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한반도의 대전환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일 시 2018년 12월 7일(금)-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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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대전환 :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초대의 글
i

n

진행 순서
v

i

t

a

t

i

o

n

12/7(금) SessionⅠ13:00 ~ 14:45
제3강의실

안녕하십니까?

선거와 정치과정 연구
이론과 실제

2018년 1월 처음 한 해 계획에 대한 이메일 인사를 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학강의실 A

어학강의실 B

외교부 후원1

어학강의실 E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국제정치연구의 과학적
접근

문제해결의 정치학

2018 정치학회를 정리하는 연례학술회의가 열립니다. 2018년 한국정치학회는 ‘학술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 한국 정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학회, 정치학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회’

2018년 전반부에는 일련의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국순회 학술회의를 조직

어학강의실 A

미국정치연구회1

외교부 후원

2018 미국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

미중 경쟁과 국제정치

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혁신을 주제로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
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하계학술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후, 추계학술회의로 신진
학자학술회의(Fresh Ph. D. Conference)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기반 정치학 교육
연구실천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지역 참여형 정치학 수업을 개설·
지원하였고 그 성과발표회를 조직하였으며 우리 학계의 미래 지역 기반 정치학 수업을

강사대기실

대강당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2/7(금) Session Ⅱ 14:55 ~ 16:40
제3강의실

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학강의실 F
국방부 후원1

어학강의실 B

어학강의실 E

서강대학교 BK21 PLUS 비교정치학의 새로운
<정치학의 과학화>
이슈
대학원생 패널1
이론과 실제
정치사상, 국제정치

어학강의실 F

강사대기실

국방부 후원

한국정치사상학회1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

민주와 공화

대강당
서울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모델과 협치력 지표
개발 연구1

12/7(금) Session Ⅲ 16:50 ~ 18:35
제3강의실

어학강의실 A

미국정치연구회2

복지국가연구회

2018 미국 중간선거
이슈와 쟁점

노동과 복지정치
투표행태 및 노동시장
분석

어학강의실 B

어학강의실 E

서강대학교 BK21 PLUS 대진대학교 후원1
<정치학의 과학화>
동아시아 정치경제
대학원생 패널2
이슈와 쟁점

어학강의실 F

강사대기실

국방부 후원3

한국정치사상학회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개혁2.0

정치사상가들,
그 회고와 재해석

정치과정

대강당
서울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모델과 협치력 지표
개발 연구2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출판 중입니다. 정치학 교육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 정치학교육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립하였습니다. 세계정치학회
(IPS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일본과 대만 정치학회와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등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계의 학술적·정책적·
실천적 기여를 위한 다양한 역할 회의, 용역, 출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연례학술회의를 통하여 ‘한반도의 대전환: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이란 주제로 37개 패널을 조직하여 한해를 정리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엽니다.
특히 이번 연례학술회의의 피날레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저술부문 수상자, 인재저술상
수상자. 정치학 박사학위 우수 논문상 수상자가 발표하는 학술상 패널을 준비하였습니다.

12/8(토) Session Ⅳ 09:00 ~ 10:45
제3강의실
명지대 SSK
미래정치연구소

어학강의실 A
대진대학교 후원2
한국정치 변혁의 동력

민주주의의 두 얼굴
진화하는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사회통합

어학강의실 B

국제정치연구분과
위원회

아시아 평화사상가
연구 현황과 과제
라운드테이블

전환기의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어학강의실 F
뉴노멀시대의
뉴데모크라시 SSK 팀
및 비교정치분과

강사대기실

대강당

외교부 후원3
미중관계와 한국외교
정책

뉴데모크라시

12/8(토) Session Ⅴ 10:55 ~ 12:40
제3강의실
Foreign Policy
Behavior of East
Asian Countries

어학강의실 A

어학강의실 B

어학강의실 E

대진대학교 후원3
로컬거버넌스의
협치력과 참여과제

[연세대 SSK]
디지털사회과학의
적용과 과제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환기 국제정치와
한반도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사회과학 인과분석

올해 한국정치학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학회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해 마지막 행사인 연례학술회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강의실 E

