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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
Rethinking the State in the Era of Global Crisis and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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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이라는 대주제로 2022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난제들은 과거의 시각에서
본 국가 프레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글로벌 전환,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등으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놓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가 향후 5년을 열어갈 국가전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백 년을 내다볼 국가 비전을 놓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선생님들의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전국적으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여러 학회와 연구소가 참여하
는 전국국제정치학대회의 형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학계에는 권역별로 명망
있는 학술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학술 공간을 마
련하는 차원에서 연합 학술 활동의 장을 구성해 가는데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기여하는 계기가 마
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 현장 대면 회의와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을 취했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알찬 학술적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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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6월 28일(화)
개회식
09:4010:00

youtu.be/ oSLB2FD1hzo
개회사｜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환영사｜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Session I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①

외교부①

자유공모①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젝트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역사·사상 맥락에서 본
국가론

환경(Environment)
책무와 공공외교

한반도 문제의 다차원성

South Korea and
the US-China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Aid:
Public Preferences
and Donor Motives

정보
* ID 830 2319 8595
* PW 220628!

정보
* ID 828 6095 8773
* PW 220628!

10:0011:40

youtu.be/
oSLB2FD1hzo

youtu.be/
N4DMRt913VU

youtu.be/
9CwPFckVedo

11:4012:40

6회의실
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Luncheon
Session Ⅱ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②

외교부②

국가사이버안보센터①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젝트②

자유공모②

디지털 동맹과
한미관계

Indo-Pacific
Strategies and
Variation in Network
Ties to South Kore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군사력과 안보전략

정보
* ID 830 2319 8595
* PW 220628!

정보
* ID 828 6095 8773
* PW 220628!

12:4014:20
자본주의 국가론:
지구화, 산업화,
민주화 맥락

youtu.be/
oSLB2FD1hzo

사회적(Social)
기여와 공공외교

youtu.be/
N4DMRt913VU

youtu.be/
9CwPFckVedo

6회의실
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6월 28일(화)

Progr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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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Ⅲ

14:3016:10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③

외교부③

국가사이버안보센터②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①

자유공모③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국가론:
미중경쟁, 정보화,
탈지구화 맥락

거버넌스(Governance)와
공공외교

사이버 평화와
사이버 규범

팬데믹 이후의
남북협력

미중경쟁과 세계질서

정보
* ID 830 2319 8595
* PW 220628!

정보
* ID 828 6095 8773
* PW 220628!

youtu.be/
oSLB2FD1hzo

youtu.be/
N4DMRt913VU

youtu.be/
9CwPFckVedo

6회의실
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Session Ⅳ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6회의실
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④

외교부④

국가사이버안보센터③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②

제주평화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치연구회

(Round Table)
왜 지금 국가론을
다시 논하는가?

(Round Table)
ESG, 공공외교의
‘규범적 전회
(Normative turn)’?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사회로의 편입으로 본
남북협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화지수 연구

탄소중립과 미세먼지의
국제정치

정보
* ID 830 2319 8595
* PW 220628!

정보
* ID 828 6095 8773
* PW 220628!

16:2018:00

youtu.be/
oSLB2FD1hzo

Progra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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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N4DMRt913VU

youtu.be/
9CwPFckVedo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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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수)
Session Ⅴ

10:0011:40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6회의실
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공군본부①
(10: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2-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국방부①

연세대 BK21
교육연구단①

대학원생①

자유공모④

국가안보와
우주지정학

기억과 서사의
평화국가론

국제질서의 대전환:
강대국 힘의 정치의 귀환

Domestic
Consequences of
Foreign Economic
Intervention

비확산과 안보협력

국가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정보
* ID 821 1779 8497
* PW 220629!

정보
* ID 833 2346 8427
* PW 220629!

정보
* ID 879 3205 5746
* PW 220629!

youtu.be/
rWwEffSfDW8

youtu.be/
Xrhq490pN6g

youtu.be/
OXD1qYEgFxg

11:4012:40

Luncheon
Session Ⅵ

12:4014:20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6회의실
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공군본부②

경제인문사회연구회2-②
제주대 평화연구소

국방부②

연세대 BK21
교육연구단②

대학원생②

대학원생③

우주패권 경쟁과
우주지정학

평화협력의 국가론

핵무기와
신국제정치 질서

혁신 과학기술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학

사회갈등과 국가이미지

신흥이슈의 거버넌스

정보
* ID 821 1779 8497
* PW 220629!

정보
* ID 833 2346 8427
* PW 220629!

정보
* ID 879 3205 5746
* PW 220629!

youtu.be/
rWwEffSfDW8

youtu.be/
Xrhq490pN6g

youtu.be/
OXD1qYEgFxg

Session Ⅶ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6회의실
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공군본부③

경제인문사회연구회2-③
한국정치정보학회

국방부③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①

자유공모⑤

대학원생④

우주발전과
거버넌스 구축

한국 국방정책의
탈한반도화와
평화프로세스

신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Changes in
Regional Dynamics

국가모델과 정책대응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안보지형

정보
* ID 821 1779 8497
* PW 220629!

정보
* ID 833 2346 8427
* PW 220629!

정보
* ID 879 3205 5746
* PW 220629!

14:3016:10

youtu.be/
rWwEffSfDW8

youtu.be/
Xrhq490pN6g

youtu.be/
OXD1qYEgFxg

Progr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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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수)
Session Ⅷ

16:2018:00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6회의실
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공군본부④

경제인문사회연구회2-④
21세기정치학회

국방부④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②

전임회장단(고문단) 회의
(17:00-)

대학원생⑤

(Round Table)
북한은 핵교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The Emergence of
the New Regional
Order

중동의 정치갈등

정보
* ID 821 1779 8497
* PW 220629!

