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2022 한-중남미
지식공유 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기획전시
2022년 9월 6일(화) 09:40~16:00
서울 GKED CENTER

프로그램
09:40-10:00

등록 및 네트워킹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지식공유컨퍼런스
10:00-10:20

개회식 및 축사

개회사

박일영 l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환영사

김정욱 l 한국개발연구원 GKEDC 단장

축 사

Virgilio Paredes Trapero l 주한온두라스대사

10:20-10:30

단체사진 촬영

10:30-12:00

한-중남미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접근성 확대

발제 1

21/22 과테말라 정보격차 극복을 위한 공공인터넷 접근성 강화 KSP
이종화 l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20/21 엘살바도르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방안
송희준 l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제 3

21/22 페루 원산지 증명ㆍ관세시스템 구축
송경은 l 국제원산지정보원 실장

발제 4

19/20 코스타리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정책 및 e-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지원 사업
우진형 l 퍼스텝앤컴퍼니㈜ 대표이사(前 율촌, LG CNS 선임연구위원)

발제 5

17/18 칠레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
유설희 l 한국특허정보원 파트장

발제 6

18/19 온두라스 신용보증 시스템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전민기 l 신용보증기금 차장

토 론

Nery Salvador Aleman Ruiz l 주한과테말라대사관 영사
Marcela Sosa l 주한엘살바도르대사관 공사참사관
Erick García l 주한페루대사관 경제참사관
Emiliano Viquez l 코스타리카 경제산업통상부 국제협력관
Jose Miguel Sepulveda l 주한칠레대사관 무역-농업 상무관
Karla Macoto l 주한온두라스대사관 경제참사관

주한중남미대사 및 고위급 관계자 네트워킹 오찬 및
GKEDC 중남미 기획 전시 테이프커팅식
12:00-12:10
주요 참석자

12:10-13:30

기념 촬영 및 GKEDC 중남미 기획 전시 테이프커팅식
최지영 |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김정욱 | 한국개발연구원 GKEDC 단장
Rodrigo Coronel Kinloch | 주한니카라과대사
Gustavo Rodolfo Adise |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참사관
Marcela Sosa | 주한엘살바도르대사관 공사참사관
Juan José Plasencia | 주한페루대사관 공사
Virgilio Paredes Trapero | 주한온두라스대사
Yong Jo Mun | 주한온두라스대사관 명예영사
Lucas Pavez Rosales | 주한칠레대사관 영사
Francisco Alberto Gonzalez | 주한콜롬비아대사관 공사
Catherine Piris | 주한파라과이대사관 2등 서기관
Arturo Gil Pinto |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 대사대리
Rodney Reynosa Ricardo |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1등 서기관

공식 오찬

주한중남미대사관 라운드테이블
13:30-14:20
좌장
전문가
자유토론

14:30-15:00

국별 주요 경제협력 디지털/전자정부 분야 현안 및 GKEDC 협력 방안
강동수 l KDI 선임연구위원
최창용 | 서울대학교 교수
Roberto Figueroa | 주한엘살바도르대사관 경제참사관
Juan Manuel Medina Amador | 주한코스타리카대사관 대사대리
Lucas Pavez Rosales | 주한칠레대사관 영사
Juan José Plasencia | 주한페루대사관 공사
Jose Rodrigo Guevara | 주한과테말라대사관 대사대리

휴식

GKEDC 중남미 기획 전시 투어
15:00-15:30
중남미 KSP
사진전 관람
15:30-16:00
한국경제발전사
전시 관람

Rodrigo Coronel Kinloch | 주한니카라과대사
Roberto Figueroa | 주한엘살바도르대사관 참사관
Juan José Plasencia | 주한페루대사관 공사
Erick García | 주한페루대사관 경제참사관
Virgilio Paredes Trapero | 주한온두라스대사
Yong Jo Mun | 주한온두라스대사관 명예영사
Catherine Piris | 주한코스타리카대사관 2등 서기관
Arturo Gil Pinto |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 대사대리
Juan Sebastian Castellanos Elcure | 주한콜롬비아대사관 2등 서기관
Rodney Reynosa Ricardo |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1등 서기관

오시는 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국립산립과학원

6

고려대학교

KAIST 경영대학

3

고려대역

글로벌지식협력단지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47(청량리동 207-41)
Tel: 02-6312-4114
6호선 고려대역 3번 출구로 나와 50m 이동 → 첫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500m 이동 → 글로벌지식협력
단지 정문으로 진입 후 300m 이동 → 우측 경사로로 진입 후 100m 이동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도착
셔틀버스 안내
운행동선: 고려대역(3번 출구) → KIST 정문, 산림과학원 정문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고려대역
고려대역 3번 출구 탑승 운행 시간
10:00, 10:30, 11:00, 11: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사전등록 바로가기

[문의]
Tel: 070-7728-1636 E-mail: 2022lackspsecretaria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