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학회 I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I 중국지역학회 I 한국동남아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I 한국동북아학회 I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한국몽골학회 I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I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 I 한국인도사회연구학회 I 한국중동학회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I 한중사회과학학회 I 현대중국학회

모시는 글 | Welcome Message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국내 지역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세계 지역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신흥국과의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통합학술대회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신흥국의 대응’ (The Changing U.S.-China Relationship and Responses of
Emerging Economies in the Post-Covid-19 Era)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인류는 전례 없는 코로나 19 상황을 겪었지만, 빠른 속도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악화에 더해 미중경쟁의 심화로
신흥국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KAAS 2021)에서는 신흥지역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흥국이 처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 참가자를 모시지
못하지만,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Fri

Fri

프로그램 2021. 10. 8

분과세션 2021. 10. 8

프로그램

분과세션 프로그램

08:30~09:00

등록

09:00~09:50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세션

개막식 [컨퍼런스홀A+F]

●

10:00 ~
12:00

좌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패널: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이철호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원 부산일보 논설실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개회사: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

축 사: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

인사말: 송치웅 국제지역학회 학회장

좌장: 송치웅(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인사말: 원동욱 현대중국학회 학회장

1. COVID-19와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과 변화: 발표: 신범철(경기대학교)
대북 시사점
토론: 송치웅(과학기술정책연구원)

[컨퍼런스홀A+F]

* 성명 가나다 순

* 성명 가나다 순

09:50~10:00

10:00 ~
국제지역학회 2. 중
 국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로 살펴본 발표: 김동수(산업연구원)
12:00
공급망 분석
토론: 안기돈(충남대학교)

Coffee Break

3. 아
 세안의 국제규범 지역화 과정과 한계 : 여성· 발표: 박민정(숙명여자대학교)
평화·안보(WPS) 규범을 중심으로
토론: 김지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과세션 (동시 진행)

대외경제
10:00~12:00

정책연구원

세션1

세션2

[컨퍼런스홀D] [컨퍼런스홀C]

세션
[컨퍼런스홀A+F] 국제지역학회

중국지역학회

세션3

세션4

세션5

세션6

[회의실1+2]

[회의실3+4]

[회의실6+7]

[회의실8+9]

아시아중동부
유럽학회

한국몽골학회

한국라틴

한국동남아

아메리카학회

학회

좌장: 양갑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한
 국과 중국의 탄소 중립과 대기오염 관리 정책
비교와 미래 방안

세션1
12:00~13:00

점심
[컨퍼런스홀D]

13:00~15:00

한국동북아

한중사회과학

한국슬라브·

경제학회

학회

유라시아학회

15:00~15:30

15:30~17:30

13:00 ~
15:00

한국동북아
경제학회

브라질학회

연구학회

Coffee Break
한국동북아
학회

현대중국학회

한국유라시아
학회

한국중동학회

학문후속

학문후속

세대 I

세대 II

토론: 유자영(한남대학교)

2.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tion 발표: 유염봉(중앙대학교)
이충배(중앙대학교)
Choice of OFDI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토론: 오대원(서강대학교)
발표: P.Oyungerel(몽골연구소)
3. C
 OVID-19 상황에서의 한·몽 방역·보건 협력
토론: Chinbat Baasankhuu
정책에 관한 연구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교)

한국아프리카 한국포르투갈· 한국인도사회
학회

발표: 김정인(중앙대학교)
안대한(교토대학교)

4.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딜레마: 추진과 발표: 유희복(성신여자대학교)
폐기의 기로에서
토론: 이홍규(동서대학교)
좌장: 이헌경(동아대학교)
1. 포
 스트 코로나시대 미중 관계와 디커플링 전망 : 발표: 김영준(경상국립대학교)
미국 여론을 중심으로
토론: 나용우(통일연구원)
15:30 ~
17:30

