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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INVITATION
2017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안보, 국제 경제,
사회 정체성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는 전
략적 핵심 공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25년간 협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수교 25년이 된 이 시점에 “북방경제협력과 한-중앙아 관계 발전” 이라는 주제로 중앙아시아를 전문적으로 연구
하는 국내의 단체와 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라시아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중
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신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한민국은 북방경제협
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영역 에서의 협력
체제 구축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할 상황입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본 중앙아시아 연합학술회의는 그동안 미답의 지역으로만 알려졌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
구를 선도해왔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국제관계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학술회의로서 대단히 건설적
이고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됨은 물론, 국가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에 참석하셔서 중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시고 건설적인 토론과 조언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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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40

개회식

개회사 엄구호(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환영사 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축사 이상준(2018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나희승(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10:40-12:20
I 세션 (KIEP 세션I)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이후 중앙아시아 경제관계
사회 박상남(한신대)
발표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염동호(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이 키르기즈 공화국 경제에 미친 영향
토론 이권형(KIEP), 곽성일(KIEP)  

II 세션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세션) : 중앙아시아-중국 관계와 중앙아시아 언어 상황
사회 이상준(국민대)
발표 김상원(국민대)

: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앙아시아
정경택(경상대) :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 민족 - 언어 상황 연구
토론 김진만(한국외대), 김보라(연세대)

12:20 - 13:40 오찬
13:40- 15:10
III 세션 (KIEP 세션II) : 유라시아 주요국(러시아와 중국)과 중앙아시아 경제관계
사회 박정호(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발표 박지원(KOTRA)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제관계 평가
조정원(한양대) :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관계 평가
토론 제성훈(한국외대), 최필수(세종대)  

IV 세션 (한양대 세션I) : 중앙아시아 경제발전 성과와 인도-러시아 협력 관계
사회 엄구호 (한양대)  
발표 김영진(한양대)

: 자원기반 경제에서의 경제발전 성과와 한계 :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강봉구(한양대) :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
토론 강명구(산업은행), 김선래(한국외대)   

15:10-15:30

Coffee Break

15:30-17:00
V 세션 (한국유라시아학회 세션) : 수교 25주년 한-중앙아 협력과 관계 평가
사회 백준기(한신대)
발표 제성훈(한국외대)

:  한-중앙아 경제협력 25년: 회고와 전망
김영옥(법무법인 경연) :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발전 방향
토론 박정호(KIEP), 임철우(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VI 세션 (한양대 세션II) : 중앙아시아 영상문화산업과 북카프카스의 역사적 관습법
사회 홍완석(한국외대)
발표 박영은(한양대)

: 한-우즈베키스탄 영상문화협력 현황 및 진흥을 위한 제언
정세진(한양대) :  북카프카스 지역의 피의 복수와 아다트 관습법
토론 김나쟈(한국외대), 김태연(서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