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서 하나로 된 공동의 기억에 대헌 토론은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격고 있다. 
역사에 의한, 특히 2 차 대전을 통한 구체적인 경험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하나의 단일한 기억으로 
재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들을 하나로 된 
유럽의 공동의 기억으로 이해시킬 수있을 까? 다양한 경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의 유럽적 

기억으로 묶어낼 수있을 까?  분열된 역사를 하나의 공동의 역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것인가? 기억의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일까? 

본 심포지엄은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적 통합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 EPRIE 2013> 의 한 
섹션으로 유럽의 다양한 기억의 컨셉들에 대해 토론한다. 어떻게 <하나로 된 유럽적 기억의 
컨셉>을 실현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풀어보려고자 한다. 유럽의 경제와 정치계의 저명 
인사들이 자신의 테제들을 소개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이번 심포지엄에 진심으로 초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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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리타리타리타    쉬스무트쉬스무트쉬스무트쉬스무트    (Rita Süssmuth)교수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독일연방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폴란드 서부 국경의 인정에 대해 큰 기여를 하였다. 2006년 1월 이래로 독일-폴란드 연구소의 

회장으로 지내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이스탄불 독일-터키대학 내 독일 컨소시엄(독일 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에티엥에티엥에티엥에티엥 프랑소아프랑소아프랑소아프랑소아  (Etienne Francois )  역사교수는 독일과 프랑스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몰두했다. 1992 년부터 1999 년까지 “Centre Marc Bloch“ 라는 독일-프랑스 사회학 연구센터의 창립 

소장이었다. 그리고 2008 년까지 베를린에 있는 프랑스 센터에서 강의했다.  

부워지미에시부워지미에시부워지미에시부워지미에시 보로지에이보로지에이보로지에이보로지에이 (Włodzimierz Borodziej) 교수교수교수교수    2012년부터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대학의 “20세기 동부 유럽“이란 임레-케르테츠-컬리지에서 공동총장을 맡고 있다. 

1996년이래로 바르샤바 대학의 역사 연구소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바르샤바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1997년- 2007년 독일-폴란드 공동 
교과서위원회의 회장, 1992년-1994년 폴란드 의회 내 학술부서 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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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진행 

18:00    환영인사환영인사환영인사환영인사 

스테판 드라이어 박사, 서울 괴테 문화원 대표 

한 나탈리 정화, 베를린 코리아 협의회 대표 

18:10   유럽내유럽내유럽내유럽내    화해의화해의화해의화해의    과정과정과정과정     

리타  쉬스무트  교수, 전 독일연방 의회 의장, 전 가족∙청소년∙체육∙여성부 

장관 

18:30   유럽의유럽의유럽의유럽의    분열된분열된분열된분열된    현실로서의현실로서의현실로서의현실로서의    기억기억기억기억    

에티엥 프랑소아 교수, 전 베를린 자유대학 프랑스센터장 

  브뤼셀브뤼셀브뤼셀브뤼셀    유럽유럽유럽유럽    역사의역사의역사의역사의    집집집집 

                                        브워지미에시 보로지에이 교수, 바르샤바 대학 

19:30   토론   

19:55   맺음말 

2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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