 회의

8. 11

제2분과 APEC 협력 분과회의

8. 29

제8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8. 28

제6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8. 31

제6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9. 28

제7분과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 분과회의

8. 31

제7분과 기술과 지적재산권보호 분과회의

8. 31

제14분과 한ㆍEU경제협력 분과회의

9. 1

대외경제전문가「풀」의 활성화 및 94년 하반기

(연차총회 관련 준비회의)
12. 28 1994년도 연차총회
- 장소 : 쉐라톤워커힐호텔
- 특별강연 Ⅰ : 한국경제의 위상과 국제적 역할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특별강연 Ⅱ : 우리 경제의 세계화 전략과 과제

사업계획 협의
9. 6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9. 9

제13분과 한ㆍ일경제협력 분과회의

9. 15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9. 26

제8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9. 27

제6분과 금융국제화 B반 분과회의

9. 29

제3분과 UR협정의 주요내용 GATT장래 A반
분과회의

10. 20 제10분과 신시장경제권과의 협력 분과회의
10. 24 제8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10. 26 제7분과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 A반
분과회의

(정부측 인사)
- 특별강연 Ⅲ : 성공적 경제외교의 의미
(Thomas G. Harris 주한 영국대사)
- 1994년도 활동보고(박성훈 KIEP 책임연구원)

분과회의

10. 10 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10. 20 제2분과 APEC 협력 분과회의
10. 20 제14분과 한ㆍEC경제협력 분과회의
10. 27 제3분과 WTO와 신교역질서 분과회의
11. 10 제10분과 신시장경제권과의 협력 A반
분과회의

1995

11. 13 제1분과 OECD 협력 분과회의

1. 10

제5분과 서비스국제화 분과회의

11. 13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1. 23

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11. 16 제8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1. 26

제2분과 APEC 협력 분과회의

11. 17 제15분과 대개도국경제협력 분과회의

2. 14

제5분과 서비스국제화 분과회의

11. 20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2. 16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11. 21 제13분과 한ㆍ일경제협력 분과회의

2. 24

제2분과 APEC 협력 분과회의

12. 5

1995년도 연차총회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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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K I E P

1990-2000

1990-2000

- 장소 : 서울르네상스호텔
- 특별강연 Ⅰ : 국제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
(한승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
- 특별강연 Ⅱ : 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 및 통상외교
(Geza Feketekuty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소장)

9. 19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11. 10 OECD연구회 무역장벽 분과회의

11. 5

제12분과 한ㆍ미경제협력 분과회의

11. 12 미국 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원회

-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 주제 : 등소평 시대 이후의 중국

11. 13 OECD연구회 공정무역 분과회의

- 제1주제 : 중국의 정치부문

11. 13 OECD연구회 정보화 분과회의

12. 11 대외경제전문가「풀」위원대상 통상협상 연수

- 제2주제 : 중국의 경제부문

12. 3

199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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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12. 30 제3분과 WTO와 신교역질서 분과회의

제2분과 APEC 협력 분과회의

1997

2. 22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2. 23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3. 18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2. 23

제8분과 지구환경 B반 분과회의

4. 10

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3. 13

제14분과 한ㆍEU경제협력 분과회의

4. 28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3. 20

제12분과 한ㆍ미경제협력 분과회의

4. 28

3. 20

제14분과 한ㆍEU경제협력 분과회의

3. 26

제8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3. 27

제1분과 OECD 협력 C반 분과회의

3. 29

제1분과 OECD 협력 C반 분과회의

4. 9

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 주제 : 중국 정치관련 국내연구의 나아갈 방향

4. 10

제17분과 ASEM 분과회의

ㆍ발표자 : 정성흥 동덕여자대 교수

메콩강경제권 진출전략 국내전문가 정책
협의회

5. 2

중국전문가 Network 경제분과위원회

5. 12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5. 2

중국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 창립회의

5. 7

제8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5. 7

중국전문가 Network 경제분과위 창립회의

- 주제 : 한ㆍ러 경제협력의 나아갈 방향

5. 9

러시아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 창립회의

ㆍ발표자 : 세르게이 페트로프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5. 14

러시아전문가 Network 경제분과위 창립회의

5. 30

제15분과 대개도국 경제협력 분과회의

6. 4

제6분과 금융국제화 A반 분과회의

6. 11

제6분과 금융국제화 B반 분과회의

6. 17

제14분과 한ㆍEU경제협력 분과회의

6. 25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6. 28

제3분과 WTO와 신교역질서 A반 분과회의

7. 1

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7. 11

제17분과 ASEM 분과회의

7. 25

제12분과 한ㆍ미경제협력 분과회의

7. 29

제2분과 APEC 협력 분과회의

9. 6

제1차 운영위원회

9. 19

제8분과 지구환경 D반 분과회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11. 13 OECD연구회 경쟁 및 기업정책 분과회의

8. 21

대외관계연구회 유럽 분과회의

5. 26

11. 14 OECD연구회 정부조달ㆍ부패방지 분과회의

5. 29

일본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원회
창립회의

6. 2

일본전문가 Network 경제분과위원회
창립회의

6. 10

미국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원회
창립회의

6. 11

제6분과 금융국제화 C반 분과회의

6. 17

미국전문가 Network 경제분과위원회
제9분과 경쟁정책 분과회의

10. 10 APEC 연구회 발족 총회
11. 8

OECD연구회 거시ㆍ경제 분과회의

OECD연구회 3/4분기 분과간사 회의

8. 28

대외관계연구회 러시아 분과회의
- 제1주제 : 러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11. 18 OECD연구회 환경 분과회의

ㆍ발표자 : 정여천 KIEP 연구위원
- 제2주제 : 한ㆍ러 외교관계의 갈등과 전망

11. 26 OECDㆍWTO연구회 투자제도/GAT 분과회의
12. 4

WTO연구회 분쟁해결 분과회의

12. 9

OECD연구회 노동ㆍ사회 분과회의

12. 26 중국 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원회

ㆍ발표자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8. 31

OECD연구회 금융ㆍ자본 분과회의
- 주제 : ’98년 하반기 연구계획 및 현안과제 논의

9. 2

APEC연구회 APEC대책반 제3차 분과회의

- 주제 : 강택민 체제하의 리더쉽 형성과 외교정책 방향

- 제1주제 : WTO 뉴라운드와 APEC

ㆍ발표자 :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ㆍ발표자 : 송유철 KIEP 연구위원
- 제2주제 : 역내 금융 감시/감독 체제 구축방안

12. 29 러시아 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원회

ㆍ발표자 :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 : 러시아 최근 정치변화 및 향후 전망

- 제3주제 : 조기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수산물 분야를 중

ㆍ발표자 : 이인성 연세대 교수

심으로
ㆍ발표자 :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2. 6

9. 4

대외관계연구회 유럽 분과회의

3. 31

OECD 연구부문 간담회

5. 29

대외관계연구회 유럽 분과회의

ㆍ발표자 : 남상정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9. 11

대중국 우리 경제 상황 설명회

ㆍ발표자 : 김관호 KIEP 연구위원

9. 11

대중국 우리 경제 상황 설명회(중국 외무부)

6. 4

대중국 우리 경제 상황 설명회
- 중국 인민은행, 국가발전위원회,정무부 등

7. 22

혼란의 실태와 전망
ㆍ발표자 : 김원호 KIEP 연구위원
- 제2주제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신흥자본개방국
ㆍ발표자 :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9. 11

대외관계연구회 북미 분과회의

- 제2주제 : 한ㆍ미 자동차협상의 현황 및 전망

WTO연구회 투자제도/GAT 분과회의
- 주제 : WTO 투자작업반의 논의 동향 및 우리의 과제

- 제1주제 :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ㆍ발표자 : 김관호 KIEP 책임연구원

대외관계연구회 중남미 분과회의
- 제1주제 : 국제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중남미 금융시장

- 주중 한국대사관, 현지 주재 한국기관, 단체
6. 3

OECD연구회 투자제도/GAT 분과회의
- 주제 : OECD 국제투자분야의 주요 논의 과제

- 주제 : EMU 출범의 영향과 대응

6. 2

APEC연구회 Ecotech 분과회의
- 주제 : ’98 APEC ECotech 분야별 논의 동향

- 주제 :‘98년도 연구계획 토의 및 EMU 추진현황 논의

창립회의
8. 12

8. 21
11. 14 OECD연구회 재정ㆍ조세 분과회의

러시아전문가 Network 경제분과위원회

대표

- 주제 : 유로화의 안정성 및 EMU 참가국의 재정정책 협조

11. 13 OECD연구회 금융ㆍ자본 분과회의

- 주제 :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
ㆍ발표자 : 게오르기 톨로라야 주한 러시아 부대사

ㆍ발표자 : 정재식 KIEP 책임연구원

11. 13 OECD연구회 에너지 분과회의

러시아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원회

4. 16

- 제3주제 : 아시아금융 및 거시경제정책 협력체 창립방안

WTO연구회 3/4분기 분과간사 회의

ㆍ발표자 : 백권호 계명대 교수

중국전문가 Network 정치분과위원회

위한 호주의 제안 검토
ㆍ발표자 : 원용걸 KIEP 연구위원

8. 20

- 주제 : 중국 경제관련 국내연구의 나아갈 방향

5. 8

- 제2주제 : Economic Governance Capacity Building을

ㆍ발표자 : 임성호 경희대 교수

- 1995년도 활동보고 이재성 KIEP 연구위원

(Robert A. Rogowsky USITC 운영위원장)

ㆍ발표자 : 남상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원자력정책을 중심으로

11. 29 국내 중국전문가 Network 워크샵

APEC연구회 APEC대책반 제2차 분과회의
- 제1주제 : 분야별 조기 무역자유화의 검토와 대응

- 주제 : 대통령선거와 의회정책 결정과정 : 한ㆍ미 양국의

11. 26 제6분과 지구환경 A반 분과회의

- 특별강연 Ⅲ : 한국의 무역자유화와 경제개혁

8. 19

ㆍ발표자 : 김관호 KIEP 연구위원

9. 14

대외관계연구회 일본 분과회의
- 주제 : 최근 일본경제 현황과 한ㆍ일 경제협력 과제

ㆍ발표자 : 왕윤종 KIEP 연구위원

ㆍ발표자 : 홍익표 KIEP 전문연구원외

7. 31

APEC연구회 APEC대책반 분과회의

8. 13

대외관계연구회 3/4분기 분과간사 회의

- 제1주제 : 금융위기와 지역협력

8. 19

APEC연구회 3/4분기 분과간사 회의

ㆍ발표자 : 손정식 한양대 교수

9. 16

대외관계연구회 동남아 분과회의

- 제2주제 : 금융위기이후 동남아 화교자본의 움직임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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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1990-2000

