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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국제정치학회원 여러분

201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더 많은 회원님들이 축제
의 분위기 속에서 풍류도 즐기면서 격의 없이 학문적 담론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
획 의도라 하겠습니다.

하계학술대회의 대 주제는“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외정책”
입니다. 최근 강
대국 중심의 대립과 불신, 테러의 빈도 증가와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인해 냉전 이후의 세계정
치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빛이 바랜지 오래입니다.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냉전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한 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로 불안정의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회의가 국제정치의 불확실한 현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함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담론의 형성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비전통적 안보 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
등 갈수록 중요해져 가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빠짐없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와 맛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임원진은 문
화공연 및 막걸리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회원님들 간의 학술적 토론과 더불어 축
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2017 하계학술대회가 회원님들의 즐거운
소통과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김 유 은

|

|

6월 29일 목요일
Session Ⅰ
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

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

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

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

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

English Panel 1

국제정치이론
분과위 1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1
(13:30-15:20)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
(15:30-17:30)

자유공모패널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의 이론적
이해 1

유럽의 정치적
실험과 과제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안보

11회의실
(인문사회관 208)

12회의실
(인문사회관 301)

13회의실
(인문사회관 323)

14회의실
(인문사회관 702)

국방대학교 패널

중앙대학교 한국연구
재단 인문사회연구역
량강화사업 SSK

자유공모패널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 연구팀

안보연구

동아시아
아키텍처 재편

전환기 체제변화

동아시아 연구

15:30~
17:30

만찬 (옛촌 한옥마을점)
* 축사: 김승수 전주시장,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18:00~

6월 30일 금요일
Session Ⅱ

10:00~
11:30

11:30~
13:00

2

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

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

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

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

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

국제정치이론
분과위 2

외교부 정책
기획관실
패널1

외교부 원자력비확
산기획관실 패널1
(09:30~11:00)

동북아역사재단
후원패널 1

자유공모패널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의 이론적
이해 2

트럼프정부의 대외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과
국제 비확산 레짐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Kuril Islands/Northern
Territorial Dispute)

국제정치이론

오찬(진수당 가인홀)
* 축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백지아 외교안보연구소장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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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

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

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

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

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

자유공모패널

연세대학교 정치학
과 BK21 플러스
사업단 1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2

자유공모패널

자유공모패널

북한1

아시아-태평양
정치와 경제

외교정책, 권위주의,
그리고 포퓰리즘

유럽

북한2

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

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

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

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

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

자유공모패널

국제개발협력
분과위 1

자유공모패널

안보, 국방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비판적 고찰
Preliminary : 한국 개
발협력정책의 비판적
고찰 및 전망: 정책집행
기관의 측면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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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Ⅲ

13:00~
14:30

13:00~
14:30

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

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

인천공항 패널

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

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

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

외교부 정책기획관
실 패널2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동북아역사재단 후원
패널 2
기획관실 패널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패널 1

(라운드테이블)
동북아 항공허브
실현을 위한
인천공항 발전 전략

시진핑정부의 대외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트럼프 시대 동북아
핵안보와 한반도

11회의실
(인문사회관 208)

12회의실
(인문사회관 301)

13회의실
(인문사회관 323)

일본분과위

한양대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
일반공동연구팀

아베시대의
일본정치외교 대해부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현황과 전망

The Territorial
사이버안보
Disputes and Maritime
기술발달- 전망과
Cooperation in East
과제 1
Asia (South China Sea
사이버기술-현재와 미래
Dispute)

Session Ⅳ

13:00~
14:30

14:45~
16:15

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

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

특별기획 패널

외교부 정책기획
관실 패널3
(15:00~16:30)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이론과
주요 쟁점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라운드테이블)
트럼프 시대 동북아
핵안보와 한반도

11회의실
(인문사회관 208)

12회의실
(인문사회관 301)

13회의실
(인문사회관 323)

14회의실
(인문사회관 702)

안보국방분과위

자유공모패널

한미동맹의 기원,
진화, 그리고 현재

역사 문화와 국제관계

중남미 분과-전북대 대진대 DMZ연구원한국접경지역
스페인중남미연구소
통일학회
공동패널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국제관계

4

갈등과 상생의 시간과
공간: 접경지역의
역설과 비전

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

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

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동북아역사재단 후원
기획관실
패널 3
패널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패널 2

불확실성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영토갈등과 해양협력

사이버안보 기술발달전망과 과제 2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사이버안보-전망과 과제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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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
통일연구원
패널1

