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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집행부는 그 동안 침체된 학회를 활성화시키고 회원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우리 학회의 르네상스를 이뤄야 한다는 소명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월 23일(금)~24일(토) 양일간 부산

해운 에서 개최하는 하계학술 회는 특히 이러한 노력의 표적인

학술행사입니다.

신청 마감 결과 학회 자체기획, 분과위원회 기획, 외부 연구회 패널

신청, 자유공모, 학원생 패널 등 55개 패널에 420여 회원이 참가

신청을 하 습니다. 우리 학회 역사상 최 규모의 학술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외부의 다양한 학술연구모임에서 16개의 패널을 신청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모학회로서 인정받는, 장터 같은 학회, 우리 학회의 르네상스가 실현

되고 있다는 기 를 갖습니다.   

참가신청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 외부 학술모임의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학원생 여러분, 모두 환 하고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

의학술과휴식, 친목과소통의소중한시간이되도록학회에서는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하계학술 회가 우리 학회의 르네상스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원들에 의한 회원들의 학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부산 해운 가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이 호 철 드림

2013 KAIS 부산하계학술 회 일정표
날짜 시 간

SessionⅠ
10:00-11:30

SessionⅡ
13:00-14:30

SessionⅢ
14:40-16:10

SessionⅣ
16:20-17:50

한국전쟁의재조명
(자유공모1)

세계화와지방정치,
그리고지역발전

(SSK지방정치학연구팀)

21세기공공외교의현황과
한국공공외교의미래
(외교부공동주관)

케네스월츠를
다시생각한다
(수요안보모임)

여성의정치참여와리더십
(젠더분과)

이주와여성
(젠더분과)

국방안보의
새로운도전과과제
(공군본부후원)

국경과 토의국제정치
(계명 국경연구소
SSK사업단-미네르바
정치연구회공동패널)

시진핑시
중국의비젼과딜레마
(부산중국정치연구회)

한반도국제환경변화와
정전협정60주년

의의와평가

미국정치와사회이슈:
과거, 현재, 그리고미래

(아메리카분과)

중국 외정책결정의
새로운행위자
(동아시아연구원)

러시아외교정책과
중앙아시아노동이주
(러시아중앙아분과)

동북아협력과한미동맹
(자유공모2)

국제분쟁과갈등의거버넌스
(자유공모3)

국제협력과국제정치이론
(자유공모4)

8월 23일
(금)

121호실 122호실 123호실 124호실

개회식및오찬 11:30-13:00

만찬 18:00-20:00

날 짜 시 간

SessionⅤ
09:00-10:30

SessionⅥ
10:40-12:10

Post-2015 로벌
아키텍쳐와국제개발협력(1):

로벌동향
(국제개발협력분과)

Post-2015 로벌
아키텍쳐와국제개발협력(2):
주요개발주체의 응전략

(국제개발협력분과)

중국외교의다각화
(중국외교안보독회)

21세기한국군전력증강
방안모색

(공군본부후원)

기로에선동아시아지역구상:
역사∙사회∙문화를중심으로
(한일국제정치학회교류

공동회의)

중미관계변화와
한중, 북중관계
(중국분과)

동아시아안보위기와
항공전력발전방향
(공군본부후원)

기로에선동아시아지역구상:
정치∙경제∙안보를중심으로
(한일국제정치학회교류

공동회의)
8월 24일

(토)

121호실 122호실 123호실 124호실

폐회식및오찬 12:30-14:00
날 짜 시 간

SessionⅤ
09:00-10:30

SessionⅥ
10:40-12:10

유럽및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 학원생3)

국제금융과통화의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분과)

Territorial Dispute in East
Asia(2): Regional Identity

and Security

전쟁과 화3:
국제정치학수업과 화

(문화체육관광부공동주관)

정보와동북아국제관계
(국제정보분과)

한국과동아시아의안보
( 학원생4)

국제정치경제
( 학원생5)

미국과중국
( 학원생6)

8월 24일
(토)

125호실 126호실 326호실 325호실

폐회식및오찬 12:30-14:00
날 짜 시 간

SessionⅤ
09:00-10:30

SessionⅥ
10:40-12:10

국제정치사상
( 학원생7)

정치체제와정치경제:
국제사회에서한국의

정치경제적위치와전략
(국제정치경제학술모임)

새정부, 복지와안보정책
그리고국제적 안
(미네르바정치연구회)

동아시아와국제정치: 역사
(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학원생2)

북억제와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자유공모8)

북한과동북아국제관계
( 학원생8)

동아시아와국제정치:
이론 (동아시아지역

질서연구회 학원생1)

8월 24일
(토)

324호실 323호실 322호실 321호실

폐회식및오찬 12:30-14:00

날 짜 시 간

SessionⅠ
10:00-11:30

SessionⅡ
13:00-14:30

SessionⅢ
14:40-16:10

SessionⅣ
16:20-17:50

러시아와중국의외교정책
(자유공모5)