1990-2000

ㆍ발표자 :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9. 21

능성 평가 및 전망

11. 11 OECD연구회 재정ㆍ조세 분과회의

ㆍ발표자 : 노상욱 KIEP 책임연구원

- 제1주제 : 파생금융상품과세 : OECD에서의 논의를 중심

- 제2주제 : 조기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수산물 분야

으로

ㆍ발표자 : 신영태, 마임영 해양수산개발원

9. 22

ㆍ발표자 : 홍범교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전자상거래관련 Ottawa OECD각료회의 :

OECD연구회 재정ㆍ조세 분과회의

과세관련 주요논의 내용 및 향후과제

- 주제 : OECD 공공위원회(PUMA)의 최근 논의 동향
ㆍ발표자 : 고영선(KDI 연구위원)

9. 25

대외관계연구회 유럽 분과회의

ㆍ발표자 :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1. 19 OECD연구회 거시조정,경제운영 분과회의
- 주제 : 1999년 세계경제전망

- 주제 : 유로화의 출범과 유럽금융시장의 변화

9. 30

대외관계연구회 중국 분과회의
- 제1주제 : 홍콩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

ㆍ발표자 : 왕윤종 KIEP 연구위원

11. 19 대외관계연구회 동남아 분과회의
- 제1주제 : 태국의 경제구조개혁 추진성과와 전망

ㆍ발표자 : 전재욱 KIEP 연구위원

ㆍ발표자 : 이성량 KIEP 연구위원

- 제2주제 :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중국의 대응

- 제2주제 : 인도네시아의 경제구조개혁 추진현황과 전망

ㆍ발표자 : 김원태 중앙공무원연수원 교수

10. 1

대외관계연구회 일본 분과회의
- 제1주제 :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한일경제관계의 새로운

ㆍ발표자 : 김완중 KIEP 전문연구원

11. 23 대외관계연구회 중남미 분과회의

모색
ㆍ발표자 : 이종윤 한국외국어대 교수
- 제2주제 : 향후 한ㆍ일 경제협력관계 전망
ㆍ발표자 : 고미야 요시노리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10. 2

대외관계연구회 러시아 분과회의
ㆍ발표자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0. 7

OECD연구회 환경 분과회의
- 제1주제 : Flexibility Mechanism 쟁점사항과 논의전망

ㆍ발표자 : 김치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11. 26 WTO연구회 무역장벽 분과회의
- 주제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방향과 후속 농산물 협상 대
책

11. 26 WTO연구회 농수산 분과회의
- 주제 : WTO 농업위원회 논의동향과 후속 농산물 협상
대책

12. 3

10. 15 대외관계연구회 중국 분과회의
ㆍ발표자 : 전재욱 KIEP 연구위원

10. 16 대외관계연구회 중남미 분과회의
- 주제 : 브라질의 대선평가 및 향후 금융위기 전망

12. 5

ㆍ발표자 : Sergio B. Serra 주한 브라질 대사

10. 20 APEC연구회 APEC대책반 제5차 분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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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Taxation in an Open Economy)
ㆍ발표자 : 김성현 미 Brandeis대 교수

99-2차

ㆍ발표자 : 노상욱 KIEP 책임연구원

- 제2주제 : 반덤핑제도와 경쟁법 정책의조화: 공정과 경
쟁의 만남

99-3차

ㆍ발표자 : 장승화 서울대 교수

- 일자 : 99. 9. 9
- 주제 : 대내외 금융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ㆍ발표자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 18 APEC연구회 Ecotech 분과회의
- 제1주제 : APII 추진 장기 전략

- 일자 : 99. 6. 1
- 주제 : 미 경제의 성장지속 가능성 평가와 향후 전망

ㆍ발표자 : 구본천 KDI 연구위원

12. 18 대외관계연구회 중남미 분과회의
- 제1주제 : 최근 대중남미 수출추이 분석 및 99년 중남미
시장 전망

99-4차

- 일자 : 99. 12. 27

- 제3주제 : 정부의 대중남미 외교활동 및 기업진출지원

- 일자 : 99. 3. 23
- 주제 : 최근 OECD 금융ㆍ자본 논의 동향 및 OECD출장
보고
ㆍ발표자 : 허경욱 재경부 금융협력과 과장

ㆍ발표자 : 박동철 국제경제조사연구소 책임연구원

99-2차

- 일자 : 99. 6. 24

ㆍ발표자 : 신승철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심의관

- 주제 및 발표

- 제4주제 : 대중남미 수출촉진 대책

ㆍ정보기술발달의 금융산업 및 제도에 대한 영향
(권재중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ㆍ발표자 : 박성택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사무관

ㆍ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

- 제5주제 : 기업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강화전략

the Case of Korea (신인석 KDI 연구위원)

ㆍ발표자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6주제 : 수출금융활용 및 RISK관리전략

99-3차

ㆍ발표자 : 오주현 한국수출보험공사 조사역

- 일자 : 99. 9. 9
- 주제 및 발표
ㆍ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자본유출입의 특성

12. 21 OECD, WTO연구회 재정ㆍ조세 분과회의

(정재식 KIEP 책임연구원)

- 제1주제 : 한국ㆍEUㆍ미국의 WTO 주세분쟁 경과

ㆍ변동환율제하에서 미시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원/달러 환

ㆍ발표자 : 장근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공공부문 재무관리와 재정목표에 대한 OECD

WTO연구회 무역장벽 분과회의

99-1차

- 제2주제 : 해외기관의 중남미경제 분석정보 종합

- 제2주제 : APEC Policy Issues

OECD, WTO연구회 정부조달/부패방지
분과회의

■ 금융∙자본분과

ㆍ발표자 : 김진오 KIEP 연구원 연구위원

ㆍ발표자 : 김창선 외교통상부 APEC무역ㆍ투자팀장

ㆍ발표자 : 방청록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12. 8

- 제1주제 : OECD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동향과 시사

- 일자 : 99. 1. 6
- 주제 : 개방경제하에서의 자본소득세(Capital Income

12. 16 OECD, WTO연구회 경쟁 및 기업정책, 공정무
역분과 합동회의

- 제2주제 : EU의 세제조화의 현황과 전망

- 제2주제 : WTO 정부조달부문 논의 동향

- 주제 : ㆍ유로화의 출범과 유럽금융시장의 변화

99-1차

ㆍ발표자 : 이성봉 KIEP 연구위원

ㆍ발표자 : 천준호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10. 30 대외관계연구회 유럽 분과회의

ㆍ발표자 :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발표자 : 남상전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 제1주제 : OECD뇌물방지 협정 후속조치

- 주제 : APEC 정상회의 선언문 검토회의

ㆍ프랑스의 고용 정책과 시사점

APEC연구회 APEC전략 분과회의
- 제1주제 : ’98 APEC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과제

- 주제 : 21세기 한ㆍ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 거시조정,경제운영분과

ㆍ발표자 : 백웅기 상명대 교수

- 제2주제 : OECD 경제 - 환경 통합 그룹회의 논의동향

ㆍ발표자 : 박찬영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 주제 : 관세할당 물량의 수입관리 방안

ㆍ발표자 : 김인중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1. 26 OECD연구회 경쟁 및 기업정책, 공정무역분과
합동회의

- 제2주제 : OECD ELSAC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사항

OECD 연구회

- 제2주제 :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 주제 : OECD 경쟁정책 논의동향

의 내용

12. 14 WTO연구회 농수산 분과회의

- 주제 :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국제비교

의와 시사점

ㆍ발표자 : 조정호 노동부 대외노동정책과장

ㆍ발표자 : 양준석 KIEP 책임연구원

- 제2주제 :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비전 및 발전방향

- 주제 :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과 과세제도에 대한 논

- 제1주제 : OECD ELSAC 정례회의 제91차 및 제92차 논

1999

- 주제 : OECD의 시장개방관련 규제개혁 검토 및 시사점

ㆍ발표자 : 이복형 중남미문화원장

11. 24 OECD연구회 재정ㆍ조세 분과회의

10. 13 OECD연구회 노동ㆍ사회 분과회의

OECD연구회 규제개혁 분과회의

ㆍ발표자 :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ㆍ발표자 : 최석영 외교통상부 환경과학과장
ㆍ발표자 : 한택환 서경대 교수

12. 9

- 제1주제 : 한ㆍ중남미 관계 과거, 현재, 미래

ㆍ발표자 : 김원호 KIEP 연구위원

- 주제 : 러시아 프리마코프 내각 출범과 정국 전망

ㆍ발표자 : 오병권(주)태창 부장

ㆍ발표자 : 손찬현 KIEP 연구위원

ㆍ발표자 : 이명진 STEPI 선임연구위원

- 제1주제 : 동아시아 국가의 재정확대정책 공조방안 : 가

- 제4주제 : 태창기업의 대북투자 현황

전망

- 주제 : APEC의 산업과학기술 관련 활동

APEC연구회 APEC대책반 제4차 분과회의

ㆍ발표자 : 김동수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주제 : 무역장벽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해고와 1999년

11. 11 APEC연구회 과학기술 분과회의

율의 단기 변동 분석(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99-4차

- 일자 : 99. 12. 21
- 주제 : 외환위기의 전염효과“Financial Contagion in the

에서의 논의

East Asian Crisia: Special Reference to Requblic

ㆍ발표자 :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of Korea”
ㆍ발표자 : 송치영 국민대 교수

12. 29 대외관계연구회 통일협력전략 분과회의
- 제1주제 :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ㆍ발표자 :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제2주제 : 대우그룹의 대북한투자 현황
ㆍ발표자 : 이찬우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제3주제 : 북한경제 현황과 대북정책의 방향

■ 재정∙조세분과
99-1차

- 일자 : 99. 2. 23
- 주제 : OECD국가에서의 뇌물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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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사업계획