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

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

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

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

세종연구소
패널1

English
Panel 2

국제개발협력
분과위 2

자유공모패널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의 새로운
통일∙대북정책과
추진환경

신정부의
외교∙안보∙통일

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

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

통일연구원 후원
패널2

세종연구소
패널2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정책과
추진환경, 그리고
전망

|

세션 1 : 한국 개발협
력정책의 정책추진체
계 개편에 대한 전망

미중관계

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

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

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

중동아프리카분과위

국제개발협력
분과위 3

북한통일분과위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비판적 고찰
동북아 다자협력의
과제와 전망

트럼프 정부 시기의
중동-아프리카 이슈

세션 2 : SDGs 시대의
개발재원확대, SDGs
시대의 정책일관성
확산 가능성 모색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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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진수당(법학관) 가인홀
16:30~
18:00

플레너리 세션
신정부의 대외정책
만찬 (진수당 가인홀)
축사 :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문화공연 : 국악 실내악단

18:30~

7월 1일 토요일
Session Ⅵ
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

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

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

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

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

English Panel 3

이화여대 BK연구팀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패널

대학원생 공모패널

대학원생 공모패널

Security and Identity
in East Asia:
Transformations and
Prospects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

안보

동북아/동맹

10:00~
12:00

12:00~

6

폐회식 및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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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

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

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

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

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

대학원생 공모패널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대학원생 공모패널

대학원생 공모패널

대학원생 공모패널

북한

국가정보의
선진화 방향

국제정치경제

ODA

기타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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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목) 오후

15:00-15:30 등록
15:30-17:30 Session Ⅰ
제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호)
15:30-17:30

[English Panel 1]
■ 사회

: Janna Ballod(서경대)

■ 발표

:“The Polarity of Systemic Analysis: Peace and War”
│ David Tizzard(서울여대)
“The End of Smart Power in American Foreign Policy”
│ Ralf Havertz(계명대)

■ 토론

: Ralf Havertz(계명대), David Tizzard(서울여대)

제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호)
15:30-17:30 [국제정치이론분과위 1]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의 이론적 이해 1
■ 사회

: 류석진(서강대)

■ 발표

:“미래 선도부문과 미중 패권경쟁: 장주기 이론의 시각”
│ 김상배(서울대)
“미중 간 (과학지식과) 인공지능 경쟁: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현
실주의?”
│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미중경쟁과 국제자본시장의 동조화: 이론적 시사점”
│ 김치욱(울산대)
“미-중 라이벌리 생성 원인 연구: 제2차 미-중 라이벌리를 중심으로”
│ 유재광(중앙대)

■ 토론

: 민병원(이화여대), 이승주(중앙대)

제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호)
13:30-15:20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1] 유럽의 정치적 실험과 과제
■ 사회

8

: 김정기(원광대)

|
■ 발표

:“갈등조정 기제로서의 국제문화교류정책 특징과 함의”
│ 김새미(한양대)
“유럽의 이주민 통합 정책 주류화: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 한준성(한양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유럽연합의 에너지 협력 실패의 원
인: 나부코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허창배(한양대)

■ 토론

: 이호근(전북대), 강정향(고려사이버대), 오경택(전남대)

|

제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호)
15:30-17:30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 유럽연합 대북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 사회

: 안문석(전북대)

■ 발표

:“EU의 북핵 정책과 북한의 대응”
│ 박영민(대진대)
“북한의 대EU 정책”
│ 정일영(서강대)
“EU의 대북지원”
│ 차승주(평화나눔연구소)
“EU의 대북 인권 정책”
│ 모춘흥(한양대)

■ 토론

: 문경연(전북대), 오규열(서울디지털대)

제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호)
15:30-17:30 [자유공모패널] 안보
■ 사회

: 김성수(한양대)

■ 발표

:“미국 아프리카 통합사령부의 기능과 임무변화에 관한 연구”
│ 이표규(단국대)
“The effect of US troops deployment on Authoritarian
Breakdown: Cure or Curse?”
│ 최영미(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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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pabilities-based Approach to Cohesion Assessment:
Focusing on the Post-Cold War ROK-U.S. and U.S.-Japan
Alliances”
│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 토론 : 최재덕(연세대), 엄정식(공사), 김영수(로욜라대)

제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호)
15:30-17:30 [자유공모패널] 북한1
■ 사회

: 신희석(아태정책연구원)

■ 발표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의 급변사태”
│ 신 진(충남대)
■ 발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군사행동 방안”
│ 정경영(한양대)
■ 토론 : 이윤식(고려대), 한승호(농어촌연구원)

제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호)
15:30-17:30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1]
아시아-태평양 정치와 경제
■ 사회

: 유진석(숙명여대)

■ 발표

:“12.28 위안부 합의의 정치학적 분석”
│ 최슬기(연세대)
“The Effects of Government Type, Cabinet Composition, and
Trade Dependence on Financial Openness, 1996-2011”
│ 이수경(연세대)
“정상회담의 국제정치 :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 황세정(연세대)
■ 토론 : 김새미(한양대), 정하윤(이화여대), 김이연(연세대)

