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한러대화 워크샵 논의 안건

일시: 8월 11일(목) 16:00-17:20, 19:00-21:00

 

주관 분과 사 업 명 시기, 장소

정치국제관계  

1. 한러대화 Discussion Club(신규)

- 주제: Relationships in the Russia-     

       China-USA Triangle

2월 25일, 

온라인 旣 개최

2. 정치·경제분과 국내세미나

- 주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관계 

※ 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공동

7월 8일, 외교타운

旣 개최 

3. 정책세미나(국내사업)

- 주제: 한국의 경제안보와 러시아 

※ 국립외교원 공동

9월, 서울

4. 한러 북핵전문가 워크샵 

- Discussion 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협의  

– 주제: 미정

9월 30일, 

온라인(웨비나)

5. 제3차 공공외교세미나(국내사업)

- 주제: 포스트팬데믹 디지털 공공외교 한러 협력

- 2018년부터 개최, 정책제안 이슈 발굴 목표 

※ 세종연구소 공동

  (코로나19로 인해 2020/21년 미 개최)

10월, 국내

6. 한러 정경컨퍼런스

- 주제: 미정

  (코로나19로 인해 2020/21년 미 개최)

11월, 온라인

7. 총서 발간

- 바이든행정부 시기 미중러 관계와 한러협력

- 러측과 공동 발간(한국어/러시아어) 협의

재검토 



- 2 -

경제통상

1. 한러 경제통상 전문가세미나

- 주제: 극동 및 북극개발과 한러 투자협력   

        증진 방안

- 양국 전문가 각 10여 명 참석 

6월 30일, 

온라인 旣 개최

2. 워크샵(국내사업)

- 분과위원 및 국내 전문가 등 20여 명 참석
9월, 온라인

3. 한러 경제통상 협력 컨퍼런스

- 주제: 글로벌 밸류체인과 한러 협력 방안

- 양국 전문가 각 10여 명 참석 

11월 18일, 

온라인

4. 한러 정경컨퍼런스

- 주제: 미정
11월, 온라인

문화예술

1.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공동 개최

- 주제: 팬데믹 시대의 러시아학

10월 15일, 

고려대

2. 제4회 박경리문학제와 세미나

- 문학제가 한국문학 중심 국제학술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점차 주제를 확대

- 주제(가안): 대지와 생명의 문학

※ 토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주상트총영사관 등 공동

10월 21, 

온라인

3. 제9차 상트국제문화포럼 KRD세션 

- 코로나19로 인해 2020/21년 미 개최

- 온라인 개최시 <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 한

러 간 문화-계몽 활동>을 주제로 참여 가능

11월 10-12일,

상트(러측 계획)

4. 총서 발간(신규)

- 양국 중견 혹은 신진 작가의 우수 단편 

4~5편을 양국 번역원 지원 하에 번역·한국어

와 러시아어 합본 출간을 계획하였으나 현 상

황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대안: 국내 연구자의 저서 <10개의 공간을 

따라 읽는 토지>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상트

대에서 출판하는 방안을 추진

9~12월, 

서울/상트

5. 송년 음악회(국내사업) 1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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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1. 제9차 한러 대학총장포럼

- 주제: 미정

- 2021년과 동일하게 총장세션과 전문가세션 

별도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러시아주요대학협의회  

   공동

* 양국 교육부 간 ‘2023 한러 과학교육협력의 해’  

  지정 여부 논의 중

하반기 온라인 

추진

2. 한러수교 30주년 기념 김병옥 선생 현판식 

및 한러 역사세미나 

- 현판식 계기에 이범진, 김병옥 등 관련 연구자  

  중심 세미나 개최　

*상트시 발전위원회

에서 5년 단위로 현

판 부착 심사&허가. 

2019년 신청 탈락, 

2024년 재신청 예정

언론사회

1. 한러 언론인세미나

- 주제:

1.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관련 한러 정부·언론

기관·언론인의 대처방안

2. 국제적 현안(북핵 문제 포함)에 대한 한러 

언론인들의 인식 제고 방안

6월 24일, 

온라인 旣 개최 

2. 제2차 한러 언론인 교류, 언론인 간담회　

- 코로나19로 인해 2020/21년 미 개최 

- 한국측 대표단 8~9인(사무국, 언론인 6~7

인, 재단 실무자) 예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

2023년으로 연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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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 제11차 한러 대학생대화

- 코로나19로 인해 2020/21년 미 개최  
2023년으로 연기

2. 제7차 한러 청년전문가 세미나 

- 양국 청년전문가 20여 명 참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11월 25일, 

온라인

3. 제7차 홈커밍데이 워크샵(국내사업)

- 대학생대화 기 참가자 20여 명 대상 선후배  

  대화, 진로 관련 강연 등 

10월, 서울

사무국

1. 운영회의

   6개 분과회의

연중 총 3-4회

연초, 하반기

2. 양국 조정위원장 화상회의 연중 수시

3. 조정위원회의　 하반기, 서울　

4. 하계 워크샵
8월 11-12, 

군산 일대

5. 한러대화의 밤 12월, 서울

6. 2021년 사업보고서 발간 12월,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