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
2021.09.27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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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주최: 대한민국 외교부
◼ 공동주관
- 한국측: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엄구호), 유라시아정책연구원(원장 고재남),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
- 러시아측: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회장 Igor Ivanov)
◼ 회의 언어: 한-러 동시통역 (김나자,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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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차 세미나 개요

◼ 개최일시: 2021.9.30.(목) 16:00-21:00 (모스크바 시각 10:00-15:00)
◼ 개최장소: 국립외교원 2층 KNDA Club (웨비나 진행 본부 및 오프라인 세미나 장소)
◼ 행사 형식: 하이브리드 형식
- 온라인 웨비나 형식(ZOOM) + 오프라인 세미나(한국측 참가자)
- ZOOM 접속 정보 행사 전 공지
◼ 회의의제: “신북방정책 관점에서 본 한러협력: 평가와 과제”
[1세션] 한러협력의 동학과 신북방정책의 성과
[2세션] 한러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신북방정책의 미래 과제
◼ 참가인원: 총 21명(러시아측 11명, 한국측 10명)
◼ 회의언어: 한-러 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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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 시

내 용

9월 30일(목)
15:30-16:00
(09:30-10:00)

회의 등록

16:00-16:30 개회식
(10:00-10:30)

[개회사]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환영사]

Igor IVAN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회장

[축 사]

Andrey KULIK 주한 러시아대사

16:30-18:30 세션 1: 한러협력의 동학과 신북방정책의 성과
(10:30-12:30)

[사 회]

Andrey KORTUN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사무총장)

[발 제]

①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 신북방정책 평가: 한국측 관점
② Gleb IVASHENTS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부회장)
- Russia and South Korea in New Geopolitical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of New Northern Policy
③ 서동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 신북방정책의 지정학적 여건과 미래 전망
④ Liudmila ZAKHAROVA (MGIMO 대학 부교수; 극동문제연구소)
- The Results of New Northern Policy: Russian Evaluations

[토 론]

① Alexander ZHEBIN (러시아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장)
②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③ Alexander VORONTSOV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장)
④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교수)

18:30-19:00 Break
(12:30-13:00)

19:00-21:00 세션 2: 한러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신북방정책의 미래 과제
(13:00-15:00)

[사 회]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 前 駐러 한국대사)

[발 제]

① Victoria SAMSONOVA (러시아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Russia-Korea Cooperation Status and Tasks in the Field of
Digital Industry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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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②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 사무관)
- 의료⋅보건 분야 한러협력의 현황과 미래 과제
③ Irina KORGUN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Russia-Korea Cooperation Status and Tasks in the Field of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④ 이상준 (국민대 교수)
- 에너지 분야 한러협력의 현황과 과제
[토 론]

① 김상환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성장센터장)
② Ilya DYACHKOV (MGIMO 대학교 부교수)
③ Roman LOB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전문가)
④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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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참가자

*역할순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비고

1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개회식 개회사

2

이규형 한러대화(KRD) 조정위원장; 前 주러대사

2세션 사회

3

엄구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국제학부 교수

개회식 사회, 1세션 발표

4

서동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1세션 발표

5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1세션 토론

6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세션 토론

7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

2세션 발표

8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 사무관

2세션 발표

9

김상환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성장센터장

2세션 토론

10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세션 토론

5

러시아 참가자

*역할순

성명
1

Igor IVANOV

2

Andrey KORTUNOV

3

Andrey KULIK

4

Gleb IVASHENTSOV

5

Liudmila ZAKHAROVA

6

Alexander ZHEBIN

소속 및 직책

역할/비고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회장

개회식 환영사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사무총장

1세션 사회

주한 러시아대사

개회식 축사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부회장

1세션 발표

러시아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총무;
MGIMO대학 부교수

1세션 발표

러시아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장

1세션 토론

7 Alexander VORONTSOV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장 1세션 토론
8

Victoria SAMSONOVA

러시아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세션 발표

9

Irina KORGUN

러시아과학원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고등경제대학교 부교수

2세션 발표

10

Ilya DYACHKOV

MGIMO 대학교 부교수; 러한소사이어티 총무

2세션 토론

11

Roman LOB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소속 전문가

2세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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