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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Session (오후 3:00~3:10)

개회사  최창규 한국EU학회 회장

환영사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축   사   우베 비센바하 (Uwe WISSENBACH)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일등 참사관 & 부대사  

(First Counsellor & Deputy Head of Mission, EU Delegation to Republic of Korea)

Session I. 유로존의 미래 (Future of the Eurozone) (오후 3:10~4:20)

사회: 김박수 명예회장, 한국EU학회

주제 1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해결 전망

발표: 유승경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토론: 채희율 교수, 경기대학교

주제 2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의 대응

발표: 강유덕 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삼성경제연구소

Coffee Break (오후 4:20~4:30)

Session II. 종합토론 (General Discussion) (오후 4:30~5:40)

사회: 김세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발제 
최근 EMU 위기의 평가 및 유로화 체제의 향후 시나리오 

박성훈 원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토론

최창규 회장, 한국EU학회

이종규 부원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영섭 교수, 서울대학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유로존(EUrozonE) 일부 국가

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대응책 마

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응 과정과 결과에 따라 유로화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유로존의 문제는 유럽

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EU 

FTA의 발효로 EU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한국도 역

시 유로존 재정위기 파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EU학회(EUSA-Korea), 대외경

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금융연구원(KIF)

이 공동으로 <유로화 위기와 우리의 정책과제(Crisis of the Euro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

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EU지역 연구 및 금융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전망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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