아시아 평화사상
연구모임

어학강의실 F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강사대기실

대강당

동북아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동아시아 지역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오찬 12:40 ~ 14:00

12/8(토) Session Ⅵ 14:00 ~ 15:45
제3강의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한국정치학회장

김 의 영 배상

어학강의실 A

IT정치연구회-SSK
[서울대-연세대]
갈등의 역동성과
통일대비 한반도
사회통합 연구단[경희대] 지정학과 국가전략

어학강의실 B
[연세대 SSK]
디지털사회과학연구의
적용과 과제

어학강의실 E
한양대 평화연구소
인정과 환대의 정치:
이론과 실천

서베이·실험을 이용한
정치심리연구

어학강의실 F
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기획패널
불평등과 민주주의

정기총회 16:00 ~ 18:00
만찬 18:30 ~ 20:00

강사대기실

대강당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후원: 국제정치경제분과 수상자 패널
다자무역체제 독립성과
경제제재의 댜양한 결과

한반도의 대전환 :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 12월 7일(금) |
13:00-14:45 SessionⅠ
제3강의실

선거와 정치과정 연구: 이론과 실제

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토론 장승진(국민대), 임유진(경희대), 박진수(덕성여대)

어학강의실 F 국방부

후원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사회 류재성(계명대)

사회 서정건(경희대)

발표 유종성(가천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적 적용: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발표 정한범(국방대)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과 전망

송진미(서울대)/안도경(서울대)/조순홍(UCLA)
Corruption Perception, Acceptance of Corruption, and Political Conservatism:
Measuring Corruption Perception Using Anchoring Vignettes

황지환(서울시립대) 미중관계 변화와 북핵 문제
김진아(국방연구원) 북한의 핵전략과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토론 차태서(성균관대), 안경모(국방대), 허재영(연세대)

임다율(동국대)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한국 정당연합 과정
토론 김현경(고려대), 구본상(연세대), 강신구(아주대)

14:55-16:40 SessionⅡ
어학강의실 A 외교부

후원1
국제정치연구의 과학적 접근
사회 이정진(입법조사처)
발표 이상민(연세대) 중견 국가의 강압 외교: 군사 개입과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김덕중(연세대) 냉전시기 미국의 對동맹국 비핵화 정책연구: 한국과 파키스탄의 비핵화 분석
김세원(연세대) 북한의 무역허가권과 분권화: 2012년과 2015년 무역법을 중심으로
이승미(이화여대) Revisit Two Presidency:
The President Roh Moo-hyun’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Control
토론 Alexandrova Iordanka(고려대), 정성철(명지대), 오경섭(통일연구원),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3강의실

미국정치연구회1

2018 미국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

사회 임성호(경희대)
발표 정진민(명지대) 2018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재편성 중서부 5개 주의 연방하원선거를 중심으로
김유진(서울대) 2018년 미국 중간선거의 투표권 관련변화 및 쟁점
장혜영(중앙대) 미중 무역분쟁과 2018 미국 주지사 선거
손병권(중앙대) 트럼프 지지선언을 얻은 공화당 후보들의 성과
유성진(이화여대) 트럼프 이후의 중간선거: 경제투표와 대통령지지율
서정건(경희대) 한인후보와 미국정치: 2018년 미국 중간선거를 중심으로
토론	조기숙(이화여대), 박지영(명지대), 이종곤(이화여대), 서현진(성신여대), 장승진(국민대),
김준석(동국대)

어학강의실 E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문제해결의 정치학
사회 이소영(대구대)
발표 강신재(연세대) 정당간 합의와 의원 자율성의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박재석(연세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현상의 관료정치적 해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박현우(연세대) 김일성 집권시기 북한의 안중근 인식에 대한 역사정치학적 평가
이환비(연세대) 파키스탄 건국 초기 군부체제의 형성과 분열(1951-1971):
아유브 칸과 야하 칸 사례를 중심으로
홍원민(연세대) 탈북자와 난민: 수용 혹은 강제송환
‘중국의 外交部와 公安部의 선호 형성과 정책 혼합을 중심으로’