한국원자력의미래와
한미원자력협정(국립외교원
-핵정책학회공동주관)

한국의비확산과핵안보
(국립외교원-

핵정책학회공동주관)

한국의핵정책도전과기회
(국립외교원-

핵정책학회공동주관)

유엔평화활동의
국제정치적의미

Territorial Dispute in East
Asia(1): Historical Origin
and International Norm

한국전쟁과 화
(문화체육관광부공동주관)

동아시아국제정치이론:
이론의모색과실천

(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국가, 기록, 그리고 화
(문화체육관광부공동주관)

북한연구와
전쟁패러다임변화

(자유공모7)

소통의정치학
(학술포럼중연)

동맹네트워크
확장과다자안보협력

(인하 국제관계연구소)

미국과유럽연합(EU)의
관계: 역사와쟁점

(유럽분과)

정당과이념의비교정치
(자유공모6)

한일관계및일본의외교
( 학원생1)

동아시아국가들의
민주주의와외교( 학원생2)

8월 23일
(금)

125호실 126호실 326호실 325호실

개회식및오찬 11:30-13:00

만찬 18:00-20:00

*패널구별: 자유공모(보라색), 학회기획(진베이지색),  학회분과기획(하늘색), 연구회 및 외부기관(분홍색), 학원생(노란색)
*번호표시: Ⅰ, Ⅱ은 패널 시간 를 의미하고, 그 뒤 번호는 회의실을 나타냄. [Ⅱ-121]은 두번째 세션 시간(23일 13:00-14:30) 121호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패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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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21] 한국전쟁의 재조명(자유공모1)

■사회 : 주봉호 (동의 )

■발표 :“54246 VS 33642: 한국전쟁기미군사망자(KIA) 숫자의불편한진실”

│ 김덕중 (경기 )

“한국전쟁에 관한 다섯 번째 질문”

│ 이삼성 (한림 )

■토론 : 이주천 (원광 ), 이택선 (서울 ) 

[Ⅰ-122] 동북아협력과 한미동맹(자유공모2)

■사회 : 류재갑 (경기 )

■발표 :“천안함, 동맹안보딜레마, 그리고 미중간 전략적 협력:

천안함 사태 이후 관련국 응 변화를 중심으로”

│ 김주환 (YTN)

“한미동맹 60주년: 평가와 발전방향”

│ 홍성표 (아주 )

■토론 : 이준일 (중앙 ), 권무혁 ( 남 ), 김태현 (중앙 )

[Ⅰ-123] 국제분쟁과 갈등의 거버넌스(자유공모3)

■사회 : 김형국 (중앙 )

■발표 :“Third-Party Intervention in Civil Wars and Post-War Development”

│ KIM Sang Ki (Chung-Ang Univ.)

“남북수단 분쟁”

│ 금상문 (한국외 )∙조상현 (육군 군사연구소)

“시리아 내전의 정치경제와 중동 국제관계”

│ 정상률 (명지 )

■토론 : 윤광일 (숙명여 ), 하병주 (부산외 ), 이동선 (고려 )

[Ⅰ-124] 국제협력과 국제정치이론(자유공모4)

■사회 : 윤 오 (국민 )

■발표 :“국제기구와 국제개발협력: APCEIU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도희 (APCEIU)

“합리적 인간과 국제제도를 통한 협력의 진화 및 쇠퇴”

│ 신중범 (중앙 )

“Path Emergence in Social Order:

A Challenge to New Institutionalism”

│ HONG Ki Joon (Kyung Hee Univ.)

“The Formation of the UK’s EU Approach:

the Terms of the UK’s Entry into the EEC”

│ LEE Chung-hee (Cheongju Univ.)

■토론 : 정재관 (고려 ), 문돈 (경희 ), 남궁 곤 (이화여 ), 황 주 (부산외 )

[Ⅰ-125]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정책(자유공모5)

■사회 : 임용순 (성균관 )

■발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한 푸틴의 외정책과 CSTO”

│ 장덕준 (국민 )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회담 이후 한-러 관계 전망”

│ 배수한 (동서 )

“중국-미얀마의 국제송유관 건설의 정치경제”

│ 김송죽 (인천 )

■토론 : 변 호 (제주평화연구원), 안상욱 (부경 ), 장 권 (한국평화미래연구소)

[Ⅰ-126] 정당과 이념의 비교정치(자유공모6)

■사회 : 김재경 (한남 )

■발표 :“유럽의 창조경제 개념 변화:

국 블레어 노동당 정부와 캐머런 보수당 정부를 중심으로”

│ 김새미 (서울 )

“미국정치 보수화의 새로운 시작: 골드워터 보수주의와 공화당의 보수화”

│ 유성진 (이화여 )

“한국 이념의 특징과 변동: 2007년과 2012년 통령선거”

│ 이준한 (인천 )

■토론 : 이승근 (계명 ), 강주현 (숙명여 ), 장훈 (중앙 )