99-3차

ㆍ발표자 : 장근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99-2차

- 일자 : 99. 11. 30

ㆍ발표자 : 이호생 명지대 교수

- 주제 :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전: 혁신체제

ㆍ지정토론자 : 최재철 외교통상교섭본부 환경과학과 과장

ㆍ발표자 : 서중해 INTECH 네덜란드 연구소

- 일자 : 99. 3. 24

99-2차

- 주제 : 한미 조세조약 개정 협상의 주요 이슈
ㆍ발표자 : 송병선 재경부 국제조사과 사무관

99-3차

- 일자 : 99. 9. 21

- 주제 :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 관련 WTO와 OECD에서의

99-1차

- 주제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OECD

99-3차

논의동향

연구원연구위원)

99-2차

- 주제 :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 측정 논의 현황
ㆍ지정토론자 : 문승욱 산업자원부 표준정보과 사무관

99-3차

99-1차

- 주제 : 향후 WTO 서비스협상 전망
ㆍ발표자 : 성극제 경희대 교수
ㆍ지정토론자 : 김병섭 외교통상교섭본부 WTO팀 서기관

ㆍ발표자 : 유경준 KDI 연구위원

ㆍ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과제

ㆍ발표자 : 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ㆍ지정토론자 :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2과 과장

99-2차

- 일자 : 99. 11. 10

- 일자 : 99. 3. 22
- 주제 :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 보고

99-2차

성극제 경희대 교수

- 일자 : 99. 8. 6

- 주제 : WTO/GATS 전자상거래 논의현황과 우리의 대응

ㆍ발표자 : 신동원 환경부 해외협력과장

ㆍ발표자 : 윤창인 KIEP 연구위원

- 일자 : 99. 11. 16
- 주제 :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ㆍ발표자 : 전은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
유통과

- 일자 : 99. 10. 6

- 주제 : OECD 국가의 환경정책 동향

ㆍ지정토론자 : 전영식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서기관

99-1차

APEC 연구회

■ 농수산 분과

■ 금융/거시 분과

99-1차

99-1차

- 일자 : 99. 3. 29

- 일자 : 99. 4. 29

- 일자 : 99. 7. 2
- 주제 : ’99 APEC 정상회의 대응전략
ㆍ발표자 : 홍지인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99-2차

- 일자 : 99. 8. 31

- 주제 :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 주제 및 발표

- 주제 : 제7차 APEC 정상회의 현안점검과 한국의 전략

ㆍ지정토론자 : 최대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과장

ㆍ발표자 :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APEC 금융 논의의 현황과 과제 왕윤종 KIEP 연구위원

ㆍ발표자 : 남상전 외교통상부 주OECD대표부 참사관

ㆍ지정토론자 : 배종하 농림부 국제협력 과장

ㆍEconomic Monitoring and Financial Sector Surveillance

- 일자 : 99. 8. 4

99-2차

- 주제 :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추진동향과 시애틀 각료

- 일자 : 99. 12. 15
- 주제 : 아ㆍ태지역의 자본유출과 돈세탁에 대한 논의현황

■ 무역장벽 분과

ㆍ발표자 : 홍종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심의관

과 대책

- 일자 : 99. 4. 7

대외관계 연구회
■ 중국분과
99-1차

ㆍ발표자 : 김의수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장

∙발표자 : 김익수 고려대 교수

ㆍ발표자 : 정인교 KIEP 부연구위원
ㆍ지정토론자 : 마재신 외교통상교섭본부 전문관

- 주제 : PECC 과학기술 분과활동

- 일자 : 99. 9. 14

■ 신분야 분과

- 주제 : 해외직접투자의 기술이전 효과

99-1차

- 일자 : 99. 6. 11
- 주제 : 중국경제의 발전현황과 전망

- 일자 : 99. 5. 24

ㆍ발표자 : 모해평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 거시경제연구

- 주제 : APEC 무역ㆍ투자 원활화 논의경과:‘99년5월 제
2CTI/SOM 논의 중심

- 일자 : 99. 3. 17
- 주제 : WTO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동향과 전망

99-2차

■ TILF 분과
99-1차

ㆍ발표자 : 홍유수 KIEP 선임연구위원

- 일자 : 99. 4. 14
- 주제 : 중국의 WTO가입 전망과 우리의 대응

- 주제 :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 일자 : 99. 3. 31

- 일자 : 99. 10. 14
- 주제 : 1999년도 APEC 활동현황과 향후과제

- 일자 : 99. 7. 22
ㆍ발표자 : 허경욱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

99-3차

■ 과학기술 분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99-3차

- 주제 : APEC 재무장관회의 주요 의제와 논의 결과

ㆍ발표자 :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9-1차

ㆍ발표자 : 윤미경 KIEP 책임연구원

99-2차

선언문

- 일자 : 99. 11. 26
ㆍ발표자 : 김도훈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자 : 99. 11. 15

- 주제 : OECD 규제개혁 심사 프로그램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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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정토론자 : 강형욱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장

99-4차

ㆍ지정토론자 : 이미연 외교통상부 WTO과 사무관

99-3차

WTO 연구회

ㆍ지정토론자 : 이재웅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99-2차

서의 개선 내용
ㆍ발표자 : 나경렬 관세청 통관국장

■ APEC대책 분과

ㆍ발표자 : 하병기 한국산업연구원

99-1차

- 주제 : 통관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에

ㆍ통신서비스 관련 Background Paper

■ 환경 분과

- 일자 : 99. 9. 29

ㆍ발표자 : 김종석 홍익대 교수

- 주제 : 1998년 주요 규제개혁의 효과 추정

99-3차

99-3차

이한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ㆍ발표자 :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2과 과장

99-1차

ㆍ지정토론자 : 김한수 외교통상부 다자총괄과 과장

- 일자 : 99. 7. 2
ㆍ뉴라운드 협상 전망 : 서비스를 중심으로

ㆍ지정토론자 : 서승렬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과 서기관

- 주제 : 경쟁정책 관련 국제회의 최근 동향

■ 규제개혁 분과

한-칠레를 중심으로

- 주제 및 발표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99-1차

- 일자 : 99. 6. 9

ㆍ발표자 : 박성쾌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위원

- 일자 : 99. 2. 12

- 주제 및 발표

- 일자 : 99. 3. 24

99-2차

- 주제 : APEC 역내 수산협력증대방안 :

- 주제 : 경제위기와 경쟁법ㆍ정책 방향 모색

99-2차

ㆍ발표자 : 이명진 STEPI 선임연구원

■ 투자 및 서비스 분과

ㆍ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관련 국내법제의 동향

99-1차

- 주제 : APEC의 산업과학기술 : 현황과 시사점

- 일자 : 99. 9. 16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일자 : 99. 3. 31

- 주제 : 21세기 국제환경 문제의 전개와 대응 방안

- 주제 :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논의

■ 경쟁 및 기업정책 분과

99-1차

- 일자 : 99. 7. 14
ㆍ발표자 : 오정훈 한국전산원 연구위원

- 일자 : 99. 7. 21

■ Ecotech 분과

- 일자 : 99. 12. 14
ㆍ발표자 : 최재철 외통부 환경협력과장

ㆍ발표자 :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 노동∙사회 분과
99-1차

논의동향
ㆍ발표자 : 윤미경 KIEP 책임연구원

- 일자 : 99. 3. 30

ㆍOECD 재정적자 감축제도에 관한 논의(박기백 한국조세

향(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세자유화(ATL)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ㆍ발표자 : 이기범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서기관

- 일자 : 99. 7. 9

■ 정보화 분과

- 주제 및 발표

ㆍOECD 이자소득 과세에 대한 Hybrid Approach 논의동

- 주제 : APEC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WTO 가속적 관

ㆍ발표자 : 김성인 외교통상부 APEC팀

99-2차

- 일자 : 99. 11. 10

원 부주임

99-3차

- 일자 : 99. 11. 24
- 주제 : 중국의 WTO가입이 동북아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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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발표자 : 김익수 고려대 교수

99-2차

ㆍ한ㆍ미 통상마찰 해소와 통상확대방안(양준석 KIEP 책임

99-1차

- 주제 : 러시아 경제의 구조조정과 전망

연구원)

■ 일본분과

99-2차

- 일자 : 99. 4. 14

시사점
ㆍ발표자 : 박대식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ㆍ유휴 산업설비의 대북이전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99-1차

- 주제 및 발표

99-1차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이우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

99-2차

(이숙종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연구회 활동

- 일자 : 99. 4. 21

■ 각 연구회 분과간사회의: ’99년도 상반기 전문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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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주상영 세종대 교수 외

1999
1. 6

∙발표자 : 윤현덕 숭실대 교수 외

12. 9

최근 국제투자분쟁사례 연구

12. 9

세계경제동향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1. 7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정책방향 관련회의

1. 8

WTO 농업위원회 논의동향과 후속 농산물
∙발표자 :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1. 11

∙발표자 : 최수웅 KIEP 연구위원

12. 10 외국인투자유치정책 :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
점 - 투자인센티브
∙발표자 : 이성봉 KIEP 연구위원 외

12. 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
융 체제 개편 전망 및 우리의 대응

1. 22
1. 28

’99년 외환수급 및 환율전망 토론회(비공개)

2. 5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연구
추진회의

2. 5

한국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 권재중 KIEP 연구위원

2. 10
2. 10

구동구권 지역의 지역경제통합 현황과 시사점
∙발표자 : 정여천 KIEP 연구위원외

2. 23

한∙일 FTA 공동연구 준비회의

∙발표자 : 이창재 KIEP 연구위원

2. 24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상품

12. 15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시사점
∙발표자 : 윤창인 KIEP 연구위원

∙발표자 : 권재중 KIEP 연구위원

5. 6

IMF체제하의 한국경제Ⅱ

6. 4

OECD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과 한국경제에

∙발표자 : 왕윤종 KIEP 연구위원 외

대한 시사점
∙발표자 : 이성봉 KIEP 연구위원 외

6. 7

동북아시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젼과 우리의
대응전략
∙발표자 : 왕윤종 KIEP 연구위원 외

