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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 세종대왕은 국립 도서관이자 연구 기관이었던 ‘집현전’을 과감하게 확대 

개편하여 국왕의 국가경영을 보좌하는 조선 최고의 인재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대표적 업적인 「훈민정음」 창제 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훈민정음 해설서를 집필하는 데 집현전 학사들이 기여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집현전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변모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도서관(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기관 중 8개의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행사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였던 국책연구기관들의 활약상과 연구 성과물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전시가 될 것입니다.

전시에 소개되는 자료는 참여 기관의 대표적인 연구 사례들로서,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세한 설명과 연관 자료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21세기의 집현전을 꿈꾸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정책정보특화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17년 정책정보서비스 공동전시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한눈에 보다」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참여기관과 정책연구에 기여하게 

될 자료 해제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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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직설 
 農事直說

정초 편/ 세종 11년(1429) 편찬/ [18세기] 발행/ 古915-4-34

조선전기 세종(世宗)의 명에 따라 각도의 관찰사들은 해당지역의 농부들로부터 

농사정보를 수집하게 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정초(鄭招, ?-1434)가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서인 「농사직설」을 저술 편찬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판을 거듭하여 

출판했고 조선후기에는 주자의 「권농문(勸農文)」과 「자음의(字音義)」를 부록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이 전시자료는 이때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찬자 정초의 서문에 

의하면 풍토가 다르면 농법도 다르다. 이미 간행된 중국의 농서는 우리나라의 농법에 

직접 이용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세종이 각도의 감사에게 각지의 농군들에게 

지역에 따라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수집할 것을 명하여 편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당시 권농관(勸農官)들이 주로 중국의 농서들을 참고하여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세종의 명령으로 집현전에서 편찬한「농사직설(農事直說)」단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숙지, 이에 입각하여 권농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세종 11년(1429)에 관찬으로 간행되어 이듬해 각도 감사와 

주·부·군·현 및 경중(京中)의 2품 관원에게 반사되는 등 조선의 대표적인 농서로 

자리매김 되어 권농 사무의 지침서가 되었다.

조선시대 경제정책 서적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산림경제(山林經濟)농가집성(農家集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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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음
 綸音

정조 찬(撰) / 丁酉字本 [1794] 발행 / 古6022-88

「윤음(綸音)」은 조선시대에 국왕이 국민에게 내리는 훈유(訓諭)의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대개 비상시에 민심을 수습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민정을 위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윤음의 대상은 그 내용에 따라 온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부류나 일정한 지역의 관원이나 민인 등으로 제한 될 수도 있다. 

윤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로(養老)·권농(勸農)·척사(斥邪)·포충(褒忠)·구휼(救

恤)·독역(督役)·군포탕감(軍布蕩減)·계주(戒酒)·과폐이정(科弊釐正)·수성(守城)

·반행(頒行)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는 대개의 경우 1부만 필서하지만, 윤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문서였으므로 활자로 인쇄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양반 관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문으로 간인하고,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문으로 된 윤음 뒤에 언해를 붙여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해본만 따로 간행한 것도 있다. 여기 전시된 자료는 조정의 신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음이었던 만큼 한글 언해본은 없이 순한문으로 된 윤음으로 반포되었다. 

국민에게 내리는 
훈유(訓諭) 문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자휼전칙(字恤典則)유제도도신윤음
(諭諸道道臣綸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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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정례
度支定例

박문수 / [1749] 발행 / 한古朝31-39

「탁지정례(度支定例)」는 조선시대 재무부처의 하나였던 호조(戶曹)의 재정지출을 

규정한 책으로서 영조(英祖)의 명을 받들어 1749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암행어사로 

유명한 당시 ‘박문수’를 중심으로 국가재정의 절감을 꾀한 탁지정례를 편찬하게 

함으로써 조선 영조, 정조대에 왕실의 宮(궁), 殿(전)과 중앙 각 司(사) 등의 재정 용도를 

규정하였다.