[Ⅰ-326] 한일관계 및 일본의 외교( 학원생1)

■사회 : 최은봉 (이화여 )

■발표 :“National Identity and Securitization of History:

The Case of Korea-Japan Relations”

│ KANG Hyunmin (Korea Univ.)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혐한요인의 분석”

│ 가와무로 켄이치로 (부경 )

“전후 일본외교정책과‘세이란카이’”

│ 석주희 (이화여 )

■토론 : 이동윤 (신라 ), 조양현 (국립외교원)

■8월 23일(금) SessionⅠ 1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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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25]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외교( 학원생2)

■사회 : 이홍종 (부경 )

■발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속의 정치이데올로기:

정권별‘신자유주의’에 한 입장 차이”

│ 노지연 (이화여 )

“Political Economy toward the Regional Labo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Philippines”

│ HAN Dae-hee (Sogang Univ.)

“The Influence of Cultural Contacts 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Chinese, Japanese, Koreans and Taiwanese”

│ LIU Jiajia (Seoul National Univ.)

■토론 : 이종광 (계명 ), 김동엽 (부산외 )

[Ⅱ-121] 세계화와 지방정치, 그리고 지역발전(SSK지방정치학연구팀)

■사회 : 류태건 (부경 )

■발표 :“지역발전과 지방정치학: 정치학의 이론적 지평”

│ 이동윤 (신라 )

“지방정치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성장동력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 차재권 (동의 )

“부산지역 성별 향(분석)평가의 추진현황과 성과, 책”

│ 황 주 (부산외 )

■토론 : 차동욱 (동의 ), 주인석 (동아 ), 박범종 (부산 )

[Ⅱ-122] 미국 정치와 사회 이슈: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아메리카분과)

■사회 : 서현진 (성신여 )

■발표 :“미국 교육 정책과 이슈”

│ 서현진 (성신여 )

“미국 동성애 이슈와 정책”

│ 장승진 (국민 )

“미국 이민 정책과 이슈”

│ 정회옥 (명지 )

“미국 환경과 에너지 정책과 이슈”

│ 정수현 (숭실 )

“미국 총기규제 이슈의 어제와 오늘”

│ 김준석 (동국 )

“미국 소수자 이슈와 정책”

│ 박원호 (서울 )

■토론 : 류재성 (계명 ), 이한수 (숭실 )

[Ⅱ-123] 중국 외정책 결정의 새로운 행위자(동아시아연구원)

■사회 : 이동률 (동덕여 )

■발표 :“중국의 국방정책과 싱크탱크”

│ 하도형 (국방 )

“중국의 외정책 결정과 인터넷 여론”

│ 이정남 (고려 )

“중국의 외정책 결정과 시민단체(NGOs)”

│ 이장원 (충북 )

“중국의 외정책 결정과 지방정부”

│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중국의 외정책 결정과 경제관료”

│ 정환우 (한국무역협회)

■토론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애경 (명지전문 )

[Ⅱ-124] 러시아 외교정책과 중앙아시아 노동이주(러시아중앙아시아분과)

■사회 : 장덕준 (국민 )

■발표 :“러시아 외교정책의 국내적 결정요인 분석”

│ 고상두 (연세 )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일본간 토갈등 해결방안”

│ 우준모 (선문 )

“타지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로벌 금융위기의 향”

│ 김 진 (한양 )

■토론 : 장덕준 (국민 ), 유진숙 (배재 )

『한국의핵정책과제와한미원자력협정 응방안』(국립외교원-핵정책학회공동주관)

[Ⅱ-125] 패널1 - 한국 원자력의 미래와 한미원자력협정

■인사말 : 홍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이호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사회 : 최 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발표 :“한국원자력의 미래발전 방안”

│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미원자력 협정 쟁점과 책”

│ 이상현 (세종연구소)

■토론 : 송종순 (조선 ), 정승윤 (부산 )

* [Ⅲ-125] 패널2 - 한국의 비확산과 핵안보 (8월 23일 14:40-16:10)

* [Ⅳ-125] 패널3 - 한국의 핵정책 도전과 기회 (8월 23일 16:20-17:50)

■8월 23일(금) SessionⅡ 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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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 관계와 유럽통합”

│ 박채복 (숙명여 )

“미국-유럽관계에서 국의 역할”

│ 조은정 (서울 )

[Ⅲ-121] 21세기 공공외교의 현황과 한국 공공외교의 미래(외교부 공동주관)

■사회 : 김 재 (청주 )

■기조연설 : 한충희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발표 :“한국의 공공외교: 이론과 전략”

│ 이승주 (중앙 )∙김상배 (서울 )

“디아스포라와 공공외교: 외국사례의 시사점과 한국 공공외교의 과제”

│ 신범식 (서울 )

“ 로벌 협력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G20 세계경제정상회의 참가를 중심으로”

│ 조동준 (서울 )

