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
-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 Peace and Prosperity: Towards a Cooperative Future in Northeast Asia

2018.10.10.(수) 09:00 - 17:00
포시즌스호텔(광화문), 누리볼룸(6층)
주 최 Ⅰ GTI 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관 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모시는 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2018년 10월 10일(수)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부제: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는 ADB, AIIB, GIZ, GTI, UNESCAP 등 (준)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내외 저명 연구진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GTI 회원국의 국가발전정책을 연계한
초국경 다자협력, 동북아시아 개발협력 재원 마련, GTI 미래발전방향 등 분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아울러 정부 고위인사, 학계
및 연구기관 통일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가간 초국경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와 학계는 물론 주한외교사절과 국내외 언론인들께서도 부디 참석하셔서 초국경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상생공영을 논의하는 소중한 장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8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영

프로그램
09:00 - 09:20 참가자 등록 / VIP Tea Time
09:20 - 09:45

개회식

사회Ⅰ 임소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개회사

Baajiikhuu Tuguldur GTI 사무국장

환영사

송영길 국
 회의원(4선),
前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現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허 장 기
 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축

기조발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사

신북방정책 소개 및 협력 방안

09:45~09:55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그리고 GTI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간사위원

09:55~10:00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제 1세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사회Ⅰ백준기 통일교육원 원장

10:00 - 11:40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한국Ⅰ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러시아Ⅰ Viktor Lar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

아태연구센터장

중국 창지투 선도지구 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중국Ⅰ Liang Xuyan 중국국제무역학회(CAIT) 주임

한반도-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 개발 과제

한국Ⅰ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토

론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Yu Miao 중국 상무부 처장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11:40 - 13:00 오

찬

제 2세션

초국경 다자협력 추진 방법과 미래

사회Ⅰ성원용 인천대 교수

13:00 - 14:30 환동해 크루즈 개발과 초국경 관광

제 3세션

한국Ⅰ 심상진 경기대 교수

동북아 지역개발과 나진항의 물류 허브로서의 발전 전망

한국Ⅰ 이성우 KMI 물류 본부장

동북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몽골의 역할

몽골Ⅰ Enkhbaigali

Byambasuren
몽골전략연구원 원장

초국경인프라: 각국의 교통·에너지 구상

한국Ⅰ 남상민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대표 대행

토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Batkhuu Idesh 몽골 재정부 국장
Evegeny GUSHCHIN 러시아무역아카데미(RFTA) 연구위원

론

국제기구와 동북아 개발 재원 마련, 그리고 비회원국 지원

14:30 - 15:30 동북아 지역의 개발재원 수요: MDB의 선택과 역할

사회Ⅰ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Ⅰ 김철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 부소장

AIIB의 동북아 개발투자와 GTI

한국Ⅰ 유재훈 AIIB 수석보좌관

토

Georgy Toloraya 러
 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분과

론

아시아전략센터장
김기상 수출입은행 팀장

15:30 - 15:50 Coffee Break

제 4세션

GTI 미래 발전 방향 모색

사회Ⅰ이정철 숭실대 교수

15:50 - 16:50 GTI 국제기구 전환, 회원국 확대의 필요성

16:50 - 17:00

몽골Ⅰ B
 aajiikhuu Tuguldur GTI 사무국장

GTI 협력의 쟁점과 새로운 개발협력의 가능성

한국Ⅰ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Korshunova Natalia 유나이티드 그레인 컴퍼니 수석고문
이상희 기획재정부 과장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론

종합평가 및 폐회

Baajiikhuu Tuguldur GTI 사무국장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진행

•원할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10월 7일(일) 까지 참가신청메일로 사전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은 등록기한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오찬이 제공됩니다.
•주차권은 행사당일 행사 안내데스크(6F)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

참가신청: seminar@kiep.go.kr

오시는 길
해치마당

KT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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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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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광화문역(세종문화회관)

포시즌스 호텔 서울

스타벅스

현대해상 본사

주한호주
대사관

이순신장군
동상

주한오스트리아
대사관

교보생명
빌딩
더플레이스
세종대로 사거리

포시즌스 호텔 서울 누리볼룸(6층)

행사안내 및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7

포시즌스 호텔 서울

지하철 이용시
5호선 광화문역(세종문화회관) : 7번 출구 (약 3분 도보)

Tel : 02-6388-5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el : 044-414-1084

Email : jkrhee@kie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