정보
* ID 879 3205 5746
* PW 220629!

(Round Table)
한국의 우주력 발전 방향과 근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
군의 역할

youtu.be/
rWwEffSfDW8

youtu.be/
Xrhq490pN6g

youtu.be/
OXD1qYEgFxg

18:00

Dinner

6월 30일(목)
Opening Ceremony
09:4010:00

youtu.be/ yYA8zg64wc0
개회사｜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축사｜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이사

Session Ⅸ

10:0011:40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한국국제교류재단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3-①
대한정치학회

외교부·
한국인터넷진흥원①

국립외교원

자유공모⑥

문화, 지식, 예술 공공외교

탈지구화와
민주주의 시대의
한국 국가전략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정치학Ⅰ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정치적 배경

공공외교의 새로운 고찰

youtu.be/
yYA8zg64wc0

Program

11:4012:40

6

youtu.be/
TyRk9TI8HJo

youtu.be/
DXc2kbpnnb0
Luncheon

정보
* ID 845 6034 7680
* PW 220630!

정보
* ID 886 4658 2978
* PW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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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목)
Session Ⅹ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한국국제교류재단②

경제인문사회연구회3-②
한국지방정치학회

외교부·
한국인터넷진흥원②

세종연구소①

일본연구분과위원회·
서울대 비교지역질서센터①

새정부 공공외교의 과제Ⅰ

지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정치학Ⅱ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전략적 이해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안보와 역사

youtu.be/
yYA8zg64wc0

youtu.be/
TyRk9TI8HJo

youtu.be/
DXc2kbpnnb0
Session

14:3016:10

정보
* ID 845 6034 7680
* PW 220630!

정보
* ID 886 4658 2978
* PW 220630!

Ⅸ

12:4014:20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한국국제교류재단③

경제인문사회연구회3-③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외교부·
한국인터넷진흥원③

세종연구소②

일본연구분과위원회·
서울대 비교지역질서센터②

새정부 공공외교의 과제Ⅱ

포스트 신남방 국가전략의
모색

(Round TableⅠ)
신흥안보의 국제정치학

미래전으로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경제와 가치

youtu.be/
yYA8zg64wc0

youtu.be/
TyRk9TI8HJo

youtu.be/
DXc2kbpnnb0

정보
* ID 845 6034 7680
* PW 220630!

정보
* ID 886 4658 2978
* PW 220630!

Session Ⅰ
Ⅸ

1회의실
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2회의실
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3회의실
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4회의실
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5회의실
백양누리 B110
최영홀

한국국제교류재단④

경제인문사회연구회3-④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외교부·
한국인터넷진흥원④

한국국방연구원

경희대 SSK사업단

(Round Table)
한국의 가치·인권·규범외교

미중경쟁 시대
새로운 한중일 지역협력 전략

(Round TableⅡ)
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Round Table)
한국의 국가전략에 주는 함의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비판적 성찰

youtu.be/
yYA8zg64wc0

youtu.be/
TyRk9TI8HJo

youtu.be/
DXc2kbpnnb0

정보
* ID 845 6034 7680
* PW 220630!

정보
* ID 886 4658 2978
* PW 220630!

16:2018:00

18:00

Dinner

Progr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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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
Rethinking the State in the Era of Global Crisis and Transformation

06월 28일(화)
6월 28일(화)

09:00-09:40 Registration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09:40-10:00

개회식

개회사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환영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0:00-11:40 SessionⅠ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0:00-11:4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①] 역사·사상 맥락에서 본 국가론

사회

장인성(서울대)

발표

박성우(서울대)

“정치사상사 속 ‘국가’와 ‘국제’의 변증법: 플라톤에서 칸트까지”

홍태영(국방대)

“국가에서 권력으로: 홉스에서 푸코까지”

고민희(이화여대)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팬데믹 이후의 국가론”

토론

공진성(조선대), 김희강(고려대), 조한승(단국대)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0:00-11:40
사회

이옥연(서울대)

발표

이태동(연세대)

“공공기관의 ESG: 해외 비교 연구”

임은정(공주대)

“한국과 일본의 ESG 정책 비교: 공공외교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희진(부경대)

“ESG 확산이 한국 공공외교에 주는 함의: 기후변화 부문을 중심으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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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①] 환경(Environment) 책무와 공공외교

박훈(고려대), 김지영(한양대), 이진영(전북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6월 28일(화)

10:00-11:40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Aid: Public Preferences and Donor Motives

사회

신재혁(고려대)

발표

정서우(고려대)·김성은(고려대)
“Competing to Help?: Peer Pressure and Vaccine Aid Preferences amidst the
COVID Pandemic”
김준협(한동대)·신재혁(고려대)
“Discrepant Targets betwe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Foreign Aid:
Evidence from European Aid to Southeast Asia”

토론

장한일(국민대), 한준영(고려대), 김성은(고려대), 강준모(고려대)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0:00-11:40

[브루킹스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젝트①]
South Korea and the US-China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Moderator