탁지정례는 총 4책이며, 제1책은「어제어필(御製御筆)」 , 「친제자필(親製自

筆)」,「윤음(綸音)」,「범례(凡例)」,「권1」,「권2」로, 제2책은「권3」부터 「권6」으로, 

제3책은「권7」부터「권10」으로, 제4책은「권11」부터「권17」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내용은 다양한데, 1책은 사직.종묘.문묘 등 국가적인 제사를 맡는 곳에 

해당하고, 2~10책은 중앙 각사, 11~12책은 기타 궁.전에서 사용된 물종을 기록하였다.  

탁지정례 1,2권은 호조판서 ‘박문수’, 정랑 ‘이언경. 이정조. 오언부’, 좌랑 조지명, 권도, 

이수득 등이 편찬하였고, 3권은 편찬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왕실과 중앙 각사의 
재정 용도 규정집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빈례총람(儐禮總覽)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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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기본계획연구

김상호 외 / 국토해양부 / 2009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유럽 전역에서는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건축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립된, 건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정 기본계획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당시 국토해양부의 발주에 의해 추진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해외 

건축정책 동향 분석, 건축정책의 목표와 실천과제 등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해설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축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리되어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을 ‘민간자산의 

건축’보다는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으로 보고 「건축기본법」의 근본 취지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2015)

질적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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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마련 연구

심경미 외 / 국토교통부 / 2013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지역 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써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6) 제정이 추진되었다. 이 책자는 이 법률의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의 발주로 진행된 연구과제물이다. 

이 책에서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지원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문제점과 국외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 범위와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관리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관리, 그리고 

한옥의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시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201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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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유광흠 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1

높은 잠재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낮은 형편이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주요 지식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이 제외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3년 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적 정의, 국내외 여건 및 시장 

현황, 관련 법률과의 관계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타 진흥법 사례 및 

기본법 입법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의 

기본체계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2)(2012)

건축서비스산업의 가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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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1

오성훈 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4

보행은 도시의 공공공간과 장소들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연속적이고 입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거리를 활보하는 보행자들이 많을수록 도시와 가로는 

더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 매년 보행을 위한 수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행환경에 요구되는 가치와 역할도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1>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과 경험, 설계기법을 

정리·분석하여 실제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공무원이나 설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도심 가로와 

보행 활성화’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업적인 중심가로를 사람이 활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되살린 사례를, ‘제2장 도심 교차로와 광장’에서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광장으로 이용되던 교차로를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개선한 사례를, ‘제3장 

주거지역의 보행환경’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어 낸 사례를 살펴보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보고서(2013)

보행도시: 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 조건(2011)

2013 아마존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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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유광흠 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4

건축과 도시공간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19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태동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연구가 시작되어 2005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범적용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이 책은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기초로 건축·도시 분야 

실무자들과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해설한 가이드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셉테드의 개요, 국내외 

셉테드 제도와 사례, 셉테드 실천 전략 및 적용 방법, 계획요소 기준지침 및 해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과 

공무원 교육 등의 실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 
(2012)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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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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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박태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0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는 1990년 말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에 

돌입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 등장한 교역상의 과제를 

추가 논의함으로써 GATT 설립 이래 가장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가져왔다. 특히 세계 10대 교역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UR 협상의 전망과 의의를 재조명하고, 현안 핵심과제인 

서비스교역, 섬유(MFA), 지적재산권 및 농산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논의하고자 1990년 1월 말 "제1차 UR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자료는 정책협의회 시 발표된 논문과 주제에 대한 토의자들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루과이 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우루과이라운드 : 
의제별 협상의 진전상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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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권재중 외 12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6

오늘날 세계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의 출범과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범세계화 시대’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년 안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우에 따라 후발 개도국들에게 추월당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다. 우리의 경제·사회를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능력 배양과 국내제도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경제발전 및 세계경제질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의 가입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각 위원회별 심사 및 검토대상이 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의과정 및 

내용과 그에 대한 진솔한 평가, 향후 우리가 추진해가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FDI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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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

신인석 외 7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0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닥친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합심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한때 39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외환보유액이 3년 만에 

9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1998년 마이너스 6.7%의 경제성장률에서 

1999년에는 10.7%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률의 회복을 기록하였다.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과거의 비효율적인 면과 