한국동북아
학회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 경쟁과 한중관계

발표: 김상규(한양대학교)
토론: 김진호(단국대학교)

3.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발표: 홍석훈(창원대학교)
정세
토론: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02

03

Fri

Fri

분과세션 2021. 10. 8

분과세션 2021. 10. 8

좌장: 이장원(충북대학교)

좌장: 김성환(한국외국어대학교)

1. 탈냉전기 대만 진먼다오의 평화 지향의 장소 발표: 김수한(인천연구원)
마케팅
토론: 장영희(성균중국연구소)

1. 포스트 코로나, 국제관계 변화와 동유럽 생존 발표: 김철민(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 키워드
토론: 계동준(대전대학교)

10:00 ~
중국지역학회
12:00
2.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의존성 분석

세션2
[컨퍼런스홀C]

토론: 장정재(부산연구원)

10:00 ~ 아시아중동부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변화양상과 우크 발표: 우준모(선문대학교)
12:00
유럽학회
라이나의 국가진로
토론: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3. 양안 군사충돌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표: 신원우(한양대학교)
양안 경제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토론: 김인식(전주대학교)

3. 위
 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헝가리의 변화와 발표: 이상동(한국외국어대학교)
대응 전략
토론: 박태성(부산외국어대학교)

좌장: 구기보(숭실대학교)

좌장: 정재원(국민대학교)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환경안보 경쟁과 협력: 발표: 이재영(통일연구원)
기후변화 외교와 환경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토론: 김인식(전주대학교)
정치경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러시아의 발표: 강윤희(국민대학교)
대응
토론: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표: 남대엽(계명대학교)

13:00 ~ 한중사회과학
15:00
학회
2. 미
 중간 경제안보 전쟁과 향후 전망(안) -기술 발표: 박승찬(용인대학교)
탈동조화를 중심으로
토론: 김현수(충남대학교)
3. 미중 패권 경쟁과 신흥국 정치경제 질서 진단

발표: 이치훈(국제금융센터)
토론: 이재준(서울대학교)

[회의실1+2]

13:00 ~
15:00

한국
2. 다
 극화된 중앙아시아 국제질서 속 카자흐스탄 발표: 이지은(한국외국어대학교)
슬라브·
대외정책의
향방 : ‘대외정책개념 2020-2030’을
유라시아학회
토론: 정세진(한양대학교)
중심으로
3. 미
 국의 가스 수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 발표: 성진석(한국외국어대학교)
시장의 환경 변화
토론: 김효섭(서울대학교)

좌장: 원동욱(동아대학교)

좌장: 주장환(한신대학교)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탄소중립 목표: 발표: 이현우(한국환경연구원)
과정, 쟁점, 전망
토론: 이왕휘(아주대학교)

1. 미국의 대러 및 대중 제재에 대한 러시아와 발표: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 경제협력 분석 - 교역, 투자, 에너지,
토론: 김선래(한국외국어대학교)
금융,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

15:30 ~
발표: 서봉교(동덕여자대학교)
현대중국학회 2. 핀테크와 빅테크, 규제정책 변화에 대한 디지털
17:30
금융환경의 분석과 시사점
토론: 김부용(인천대학교)
3. 포
 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보건안보 경쟁과 협력: 발표: 이재영(통일연구원)
백신외교와 바이오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치
토론: 차창훈(부산대학교)
경제

04

세션3

15:30 ~ 한국유라시아
17:30
학회
2. 러-일 관계의 협력과 갈등 메커니즘 -전략적 발표: 염동호(한신대학교)
상호작용의 관점에서토론: 제성훈(한국외국어대학교)
3. 미
 중 경쟁시대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 전환 발표: 이민규(서울연구원)
요인 분석
토론: 박상남(한신대학교)

05

Fri

Fri

분과세션 2021. 10. 8

분과세션 2021. 10. 8

좌장: 임상래(부산외국어대학교)