CHUNG Kuyo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esenters

YEO Andrew (The Brookings Institution)
“Assessing the Varieties of Indo-Pacific Strategies: South Korea's Role in a
Networked Regional Architecture”
COOPER Zack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cus vs. Format: An American Perspective on South Korea’s Shifting IndoPacific Engagement”
TEO Sarah (Rajarati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Strategic Dimension in ASEAN-South Korea Relations: Networking the Indo-Pacific”
CHOO Jaewoo (Kyung Hee University)
“China’s Strategic Distastes on Korea in the Indo-Pacific Strategy:
Major Concerns and Countermeasures”
JACKSON Va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Relational Order Versus Pacific Primacy: Configuring US Strategy and Asian Peace”

Discussant

KWON Bora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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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
Rethinking the State in the Era of Global Crisis and Transformation

6월 28일(화)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0:00-11:40

[자유공모①] 한반도 문제의 다차원성

사회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표

정일영(서강대)

“북한에서 '평양 견학'의 동학: 국가 주도의 경계 넘기”

김정기(연성대)

“한반도 전쟁 재발 가능성과 예방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홍지영(한국수출입은행)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토론

김태경(국회미래연구원), 고경윤(공군사관학교), 박지연(전북대)

11:40-12:40 Luncheon

12:40-14:20 SessionⅡ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2:40-14: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②] 자본주의 국가론: 지구화, 산업화, 민주화 맥락

사회

정진영(경희대)

발표

손 열(연세대)

“세계화 이후 국가론: 자본주의 국가 재조명”

조홍식(숭실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질서와 국가의 변화”

송지연(서울대)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탈산업화 시대의 국가와 노동”

토론

임혜란(서울대), 정재환(울산대), 김미경(조선대)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2:40-14:20
사회

이연호(연세대)

발표

박성우(서울대)

“ESG와 가치 규범의 공공외교”

손민석(서울과기대)

“사회권 강화 및 공급망 책임 관심과 ESG 경영의 도전과제”

장기영(경기대)

“코로나 팬데믹과 ESG 공공외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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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②] 사회적(Social) 기여와 공공외교

안태현(서울대), 이상원(인천대), 양종민(서울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6월 28일(화)

12:40-14:20

[국가사이버안보센터①] 디지털 동맹과 한미관계

사회

이신화(고려대)

발표

권재범(전북대)

“동맹 이론의 시각에서 본 디지털 동맹”

김소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국의 ICT 공급망 정책과 한미협력전략”
송태은(국립외교원)
토론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박원곤(이화여대), 윤정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황지환(서울시립대)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브루킹스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젝트②]
12:40-14:20

Indo-Pacific Strategies and Variation in Network Ties to South Kore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Moderator

YEO Andrew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enters

CHUNG Kuyo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w South Korea Defines its Regional Role and the Scope of Network:
Status, Balance of Power, and Accommodation of US-led Order”
PANDA Jagannath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Seoul in India’s Indo-Pacific”
KOGA Kei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truggle for Coalition-Building: Japan, South Korea, and the Indo-Pacific”
KIM Jiy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n Perspective on Engaging with South Korea in the Indo-Pacific”
KIM Saem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United Kingdom’s Approach Towards the Indo-Pacific and South Korea’s Role”

Discussant

CHOI Yoonjung (Sejo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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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의 위기극복 국가론
Rethinking the State in the Era of Global Crisis and Transformation

6월 28일(화)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2:40-14:20

[자유공모②] 군사력과 안보전략

사회

박창희(국방대)

발표

조관행(공군사관학교)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대비 이스라엘 공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
진활민(몬테레이공과대) “Controlling the Military in the Shadow of External Security Threats”
쉬만스카 알리나(서울대)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 다자프로세스 전략: 핀란드와 우크라이나 사례 중심으로”

토론

윤대엽(대전대), 정승철(제주평화연구원), 이용재(중앙대)

14:30-16:10 SessionⅢ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4:30-16: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③]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국가론: 미중경쟁, 정보화, 탈지구화 맥락

사회

이희옥(성균관대)

발표

차태서(성균관대)

“분열된 영혼? 포스트-트럼프 시대 미국 국가정체성 서사 경쟁”

여유경(경희대)

“대전환 시대 중국의 국가론: 중국의 기술자립(self-reliance)과

민병원(이화여대)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과 미래 국가론”

국가를 중심으로”

토론

손병권(중앙대), 허재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석(가톨릭대)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4:30-16:10

[외교부③] 거버넌스(Governance)와 공공외교

사회

서창록(고려대)

발표

유영수(북한대학원대) “인권: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업-시민-정부를 묶을 키워드”
김헌준(고려대)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해 본 거버넌스와 공공외교”

김지훈(서울대)

“ESG는 자유주의적 규범인가–지속가능성에 관한 선진국 EU와
중견국 한국의 논의 비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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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화(국민대), 문용일(서울시립대), 표광민(경북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6월 28일(화)

14:30-16:10

[국가사이버안보센터②] 사이버 평화와 사이버 규범

사회

마상윤(가톨릭대)

발표

유준구(국립외교원)

“평화론으로 본 사이버 평화: 유럽 동아시아 사례”

정태진(평택대)

“사이버 평화와 사이버 범죄”

김민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이버 안보와 국제규범”
토론

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기(명지대), 장성일(서울대)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4:30-16: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①] 팬데믹 이후의 남북협력

사회

김형국(중앙대)

발표

박상민(서울대)

“팬데믹 이후 남북 보건의료산업 협력방안”

이태동(연세대)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한 협력”

윤정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화와 새로운 협력공간의 모색”
토론

홍지영(한국수출입은행), 나용우(통일연구원), 문인철(서울연구원)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4:30-16:10

[자유공모③] 미중경쟁과 세계질서

사회

정한범(국방대)

발표

정수현(북한대학원대) “미중경쟁의 세계금융질서에의 도전과 주변국의 전략”
이재준(제주평화연구원)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북한의 비대칭 외교전략”
김지운(충남대)

토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패권 경쟁-중국의 계산을 중심으로”

임해용(제주평화연구원), 김정(북한대학원대), 주재우(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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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화)

16:20-18:00 SessionⅣ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6:20-18: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④] (Round Table) 왜 지금 국가론을 다시 논하는가?