부실요인을 털어버리고, 우리 경제에 진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IMF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금융·외환위기 발발원인과 시기별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이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었는지 모색했다. 또한, 지난 

3년간 IMF 프로그램에 기저를 두고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을 거시경제정책,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분야로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IMF 구제금융사례 연구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전망

에 따른 우리의 대응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Government Measures in the Critical First Six 

Months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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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강준구, 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한 국 은  급 격 한  세 계 경 제  변 화 에  적 극 적 으 로  대 응 하 기  위 해  1 9 9 8 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칠레 FTA가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동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내에서는 칠레와의 FTA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한국산 제품의 수출증가는 

미미할 것이며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칠레 FTA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살펴본 후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동향을 분석하고, 최근 對칠레 무역수지 악화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칠레의 주요 산업: 
농업,수산업,광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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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개 지역연구학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

신흥지역연구의 저변을 확대 및 강화하고 연구 성과물을 교류하고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유수 지역연구학회와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해 오고 있다. 2016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심화와 신흥지역과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주제 하에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신흥국의 주요 싱크탱크 

기관장들을 초청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사회 및 신흥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작년 통합학술회의에는 국내외 지역연구 전문가 및 일반 참가자 

450여명이 참가하였다. ‘제4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는 올해 10월 19부터 

20일 사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 추세분석과 평가

북한인권백서 2017

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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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

김수암, 성기영, 이상근, 최용환 / 통일연구원 / 2016

아직까지 ‘통일준비’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일준비는 목표에 

대한 정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은 통일준비의 법·제도적 기반 확충, 통일준비 인력 양성, 

통일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국내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등을 충실하고 조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이 촉진되어 통일의 시점이 도래했을 때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통일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은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의 가능성과 시기를 둘러싼 주변 

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속에서만 형성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 제도통합을 넘어 사회통합을 원만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식과 대남 호감도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식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주민접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교류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주민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남북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입각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과 

각 부처별 관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 북한주민의 인식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전담부서와 

인력의 배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시점의 통일을 오늘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의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부처들 간의 협력을 통해 교류협력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스템이 취약하다.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와 조정을 주도하는 

부처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통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부가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일준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통일연구원, 2016)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통일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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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이동선, 김상기, 고봉준, 홍민 / 통일연구원 / 2016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발발한 지도 어느덧 25년이 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 물질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핵 기술력은 수소폭탄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 

근접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16년 이후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맹신과 공세적인 핵전략을 바탕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근간인 핵비확산체제 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은 평화롭고 

건설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국방에 투자해야 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갈등도 극복해야만 한다. 북한의 

경우에도 재원을 핵무기 등 국방자원에만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가가 지속적으로 실패화 되는 악순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협조를 주도적으로 견인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와 나아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한다. 핵 없는 한반도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자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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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전병곤, 이석, 박동훈 / 통일연구원 / 2016

본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한 

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북중 정치외교 관계의 경우, 냉전기에 유지되었던 이념 및 혈맹관계가 해체된 

갈등기(1990년대)를 거쳐, 북핵 실험에 따른 정치외교적 소통과 교류가 확대된 협력기(2000년대)를 지난 후, 핵보유 

전략을 고수하는 김정은 정권과 핵심이익을 추구하는 시진핑 정부 간 전략적 이해를 조율하는 조정기에 진입했다.   

북중 사회문화관계의 경우, 1990년대 정치외교적 갈등은 사회문화교류를 약화시켰으며, 2000년대는 정치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사회문화교류도 확대되었지만, 현재는 중앙 차원의 교류 중단과 지방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 유지라는 

조정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는 한중수교 이후 불안정기, 안정화기를 거쳐 북중교역만이 유일한 

전일화기에 진입했다. 그러나 정치관계의 악화(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북중교역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경제관계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향후 북중관계는 북핵문제와 미중관계, 북한의 태도 등에 따라 분야별 협력과 갈등의 사이클이 순환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북중관계의 전개를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방향에서 창의적인 대응을 모색해보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전병곤 외, 통일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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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이상신, 한동호, 임예준, 민태은, 이우태 / 통일연구원 / 2017