6. 9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 현황 및 외환정책

6. 15

동북아 경제협력 및 대외경제정책방향 관련 전

∙발표자 : 조성종 한국은행 수석조사역

문가 간담회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교역

12. 15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발표자 : 채 욱 KIEP 연구위원

한국기업의 부채상환능력

- 주제 :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 분석 및 향후 대외경제정

장벽팀 회의

∙발표자 : 정인교 KIEP 연구위원

12. 16 OECD 무역관련 전자상거래의 논의동향과

국내 일본전문가 초청 한ㆍ일 경제관계의 최근
변화 및 향후 전개방향 간담회

4. 29

제2차 동북아 경제협력관련 실무급
전문가회의

∙발표자 : 장형수 KIEP 연구위원, 원용걸 인천대 교수

12. 15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4. 1

미와 연구방향 관련회의

∙발표자 : 조종화, 이창재 KIEP 연구위원

대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

∙발표자 : 손찬현 KIEP 선임연구위원

동북아 경제협력관련 실무급 전문가회의

1. 19 “서비스 부문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의

시장개방효과의 측정방법 해설:
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Model

협상대책

∙발표자 : 김관호 KIEP 연구위원 외

12. 9

3. 25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11. 18 한-브라질 21세기 장기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최근 남북관계의 현안과 대책
∙발표자 : 조명철 KIEP 연구위원

10. 19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
융 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북한의 외자유치정책과 지역별 투자환경에
관한 연구

12. 30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과 과세제도에 대한

∙발표자 : 이영우 KIEP 전문연구원

∙발표자 : 박월라 KIEP 책임연구원

6. 29

∙발표자 : 윤창인 KIEP 연구위원

10. 15 헤지펀드 운용실태와 국별 환투기 사례분석

EU통화통합과 대EU통상환경의 변화
∙발표자 : 이종화 KIEP 연구위원외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투자의 역할

3. 2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태 및 시사점

∙발표자 : 윤미경 KIEP 책임연구원

미국 FTA 통상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일본의 재정ㆍ금융개혁 추진전망과 영향

12. 18 OECD 주요국가들의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및

∙발표자 : 정인교 KIEP 연구위원

∙발표자 : 정인교 KIEP 연구위원

6. 26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

∙ 발표자 : 주상영 세종대 교수, 왕윤종 KIEP 연구위원

∙발표자 : 손찬현 KIEP 연구위원 외

건 전망

과 시사점
∙발표자 : 조현준 KIEP 전문연구원

우리의 정책과제

90년대 원/달러 환율변동성 및 외환시장 하부
구조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12. 18 다자무역기구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발표자 : 손정식, 한홍렬 한양대 교수

∙발표자 : 전재욱 KIEP 연구위원외

6. 25

APEC 역내국가 비관세장벽의 현황에 관한 연

2. 26

∙발표자 : 이창재, 장형수 KIEP 연구위원

구 : 조기자유화 품목을 대상으로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전망
∙발표자 : 조명철 KIEP 연구위원외

- 국제금융기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자 : 권태형, 원종근 한국외국어대 교수

∙발표자 : 이성봉 KIEP 책임연구원

∙발표자 : 노상욱 KIEP 책임연구원

12. 17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력과제 :

연구

∙발표자 : 정재완 KIEP 전문연구원외

6. 19

EU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적용 탐색

분야 연구팀 회의
2. 25

책방향

6. 16

OECD 국가보고서 검토회의

6. 16

무역과 정책 : OECD에서의 최근 논의동향과
시사점
∙발표자 : 윤미경 KIEP 책임연구원 외

6. 18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서비

치는 효과 정책설명회
- 장소 : 본원 세미나실

스분야 연구팀 회의
2. 23

한-미 통상관련 간담회
- 주제 : 한∙미 경제현황과 미국의 대외통상 정책방향

한ㆍ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국민경제에 미

6. 23

국제금융체제 관련 쟁점별 대응전략
∙발표자 : 장형수 KIEP 연구위원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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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별 영향 정책간담회

산업연관표(I-O)에 대한 이해와 활용기법
∙발표자 : 이운석 한국은행 조사역

8. 31

- 자동차 : 정진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철강 : 강종희 포스코경영연구소 박사

ASEAN중견공무원을 위한 경협현황 발표 및
토의
- 주제 : 금융위기 이후 한∙ASEAN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 통신서비스 : 이한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9. 27

9. 27

7. 1

- 석유화학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별 영향 정책간담회

- 가전 : 김도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9. 27

- 공작기계 : 윤재영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9. 27

- 통신기기 : 최계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 섬유 : 김양희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9. 27

- 반도체 : 장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9. 27

5. 29

(Mr. Marty McGuinness 외 8명, 6. 28 � 7. 5)
10. 12 한국 무역ㆍ투자현황 및 정책설명회
(미국 워싱턴주 무역방문단 본원 방문시)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별 영향 정책 간담회

(Craig Hanna 외 8명, 5. 29 � 6. 5)
11. 13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Mr. Kenneth Kraft 외 8명, 11. 15�11. 22)

1999
1. 12

일본 복지대학 모리 교수 방원간담회

1. 26

BIAC사무국장(Steven Lowell Bate)과의 방원
간담회

(James Wall 외 8명, 11. 13 � 11. 20)
2. 12

저명인사 방원간담회

1995
5. 28

1. 14

Mr. Able (OECD 사무국 무역국장) 본원

1992
4. 7

방문간담회
- OECD/DAEs Workshop 준비사항 논의 -

1. 17

조 순 부총리, 개원 현판식 참석

9. 2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Mr. Thomas Moore 외 8명, 9. 2�12. 8)

5. 24

캐나다 오타와대학 Gordon F. Boreham 교수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Donald G. Carlson 외 8명, 5. 26�6. 1)

12. 8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Richard Kessler 외 7명, 12. 8�12. 14)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Mr. Pat Cave 외 8명, 11. 19 � 11. 26)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1996

(Steve Blomgren 외 8명, 5. 24�5. 30)
10. 26 중국 경제기술정책연구소 주만법 소장 일행

4. 7

방원간담회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Mr. Eric Nicoll 외 8명, 4. 7�4. 14)

1993
2. 27
3. 5

11. 10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외사국 허동무 부국장 본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원 방원간담회

(Mr. Steven A.Wolfe 외 8명, 11. 10�11. 16)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부문경제연구소 여무외

1997

부소장 본원 방문간담회
3. 11

최각규 부총리 본원 방문간담회

3. 15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마홍 원장 본원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방문간담회

(Mr. John Sampson 외 9명, 5. 25�6. 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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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방문

1991
5. 26

(Mr. Philip Eskeland 외 8명, 5. 28 � 6. 4)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5. 25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11. 30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방콕 협정사무국 자문관 Mr. Khana(전 인도 상
무부차관) 방원간담회
주제 : 제3라운드 협상시 서비스 부문 교역의 포함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1990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1994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산업
- 금융서비스 : 이장영 금융연구원 박사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산업

6. 28

11. 15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 조선 : 류재헌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건설 : 김태황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1998

베트남 물가위원회 Tran Quang Nghiem 위원

(Stephen Blumenthal 외 7명, 10. 17�10. 24)

- 해운서비스 : 강종희 해양수산개발원 박사

별 영향 정책간담회

중국 전인대 전기운 부위원장 본원 방문간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산업
별 영향 정책 간담회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산업

(Mr. Paul Sawyer 외 6명, 11. 30�12. 7)

10. 17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 유통서비스 : 최장호 유통정책연구원 박사
- 농산물 : 이재옥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Alex Gliksman 외 9명, 4. 11�4. 18)

장(장관급) 본원 방문간담회

- 수산물 : 주문배 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산업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회

주요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분석 산업
별 영향 정책간담회

∙발표자 : 노재봉 KIEP 연구위원

6. 11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검토

2. 22

MIGA 대표단 방문 투자진흥 방안 간담회

2. 23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회 일본측
Mission 방원간담회

3. 10

OECD/EDRC 한국경제조사단 방원간담회
(한국경제현황)

3. 31

Externando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장 방원
간담회

4. 2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4. 8

주한 미 Bosworth대사 방원 한-미 통상관련 간
담회

4. 9
5. 12

경제사회 연구회 임종철 이사장 방원간담회
싱가폴 외무부 차관 Mr. Zainul Abidin 방원간
담회

5. 14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Hugh T. Patrick교수 방
원간담회

5. 31

한국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
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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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태 중소기업 부문의 협력증진 방안

(Mr. Roxanne Burnham 외 8명, 5. 30 � 6. 6)
6. 3

뉴질랜드 통상장관 자문관 및 주한 뉴질랜드

10. 7

시카고대 교수단 방원간담회
멕시코 ITESM 연수생 방원간담회
중심으로)

6. 26

한국경제연구소(KEI) Robert Warne 소장 방원
간담회
Clinton Administration

9. 2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Roy Ferguson 신임대사

9. 13

시드니대 아∙태연구센터 교수 방원간담회

MULTIPARTY NEGOTIATIONS
- DESIGNING AND IMPLEMENTING
COMMITMENTS: MANAGING INTERNAL

하지수 경제부장
4.27

AND EXTERNAL NEGOTIATIONS

- 미국 보스톤 향발

- Application of Choice Tool Framework to
Ongoing or Problematic Negotiations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좌관 일행
방원간담회
(Dr. Thomas Loo 외 7명, 12. 5�12. 12)

방원간담회
9. 9

12. 9

May 3 - MAKING GROUPS EFFECTIV MANAGING

-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통상관계에 대하여

한국경제연구소(KEI) Robert Warne 소장 방원
주제 : 동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및 전망

주제 : Korea-US Relations: The Final 20 Months of the

- Videotape review

김석우(외무부)

방원간담회
간담회

- COALITIONS

- 대일본의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11. 23 Dresdner Kleinwork Benson 증권회사 관계자
12. 4

- EC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C 통상 현
Gilles Anouil(주한 EC대사)

주제 : 북한의 대외정책

주제 : 한국경제 전반의 발전현황(산업, 기술, 농업부문을

NEGOTIATIONS: The One-Text Procedure

안에 대한 EC의 입장

10. 18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 방원간담회

주제 : APEC 투자박람회 관련

6. 14

4. 26

Friedrich Ebert 재단 P. Mayer 소장 방원간담회

대사 방원간담회
6. 4

독일 Hannover대학 Helmut Steiner 교수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12. 10 아산재단 초청으로 미의회 입법보좌관 일행 방

주제 :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전망

원간담회

발표 : Maurice Daly 교수

(Mr. Bill Alfred Koetzle 외 5명, 12. 5�12. 12)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1. 4. 29�5.3

- GOING FORWARD

April 29 - INTRODUCTION AND PURPOSES OF
WORKSHOP

- WRAP-UP
INSTRUCTORS

- OBTAINING GOALS THROUGH

∙Roger Fisher Williston Professor of Law,

NEGOTIATION: MEASURING SUCCESS IN

Harvard Law School

NEGOTIATION

태국 산업조사단 방원 간담회

대외경제업무담당자 연수

∙Howard Raiffa Consultant, CMI/CMG.

