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안내
• 기획재정부 국장급 교육파견(국방대학교 안보과정)
• 통계청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장
•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실 행정관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장
•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기술전문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FTA팀장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경제협력팀) 파견

조창상 북방경제 협력위원회 부단장/9월 10일(16:40~18:00)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 前 중국 옌볜(연변)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소 소장
• 前 중국 옌볜(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
• 前 중국 지린(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부교수
• 現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길림성의대북경제협력실태분석:대북투자를중심으로』,통일연구원,2015.

• 『중국의대북농업투자사례와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윤승현 전 연변대학교 교수/9월 17일(15:00~16:20) “환동해권 신북방 경제협력과 기업의 미래”
•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 국제관계대학 졸업

• 23년간 북한 대외경제기관에서 근무(마지막 직위: 처장)
• 10년간북한 해외공관에서외교관(대사관경제⋅무역참사부1등서기관)
• 2014년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활동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9월 17일(16:40~18:00) “북한의 상하이, 푸동지구는 어디일가?”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 박사
• 現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 現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 現 수산경영학회 부회장
• 現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9월 24일(15:00~16:20) “러시아의 극동지역 한·러 수산분야 협력방안”

• 現) CJ대한통운 전략기획담당/대북사업 TF 담당부장
• 前) 현대아산, 前) LG전자
• 前) 한국관광연구원(문광부 산하 국책연구원)
• 現) 해수부 대북분과 정책자문위원
• 現)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대북자문위원
• 現)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물류분과 간사

성기석 CJ대한통운 부장/9월 24일(16:40~18:00) “신북방 정책과 한러 물류환경: 극동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LS네트웍스 고문

•

LS네트웍스 대표이사, 사장

•

LS네트웍스 전무(글로벌 사업본부장)

•

LG상사 수입유통 부분장

•

LG상사 모스크바 지사장(상무)

김승동 (사)유라시아 21 이사장/10월 1일(15:00~16:20) “러시아 사업 진출 사례와 시사점”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경제학 박사)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환동해사업단 부단장 역임
• 재단법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장
• 한국 관세학회 회장(현)
• 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 역임
• 강원해양수산포럼 회장 등

엄광열 관세학회 회장/10월 1일(16:40~18:00) “강원도가 가는 북방경제의 길”

•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유럽아프리카연구부 연구부장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 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성과와 과제”(2019)
•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2019)

•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해: 대립과 통합, 푸틴의 길](2019)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10월 8일(15:00~16:20)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과 신북방 정책”
• 신북방 농식품 시장 다이나믹과 경쟁사 분석(2019)
•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ㆍ개방, 그 특징은 무엇인가?(2019)
• 한반도정세변화가가져올신북방비즈니스기회:러시아극동을중심으로(2018)
• 중앙아시아의 시장 특성과 공략 방안 (2013)
• 중앙아시아 철강산업 경쟁력 분석(2012)
•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2011)

오영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10월 8일(16:40~18:00)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환경과 사업 기회”

• 1992년 중앙대학교 졸업
• 1997년 모스크바 국립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지역경제학)
• 현재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담당업무 : 러시아 등 CIS, 동남아 신흥국, 원자재

강명구 KDB 산업은행 연구위원/10월 15일(15:00~16:20) “신남방정책의 의의와 경제협력 환경, 중점협력분야”
•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교수

•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장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 한국동남아학회 부회장

이충열 고려대학교 교수/10월 15일(16:40~18:00) “걸어서 본 동남아 경제”

•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본부장 (2016.7 – 2018.4)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8.9 – 2020. 9)

•

신남방정책 민간자문위원회 위원(2019.6 – 2020.6)

•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2017.9 – 2020.8)

•

동아시아 공동체: 동향과 전망, 공저, 아산정책연구원, 2014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10월 22일(15:00~6:20) “신남방정책과 한-베트남 경제협력”

• (전)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장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8 세계경제전망 세미나, CLM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주목하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아세안 Top 3 VIM-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가다」, “미얀마 편”

김용태 한국무역협회 본부장/10월 22일(16:40~18:00) “아세안 속 유망시장 미안마&필리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