『북한인권백서 2017』은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와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백서는 국제인권기준의 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조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각 조약에서 인정되는 개별 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관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북한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7』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196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북한의 공식 문건, 유엔 문서를 포함한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7』은 2016년에 조사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며, 조사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 및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 위주로 수록한다. 북한 

법규의 경우 입수된 것 중 가장 최근 법규를 인용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통일연구원,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통일연구원, 2016)

북한 교화소 
(한동호 외, 통일연구원, 2015)





<KDI-하버드대 공동 연구>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

한국경제 반세기 :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역동과 기회의 한국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Ⅱ) :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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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하버드대 공동 연구>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dward S. Mason, 김만제, Dwight H. Perkins, 김광석, David C. Cole / 

Harvard University Press / 1980

1970년대 우리 경제의 성공적인 시련 극복과 지속적인 고도성장 과정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우리 경제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보고서는 물론 일반 출판물조차 매우 희귀했다. 이에 KDI는 하버드대학교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와 공동으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폭넓게 고찰하는 연구총서를 

기획했다. 프린스턴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브루킹스연구소 등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으나 치열한 경합 끝에 하버드대학교가 파트너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구를 위한 

예산 중 국내 비용은 KDI가 부담하고 외화소요액 약 36만 달러는 USAID가 지원했다.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 연구」는 1945년 해방 후부터 1975년까지 한국 경제·사회 

발전과정의 기반을 과학적·계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작업으로, 한국의 획기적인 

발전과정에 미국 원조가 미친 역할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채택했다.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발간된 10권의 연구총서는 한국경제발전 연구자 및 개발도상국의 

정책당국자, 국제원조기관 등의 필독서로 자리 잡을 만큼 수준 높은 연구로 

평가받았다.

제1차 KDI - Harvard 연구시리즈

1.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Edward S. Mason, 김만제, Dwight H. Perkins, 김광석, David C. Cole
2.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 김광석, Michael Roemer
3. The Developmental Role of the Foreign Sector and Aid / Anne O. Krueger
4. Public Finances During the Korean Modernization Process / Roy Bahl, 김적교, 박종기

5.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1945~1978 / David C. Cole, 박영철

6.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 Leroy P. Jones, 사공일

7.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 Noel F. McGinn, Donald R. Snodgrass, 김영봉, 김신복, 김기영

8.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Robert Repetto, 권태환, 김선웅, 김대영, 
    John E. Sloboda, Peter J. Donaldson
9. Urbanization and Urban Problems / Edwin S. Mills, 송병락

10. Rural Development / 반성환, 문팔용, Dwight H. Perkins

한국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계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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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

김광석, 박준경 공저 / 한국개발연구원 / 1979

KDI는 1977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Edward Denison 박사를 초빙하여 성장요인 

분석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1979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요인」이라는 첫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광석·박준경 박사 공저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생산요소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으로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한국경제의 

성장궤도를 계량적으로 조명한 역작으로서 국내외 학자 및 정책담당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특히 1980년대 초 당시 한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심이 높았던 중국에서 이 보고서를 번역해 공무원 교재로 활용할 

정도였다. 심지어 중국 스포츠 감독의 가방에서 이 보고서의 번역본이 발견될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KDI는 이 보고서의 성장회계 분석방법을 개선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생산요소 투입과 총요소
생산성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경제성장

함께 읽으면 

좋은 책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 1963-1982

Accounting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95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 
197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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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차동세, 김광석 편 / 한국개발연구원 / 1995

1995년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KDI는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담았다. 

과거 유사한 연구들이 경제의 특정 부문에 국한됐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됐던 데 비해 

이 보고서는 광복 이후 전 기간에 걸쳐 북한경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 모든 주요 

부문의 발전과정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보고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연구자, 정책담당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영문판으로 발간됐다. 

보고서 작성에는 KDI 연구진을 포함해 25명의 국내 전문가와 4명의 저명한 미국인 

교수가 참여했다.