사회

손 열(연세대)

토론

박성우(서울대), 민병원(이화여대), 류석진(서강대), 이혜정(중앙대), 정주연(고려대)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6:20-18:00

[외교부④] (Round Table) ESG, 공공외교의 ‘규범적 전회(Normative turn)’?

사회

이왕휘(아주대)

토론

이상화(외교부), 정미애(세종연구소), 유철호(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원경(조치대), 이재승(고려대)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6:20-18:00

[국가사이버안보센터③]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사회

채재병(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표

기세찬(국방대)

“사이버 국방전략”

홍석훈(창원대)

“사이버 외교전략”

박주희(고려대)

“사이버 법제도 전략”

토론

박성용(전북대),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김태영(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6:20-18: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②] 국제사회로의 편입으로 본 남북협력

사회

이정철(서울대)

발표

조동준(서울대)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시사하는 남북협력 방향: 베트남”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시사하는 남북협력 방향: 중국”
김주희(부경대)
토론

14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시사하는 남북협력 방향: 독일”

김용균(서울대), 민태은(통일연구원), 황지환(서울시립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6월 28일(화)

16:20-18:00

[제주평화연구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화지수 연구

사회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발표

정승철(제주평화연구원) “평화지수를 활용한 미국-중국 평화양상 분석”
이재준(제주평화연구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수 변화“
류기은(제주평화연구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간 평화관계 측정“
임해용(제주평화연구원) ”세계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토론

손정욱(가천대), 우병득(포항공대)

제6회의실｜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16:20-18:00

[한국환경연구원·환경정치연구회] 탄소중립과 미세먼지의 국제정치

사회

한희진(부경대)

발표

신상범(연세대)
“스마트 시티에서 리빙랩의 역할: 대북시와 부산시의 비교”
이태동(연세대)
“Imagining Carbon Neutral Futures: Comprehensive Narratives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이재영(통일연구원)
“미세먼지의 정치경제”

토론

황정화(경북대), 이태화(서울시립대), 김성진(한국환경연구원)

18:00~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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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29일(수)
09:30-10:00 Registration
10:00-11:40 SessionⅤ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6월 29일(수)

10:30-

[공군본부①] 국가안보와 우주지정학

개회사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기조연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공군의 우주력 발전계획”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0:00-11:40

[경제인문사회연구회2-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기억과 서사의 평화국가론

사회

송영훈(강원대)

발표

천자현(연세대)

“역사적 기억, 화해, 평화국가”

강혁민(강원대)

“경합적 공동체로서의 평화국가”

정대진(한라대)

“하이브리드 평화국가”

토론

이병재(연세대), 조영철(전북대), 김진아(한국외대)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0:00-11:40

[국방부①] 국제질서의 대전환: 강대국 힘의 정치의 귀환

사회

전재성(서울대)

발표

정성철(명지대)

“국제질서 전환기 동북아 속 한반도”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질서의 대전환: 강대국 힘의 정치의 귀환”
신종호(통일연구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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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강대국 힘의 정치”

김광진(숙명여대), 손한별(국방대), 이동민(단국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0:00-11:40

[연세대 BK21 교육연구단①]
Domestic Consequences of Foreign Economic Intervention

사회

박종희(서울대)

발표

박주윤(연세대)
“Shared external state principals, rebel group agents, and the forced recruitment of children”
임현진(연세대)

6월 29일(수)

“Is Hunger a Political Tool?: The Effect of Food Aid on Authoritarian Regime Survival”
유성훈(연세대)
“Foreign Aid and Trust in Government: Evidence from Chinese and World Bank aid in Africa”
이준혁(연세대)
“Release or Repress?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n Financial Liberalization”
정지환(연세대)
“The Politics of Energy Reform: Analyzing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energy
reforms in African countries through night light satellite image”
토론

김남규(고려대), 이인복(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0:00-11:40

[대학원생①] 비확산과 안보협력

사회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발표

전재은(서울대)
“냉전기 한일 안보협력 동인에 대한 연구”
도호정(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김민수(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재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The Breakdown of Nonproliferation Regime and Ways for Its Recalibration”
이도윤(동국대)
“중견국·약소국의 무기 수출 요인 연구”

토론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장성일(서울대), 이수훈(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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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의실｜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6월 29일(수)

10:00-11:40

[자유공모④] 국가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사회

우승지(경희대)

발표

임해용(제주평화연구원)
“미국의 위협인식 변화와 경제안보 연계: 냉전 시기 미국의 구소련 봉쇄와 일본 길들이기”
김현규(한국외대)·박상훈(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
“중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인권 담론”
이성우(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위협인식과 정책태도”

토론

김동중(고려대), 장영덕(인하대),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11:40-12:40 Luncheon
12:40-14:20 SessionⅥ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2:40-14:20

[공군본부②] 우주패권 경쟁과 우주지정학

사회

박인휘(이화여대)

발표

김광진(숙명여대)

