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지역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12개 학회와 ‘글로벌 경제질

Conference)’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2014년 제1회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와 신흥지역의 재평가’에 이
어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 유수의 지역연구학회와 연구성과 공유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신흥지역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정부의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연구 방향을 모
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유라시아의 부상 및 주요국의 전략’과 같은 특별세션을 필두로 주요

기조연설: 오치르바트(Ochirbat Punsalmaa) 몽골 초대 대통령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유라시아의 부상과 주요국 대외전략
- 사회: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중국: 센 빙(Shen Bing)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부소장
- 러시아: 티모페이보르다체브(Timofey Bordachev) 고등경제대학(HSE) 국제관계연구소소장
- 인도: 라잣 카투리아(Rajat Kathuria) 인도국제경제관계연구원(ICRIER) 원장
- 몽골: 다쉬도르지(Dashdorj Luvsandash ) 현 몽골 대통령 경제수석
(※한영, 한몽 동시통역 제공)
오찬(일반 참가자 도시락 제공)
KIEP
현대중국학회
·

서의 재편과 신흥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2~23일 ‘제 2회 2015 KIEP 신흥지역연
구 통합학술회의(2015 KAAS Conference - KIEP and Associations of Area Studies

12:00 - 13:30

신흥지역의 경제이슈에 대한 KIEP과 학계 지역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3:30 - 15:30

년지역별주요이슈와전망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정치

2016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30 - 15:50

- 다
□ 대

음-

상: 정부부처․공공기관, 기업, 대학, 학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 날

15:50 - 18:00

경제적 이해
Coffee Break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공동주관: 동유럽발칸연구소

한중사회과학학회

한국 포르투갈 브라질 학회

비셰그라드 그룹-한국 관계
발전 전망

한·중협력의 新과제와 新도전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
브라질

짜: 2015년 10월 22일(목)~23일(금)

학회별 만찬

18:00 - 19:30

□ 장

소: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중구 소월로 소재)

□ 주

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23(

□ 공 동 주 최: 12개 지역연구학회

금)

10:00 - 12:00

※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한국몽골학회, 한국슬라브·유라
시아학회, 한국아프리카 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 한국인도사회연구학회, 한국중동학회, 한중사회과학학

12:00 - 13:30

회,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현대중국학회(*가나다 순)
13:30- 15:30

□ 참 가 비: 무료

목

09:30 - 12:00

러시아의

경제 위기 해결

일차 기조 세션: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과 신흥지역의 미래’
·개회사: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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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연구원
한국인도사회연구회

중동 정치현안과

글로벌 시대

방안과 지역 개발 정책

중동 경제질서 재편

인도사회경제의 변화

한국몽골학회

오찬(일반 참가자 도시락 제공)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

아프리카 안보와

서방 제재 하의 러시아:

경제협력 방안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제 경제

질서와

15:30 - 15:50

Coffee Break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2일 소요 프로그램
10.22( )

한국 슬라브·유라시아 학회

몽골의 대외 전략

☐ 프로그램

일차
한국중동학회
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주니어 세션: KEEP 프로젝트

15:50 - 18:00
동북아경제와 한반도

글로벌 경제위기와
라틴아메리카의 대응

폐회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시세션으로 진행

18:00 -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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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팀 발표

□

신청절차

ㆍ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onoffmix.com/event/54903)에서 참여하기 버튼 클릭
* 입력항목에서 10월 22일(목), 23일(금) 중 참여하고자 하는 세션 선택
(중복 선택 가능)
ㆍ 문의: 2015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사무국
(☏ 070-8610-1284, ✉kiep@impkorea.com)
ㆍ 신청마감: 2015년 10월 20일(화), 오후 6시 까지(인원 충원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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