광복 이후 50여 년 경제 
전 분야 발전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The Korea Economy 1945-1995 :
 Performance and Vision 

for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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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과 기회의 한국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편 / 대한민국 정부 / 2004

「역동과 기회의 한국」은 KDI 정책연구 용역으로 제작되었다.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보고서로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작업, 성공사례 발굴, 

학계·언론계·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원로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또한 국정과제위원회, T/F 등에 참여한 전문가 약 50여 명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보고서는 총론과 각론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총론에는 참여정부 1년여 간을 

평가하고 국정철학과 운용방향, 참여정부 5년 후의 모습과 중장기 비전이 제시돼 

있다. 각론에는 참여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동북아 경제중심, 노사관계 안정, 시장개혁, 국가균형발전, 

민생안정·복지확충, 정치·행정·사회혁신의 7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사회 
비전과 과제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장기경제사회발전
1977~91년

2011 비전과 과제 : 
열린세상 유연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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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Ⅱ):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유경준 편 / 한국개발연구원 / 2012

KDI는 2011~2012년 성장률 유지와 더불어 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이고, 고용 

자체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2011년 발간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게 탈제조업 단계에 

접어들어, 제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제조업 

고용탄력성의 하락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친화적 세제와 재정정책의 수립 등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및 생활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 발간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보고서에서는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고용과 복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의 상생을 위한 임금체계 확충 등 노동시장 제도의 정비를 제안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끄는 
고용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 1집(창간호) 

노동동향분석 1권 1호(창간호) 

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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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의 제문제 

  한국노동연구원 편 / 한국노동연구원 / 1988

 198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하고 첫 번째로 발간한 연구보고서이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1987년 여름 이후 1988년 봄에 이르기까지의 대규모적인 노사분규의 

발생은 정치·사회적인 민주화과정과 함께 한국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과거의 정치적 질서, 노동정책의 방향 및 노사관계는 일대 전환의 조류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법질서와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의 요구로 나타나게 된다. 

1987년 11월 28일자로 공표된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바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한 

움직임의 하나였다. 그러나 민주화과정과 노동운동의 활성화과정에서 점차 새로운 

요구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으며, 현행법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과 

다시금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게 된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의 어느 것에 대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제기된 논점들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찬반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연구결과물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노동관계법 국제비교 연구(I) 2007 노동법의 쟁점(I) 근로시간제도/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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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박명수 / 한국노동연구원 / 1991

우리나라에서 장기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말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보고서는 향후 10년간(1990~2000년)의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인구성장을 토대로 하여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 전망과 노동력 공급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그림으로써 장기적인 인력수급의 구조적 변화와 인력의 원활한 

수요와 공급을 대비한 인력개발, 고용 등의 제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분석한 연구결과물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전망과 과제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한 
관련제도와의 관계연구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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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 1집(창간호) 

한국노동연구원 편 / 한국노동연구원 / 1989

198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제문제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계와 정책관련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발간한 

정기간행물이다. 당시 노사양측의 근대적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교섭의 

경험도 부족한 탓으로 새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사정간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노동법제, 사회보험, 그리고 분배문제 등에 대하여 이론적 바탕위에서 

엄밀한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우리의 노동문제도 확고한 사회과학적 

기반 위에서 해명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노동동향분석(창간호) 노동리뷰(창간호) 노동정책연구(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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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동향분석 1권 1호
(창간호) 

  한국노동연구원 편 / 한국노동연구원 / 1988

198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하고 국내외의 노동동향에 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노동관련 통계자료를 노사정은 물론 학계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노동정책수립과 

노사의 대화 증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에 기여하고 분기별로 발간한 정기간행물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매월노동동향(창간호) 매월고용동향분석(창간호) 국제노동브리프(창간호)





창의한국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 예술의 힘

상상하다 I : 채움의 문화

상상하다 II : 비움의 문화 

www.kc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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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한국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문화정책 전반의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발간한 

문화정책 전반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연구보고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다양한 현장전문가가 참여한 이 연구보고서는 문화를 국가적 

의제로 삼기 위해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문화적 창조성과 자율성을 

높여갈 수 있는 제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창의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창의한국은 모든 국민을 창의적인 문화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향점을 

가지고 5대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문화와 개인: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와 사회: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와 경제: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문화와 지역: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문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이 그것이다. 창의한국에서 제시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들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문화정책 전반에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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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예술의 힘

