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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모시는 글
한국EU학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특별세미나
2019년 4월 현재 영국의 EU탈퇴(Brexit)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영국과 EU간 합의된 브렉시트 합의문은 지금까지 영국 하원에서

Special Seminar on BREXIT
Co-Host : EUSA-Korea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orea Institute of Finance

세 차례 부결되어 합의없는 브렉시트(no-deal Brexit)의 가능성까지도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월 11일 영국과 EU는 금년 10월 31일까지로 Brexit의 유연한 연장(flexible extension)에

Theme : BREXIT, its Impacts and the Korean Economy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브렉시트는 협정문 통과 및 질서있는 탈퇴, 합의없는

Date : April 19 2019 (Friday)

탈퇴, 브렉시트 전면 철회, 영국내각 총사퇴 및 총선 이후 재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의 시기, 형태 및 정확한 내용에 관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EU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과 및 향후 전망,
그리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각계의 전문가와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을 모시고 브렉시트의 의미와 경과, 향후 전망을 한국의

Time : 2:00-6:00PM
Venue :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2

nd

Floor, Korea Federation of Banks,
Myeong-dong, Seoul, Korea (KFB Bldg. 19 Myeong-Dong 11 Gil, JungGu, Seoul, Korea, 04538, 02-3705-6297 ljkim@kif.re.kr)

시각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EU학회장 박구웅 (인천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재영 / 한국금융연구원장 손상호

한국EU학회 EUSA-KOREA

Program

프로그램
2:00-2:20

등록 및 교류

2:00-2:20

Registration

2:20-2:30

인사 (한국EU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20-2:30

Greetings (EUSAK, KIEP, KIF)

2:30-3:00 Keynote Speech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rexit, 어떻게 보아야 하나

2:30-3:00 Keynote Speech

발표 1 : 강유덕 교수 (한국외국어대)

Paper Presentations 1, 2

브렉시트와 영국경제 : 브렉시트 이후 영국경제의 변화 전망

3:00-4:30

발표 1, 2
(각 3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사회 : 김도훈 교수 (서강대)

토론 1 : 박상철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3:00-4:30

발표 2 : 정재원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 2 : 김남종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4:30-4:50
4:50-5:50
5:50-6:00

Coffee Break
Round Table 토론
사회 : 김남국 교수 (고려대)

전혜원 교수 (국립외교원), 류상철 박사 (한국은행),
김선화 실장 (KOTRA)
폐회

(30 minutes presentation,
10 minutes Q&A each paper)
Chair: Prof. Do-Hoon Kim
(Sogang University)

4:30-4:50
4:50-5:50
5:50-6:00

Dr. KIM Heungchong (KIEP)

Brexit,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and its Tragic Consequences

Presenter 1 : Prof. Yoo-Duck Kang (HUFS)

Brexit and the UK Economy : Economic Perspective of the UK after Brexit

Discussion 1 : Prof. Sang-Chul Park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Presenter 2 : Dr. Jaewon Jung (KERI)
Brexit and its Impact on Korean Economy

Discussion 2: Dr. Nam-Jong Kim (Korea Institute of Finance)
Coffee Break

Round Table Talks
Chair: Prof. Nam-Kook KIM
(Korea University)

Prof. Hye-Won Jun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Dr. Sang-Cheol Ryu (Bank of Korea)
Ms. Sun-Hwa Kim (KOTRA)
Clo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