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경제포럼(AEEF 2019) 출장복명서

1

출장 개요

□ 과제명: (총괄)G20 관련 연구
□ 출장자: 우천식 글로벌경제실장
□ 주요 출장 장소: 베를린, 독일
◦ 베텔츠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
□ 출장기간: 2019년 11월 27일(수) ~ 2019년 12월 1일(일)

2

출장 목적

□ 베텔츠만 재단이 주최한 “아시아-유럽경제포럼(AEEF 2019; Asia-Europe
Economic Forum)”참석 및 발제
◦‘Betwee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EU-Asia connectiv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세션에서 ‘Europe-Korea Connectivity:
Now and the Future’주제로 발표
□ 베텔츠만 재단과 ｢SDG 협력 연구｣, ｢SGI 협력 연구｣, ｢독일 연구｣ 등 향후
연구 협력 계획·방안 논의
□ 포럼 참가 및 공동주관한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ADBInstitute, Bruegel, CEPII,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과 ｢글로벌 Think Net 및 거버넌스 연구｣관련
연구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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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11:00 - 14:50

출국: 서울(인천) -> 프랑크푸르트

OZ(아시아나항공)

16:15 - 17:25

환승: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

LH(루프트한자)

11/17(수)

AEEF 2019 Part 1: Fact finding mission - Current drivers of EU-Asia
connectivity

11/28(목)

11/29(금)

11/30(토)

09:00 - 10:45

오프닝 세션

11:15 - 12:45

포럼 참여

13:45 -15:15

포럼 참여 및 발표

15:45 - 17:15

포럼 참여

19:30 - 21:30

저녁 만찬

주제: Countering
Trump and Brexit
주제: Betwee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EU-Asia
발표제목:Europe-Asia
Connectivity: Now and
the Future
주제: Economic
benefits vs. political
concerns

AEEF 2019 Part 2: The EU'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Implications for EU-Asia connectivity
주제: Protests for
9:00 - 10:00
포럼 참여
EU-US relations in
challenging times
주제: The role of
10:30 - 11:30 포럼 참여
EU-China relations in
global multilateralism
주제: EU-Asian trade
and investment
11:30 - 12:30 포럼 참여
connectivity in times
of global disruption
Art De
Geus(Chairman
베텔츠만 재단과 SDG, SGI 연구
18:00 - 20:00 관련 실무회의 및 간담회
Executive Board of
Bertelsmann
Foundation)
글로벌 Think Net 및 거버넌스
Christian Kroll(Senior
9:00 - 12:00
연구 관련 ADBI, Bruegel 등
Expert of Bertelsmann
해외연구소와 연구협력 논의
Foundation)
14:45 - 15:55

환승: 베를린 -> 프랑크푸르트

LH(루프트한자)

귀국: 프랑크푸르트 -> 서울(인천)

OZ(아시아나항공)

17:35 12/1(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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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요약

가. Asia-Europe Economic Forum 2019 참석 및 발제
<주요 참여 세션>
v Betwee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EU-Asia connectiv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13:45-15:15
◦‘4차혁명시기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연계성 - 협력과 경쟁’세션에서
‘Europe-Korea Connectivity Now and the Future’를 주제로 발제
◦ 본 세션은 미중갈등으로 촉발된 자유무역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4차산업혁명시기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긴밀한 협력과 정당한 경쟁을
통해 두 지역의 연계성 증진 방안 논의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계성 구상이 경제적 협력을 넘어 외교 안보
적 함의와도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현 정부 외교정책의 큰 틀인 신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아시아와 유럽에 미치는 함의를 소개
◦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중견국으로서 한계가 존재하는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같은 강대국 외교정책에 대응
하며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문제에 접근해 지정학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남북한을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통해 스마트 물류비지니스 모델
을 개발, 극동항만에 스마트항만 개발 추진,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금융
조달 방안 등 4차혁명 관련 남북한 공동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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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텔츠만 재단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수(SGI; Sustainable Governance
Index)를 비롯한 향후 연구 협력
<베텔츠만 재단 참석자>
v Aart De Geus, Chairman Executive Board

□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18:00-20:00
◦ 베텔츠만 재단과 ｢SDG 협력 연구｣, ｢SGI 협력 연구｣ ｢독일 연구｣ 관련
연구 세부 분야 공유
◦ 베텔츠만 재단의 SGI 2019는 OECD와 EU회원국 전체의 정책 수행능력과
거버넌스 능력에 대한 조사로 개별국가들이 민주적이고 제도화된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SGI 2019는 각 국가의 미래 생존능력을 145개의 양적, 질적 지수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비교 분석 지수에는 크게 ‘정책 퍼포먼스’, ‘민주주
의’, ‘거버넌스’ 분야가 있음. SGI 2019는 이전 보고서와 달리 양적 데
이터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포함시켜 질적 연구의 수준을 높임
◦ 정책 퍼포먼스 분야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을 평가함. 특히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글로벌 불평등에 대한 정
책 평가가 포함됨
◦ 민주주의 분야는 개별 국가의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정치적 정보
접근도와 정치적 자유를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법적 명확성에 근거한 법
치주의의 성숙도를 평가함
◦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정치 제도와 기구의 기능, 정책 집행 능력 그리고
감시기관의 독립성 등을 평가함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