제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호)
15:30-17:30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2] 외교정책,
권위주의, 그리고 포퓰리즘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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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우(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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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North Korean Regime and Its Power-Sharing in
Authoritarian Rule”
│ 신동은(연세대)
“War and the Fate of Autocrats in Pakistan: Focusing on
the regime nature”
│ 이환비(연세대)
“중국 대외정책 결정요인으로서의 대중(大衆) 민족주의 연구 - 센카
쿠(조어도) 영토 분쟁과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논쟁을 중심으로”
│ 임지현(연세대)
“포퓰리즘과 외교정책의 관계”
│ 김현준(연세대)
■ 토론 : 권소영(한국조지메이슨대), 조영철(전북대)

제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호)
15:30-17:30 [자유공모패널] 유럽
■ 사회

: 오수열(조선대)

■ 발표

:“영국에서의 로비법제화 과정 연구: 결정요인 분석”
│ 윤홍근(서울과기대)
“유럽의회 내 유럽직접민주주의동맹(ADDE)과 영국독립당
(UKIP)의 역할 분석”
│ 이충희(청주대)
“수직적 핵확산에서 수평적 핵확산으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한 북
핵 문제에 대한 함의”
│ 최 용(한국외대)
■ 토론 : 이충희(청주대), 윤홍근(서울과기대), 권오국(경찰대)

제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호)
15:30-17:30 [자유공모패널] 북한2
■ 사회

: 곽태환(경남대)

■ 발표

:“Foreign Aid to North Korea and Its Determinants”
│정헌주∙박건우∙지명근(연세대)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사회의 인식: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를 중심으로”
│ 한동호(통일연구원)
■ 토론 : 김태균(서울대), 홍석훈(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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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의실 (인문사회관 208호)
15:30-17:30 [국방대학교 패널] 안보연구
■ 사회

: 이헌경(동아대)

■ 발표

:“전망이론을 통한 북한과 이란의 핵정책 비교연구: 오바마 행정부
시기 각 지도자의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박관우(국방대)
“제2핵시대 핵무장국가들의 전략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탈식민화
와 영토분절을 중심으로”
│ 김진원(국방대)
“탈 냉전기 러시아-중국 협력에 관한 연구: 러시아의 원인 인식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김권용(국방대)
■ 토론 : 신기현(전북대), 박봉규(공사), 박은주(고려대)

제12회의실 (인문사회관 301호)
15:30-17:30 [중앙대학교 한국연구재단 SSK] 동아시아 아키텍처 재편
■ 사회
■ 발표

: 이용욱(고려대)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와 제도적 균형: AIIB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정(중앙대)
“동아시아 중소기업보호정책의 상호유기성과 신자유주의의 마찰:
국내정치 상호작용의 변화 2000년대 한국을 중심으로”
│ 조창주(중앙대)
“한일관계의 구조적 이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차를 중심으로
(2010-2016)”
│ 정영선(중앙대)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시아 지역 질서 변화 : Hedging 이론을 중
심으로”
│ 우아정(중앙대)
■ 토론 : 장기영(서울대), 조동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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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의실 (인문사회관 323호)
15:30-17:30 [자유공모패널] 전환기 체제변화
■ 사회

: 김소중(배재대)

■ 발표

:“러시아의 미래전 대비 전략”
│우평균(한국학중앙연구원)
“전환기 정의의 정치경제: 동유럽 체제전환국가의 정화법 도입과
그 효과분석”
│이성우(고려대)
“A Dilemma of Success: China Model Revisited”
│이호철(인천대)
■ 토론 : 이신욱(동아대), 김진용(경남대), 첨덕빈(상해대외경제무역대)

제14회의실 (인문사회관 702호)
15:30-17:30 [동국대학교 대학원 패널] 동아시아 연구
■ 사회

: 이종국(동북아역사재단)

■ 발표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NGO 단체의 정책과정 참여”
│손려원(동국대)
“구성주의‘공유된 관념’시각으로 본‘9∙2합의’
재구성”
│ 당위남(동국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
│ 맹효(동국대)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Nepal-China
Relation”
│ 아나수야 다칼(동국대)

18:00-20:00 만찬 (옛촌 한옥마을점)
■ 축사

: 김승수 전주시장,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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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등록
10:00-11:30 Session II
제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호)
10:00-11:30 [국제정치이론분과위 2]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의 이론적 이해 2
■ 사회

: 조현석(서울과기대)

