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031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기념 학술대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 성과와 미래’
문의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02)3703-9200, much30y@gmail.com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6월 5일(월)까지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5호선-광화문역 2번 출구(약 250m) 3호선-경복궁역 6번 출구(약 500m)
1호선-종각역 1번 또는 2번 출구(약 900m)

버스 (세종문화회관 / KT광화문지사 / 경복궁)

일시 : 2017년 6월 9일(금), 09:00~18:30

파랑버스(간선)-103, 109, 150, 171, 272, 401, 402(심야), 406, 408, 601, 606
607, 700, 704, 706, 707, 708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의실

초록버스(지선)-1020, 1711, 7016, 7018, 7022, 7025, 7212
빨강버스(광역)-9401, 9401B, 9703
직행버스-1005-1광주, 5000용인, 5500-1광주, 5500-2광주, 9000광주
마을버스-종로09, 종로11
박물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 글

프로그램
09:00-09:30

학술대회 준비 및 등록

09:30-10:00

개회식 - 환영사 및 축사

1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그 성과와 과제 / 사회자: 이정희(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한민국 민주화 30년 기념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6월 9일(금)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에 대한 평가와 세계사적 
함의를 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향후 과제를 

10:00-10:20

발표 1: 민주화 30년의 제도정치

서복경(서강대학교)

10:20-10:30

토론 1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10:30-10:50

발표 2: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 청산

이지호(서강대학교)

10:50-11:00

토론 2

김수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11:00-11:20

발표 3: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

박현석(KAIST)

11:20-11:30

토론 3

이승원(서울혁신센터)

11:30-11:50

질의응답

12:00-13:30

점심 시간

2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세계사적 함의 / 사회자: 마인섭(성균관대학교)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발표 1: 비교론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검토:
개념, 측정, 그리고 우호조건

김형철(성공회대학교)

13:50-14:00

토론 1

홍재우(인제대학교)

14:00-14:20

발표 2: 민주주의 공고화의 정치제도와 정당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민주주의 공고화 비교

안용흔(대구가톨릭대학교)

14:20-14:30

토론 2

김지영(대한민국역사박물관)

14:30-14:50

발표 3: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비교 연구

지은주(고려대학교)

14:50-15:00

토론 3

임성학(서울시립대학교)

15:00-15:20

질의응답

15:20-15:40

휴식

13:30-13:50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 용 직 

3부: 종합 토론 -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말하다 / 사회자: 김수진(이화여자대학교)
기조발제 - 임혁백(고려대학교)
15:40-18:20

토론 - 강원택(서울대학교) 김세중(연세대학교)
마인섭(성균관대학교) 임혁백(고려대학교)

18:20-18:30

폐회사

김용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