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협상학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주제 : 한미FTA의 현안쟁점에 대한 학제적 접근”

INVITATION

▪ 일시

2017년 6월 9일 (금) 13:30 ~18:00

▪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SK 컨퍼런스 홀

▪ 주최

한국협상학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후원

매일경제 · 한국무역협회 ·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장
최근 한반도 주변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회만 있으면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자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했고
이에 중국이 무역보복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
범하자마자 한미FTA 재협상, 사드비용 한국 부담 등 굵직한 쟁점들을 한국정부에
던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익이 걸려 있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통령의 탄핵 와중에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는
적잖은 당황과 우려가 있었지만, 대통령 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지켜 봐야만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주변 4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및 특사
교환으로 안보불안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국익과 관련된 한미 FTA, 사드이슈,
중국과의 무역 등 중요 쟁점현안들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하고 협상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한국협상학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간 현안 쟁점 중
하나인 한미 FTA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키로 했습니다. 한미 FTA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최종 타결되고 2011년에 양국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한미 FTA는 양국에 어떤 공헌을 했고,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
면 그것이 무엇이길래 미국은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는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면 양국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 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협상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측면,
국제법적 측면, 정치적 측면, 협상 전략적 측면 등을 검토해 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하셔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고견을 교환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논의의 결과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을 상대로 추가 논의를 할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한국협상학회 회장 이송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현정택

2017 한국협상학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한미 FTA의 현안쟁점에 대한 학제적 접근 시간

주요 내용

13:30~13:40

등록 및 접수

13:40~14:00

개회사

이송호 (한국협상학회 회장)

축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

환영사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발표 및 토론

제 1 세션 : 경제적 접근

14:00~15:20
발표

자유무역을 위한 FTA의 역할 (남시훈 연구위원)
한미 FTA 현안쟁점에 대한 경제적 검토 (정재호 교수)
사회: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발표: 남시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토론: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실장)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 2 세션 : 국제법적 접근

15:20~16:10

발표
16:10~16:20

한미 FTA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이달곤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행정자치부 장관)
발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순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
Tea time

제 3 세션 : 정치적 접근

16:20~17:10

발표

한미 FTA의 정치학: 이념, 이익 및 제도의 관점에서
사회: 김도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제 4 세션 : 협상전략적 접근

17:10~18:00

발표
18:00~

과거 협상 경험과 향후 시사점
사회: 이동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발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전 국회의원)
토론: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만찬

학술대회 장소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신관
SK컨퍼런스 홀 (57-1동 113호)

▪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 낙성대입구역 4번 출구
▪ 승용차 이용시
남부순환도로의 신림사거리(신림역),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역),
낙성대입구에서 좌·우회전합니다. 한강대교를 넘어오는 경우 상도
터널을 지나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서 좌회전하여 직진합니다
※ 승용차 이용시 무료주차권을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한국협상학회(010-2270-1905), kans20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