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독사회과학회·동아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찾아오시는 길

초대장
국가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과학 분야에서 보는 시각과 전망을 중심으로

일시: 2018년 12월 22일(토) 13:00~ 18:30
장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 LS412
주관: 한독사회과학회, 동아대 법학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통편
지하철:

1호선 '토성동역' 하차 2번 출구에서 직선 방향 100미터

일반버스 :

15번, 16번, 40번, 70번, 123번, 161번, 190번

좌석버스 :

58-1번

한독사회과학회
동아대 법학연구소

Program
초대의 말씀

개회식

13:00 ~ 13:20
사회 : 성홍제(총무위원장)
개회사 : 장병일(한독사회과학회장)
환영사 및 축사 : 김용의(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더웠던 2018년의 여름을 보내고 나니 불어오는 차가운 바
람이 오히려 반가운 감이 있습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대구에서 대한지방자치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 이후, 2018년을 보내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국시 중
하나인 새로운 통일방향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
는 자리를 마련을 위하여, 한독사회과학회는 국가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학,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언론학적 관점
에서라는 큰 제목으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도움과 한국
연구재단의 큰 지원을 얻어 격의 없는 토론과 논의의 장을 갖고
자 합니다.

제1세션

13:30 ~ 15:10(100분)

“통일논의의 변화와 정치학 법학분야에서의 분석과 전망”
사회 : 최치원(고려대)
제1주제: 오스트리아와 제2공화국의 통일논쟁

- 발표자 : 윤태룡(건국대)
- 토론자 : 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진시원(부산대)
제2주제: 독일통일과 연대부가금

- 발표자 : 강주영(제주대)
- 토론자 : 신정규(한국법제연구원), 오유미(영남대)

제2세션

15:30 ~ 17:10(100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생
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견들을
들어보면서, 학회설립의 기본취지 중 하나인 한국의 통일정책
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조언과 미래지향적인 담론
의 장을 가질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 정창화(단국대)

한독사회과학회 회장

제1주제: 혁신적 연구에 관한 탐색적 고찰: 통일·북한 연구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안지호(서울대)
- 토론자 : 이종희(선거연수원), 강광수(영남대)
제2주제: Die PR für In- und Ausland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통일 전후 독일연방공보처의 대내외 홍보: 시스템, 역할, 문제점 분석)

- 발표자 : 남일우(강원대)
- 토론자 : 장준호(경인교대), 김태근(영남대)

종합토론 17:15 ~ 18:00(45분)

2018년 12월

장병일

법전원 국제화상회의실 LS412

“통일논의의 변화와 행정학 언론학에서의 분석과 전망”

현재 한·미간, 남·북한 간의 계속되는 회담과 관련 논의의 진
전들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통일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법전원 국제화상회의실 LS412

연말총회 18:00 ~ 18:30(30분)
만 찬 18:30 ~

사회 : 허영식(청주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