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서
2019.11.22∼2019.11.25
중국 상하이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새 시대의 한·중·일 경제 협력) 및 토론

2019. 11. 27.

박소희(산업통상연구본부 중국·북한산업실)

Ⅰ. 출장개요
1. 출 장 자 : 박소희 (산업통상연구본부 중국·북한산업실)
2. 출장기간 : 2019.11.22.(금) ~ 2019.11.25.(월) (총 3박 4일)
3. 출 장 지 : 중국 상하이
4. 출장목적 :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세미나 주제발표(새 시대의 한·
중·일 경제 협력) 및 토론

Ⅱ. 세부일정
일자
(요일)

장소

11.22

한국

(금)

- 중국 상하이

11.23
(토)
11.24
(일)

주요 일정 (방문 기관, 면담자 등)

한국 - 중국 상하이 이동

상하이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세미나 참석(발표 및 토론)

상하이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세미나 참석(발표 및 토론)

11.25

중국 상하이

(월)

- 한국

중국 상하이 - 한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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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장 수행내용
▣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세미나 참석(주제발표 및 토론)
□ 세미나 개요
〇 일시: 2019.11.23.(토) ~ 2019.11.24.(일)
〇 장소: 푸단대학교 (중국 상하이시)
〇 주최: 푸단대학교
〇 참석자: 중국 외교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 도쿄대학
교, 메이지대학교, 리쓰메이칸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싱가
포르 난양이공대학교, 중국 푸단대학교, 우한대학교, 지린대학교,
리아오닝대학교,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교, 상하이상학원, 상하
이사회과학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등 소속 인사 50여 명

<주요 발제 및 토론자 명단>
이름
소속기관 및 직위
徐敦信
前 중국 외교부 부부장, 중국 주일본 대사
西野幸龙 일본 주상해 총영사관 영사
Todd Hall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교수
龚
雪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교 연구원
小栗道明 JETRO 상해대표처 수석대표
小原雅博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焦必方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胡令远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陈子雷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교 일본경제연구센터 센터장, 교수
□ 주요 내용
〇 새 시대 한·중·일 경제 협력, 제3국 시장 협력, 글로벌 및 아시
아태평양지역 경제 협력,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경제 협력의
과제와 전망, 통상 협상, 통상 마찰 등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〇 글로벌 및 아태지역의 환경 변화와 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한·
중·일 협력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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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새 시대의 한·중·일 경제 협력: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
区·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발
전 계획을 중심으로” (발제자: 박소희)
- 2019년 말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은 미·중 무역분쟁, RCEP,
한·중·일 FTA 협상, 한·일 통상 갈등 등 새로운 국면에 직면
- 한·중·일 3국은 경제 협력을 위해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계획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과 같은 중국의 국가급 전략 활용
을 고려 가능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도시>

자료: Sohee Park (2019), Establishing a Korea-China Industrial Cooperation
Innovation Hub Linked to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Development Plan: Focusing on the Korea-China (Huizhou) Industrial Park,
Sino-Soviet Affairs, Vol.43, No.1, p.87.
원자료: 中国CCTV-4中文国际(2019.2.19.), 《今日关注》.

-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에서 웨강아오는 광둥성(粤·yuè), 홍콩(
港·gǎng), 마카오(澳·ào)의 지역 약칭임. 웨강아오 대만구는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후이저
우(惠州), 둥관(东莞), 중산(中山), 장먼(江门), 자오칭(肇庆)
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총 11개 도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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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강아오 대만구에 위치한 후이저우 한·중 산업단지는 한·중·일
경제 협력 및 제3국 시장 협력의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
할이 가능

<후이저우 한·중 산업단지의 위치>

자료: Sohee Park (2019), Establishing a Korea-China Industrial Cooperation
Innovation Hub Linked to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Development Plan: Focusing on the Korea-China (Huizhou) Industrial Park,
Sino-Soviet Affairs, Vol.43, No.1, p.98.
원자료: 惠州市人民政府，《中韩（惠州）产业园总体规划》.
주: 하단 작은 원이 후이저우 산업단지의 위치.

- 한·중·일 3국은 첨단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전자정보산업
등), 현대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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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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