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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교통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 거리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5분 거리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 남대문 방향 5분 거리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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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USA-KOREAㆍKIEPㆍKIF 공동 정책세미나

2012. 6. 7(목) 오후3:00~6:00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주최 한국EU학회(EUSA-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KIF) 

협찬 LG경제연구원(LGERI)

문   의: 



Opening Session (오후 3:00~3:20)

개회사  박경선 회장, 한국EU학회

축   사   채   욱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현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Session I. 유로존 위기의 현황과 전망 (오후 3:20~4:45)

사회: 김박수 명예회장, 한국EU학회

주제 1 
유럽 재정위기의 추이와 해결 방향

발표: 강유덕 유럽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 김한수 국제금융실장, 자본시장연구원

주제 2 
한-EU FTA 발효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  조미진 교수,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 명지대학교

토론: 박순찬 교수, 공주대학교

주제 3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발표:  류상철 거시건전성연구팀장, 한국은행

토론: 이영섭 교수, 서울대학교

Coffee Break (오후 4:45~5:00)

Session II. 종합토론 (오후 5:00~6:00)

사회: 김세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주제 
유로존 위기 지속과 우리의 당면과제 

토론

김박수 명예회장, 한국EU학회                       윤인대 재정기획과장, 기획재정부

이명활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채희율 교수, 경기대학교

신 재정협약 에 기초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 방안은 최근 프랑스 대

선과 그리스 총선 결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총선 이후 연정의 합의에 실패하여 총선의 재실시 상

태에 빠져 들었으며, 프랑스는 신 재정협약에 성장을 추가하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신 재

정협약의 수정에 대하여 프랑스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유로존 

위기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의 파장에 대한 정확

한 분석과 적절한 대처 방안 모색은 경기침

체 위기에 직면한 한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당면한 과제입니

다.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EU FTA의 1년간 성과분석을 통해 불확

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에 한국EU학회(EUSA-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KIF)은 공동으로 <유로존 위기의 지속과 우리

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경 선 채     욱 윤 창 현

한국EU학회 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초청의 글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