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기본연구사업명: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연구책임자
김 원 호

선임연구위원 외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경제동향과 국제경제규범의 변화를 파악하고 주요지역 및 국가들
의 경제제도․정책 내용을 분석

○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외경제정책 개발과 경영전략수립에 기여
□ 특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충해 나가고 21세기 장기적인 성장 모멘
텀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기 위한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진강화 추구
를 위해 방대한 중국정보의 체계화 종합화를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
하고, 민ㆍ관ㆍ학을 망라하여 중국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립
○ 중국에 관한 일반정보, 경제정보, 학술정보, 산업정보, 전문가정보를
망라할

수 있는 종합정보 네트워크시스템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지역별 주요이
슈를 정리, 심층 분석
○ KIEP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및 『KIEP 세계경제』(월간), 『대외
경제연구』 (반년간) 발간
□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
템 구축
○ 중국과 관련되 최신 분석기사, 산업분야별 브리핑, 유관기관 브리핑

등을 실

시간 제공하는 뉴스제공 시스템

○ 전문가간의 인적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학술 정보를 토론하는
포럼과 비
○

즈니스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인맥구축 시스템

이용자들의

질문에

Information

즉각적으로

그

답을

제공해주는

Direct

System

□ 2005년 중국전문가포럼(CSF) 웹사이트 개편 및 활용
○ 검색엔진 개발(도입)
○ 비즈니스 정보제공을 위한 Q&A 시스템 강화(중국현지 정보원 발
굴)
○ 커뮤니티 프로그램강화
○ 이용자분석시스템, Poll 등을 통한 상시적인 사이트 내용평가
○ CSF의 효율적인 활용
- 타 사이트와 컨텐츠의 질과 양, 업데이트 주기 등 기능적인 면에서
는 월등하

나 사이트 및 기관의 인지도가 낮으로 사이트 홍보 및

이용방법에 대한 체계

적인 프로그램 기획 (잠재된 관심층 집중

지원, 홍보자료, 사이트 메뉴얼, 포스터제작 홍보 등

▣ 기대효과
□ 장단기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정보 제공을 통해
정부 및 기업의 대외정책 개발 및 국내여론 형성에 기여
□ 한·중 양국의 교류촉진과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수립 및 대응방안 제
시 등에

시공을 초월하여 즉각적인 활용 가능한 정보제공 시스

템으로 국가정책 수립에

는 물론, 그밖에 중국관련 연구자들과 기

업들, 교수,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중국정보 제공서비스의 창구 역할 담당
▣ 연구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