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10월 12일 금요일

15:40~17:40

Session Ⅱ

【사회과학대학 215호】
15:40~17:40

(통일연구원 Ⅱ) 북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사회  현승수(통일연구원)
•발표  김동수(부경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의 쟁점과 전망
홍석훈(통일연구원) 북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성철(명지대)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반도 전쟁
•토론  이우태(통일연구원)·박재적(한국외대)·최재덕(원광대)

【사회과학대학 216호】
15:40~17:40

프로그램 및 약도

2018 한국국제정치학회

● 10월 13일 토요일

【사회과학대학 215호】

추계학술회의

10:00~12:00 (한국국제정치학회·통일연구원 Round Table)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황과 전망

10:00~12:00

Session Ⅲ

•사회  최진우(한양대)
•발제  박봉규(공군사관학교)·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수암(통일연구원)·김근식(경남대)·박인휘(이화여대)
김지운(충남대)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13일(토)

 찾아오시는 길

 장소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국제정치학회 Ⅲ) 비핵·평화 국면과 한반도 외교환경의 변화
•사회  김의곤(인하대)
•발표  이상현(세종연) 비핵화 과정과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외교
정한범(국방대) 북미협상의 딜레마
황태연(성균관대) 북중관계의 변화와 시진핑의 대북정책
•토론  조윤영(중앙대)·김태형(숭실대)·윤종변(충북대)

【사회과학대학 217호】
15:40~17:40

18:00~20:00

(한국국제정치학회 Ⅳ) 충청북도와 남북교류 협력의 과제와 전망

20. 인문사회·사범대학

•사회  유호근(청주대)
•발표  최용환(충북연구원) 충청북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과제와 전망
김은옥(민주연구원)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
김관옥(계명대)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협력과 동북아 평화
•토론  엄태석(서원대)·최정진(한남대)·박인휘(이화여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내덕동 36) 사회과학대학   TEL : 043-229-8248

만찬

 •북청주터미널(내덕동)
- 청주대 정문 : 도보 7분
•청주시외버스터미널(가경동)
- 시외버스(충주, 괴산방면 북청주터미널 경우 버스 이용) : 약 25분
- 시내버스(청주대 방면) : 약 40분
•청주고속터미널(가경동)
- 시내버스(청주대 방면) : 약 40분

공동
주최

후원

평화안보연구소

초대의 글

2018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프로그램

● 10월 12일 금요일
안녕하십니까?



주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황과 전망



일시: 2018년 10월 12일(금)~13일(토)

지난 여름 동안의 긴 폭염이 사라지고, 높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가을이 왔



장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주최: 한국국제정치학회·청주대학교 평화안보연구소·통일연구원



후원: 청주대학교·충청북도

13:15~13:30

【사회과학대학 216호】
•개회사  김석우(한국국제정치학회장)
•환영사  양철호(청주대학교 평화안보연구소장)
•축  사  김연철(통일연구원장)·이시종(충청북도지사)

지난 해 대립과 갈등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던 한반도의 상황은 올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반전되
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어
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다른 이

● 10월 12일 금요일
개회식(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16호)

해, 그리고 국내적 갈등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사회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에, 여러 형태의 리스크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13:15~13:30

사회과학대학 215호
13:30~15:30

15:30~15:40

사회과학대학 216호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패널 I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패널 Ⅱ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주요 과제와 전망

충청북도와 남북교류
협력의 과제와 전망

15:40~17:40

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긴 과정 속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청주대학교 평화안보

통일연구원패널 Ⅱ
북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연구소는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금번 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8:00~

사회과학대학 216호

13:30~15:30

사회과학대학 217호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주요 과제와 전망
•사회  김영재(청주대)
•발표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연계성 및 로드맵
허재영(연세대) 김정은의 리더십과 국가성격의 변화
황수환(고려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주요 조건과 과제
•토론  신중범(중앙대)·라미경(순천향대)·고봉준(충남대)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패널 Ⅲ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패널 Ⅳ
비핵·평화 국면과
한반도 외교환경의 변화

(통일연구원 Ⅰ)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관계

【사회과학대학 216호】

휴  식
사회과학대학 215호

Session Ⅰ

•사회  이상환(한국외대)
•발표  송영훈(강원대)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나용우(통일연구원)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과제와 전망
이상신(통일연구원) 대북·통일정책 평가와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토론  이무철(통일연구원)·박진수(덕성여대)·이기태(통일연구원)

사회과학대학 217호

Session III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 신뢰와 진정성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장과
시각을 논의하고,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과 전략을 만들고, 국내외적 동의를 얻

통일연구원패널 I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정착은 기대가 큰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매우 복잡하
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남북 간 협력, 주변 국가들의 협력,

13:30~15:30

Session I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비핵화의 전망,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반도 외교환

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70년간 대립한 남북한 간의 신뢰회복과 협력 강화, 그리고 궁극적인 평

13:30~15:30

【사회과학대학 215호】

개회사  김석우(한국국제정치학회장)
환영사  양철호(청주대 평화안보연구소장)
축  사  김연철(통일연구원장)·이시종(충청북도지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국방,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의 장을 만들려고
경의 변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등 한반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

개회식

충청북도와 남북교류
협력의 과제와 전망

만  찬

이번 학술회의가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여러분
【사회과학대학 217호】

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청주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성공적인 학술회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13:30~15:30

● 10월 13일 토요일
2018년 9월 26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김 석 우
청주대학교 평화안보연구소 소장 양 철 호
통일연구원 원장 김 연 철

•사회  김석우(서울시립대)
•발표  이승현(국회입법조사처)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 교류 협력
이기완(창원대) 남북관계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황교욱(인제대) 충청북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개발 방안
•토론  박봉규(공군사관학교)·최승호(충북연구원)·김종기(CJB청주방송)

Round Table
10:00~12:00

사회과학대학 215호
한국국제정치학회 및 통일연구원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

12:00~

오  찬

(한국국제정치학회 Ⅱ) 충청북도와 남북교류 협력의 과제와 전망

15:30~15:40

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