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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Ⅰ 목적 및 의의
1. 목적 및 의의
❍ 한중일 3국 협력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의 장 개최
❍ 본 포럼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가지 열렸던 “니어 한중일 서울 프
로세스”의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한중일 석학들이 모여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3국 대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석
학들의 전문성과 미래세대인 3국 대학생들의 참신한 의견과 뜨거운 열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기대효과
❍ 3국의 현안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이해도 향상

❍ 한중일 3국의 경제, 안보, 환경, 글로벌 파트너십, 역사 등 3국 관계에
서 특히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토론함으로서 기존의
그 어떤 교류의 장보다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룰 예정

❍ 3국 관련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 형성 및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 특히 안보, 역사 등 몇 가지 분야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3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 및 협력방안 도출

❍ 친밀도 향상 및 네트워크 확대

❍ 토론, 연설, 발표 등의 실제적 능력 향상
❍ 3국 대학생간의 공감대 형성

❍ 위 주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주요 현안
에 대한 인식과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
❍ 3국 대학생들이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초석 마련
❍ 국가, 전문가, 대학생들이 각자 3국 협력을 위한 역할을 인식하고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미래세대인 대학생들 간의 의견 교류 및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연대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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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II 개요

A. 후원/협찬
구분

내용

❍ 공공기관
사업명

주제

2016 한중일 대학생 3국 협력 포럼
(Trilateral Cooperation Youth Forum 2016)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영

- 외교부, 국립외교원
- 주한 중국대사관 (예정), 주한 일본대사관 (예정), 주한 중국문화원
❍ 국제기구
- 유엔 공보부
(UN DPI,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유엔협회세계연맹
(WFUNA,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주최/주관

(재)니어재단, (사)미래희망기구

후원/협찬

공공기관, 국제기구, 경기도, 국내외 대학교, 및 언론사

❍ 지자체
- 경기도 (예정)

2016년 8월 12일 ~ 15일(3박 4일)

❍ 대학교

기간

- 경희대학교
-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APU)
장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언론사
- 조선일보, 또는 중앙일보

참가대상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영어소통 가능자
(예상 인원: 한국, 중국 및 일본 각 25명, 총 75명 예상)
(팀 당 6~7명, 한국/중국/일본 각 2명으로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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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테마 및 주제

C. 진행 방식

❍ 테마/ 주제

❍ 전문가 강연, 토론(팀 및 패널),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영
❍ 추진 일정
❍ 세부 토론 주제
구 분

역사 (History)

화합과 공영을 위한 올바른 역사문제 인식

안보 (Security)

3국이 함께 바라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현안
및 대처방안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3국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현안 및 개선을 위
한 방안과 3국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십
의 미래
국제 금융기구 속 동북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Economy)

구 분

내용

각국의 역할과 3국의 경제 정책이 주변국에 미
치는 영향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

날짜

1.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2016년 2월 29일

2. 참여기관 협의 및 확정

2016년 6월 30일

3. 주제 확정 및 발표자 확정

2016년 6월 30일

4. 회의장, 숙박, 항공권 준비

2016년 7월 15일

5. 사전 자료집 완성 및 보도자료 배포

2016년 7월 20일

6. 참가자 모집

2016년 7월 10일

7. 사전 자료 배포

2016년 7월 20일

8. 포럼 진행

2016년 8월 12일 ~ 15일

9. 최종보고서(국문, 영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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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5일

DAY 2

III 프로그램 일정
DAY 1
회의

시간

8월 12일(금)

등록

13:00-13:30

참가자 등록 및 자리배치

회의

시간

8월 13일(토)

식사

08:00-09:00

아침식사

비고
국립외교원

문화체험 및

(예정)

팀 미션

09:00-12:00

문화체험 및 팀 미션: 민속촌 또는
수원 화성 탐방 및 팀 미션 수행

식사

12:00-13:00

점심식사

특별 강연

13:00-14:00

UN DPI 특별강연: UN에서 바라보는
동북아 현안

개회식
- 개회사
(미래희망기구 이사장 정진환)
개회식

13:30-15:00

- 축사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박수길 예정)
- 환영사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또는 TCS

비고

국립외교원

Maher
Nasser

(예정)
세션2: 동북아시아의 안보 현안

강연 및

예정)
- 축하공연 (태권도 시범단)

패널토론

포럼 일정 소개
세션1: 화합과 공영을 위한 올바른 역사문제 인식

팀 토론 1

강연 및

14:00-15:00

3국이 함께 바라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현안 및 협력방안

15:00-16:00

3국 공생을 위한 안보 협의체
구성방안 토론회

NISHINO
Junya

패널토론
15:30-16:30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공동인식

16:30-18:00

장소이동 및 숙소배정

식사

18:00-19:00

저녁식사

팀 빌딩

19:00-20:00

장소이동

봉사활동

20:00-21:00

이태진
경희대학교

강연 및

수원캠퍼스

패널토론

아프리카 빈곤국가 어린이들 위한
희망나눔 운동화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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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17:00-18:00