“우주강국의 국방우주력 현황과 미래”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변국 잠재적 위협과 한국의 우주전략”
유용원(조선일보)
토론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국의 국방우주전략”

조동준(서울대), 홍성표(한국군사문제연구원), 조관행(공군사관학교)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2:40-14: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2-② 제주대 평화연구소] 평화협력의 국가론

사회

강경희(제주대)

발표

정승철(제주평화연구원)

“미중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이준성(이어도연구회)

“이어도와 해양협력”

오지은(연세대)·고다슬(제주대) “정치인의 국제개발협력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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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준(건국대), 하상섭(한국외대), 안철진(경기국제평화센터)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2:40-14:20

[국방부②] 핵무기와 신국제정치 질서

사회

최아진(연세대)

발표

백선우(고려대)·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고려대) “러시아의 핵전략”

토론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미중 전략 경쟁 하 중국 핵위협과 한반도”

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의 핵전략”

김명철(아주대),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홍석훈(창원대)

6월 29일(수)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2:40-14:20

[연세대 BK21 교육연구단②] 혁신 과학기술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학

사회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발표

윤도원(연세대)

“중앙아시아 씨족정치 동학과 체제 생존”

이영상(연세대)

“동맹의 감시 능력과 일반적 확장 억지: 동맹국의 정찰위성 보유를 중심으로”

최장원(연세대)

“세포 배양육과 국가: 세포 배양육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의 영향”

김영석(연세대)

“How negative partisanship affects voting behavior in South Korea”

토론

길정아(고려대), 손연우(연세대)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2:40-14:20

[대학원생②] 사회갈등과 국가이미지

사회

배진석(경상대)

발표

권예진(이화여대)
“1990년대 한국의 베트남 전쟁 기억의 균열과 국가-민간 담론 갈등”
허창배(한양대)
“난민에 대한 시민의 인식차이가 아동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럽 연합의 차별적 대응 중심으로”
아나키즈 엘리프 셴투르크(서울대)
“코로나19 시기에서 중견국들의 공공외교와 국가브랜드의 변화: 한국과 터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배진석(경상대), 류기은(제주평화연구원), 유재광(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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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의실｜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12:40-14:20

[대학원생③] 신흥이슈의 거버넌스

사회

이인복(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

발표

김명하(서울대)

“미중 데이터 이념 경쟁: 안면인식 기술 사례로 보는 가치와 규범 갈등”

최홍비(중앙대)

“해외송금과 그림자 경제: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가람(단국대)

“세계식량위기와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신흥안보로서의 식량안보 관점에서”

6월 29일(수)

토론

이인복(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 하경석(고려대), 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14:30-16:10 SessionⅦ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4:30-16:10

[공군본부③] 우주발전과 거버넌스 구축

사회

전재성(서울대)

발표

정헌주(연세대)

“글로벌 우주거버넌스와 국제협력”

안형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산업의 현황과 미래”
김태형(숭실대)
토론

“국내 우주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유준구(국립외교원),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손한별(국방대)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4:30-16: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2-③ 한국정치정보학회] 한국 국방정책의 탈한반도화와 평화프로세스

사회

김창희(전북대)

발표

황지환(서울시립대)

“북한의 핵억지 전략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응정책 변화”

정재흥(세종연구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의 해외군사역량 확대 고찰:

고봉준(충남대)

“북핵 억지, 위기 안정(crisis stability), 그리고 역내 보편적 평화

한국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gneral peace)”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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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해군사관학교), 김지운(충남대), 이선우(전북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4:30-16:10

[국방부③] 신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사회

박인휘(이화여대)

발표

유상범(국방대)

“강대국 힘의 정치 시대의 한미동맹”

이한얼(서강대)

“한국의 신정부와 전시작전권 전환”

민태은(통일연구원)

“주변국 외교 인식: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토론

설인효(한국국방연구원), 박성용(전북대), 천자현(연세대)

6월 29일(수)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①]

14:30-16:10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Changes in Regional Dynamics

Welcoming Address KIM Sangbae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eynote Address

KIM Byung-Yeon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ator

LEE Seungjoo (Chung-Ang University)

Presenters

LEE Seungjoo (Chung-Ang University)
“Economy-Security Nexus, the Rise of New Geoeconomic Competition and
the Dynamics of Regional Order in East Asia”
JUNG Sung Chul (Myongji University)
“Sino-U.S. Competition and the Emerging Complex Alliance among Liberal States”

Discussant

KIM Yongshin (Inha University), KIM Hakjae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4:30-16:10

[자유공모⑤] 국가모델과 정책대응

사회

우평균(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김석동(성균관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취약한 복지체제와 코로나19 위기대응의 역설”

주송하(절강대)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와 반이민 정책: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최용섭(선문대)

“반응국가 개념의 재검토: 납치 문제와 북일관계”

토론

임유진(강원대), 김남규(고려대), 이기태(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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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의실｜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14:30-16:10

[대학원생④]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안보지형

사회

홍건식(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표

류의연(국방대)
“완충지대가 공격-방어 균형에 미치는 영향: 냉전 이후 유럽지역 미국-소련 대립을 중심으로”
장형석(서울대)

6월 29일(수)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과 동맹: 영국과 일본의 화웨이 사태 대응 사례 비교”
신승휴(서울대)
“사이버-핵 넥서스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토론

엄정식(공군사관학교),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홍건식(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20-18:00 SessionⅧ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6:20-18:00

[공군본부④] (Round Table) 한국의 우주력 발전 방향과 군의 역할

사회

홍규덕(숙명여대)