2003년 9월부터 약 8개월동안 예술계 및 예술정책 관련 전문가 약 20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예술의 미래를 밝혀갈 폭넓은 예술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연구보고서이다. <창의한국>연구보고서와 같이 '창의성'을 예술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고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증진’,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이라는 4대 기본방향과 함께 14대 역점추진과제를 제안하며 

참여정부의 예술정책의 미래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한눈에 보다 44

상상하다 I: 
채움의 문화

이 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월간 너울>에 실린 

전문가들의 글을 정리하여 10년간의 문화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망하고자 발간한 것이다. 첫 권은 채움의 컨셉을, 둘째 권은 

비움의 컨셉을 담고 있다. 채움의 문화라는 부제를 지닌 첫 권은 도시문화, 소수문화, 

문화관광, 커뮤니티 문화, 일상과 놀이의 문화, 문화교류와 교감, 공간활동의 문화적 

전환,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 책은 행위 주체가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바탕으로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부가적인 기능을 더하는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서 채움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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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다 II: 
비움의 문화 

문화예술인 66인이 함께 미래 사회 상상하고 디자인한 글들을 담은 이 연구보고서는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을 품어 안고,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훙요로운 사회를 디자인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덜어내야하는가를 

이야기한다. 고유 기능을 덜어내면서 문화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 책에서는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의 에세이들도 담고 있다. 딱딱한 

문화정책보고서에서 벗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낸 에세이집같은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1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한 그들의 시각의 놀라움을 보여준다. 





1973년 전국 가족계획 및 출산력조사 –종합 보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제도 연구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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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전국 가족계획 
및 출산력조사 
–종합 보고-

송건용 외 / 가족계획연구원 / 1974

우리나라는 1961년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적정 규모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채택하였고, 1962년부터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가족계획실태조사가 196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조사 내용이 보완, 

발전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1973년에 실시한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인 전국 가족계획 및 출산력조사 

결과보고서로 가족계획과 관련된 임신 및 피임력, 가족계획에 관한 KAP(지식 및 

태도, 실천), 피임 양상 및 인공임신중절, 미혼 여성의 가족계획에 관한 KAP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가족계획사업 추진과 관련 연구 그리고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조사는 2003년부터 사회경제 발전과 정책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그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로 변경하고 가족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매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적정 규모 자녀 출산과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관련 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인구전략과 국가 미래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한눈에 보다49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건강보험 정책 현황과 과제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과정 
비교 연구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제도 연구

이규식 외 5명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985

우리나라는 1977년 7월부터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당연적용방식으로 

실시한 이후 1984년 말 현재 전 인구의 42.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이를 적용하여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의료비 급증과 수진율 증가에 기인한 

의료보험재정 악화, 의료자원 부족과 의료체계 미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 

요인으로 의료보험의 확대 적용이 매우 어려워 이들 미적용 인구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각계에서 제기한 

의료보험의 확대 대안을 모두 검토한 후,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발전 방안을 

다루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는 의료공급이나 의료이용을 포함한 의료체계와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의료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의료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여는데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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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복란 외 5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0

일반적으로 생활보호제도(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또는 2차 사회안전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빈곤 문제의 경우 1차적으로 

사회보험으로 해결하고, 그래도 빈곤한 경우 생활보호제도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한다.

생활보호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지 못하였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인 기틀을 이루었으나 상기 연구가 진행된 1990년까지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인 

국가 목표로 설정한 국가발전전략에 밀려 생활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 여건의 조성이라는 생활보호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수행된 이 연구는 생활보호제도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급여 수준, 전달체계, 재정을 망라한 종합적인 이론서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충급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이 연구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토대가 되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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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강희정 외 5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우리는 의사 개인의 역량과 첨단의 기술적 측면에서만 의료의 질을 이해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질 좋은 의료의 선택을 개인의 능력에 맡기게 된다. 모든 국민이 편차 

없이 좋은 의료를 경험하려면,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가 존중받고 적정한 비용에서 

최선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의 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인식의 변화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변화를 8개 범주(의료효과성, 