어학강의실 A 외교부

후원2
미중 경쟁과 국제정치
사회 정하용(경희대)
발표 정길호(국방연구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정책과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홍건식(연세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최형규(GRIPS) China’s Gravitational Power and Its Limit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nminbi Internationalization
정재환(인천대)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한 접근법
토론 강영신(외교부 정책총괄담당관), 이원영(서울대), 공민석(서울대), 김용균(이화여대), 한영빈(서강대)

한반도의 대전환 :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어학강의실 B 서강대학교

BK21 PLUS <정치학의 과학화> 대학원생 패널1
정치사상, 국제정치

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대강당

서울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모델과 협치력 지표 개발 연구1

사회 김의영(서울대)

사회 하상응(서강대)

발표 조희정(서강대), 미우라 히로키(서울대), 민희(경희대)

발표 윤경훈(서강대) 한국 다문화주의 담론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맥락 없는 다문화주의?

토론 강신구(아주대), 김용복(경남대), 김동훈(고려대)

표선경(서강대) 누가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가?
신상민(서강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 심리전 실태 연구
박혜원(서강대) 1894년 조선의 청군 청병(請兵)의 국내적 요인:
1800년대 말 조선의 내정개혁을 중심으로
김희준(서강대) 화폐와 상징: 권력과 이데올로기
토론 김주형(서울대), 유영수(북한대학원대)

16:50-18:35 Session Ⅲ
제3강의실

미국정치연구회2

2018 미국 중간선거: 이슈와 쟁점

사회 이정희(한국외대)
어학강의실 E 비교정치학의 새로운 이슈: 이론과 실제

발표 하상응(서강대) 미국의 인종주의 그리고 2018 중간선거
이병재(연세대) 중간선거와 소수인종 투표: 라티노는 단일유권자집단인가?

사회 신희석(아태정책연구원)

이소영(대구대) 사회 이슈와 2018 중간선거: 의료보험과 총기이슈를 중심으로

발표 신동준(21세기정경연구소)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학적 분석과 정치전망

이수훈(고려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간선거

이성우(고려대)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성과 :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비교연구
정준혁(연세대) Unwritten Rules and Political Acceptability: A Research Agenda
토론 신희석(아태정책연구원), 이재묵(한국외대), 정동준(서울대)

어학강의실 F 국방부

후원2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

권보람(국방연구원) 미국 국내정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미치는 양향 분석:
2018 중간선거 중심으로
토론 가상준(단국대), 정회옥(명지대), 강주현(숙명여대), 최영미(전남대), 이재묵(한국외대)

어학강의실 A 복지국가연구회

노동과 복지정치: 투표행태 및 노동시장 분석

사회 최아진(연세대)

사회 조영재(명지대)

발표 최윤미(국방대) 범세계적 핵군비통제 퇴조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함의

발표 강명세(서울대) 투표의 계급적 편견

박인휘(이화여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지역질서

손정욱(서울대) 노동시장 이원화와 정당체제의 다양성: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비교연구

이정남(고려대)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외교정책

권순미(고용노동연수원)/안종순(고려대)/홍이진(연세대) Ways out of dualism:
Labour market reforms in Japan and South Korea

토론 천자현(연세대), 정성철(명지대), 차정미(연세대)

김도균(경기연구원)/최종호(민주연구원)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17~19대 대선 분석
강사대기실

토론 강우진(경북대), 김현경(고려대), 박성호(연세대), 권혁용(고려대)

한국정치사상학회1
민주와 공화

사회 유홍림(서울대)
발표 손민석(경기대) 정치적 헤브라이즘과 근대 공화주의
최치원(고려대) 공산당선언(1848) 탄생사 연구 : 칼 맑스 탄생 200주년을 기리며
토론 홍철기(서울대), 임경석(한양대)

어학강의실 B 서강대학교

BK21 PLUS <정치학의 과학화> 대학원생 패널2
정치과정
사회 조영호(서강대)
발표 이현석(서강대) 투표 결정 요인으로서의 후보자의 외모
임한샘(서강대) 탄핵과 정당해체: Hirschman 모델의 적용
이찬웅(서강대) 리뷰 논문: 한국 정부 형태 연구 현황 및 과제

