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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7.(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일시 장소

| 교통안내 |	 대중교통 이용시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3번	출구		5513번	버스	이용,	법대입구	하차	또는	학교	셔틀버스	이용,	대학본부	하차

 자가용 이용시	 정문에서	300m	직진		나들문	1에서	좌회전		아시아연구소	주차장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부터 현 한국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효율성 위주의 단일한 가치가 아니라 새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공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규범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혁신, 혁신 교육, 혁신 성장 등 다양한 혁신 담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자 차원의 혁신적인 실천 모델과 전략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정치학회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혁신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실천적 탐색을 위한 학제 간 학술회의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정치학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우리 정치학계의 인식 지평을 넓히고 

연구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 행위자 차원의 사회적 

혁신 모델과 전략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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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윤(이화여대) - 한국의 대 개도국 재생에너지 ODA 전략

  한희진(부경대) -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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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공생의 이론과 현실 적용: 북한의 복지 실태와 인도적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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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권형기(서울대)

 발표 최형규(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active Currency State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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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공모 3 -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 주형민(고려대)

 발표 임상순(평택대)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허만호(경북대) -   Political Change and Transitional Justice in North Korea:  

Typical Connectivity and South Korean Engagements 

  박종철(경상대) - 아오지 화학콤비나트의 석탄액화 인조석유에 대한 연구

  김지영(통일교육원) - 21세기 정보기술의 발전과 북한 정치경제의 변화

 토론 허재영(연세대), 황지환(서울시립대)

 자유공모 4 - 미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서정건(경희대)

 발표 공민석(서울대) -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쇠퇴론 논쟁과 헤게모니 이론의 재구성: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을 중심으로

  홍건식(연세대) - 한국전쟁 전후 미국의 세계전략 -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적 차이를 중심으로(가제)

 토론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서정건(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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