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中建交25周年国际学术研讨会

한·중수교 25 주년
국제학술회의
한·중수교 25년, 성찰과 전망
韩中建交25年，回顾与展望

2017. 8. 18.(FRI) 09:00~18:00
한국고등교육재단

주최
후원

모시는 글
1992년 한·중수교이래 한·중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양국의
상호 이익의 증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렇
지만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25년 간, 한·중 양국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과 긴밀한 교류를 이루었으며, 한편으로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경험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현대중국학회에서는 한국고등교육
재단과 공동으로 한·중수교 이래 25년 동안의 한·중관계를 돌이켜보고, 바람직한 미래
한·중관계를 논의하고자 한·중수교 25주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역대 주중 한국대사 분들을 모시고, 주중한국대사의 관점에서 본
한·중수교 이래의 한·중관계와 향후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합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중국연구센터),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서강대학교 중국연구소,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중국·화교문화연구소),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등 국내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들이 주관하여 정치외교안보, 인문사회문화,
경제통상, 지역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중관계의 과거와 미래를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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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인 국

일정
09:00-09:30

등록

09:30-10:10

개회식(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개회사: 정종호(현대중국학회장)
환영사: 박인국(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축 사: 추궈홍(邱国洪)(주한 중국대사)

10:20-12:00

역대 주중 한국대사 라운드 테이블(컨퍼런스홀)
사회: 서진영(고려대 명예교수)
정종욱(제3대 대사)
권병현(제4대 대사)
신정승(제7대 대사)
이규형(제9대 대사)
권영세(제10대 대사)

12:00-13:30

점심시간

13:30-15:00

개별 연구소 세션 I
<정치외교안보 세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국연구센터),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주관>(컨퍼런스홀)
주제: 외교안보관점에서 본 한중 수교 25년과 한중관계 발전 방향
사회: 이정남(고려대)
발표:
庞中英(人民大学) -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중 수교 25년과 한중관계
(从中国角度看中韩关系25年以及展望)
이동률(동덕여대) - 한국의 관점에서 본 한중수교 25년과 한중관계
(从韩国角度看韩中关系25年以及展望)
토론: 조영남(서울대), 이문기(세종대), 주장환(한신대)

<지역협력 세션: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주관>(18층 회의실)
주제: 초국경 시대 한중 지방협력
사회: 신정승(동서대)
발표:
김태만(한국해양대)·구성철(동서대)
- 일대일로와 한중 해양협력-부산과 상하이 관계를 중심으로
(一带一路和韩中海洋合作-以釜山·上海为中心)
이주영 (인천대)
- 한중 지방도시 협력 방안: 인천-산동 협력사례
(中韩FTA示范城市视角下的地方城市合作方案-以仁川·威海为例)
李家成 (辽宁大学)
- 중국 동북 3성과 한국 지방 정부 간 협력과 교류
(中国东北三省和韩国地方政府之间的合作与交流)
토론: 원동욱(동아대),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차창훈 (부산대)

15:10-16:40

개별 연구소 세션 II
<경제통상 세션: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서울대 중국연구소 주관>(컨퍼런스홀)
주제: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과제
사회: 이근(서울대)
발표:
정환우(KOTRA) -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
(韩中经贸中长期变化趋势与展望)
최필수(세종대) - 한중경제교류 현황과 과제
(韩中经济交流-今后的课题)
何喜有(复旦大学) - 중한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 분석과 전망
(中韩经济关系结构性特征分析与展望)
토론: 남수중(공주대), 노수연(고려대), 안유화(安玉花)(성균관대)

<인문사회문화 세션: 서강대 중국연구소, 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주관>(18층 회의실)
주제: 한중 수교 이후 인적 교류와 한중 상호 인식의 변화
사회: 이욱연(서강대)
발표:
민귀식(한양대) - 한국 유학정책과 유학경쟁력 평가
(对于韩国留学政策与留学竞争力的评估)
이정희(인천대) -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남북한 구화교 사회의 변화와
신화교 사회의 대두
(韩中邦交正常化后南北韩老华侨社会的变化与新华侨社会的抬头)
王曉玲(中国社会科学院) - 한중 수교 이후 중한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변화
(中韩建交以后中国人眼中的韩国)
토론: 宋文志(南京大), 국백령(鞠柏岭)(한성화교협회고문,
汉城华侨协会顾问), 권도경(서강대)

17:00-18:00

참여연구소 소장 라운드 테이블(컨퍼런스홀)
사회: 정종호(현대중국학회장)
이정남(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이홍규(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이욱연(서강대학교 중국연구소)
이현정(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이희옥(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김흥규(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장정아(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문흥호(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