한반도의 대전환 :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이주앙(서강대) 경제 불평등 인식과 정치 참여: 2016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토론 류재성(계명대), 김성조(서울대)

정민석(서강대) 권위주의 시기 한국 정당의 비교 분석: V. O. Key의 분석 수준의 적용
토론 신재혁(고려대), 송병권(한양대)

| 12월 8일(토) |
어학강의실 E 대진대학교

후원1
동아시아 정치경제: 이슈와 쟁점
사회 김동훈(고려대)
발표 이종혁(Tsinghua University) Band of Rivals:
Career Incentives, Elite Competi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조우찬(국방정신전력원) 일본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전략의 변화와 지속: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윤지환(이화여대) The Will above Ills?
Social Neutralization and New Conservative Hegemony in East Asia
토론 조형진(인천대), 김성조(서울대), 김경미(이화여대)

어학강의실 F 국방부

후원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개혁2.0
사회 민병원(이화여대)
발표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평화지향의 안보체제 구축
이병구(국방대) 국방개혁 2.0과 한국의 민군관계: 평가와 정책적 제언
김기주(국방연구원) 안정적이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략
토론 황태희(연세대), 박진수(덕성여대), 최현진(경희대)

강사대기실


한국정치사상학회2
정치사상가들, 그 회고와 재해석

09:00-10:45 Session Ⅳ
제3강의실

명지대

SSK 미래정치연구소
민주주의의 두 얼굴: 진화하는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사회통합

사회 이현출(건국대)
발표 및 토론 신정섭(숭실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책무성을 묻는가?
			

정동준(서울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정당지지자의 양극화:당파적 배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박지영(명지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

			김유진(서울대)/구세진(Nazarbayev University) 정치이념이 투표와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 7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임유진(경희대) 2018년 지방선거와 여성정치인의 선거 전략

			

윤지성(DGIST)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
영호남지역 출신 유권자들의 교차압력을 중심으로

			

박선경(인천대) 세대갈등의 가족화?
가족 내 정치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본 세대갈등과 투표선택

			

이재묵(한국외대) 세대갈등과 남남갈등의 중첩: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를 중심으로

			

김성조(서울대) 실버민주주의를 넘어서: 연령간 갈등과 통합의 복지정치

어학강의실 A 대진대학교

후원2
한국정치 변혁의 동력

사회 박의경(전남대)

사회 주형민(고려대)

발표 기유정(원광대) 해방 후 한국의 ‘지역학’과 제국의 ‘학지’: 이용희의 '권역'이론을 중심으로

발표 김경희(이화여대) 역량에서 운으로: 대한민국의 재봉건화

황옥자(전남대) 플라톤 대화편에 나타나는 ‘파라데이그마(paradeigma)’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논의
토론 옥창준(서울대), 박수인(경남대)

대강당

서울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모델과 협치력 지표 개발 연구2

사회 최아진(연세대)
발표 이태동(연세대), 이한수(아주대)

이종원(서강대) 왜, 어떤 혁명인가?: 혁명으로서 2016-17년 촛불집회에 대한 검토
최광승(성균관대)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화랑도와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이호준(고려대)/전성하(고려대) Out of Step, but Still in Office?
Legislative Extremism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in a New Democracy: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토론	김민수(고려대), 조계원(고려대), 이성우(고려대), 이한수(아주대)

한반도의 대전환 :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어학강의실 B 아시아

평화사상 연구모임
아시아 평화사상가 연구 현황과 과제 라운드테이블
사회 김형국(중앙대)
발표 하영애(경희대) 평화사상의 계승과 발전 모색
홍기준(경희대) 전승화론: 전일적 통찰력의 과학적 인식
신충식(서울과기대) 오토피아 윤리사상의 칸트적 기원
미우라 히로키(경희대) 한일관계와 평화사상

어학강의실 E 국제정치연구분과위원회

전환기의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사회 이옥연(서울대)
발표 차태서(성균관대) Contestation of Historical Analogies: Whither North Korea?
김상배(서울대)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 국가지원 해킹에 대한 복합지정학적 대응