■ 발표

:“미중 공공외교와 국제평판”
│ 송태은(서울대)
“국내청중 vs. 국외청중: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미중 외교갈등과
전략”
│ 장기영(서울대)
“청일전쟁과 동아시아의‘지나간 미래’
: <중동전기본말> 분석”
│ 이헌미(서울대)
“미중 세계질서 설계경쟁: 필라델피안 체제 vs. 천하질서”
│ 차태서(중앙대),

■ 토론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혜정(중앙대)

제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호)
10:00-11:30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패널1]
트럼프정부의 대외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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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조순구(전북대)

■ 발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한국”
│ 이승주(중앙대)
“트럼프의 미국, 신고립주의? 신개입주의?”
│ 정한범(국방대)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과 4자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
│ 남광규(고려대)

■ 토론

: 김태균(서울대), 조한승(단국대), 정하윤(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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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호)
09:30-11:00 [외교부 원자력비확산기획관실 패널1] 트럼프 행정부의 비확산정책과
국제 비확산 레짐
■ 사회

: 김창희(전북대)

■ 발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국제 비확산 현황과 전망”
│ 임만성(카이스트)
“트럼프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
│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트럼프시대 원자력산업의 국제정치경제”
│ 이광석(원자력연구원)
■ 토론 : 이민화(한양대), 김주희(경희대), 박지영(명지대)

제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호)
10:00-11:30 [동북아역사재단 패널1 ]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Kuril Islands/Northern Territorial Dispute
■ Moderator

: Sung-Joo KIM(Sungkyunkwan University)

■ Presenters

:“Russo-Japanese Relations and the Prospects for
Resolution of the South Kurils/Northern Territories
Dispute”
│ Artyom LUKIN(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The Northern Territories and the Abe-Putin
Meeting: Implica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or
An Epitaph to the Territorial Issue?”
│ Akihiro IWASHITA(Hokkaido University)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in East Asia and
the U.S. Perspective in the Age of Nationalism”
│ Ihn-hwi PARK(Ewha Womans University)
■ Disscussants : Suk-Hoon HONG(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un-Kyung LEE(Dong-A University),
Yun-Young CHO(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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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호)
10:00-11:30 [자유공모패널] 국제정치이론
■ 사회

: 유호근(청주대)

■ 발표

:“역할이론(role theory)의 발전과 국제관계”
│ 류동원(국방대)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국가안보전략 방향: 15∙16세기
마키아벨리의 시각에서”
│ 송재익(한양대)
“E. H. Carr의 <20년의 위기>와 유화정책”
│ 유진석(숙명여대)
■ 토론 : 주재우(경희대), 조철호(코리아정책연구원), 신중범(중앙대)

제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호)
10:00-11:30 [자유공모패널] 안보, 국방
■ 사회

: 남창희(인하대)

■ 발표

:“한국 신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책정”
│ 박영준(국방대)
“시진핑시대 중국 해군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 윤지원(평택대)
“러시아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동향과 한국 신행정부의 국방안
보전략 대응방향”
│ 김영준(국방대)
■ 토론 : 하도형(국방대), 김송죽(이화여대), 김경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호)
10:00-11:30 [국제개발협력분과위원회 1] 한국 개발협력 정책의 비판적 고찰
Preliminary :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비판적 고찰 및 전망 - 정책
집행기관의 측면
■ 사회
■ 발표

: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한국 개발협력 정책의 비판적 고찰”
│이규호(외교부)
■ 토론 : 장혜영(중앙대), 유재광(중앙대), 이용욱(고려대)
16

|

|

제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호)
10:00-11:30 [자유공모패널] 제3세계
■ 사회

: 김의곤(인하대)

■ 발표

:“Dwarfed by Giant Neighbors: Grand Strategies of Small
and Middle Powers with the Cases of Korea and Myanmar”
│ 김태현(중앙대)/Sint Sint Myat(동양곤대)
“India’
s Rise and NSG Conundrum”
│ 지연정(하버드대)
“What Can New Data on African Cabinets Tell Us about
Inter-Ethnic Violence?”
│ 최현진(경희대)
■ 토론 : 이정진(배재대), 신정섭(한양대)

11:30-13:00

오찬 (진수당 가인홀)
■ 개회사
■축

: 김유은(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사 :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백지아 외교안보연구소장,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13:00-14:30 Session Ⅲ
제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호)
13:00-14:30 [인천공항 패널] 동북아 항공허브 실현을 위한 인천공항 발전 전략
(라운드테이블)
■ 사회

및 기조발제 : 최민아(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화전략처장)

■ 패널리스트

“인천공항의 허브전략 및 대외환경 변화대응”
:“국제정치적 대외환경 변화와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 이성우(고려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및 중국의 공항정책”
│ 김진호(단국대)
“ASEAN 역내 항공규제 완화 및 경제공동체 강화에 따른 영향”
│ 최경희(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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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호)
13:00-14:30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패널2]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사회

