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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간 협력 실태 파악을 위한 국제세미나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도시 협력 모델의 모색 –
draft

 주최 : 재단법인 여시재
 취지
 동북아 경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간 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금융, 에너지 분야 협력모델을 모색
 개최 목적
• 동북아 경제협력의 심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들을 발굴
• 경제협력의 주체로서 동북아 도시들이 추진할 수 있는 협력분야의 구체화
 개요
 일시 : 2017 년 8 월 31 일(목)~9 월 2 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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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일정은 별첨 참조

 예상 산출물
•
각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안
 산출물 활용방안
• 세미나 개최 정보 여시재 홈페이지 게재
•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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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연방대학교
도시연구및조경디자인연구실장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 에너지연구원
가스수출국 포럼 에너지 경제 및
예측부 부장

<별첨>
세미나 프로그램 (안)
1 일차 : 8 월 31 일(목)
15:30 ~ 16:00

개회식
개회인사 :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

16:00 ~ 17:50

세션 1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도시
(a)
경제성장의 중심으로서의 도시
(b)
도시간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사회 : 황세희, 여시재 동북아협력팀
발표 :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본부장
[북극항로 개방과 도시 협력 : 강원도와 동북아 도시 성장의 가능성]
토론 : 유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산업지원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주무관 (TBD)
비아체슬라프 가브릴로프, 극동연방대 교수

18:00 ~ 20:00

만찬
만찬사 : 최문순 강원도지사

2 일차 : 9 월 1 일(금)
10:00 ~ 12:00

세션 2 지역개발을 위한 금융협력
(a) 지역개발 금융 협력 연구 성과 발표
(b) 동북아 도시 발전과 개발협력의 과제
사회 : 황세희, 여시재 동북아협력팀
발표 : 이용욱, 고려대 교수
[지역 금융협력의 담론 제시]
카와이 마사히로, 도쿄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대표이사
[동북아 개발협력과 지역금융]
토론 :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인나 나우모바, 극동연방대 교수

12:00 ~ 13:20

오찬

13:20 ~ 15:00

세션 3 금융협력방안의 구체화
(a)
동북아 지역금융협력을 위한 제안 선정
사회 : 아키야마 마사히로, 전 도쿄재단 이사장
발표 : 박선영, 카이스트 교수
[동북아 지역금융협력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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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카와이 마사히로, 도쿄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대표이사
키쿠치 요나, 일본국제포럼

15:30 ~ 18:00

자유시간

3 일차 : 9 월 2 일(토)
09:30 ~ 10:50

세션 4 에너지 협력과 동북아 도시: 변화된 정세 속의 에너지 협력
(a)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략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b) 에너지 협력을 위한 소비자 협의체 구축의 가능성
사회 : 이정하, 여시재 동북아협력팀
발표: 김연규, 한양대 교수
[Russia LNG vs. US LNG: Implications for Natural Gas/LNG

Market in Asia]
드미트리 소콜로프, 가스수출국 포럼
[Energy and Natural Gas Outlook for Northeast Asia]
토론 : 핫타 타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장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0:50 ~ 11:10

휴식

11:10 ~ 12:30

세션 5 에너지 협력 방안의 구체화
(a)
에너지 스팟 마켓에 대한 각국의 입장(싱가포르를 중심으로)
(b)
에너지 스팟 마켓 실현을 위한 공동 제안 선정
사회 : 신범식, 서울대 교수
발표 : 틸락 K. 도시, 싱가포르 국립대 에너지연구원
[싱가포르의 에너지 스팟 마켓 현황]
안상욱, 부경대 교수
[Failure of Korean LNG Trading Hub Initiative: Lack of regional
cooperations]
토론 : 핫타 타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장
권원순, 한국외국어대 교수

12:30 ~ 14:00

오찬

14:00 ~ 15:50

세션 6 경제자유화와 도시간 협력
(a) 경제자유화와 도시간 협력 연구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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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용욱 고려대 교수
발표 : 우병원 한국외대 교수/ 홍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도시간 협력을 위한 협력의 매커니즘]
다이 니효, 아시아성장연구소 연구부장
[도시간 협력의 선행 사례 : 동아시아경제 촉진기구 (OEAED)의
성과와 과제]
토론 : 김영식, 강릉원주대 교수
황명호, 산동성표준화연구원
바딤 아쿨렌코, 극동연방대 교수

15:50 ~ 16:10
16:10 ~ 17:40

휴식
세션 7 도시 협력 방안의 구체화
(a)
동북아 도시간 협력을 위한 제안
사회 : 황세희 여시재 동북아협력팀
발표 : 박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도시간 협력의 실제: 성과와 확산의 가능성]
토론 : 핫타 타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장
김부용 인천대 교수
알레씨오 루써, 극동연방대 교수

17:40 ~ 18:00

18:00 ~ 20:00

폐회

만찬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