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10:55-12:40 Session Ⅴ
제3강의실

Foreign

Policy Behavior of East Asian Countries

Chair Hosup Kim(Chung-Ang University)
Presenters	Tomohito Shinoda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Japan’s Political Regime Shift and the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Akai Ohi (University of Tokyo)
The Political Confrontation in Japanese Politics since the 1990s:
The Dynamism between the “Conventional Conservative” and
the “Reformative Conservative”
	Chung-min Tsai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he Political Economy of Nuclear Power Policy in China:
Environmental Protection, Energy Safety, and Economic Development
	Min-hua Hu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Cognitive Explanations of Indian Perceptions of China
Discussants	Jiyoung Kim (Hanyang University), Junghwa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shin Kim (Sejong University), Taehee Whang (Yonsei University)

차정미(연세대) 한중관계 초기 발전과 기업의 외교적 역할 : 1978-1986년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유재광(미래연구원), 윤민우(가천대), 유인태(전북대)

어학강의실 F 뉴노멀시대의

뉴데모크라시 SSK 팀 및 비교정치분과
뉴데모크라시

어학강의실 A 대진대학교

후원3
로컬거버넌스의 협치력과 참여과제
사회 류석진(서강대)
발표 조희정(서강대)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온라인 참여 서비스 연구

사회 마인섭(성균관대)

미우라 히로키(경희대) 서울 협치력의 지표화·모델화 연구

발표 조원빈(성균관대) 아프리카 민주주의 수준 평가, 1989-2016년

이태동(연세대)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환경 에너지 정치 교육

김형철(성공회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김남규(성균관대) Previous Military Rule and Democratic Survival

신용인(제주대) 읍면동 마을기금의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 강원택(서울대), 김의영(서울대), 박영민(대진대), 김정완(대진대)

토론 최현진(경희대), 정하윤(건국대), 김동석(국립외교원)

강사대기실


외교부
후원3
미중관계와 한국외교정책

사회 최아진(연세대)
발표 서정건(경희대)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외교정책과 한미동맹
김남규(성균관대) 미중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천자현(연세대) 한국 외교의 다변화 모섹 방안과 전망
토론 김용복(경남대), 김동훈(고려대), 이효원(연세대), 민태은(통일연구원), 황태희(연세대), 민희(경희대)

어학강의실 B [연세대

SSK] 디지털사회과학의 적용과 과제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사회과학 인과분석
사회 윤성이(경희대)
발표 박영득(연세대)/송준모(연세대)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김정연(연세대) 뉴스 미디어에 재현된 정당
김범수(연세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이병재(연세대) 빅데이터와 인과추론
토론 한정택(연세대), 엄기홍(경북대), 손연우(연세대), 구본상(연세대)

한반도의 대전환 :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어학강의실 E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환기 국제정치와 한반도
사회 양승함(연세대)
발표 유인태(전북대) 사이버 안보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원칙 확산
양준석(서울신학대) 6.25전쟁 이후 복구정책과 한미관계: UNKRA 활동을 중심으로
엄태봉(국민대)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재평가
최용(육사) 한국-캐나다 NRX-CANDU 원자로 협상과 한국-프랑스 재처리 기술 제공 계약의 함의
토론 박용수(한국해양대), 이양호(고려대), 최인숙(고려대), 홍건식(연세대)

어학강의실 F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동아시아 지역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 류태건(부경대)
발표 박범종(부경대)/서선영(부경대) 지역 해외직접투자(FDI)의 지역발전 효과: 동북아 국가 사례의 교훈

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14:00-15:45 Session Ⅵ
제3강의실

IT정치연구회-SSK

갈등의 역동성과 사회통합 연구단 [경희대]

사회 김용호(서울대)
발표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촛불집회의 지속과 변화
송경재(경희대) 소셜미디어 시대의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집단의 정치참여 의식 비교
김정연(연세대)/민희(경희대)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정치정보 비대칭’을 중심으로
토론 김영일(신라대), 지병근(조선대), 김용철(전남대), 차재권(부경대), 이원태(KISDI), 도묘연(영남대)