좌장: 송병구(단국대학교)
발표: Lkhagvadorj Dolgormaa

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브라질의 선택: 5G를 발표: 최금좌(한국외국어대학교)
중심으로
토론: 오삼교(위덕대학교)

(단국대학교)
1. 미-중 갈등과 최근 몽골의 지역협력정책에
나타나는 변화
토론: Gantumur Munkhnasan
(한국외국어대학교)

10:00 ~
한국라틴
12:00 아메리카학회 2. 코로나 시대의 멕시코 관광산업

10:00 ~
한국몽골학회
12:00
2. 후렐수흐 몽골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와 전망 - 발표: 이대학(한국외국어대학교)
대중국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 강준영(단국대학교)
3. 미
 국과 몽골의 협력 관계 전망 -MCC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Chinzorigt Narantsetseg
(단국대학교)

좌장: 권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이평래(한국외국어대학교)

[회의실3+4]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과 미국의 아프리카 발표: 서상현(포스코경영연구원)
경제 영향력 전망
토론: 황규득(한국외국어대학교)
13:00 ~ 한국아프리카
2. 포
 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국가 사례연구 : 발표: 신동민(외교부)
15:00
학회
서방제재와 중국에의 경사, 짐바브웨
토론: 김수원(한국외국어대학교)

세션5

한국포르
13:00 ~
투갈·브라질
15:00
학회

[회의실6+7]

1.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친미·반중 외교 발표: 정호윤(부경대학교)
노선 결정요인 분석: 외교정책결정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토론: 김영철(부산외국어대학교)
2. T
 he Effects of the U.S.-China Trade War 발표: 홍성우(대외경제정책연구원)
on International Trade: A Brazilian Case
토론: 오성주(포스코경영연구원)
3. 공
 공외교와 기업외교: 라틴아메리카에서 기업 발표: 조희문(한국외국어대학교)
CSR의 확대 적용
토론: 김영석(계명대학교)

3. 아
 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 19에 관한 인식과 발표: 안 신(배제대학교)
대응: 종교학적 관점에서
토론: 김계리(한국외국어대학교)

좌장: 남수중(공주대학교)

좌장: 정상률(명지대학교)
1.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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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경제 충격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 김은비(국방대학교)

발표: Lu Guimin(공주대학교)
토론: 이가연(숭실대학교)

토론: 백승훈(한국외국어대학교)

15:30 ~
한국중동학회 2. JCPOA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 발표: 이성수(동서대학교)
17:30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란핵 문제에 대한 구성
토론: 김중관(동국대학교)
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3.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과 이라크의 선택

토론: 서지현(부경대학교)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관계와 중남미 지역 발표: 김유경(전북대학교)
거버넌스
토론: 강정원(성균관대학교)

좌장: 박정경(한국외국어대학교)
세션4

발표: 오인혜(전북대학교)

발표: 남옥정(단국대학교 GCC연구소)
토론: 김강석(한국외국어대학교)

15:30 ~
17:30

학문
후속세대 I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중남 발표: 김은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미의 대응 : 중국의 공세적 변화와 약소국의
인식전환에 따른 헤징전략을 바탕으로
토론: 손혜현(국립외교원)
3. 포스트 코로나와 중국의 대중남미 대외원조 정책 : 발표: 연정화(전북대학교)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토론: 이태혁(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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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주요 이력 및 인사말

좌장: 김형준(강원대학교)
1. 미
 중 패권경쟁 속 싱가포르-코로나 이전과 발표: 김종호(서강대학교)
이후
토론: 강민지(싱가포르국립대학교)
10:00 ~
12:00

한국동남아
학회

좌장: 백좌흠(경상대학교)

[회의실8+9]

前)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2. 2
 022 필리핀 대선 전망: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발표: 엄은희(서울대학교)
국내외 정치 변화를 중심으로
토론: 김동엽(부산외국어대학교)
3. 코
 로나19 위기와 쿠데타 정국 미얀마를 둘러 발표: 김희숙(전북대학교)
싼 미중관계
토론: 홍문숙(부산외국어대학교)

