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정치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 오후 2시

장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Session 1
14:00 – 16:00

106호

107호

202호

패널 1
Journal of Conflict and
Integration (JCI)

패널 2
동북아시아 국가 간 갈등

패널 3
대학원생 발표

16:00 – 16:15
Session 2
16:15 – 18:15
18:30 – 20:00

주최 ㅣ
후원 ㅣ

Coffee Break
패널 4
여성정치연구회

패널 5
선문대 글로벌지속가능
발전경제연구소(GSEI)

패널 6
중국정치경제

만찬 (신촌형제갈비)

주관 ㅣ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프로그램
<206호>
Session
1

14:00 – 16:00

패널 1: Journal of Conflict and Integration (JCI)

(새천년관 106호)
사회: 김성진 (덕성여대)

발표
●●김영호 (국방대)		

“U.S. - China Confrontation and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A Military Dimension”

●●김민정 (서울시립대) “Religion, Education and Nation: Anti-clerical Principal in France”
• 토론: 김태형 (숭실대), 김경미 (서강대)

패널 2: 동북아시아 국가 간 갈등

(새천년관 107호)
사회: 우준모 (선문대)

발표
●●정기웅 (서울교대)

“한국의 대 동북아 외교갈등: 투-레벨 게임 분석”

●●윤석상 (선문대)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의 구조화: 일본 사례”

●●권재범 (한국외대)

“중일 갈등의 확장: 중국과 일본의 아프리카 외교”

• 토론: 황성우 (한국외대), 이성우 (경기연구원), 이기현 (한국외대)

패널 3: 대학원생 발표

(새천년관 202호)
사회: 고상두 (연세대)

발표
●●강영훈 (서울시립대) “일본 정치구조의 특이성: 세습정치의 고착화”
●●Li Baoyue (연세대) “21세기 중국 국제관계 이론 발전의 특징과 추세 분석”
●●Lu Bingqing (연세대) “국가정체성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홍콩 문제”
●●Bai yunbo (연세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중국에 대한 함의”
●●Gao Fei (연세대)

Coffee Break

“중국 농촌 유수아동(留守兒童)의 현황 및 대책”

16:00 – 16:15

Session 2 

16:15 – 18:15

패널 4: 여성정치연구회

(새천년관 106호)
사회: 조현옥 (서울연구원)

발표
●●김욱 (배재대)

“미국 페미니즘의 새로운 경향: 육체적 페미니즘 (corporeal feminism)을 중심으로”

●●이순주 (울산대)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새로운 흐름”
●●이지영 (동국대) “일본의 포스트 페미니즘과 행동하는 주체 ‘애국여성’”
• 토론 : 최정원 (연세대), 전복희 (항공대), 박채복 (숙명여대)

패널
글로벌지속가능발전경제연구소(GSEI)
패널 5:
5 선문대
: 여성운동의
새로운 양상 

(새천년관
13:30 –107호)
15:30
사회: 이 윤 (선문대)

발표
●●박경원 (선문대) “The effectiveness of up- and downstream tax in the energy sector”
●●김미경 (선문대) “Consumption smoothing effects of informal coping strategies”
●●윤솔아 (GSEI)

“계절별 주택용 전력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 토론 : 유천 (경희대), 강택구 (KEI), 윤태연 (선문대)

패널 6: 중국정치경제

(새천년관 202호)
사회 : 이진영 (인하대)

발표
●●김용신 (세종대) “S ectoral Divergence in China’s FPD and IC Industries’ Catch-up: Industrial Policy,
Technological Regimes, Market Condi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임진희 (원광대)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김상규 (한양대)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그 함의”
• 토론 : 윤종석 (광주과학기술원), 이장원 (충북대), 이현태 (인천대)

만찬(신촌형제갈비)
•

18:30 – 20:00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안내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연세대학교 정문 또는 동문 새천년관
좌석 버스 이대부고 정류소 이용 (77) 어학당 또는 국제 학사 새천년관
버스 안내

이대부고 정류소 이용 (272,750,751,708,601,606 외 다수)

연락처
조정원 연구교수 (연세대): 02-2123-7485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 연구센터: 02-2123-7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