어학강의실 A [서울대-연세대]
통일대비 한반도 지정학과 국가전략
사회 진영재(연세대)
발표 및 토론 진영재(연세대) 여론조사에 나타난 '평화'인식과 '통일'인식
			

김명섭(연세대)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과 동유라시아

			

서정민(연세대) 동아시아 기억의 지형과 평화의 재구성

이정윤(부경대)/안재성(경일대)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리나라 지방정부 ODA 분석

			

김상배(서울대) 한반도 평화의 복합지정학: 신흥안보론의 시각

차채권(부경대)/정호영(부경대) 주거요인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 일본, 대만 선거 결과 비교분석

			

신범식(서울대) 동북아 에너지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김태환(국립외교원) 대항 지정학으로서의 평화외교

			

김학노(영남대) 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의 지정학

지병근(조선대)/신계균(러트거스대) 지방정부기관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상이한 정치행정적 동기의 탐색

토론 서창배(부경대),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이재묵(한국외대), 조진만(덕성여대)

강사대기실

동북아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사회 김상배(서울대)
발표 신성호(서울대) 동북아 디지털 군사안보 거버넌스
이신화(고려대) 동북아 이주·난민안보 거버넌스
조한승(단국대) 동북아 보건·질병안보 거버넌스
토론 황지환(서울시립대), 김헌준(고려대), 신범식(서울대)

어학강의실 B [연세대

SSK] 디지털사회과학연구의 적용과 과제
서베이·실험을 이용한 정치심리연구
사회 장 훈(중앙대)
발표 한규섭(서울대) Can a “Socialist Man” Embrace Capitalism?
하상응(서강대) 한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 역겨움에 대한 민감성
이훈(경희대)/최한글(경희대) 정치루머 프레임에 따른 수용자 감정 연구:
캐릭터/이슈 프레임에 대한 인지부조화 이론의 적용
토론 이재묵(한국외대), 이병하(서울시립대), 조진만(덕성여대)

12:40-14:00 오찬
어학강의실 E 한양대

평화연구소
인정과 환대의 정치: 이론과 실천
사회 최진우(한양대)
발표 홍용표(한양대)/모춘흥(한양대) 탈북민과 실향민의 차이 좁히기: 정체성 이해와 환대의 가능성
조영철(전북대) 강대국 중국과 국제적 인정

한반도의 대전환 : 미래 질서의 모색과 정치학의 역할

이상원(한양대) The Ambiguous Force of Hospitality:
Derrida’s Thoughts on Law, Language and the Other
토론 강동완(동아대), 이정남(고려대), 표광민(서울대)

2018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안내사항
정기총회

일시 2018년 12월 8일(토) 16:00-18:00
어학강의실 F 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기획패널
불평등과 민주주의
사회 권혁용(고려대)
발표 유항근(중앙대) Population Measure of Global Democracy Expansion
이양호(고려대) 파키스탄에서의 소득불평등과 민주주의
정한울(한국리서치)/조계원(고려대)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토론 이신화(고려대), 지은주(고려대), 이관후(서강대)

강사대기실

장소 국립외교원 대강당

만찬장소 안내

일시 2018년 12월 8일(토) 18:30-20:00
장소 잰부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42일 13)

02-577-1435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후원: 국제정치경제분과
다자무역체제 독립성과 경제제재의 댜양한 결과

사회 조화순(연세대)
발표 정진문(연세대) Economic Sanctions and Income Inequality of Target States:
The Impacts of Trade Restrictions and Foreign Aid Suspension
이효원(연세대)/문충식(중앙대) The Independence of the WTO’s Judicial Process:
Duration for Producing Panel Reports for Dispute Settlement Cases
황태희(연세대) Economic Sanctions, Political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Safety
토론 유인태(전북대), 우병원(한국외대), 김남규(성균관대)

대강당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수상자 패널
사회 심지연 (경남대)
발표 학술상 저술부문
인재저술상
정치학 박사학위 우수 논문상

16:00-18:00 정기총회
18:30-20: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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