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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
컨퍼런스 개최

-

일 시:

월

일(수)~12월1일(금)

-

장 소: 서울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

-

주 최:

-

후 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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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아시아개발은행

KDI·

□ KDI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함.

‘2017년도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1)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이하
(

의 역할, 향후 도전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컨퍼

PPP)2)

런스는 국제기구 및 아시아지역

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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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N(Asi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actitioners Network)은 우리나라와 국제금융기구(WBG, ADB)의 아시아지역 PP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최근 PPP 동향 및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2)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PPP의 역할’, ‘지속가능한 인
프라 구축’, ‘최근

PPP

동향과 혁신방안 논의’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됨.

○ 첫 번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의 역할’ 세션에서는 지속가능

‘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PPP

의 역할에 대한 토의와 더불어 국제

PPP

기구의 관련 추진상황, 한국·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정책 추진
내용과 방향 등을 공유함.

○ 두 번째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세션에서는 기존 인프라의 유

‘

지·개량·보수 사업인
있어서

‘R(Rehabilitation-Project)

프로젝트’ 추진에

의 역할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짐.

PPP

○ 세 번째

최근

‘

PPP

동향과 혁신방안 논의’ 세션은 아시아개발은

행(ADB)을 중심으로 최신

PPP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함.

□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
프라 투자의 중요성과

PPP

PPP
기대한다”라

역할을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 내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고 밝힘.

❖ 첨부.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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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세부 일정
일 자

프로그램

11. 29(수)

1일차

08:30~9:00

등 록

09:00~09:40

개회식
개회사 김용성 KDI 부원장
환영사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09:40~10:00

휴 식
세션 1. 지속가능한 성장과

10:00~11:40

발
발
발
발

표
표
표
표

1.
2.
3.
4.

PPP의

역할

라세 링귀스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녹색투자서비스장
잭 핸드포드 글로벌 인프라 허브 수석 고문
한빈 중국 재무부 PPP센터 부국장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11:40~12:20

토론 및 Q&A

12:20~13:40

오 찬
세션 2.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13:40~15:00

발
발
발

표 1. 케이수케 사카모토 일본 내각 PPP 프로모션 사무소 사무국장
표 2. 클라이브 해리스 월드뱅크 PPP 그룹 부장
표 3. 이과섭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지원팀장

15:00~15:40

토론 및 Q&A

15:40~16:00

휴 식

16:00~17:30

국가별 라운드테이블

11. 30(목)

2일차
세션 3. 최근

09:00~12:00

토
발
발
발

12:00~12:30

PPP

동향과 혁신방안 논의

론
표 1. 인도네시아 재무부, 교통부, 정부 소유물 관리부,
개발 기획부 및 국영 인프라 투자 기업 대표단
표 2. 아마르 쿠아리 아시아개발은행 총괄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표 3. 빌 뱅크스 언스트앤영 글로벌 인프라 자문 리더

종합의견 및 폐회식

12. 1(금)
10:00~16:30

3일차
기관방문 ㈜에코에너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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