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일대일로” 상업협회 라운드 테이블 콘퍼런스(염성) 

최고위급 포럼 행사 방안 
 

 

1. 배경 

2017년 5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 국제협력에 관한 정상 포럼에서 중요

한 연설을 발표한다. 민간 조직은 경제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국제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힘이다. 
 

실크로드 연선에 위치한 민간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연선 국가들 간

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각국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시진핑 주석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일대일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목적

으로  중국아시아경제발전 협회(中国亚洲经济发展协会)가 중국사회조직촉진회（中国社会 

组织促进会）와 함께 '일대일로' 상업협회(商业协会) 시리즈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 하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의 상업협회 및 관련 기업 등에게 경제

와 무역, 생태, 인문의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가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강소성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도시인 염성시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일대일로’의 합류점으로써, 강소성 연안을 개발할 뿐 아니라, 한

중(염성) 산업원(韩中盐城产业园)의 발전을 가져오고 장삼각 (长三角)을 통합시키며， 장

강경제지대(长江 经济带)와 회화생태경제수역 (淮河生态经济带)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융

합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중국 염성시 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일대일로’ 염성 로드 도시 건설의 추진에 대한 시

행 의견”을 발표하고 녹색공간의 공유, 녹색경제발전 등을 골자로 공항과 항만 등 3개 

국가에 대한 일류의 개방형 항구로써,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3개 국가의 일류의 개방형 항구로써,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가, 협력 모델을 혁신하고, 의사소통 

플랫폼을 수립하며, 협력촉진을 위한 체재를 완비하고, 전 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광범

위한 해양 협력을 존개해 나가고,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해상협력 시범지대를 조성하고

자 한다. 

 

2. 명칭 

제1회 '일대일로' 상업협회 라운드 테이블 콘퍼런스(염성) 최고위급 포럼 

 



3. 목적 

1)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구가들 간의 민간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사회단체와 해

외의 사회단체,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2) 염성시와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경제무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염성시의 국제

적인 영향력을 증대하며, 염성시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 

 

4. 조직 및 기구 

주최기관: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중국사회조직촉진회 
 

주관: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대외교류위원회 
 

미디어 후원: 인민일보망, 신화통신넷, 중국신문망, 중앙텔레비전방송국망, 국제온라인,  

중국방송망, 중국경제망, 환추시보, 시나닷컴, 봉황망, 아사히신문,  

한국재경신문등 국내외 주요 20개 언론사. 
 

특별초청 미디어: 중국망 

 

5. 일정 

도착 및 참관: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라운드 테이블 콘퍼런스 및 설명회: 2019년 04월 17일 (수요일) 
 

귀국: 2019년 04월 18일 (목요일) 

 

6. 장소 

중국 강소성 염성시 영빈관 

 

7. 주제 

일대일로: 상업협회 협력 시스템, 도시경제와 무역의 융합발전 

 

8. 게스트 초청 예상인원 

1) 인원: 300명 
 

2) 인원 구성: 관련 책임자, 해외 중국주재 외교 사절 10명 

해외 상업 협회대표 40명 

해외 기업가 대표 160명 

전문가, 학자, 언론사 대표 20명 

염성시 책임자와 게스트 70명 

 

 



9. 개최일정 

1)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10:00-12:00 게스트 도착 

15:00-17:00 염성시 경제기술개발구 시찰 

18:30 환영 만찬 

진행자: 주최측 책임자 

환영사: 염성시 관련 책임자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관련 책임자 
 

2) 2019년 04월 17일 (수요일) 

09:00-09:40 개막식 

진행자:  

환영사: 염성시 관련 책임자 

주최측 관련 책임자  

염성시에 관한 설명  

- 중한산업원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소개: 염성시 관련 책임자 

축사: 중요 인사 

재 중국 사절단 대표 

상업협회 대표 

09:40-10:00 전략적 협력 계약식 

10:00-10:20 티 타임 

10:20-11:10 현장 교류 

11:10-11:20 기념 촬영 

11:30-12:30 오찬 

13:00-15:00 전문 분야 설명회 

- 자동차 산업 분야 설명회  

- 중한무역 분야 설명회 

- 전자정보와 반도체분야 설명회 

- 광전기 산업분야 설명회 

- 현대 서비스 각 분야에 대한 설명회 

18:00-20:00 답례 만찬 

진행 인사 말씀: 주최측 관련 책임자 
 

3) 2019년 04월 18일 (목요일) 

09:00-12:00 게스트 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