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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인사의 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춘계학술회의를 열 수 있어 다행이고 기쁩니다. 코로나19 바이
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그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일상을 대면하고 있습니
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위기상황이기에 불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향후에
는 이러한 위기와 혼란이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는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과 향후 지향할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대
해 논의하기 위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로 2020년 학술회의
를 개최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덜컹
거리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민주주의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미 오래전
부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한계를 지적해왔습니다. <Post-Democracy>, <How
Democracies Die>, <Political Tribes> 등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심지어 민주주의 시
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논의들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
계적 팬데믹(pandemic)이 반복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더욱 험난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분석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연구들을 공유합니다. 전환시대의 정당정치, 정치적 양극화, 포퓰리즘, 사회경
제적 불평등, 보복의 정치 등을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진단하고, 향후 우
리가 지향할 ‘좋은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이를 위한 민주주의 제도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회원 선생님들의 통찰과 고견을 보태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치학회장

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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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한국학술연구원 회의실
등록

10:00~10:10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SSK) 공동 패널] 대통령, 의회, 정당과 정치 변화
사회

김용호(경희대)
임성호(경희대) 
전환기 정치과정에 강한 정당이 꼭 필요한가: 제헌국회 사례

10:10~11:40

발표

서정건(경희대)
Will Beijing Become Enemy No. 1? Domestic Politics and U.S. Strategy toward China
(co-author : Peter Harris, Peter Trubowitz)
조진희(경희대)
Why Go Public... and to What Effect? (co-author : Lawrence S. Rothenberg)

토론

회의진행
방식

ZOOM

12:50~13:00

개회식

정진민(명지대), 정구연(강원대), 김준석(동국대)
https://us02web.zoom.us/j/8022729959?pwd=ZlJ2Ny8yTlI2QldwMzFZbldVUW5ldz09
회의 ID : 802 272 9959

Host : 민희(한국정치학회 총무간사)

사 회 : 조진만(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개회사 : 윤성이(한국정치학회 회장)

외부 실시간 화상(zoom) 회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패널] 공존과 협력을 위한 문제해결의 정치학
사회

최준영(인하대)
강신재(연세대)ㆍ정민경(연세대)ㆍ조성빈(연세대)ㆍ박신화(연세대)
인권조례 도입 과정에 대한 사건사 분석 : 정책 확산인가 종교적 반발인가?
홍수민(연세대)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10:10~11:40

발표

윤도원(연세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선거권위주의 체제 비교연구
장도경(연세대)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노력 -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을 중심으로
강태훈(연세대)ㆍ홍수민(연세대)
Open Door Finance – South Korea’s Financial Liberalization Effort After 1997

토론

회의진행
방식

강신구(아주대), 윤성욱(충북대)
https://yonsei.zoom.us/j/3117468760

ZOOM

회의 ID : 311 746 8760

Host : 김현(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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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연구원 회의실
[한국정치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패널 I]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사회

임성호(경희대)
문우진(아주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설계방향 : 이론적 논의

13:00~14:30

발표

윤광일(숙명여대)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서현진(성신여대)
한국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현실태에 대한 논의

토론

회의진행
방식

하상응(서강대), 이선우(전북대)

현장 녹화 후 링크 안내

외부 실시간 화상(zoom) 회의
[자유응모_영어 패널] Soft Power and Geopolitics in East Asia
사회

황태희(연세대)
아이한 카디르(한국외대)
Rethinking Soft Power with Alternative Explanations : Appealing to Fear, Appetite or Spirit

13:00~14:30

발표

황지환(서울시립대)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Bridging the Gap
박상영(한국교원대)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Economic Nationalism
: The Development of Korea's Automobile Industry under the Park Chung Hee Regime

토론

회의진행
방식

김인한(이화여대), 김태경(경남대), 박현석(KAIST)
https://us02web.zoom.us/j/8022729959?pwd=ZlJ2Ny8yTlI2QldwMzFZbldVUW5ldz09

ZOOM

회의 ID : 802 272 9959

Host : 우병원(한국정치학회 총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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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연구원 회의실
[한국정치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패널 II]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과제
사회

류석진(서강대)
김경희(이화여대) 
재봉건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14:50~16:20

발표

김용철(전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인가?
김재한(한림대)
한국 민주주의의 주기론적 전개

토론

회의진행
방식

조영호(서강대), 윤지환(이화여대)

현장 녹화 후 링크 안내

외부 실시간 화상(zoom) 회의
[국회미래연구원 패널] 한국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미래
사회

14:50~16:20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기원, 구조, 특징
발표
유재광(국회미래연구원)
한국형 보복의 정치(politics of vengeance)와 외교정책의 혼란 상관 관계 연구

토론

회의진행
방식

유재광(국회미래연구원)

장기영(경기대), 이대근(경향신문)
https://us02web.zoom.us/j/8162246617?pwd=Mlo2K1JqQldnMkhLRnpwU3hQMFd6QT09

ZOOM

회의 ID : 816 224 6617

Host : 유재광(국회미래연구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한국학술연구원 회의실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팀] 21세기 포퓰리즘의 성격과 전망 : 유럽과 한국
사회

김학노(영남대)
정병기(영남대) 
오성운동(M5S)의 직접 의회주의와 사이버크래틱 집중주의
-포스트 포퓰리스트 정치 운동의 성공과 한계
오창룡(고려대)
덴마크 극우 정당의 성장과 쇠퇴
- 복지 민족주의의 포스트포퓰리즘적 전환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16:40~18:10

발표

고주현(연세대)
스페인 포퓰리즘 정당 출현 요인 분석 - Podemos와 Vox를 중심으로
도묘연(영남대) · 진희원(부산대)
한국 포퓰리즘 공방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김찬우(영남대)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온라인 뉴스의 포퓰리즘 논쟁 구조

토론

회의진행
방식

김종법(대전대), 장선화(한국외대), 김현준(연세대), 조영호(서강대), 최숙(한국외대)
https://us02web.zoom.us/j/8022729959?pwd=ZlJ2Ny8yTlI2QldwMzFZbldVUW5ldz09

ZOOM

회의 ID : 802 272 9959

Host : 민희(한국정치학회 총무간사)

오시는 길
주소 : 한국학술연구원 B1 회의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길 62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 02-569-1581
지하철 이용 : 신사역 (3호선) 6번 출구 400m 직진(도보 6분)
버스 이용 : 143, 240, 362, 472, 3011, 4318, 4412

오찬 및 만찬 장소
장소 : 강남출판문화센터 B1 복자네 (건물 외부 계단 이용)
전화 : 02-547-389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3-11 한국정치학회 BD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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