■토론 : 배종윤 (연세 ), 전재성 (서울 )

[Ⅲ-122] 여성의 정치 참여와 리더십(젠더분과)

■사회 : 조현옥 (서울시청)

■발표 :“여성정치 리더십의 젠더효과: 독일 메르켈 수상 사례를 중심으로”

│ 유진숙 (배재 )

“여성 최고 정치 지도자 등장에 관한 시론적 연구”

│ 김민정 (서울시립 )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의 정치참여: 일본 사례”

│ 이지 (국민 )

■토론 : 정미애 (국민 ), 문경희 (창원 ), 김욱 (배재 )

[Ⅲ-123] 시진핑 시 중국의 비젼과 딜레마(부산중국정치연구회)

■사회 : 김 일 (신라 )

■발표 :“중국의 북 향력 평가”

│ 원동욱 (동아 )

“중국내‘사회주의 민주’실천 구상의 다양성과 정치개혁”

│ 이홍규 (동서 )

“미∙중 민족주의의 특성과 양국관계: 메시아니즘과 천자관의 조우”

│ 서정경 (부산 )

■토론 : 차창훈 (부산 ), 정해용 (신라 ), 김재관 (전남 )

[Ⅱ-126] 소통의 정치학(학술포럼 중연)

■사회 : 최 진 (중앙 )

■발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 비판적 검토”

│ 김동현 (중앙 )

“일본정치의 변화와 시민-정당 연계”

│ 한의석 (중앙 )

“Colonial Capitalism and Social Changes in Lower Burma”

│ KIM Dong Yeob (Busan Univ. of Foreign Studies)

■토론 : 이인배 (한국폴리텍), 이무철 (세종연구소), 김상기 (중앙 )

[Ⅱ-326] 동맹네트워크 확장과 다자안보협력(인하 국제관계연구소)

■사회 : 이진 (인하 )

■발표 :“북한의 핵무장과 동북아 안보: 현황∙쟁점∙ 책”

│ 이원우 (인하 )

“다자간협력기구를 통한 러시아의 세력 확 전략과 문제점:

CSTO를 중심으로”

│ 성동기 (인하 )

“중∙러 에너지 협력의 확 :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 조정원 (인하 )

“동북아 해군력 증강과 지역 안보 시사점”

│ 박성용 (인하 )

■토론 : 박종철 (경상 ), 현승수 (한양 ), 박진수 (경희 ), 이정태 (경북 )

[Ⅱ-325]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 역사와 쟁점(유럽분과)

■사회 : 이옥연 (서울 )

■발표 및 토론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역할모델로서 서양공동체”

│ 안병억 ( 구 )

“미-EU FTA의 정치경제”

│ 안상욱 (부경 )

“미국과 유럽연합: 안보 딜레마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변화”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EU와 미국의 기후변화 정치”

│ 정하윤 (고려 )

“미국과 EU의 복지국가 모델 비교”

│ 장선화 (연세 )

“EU-미국간GMO 논쟁: EU 규제정책의기회로서의 서양간분쟁”

│ 고주현 (연세 )

“미국-프랑스 관계와 유럽연합”

│ 박선희 (서울 )

■8월 23일(금) SessionⅢ 14:4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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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25] 북한연구와 전쟁패러다임 변화(자유공모7)

■사회 : 권만학 (경희 )

■발표 :“북한 시장에 한 문화적 접근”

│ 남근우 (한양 )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양병과 용평의 새로운 이중주”

│ 박민형 (국방 )

“조선예술 화「내가 본 나라」를 통해 본 북한의 핵 인식”

│ 김도태 (충북 )∙한승호 (선문 )

■토론 : 김창근 (부산교 ), 전기원 (해군사관학교), 성장환 ( 구교 )

[Ⅳ-121]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를 다시 생각한다(수요안보모임)

■사회 : 최아진 (연세 )

■발표 :“신현실주의의 인식론적 공헌과 국제정치이론”

│ 이동선 (고려 )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은 경험적으로 옳은가?”

│ 황지환 (서울시립 )

“한반도 문제와 신현실주의의 분석적 유효성”

│ 최종건 (연세 )

■토론 : 홍우택 (통일연구원),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유진석 (숙명여 )

고봉준 (충남 ), 정성윤 (고려 )

[Ⅳ-122] 이주와 여성(젠더분과)

■사회 : 전복희 (한국항공 )

■발표 :“라틴아메리카강제이주와여성: 콜롬비아국내이재민(IDPs)을중심으로”

│ 이순주 (울산 )

“이탈리아의 가사 이주노동자에 한 연구”

│ 김경미 (IOM이민정책연구원)

“공간 분리를 통해 살펴본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에 한 연구”

│ 문경희 (창원 )

■토론 : 황 주 (부산외 ), 박채복 (숙명여 ), 이지 (국민 )

『국방안보의 새로운 과제와 한국군 전력증강 방안 모색』(공군본부 후원)

