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13:30~18:00
| 장소: 온라인·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 Data: 28 de maio de 2021
| Local: Online·Sala de conferência Internacional, HUFS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작
60 anos de Relações Diplomáticas Coreia e Portugal
Um novo começo para o desenvolvimento e a cooperação sustentáveis

*  본 학회는 COVID-19 관련 방역관리지침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회의실 입장시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와 함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 학술대회는 줌(ZOOM)기반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 Programa

(13:30)  온라인 접속
Credenciamento (participantes in loco)

(14:00)  개회식
Sessão de Abertura

 개회사 : 정재민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회장

Discurso de Abertura : Jae Min Chung (Presidente da KALAS) 

 환영사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Discurso de Boas-vindas : In Chul Kim (Reitor da HUFS)

 축   사 : 마누엘 곤살브스 드 제주스 주한 포르투갈 대사

Discurso Comemorativo : Manuel Gonçalves de Jesus (Embaixador de Portugal)

 축   사: 주호영 한-포르투갈의원친선협회 회장

Discurso Comemorativo: Ho Young Joo (Presidente do Grupo Parlamentar de Amizade Coreia do Sul-Portugal)

(14:30)  기조연설
Keynote Speech

 한-포르투갈 간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작 | 주앙 히베이루 드 알메이다(까몽이스재단 이사장)

Um novo começo para as cooperações sustentáveis entre Portugal e a Coreia 

| João Ribeiro de Almeida (Presidente do Camões I.P. - Instituto da Cooperação e da Língua)

(14:50)  제1세션 : 한-포르투갈 간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도전
Palestra 1 : Desafios e oportunidades para o desenvolvimento e a cooperação sustentáveis Coreia-Portugal

사회 : 권기수 (한국외대)
Moderador : Kisu Kwon (HUFS)

 사회-연대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 | 조희문 (한국외대)

Economia Social e Solidária e Papel do Estado: Estudo Comparativo Coreia-Portugal | Hee Moon Jo (HUFS)

 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sultados e Desafios de 60 anos de Cooperação Econômica Coreia-Portugal | Tae Hyun Oh (KIEP)

 한-포르투갈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포르투갈어권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 방안 | 이승훈 (해외건설협회) 

Projecto de Investimentos de Construção Civil em Países Lusófonos através de Cooperação Coreia-Portugal   

| Seung Hoon Lee (ICAK)

 Q&A

(15:50)  제2세션 : 포르투갈의 그린뉴딜 및 디지털혁신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Palestra 2 : Cooperação em Green New Deal e Renovações Digitais, e contra Pandemias

사회 : 고주현 (연세대)
Moderador : Joohyun Go (Yonsei Univ.)

 전환기의 도시 | 미겔 드 까스뜨루 네뚜 (NOVA IMS)

Cidades em Transição | Miguel de Castro Neto (NOVA IMS)

 환경과 생태-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과 실천방법 | 양은미 (한국외대)

Visão e Ação sobre Relações entre Homem e Ecossistema | Eun Mi Yang (HUFS)

 코로나-19 이후 포르투갈의 복원력 | 김득갑 (연세대)

Resiliência de Portugal após Covid-19 | Deuk Kab Kim (Yonsei Univ.)

 Q&A

(16:50)  제3세션 : 한국과 포르투갈의 언어·문화 인적교류의 도전과 과제 
Palestra 3 : Cooperação e Intercâmbio em Língua, Cultura e Homem

사회 : 박원복 (단국대)
Moderador : Won Bock Park (Dankook Univ.)

 포르투갈 문화와 언어의 보급: 한국외대 까몽이스포르투갈어센터 | 마리아 주앙 아마랄 (한국외대)

 Divulgação da Língua e Cultura Portuguesas: o CLP / Camões na HUFS | Maria João Amaral (HUFS)

 포르투갈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 사용 특징과 교육적 의미 | 김한철 (서울대)

Variação Sociolinguística da Língua Portuguesa: as Características do Uso e Suas Implicações Educacionais    

| Han Chul Kim (SNU)

 포르투갈 여성 여행기 연구 쟁점과 동향: 여성 여행기의 부재에서 출현까지 | 김지은 (한국외대)

Sobre a Escrita de Viagens pelas Mulheres Portuguesas: Da Ausência à Presença das Mulheres Viajantes

| Ji Eun Kim (HUFS)

 Q&A

(17:50)  폐회
Encerramento

(18:00)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총회

모 / 시 / 는 / 말 / 씀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쪽 땅끝이 포르투갈이고 그 동쪽 땅끝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 

여년전 처음 인연이 닿았던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유럽의 관문 포르투갈은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향해 모든 문호가 열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가는 

동시에 분열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위치한 두 나라가 가진 동종선호(homophily)와 

이종선호(heterophily)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국, 포르투갈 양국과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s dois países, a Coreia e Portugal,
que ficam em partes extremas do Continente Eurásia,

celebram o sexagésimo aniversário de relações diplomáticas. 
60 anos significam para o Oriente um círculo completo e um novo começo de vida.

Desejamos que a conferência ofereça 
um espaço fértil para discussões construtivas para uma melhor cooperação entre os dois países.

|주관| |후원||공동주최| 특수외국어 사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