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2020년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동계학술대회

초청장
포용국가 형성을 위한
한반도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Tel: 02-571-8100)

지하철: 도보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매헌)역 5번출구
-> 도보로 5분 정도 소요

버 스: 셔틀버스 :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 셔틀버스 이용
마을버스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서초8번, 20번 마을버스 이용 -> 호텔 후문하차
일반 간선 버스(파랑) : 405, 421, 140, 470, 441

⊙일시:2020.12.04(금)13:00~18:00
⊙장소:더케이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비파홀
⊙주최:단국대융합사회연구소(DICS)
⊙후원:통일부

ᆞ학술대회 담당
ᆞContact: 김민찬 선임연구원(010-8723-0294)
D I C S

황수경

연구원(010-6605-6647)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DANKOOK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2020년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가 통일부 후원으로 개
최하는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주시민사회는 민주적인 자질과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일시
13:00
~
13:30

발표및내용
개회사: 김영섭 교수(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장)
축사: 최영준 통일부정책실장(통일부)

법적 실천능력을 지닌 시민을 기초로 합니다. 이런 측면에

“한반도평화통일과제도적역할”

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민주

ᆞ사회: 민진 교수 (국방대 前부총장)

시민교육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동시에 특권과 차별이 없는 동등대우
의 국가를 지향하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포용을 목표로
하는 포용국가(Inclusive State) 형성의 기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1부
13:40
~
15:40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ᆞ발표1: 정창화 교수(단국대,한독정책연구소장)
동서독통일모델이한반도평화통일에적용될수있는가?
ᆞ발표2:안지호 박사(고양시정연구원)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의미래적방향:
고양시사례를중심으로
ᆞ발표3: 윤종설 박사(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

국가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역사과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통일한국의민주시민교육을위한정부의역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토론: 1. 임종헌 박사(서울대)
2. 권동혁 과장(통일부)
3. 조한범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내적통합과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 변수로서 논
의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 평

15:40 ~ 16:00

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역할과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두

coffeebreak

“국가통일과민주시민교육”

고 있습니다.

ᆞ사회: 송운석 교수 (단국대)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
시지 않은 통일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구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부
16:00
~
18:00

ᆞ발표1: 허영식 교수(청주교대)
국가통일과포용국가형성을위한민주시민교육의역할
ᆞ발표2:최치원 교수(고려대)
시민교육혹은정치교육과네이션(민족)의통일문제:
막스베버의시각에서

감사합니다.

ᆞ발표3: 김미경 박사(인하대)
통일이후동질성회복을위한민주시민교육의과제

2020년 12월 04일

토론: 1. 김상무 교수(동국대)
2. 김경래 교수(국민대)
3. 김재일 교수(단국대)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장

김영섭 교수
18:00

폐회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