[Ⅳ-123] 패널1 - 국방안보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사회 : 이성만 (공군사관학교)

■발표 :“국방개혁 성공의 필요조건”

│ 김기주 (국방 )∙황병선 (국방 )

[Ⅲ-124] 한반도 국제환경 변화와 정전협정 60주년 의의와 평가

■사회 : 조찬래 (충남 )

■발표 및 토론 : 김도태 (충북 ), 이지경 (고려 ), 박봉규 (공군사관학교)

김재기 (전남 ), 김광린 (국제뇌교육종합 학원 ), 이종호 (건양 )

이규석 (충남 ), 이종광 (계명 )

[Ⅲ-125] 패널 2 - 한국의 비확산과 핵안보

■사회 : 이동휘 (국립외교원)

■발표 :“비확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쟁점”

│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최윤화 (아산정책연구원)

“한국 핵 비확산 체제 평가와 발전 방향”

│ 이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로벌 핵안보 이슈와 한국의 기여방안”

│ 민경식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토론 : 강정민 (KAIST), 고봉준 (충남 )

[Ⅲ-126] 유엔평화활동의 국제정치적 의미

■사회 : 윤성석 (전남 )

■발표 :“한국의 유엔 PKO 파병동기에 관한 분석”

│ 고상두 (연세 )

“유엔 평화활동의 추세와 전망”

│ 박순향 (국방 )

“Northeast Asia and Current Challenges to UN PKO”

│ Boris KONDOCH (Far East Univ.)

■토론 : 전병환 (국방 ), 권구순 (서울사이버 ), 이정하 (국방 )

『전쟁과 화: 국제정치학적 패러다임의 모색』(문화체육관광부 공동주관)

[Ⅲ-326] 패널1 - 국가, 기록, 그리고 화

■사회 : 박종성 (서원 )

■발표 :“ 화를 통해 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역의 가능성”

│ 김종법 (서울 )

“전쟁의 길과 평화의 나무: '레몬트리'의 국제정치학”

│ 박의경 (전남 )

“국가 속의 화와 화 속의 국가:

중국 화에 그려진‘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기억”

│ 박정수 (한양 )

■토론 : 최은경 (성균관 ), 홍성민 (동아 ), 오경택 (전남 )

* [Ⅳ-326] 패널2 - 한국전쟁과 화 (8월 23일 16:20-17:50)

* [Ⅵ-326] 패널3 - 국제정치학수업과 화 (8월 24일 10:40-12:10)

■8월 23일(금) SessionⅣ 16:2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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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 M. J. AKBAR (Sunday Guardian)

“Structural Restrictions of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 YUN Yeongmi (Pyeongtaek Univ.)

■Discussants : HONG Sungmog (Former Korean Ambassador to Nepal)

CHOI Dong Ju (Sookmyung Women’s Univ.)

LEE Han He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HAN Eui Suok (Chung-Ang Univ.)

[Ⅳ-326] 패널2 - 한국전쟁과 화

■사회 : 전인 (서울 )

■발표 :“한국전쟁 화와 공감(共感) 기획: 정치적 결과 화해의 도덕적 열망”

│ 김기정 (연세 )

“한국 전쟁 화의 주제들: 개인, 전쟁 그리고 통일”

│ 장혜 (중앙 )

“한국 전쟁 화에 나타난 국가관과 전쟁관의 변화:

「포화속으로」와「고지전」을 중심으로”

│ 정병기 ( 남 )

■토론 : 김용성 (부산MBC), 정하윤 (고려 ), 이인배 (한국폴리텍)

[Ⅳ-325]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 이론의 모색과 실천(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사회 : 전재성 (서울 )

■발표 :“국제정치조직원리 연구”

│ 전재성 (서울 )

“국제정치이론에서 해석학의 과제”

│ 도종윤 (서울 )

■토론 : 이승주 (중앙 ), 이헌미 (이화여 )

[Ⅴ-121] Post-2015 로벌 아키텍쳐와 국제개발협력(1):
로벌 동향(국제개발협력분과)

■사회 : 김유은 (한양 )

■발표 :“Achievements in the Millennium Developmental Goals and

a Prospect for Post-2015 Global Development Framework”

│ CHUNG Sang Hwa (The Sejong Institute)

“Post-2015 로벌 목표 이행체제 논의와 부산 로벌 파트너십”

│ 임소진 (KOICA)

■토론 : 손혁상 (경희 ), 박성윤 (수출입은행), 서창록 (고려 ), 장혜 (중앙 )

“사이버안보의 실태와 응”

│ 장노순 (한라 )

“21세기 국가와 군의 관계변화 연구: 군인 모델의 비교 검토”

│ 조한승 (단국 )

■토론 : 정재욱 (숙명여 ),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박 준 (국방 )

* [Ⅴ-123] 패널2 - 동아시아 안보위기와 항공전력 발전방향 (8월 24일 09:00-10:30)