토론

이신화(고려대), 김민석(중앙일보), 최춘송(공군), 김재천(서강대), 윤지원(상명대), 박봉규(청주대),
설인효(한국국방연구원),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6:20-18: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2-④ 21세기정치학회] 근미래 국가 비전과 전략

사회

이철순(부산대)

발표

김주희(부경대)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김현정(동아대)

“근미래 경제안보의 형성 과정과 지역 내재화 전략”

이태혁(부산외대)

“인류세, 세계정치, 지역적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지역 간 거버넌스를 통한 접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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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중아대), 이기완(창원대), 배수한(동서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6:20-18:00

[국방부④] (Round Table) 북한은 핵교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사회

황지환(서울시립대)

토론

김태형(숭실대), 이동선(고려대), 배준범(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 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②] The Emergence of the New Regional Order

Moderator

LEE Seungjoo (Chung-Ang University)

Presenters

KUIK Cheng-Chwee (National University of Malaya)
“Hedging via Regional Institutions: ASEAN-led Multilateralism and East Asian Order”
TERADA Takashi (Doshisha University)
“Institutional-Balancing in Mega-FTAs in Indo-Pacific:
TPP, CPTPP and RCEP in US-China Competition”
YOO In Tae (Dankook University)
“The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and the Emergence of Digital
Economic Order in East Asia”

Discussant

LEE Jaehyon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KIM Taekb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U Charles Chongh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제6회의실｜백양누리 B111 김순전홀
16:20-18:00

[대학원생⑤] 중동의 정치갈등

사회

남옥정(단국대)

발표

최준영(국방대)

“예멘 내전의 갈등구조 변화 연구”

양주희(국방대)

“선출인단 이론을 통해 본 이란 정치의 제한적 역동성”

이령경(국방대)

“팬데믹과 점령국의 건강권 침해-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토론

남옥정(단국대), 황의현(서울대), 김이연(경기대)

18:00~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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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수)

16: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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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30일(목)
09:00-09:40 Registration
개회식｜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09:40-10:00

개회식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개회사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축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이사

사

10:00-11:40 SessionⅨ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6월 29일(수)

10:00-11:40

[한국국제교류재단①] 문화, 지식, 예술 공공외교

사회

문성환(외교부)

발표

문인철(서울연구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공공외교”

안태현(서울대)

“문화 개념과 국가별 사례로 보는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표나리(국립외교원)

“인접국 간 관계에 대한 문화의 영향 분석”

토론

홍석훈(창원대), 문용일(서울시립대), 장성일(서울대)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0:00-11:40

[경제인문사회연구회3-① 대한정치학회] 탈지구화와 민족주의 시대의 한국 국가전략

사회

이정태(경북대)

발표

은진석(경북대)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Hosting of Strategic Military Asset: An Application
of Relational Analytic Framework to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Australia”
한미애(계명대)
“분리와 통합의 기제로서 ‘혐오’ 프레임에 관한 연구”
방성윤(경북대)
“중국의 민족주의와 외교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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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학(대구가톨릭대), 김용찬(대구가톨릭대), 정호경(금오공과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0:00-11:40

[외교부·한국인터넷진흥원①]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정치학Ⅰ

사회

유준구(국립외교원)

발표

민병원(이화여대)

“인터넷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지형변화”
유인태(단국대)
토론

“글로벌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형성”

정헌주(연세대), 오병일(진보넷), 박성용(전북대)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0:00-11:40

[국립외교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전략적 함의

사회

전봉근(국립외교원)

발표

강석율(한국국방연구원) “미국의 전략”
김선재(국회도서관)

“중국의 전략”

6월 30일(목)

설인효(한국국방연구원) “터키의 전략”
토론

김지용(해군사관학교), 이영학(한국국방연구원), 송태은(국립외교원)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0:00-11:40

[자유공모⑥] 공공외교의 새로운 고찰

사회

조영철(전북대)

발표

카디르 아이한(이화여대)·히긴스 폴라(이화여대)
“The Determinants of US Public Diplomacy: Countering Adversary Influence All the Way”
김순태(공군)
“공공외교차원의 국격향상방안(군 수송력을 중심으로)”
박명희(국회입법조사처)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토론

박동준(고려대),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배기현(서강대)

11:40-12:40 L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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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14:20 SessionⅩ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2:40-14:20

[한국국제교류재단②] 새정부 공공외교의 과제Ⅰ

사회

전봉근(국립외교원)

발표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대일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토론

김동석(국립외교원)

“한국의 대아프리카 공공외교 고찰”

나용우(통일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

최희식(국민대), 최현진(경희대), 정대진(한라대)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6월 29일(수)

12:40-14: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3-② 한국지방정치학회] 지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사회

차재권(부경대)

발표

최정묵(충남대)·유병선(대전세종연구원)
“지방화 시대와 지방정부 외교”
신계균(국민대)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과 지역 경제성장:
미국의 지방자치제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시사점”
황태연(통일연구원)
“한·중 지방정부 교류협력 30년 평가와 전망”

토론

김욱(배재대), 지병근(조선대), 이재현(부경대)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2:40-14:20
사회

유인태(단국대)

발표

송경호(연세대)

“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

문충식(중앙대)

“디지털 수단과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박재석(연세대)

“미국 사이버안보 관련 제재 연구: 상징성을 중심으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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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국인터넷진흥원②]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정치학Ⅱ

안태현(서울대), 송원준(한양대), 정진문(서울시립대)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제1회 전국국제정치학대회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2:40-14:20

