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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

일 시:

월 5일(월)~11월 8일(목)

-

장 소: 콘래드 서울호텔

-

주 최:

-

후 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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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아시아개발은행

KDI·

□ KDI는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세계은행
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개최함.

‘2018년도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1) 컨퍼런스’를

○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배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기구 및 아
시아 지역

개국

12

2)

대표

여 명이 참석

30

1) APN(Asi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actitioner’s Network): 우리나라를 주심으로 2008년 구축된 아시아 역내 민간
투자 포럼으로서 2010년부터 매년 아태 지역 PPP 발전을 위한 정책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2)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사모아, 미얀마, 파키스탄, 쿡아일랜드, 필리핀, 카자흐스탄, 몽골, 라오스, 조지아

□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민간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배분’, ‘사회 인프
라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공공과 민간 간의 대화’ 등 총 다섯
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

○ 또 컨퍼런스 마지막 날엔 참석자들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숙
사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민간투자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
해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을 체험할 계획

□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
아 국가 간 민간투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관련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 첨부.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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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세부 일정
일 자

프로그램

11. 5(월)

1일차

08:30~9:00

등 록

09:00~09:40

개회식
개회사 KDI
환영사 기획재정부

9:40~10:00

휴 식

10:00~12:00

세션 1. 공공-민간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배분
좌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발 표 1. 세계은행의 PPP 추진현황
함정림 WB 선임 인프라 전문가
발 표 2. 아․태지역의 PPP 현황
스리니바스 샘파스 ADB PPP 테마그룹 총괄
발 표 3. 한국의 PPP 정책방향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과장
발 표 4. 주요국의 사례: 필리핀
마리아 러마 애드빈큘라 필리핀 PPP센터 사업개발 및 모니터
링 실장

12:00~12:20

질의응답

12:20~13:20

오 찬

13:20~15:40

세션 2. 국가별 라운드테이블: 각국의 최근 PPP 정책동향 논의
좌장: 소훈섭 세계은행 서울사무소 대표

15:40~16:00

휴 식

16:00~17:00

종합토의

11. 6(화)

2일차

9:00~12:00

세션 3. 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한 PPP
좌장: 스리니바스 샘파스 ADB PPP 테마그룹 총괄
발 표 1. 노인복지시설 PPP
탈리아 조지우, 아시아케어그룹 사회의료서비스 상무이사
발 표 2. 교육시설 PPP
나세르 파레스 마소드, 컨셉리얼라이제이션 상무이사
발 표 3. 의료시설 PPP
리벤 자퀴뮌, GE 헬스케어 PPP 국제개발디렉터

12:00~13:00

오 찬

3

일 자

프로그램

13:00~14:40

세션 4. PPP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좌장: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발 표 1. PPP 사업의 위험분담제도 혁신방안 논의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발 표 2. 최근 호주의 PPP 정책동향 및 주요이슈 논의
스티븐 홍 글로벌인프라스트럭쳐허브 선임매니져
발 표 3. 주요 국의 사례: 한국
김혜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지원팀장

14:40~15:00

휴 식

15:00~16:00

세션 5. 공공-민간 간의 대화: PPP투자자와의 논의
좌장: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발 표 1. 한국 기업의 해외 PPP 투자동향과 추진사례
임한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본부장
발 표 2. 글로벌 기업의 해외 PPP 투자동향과 추진사례
추후 결정

16:00~17:00

패널토의

17:00~18:00

종합의견 및 폐회식

11. 7(수)

3일차

9:00~10:00

세션 1. PPP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소개
추후결정

10:00~10:15

휴 식

10:15~12:00

세션 2.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동기
함정림 WB 선임 인프라 전문가

12:00~13:00

오 찬

13:00~14:15

세션 3. 민간제안사업 정책수립의 주요 의사결정과정
데블리나 사하 WB 인프라 분석관

14:15~14:30

휴 식

14:30~15:30

민간제안사업자와의 협상실습: 사업개발·조달과정을 중심으로

15:30~16:00

종합의견 및 폐회식

11. 8(목)
10:00~18:30

4일차
기관방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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