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국중동학회 동계학술대회

§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13:00~18: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캠퍼스) 교수회관 대회의실/소회의실 
§ 주최 : 한국중동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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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13:00~18: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캠퍼스) 교수회관 대회의실/소회의실 
§ 주최 : 한국중동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식 
               사회(김정명,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개회사(연규석,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소장)
               
13:40 ~ 15:40  제1분과: “중동의 역학관계 변화와 새로운 동반자 관계 모색”

15:40 ~ 15:50  휴식

15:50 ~ 16:10  한국중동학회 ‧ 외교부 대학생 논문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16:10 ~ 17:00  제2분과: “한국중동학회 ‧ 외교부 대학생 논문공모전 수상자 발표회”
                         -정치 분야-
               제3분과: 한국중동학회 ‧ 외교부 대학생 논문공모전 수상자 발표회”
                         -사회·문화 분야-

17:00 ~ 17:50  제4분과: “종합토론 및 정기총회”   
               종합토론 사회(김정명,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정기총회 사회(박찬기, 한국중동학회 회장)
               차기 회장 선출 사회(김종도, 한국중동학회 차기회장)
               
17:50 ~ 18:00  폐회식 
               폐회사 (박찬기, 한국중동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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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최영철(장신대)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캠퍼스) 교수회관 대회의실(13:40~15:40)

▷ 발표:  서정민(한국외대)
         “국내 폭력적 극단주의 위험 요인 분석”
   토론:  정상률(명지대), 홍미정(단국대), 조상현(군사연구소)

▷ 발표:  황병하(조선대)
         “아랍 스프링 전후 사우디 청년층의 의식 변화 연구”
   토론:  금상문(배재대), 안승훈(건국대), 이효분(국방대)

▷ 발표:  안정국(명지대)
        “한국 중동학 현황에 관한 연구”
   토론:  최진영(한국외대), 이종화(명지대), 오은경(동덕여대)

▷ 발표:  이희철(한국외대)
        “학문어로서 터키어의 자격여부 공론화 현황: 터키의 외국어 교육 과열과 현상을 중
        심으로”
   토론:  연규석(한국외대),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이난아(계명대)

▷ 발표:  박찬기(명지대)
         “IS(이슬람국가) 현상과 새로운 양상의 국제안보 위협에 관한 연구”
   토론:  성일광(건국대), 이성수(부산외대), 유왕종(인천대)

§ 사회: 김수완(한국외대)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캠퍼스) 교수회관 대회의실(16:10~17:00)

▷ 발표:  황의현(한국외대)
        “집단 차별 정책과 극단주의 집단 성장의 관계 : 이라크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조 
         직을 중심으로”
   토론:  김강석(한국외대), 남옥정(단국대)

▷ 발표:  이미령(성균관대)

제 1분과 “중동의 역학관계 변화와 새로운 동반자 관계 모색” 

제 2분과
 한국중동학회 ‧ 외교부 대학생 논문공모전 수상자 발표회

-정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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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clear Program of Iran: The Iran Nuclear Deal in Obama      
       Administration Perspective”
   토론: 박현도(명지대), 신양섭(한국외대)

§ 사회: 안정국(명지대)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캠퍼스) 교수회관 소회의실(16:10~17:00)

▷ 발표: 장호연(연세대)
        “걸프지역 보건개혁의 특이점 및 함의”
   토론: 장세원(단국대), 김재희(명지대)

▷ 발표: 이상훈(명지대)
      “요르단 혼납금 관행에 관한 연구”
   토론: 엄익란(단국대), 이복례(명지대)

▷ 종합토론(17:00~17:15)
§ 사회: 김정명(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캠퍼스) 교수회관 대회의실
§ 발표: 각 분과 사회자

▷ 정기총회(17:15~17:50)
§ 사회: 박찬기(한국중동학회 회장)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캠퍼스) 교수회관 대회의실

<정기총회 안건> 
⓵ 2015년 한국중동학회 주요 활동 보고 및 감사패 증정
② 2015년 한국중동학회 회계 결산 보고 
③ 한국중동학회 로고 교체 또는 제정 찬반투표
④ 차기회장 선출 (사회: 김종도, 한국중동학회 신임회장)

▷ 폐회식(17:50~18:00)
   폐회사: 박찬기, 한국중동학회 회장

제 4분과  종합토론 및 정기 총회 

제 3분과
 한국중동학회 ‧ 외교부 대학생 논문공모전 수상자 발표회

 -사회·문화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