: 김영재(청주대)

■ 발표

:“스트롱맨들의 등장과 미중관계”
│ 주재우(경희대)
“문재인 정부의 한∙중관계 관리전략”
│ 유현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의 대중인식과 대중정책”
│ 이정남(고려대)
■ 토론 : 천자현(고려대), 류동원(국방대),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호)
13:00-14:30 [외교부 원자력비확산기획관실 패널2]
트럼프 시대 동북아 핵안보와 한반도
■ 사회

: 김형국(중앙대)

■ 발표

:“동북아 원자력 협력의 안보재로서 확대 가능성”
│ 조은정(동북아역사재단)
“한미 원자력/비확산 협력”
│ 박지영(아산정책연구원)
“Innovation in 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
Building a Preventive and Sustainable System”
│ 전봉근(국립외교원)
■ 토론 : 하도형(국방대), 정한범(국방대), 정경영(한양대)

제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호)
13:00-14:30 [동북아역사재단 패널2 ]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South China Sea Dispute
■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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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ters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Vietnam’
s Policy”
│ Tran Truong THUY(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The South China Issue : Taiwan’
s Perspective”
│ To-Hai LIOU(National Chengchi University)
“China’
s Maritime Strategy”
│ Jian CAI(Fudan University),
■ Disscussants : Jaehyon LEE(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hul-Ho
CHO(Korea Policy Research Center), Dong-Min
LEE(Dankook University)

제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호)
13:00-14:3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패널1] 사이버안보 기술발달-전망과 과제
사이버기술-현재와 미래
■ 사회

: 남궁영(한국외대)

■ 발표

:“사이버기술 발달 현황과 전망”
│ 김지훈(안랩)
“기술발달과 사이버안보”
│ 나용우(통일연구원)
■ 토론 : 오형근(국가보안기술연구소), 나용우(통일연구원)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지훈(안랩)

제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호)
13:00-14:30 [통일연구원 패널1] 한국의 새로운 통일∙대북정책과 추진환경
■ 사회

: 이규창(통일연구원)

■ 발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추진환경, 전망”
│ 이신욱(동아대)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추진환경, 전망”
│ 이상신(통일연구원)
■ 토론 : 홍석훈(통일연구원), 이종국(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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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호)
13:00-14:30 [세종연구소 패널 1] 신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 사회

: 진창수(세종연구소)

■ 발표

:“신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 방향: 북핵 위협관리와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 정성장(세종연구소)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이상현(세종연구소)
“신정부의 경제∙통상외교 방향”
│ 김치욱(울산대)
■ 토론 : 이면우(세종연구소), 정재흥(세종연구소), 우정엽(세종연구소), 조윤영(중앙대)

제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호)
13:00-14:30 [English Panel 2]
■ 사회

: Nicole Shipton(인덕대)

■ 발표

:“Reasons and Effects of EU Engagement in the Syrian
Crisis”
│ Zeljana Zmire(한양대)
“Discourse of Resistance to THAAD in South Korea”
│ Ekra Miezan(한국외대)
“Rising India- Korea Relations: Transforming New
Strategic Partnerships”
│ Rahul Raj(세종대)
“Korea’
s FTA with the EU- Buyer’
s Remorse?”
│ Andreas Schaefer(한독상공회의소)
■ 토론 : Qiao Chunyan(호서대), Rahul Raj(세종대), Ekra Miezan(한국외대),
Zeljana Zmire(한양대)

제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호)
13:00-14:30 [국제개발협력분과위원회 2]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정책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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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휘(이화여대)

■ 발표

:“대만 ODA 정책과 제도의 변화”
│ 김석우(서울시립대)
“한국 ODA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문성/효율성 달성을 위
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적용 방안”
│ 문경연(전북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분산: 중견국 개발협력정책 방향에 대한 재고찰”
│ 장혜영(중앙대)
■ 토론 : 김성규(서울대), 최현진(경희대), 박지영(명지대)

제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호)
13:00-14:30 [자유공모패널] 미중관계
■ 사회

: 박광기(대전대)

■ 발표

:“
‘투키디데스의 함정’
으로? - 시진핑의 중국과 트럼프의 미국 관계 전망”
│ 김지운(충남대)
“핵위협에 대한‘선제적 군사행동’분석 : 1960년대 미국의 對중국
군사공격계획을 중심으로”
│ 손한별(국방대)
“Peace Through Strength’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 송승종(대전대)
■ 토론 : 오현철(전북대), 권오국(경찰대), 임진희(원광대)

제12회의실 (인문사회관 301호)
13:00-14:30 [일본분과위원회] 아베시대의 일본정치외교 대해부
■ 사회

: 박영준(국방대)