팀 빌딩 세션: 팀명 및 팀장 결정, 팀
내 업무분장, 발표세션 계획 등

세션3: 지속가능한 개발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3국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현안 및
개선을 위한 방안

TCS

3국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Maher

미래

Nasser

식사

18:00-19:00

저녁식사

팀 토론 2

19:00-20:00

3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Action
Plan 설계 토론회

발표회

20:00-21:00

토론회 마무리 및 팀 별 발표
※ 팀별 5분 발표, Q&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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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DAY 4

회의

시간

8월 14일(일)

식사

08:00-09:00

아침식사

비고

회의

시간

8월 15일(월)

식사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토론 내용 정리 및 전체 토론

세션4: 경제 및 위기관리
강연 및
패널토론

한중일 3국의 경제현황 및
09:00-10:00

특별강연

팀 토론 3

위기관리와 동북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역할 및 대응전략

10:00-11:00

(재)니어재단 특별강연

11:00-12:00

3국 협력 방안 구축 토론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분야)

ZHANG
Liqing

정리 및 전체
토론

10:00-11:00

이사장
정덕구

11:00-12:00

폐회식
식사

12:00-13:00

점심식사

팀 토론 및
발표

13:00-16:00

3국 협력 방안 구축 토론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분야)
※ 팀별 7분 발표, Q&A 포함

팀 토론 4

16:00-18:00

포럼 선언문 작성을 위한 팀 토론 및
팀별 확정안 제출

식사

18:00-20:00

만찬

팀 대항

20:00-21:00

3국 바로알기 골든벨
(팀별 퀴즈 대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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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포럼 선언문 토론 및 확정
세션 1-4까지 내용 요약 발표 및
전체 토론
폐회식
- 폐회사 1
((재)니어재단 이사장 정덕구 예정)
- 폐회사 2
(Director of Outreach Division, UN
DPI, Maher Nasser 예정)
- 수료증 수여
-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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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세션 3: 지속가능개발>

IV 토론 주제 및 강연자
❍ 개회식 개회사: (사)미래희망기구 이사장 정진환

❍ 3국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현안 및 개선을 위한 방안

❍ 개회식 축사: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박수길

-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 및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후, 팀 별 자

❍ 개회식 환영사: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국립외교원장 윤덕

유토론으로 진행
- 발표자: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예정)

민(예정)

❍ 3국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

<세션 1: 화합과 공영을 위한 올바른 역사문제 인식>

-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 및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후, 팀 별 자
유토론으로 진행

❍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공동인식
-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 및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발표자: 이태진 (서울대학교, 예정)

- 발표자: Maher Nasser (UN DPI, 예정)
❍ 참가 대학생 토론
- 3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학생 Action Plan 설계를 위한 팀
별 자유 토론 진행

❍ 특별강연: Maher Nasser, UN DPI - UN에서 바라보는 동북아 현안

- 취합한 의견을 기반으로 팀 별 Action Plan 구상 및 발표회 준비

<세션2: 동북아시아의 안보 현안>
<발표회>
❍ 3국이 함께 바라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현안 및 협력방안
-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 및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후, 팀 별 자

- 팀 토론 마무리 및 팀 별 발표 (팀 별 5분 발표, Q&A 포함)
- 발의된 내용들은 포럼 후에 정리 및 배부 예정

유토론으로 진행
- 발표자: NISHINO Junya (Keio University, 예정)

<세션 4: 경제 및 위기관리>

❍ 참가 대학생 토론
- 세션과 관련된 주제(3국 공생을 위한 안보 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

❍ 한중일 3국의 경제현황 및 위기관리와 동북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국의 역할 및 대응전략

팀 별 자유 토론 진행
- 팀 별 의견 취합 및 발표회 준비

-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 및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발표자: ZHANG Liqing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Studies,
CIFS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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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강연(예정): 정덕구, (재)니어재단 이사장
❍ 참가 대학생 토론: 3국 협력방안 구축 토론회
- 3국의 협력 방안 구축을 위한 팀 별 자유 토론 진행 (정치/경제/사회/문
화/외교분야)
- 팀 별 7분 발표 및 Q&A 진행
- 발의된 내용들은 포럼 후에 정리 및 배부 예정

❍ 참가 대학생 토론: 청년 선언문 작성
- 청년 선언문 작성을 위한 팀 토론 및 팀별 확정안 제출

<정리 및 전체 토론>
- 청년 선언문 관련 토론 및 선언문 내용 확정
- 세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
- 팀 별 참여소감 발표
- 청년 선언문 낭독

V

결과물

❍ 최종 보고서를 2016년 10월 15일까지 작성
❍ 최종 보고서에는 각 세션 별 발표한 자료, 질의응답 내용, 참여 소감을
정리하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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