* [Ⅵ-123] 패널3 - 21세기 한국군 전력증강 방안 모색 (8월 24일 10:40-12:10)

[Ⅳ-124] 국경과 토의 국제정치(계명 국경연구소 SSK사업단-미네르바
정치연구회 공동패널)

■사회 : 김용신 (서울교 )

■발표 :“자원과 국경분쟁: 중남미 사례”

│ 박윤주 (계명 )∙이상현 (전북 )

“러-일 토논쟁의 전개와 의미: 러시아의 입장을 중심으로”

│ 제성훈 ( 외경제정책연구원)

“초국적 의제의 공간적 딜레마: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약전쟁”

│ 김유경 (한국외 )

“일본의 북방 토 전략: 56년 모델로의 회귀 가능성에 한 고찰”

│ 윤석상 (한국외 )

■토론 : 오수웅 (숙명여 ), 우준모 (선문 ), 이기현 (통일연구원), 정기웅 (한국외 )

[Ⅳ-125] 패널3 - 한국의 핵정책 도전과 기회

■사회 : 한용섭 (한국핵정책학회)

■패널 : 박노벽 (외교부), 최 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박성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봉근 (국립외교원)

『70 Years After the Cairo Declaration: Its Legacy on Territorial and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Sponsored by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Ⅳ-126]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1):
Historical Origin and International Norm

■Chair : LEE Su-Hoon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Presenters :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Frontier Problems in the

Regional Order in East Asia: A Sixty Year Perspective”

│ HARA Kimie (Univ. of Waterloo, Canada)

“To Foster Dialogue”

│ SATOSHI Ikeuchi (Nagoya Univ.)

■8월 24일(토) SessionⅤ 09: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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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나폴레옹제국의 몰락에 관한 국제정치사적 고찰”

│ 이경아 (중앙 )

“한중일 중심항만정책의 경로의존성 연구”

│ 민회은 (한양 )

■토론 : 안상욱 (부경 ), 이헌근 (부경 )

[Ⅴ-126] 한국과 동아시아의 안보( 학원생4)

■사회 : 이혜정 (중앙 )

■발표 :“ 북 억제전략의 교훈과 한국 국방에의 함의:

북한 2, 3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거부적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 김동현 (국방 )

“세력전이이론의 동북아 지역체제 적용에 관한 연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 김기덕 (경남 )

“북한의 국지도발 전략과 한국의 응개념”

│ 박상혁 (국방 )

“State-led Back-scratching Alliance in Cyber Warfare:

China’s Strategies in Sino-American Cyber Warfare in the Post-

Cold War Era”

│ CHOI SeulAH (Ewha Womans Univ.)

■토론 : 공봉진 (부경 ), 양태호 (한국통일진흥원)

[Ⅴ-326] 국제정치경제( 학원생5)

■사회 : 차재권 (동의 )

■발표 :“정보통신기술과 국가 규제:

동아시아 국가의 브로드밴드 기술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 김희수 (이화여 )

“차이벌모델(Chibal Model)과 코리벌모델(Korebal Model)의 비교 분석”

│뇌전 (북경 )∙허유미 (한양 )

“The Politics of Governing the Internet: Transiting Pha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ICANN”

│ LEE Ga-young (Ewha Womans Univ.)

■토론 : 이 주 (한국외 ), 황기식 (동아 )

[Ⅴ-325] 미국과 중국( 학원생6)

■사회 : 김소중 (배재 )

■발표 :“오바마정부의 테러전쟁: 무인공중공습의 현황, 논리 및 논란”

│ 최계원 (중앙 )

“부시와 빈 라덴의 전쟁: 9/11 보고서와 빈 라덴의 육성”

│ 양승범 (중앙 )

[Ⅴ-122] 중미관계 변화와 한중, 북중관계(중국분과)

■사회 : 유동원 (국방 )

■발표 :“중미관계”

│ 김흥규 (성신여 )

“북중관계”

│ 이호철 (인천 )

“한∙중관계”

│ 김애경 (명지전문 )

■토론 : 김재관 (전남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병곤 (통일연구원)

차창훈 (부산 ), 황웨이민 (중국 서북 학)

[Ⅴ-123] 패널2 - 동아시아 안보위기와 항공전력 발전방향

■사회 : 남궁 (한국외 )

■발표 :“한일 전투기 획득 및 생산 패턴 비교 연구: 보라매 사업에 한 함의”

│ 최종건 (연세 )

“항공산업과 공군: 역사적 경험과 교훈”

│ 조진수 (한양 )

“항공우주시 공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 방향”

│ 박창희 (국방 )

■토론 : 박재정 (충남 ), 김정기 (원광 ), 박봉규 (공군사관학교)

『한일국제정치학회 교류 공동학술회의』

[Ⅴ-124] 패널 1 -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구상: 정치∙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사회 : 사카이 게이코 (일본국제정치학회 이사장)

