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및 서울신문 기획연재『서해5도를 다시 보다』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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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와 서해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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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3주년 및 서울신문 기획연재『서해5도를 다시 보다』기념 학술대회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와 서해평화체제 구축』

 진행:

- 임병선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14:30 - 15:00

개회사

-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환영사

-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축사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영상)

- 이인영 (통일부장관)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서울신문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MOU 체결

-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MOU 갱신 체결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기념사진 촬영

15:00 - 15:50

세션1:

사회:

- 황성기 (서울신문 이사대우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장)
발제:

- 정태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 “서해5도 수역의 현안과 남북의 과거와 미래 - 협력에 웃고 포격에 운 서해… ‘평화경제 2막 돛 올려라’ ”

- 정진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장)
: “서해5도수역의자연과학적인해양현황-해무잦고관측시설부족…서해5도해양환경인프라‘안갯속’”
-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
: “서해5도 바다와 어민들의 삶 - 국지전·불법조업·고립 ‘희생의 굴레’… ‘서해5도 사는게 죄인가’ ”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
: “한국 접경수역 현황과 서해5도 수역의 특수성 - 400해리 바다 마주한 한중일…
뒤얽힌 해역 경계선 질서 찾아라”

15:50 - 16:00

휴식

16:00 - 16:50

세션2:

사회:

-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장 / 인하대 정외과 교수)
발제:

-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 “정전협정체제와 서해5도 수역 - 정전협정 정신으로 평화 해법 찾아야”

- 이석우 (DILA-KOREA 대표 / 인하대 법전원 교수)
: “국제해양법의 시각에서 본 서해5도 수역 - 서해5도 해상경계 획정 유연해져야”

- 김민배 (인하대 법전원 교수 / 前 인천연구원장)
: “서해5도 수역에 대한 국민, 정부, 그리고 인천시의 입장 - 평화 꿈꾸는 서해5도민… 인구소멸 위기”
- 예대열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 “북한에서 바라보는 서해5도 수역 - NLL 인정하지 않던 북한… 경제적 해법 찾다”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
: “중국에서 바라보는 서해5도 수역 - 70년간 남북한 접경수역 반사이익 취한 중국”
16:50 - 17:00
17:00 - 17:50

휴식

세션3:

사회:

- 최태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위원 / 한양대 법전원 교수 / 前 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

-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 “서해평화선언 - NLL 지키되 남북공동수역 확대… ‘서해평화’ 법제화하자”

- 이석우 (DILA-KOREA 대표 / 인하대 법전원 교수)
: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전제가 된 상태를 반영”
-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
: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 남북관계의 변수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바로 집행”
17:50 - 18:30

종합토론:

사회:

- 김민배 (인하대 법전원 교수 / 前 인천연구원장)
토론:

-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차장)

- 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 우승범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장 /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 황성기 (서울신문 이사대우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장)
18:30

폐회:

- 임병선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19:00 - 21:00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