- BUILDING WORKING RELATIONSHIPS

Ramsey Professor of Managerial

- Videotape review

Economics, Harvard Business School

April 30 - PUTTING THE ELEMENTS TOGETHER:

∙Elizabeth T. Gray President, Chief

“SYSTEMS”OF NEGOTIATION

Executive of CMI

- A SYSTEMATIC APPROACH TO
제1차

- UR 금융서비스 협상 진영욱(재무부)

■ 국내연수 : ’
91. 4. 22�4.27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4. 22 : 국제경제현황 변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김적교(KIEP)
- 국제정치경제체제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책
안병준(연대)
- 우리경제의 국제화 추진과 정책 대응방향
김인호(경제기획원)
- 경제개방화의 득실 양수길(KDI)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4. 23 : 국제교역질서의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Ⅰ)
- UR협상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방향
박태호(KIEP)
- UR 농산물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이재옥(농경연)
- UR 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박태호(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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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 국제교역질서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Ⅱ)
- 긴급수입제한조치 장의태(경희대)
- 지적소유권의 실례 김창세(아세아합동법률)
- GATT협정 및 미국과 EC의 반덤핑∙상계관
세 제도 조대연(김&장법률)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법률)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4. 25 : 주요교역국과의 통상협상 전략
- 우리나라 대외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김철수(특허청)
-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나타난 현안과 해결
과정 현정택(경제기획원)
- 미국과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R. A. Morford (주한 미대사관)
- EC와의 통상협상방법과 과제 이승훈(상공부)

∙Mark N. Gorden Director, CMG ; Senior

PREPARATION

Advisor, Harvard Negotiation Project; Vice

- A RECOMMENDED“SYSTEM”AND

resident, CMI

SOME RULES OF THUMB

∙Terry Barnett. Chairman, CMI; Director,

- DEALING WITH A DIFFICULT

CMG

NEGOTIATOR

∙Diana Chigas. Staff Consultant, CMG

- NEGOTIATION POWER

∙Robert Ricigliano Staff Consultant, CMG ;

- Videotape review

Associate Director. Harvard Negotiation

May 1 - BUILDING AND AGREEMENT: DEALING

Project

WITH TRADE

∙Paul Cramer Principal, CMI

- OFFS IN A MULTI-ISSUE NEGOTIATION
- ANALYZING PARTISAN PERCEPTIONS

제2차

- DEALING WITH CROSS-CULTURAL

■ 국내연수 : ’
91. 9. 2�9. 7

NEGOTIATIONS
May 2 - A

SYSTEMATIC

9. 2 :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APPROACH

TO

INFLUENCE
- Application of Choice Tool Framework to
Ongoing or Problematic Negotiations
- FACILITATION AND COMPLEX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김적교(KIEP)
- 경제개방화의 득실 양수길(KDI)
- 우리경제의 국제화 추진방향
김인호(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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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체제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책

9. 7

- MAKING GROUPS EFFECTIVE

- 미국 보스톤 향발

안병준(연대)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9. 3 :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Ⅰ)
- UR 협상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하동만(경제기획원)
- UR 농산물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이재옥(농경연)
- UR 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박태호(KIEP)
- 한미 금융협상과 UR 서비스협상
강만수(재무부)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9. 4 : 국제교역질서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Ⅱ)
- 지적소유권의 실례 김창세(아세아합동법률)
- GATT협정 및 미국과 EC의 반덤핑∙상계관
세제도 조대연(김&장 법률)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 법률)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9. 5 : 주요교역국과의 통상협상 전략
- 우리나라 대외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김철수(특허청)
- 한∙미 경제관계의 전개와 대응
이충재(경제기획원)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현
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R. A. Morford(주한 미대사관)
- 대EC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장석환(상공부)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9. 6

- EC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C 통상 현
안에 대한 EC의 입장
Gilles Anouil(주한 EC 대사)
- 대일본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김석우(외무부)
-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통상관계에 대하여
하지수 경제부장(주한 일본대사관)
- 참가자 토론 및 미하바드대 강의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 유장희(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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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 :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Ⅰ)

MANAGING MULTIPARTY NEGOTIATIONS
- DESIGNING AND IMPLEMENTING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1. 9. 9�9. 13

NEGOTIATION: MEASURING SUCCESS IN

- GOING FORWARD

NEGOTIATION

- WRAP-UP

- BUILDING WORKING RELATIONSHIPS

∙Roger Fisher Williston Professor of Law,

September 10

유득환(상공부)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2. 26 : 국제교역질서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Ⅱ)

APPROACH

- 지적소유권의 실예 김창세(아세아합동법률)

∙Howard Raiffa Consultant, CMI/CMG

SYSTEM”OF NEGOTIATION

- GATT협정 및 미국과 EC의 반덤핑∙상계관

Ramsey Professor of Managerial
TO

세 제도 조대연(김&장 법률)

Economics, Harvard Business School

PREPARATION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 법률)

∙Elizabeth T. Gray President, Chief

- A RECOMMENDED “ SYSTEM” AND

Executive of CMI

SOME RULES OF THUMB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2. 27 : 주요교역국과의 통상협상 전략

∙Mark N. Gorden Director, CMG ; Senior

- DEALING WITH A DIFFICULT

- UR 서비스협상과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Advisor, Harvard Negotiation Project; Vice

NEGOTIATOR

박태호(KIEP)

resident, CMI

- NEGOTIATION POWER

- 대일본 협상의 추이와 과제

∙Terry Barnett. Chairman, CMI; Director,

- Videotape review

김석우(외무부)

CMG

September 11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현

∙Diana Chigas. Staff Consultant, CMG

- BUILDING AN AGREEMENT: DEALING

Associate Director, Harvard Negotiation

NEGOTIATION

Project

- ANALYZING PARTISAN PERCEPTIONS

R. A. Morford(주한 미대사관)
- 대EC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장석환(상공부)

∙Paul Cramer Principal, CMI

- DEALING WITH CROSS-CULTURAL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2. 28

NEGOTIATIONS
September 12
APPROACH

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Robert Ricigliano Staff Consultant, CMG ;

WITH TRADE- OFFS IN A MULTI-ISSUE

TO

INFLUENCE
- Application of Choice Tool Framework to
Ongoing of Problematic Negotiations
- FACILITATION AND COMPLEX
NEGOTIATIONS: The One-Text Procedure

September 13

- 우리나라 대외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Harvard Law School

- PUTTING THE ELEMENTS TOGETHER:”

- Videotape review

영향 손찬현(KIEP)

INSTRUCTORS

- Videotape review

- COALITIONS

- 국제환경 협상 추진동향과 우리에게 미치는

Ongoing or Problematic Negotiations

- OBTAINING GOALS THROUGH

SYSTEMATIC

이재옥(농경연)

- Application of Choice Tool Framework to

WORKSHOP

SYSTEMATIC

- 농산물시장 개방협상과 국내 대응정책

AND EXTERNAL NEGOTIATIONS

- INTRODUCTION AND PURPOSES OF

-A

이충재(경제기획원)

COMMITMENTS : MANAGING INTERNAL

September 9

-A

- UR 협상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 EC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C 통상 현

제3차

안에 대한 EC의 입장

■ 국내연수 : ’
92. 2. 24�2. 28

Gilles Anouil(주한 EC 대사)

2. 24 :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김적교(KIEP)
- 경제개방화의 특실 양수길(KDI)
- 우리경제의 국제화 추진방향
김인호(경제기획원)

- 한∙미 경제관계의 전개와 대응
권오규(경제기획원)
-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통상관계에 대하여
하지수 경제부장(주한 일본대사관)
- 참가자 토론 및 미하바드대 강의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 유장희(KIEP)

-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와 남북한관계
안병준(연대)
- 참가자 토론 유장희(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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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2. 3. 2�3. 7

- DESIGNING AND IMPLEMENTING

March 2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우리의 대응방

COMMITMENTS : MANAGING INTERNAL

- NTRODUCTION AND PURPOSES OF

AND EXTERNAL NEGOTIATIONS

WORKSHOP

- 농산물시장 개방협상과 국내 대응정책

- Application of Choice Tool Framework to

- OBTAINING GOALS THROUGH

최양부(농경연)

Ongoing or Problematic Negotiations

NEGOTIATION:MEASURING SUCCESS IN

- GOING FORWARD

NEGOTIATION

- WRAP-UP

- BUILDING WORKING RELATIONSHIPS

안 김남두 (KIEP)

INSTRUCTORS

- Videotape review

- 대외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유득환(상공부)
- 참가자 토론 서장원(KIEP)
9. 30 : 국제교역질서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Ⅱ)

∙Roger Fisher Williston Professor of Law,

March 3

- 국제환경협상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Harvard Law School

- PUTTING THE ELEMENTS TOGETHER:”

하동만(경제기획원)

∙Howard Raiffa Consultant, CMI/CMG

SYSTEM”OF NEGOTIATION

- 지적소유권의 실례 장덕순(제일국제법률)

Ramsey Professor of Managerial

- A SYSTEMATIC APPROACH TO

- GATT협정 및 미국과 EC의 반덤핑∙상계관

Economics, Harvard Business School

PREPARATION

세 제도 조대연(김&장 법률)

∙Elizabeth T. Gray President, Chief

- A RECOMMENDED “ SYSTEM” AND

- UR 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Executive of CMI

SOME RULES OF THUMB

박태호(KIEP)

∙Mark N. Gorden Director, CMG ; Senior

- DEALING WITH A DIFFICULT

Advisor, Harvard Negotiation Project; Vice

NEGOTIATOR

- 참가자 토론 서장원(KIEP)
10. 1 : 주요교역국과의 통상협상 전략

resident, CMI

- NEGOTIATION POWER

- 국제통상의 고려사항 신희택허(김&장 법률)
- 대국일본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Terry Barnett. Chairman, CMI; Director,

- Videotape review

김석우(외무부)

CMG

March 4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현

∙Diana Chigas. Staff Consultant, CMG

- BUILDING AN AGREEMENT: DEALING

∙Robert Ricigliano Staff Consultant, CMG ;