■발표 :“동아시아와 일본의 외교전략”

│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 )

“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 박창건 (국민 )

“아베정권의 동아시아 지역구상: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지역질서”

│ 이기태 (연세 )

■토론 : 손기섭 (부산외 ), 김진기 (부경 ),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

* [Ⅳ-124] 패널2 -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구상: 역사∙사회∙문화를 중심으로

(8월 24일 10:40-12:10)

[Ⅴ-125] 유럽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학원생3)

■사회 : 이성봉 (부경 )

■발표 :“EU의 지역 정책을 통해 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 한미애 (이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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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 이론을 통해 본 고전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재발견”

│ 용채 (서울 )

“노르딕 국가의 규범외교: 네트워크 정체성과 네트워크 외교”

│ 최은실 (서울 )

■토론 : 도종윤 (서울 ), 이헌미 (이화여 )

[Ⅵ-121] Post-2015 로벌 아키텍쳐와 국제개발협력(2):
주요 개발주체의 응전략(국제개발협력분과)

■사회 : 최진우 (한양 )

■발표 :“초국적 의제설정의 성공 요인:

국제 인권운동의 Post-2015 개발재원 논의에 있어서의 함의”

│ 문경연 (고려 )

“주요 공여국들의 로벌 개발협력 아키텍쳐 논의:

아프리카 ODA를 중심으로”

│ 김지 (숭실 )

■토론 : 송진호 (지구촌빈곤퇴치시민연 ), 송 훈 (서울 ), 김지윤 (KOICA)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처)

[Ⅵ-122] 중국외교의 다각화(중국외교안보독회)

■사회 : 김흥규 (성신여 )

■발표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전략과 군사안보”

│ 김순수 (육군사관학교)

“중국-중동관계회고와정책방향”

│ 신경환 (한서 )

“중국과 로벌 다자제도 관계”

│ 이 학 (성균 중국연구소)

“중국과 만: 마잉주 집권 전후 양안관계”

│ 윤근로 (국립외교원)

■토론 : 원동욱 (동아 ), 윤 덕 (전남 5.18연구소), 이정남 (고려 ), 이주형 (창원 )

주장환 (한신 )

[Ⅵ-123] 패널3 - 21세기 한국군 전력증강 방안 모색( 학원생)

■사회 : 최 진 (중앙 )

■발표 및 토론 : 김건우 (육군사관학교), 김재호 (해군사관학교), 고경윤 (공군사관학교)

“중국의 한반도 공공외교에 한 비교 연구”

│ 문현미 (한양 )

“중국-중남미 경제협력을 통해 본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단일패권체제와 약소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 전상희 (서울 )

■토론 : 조재원 (공사), 김홍수 ( 산 )

[Ⅴ-324] 국제정치사상( 학원생7)

■사회 : 신정화 (동서 )

■발표 :“칼 슈미트의『정치신학』”

│ 손민석 (중앙 )

“레오스트라우스의버크해석을통한보수주의이념재해석”

│ 양성옥 (중앙 )

“『고르기아스』다시 읽기: 도덕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넘어”

│ 이은경 (중앙 )

■토론 : 신정화 (동서 ), 안외순 (한서 )

[Ⅴ-323] 북한과 동북아국제관계( 학원생8)

■사회 : 하상식 (창원 )

■발표 :“북한의 언론으로 본 북한외교:

국내와 국외에 한 담론의 차이점 중심으로”

│ 마틴 와이저 (고려 )

“탈출이주민정착지원정책비교연구: 통일전, 한국과독일사례중심으로”

│ 이주희 (고려 )

“North Korea’s Role in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A Constructivist Approach”

│ Jason MALLET (Sogang Univ.)

“중국의 외교적 입장이 북한-중국 경제협력에 미치는 향:

라선경제무역지 와황금평∙위화도경제지 공동개발의함의를중심으로”

│ 탁미정 (중앙 )

■토론 : 배한동 (경북 ), 한기수 (한국외 )

[Ⅴ-322] 동아시아와 국제정치: 이론(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학원생1)

■사회 : 전재성 (서울 )

■발표 :“프랙티스 전회(practice turn)와 국제정치학”

│ 권민주 (서울 )

“1990년 이후중국의국제정치이론분석”

│ 김지 (이화여 )

■8월 24일(토) SessionⅥ 10:4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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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326] 패널3 - 국제정치학수업과 화

■진행 : 김기정 (연세 )

■발표 :“ 화로 보는 미국정치”

│ 이옥연 (서울 )

“ 화로 보는 세계경제사' 교수법”

│ 홍덕기 (전남 )

“ 화로 보는 역사”

│ 김상민 (명지 )

■토론 : 김인혁 (창원문성 ), 김종법 (서울 ), 정하윤 (고려 )

[Ⅵ-325] 정보와 동북아 국제관계(국제정보분과)

■사회 : 박동형 (공군협회)

■발표 :“중국의 A2/AD와 미국의 공해전투: 한국과 일본의 선택”

│ 남창희 (인하 )

“국제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 이원우 (인하 )

“우주국가의 우주안보 딜레마”

│ 장은석 (공군사관학교)

■토론 : 김태형 (숭실 ),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이우태 (인하 )

[Ⅵ-324] 정치체제와 정치경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치와 전략(국제정치경제학술모임)

■사회 : 권만학 (경희 )

■발표 :“Democracy, Policy, and Inequality:

Efforts and Consequences in the Developing World”

│ YI Dae Ji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 WOO Jun Hee (Korea Univ.)