환자안전, 적시성, 환자중심성, 의료연계, 효율성, 접근성, 시스템인프라)의 153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시스템 구축의 포괄적 관점에서 

질 향상이 필요한 문제 영역을 확인하고 정책 당국과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보고서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의료시스템 참여자들의 다양한 질 향상 활동을 통합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국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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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여유진 외 9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2016

아 동 기  빈 곤 은  그  영 향 력 과  향 후  파 급 력 이 라 는  측 면 에 서  노 인 빈 곤 , 

청년빈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아동빈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의외로 드물었다. 본 

보고서는 2012년 제정된 아동빈곤예방법에 근거하여 아동빈곤의 실태를 연구한 첫 

번째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보고서에서는 아동빈곤의 최근 추이와 

원인,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그리고 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시설아동의 

생활상과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OECD 아동빈곤 전문가 등이 참석한 아동빈곤포럼(’17. 3. 31.)에서 

발표되었으며, 향후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한국의 아동빈곤 실태와 
아동지원 방안



재정포럼

한국의 재정 60년 : 건전재정의 길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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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조세·재정정책의 전통적인 역할과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이들 정책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 및 제도의 혁신적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의 메커니즘과 재정활동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사·연구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세 및 재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분석, 내부 연구결과의 신속한 전달, 토론회 

및 세미나 내용의 소개, 국내·외 재정동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문가, 일반인, 

그리고 정책당국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정포럼』을 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조세·재정 Brief KIPF 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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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 60년 : 
건전재정의 길

재경회, 예우회 엮음 / 한국조세연구원 기획 / 매일경제신문사 / 2011

전직 고위 경제관료와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참여하여 한국재정사를 한 권으로 

정리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정책수립 배경, 공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써의 역할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지침서다.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역사를 정권을 중심(미군정 및 이승만정부, 

박정희정부,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으로 5개 

시대별로 구분하여 기록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 정부부채, 복지제도, 지방재정, 

공기업, 국회와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향후 한국재정의 미래 과제를 제안하였고,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국세제사(2012) (총5권) 한국 조세정책 50년(1997) (총6권)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한눈에 보다 56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박형수, 박명호, 김학수,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 2012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요구로 향후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세대의 복지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

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조달방안

이 필요하다.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

목을 설치하는 등의 증세정책도 있지만, 세원(tax base)을 넓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도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세원 변화와 이에 따른 조세수입 변화 자체를 전망해 보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미시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거시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과거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기간세목의 세수 변동을 

세제 요인과 과세베이스 요인으로 분해한 후 각 요인별 세수 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

석을 시도하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
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1)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201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2009)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한눈에 보다57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이은경,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본 연구는 분야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와 선호 결정요인, 그리고 정부지출의 소득분

위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야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 조사결과, 우리 국민들은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고, 국방, 문화예술, 정부행정 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았다.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수준, 정치적 성

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선호 결정은 본인에게의 순 혜택(경제적 이유)과 개

인의 신념 및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지출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높고 실제로도 복지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

책당국은 복지지출 증대를 통해 소득불평등 개선을 추구한다. 복지지출의 소득분위

별 귀착 분석결과, 소득 1분위에 복지 혜택이 집중된 반면, 2~5분위에서는 별다른 차

이를 발견하지 못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발견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

는 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복지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

을 차등화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늘리는 선택적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경기불황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015)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2011)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방안 연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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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박한준, 하태욱, 김윤승, 유승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3

청년고용 경색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취업선호도는 계속 상승하면서, 공공기

관 채용과정 및 채용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은 하향세를 나타내며 

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채용기준이 스펙과 서류전형에 편중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공공기관 채용여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관리체계상 제도적으로 

인력증원의 한계가 있으며, 급격한 인력증원은 경영효율화와 서로 상충적이며 방만한 

경영이라는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첫째, 공공기관 인력관리제도와 기관의 인력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신규채용 관련 정책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역량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여 

스펙 초월 채용을 위한 인력선발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

정성, 형평성 확보를 통한 국민신뢰 기반 강화를 위해서 정실적인 채용을 근절할 수 있

는 제도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2016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2016 공공기관 현황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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