■ 발표

:“아베시대의 새로운 일본의 자회상”
│ 김남은(고려대)
“아베시대의 중일관계”
│ 오승희(고려대)
■ 토론 : 김진기(부경대),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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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의실 (인문사회관 323호)
13:00-14:3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 일반공동연구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 사회

: 장 훈 (중앙대)

■ 발표

:“중국 러시아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
│ 조정원(한양대)
“러시아의 대 중국 가스 정책: 기회와 도전”
│ 이유신(영남대)
“한국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전략과 대응”
│ 김연규(한양대)
■ 토론 : 박종철(경상대), 조정원(한양대),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14:30-14:45 휴식
14:45-16:15

Session Ⅳ

제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호)
14:45-16:15

[특별기획패널]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이론과 주요 쟁점
■ 사회
■ 발표

: 라종일(가천대)

:“현실주의 VS 이상주의, 2.1”
│ 김태현(중앙대)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시스템이론의 관점”
│ 민병원(이화여대)
“미국패권이론,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켄베리(-듀드니) 자유주의 패
권이론의‘삼단 변신’
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이혜정(중앙대)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과 한반도: 이론적 논의”
│ 김상배(서울대)
■ 토론 : 박인휘(이화여대),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강선주(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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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호)
15:00-16:30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패널3]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사회

: 윤영오(국민대)
:“김정은체제의 대외대남전략과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방향”
│ 김근식(경남대)
“북한의 대외정책과 우리의 과제”
│ 이기완(창원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와 우리의 대응”
│ 김동엽(경남대)
■ 토론 : 임재천(고려대), 우평균(한국학중앙연구원), 마상윤(외교부)
■ 발표

제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호)
14:45-16:15

[외교부 원자력비확산기획관실 패널3]
트럼프 시대 동북아 핵안보와 한반도 (라운드테이블)
■ 사회

: 임용순(성균관대)
: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이광석(원자력연구원), 조은정(동북아역사재단),
박지영(아산정책연구원), 전봉근(국립외교원)

■ 패널리스트

제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호)
14:45-16:15

[동북아역사재단 패널3]
불확실성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영토 갈등과 해양협력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 사회

: 이수석(한양대)

■ 발표

:“중국, 일본, 대만 간 센카쿠열도 문제 고찰”
│ 호사카 유지(세종대)
“댜오위다오 분쟁, 중국의 입장과 정책”
│ 하오 췬환(상해사회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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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 동중국해 해
양영토분쟁을 중심으로”
│ 고경민(제주대)
■ 토론 : 나용우(통일연구원), 유현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형수(단국대)

제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호)
14:45-16:1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패널2] 사이버안보 기술발달-전망과 과제
사이버기술-전망과 과제(라운드테이블)
■ 사회

: 강태훈(단국대)

■ 패널리스트

: 강형석(동국대), 김강무(한양대), 김기범(경찰대), 박봉규(공사),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제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호)
14:45-16:15

[통일연구원 패널2]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정책과 추진환경, 그리고 전망
■ 사회

: 김규륜(통일연구원)

■ 발표

:“새 정부의 외교정책과 추진환경, 전망”
│ 민태은(통일연구원)
“새 정부의 안보정책과 추진환경, 전망”
│ 민정훈(국립외교원)
■ 토론 : 김보미(통일연구원), 오경섭(통일연구원), 송정호(우석대)

제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호)
14:4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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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패널 2] 동북아 다자협력의 과제와 전망
■ 사회

: 이상현(세종연구소)

■ 발표

:“신정부의 동북아협력외교 전략과 과제”
│ 최은미(세종연구소)
“신정부의 동아시아 다자경제협력”
│ 이승주(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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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정부의 다자안보구상 평가”
│ 이대우(세종연구소),
■ 토론 : 김성철(세종연구소), 박종철(통일연구원)

제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호)
14:45-16:15

[중동아프리카분과위원회] 트럼프 정부 시기의 중동-아프리카 이슈
■ 사회

: 정상률(명지대)

■ 발표

:“트럼프 정부의 중동정책 : 트럼프의 JCPOA평가와 미국-이란 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 정상률(명지대)
“트럼트 시대의 이슬람주의와 IS”
│ 이효분(한국외대)
“트럼프 정부의 ISIS에 대한 정책과 아랍 난민 및 이슬람포비아 대처 방안”
│ 이성수(부산외대)
■ 토론 : 금상문(배재대), 김성례(조선대), 남옥정(단국대), 안승훈(건국대), 김강석(단국대)

제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호)
14:45-16:15

[국제개발협력분과위원회 3]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비판적 고찰
SDGs 시대의 개발재원확대, SDGs 시대의 정책일관성 확산 가능성 모색
■ 사회

