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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찾아오시는 길]

  갑자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춘계학술대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제 봄기운은 잘 나타나지도 않고 훌쩍 여름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학회의 활동은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게다가 2014년 12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까지 개최되어 부수적으로 여러 학술활동이 겹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향후 동남아의 비상으로 학회와 

동남아연구자 여러 회원님들의 활동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학회 정기춘계학술대회의 주제는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와 

권위주의 정치체계”로 그동안 집중되어왔던 아세안커뮤니티의 발족과 

관련된 주제에서 벗어나 오랜 만에 색다른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3대 회장단의 출범을 겸하는 것이어서 

모든 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해주셨던 학회 이사진과 특별히 고려대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신재혁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회장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12대 임기 동안 힘껏 도와주셨던 회원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곧 학술대회장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25일

회장 박장식 배상



PROGRAM
장소:� 고려대학교�정경관

일시:� 2014년� 5월� 30일� 토요일� 9:00� ~� 18:00

주최:� 한국동남아학회,� 고려대�정치외교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 � � � � (사)한국동남아연구소,� 부산외대�동남아지역원

[09:00~09:30� 등록]

[09:30~10:00� 개회식]� 정경관� 618호

�  사회자: 신재혁(고려대,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이사)
  환영사: 이용욱(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겸 BK21 플러스사업단 단장)
  개회사: 박장식(부산외대,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10:00~12:00� 동시회의]

제1분과.� 동남아시아의�이슬람화와�이슬람�극단주의

(한국동남아연구소�패널)�

사회:� 박사명(강원대)/� 정경관� 618호

1-1. “이슬람의 은총(baraka) 개념과 말레이 술탄(Malay Sultan)의 역할을  
      통해 본 말레이 전통 부활의 의미: 말레이시아 이슬람화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홍석준(목포대) 

1-2. “베트남 이슬람 연구를 위한 기초적 검토”
      발표: 윤대영(서강대) 

1-3. “무슬림-기독교도 관계: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형준(강원대)

1-4. “필리핀 사회 속의 무슬림 소수민족: 필리피노와 모로의 
      평화적 공존을 향하여”
      발표: 김동엽(부산외대)     

   
토론: 최호림(동국대)| 여운경(서울대)| 정법모(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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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동남아시아의�경제와�사회

사회:� 박장식(부산대)/� 정경관� 201호

2-1. “동아시아 금융자본의 흐름에 관한 연구”
      발표: 송재국(고려대), 이충열(고려대)

2-2. “The Impact of Autocracies and Ethnic Fractionalization on  
      Income Inequality”
      발표: 손유진(고려대) 

2-3. “기업의 국제개발 활동 참여와 NGO 협력관계에 대한 소고”
      발표: 정미경(부산외대), 최운정(숭실대) 

토론: 박번순(홍익대)| 나희량(부경대)| 김소연(서강대)

[12:00~13:00� 점심]� 하이솟대샤브샤브

[13:00~15:00� 동시회의]

제3분과.� 동남아시아�권위주의�비교�연구

(고려대�정치외교학과� BK21플러스�사업단�패널)

사회:� 신재혁(고려대)/� 정경관� 618호

3-1. “군부 쿠데타 이후 선거 시행의 조건과 특징”
      발표: 박은경(고려대)

3-2. “강력한 엘리트층의 존재와 권위주의 정당: 인도네시아 골카르당과    
      필리핀 KBL 비교 연구”
      발표: 이동일(고려대) 

3-3. “동아시아 공산주의 체제의 유지와 민족주의”
      발표: 노효진(고려대) 

토론: 이성우(고려대)| 신재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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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분과.� 동남아시아의�정당정치와�선거폭력

사회:� 황인원(경상대)/� 정경관� 201호

4-1. “The Success and Failure of Islamic Parties in Indonesia and 
     Turkey”
     발표: Kerem Kilicdaroglu(고려대)

4-2. “필리핀 선거폭력에 대한 연구”
      발표: 오윤아(대외경제정책연구원)

4-3. “후견정치 및 정당정치와 저발전으로 인한 선거폭력: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사례 연구”
      발표: 정사랑(고려대) 

토론: 박희경(고려대)| 김동엽(부산외대)| 오윤아(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00~15:10� 휴식]

[15:10~17:10� 동시회의]

제5분과.� 메콩� 유역�개발과�환경�협력의�딜레마와�거버넌스

(서울대�아시아연구소�패널)�

사회:� 오명석(서울대)/� 정경관� 618호

5-1. “메콩 유역의 국별 개발 전력과 협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이요한(서울대)

5-2. “라인강과 메콩강 국제하천협력 비교”
      발표: 이승호(고려대) 

5-3. “라오스 기후 변화 적응정책 네트워크”
      발표: 이주형(서울대), 윤순진(서울대) 

토론: 이상국(연세대)| 이준표(서울대)| 엄은희(서울대)
             

-3-

제6분과.� 동남아시아�민주주의�비교�연구

사회:� 윤진표(성신여대)/� 정경관� 201호

6-1.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제도 비교 연구: 헌법에서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발표: 고우정(성신여대)

6-2.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의 자유도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
     발표: 강혜원(고려대)

6-3. “Legislative Voting in the Pork-Dominant Parliament: 
      Evidence from the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     
      1987-2007”
      발표: 신재혁(고려대)

토론: 최경희(서울대)| 고승연(고려대)| 신윤환(서강대)

[17:10~18:00� 정기�총회]� 정경관� 618호

�   사회자: 나희량(부경대, 한국동남아학회 총무이사)
   폐회사 겸 사업보고: 박장식(부산외대,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감사보고: 박사명(강원대), 윤진표(성신여대)
   차기 회장 인사말: 신윤환(서강대)

[18:00~20:00� 만찬]� 무등산참숯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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