[세종연구소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전략적 이해

사회

이상현(세종연구소)

발표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1): 군사작전 측면”
양 욱(아산정책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2): 무기체계 측면”
양희용(육군사관학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3) 핵전력 운용 측면”

토론

윤의철(한국국방연구원), 조관행(공군사관학교), 손한별(국방대)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2:40-14:20

[일본연구분과위원회·서울대 비교지역질서센터①]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안보와 역사

사회

신욱희(서울대)

발표

조은일(한국국방연구원) “미중 경쟁의 지역 안보질서 형성과 한일관계”
“동아시아의 진영경쟁 체제와 한일관계: 미소냉전과 미중경쟁 비교”

이민정(서울대)

“한일 역사 문제와 국제적 흐름의 접점:

6월 30일(목)

윤대엽(대전대)

지도자의 수사(修辭)와 연구의 언어적 지형 분석을 통한 예비적 시도”
토론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숭배(부경대), 김지영(한양대)

Ⅸ

14:30-16:10 Session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4:30-16:10

[한국국제교류재단③] 새정부 공공외교의 과제Ⅱ

사회

최원기(국립외교원)

발표

최규빈(통일연구원)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 논의와 공공외교”

김강석·이주성(한국외대)

“한국의 대 중동 공공외교”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가치공공외교의 군사적 효과”

토론

류기은(제주평화연구원), 김은비(국방대), 김양규(동아시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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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4:30-16: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3-③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포스트 신남방 국가전략의 모색

사회

전제성(전북대)

발표

권재범(전북대)

“미중패권경쟁시기 싱가포르의 대중위협 인식과 전략 분석”

이숙연(국방대)

“신남방정책을 통한 호혜적 안보역량 강화”

김정현(전북대)

“국가의 난민 보호 책임: 동남아 국가들의 난민 처우 비교연구”

토론

김재관(전남대),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황인원(경상국립대)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4:30-16:10

[외교부·한국인터넷진흥원③] (Round TableⅠ) 신흥안보의 국제정치학

사회

조한승(단국대)

토론

이승주(중앙대), 남승현(국립외교원), 신범식(서울대), 박영준(국방대), 이신화(고려대),

6월 29일(수)

이효영(국립외교원), 하윤빈(외교부)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4:30-16:10

[세종연구소②] 미래전으로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사회

김흥규(아주대)

발표

윤민우(가천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 인지전”

송태은(국립외교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부형욱(한국국방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하이브리드전”
토론

이희상(합동군사대),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박병준(육군정보통신학교)

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4:30-16:10

[일본연구분과위원회·서울대 비교지역질서센터②]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경제와 가치

사회

김기석(강원대)

발표

이창민(한국외대)

“글로벌무역구조와 한일무역관계의 진화”

송정현(동국대)

“경제안보의 대두와 한일산업관계”

이정환(서울대)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세계보편성 획득 시도와 한일관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전체 역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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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고려대), 김웅희(인하대), 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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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Ⅸ

16:20-18:00 Session

제1회의실｜백양누리 B126 그랜드볼룸
16:20-18:00

[한국국제교류재단④] (Round Table) 한국의 가치·인권·규범외교

사회

김태환(국립외교원)

토론

김헌준(고려대), 송영훈(강원대), 유영수(북한대학원대), 홍미화(국민대), 남승현(국립외교원)

제2회의실｜백양누리 B147 라제건홀
16:20-18: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3-④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미중경쟁 시대 새로운 한중일 지역협력 전략

신정화(동서대)

발표

홍석훈(창원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동북아 협력과 남북관계”

고은귀(경북대)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북핵과 지정학적 관점”

김보훈(충북대)

“미중경쟁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소고”

토론

6월 30일(목)

사회

정일영(서강대), 윤석정(국립외교원), 김진용(경남대)

제3회의실｜백양누리 B146 곽정환홀
16:20-18:00

[외교부·한국인터넷진흥원④] (Round TableⅡ) 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사회

김상배(서울대)

토론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박보라(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은(육군사관학교),
임경한(해군사관학교), 윤민우(가천대), 김소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나용우(통일연구원)

제4회의실｜백양누리 B145 IBK기업은행홀
16:20-18:00

[한국국방연구원] (Round Table) 한국의 국가전략에 주는 함의

사회

부형욱(한국국방연구원)

토론

김정섭(세종연구소), 윤지원(상명대), 신성호(서울대), 김영준(국방대),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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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의실｜백양누리 B110 최영홀
16:20-18:00

[경희대 SSK사업단]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판적 성찰

사회

김부열(서울대)

발표

최원근(경희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SDGs 속의 난민”
정헌주(연세대)·남수정(연세대)·정윤영(연세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기회와 위험”
김보경(서울대)·심예리(서울대)
“SDGs 이행책임에 대한 글로벌 남반구의 대응전략”

토론

우창빈(경희대), 박경렬(한국과학기술원), 한준성(경희대)

6월 29일(수)

18:00~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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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정기간행물
1963년 창간된 『국제정치논총』은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 학술지로서 한국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국제정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입니다. 『국제정치논총』은 한국연구재단(KCI) 우수등재
학술지로서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비교정치, 지역연구분야 등에서 독보적인 연구업적을
축적하여 국가정책 및 국내외 여론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칭 : 국제정치논총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호별 원고 접수 마감 : 12월 31일, 03월 31일, 06월 30일, 09월 30일