: 최현진(경희대)

■ 발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개발재원의 이론적 재조명: 협력대상
국 조세개혁과 혁신적 재원을 중심으로”
│ 김태균(서울대)
“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개념과 사례"
│ 오수현(코이카)
■ 토론 : 조원빈(성균관대), 김주희(경희대), 박지연(한국수출입은행)

제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호)
14:45-16:15

[북한통일분과위원회]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
■ 사회

: 진희관(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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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대북제재이후 북중관계: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 이상숙(국립외교원)
“북한의 정권별 교육담론의”
│ 신대진(성균관대)
“북한의 정권별 교육 담론의 지속성과 변화”
│ 차승주(평화나눔연구소)
■ 토론 : 김일한(동국대),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 문인철(성균관대)

제11회의실 (인문사회관 208호)
14:45-16:15

[중남미 분과위원회-전북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 공동패널]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국제관계
■ 사회

: 송기도(전북대)

■ 발표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과 중남미의 부상”
│ 손혜현(국립외교원)
“라틴아메리카 여성대통령의 성평등 정책: 정치사회적 결정요인 연구”
│ 박윤주(계명대)
“여성 리더십과 정치적 부패: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 김유경(한국외대)
■ 토론 : 정한범(국방대), 서지현(전북대), 이상현(전북대)

제12회의실 (인문사회관 301호)
14:45-16:15

[대진대학교 DMZ연구원-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갈등과 상생의 시
간과 공간: 접경지역의 역설과 비전
■ 사회
■ 발표

: 김정완(대진대)

:“DMZ 군사적 충돌 사례연구: 1953년 정전협정�2016년까지”
│ 박영민(대진대)
“한반도 평화체제와 DMZ의 평화적 이용”
│ 이창희(동국대)
“북중 접경지역의 긴장과 협력”
│ 박종철(경상대)
■ 토론 : 김주삼(조선대), 정일영(서강대), 박영택(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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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의실 (인문사회관 323호)
14:45-16:15

[안보국방분과위원회] 한미동맹의 기원, 진화, 그리고 현재
■ 사회

: 김달중(연세대)

■ 발표

:“일제 하 전북지역 민족종교 세력이 한미관계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
향에 대한 시론”
│ 남창희(인하대)
“한미동맹의 문화적 친선의 진화와 전략적 관리”
│ 김영준(국방대)
“THAAD 배치와 동북아 국제관계의 함의”
│ 박휘락(국민대)
■ 토론 : 김송죽(이화여대), 윤지원(평택대), 유상범(국방대)

제14회의실 (인문사회관 702호)
14:15-16:15

[자유공모패널] 역사 문화와 국제관계
■ 사회

: 윤성석(전남대)

■ 발표

:“초국경적 인적이동과 글로벌 거버넌스: 재외한인대상
한국역사교육을 중심으로”
│ 김도희(숙명여대)
“재현의 정치학: 근대 서양회화에 나타난 전쟁”
│ 최영진(중앙대)
■ 토론 : 이수훈(고려대), 조영철(전북대)

16:30-18:00 Session Ⅴ
진수당 가인홀
16:30-18:00 [플레너리 세션] 신정부의 대외정책
■ 사회

: 김유은(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패널리스트

: 라종일(가천대), 김석우(서울시립대), 최종건(연세대)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진호(단국대)

18:00-20:00 만 찬 [진수당 가인홀]
■ 축사

: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 문화공연:

국악실내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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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토) 오전

10:00-12:00 Session Ⅵ
제1회의실 (뉴실크로드관 201호)
10:00-12:00 [English Panel 3]
■ 사회

: Rahul Raj(세종대)

■ 발표

:“Multiculturalism and Language Policies in the EU &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 Janna Ballod(서경대)
“
‘Acculturalism’as an Alternative to Multiculturalism:
The Case of Rapidly Transforming South Korea”
│ Reginald J. Lee(한양사이버대)
“Speech Act Theory and the Copenhagen School of Critical Security
Studies: Explanatory Laws, Freedom, and Ethics in Securitization”
│ Benjamin Thompson(경북대)
“Olympic Shock: The Synergy of Politics and Tourism”
│ Nicole Jody Shipton(인덕대)

■ 토론

: Reginald J. Lee(한양사이버대), Benjamin Thompson(경북대),
Janna Ballod(서경대), Qiao Chunyan(호서대)

제2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09호)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BK연구팀] Security and Identity in East
Asia: Transformations and Prospects
■ 사회
■ 발표

: 민병원(이화여대)

:“Making of National Identity: Components of National
Identity in North and South Korea”
│ 김희수(이화여대)
“Global War on Terrorism and Macrosecuritization: what
Snowden told us”
│ 김보라(이화여대)
“Varietie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hips in East Asia”
│ 도호정(이화여대)
■ 토론 :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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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0호)
10:00-12:00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패널]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
■ 사회

