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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지 

제 5 차 한중일 FTA 세미나 

한중일 3 국협력사무국 (TCS)는 오는 9 월 19 일 (수) 중국 베이징 노보텔 평화호텔에서 

제 5 차 한중일 FTA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우리 사무국이 3 국 경제통상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2 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 하에 정부, 학계 및 재계를 초청하여 한중일 FTA 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교환하는 

1.5 트랙 행사입니다.   

 

이번 제 5 차 세미나는 지역적, 세계적 맥락에서의 한중일 FTA 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3 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국가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FTA, 글로벌 무역 및 

경제협력의 기회, 도전, 미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사무국은 한중일 3 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3 국 정부가 

2011 년 공식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행사소개: 

 

행사명: China-Japan-ROK FTA Seminar – Within and Beyond 

 

주최: 한중일 3 국협력사무국 

 

일시 및 장소: 2018 년 9 월 19 일 (수), 중국 베이징 노보텔 평화호텔 (지도)  

 

언어: 한국어/일본어/중국어/영어 동시통역 

 

주요내용:  

1. 세계무역환경  

2. 한중일 FTA 와 3 국경제협력 

3. 지역 FTA 와 지역경제협력  

등록 (9 월 13 일까지 등록해 주십시오):  

 

1. 여기를 통해 등록, 또는 

2. 첨부파일에 참석자 정보를 기입 후, fta5@tcs-asia.org 로 보내주십시오.  

 

 

(김연수 경제연구원, +82-70-4162-5332, yeonsoo.kim@tcs-asia.org) 

https://wj.qq.com/s/2371850/7629
mailto:fta5@tcs-asia.org
mailto:yeonsoo.kim@tcs-a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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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3:00-14:00 등록 

14:00-14:20 

[오프닝 세션] 

개회사  

 

축사 

 

한메이 한중일 3 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중국 상무부 

카즈타카 하야시 주중 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14:20-14:40 

기조연설 : 세계무역환경이 지역무역협정과 지역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연설주제 

미정)  

 

자오진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DRC)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위원/전(前) 부장 

14:40-14:50 사진활영 및 휴식 

14:50-16:05 

[세션 1] 한중일 3 국의 관점 

좌장: 야마모토 야스시 한중일 3 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연사  

 

 

 

 

토론 및 Q&A 

 

쏭홍 중국사회과학원 (CASS)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 및 

선임연구원 

타무라 아키히코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 (GRIPS) 교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선임연구위원  

 

자오핑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국제무역연구부 주임 

세키네 에이치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북경사무소 대표 

김동수 한국산업연구원 (KIET) 북경지원 부장  

16:05-16:15 휴식 

16:15-17:30 

[세션 2] 지역파트너의 관점  

좌장: 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UIBE) WTO 연구원장 및 교수 

연사 

 

 

 

 

 

 

토론 및 Q&A 

 

치아 시오우 웨 (Chia Siow Yue)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SIIA) 선임연구위원  

탐 시유 얀 (Tham Siew Yean) 말레이시아 케반구산 대학 

(IKMAS) 국제문제연구소 조교수  

레미 데이비슨 (Rémy Davison) 모나쉬 대학교 장모네 

석좌교수 (정치경제) 및 EU 센터 부센터장 

 

쏭홍 중국사회과학원 (CASS)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 및 

선임연구원 

타무라 아키히코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 (GRIPS) 교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선임연구위원 

17:30-17:35 [클로징 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