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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뉴스레터
KSCES JMCE Newsletter
2021 한국유럽학회-자이델 재단 공동 라운드테이블
지난 3 월 19 일 한국유럽학회와 한스자이델 재단이 공동으로 "한반도와 EU 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대면·비대면
혼합형식의 공동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한국측 그리고 유럽측 대표자들은 한-EU 의 동반자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유럽학회 이무성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HSF Korea Bernhard Seliger 박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본 행사는
세션 1 에서 ‘Korean Perspectives’와 세션 2 에서 ‘European Perspectives’에 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2021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춘계연합학술대회
지난 4 월 23 일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유럽학회, 부경대 글로벌 지역학연구소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에서 각
기관 일부 집행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겸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 및 운영하였다. 각 세션 발표
및 토론은 ZOOM 을 활용해 진행이 되었다.
한국유럽학회 이무성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본 행사는 부경대 인문사회대 박원용 학장의 환영사와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의 기조연설, 부경대 글로벌 지역학과 BK 21 정해조 교육단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총 6 개의 패녈로 구성된 본 세미나에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외대 EU 연구소, 부경대 글로벌 지역학연구소,
한국유럽학회, 한국외대 장모네 EU 센터 – EURAXWSS Korea 공동패널, 한국유럽학회 Book Project 가 각각의 패널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유럽연합과 한반도 : 상생적 번영과 평화적 공존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2 개 세션 6 개의 패널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연합의 가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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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유럽학회-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라운드테이블
지난 5 월 14 일 한국유럽학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유럽과 한국의 COVID-19 대응과 결과"라는
주제로 공동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발표자들은 한-EU 간 COVID-19 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2021 한국유럽학회-연세대 EU 센터 공동학술대회
지난 5 월 21 일 금요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유럽통합의 복원력과 한국에의 함의'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날 연세대학교 장모네 EU 센터 이연호 소장과 한국유럽학회 이무성 회장이 각자 개회사와 축사를
맡았다. 두 개의 세션에 걸쳐 유럽의 외교안보, 정치, 국제협력 전문가들이 모여 한-EU 의 관계발전을 위한 통찰력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세 JMCE 이연호 소장의 개회사와 한국유럽학회 이무성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본 행사는 1 세션에서 부경대
김주희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연구원이 발표를 맡았고, 건국대 김용민 교수와 대구대 안병억 교수, 연세대 고주현
교수가 토론을 맡았으며, 2 세션에서 Euraxess Korea Thomas Wierzbowski 교수와 수원대 윤성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명지대 이무성 교수와 한국외대 이하얀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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