WITH TRADE- OFFS IN A MULTI-ISSUE

Associate Director, Harvard Negotiation

NEGOTIATION

NEGOTIATIONS
March 5
INFLUENCE
- Application of Choice Tool Framework to
Ongoing of Problematic Negotiations
- FACILITATION AND COMPLEX
NEGOTIATIONS: The One-Text Procedure
- COALITIONS
- Videotape review
March 6
MANAGING MULTIPARTY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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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es Anouil (주한 EC대사)

9. 28 : 국제경제현황 변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 한∙미의 통상관계의 추이와 몇가지 협상의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원칙들 권오규(기획원)

유장희(KIEP)

-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경제관계에 대하여

- 국제경제의 변화와 한반도 김세원(서울대)

관)

김태연(경제기획원)

- 토론 및 미하바드대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

- 경제개방화의 득실 양수길(KDI)

션 (KIEP)

- 참가자 토론 서장원(KIEP)
10. 3

출국준비 및 출국

- A SYSTEMATIC APPROACH TO
PREPARATION
- Videotape review
October 6
- PUTTING THE ELEMENTS TOGETHER:”
SYSTEM”OF NEGOTIATION
- A RECOMMENDED“SYSTEM”AND
SOME RULES OF THUMB
- DEALING WITH A DIFFICULT
NEGOTIATOR
- Videotape review
October 7
- BUILDING AN AGREEMENT: DEALING
WITH TRADE- OFFS IN A MULTI-ISSUE
NEGOTIATION

NEGOTIATIONS
October 8
- DEALING WITH CROSS-CULTURAL
NEGOTIATIONS
- A SYSTEMATIC APPROACH TO
INFLUENCE
- Application of Choice Tool Framework to
Ongoing of Problematic Negotiations
- FACILITATION AND COMPLEX
NEGOTIATIONS: The One-Text Procedure
October 9
- MAKING GROUPS EFFECTIVE
- NEGOTIATION POWER
- GOING FORWARD
- WRAP-UP

- UR협상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
이충재(기획원)

NEGOTIATION

Masao Nishimure(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

- 한국경제의 과제와 국제화

9. 29 : 국제교역질서의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Ⅰ)

- MAKING GROUP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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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EC의 입장

■ 국내연수 : ’
92. 9. 28�10. 3

- A SYSTEMATIC APPROACH TO

NEGOTIATION: MEASURING SUCCESS IN

- DEALING WITH CROSS-CULTURAL

10. 2 : EC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C 통상 현안

제4차

- OBTAINING GOALS THROUGH

Richard A. Morford(주한 미대사관)

- 참가자 토론 서장원(KIEP)

- DEALING WITH CROSS-CULTURAL

WORKSHOP

- ANALYZING PARTISAN PERCEPTIONS

이상열(상공부)

∙Paul Cramer Principal, CMI

- INTRODUCTION AND PURPOSES OF

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대EC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Profect

- ANALYZING PARTISAN PERCEPTIONS

October 5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2. 10. 5�10. 9

INSTRUCTORS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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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 Fisher Williston Professor of Law,

하동만(경제기획원)

Harvard Law School

- UR 지적소유권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Howard Raiffa Consultant, CMI/CMG
Ramsey

Professor

of

권영수(특허청)

Managerial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 법률)

Economics, Harvard Business School

- GATT협정 및 미국과 EC의 반덤핑∙상계관

∙Elizabeth T. Gray President, Chief
Executive of CMI

세 제도 조대연(김&장 법률)
2. 4 : 주요교역국과의 통상협상 전략(Ⅰ)

∙Mark N. Gorden Director, CMG ; Senior

- 대외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Advisor, Harvard Negotiation Project; Vice

김철수(KOTRA)

resident, CMI

- 한∙미 통상관계의 추이와 몇가지 협상의 원

∙Terry Barnett. Chairman, CMI; Director,

칙들 권오규(경제기획원)

CMG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현

∙Diana Chigas. Staff Consultant, CMG

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Robert Ricigliano Staff Consultant, CMG ;

Richard A. Morford (주한 미대사관)

Associate Director, Harvard Negotiation

- 대EC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Project
∙Paul Cramer Principal, CMI

이상열(상공부)
2. 5 : 주요교역국과의 통상협상 전략(Ⅱ)
- EC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C 통상 현

제5차

안에 대한 EC의 입장

■국내연수 : ’
93. 2. 1�2. 5

Gilles Anouil (주한 EC대사)

2. 1 : 국제경제현황 변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 대일본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김석우(외무부)

유장희(KIEP)

-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경제관계에 대하여

-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한국경제

Masao Nishimure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

김세원(서울대)

관)

- 한국경제의 과제와 국제화

- 참가자 토론 및 미하바드대 강의에 대한 오리

김태연(경제기획원)

엔테이션(KIEP)

2. 2 : 국제교역질서의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Ⅰ)
- UR협상과 우리의 대응 이충재(기획원)

- 농산물시장 개방협상과 국내 대응정책
최양부(농경연)
- UR 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박태호(KIEP)
2. 3 : 국제교역질서 변화와 분야별 협상전략(Ⅱ)
- 국제환경협상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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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흐름과 대외경제정책

■ 국내연수 : ’
94. 10. 17�10. 21

김호식(경제기획원)
3. 15 : UR협정과 우리의 대응
- UR협정타결과 우리의 대응
김탄일(경제기획원)
- UR농업협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천중인(농림부)
- UR 지적재산권 협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권영수(특허청)
3. 16 : 향후 대외경제협력 분야
- 지구환경보전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최영진(외무부)
- 대OECD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김정수(KIEP)
- 대APEC 협력과 우리의 역할 주철기(외무부)
- NAFTA 협정발효와 우리의 대응
김상겸(KIEP)
3. 17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Ⅰ)
- 대EC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노영욱(상공부)
- EC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C 통상현안

■ 국내연수 : ’
93. 7. 19�7. 23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3. 8. 2�8. 7

3. 14 : 국제경제현황 변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 국제정치체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윤영관(서울대)

- 국제정치체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윤영관(서울대)
- 주요경쟁국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
홍유수(KIEP)
- 세계경제 흐름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
김호식(경제기획원)
10. 18 : UR협정과 우리의 대응
- UR협정타결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KIEP)
- UR 서비스 협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홍렬(KIEP)
- UR 지적재산권 협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손찬준(농림부)
10. 19 : 향후 대외경제협력 분야
- 지구환경보전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최영진(외무부)
- 대OECD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채 욱(KIEP)
- NAFTA 협정발효와 우리의 대응

- 대일본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김병균(경제기획원)
-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경제관계
Masao Nishimura (주한 일본대사관)

칙들 권오규(경제기획원)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현

- 참가자 토론 및 HNP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서장원(KIEP)

김상겸(KIEP)
10. 20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Ⅰ)
- 대EC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노영욱(상공부)
- EC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C 통상현안
에 대한 EC의 입장
Gilles Anouil(주한 EC대사)
- 대일본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배영식(경제기획원)
-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경제관계
Yukio Hanabusa (일본 아시아경제연)
10. 21: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Ⅱ)
- 한∙미통상관계의 추이와 몇가지 협상의 원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
유장희(KIEP)

유장희(KIEP)

Gilles Anouil (주한 EC대사)

John Hoog (주한 미대사관)

■ 국내연수 : ’
94. 3. 14�3. 18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

- 대APEC 협력과 우리의 역할 주철기(외무부)

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7차

10. 17 : 국제경제현황 변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에 대한 EC의 입장

- 한∙미통상관계의 추이와 몇가지 협상의 원

제6차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우리의 대응방
안 김남두 (KIEP)

제8차

3. 18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Ⅱ)

- 경제개방화의 득실 김인준(서울대)
16:50� 참가자 토론 서장원(KIEP)

개방경제의 득제과 실제 김인준(서울대)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4. 3. 28�4. 1
■ 국내 고급과정 연수 : ’
94. 5. 23�5. 25

칙들 권오규(경제기획원)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현
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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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P

1990-2000

1990-2000

John Hoog (주한 미대사관)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법률)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5. 4. 17�4. 21
■ 국내 고급과정 연수 : ’
95. 8. 21�8. 23

Iwasaki (일본 대사관)
11. 24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Ⅱ)

- 참가자 토론 및 HNP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박태호(KIEP)

제 10 차

칙들 오갑원(재정경제원)

11. 20 :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의 세계화

4. 3 : 국제경제현황 변화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전략
유장희(KIEP)
- 국제정치체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윤영관(서울대)
- 주요경쟁국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
홍유수(KIEP)
- 세계경제 흐름과 대외경제정책
정덕구(재정경제부)
4. 4 : WTO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 WTO 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의 대응
박태호(KIEP)
- UR 후속협상 및 새로운 통상현안의대두
손찬현(KIEP)
- 대OECD 협력방향과 정책과제 채 욱(KIEP)
4. 6 : 향후 대외경제협력 분야
- 지구환경보전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최영진(외무부)
- 대APEC 협력과 우리의 역할 주철기(외무부)
- 우리나라의 지구별 통상정책방향
한영수(통상산업부)
4. 7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
- Korea - U. S. Trade Policy
Daniel Grant(주한 미대사관)
- EC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C 통상현안
에 대한 EC의 입장
Tue Rohrsted (주한 EC대사)
- 엔고하의 일본경제와 한일경제관계 Yukio
Hanabusa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 KIEP-HNP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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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Ⅰ)
- 대EC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안호영(외무부)

Daniel Grant(주한 미대사관)

박태호(KIEP)

■ 국내연수 : ’
95. 4. 3�4. 7

응 김원호(KIEP)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현

- WTO 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의 대응
제9차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전개와 우리의 대

- 한∙미 통상관계의 추이와 몇가지 협상의 원
■ 국내연수 : ’
95. 11. 20 -11. 24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4. 10. 31�11. 4

한영수(통상산업부)

- 국제정치체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윤영관(서울대)

- EU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U 통상현안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법률)

에 대한 EU의 입장

- 대일본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Tue Rohrsted(주한 EU대사)

김진균(재정경제원)

- 엔고하의 일본경제와 한일경제관계

- 주요경쟁국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
홍유수(KIEP)

