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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산물 교역 회고와 전망
2017. 11.

28.(화) 14:30~17: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

소

승 용 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지번주소: 빛가람동 175)
호남고속도로 → 장성IC → 49번국도 → 광주전남혁신도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주역 버스(700, 1160) 전력거래소 정류장 하차 (약 15분 소요)

기

차

광주송정역 버스(좌석 02, 1160) 전력거래소 정류장 하차 (약 30분 소요)
광주역 버스(좌석 02) 전력거래소 정류장 하차 (약 50분 소요)
나주버스터미널 이상곤내과 앞, 버스(700) 전력거래소 정류장 하차 (약40분 소요)

고속버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버스(좌석02) 전력거래소 정류장 하차 (약 60분 소요)

문

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김만이 연구원(061-820-2029, manyi@krei.re.kr)
지성태 부연구위원(061-820-2304, dongsimjst@krei.re.kr)

주요일정
시

간

프로그램

14:00~14:30

｜ 모시는 말씀 ｜

14:30~14:40

등 록
개회식

개회사

14:40~14:50

안녕하십니까?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기념촬영

발표 1 - 한-아세안 FTA 이행 현황 및 과제

최근 새정부의 신(新)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이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곽성일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50~15:30

주제 발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이행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발표 2 - 한-아세안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지성태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수입대상(경제권)인 동시에 수출대상으로서 농산물 교역에서 이미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5:30~15:40

휴 식
발표 3 - 한-베트남 주요 농산물 교역 동향과 전망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산물 교역 회고와 전망(The 10th

Le Quoc Phuong 박사(베트남 산업·무역정보센터)

Anniversary of Korea-ASEAN FTA, Retrospect and Prospect of Agricultural Trade)”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과 국내

15:40~16:40

주제 발표

발표 4 - 한-필리핀 주요 농산물 교역 동향과 과제
Roehlano Briones 박사(필리핀 개발연구원)

통상전문가를 모시고 FTA 발효 이후의 농산물 교역 동향을 기초로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발표 5 - 한-태국 농산물 교역 동향과 관련 정책 변화

과제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Sitanon Jesdapipat 교수(태국 Rangsit 대학)

항상 농업·농촌문제와 농업통상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연구자, 정책 담당자,

휴 식

16:40~16:50

현장 활동가분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좌장

정민국 센터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자 정용호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FTA과)

감사합니다.

16:50~17:40

종합 토론

전미호 팀장(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손용규 부장(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경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11월

김태윤 교수(서울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17:40~17:50

※ 동시통역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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