•창간 : 1963년

•발행 간기(연 4회) : 03월 31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1일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선정 : 2004년

•논문 투고 자격 : 회
 비를 완납한 정회원과 박사과정의 준회원

•한국연구재단(KCI)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기타 준회원과 사회 인사는 정회원과의 공저로 투고 가능)

: 2018년(5년간 유지, 2023년 계속평가(재인증) 신청 대상)

•기타 : 연중 상시 온라인 투고 가능
•국제정치논총 온라인 투고 사이트 : kaisnet.jams.or.kr

•ISSN : 2713-6868(Online), 1598-4818(Print)

•문의 : 02. 325. 0373 kaisjournal@kaisnet.or.kr

KJI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KJIS) i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SCI
학술지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AIS). It is a triannual peer-reviewed
academic journal covering global and regional affairs and theoretical debat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rea studies. The KJIS endeavors to
attract original articles devoted not only to perennial issues in East Asia including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mpacts of diverse perspectives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Through these efforts the KJIS provides an important channel of
scholarly ideas and produces quality work for the field.

•명칭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호별 원고 접수 마감 : 01월 31일, 05월 31일, 09월 30일

•창간 : 2003년

•발행 간기(연 3회) : 04월 30일, 08월 31일, 12월 31일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선정

•논문 투고 자격 : 정회원, 박사과정의 준회원, 비회원 투고 가능

: 2011년(2027년 계속평가(재인증) 신청 대상)

•기타 : 연중 상시 온라인 투고 가능

•톰슨 로이터社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 선정
: 2017년 09월 색인수록

•KJIS 온라인 투고 사이트 : kjis.org
•문의 : 02. 325. 0373 kjis@kjis.org

•ISSN : 2288-5072(Online), 2233-470X(Print)

•명칭 :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Newsletter)
•창간 : 1977년
•호별 원고 접수 마감 : 02월 28일, 06월 30일, 10월 31일
•발행 간기(연 3회) : 04월 30일, 08월 31일, 12월 31일
•구성 : 권두언,

인터뷰, 연구트렌드, 회원논단, 특별논단, 학술회의 결과보고, 학술회의 개최안내,
학회소식, 회원소식, 타학회소식, 신간안내 등
•문의 : 02. 325. 0373 kaisjournal@kaisnet.or.kr

Tel. 02. 325. 0373

E-mail. kaisjournal@kaisnet.or.kr / kjis@kjis.org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심사 대상

※ 기준 근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 규정 제4조, 제5조 ※

•저술상
정회원이 당해년도를 제외하고 그 이전 3년 내에 출판한 것으로 하되,
한국국제정치학회 뉴스레터에 소개된 저서

학술상
공지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는 국제
정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국문 논문상
정회원이 당해년도를 제외하고 그 이전 2년 내에 출판한 것으로 하되,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논문
•영문 논문상
정회원이 당해년도를 제외하고 그 이전 2년 내에 출판한 것으로 하되,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KJIS)』에 게재된 논문

신청 방법
•저술상 : 뉴스레터 신간안내 소개 요청
- 책소개(A4 1매 이내 워드파일) 및 책표지(JPG파일) : 이메일 제출
제출처 : kaisjournal@kaisnet.or.kr
- 실물 책자(인쇄본) 1권 : 우편 제출
제출처 : 04003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5길 4, 40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사무국
(※ 저술상 심사 대상 후보가 되시면 추가로 2권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룬 학자를 발굴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22년 한국국
제정치학회 학술상을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법1 *자천
- 저서 정보(책소개, 책표지) 이메일(kaisjournal@kaisnet.or.kr) 제출과 실물 책자 우편 제출
방법2 *타천
- 추천 저서 정보(책소개, 책표지)를 이메일(kaisjournal@kaisnet.or.kr) 제출
- 사무국에서 해당 저자분께 연락드려 뉴스레터 게재 여부 확인과 함께
저서 정보(책소개, 책표지) 및 실물 책자 우편 제출 요청
- 발간 예정인 가장 빠른 뉴스레터에 게재

•논문상 : 『국제정치논총』, 『KJIS』 온라인 투고

신청 기간

별도 신청 기간 없음.

•저술상
『한국국제정치학회 소식(NEWSLETTER)』 연중 상시 접수 中
•논문상
『국제정치논총』, 『KJIS』 연중 상시 접수 中
(※ 2022년 제출 저서 or 출판 논문 : 2023년 심사 대상 ※)

시상내역
•저술상 : 1권 선정, 상패 및 상금 400만원
•국문 논문상 : 1편 선정,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영문 논문상 : 1편 선정,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단, 심사 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세공과금 4.4% 수상자 본인 부담(원천징수 후 상금 지급) ※)

심사 결과

2022년 11월 16일(수) 이후 개별 통보

※ 기타 문의사항
kaisjournal@kaisnet.or.kr / 02. 325. 03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백양로 (건물번호 130)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2번 출구) → 마을버스 3, 4, 5번 타고 연세대학교 앞 하차(도보 약 15분 소요)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직진, 분수대 지나 독수리상 가기 전

버 스
간 선 153, 171,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07, 710, 750A, 750B, 751, 753
지 선 6714, 7737
광 역 9714, M6724, M7106, M7111, M7119
직 행 1000, 1100, 1200, 1900, 2000
※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교통 여비·주차료 등 지원되지 않습니다.) ※

(0400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5길 4, 40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사무국
T. 02.325.0372~3

F. 02.325.0355

E. kais@kaisnet.or.kr

W. kais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