세션6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위원)

1. 코로나19 재난과 모디 정부에서의 인도 민주 발표: 이광수(부산외국어대학교)
주의 위기
토론: 김경학(전남대학교)
13:00 ~ 한국인도사회
2. 네
 팔-인도 국경분쟁: 칼라파니(Kalapani) 사태를 발표: 박정석(목포대학교)
15:00
연구학회
중심으로
토론: 김태형(숭실대학교)
3. COVID-19와 인도 지방 정부의 역할

발표: 김미수(한국외국어대학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객원 연구원

국제지역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ea Studies

송치웅

1996년 출범한 국제지역학회는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지역학회는 정치, 외교, 경제 및 지역
등을 주제로 한 글로벌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혁신 및 디지털 기술 등을 주제로 한 선도적 연구들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지역학회는 앞으로도 사회과학, 인문학 및 공학 분야의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
글로벌 연구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토론: 최윤정(세종연구소)

좌장: 장용규(한국외국어대학교)
1. 미-중 관계 변화에 따른 몽골의 외교노선 변화 발표: 김희경(외교부)
기조 분석
토론: 류병재(단국대학교)
15:30 ~
17:30

학문
후속세대 II

2. 중
 견국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의 첨단무기 및 발표: 허창배(한양대학교)
기술 이전 전략
토론: 현승수(통일연구원)
3. 미-중 관계 변화에 따른 이스라엘-중동 관계

발표: 김영빈(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토론: 이수진(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학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소장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Asian Association of Central & Eastern Europea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김성환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동부유럽과 발칸 국가들의 어문학과 지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해당 지역은 국가에 따라 친/반미, 친/반중, 중립 등 다양한 대외정책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첨예해지는 미중 대립의 여파에 대처하는 중·동부유럽과 발칸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 정책은 국제사회 및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를
통해 시의적절한 국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매년 펼쳐주시는 KIEP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도 항상 그래 왔듯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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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주요 이력 및 인사말

現) 국립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現)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1세기정치학회 편집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s of Korea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장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국립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The Northeast Asia Economic Association of Korea

남수중

2014년 창립된 중국지역학회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한국동북아경제학회는 1988년 창립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추구해 왔습니다. 2021년 우리 학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학문적 성과를 발표, 토론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입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동북아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중국 및 동아시아의 다양한 불확실성과 변화를 핵심 연구 주제로 삼고

경제연구』를 30여 년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KIEP와의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는 아세안국가의 대(對)중국 경제의존과 전략경쟁시대에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팬데믹 이후의 동북아시아 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새롭게 주목되는 양안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연구의 발전을 위해 매년 많은 지원을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통합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동북아경제학회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에

아끼지 않는 KIEP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現)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現)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공공외교 지원 TF 자문위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Universitas Negeri Semarang 방문교수

前) 단국대학교 학생처장, 사회봉사단장

前)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원 원장

한국동남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통일부 자체성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형준

한국동북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a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김형수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1991년 창설되어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국동남아학회는

1996년 창립 이래 “세계를 향한 동북아지역학의 중심”을 지향해 온 한국동북아학회(KNEA)는 2021년 창립 ‘25주년,

동남아 관련 국내외 연구를 선도함과 동시에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 증진에 일조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논총 1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동북아학회는 동북아 지역 정세와 세계질서를 조망하고 국내의 정치·

대한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전망에 관한 학회 회원의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 연구자와 공유함

행정, 경제·통상, 사회·문화, 군사·외교를 아우르는 사회과학 제반 영역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1년

으로써 범지구적 차원에서 팬데믹 현상을 비교·분석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유수 지역연구

KIEP의 제8회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는 미중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미중 전략 경쟁 구도의