“Political Implications of Korea’s FTA Hub Policy:

A Strategy for Leadership i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PARK Jinsoo (Kyung Hee Univ.)

■토론 : 이한수 (숭실 ), 이정진 (서강 ), 박한규 (경희 ), 고봉준 (충남 )

[Ⅵ-323] 새 정부, 복지와 안보 정책 그리고 국제적 안(미네르바정치연구회)

■사회 : 유호근 (청주 )

■발표 :“공적연금의 정치경제: 연금기금의 금융투자와 그 결과에 한 분석”

│ 은민수 (고려 )

“박근혜정부의등장과정보기관의새로운역할: 문제점과 안을중심으로”

│ 조성권 (한성 )

[Ⅵ-124] 패널2 -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구상: 역사∙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사회 : 김호섭 (중앙 )

■발표 :“동아시아공동체: 과거로부터의 교훈, 미래에의 전망”

│ 오바 미에 (동경이과 학)

“한일관계에서한일의원연맹의역할”

│ 정미애 (국민 )

“ 중문화의 확산을 통해 전망하는 동아시아 문화 협력의 구축”

│ 류시현 (서울시립 )

■토론 : 이성환 (계명 ), 신정화 (동서 ), 김용민 (목포 )

[Ⅵ-125] 국제 금융과 통화의 정치경제(국제정치경제분과)

■사회 : 이용욱 (고려 )

■발표 :“세계금융위기 이후 IMF 정책변환:

워싱턴 합의의 구조적 변환 또는 일시적 후퇴?”

│ 이왕휘 (아주 )

“통화패권과금융불안: 분석을위한시론”

│ 배병인 (국민 )

“동아시아 마이크로크레딧 정책의 포스트 발전국가적 특성:

국가 자율성, 국가능력, 정책 수행”

│ 최종호 (서울 아시아연구소)∙정헌주 (연세 )

■토론 : 김진 (부산 ), 문돈 (경희 ), 윤성욱 (동아 )

[Ⅵ-126]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2):
Regional Identity and Security

■Chair : PARK In-Kook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resenters :“Economic Networking and Conflict Resolution in Asia”

│ Irina KORGU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e Necessity of Counterarguments to the Japanese False

Claim for Dokdo Island”

│ HOSAKA Yuji (Sejong Univ.)

“US and Japan: “Good Cop”and “Bad Cop”on China? US-

China Distrust Fuels Sino-Japanese Maritime Dispute”

│ JIN Kai (Yonsei Univ.)

“The Strange Case of Dokdo: By-product of a Reactionary

Diplomacy”

│ HONG Sungmog (Former Korean Ambassador to Nepal)

■Discussants : JUNG Jaewook (Sookmyung Women’s Univ.),

YUN Yeongmi (Pyeongtaek Univ.)

KIM Dohee (UNESCO-APCEIU)

M. J. AKBAR (Sunday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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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고용정책: 연속성과 변화”

│ 김일곤 (한국외 )

“인간안보와 탈북자 정책: 한국-일본 사례 비교연구”

│ 김용민 (명지 )

■토론 : 김태수 (한국외 ), 김형철 (성공회 ), 주미 (한국외 ), 이지 (국민 )

[Ⅵ-322] 동아시아와 국제정치: 역사(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학원생2)

■사회 : 황지환 (서울시립 )

■발표 :“남북 화의 규범적 성격:

1970년 남북 화와 남∙북의 정책, 이익, 정체성”

│ 송지예 (서울 )

“1970년 미중 데탕트와 북한의 변화”

│ 옥창준 (서울 )

“데탕트 시기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한국 배제의 시원”

│ 이보미 (서울 )

“냉전 초기 미국-파키스탄 동맹과 미- 군사협력”

│ 이재준 (서울 )

■토론 : 이택선 (서울 ), 정성철 (통일연구원)

[Ⅵ-321] 북억제와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자유공모8)

■사회 : 김용호 (인하 )

■발표 :“한국의 북 억지정책 문제점”

│ 김상태 (한남 )

“한중일3국간화해의조건과방법에관한연구”

│ 한승조 (고려 )

■토론 : 김 호 (국방 ), 김근식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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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 (신라 ), 전재성 (서울 ), 최동주 (숙명여 ), 홍용표 (한양 )

�출판이사 :김석우 (서울시립 ), 최아진 (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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