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중산업포럼
2019年中韩产业论坛
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와 스마트제조
亚洲价值链的变化与智能制造

2019년 5월 14일, 베이징
2019年 5月 14日， 北京

산업연구원 × 공업경제연구소
工业经济研究所 × 韩国产业研究院

한중산업포럼 구체일정

시간

주요내용

개회사 및 단체촬영
한국：장지상 산업연구원장
13:30~13:40
중국：黄群慧 공업경제연구소장
한국(축사) : 진종욱 상무관

비고
양 기관
대표

Key Note Speech
Ø 발표1 산업연구원 조철 박사, 스마트제조의
13:40~14:10
미래와 GVC（15분）
Ø 발표2 공업경제연구소 史丹 부소장,
아시아제조발전과 신에너지안전 （15분）
14:10~14:20

휴식

Session 1. 아시아 가치사슬의 변화
Ø 발표3 산업연구원 김재덕 박사, 동아시아
가치사슬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20분）
Ø 발표4 공업경제연구소 杨丹辉 박사, 아시아
가치사슬 재정립과 중국식 FTA（20분）
14:10~15:50
Ø 발표5 산업연구원 양주영 박사, 중국수입품이
한국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20분）
Ø 발표6 공업경제연구소 李鹏飞 박사, 아시아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0분）
Ø 집단토론 （20分）
15:50~16:10

주제발표 후
집단토론

휴식

Session 2. 스마트제조와 한중협력
Ø 발표7 산업연구원 지민웅 박사,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20분）
Ø 발표8 공업경제연구소 李晓华 박사,
스마트제조 발전의 국제 비교（20분）
16:10~17:50
Ø 발표9 산업연구원 송명구 박사, 한국 스마트
제조정책과 현황 （20분）
Ø 발표10 공업경제연구소 邓洲 박사, AI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분）
Ø 집단토론 （20分）
폐회사
17:50~18:00 한국：산업연구원장
중국：공업경제연구소
18:10~20:00 만찬

주제발표 후
집단토론

양 기관
대표

具体日程和方案
时间

主要内容

13:30~13:40

开幕式致辞 欢迎词 集体合影
韩方：韩国产业研究院 张志祥院长
中方：工业经济研究所 黄群慧所长
祝辞：驻中韩国大使馆商务官 陈宗煜

13:40~14:10

Key Note Speech
Ø 发表1 产业研究院 赵㯙博士
智能制造的未来和GVC（15分）
Ø 发表2 工业经济研究所 史丹副所长 （15分）
亚洲制造业的发展与能源安全

14:10~14:20

14:10~15:50

15:50~16:10

备注
两院代表

Tea Time
Session 1.亚洲价值链的变化
Ø 发表3 产业研究院 金在德博士
东亚价值链变化与及其对韩国的影响（20分）
Ø 发表4 工业经济研究所 杨丹辉博士（20分）
全球化新趋势下亚洲价值链重塑与中国的FTA安排
Ø 发表5 产业研究院 杨珠瑛博士
中国进口产品对韩国企业创新带来的影响（20分）
Ø 发表6 工业经济研究所 李鹏飞研究员（20分）
亚洲制造业全球价值链变化
Ø 集体讨论 （20分）

主题发表后
讨论

Tea Time

16:10~17:50

Session 2.智能制造和中韩合作
Ø 发表7 产业研究院 池民雄博士
中小企业在需求垄断生态中的创新（20分）
Ø 发表8 工业经济研究所 李晓华研究员 （20分）
智能制造发展的国际比较
Ø 发表9 产业研究院 宋命玖博士
韩国智能政策和现况 （20分）
Ø 发表10 工业经济研究所 邓洲研究员 （20分）
人工智能发展对就业的影响及中韩比较
Ø 集体讨论 （20分）

17:50~18:00

闭幕词
韩方：韩国产业研究院 院长
中方：工业经济研究所 所长

18:10~20:00

晚餐

主题发表后
讨论

两院代表

Key Note Speech
Ø 발표1 산업연 조철, 스마트제조의 미래와 GVC
Ø 发表1 产业研 赵㯙博士，智能制造的未来和GVC

Ø 발표2 공경연 스단, 아시아제조발전과 신에너지안전
Ø 发表2 工经所 史丹副所长, 亚洲制造业的发展与能源安全

Session 1. 아시아가치사슬 변화 亚洲价值链的变化
Ø 발표3 산업연 김재덕, 동아시아 가치사슬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Ø 发表3 产业研 金在德, 东亚价值链变化与及其对韩国的影响
Ø 발표4 공경연 양단회이, 아시아 가치사슬 재정립과 중국식 FTA
Ø 发表4 工经所 杨丹辉, 全球化新趋势下亚洲价值链重塑与中国的 FTA安排
Ø 발표5 산업연 양주영, 중국수입품이 한국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Ø 发表5 产业研 杨珠瑛, 中国进口产品对韩国企业创新带来的影响
Ø 발표6 공경연 리펑페이, 아시아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Ø 发表6 工经所 李鹏飞, 亚洲制造业全球价值链变化

Session 2. 스마트 제조와 한중협력 智能制造和中韩合作
Ø 발표7 산업연 지민웅, 수요독점적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Ø 发表7 产业研 池民雄, 中小企业在需求垄断生态中的创新
Ø 발표8 공경연 리샤오화, 스마트제조의 국제 비교
Ø 发表8 工经所 李晓华, 智能制造发展的国际比较
Ø 발표9 산업연 송명구, 한국 스마트 제조정책과 현황
Ø 发表9 产业研 宋命玖, 韩国智能政策和现况
Ø 발표10 공경연 등조우, AI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Ø 发表10 工经所 邓洲, 人工智能发展对就业的影响及中韩比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