학술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연구 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망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외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AC) 시대의 국가전략 수립에 조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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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現)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미주대학 학장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원장

前)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멕시코국립대학교(UNAM) 중남미학 박사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학부

임상래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Eurasian Studies

박혜경

중남미는 33개국, 6.5억 명의 인구를 가진 기회의 대륙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는 1985년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전통적인 무역 흑자 지역이며 투자와 교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대륙입니다. 또 1960년대 초 우리나라와 수교 이래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국내 대표적인 지역연구 학회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30주년이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중심의

되는 2021년은 러시아 및 슬라브 유라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외교와 교역에서 탈피해 관계를 보다 다각화해야 한다면 라틴아메리카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남미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를 통해 다양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 남방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신외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통합학술대회가 바로 이런

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그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現) 영남대학교 음악과 교수
몽골대통령배 세계마두금대회 심사위원

現) 한국아프리카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위원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대구광역시 문화재 위원

한국몽골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Mongolian Studies

영남대학교 음악과

박소현

한국아프리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장용규

(사)한국몽골학회는 1990년 한국과 몽골의 수교와 더불어 창립된 한국을 대표하는 몽골학 연구 학술단체입니다. 30여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년 동안 세계적으로 몽골학 분야를 선도(先導)하는 연구단체를 표방하며, 신북방 시대의 성공적인 세계화 전략을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일 듯한 지금,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구축하고 뉴노마디즘의 패러다임 모델을 구상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지구적 대응을 학술대회 주제로 선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몽골의 미·중 관계와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

올해에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통합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결정

하고자 합니다. KIEP-지역연구학회 통합 포럼에서 연구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성과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통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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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선임연구위원)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이란 연구센터장

前) 서울시 도시외교자문단 자문위원

경찰청 국가위기협상 통역위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유라시아학회

법무무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n Association for Eurasian Studies

박정호

한국중동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유달승

한국유라시아학회는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 등의 국내외 지역 연구자들로 구성된 2021 KIEP 신흥

한국중동학회는 1979년 동아시아 최초로 중동학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학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 “미중 경쟁 시대의 유라시아 질서”라는 주제 아래 러중 경제관계의 성격, 러일 관계의

한국 중동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론적, 학문적,

협력과 갈등 메커니즘, 호주의 중견국 외교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한 심층 분석과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커다란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준비위원회의 많은

이번 행사가 미중 전략경쟁과 산업 대전환의 시기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폭넓은 논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담론과 성과가 우리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와 관련 지역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회장

現)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한·중남미협회(KCLAC) 사무총장

BK21플러스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혁신인재 교육연구단장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남미/미주팀장(연구위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장

한국인도사회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Indian Social Science Research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김경학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uso-Brazilia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권기수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코로나-19시대에 신흥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2004년 출범한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는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4개 대륙을 연구 무대로 활동하는 작지만

정치·경제적 양상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KIEP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논하기는

강한, 강소(强小) 학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번 통합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신흥국이 전 지구적

이른 감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생태계의 파괴 등을 생각할 때 늘 코로나 시대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사구시적 지혜를 탐색하기를 기대합니다.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위기의 시대에 인도를 포함한 신흥지역 사회가 직면한 위기들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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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학장
前) 숭실대학교 지역특화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장
숭실대학교 어학교육원장

한중사회과학학회
The Korean-Chinese Association of Social Science Studies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구기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상이 잠시 멈추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도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본 학술대회가 발표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그 길을 모색해보는 장이 되길 바라며, 본 학술대회를 주최해주신 KIEP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現) 동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현대중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China Studies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중국학과

원동욱

현대중국학회는 학제간 연구에 기초한 중국학 연구자들의 유일무이한 학회로서, 올해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 가운데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신해혁명 110주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학 연구자
들의 활발한 학술활동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와 신흥국”이라는 주제 아래 탄소중립, 디지털 금융, 보건안보 분야와 관련한 최근 논의와 쟁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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