Hiroshi Iwasaki (일본 대사관)
■ 해외(하바드대) 연수 : 95. 12. 4�12. 8

- 대일본 통상협상의 고려사항

- 세계경제 흐름과 대외경제정책
정덕구(재정경제부)
11. 21 : WTO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 WTO 체제하의 산업무역정책
김완순(고려대)
- UR 후속협상 및 새로운 통상현안의대두
손찬현(KIEP)
- OECD 가입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채 욱(KIEP)
- OECD투자규범과 한국의 직접투자제도
왕윤종(KIEP)
11. 22 : 향후 대외경제협력 분야
- 지구환경보전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조환복(외무부)
- APEC 오사카 정상회의와 무역∙투자 자유화
주철기(외무부)
- 우리나라의 지구별 통상정책방향
한영수(통상산업부)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전개와 우리의 대
응 김원호(KIEP)
11. 23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Ⅰ)
- 대EC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안호영(외무부)
- EU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U 통상현안
에 대한 EU의 입장
Tue Rohrsted(주한 EU대사)
- 엔고하의 일본경제와 한일경제관계 Hiroshi

김광림(재정경제원)
제 11 차

4. 19 : 주요 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Ⅱ)

■ 국내연수 : ’
96. 4. 15�4. 19

- 한∙미 통상관계의 추이와 몇가지 협상의 원

4. 15 :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의 세계화

칙들 오갑원(재정경제원)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전략

- Korea - U. S. Trade Policy

유장희(KIEP)

Daniel Grant (주한 미대사관)

- 국제정치체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법률)

윤영관(서울대)

- KIEP-HNP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KIEP)

- 주요경쟁국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
홍유수(KIEP)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6. 4. 15�4. 26

- 세계경제 흐름과 대외경제정책
정덕구(재정경제부)
4. 16 : WTO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 WTO 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의 대응
박태호(KIEP)
- UR 후속협상 및 새로운 통상현안의대두
손찬현(KIEP)
- OECD 가입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채 욱(KIEP)
- OECD투자규범과 한국의 직접투자제도
왕윤종(KIEP)
4. 17 : 향후 대외경제협력 분야
- 지구환경보전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조환복(외무부)
- 대 APEC 협력과 우리의 역할
주철기(외무부)
- 우리나라의 지구별 통상정책방향

제 12 차
■ 국내연수 : ’
96.10. 28~11. 2
10. 28 :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의 세계화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전략
유장희(KIEP)
- 국제정치체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이동휘(서울대)
- 주요경쟁국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
홍유수(KIEP)
- 세계경제 흐름과 대외경제정책
현정택(재정경제부)
10. 29 : WTO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 WTO 체제의 정착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KIEP)
- 1996 WTO/TPRM 결과와 향후과제
이정연(KIEP)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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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가입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채 욱(KIEP)
- OECD 가입추진 현황과 대외경제정책
주철기(외무부)
10. 30 : 향후 대외경제협력 분야
- 미주무역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김원호(KIEP)
- 우리나라의 지구별 통상정책방향
한영수(통상산업부)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법률)
- 대 EU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박성훈(KIEP)
10. 31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Ⅰ)
- 대 APEC 협력과 우리의 역할 노재봉(KIEP)
- EU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U 통상현안
에 대한 EU의 입장
Tue Rohrsted(주한 EU대사)
- 한일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Takuya Iwamoto (일본 대사관)
11. 1 : 주요 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Ⅱ)
- 한∙미 통상관계의 추이와 몇가지 협상의 원
칙들 문재우(재정경제원)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정
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Kevin Honan(주한 미대사관)
- 대일본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표인수(통상산업부)
- 지구환경보전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조환복(외무부)
11. 2 : 국내연수과정 수료식 및 해외연수과정 오리엔
테이션
- 수료식
- 해외연수과정 오리엔테이션 KIEP

∙Review and discussion

instructions for Seasia and prepare to

- Lunch

negotiate

- MEASURING SUCCESS IN NEGOTIATION

November 14
- A SYSTEMATIC APPROACH TO

- Mari Matsuhara

INFLUENCE

∙Negotiate
∙Break

- The Blue-Red Exercise

∙Review and discussion

∙MANAGING CROSS-CULTURAL
NEGOTIATIONS

- Review and break for the day

- Lunch

∙Individual Preparation : Read your

- MANAGING INTERNAL AND EXTERNAL

instructions for The Fisheries Case and

NEGOTIATION

prepare to negotiate

- COALITIONS

November 12

∙Break

- A SYSTEMATIC APPROACH TO

- Prepare by side to negotiate the Seasia

PREPARATION

Case

- The Fisheries Case

허노중(재정경제부)
6. 10 : WTO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 WTO 체제의 정착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KIEP)
- 1996 WTO/TPRM 결과와 향후과제
이정연(KIEP)
- OECD 가입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채 욱(KIEP)
- OECD 가입추진 현황과 대외경제정책
주철기(외무부)
6. 11 : 향후 대외경제협력 분야
- 미주무역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김원호(KIEP)
- 우리나라의 지역별 통상정책방향

∙Negotiate

- Evening Program :

- 국제협상의 고려사항 신희택(김&장법률)

∙Break

- Dinner and certificate award ceremony for

- 대 EU 통상활동의 방법과 과제 박성훈(KIEP)

∙Review and discussion

KIEP participants Individual Preparation :

- GUIDELINES FOR NEGOTIATORS

Read materials on the One-Text Procedure

- Lunch

November 15
- The Seasia Case

- DEALING WITH A DIFFICULT

∙Continue to prepare by side to negotiate

NEGOTIATOR

Negotiate

- The Consensus Exercise
∙Break

∙Break

∙ANALYZING PARTISAN PERCEPTIONS

∙Review and discussion

- Review and Break for the day

- GOING FORWARD NEGOTIATION

∙Individual Preparation : Read your

POWER

instructions for Nari v. GenDyn and

- Close of Program

prepare to negotiate
November 13

제 13 차
6. 9 :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의 세계화

November 11

∙Break
∙BUILDING AN AGREEMENT : DEALING

- Oil Pricing Exercise

WITH TRADE-OFFS IN A MULTI-ISSUE

∙Negotiate

NEGOTIATION

6. 12 : 주요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Ⅰ)
- 대 APEC 협력과 우리의 역할 노재봉(KIEP)
- EU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EU 통상현안
에 대한 EU의 입장 (주한 EU대표부)
- 한일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주한 일본대사관)
6. 13 : 주요 교역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Ⅱ)
- 한∙미 통상관계의 추이와 몇가지 협상의 원
칙들 문재우(재정경제원)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과 한∙미 통상정
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주한 미대사관)
- 지구환경보전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Negotiate Nari v. Gendyn
∙Review and discussion

(통상산업부)

- 대일본 통상협상의 추이와 과제 (통상산업부)

■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6. 11. 11~11.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 세계경제 흐름과 대외경제정책

- Review and break for the day

■ 국내연수 : ’
97. 6. 9�6. 14

WORKSHOP

홍유수(KIEP)

∙Prepare by side to negotiate

- Prepare to negotiate Nari v. GenDyn

- INTRODUCTION AND PURPOSES OF

178

∙Individual Preparation : Read your

∙Break

- 국제경쟁력 변화와 우리경제의 세계화
양수길(KIEP)
- 국제정치질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외무부)
6. 14 : 국내연수과정 수료식 및 해외연수과정 오리엔
테이션
- 수료식
- 해외연수과정 오리엔테이션 KIEP

이동휘(서울대)
- 주요경쟁국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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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하바드대) 연수 : ’
97. 6. 23�6. 29

Negotiate Nari v. Gendyn

June 23
- INTRODUCTION AND PURPOSES OF

∙Review and discussion

WORKSHOP

WITH

7. 4

∙Negotiate

∙TRADE-OFFS

∙Break

∙IN A MULTI-ISSUE NEGOTIATION

∙Review and discussion

∙Individual Preparation Read your
instructions for Seasia and prepare to

- MEASURING SUCCESS IN NEGOTIATION

negotiate
June 26

∙Negotiate

- A SYSTEMATIC APPROACH TO

∙Break

7. 15

개최

연구원설립위원회 구성, 연구원설립계획 추진

12. 26 제4차 이사회: 199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
산 의결

제3차 설립위원회에서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12. 27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국제협력부문)

8. 3

연구원 설립허가(경제기획원 장관)

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유장희 KIEP 부원장외

8. 4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법인설립등기

37명)

완료

1991

∙Review and discussion

- The Blue-Red Exercise

8. 7

연구원 임시사무실 개설(서초구 방배동 446-2)

- Review and break for the day

∙MANAGING CROSS-CULTURAL

9.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안) 국무회의 심의

1. 17

9. 8

(재단법인) 제1차 이사회: 이형순 초대 이사장

3. 13

NEGOTIATIONS

instructions for The Fisheries Case and

- Lunch

prepare to negotiate

- MANAGING INTERNAL AND EXTERNAL

June 24

9. 30

- COALITIONS

PREPARATION
- The Fisheries Case
∙Prepare by side to negotiate

제7차 이사회(서면결의): 유장희 부원장 연임
의결

- Dinner and certificate award ceremony for

10. 19 제8차 이사회: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
12. 24 제9차 이사회: 이재웅 감사 연임, 부설북방지역

공포

∙Review and discussion

NEGOTIATOR

8. 2

12.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법률 제4138호) 제정ㆍ

- Evening Program :

센터 운영 규정

12. 26 (재단법인) 제3차 이사회 1989년도 예산변경,
권리 및 의무승계 의결

KIEP participants

1992

12. 28 정관 제정
12. 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등기

∙Individual Preparation : Read materials on

- DEALING WITH A DIFFICULT

21의 소석빌딩으로 이전
11.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Review and break for the day

- Lunch

제6차 이사회: 주요규정 개정

- Prepare by side to negotiate the Seasia

∙Break
- GUIDELINES FOR NEGOTIATORS

5. 23

11. 17 (재단법인) 제2차 이사회(서면결의)