: 김흥규(아주대)

■ 발표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브릭스 (BRICS) 정상회담 사례”
│ 과숙한(아주대)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사례”
│ 전태동(아주대)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G20 정상회담 사례”
│ 진단예(아주대)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일대일로의 금융기구”
│ 서천(아주대)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상하이협력기구(SCO) 사례”
│ 장기현(아주대)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중국의 FTA 네트워크의 국제정치적 함의”
│ 최연실(아주대)
■ 토론 : 김흥규(아주대), 서민혜(아주대)

제4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1호)
10:00-12:00 [대학원생 공모 패널] 안보
■ 사회

: 이상현(한양대)

■ 발표

:“무기체계 획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신개념기술시범 제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 김인현(충남대)
“한국 전구에서의 작전적 마비군단 운용 연구”
│ 허광환(충남대)
“사드가 한국 방공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세일(충남대)
“참수 작전의 한반도 적용 효용성 검토”
│ 황소희(연세대)
■ 토론 : 임진희(원광대), 이상현(한양대), 김송죽(이화여대), 이상현(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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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2호)
10:00-12:00 [대학원생 공모 패널] 동북아/동맹
■ 사회

: 김주희(경희대)

■ 발표

:“Creating Status, Creating Peace: Status Creation and
Accommodation in Great Power Politics”
│ 김재영(서울대)
“남북한 숙적관계 유지와 미국의 관여정책 검토 : 남북한 주요
MID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사례를 중심으로”
│ 한기호(연세대)
■ 토론 : 김주희(경희대), 이수훈(고려대)

제6회의실 (뉴실크로드관 613호)
10:00-12:00 [대학원생 공모 패널] 북한
■ 사회

: 문경연(전북대)

■ 발표

:“체제위험상황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태 연구”
│ 박신영(한국외대)
“북한의 사이버안보 위협에 관한 연구: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 신경수(충남대)
“중견국 외교로서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재평: 중견국 논의의 이
론적 검토와 적용을 중심으로”
│ 정유진(한양대)
■ 토론 : 박용한(중앙일보), 문경연(전북대), 박용한(중앙일보)

제7회의실 (인문사회관 201호)
10:00-12:00 [한양대학교 현대한국연구소] 국가정보의 선진화 방향(라운드 테이블)
■ 사회

및 기조발제 : 김강무(한양대)

■ 패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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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진호(단국대), 나용우(통일연구원),
박종재(선문대), 이수석(한양대), 정한범(국방대), 김상규(한양대),
최재덕(연세대), 마정근(한양대), 이상현(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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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의실 (인문사회관 204호)
10:00-12:00 [대학원생 공모 패널] 국제정치경제
■ 사회

: 장혜영(중앙대)

■ 발표

:“저축은행의 제도적 모순에 관한 연구: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 및 법
적 형태를 중심으로”
│ 박기형(서강대)
“복지지출과 정부부채: 선거경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박상훈(한국외대)
“협력거버넌스 사례연구: 프랑스 원전 사례를 중심으로”
│ 한미애(이화여대)
■ 토론 : 박지연(한국수출입은행), 장혜영(중앙대), 박지연(한국수출입은행)

제9회의실 (인문사회관 205호)
10:00-12:00 [대학원생 공모 패널] ODA
■ 사회

: 정헌주(연세대))

■ 발표

:“한국 중앙정부부처의 공적개발원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김은미(연세대)
“국회 내 원조규범 인식에 대한 실증연구 : 16-19대 원조관련 주요 상
임위 회의록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남수정∙변지영(연세대)
“아시아개발은행(ADB) 원조 배분에 대한 영향요인”
│ 장해인(연세대)
■ 토론 : 이충희(청주대), 이충희(청주대), 마정근(한양대)

제10회의실 (인문사회관 206호)
10:00-12:00 [대학원생 공모 패널] 기타 이슈
■ 사회

: 전제성(전북대)

■ 발표

:“ The Construction of Image of Mozambique in the 21st
Century"
│ Sixpenze Jose Sixpenze(충남대)
“재해∙재난발생시 민∙군협력 방안 : 예비군 동원을 중심으로”
│ 선승배(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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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 개선과 자민당의 재집권 및 생존력 확대 연구”
│ 양혜원(고려대)
“인간안보 레짐과 국가의 이중성:‘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중심으로”
│ 이희진(이화여대)
■ 토론 : 전제성(전북대), 이윤진(육아정책연구원), 전제성(전북대),
이윤진(육아정책연구원)

12:00-13:00 오찬
■ 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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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은(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