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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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의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인 담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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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인 동시에 KIEP의 개원 30주년이

30th Anniversary Seminar of
Korea-Russia Diplomatic Relations

기도 합니다. 그동안 KIEP 신북방경제실의 러시아·유라시아팀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
증진과 신북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선도적인 정책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경제권
과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연구성과
•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2020)
•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2019)
•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한·러 협력방안(2019)
•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2019)
•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2018)
•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2017)
•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협 확대방안(2016)
•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2016)
•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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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프로그램
시간

행사내용

시간

행사내용

12월 16일(수)
09:20-09:50

12월 17일(목)

참가자 등록

4세션 한-러 관계 30주년 평가: 사회·문화·역사 분야
개회식

“한-러 사회·문화 관계 30주년 주요 성과와 과제”

사회: 정민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개회사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축 사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알렉산더 크루티코프(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
안드레이 쿨릭(주한 러시아 대사)
박복영(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권구훈(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수훈(전 주일 대사,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09:50-10:30

10:30-10:40

사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기조발표

함영준(단국대학교 교수)

주제발제 및
패널토론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유학수(선문대학교 교수)
우평균(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남 완(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10:30-12:10

오찬

12:10-14:10

5세션 한-러 관계 2.0시대 협력 방향과 과제: 에너지, 북극, 디지털 협력
사회: 김석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Coffee Break)
1세션(라운드테이블) 한-러 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사회: 김석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동안 한-러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 경제의

10:40-12:20

주제발제 및
패널토론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오찬

12:20-14:20

심화해 왔습니다.

사회: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모색하기 위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기조발표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주제발제 및
패널토론

엄구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상남(한신대학교 교수)
신범식(서울대학교 교수)
유영철(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4:20-16:00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고 다짐했던 제주도에서 양국의 새로운
미래 협력 30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16:00-16:20

휴식
3세션 한-러 관계 30주년 평가: 경제 분야

이번 세미나가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한-러 경제 관계 30주년 주요 성과와 과제”

기대하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사회: 정여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합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주제발제 및
패널토론

15:50-16:10

휴식

6세션 한-러 미래 협력 방향과 과제: 극동개발, 남북러 협력
사회: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한-러 정치·외교·안보 관계 30주년 주요 성과와 과제”

어려움 속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러 관계를 돌아보고 미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4:10-15:50

2세션 한-러 관계 30주년 평가: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라는

특히 30년 전 한-러 정상이 만나 지난 시기의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정빈(전 외교부 장관)
정태익(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전 주러시아 대사)
안재학(전 삼성전자 러시아CIS총괄 사장)
조광래(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기조발표

이상준(국민대학교 교수)

주제발제 및
패널토론

김영진(한양대학교 교수)
성원용(인천대학교 교수)
이종문(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윤석호(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장)
파벨 레샤코프(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

16:20-18:00

권원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성규(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진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변현섭(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무관)
김규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센터장)
정민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6:10-17:50

17:50-18:00

주제발제 및
패널토론

강태호(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
미하일 리(러시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한국대표)
최준식(C&K 그룹대표, 칼루가주정부 대표자문역)
현승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장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