∙Negotiate

제5차 이사회: 1990년도 결산 및 1991년도 예

연구원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번지

∙Break
Case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산변경

선임, 제규정 의결

NEGOTIATION
- A SYSTEMATIC APPROACH TO

(사단법인) 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설립위원회

임원(원장, 부원장 포함) 선임 의결

INFLUENCE

∙Individual Preparation : Read your

연구원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번지
해성빌딩으로 이전

8. 28

(1, 2차회의)
7. 27

7. 20

대통령에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계획
보고

- Lunch
- Mari Matsuhara

1989

∙BUILDING AN AGREEMENT : DEALING

- Oil Pricing Exercise

1. 7

구 소장 취임

12. 29 초대원장으로 김적교 이사 취임

the One-Text Procedure

1990

June 15

제10차 이사회: 부설 북방지역센터 초대 강흥

2. 27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3. 9

제11차 이사회: 유장희 제2대 원장 취임
제12차 이사회: 서장원 제2대 부원장 취임

- The Consensus Exercise

- The Seasia Case

1. 17

조 순 부총리 참석하에 개원 현판식

3. 12

∙Break

∙Continue to prepare by side to negotiate

2. 9

제1차 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간사회의 개최

3. 19

∙ANALYZING PARTISAN PERCEPTIONS

∙Negotiate

2. 27

제2차 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간사회의 개최

- Review and Break for the day

∙Break

3.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5. 30

제3차 연구자문위원회

∙Individual Preparation Read your

∙Review and discussion

12947호) 제정ㆍ공포

7. 6

제14차 이사회(서면결의): 연구자문위원임명

instructions for Nari v. GenDyn and
prepare to negotiate
June 25

- GOING

FORWARD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NEGOTIATION

7. 10

POWER
- Close of Program

- Prepare to negotiate Nari v. GenDyn

180

설립위원회,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Break

7. 12

의결

제2차 이사회(서면결의): 상근자문위원관련 정
관 개정
제3차 이사회(서면결의):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제13차 이사회: 19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결
산 의결

9. 23

제15차 이사회: 1992년도 예산변경 및 직제규
정 개정

11. 25 제16차 이사회: 이형순 이사장 연임, 유장희 원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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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장 연임 및 1993년도 주요사업계획 의결
12. 28 제17차 이사회(서면결의): 1992년도 예산전용

원 임명동의 의결
11. 9

의결

제31차 이사회(서면결의): 강흥구 연구자문위

1999

김박수 제5대 부원장 취임(7. 1)
12. 21 제47차 이사회: 제규정 개정,1998년도 예산변

원 임명동의 의결

1. 29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공포에 의해 대외경

경, 1999년도 예산 의결

12. 28 제32차 이사회: 정구현 감사 선임, 1995년도

1993
1. 28

제4차 연구자문위원회

3. 11

제18차 이사회(서면결의): 1992년도 주요사업
제19차 이사회(서면결의): 해외사무소설치 의결

6. 15

제20차 이사회: 199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

8. 16

및 예산 의결

2. 16

제33차 이사회: 부설 북방지역센터 제2대 이정
녕 소장 취임

3. 26

제8차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원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5-16

4. 4

제34차 이사회(서면결의): 표세진 연구자문위
원 임명동의 의결

번지 군자빌딩으로 이전
7. 30

제35차 이사회(서면결의): 박태호 부원장 연임,

12. 20 제36차 이사회: 1996년도 사업계획 변경,

1994

19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제규정 개정 의결

1997

제23차 이사회(서면결의): 이재웅 감사 연임

2. 14

제37차 이사회: 양수길 제3대 원장 취임

의결

3. 7

제38차 이사회: 홍유수 제4대 부원장 취임

2. 25

제5차 연구자문위원회

3. 19

제9차 연구자문위원회

3. 10

제24차 이사회(서면결의): 서장원 부원장 연임,

3. 28

제39차 이사회: 199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변

1. 6

7. 25

제25차 이사회: 직제규정 개정 및 1994년도 예

4. 9

제10차 지역연구자문위원회

산변경 의결

7. 1

제40차 이사회(서면결의): 이정녕 부설 지역정

7. 16

제41차 이사회: 정관 개정 및 제규정 개정 의결

11. 24 제27차 이사회: 19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

11. 7

제42차 이사회: 대외경제전문가풀규정 의결

산변경, 직제규정 개정

12. 26 제43차 이사회: 정구현 감사 연임, 1997년도

춘계 직원 체육대회

2. 27

제2차 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간사회의 개최

6. 14

직장 새마을운동 협의회 가입

4. 6

EC 통합대책 개별실무대책반 세부과제별 연구

7. 25

본원 주전산기 및 LAN 선정 심의회 개최

조사활동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

9. 2

1991년 을지연습 실시(9.2~5)

국식품연구소와 약정 체결

10. 5

자연보호헌장선포 제13주년 기념행사 및 가을

4. 12

1995
제29차 이사회: 1994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

1998
3. 16

산, 1995년도 주요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변
경, 정관 개정, 제규정 개정 의결
5. 24

제7차 연구자문위원회

7. 6

제30차 이사회(서면결의): 조이제 연구자문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제44차 이사회(서면결의): 199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의결

3. 27

제45차 이사회: 정관 개정, 제규정 개정, 1998
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

6. 24

제46차 이사회: 이경태 제4대 원장 취임,

10. 9

추계 직원 체육대회

와 약정 체결
4. 25

1992

EC 통합대책 개별실무대책반 세부과제별 연구
조사활동을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약정

2. 29

6. 7

EC 통합대책 개별실무대책반 세부과제별 연구

4. 3

6. 25

산업시찰 실시: 일반직원 57명((주)고재 천안소
재)

조사활동을 위하여 통신개발연구원과 약정
체결

UNDP 주최 두만강지역개발 PMC 회의참여
(유장희 부원장,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체결

4. 3

직원연찬회: 책임급(한국방송공사 연수원,
4. 3~4. 4)

EC 통합대책 개별실무대책반 세부과제별 연구
조사활동을 위하여 한국공업표준협회와 약정

5. 8

춘계 직원 체육대회

체결

6. 22

1992년 을지연습 실시(6. 22~6. 27)

6. 27

춘계 체육대회

10. 9

추계 직원 체육대회

8. 17

동ㆍ서독 경제통합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파

11. 3

KIEP 북방지역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식
행사

견(KIEP 김적교 원장, 박광작 초청연구위원, 경
제기획원 허선 과장, 재무부 남상덕 과장 외 5

예산, 제규정 개정 의결

계획 및 예산 의결

철 자연보호운동 실시(대모산 일대)

EC 통합대책 개별실무대책반 세부과제별 연구
조사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1998년도 사업계획 및

12. 13 제28차 이사회(서면결의): 1995년도 주요사업

182

5. 1

보센터 소장 사표수리 의결

제26차 이사회: 박태호 제3대 부원장 취임

11. 18 제6차 연구자문위원회

3. 14

제1차 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간사회의 개최

경, 제규정 개정 의결

1993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 의결
4. 12

2. 9

제22차 이사회(서면결의): 강흥구 부설지역정
보센터 소장 연임 의결

1991

1990

제규정 개정 의결

규정 개정

1. 4

원 행사, 감사, 회의 등

1996

산변경 의결

12. 22 제21차 이사회: 199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제

제정책연구원법 폐지 행사, 감사, 각종 회의

주요사업계획 변경, 1996년도 주요사업계획

실적 및 결산 의결
5. 3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11. 27 부설 지역정보센터 직원연찬회(대명 양평콘도,
11. 27~28)

명)
8. 28

(사단법인) 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설립위원회

12. 24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한국방송공사)

개최

1993

10. 26 추계직원연찬회(경기도 시흥, 동서증권연수원)
12. 27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국제협력부문)

2. 5

2.5~2.6)

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유장희 KIEP 부원장 외
37명)

직원연찬회: 책임급(한국방송공사 연수원,

4. 30

춘계 직원 체육대회

10. 11 제16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분야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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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 추계 직원 체육대회

8. 18

1997년 을지연습 실시(8. 18~23)

10. 13 제18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1994

10. 24 추계 직원연찬회(강원도 용평리조트, 10.

2. 25

제2차 한ㆍ미 과학기술포럼 준비 실무자 회의

5. 13

춘계 직원 체육대회

11. 12 한ㆍ브라질 21세기위원회 제2차회의

7. 2

재정경제원 정기감사

11. 17 APEC 연구콘소시엄 발족협의회

8. 2

농촌지역 한해이재민 및 태풍피해 의연금 기탁

24~10. 25)

1998

(서울신문)
8. 22

1994년 을지연습 실시(8. 22~27)

1. 10

전직원 교양강좌임길진

10. 7

추계 직원연찬회(염광교육원, 10. 7~10. 8)

4. 10

ASEM 연구회 창립 총회

10. 13 제17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4. 14
4. 20

1995

미시간대학교 교수)

KEI 운영협의회
한국경제 해외홍보자료「Korea in Transition:
Reform Today, Reward Tomorrow」검토회의

1. 17

APEC연구센터 개설 현판식

4. 30

춘계 체육대회(신한은행 연수원)

3. 21

본원 북경대표처 현판식

5. 13

한ㆍ브라질 21세기위원회 제3차회의

5. 12

춘계 직원연찬회(한전 연수원)

7. 11

6. 3

광복 50주년 특집“세계석학이 말하는 통일한
국의 미래상”한국방송공사와 약정 체결(60분

KIEPㆍ재정경제부 합동 연찬회(중소기업은행
연수원)

10. 30 추계 직원연찬회(수안보 와이키키호텔, 10.

방송용 2편)

30~31)

방송일시 :1995. 8. 15~16 KBS 1 TV

11. 10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10. 11 제177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1999

10. 19 추계 직원연찬회(한전 연수원)
1. 6

1996
1. 26

간담회

책임급 직원연찬회 (제일생명연수원 일신원,

1. 11

KEI 99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
96. 1. 26~27)

1. 18

KIEP Home Page 시범운영 시작

춘계 직원 연찬회(한전연수원)

2. 3

재정경제부 수습사무관 초청간담회

8. 19

1996년 을지연습 실시(8. 19~23)

3. 12

책임급 직원 연찬회(LG인화원 경기도 이천)

10. 7

제18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5. 12

직원 건강검진실시(광혜병원)

5. 21

춘계 직원연찬회(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5. 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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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연구협의회 구성을 위한

연수원)

5. 6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운영자문위원회

10. 8

5. 9

춘계 직원연찬회(제일생명연수원, 5. 9~5. 10)

10. 11 국정감사 수감

5. 12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연구자문위원회

12. 1

7. 20

한ㆍ브라질 21세기위원회 제1차회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년사

추계 직원연찬회(염광연수원)
제12차 KOPEC 집행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