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중동:
새로운 동반자 관계 모색
Korea and the Middle Eas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Seeking a New Partnership between the Tw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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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Engineering College Build. #1, Room no. 448, Myongji University,
116 Myongji-ro, Yongin-si, Gyeonggi-do, S. Korea, 449-728
TEL:+82-31-330-6273, Mobile: +82-10-5233-5308, e-mail: kames99@hanmail.net

학술대회 일정


일시 : 2015년 5월 23일(토), 09:30 ~ 17:00



장소 :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 5층 소회의실



주최 : 한국중동학회



후원 : 외교부

09:40 ~ 10:10 등록
10:10 ~ 10:40 개회식
개회사 (박찬기, 한국중동학회 회장)
축사 (윤천호,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학장)
10:40 ~ 12:00 제1분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국-중동의 새로운 관계 모색”
12:00 ~ 14:00 오찬
14:00 ~ 16:00 제2분과: 정치·경제 분과 / 제3분과: 사회·문화 분과
16:00 ~ 16:40 종합토론 및 임시총회
16:40 ~ 17:00 폐회식
※원활한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석식은 생략하는 대신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제 1분과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국-중동의 새로운 관계 모색



사회: 최영철(장신대)



장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10:30~12:00)

▷ 발표

정영규(협성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한-중동 경제협력”

토론
▷ 발표

김동환(한국외대), 장건(한국외대), 김중관(동국대)
권희석(외교부 아중동국)
“종전 7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의 대중동 외교의 방향”

토론 조상현(군사연구소), 성일광(건국대), 황의갑(단국대)

제 2분과

정치·경제 분과



사회: 금상문(배재대)



장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8층 대회의실(14:00~16:00)

▷ 발표

이성수(부산외대)
“아랍민주화 이후의 아랍사회 -이슬람식 민주주의의 적용 방안”

토론
▷ 발표

최영철(장신대), 정상률(명지대), 유달승(한국외대), 홍성민(한국외대),
김수완(한국외대)
“IS와 미디어 전략”

토론
▷ 발표

황병하(조선대), 박현도(명지대), 남옥정(단국대), 유왕종(인천대)
김강석(한국외대)
“Israeli Influence behind the Failure of ME Collective Security System
during the Early Cold War”

토론
▷ 발표

인남식(국립외교원),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이효분(국방대), 이성옥(명지대)
박찬기(명지대)
“사이크스 피코 협정과 레바논, 시리아의 건국 과정”

토론

서정민(한국외대), 홍미정(단국대), 하병주(부산외대), 최영철(장신대)

제 3분과

사회·문화 분과



사회: 김종도(명지대)



장소: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산학협력관(舊 행정동) 5층 소회의실(14:00~16:00)

▷ 발표

이난아(계명대)
“문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의 문학 공간 답사 콘
텐츠를 중심으로-”

토론
▷ 발표

장세원(단국대), 임병필(명지대), 양민지(한국외대), 김대성(한국외대)
김정명(명지대)

“이슬람 페미니즘과 여성 시각에서 새로운 종교 텍스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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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발표

안정국(명지대), 이원삼(선문대), 엄익란(단국대), 이복례(명지대)
김정하(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역사순환론으로 본 유라시아 대륙의 이슬람 문명”
토론

송경근(명지대), 윤용수(부산외대), 김정아(한국외대), 신양섭(한국외대)

【학술대회 장소 안내】

명지대홈피(http://www.mju.ac.kr/mbs/mjukr/subview.jsp?id=mjukr_010901000000)에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피에서 자연캠퍼스(용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장소인 ‘산학협력관’은 얼마 전까지 ‘행정관’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학협력관’
을 잘 모를 경우에는 ‘구행정관’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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