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KIOST and DILA-KOREA Workshop

일시ㅣ 2020년 12월16일(수) 13:00-17:00 (대면)

장소ㅣ 인하대 본관 제1회의실

주관ㅣ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한국 접경해역 해양법 현안 연구단”

주최ㅣ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법률안 검토 및
“서해5도 백서” 편집기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2020 KIOST+DILA-KOREA 워크샵

http://www.dila-korea.org



                 

- 이석우 (DILA-KOREA 대표/인하대 법전원 교수)진행:

- 이희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미국 변호사)
- 임한택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외대 LD학부 초빙교수/前 외교부 조약국장)

- 이세련 (전북대 법전원 교수)

- 오정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 우승범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장/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인하대 정외과 교수)

- 최태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위원/한양대 법전원 교수/前 대한국제법학회장)
- 황은영 (수원고검 검사)

-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변호사)
- 강효진 (통일부 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T/F단 행정사무관)

2020 KIOST+DILA-KOREA 워크샵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법률안 검토 및 “서해5도 백서” 편집기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http://www.dila-korea.org

13:00 - 13:10 환영사

-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13:10 - 14:50 세션1 -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법률안 검토

발제:
-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 이석우 (DILA-KOREA 대표/인하대 법전원 교수)

토론:

- 임병선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차장)

15:00 - 16:40 세션2 - “서해5도 백서” 편집기획

기획구도:
- 황성기 (서울신문 이사대우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장)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장)

14:50 - 15:00  휴식



                 

http://www.dila-korea.org



- 박언경 (DILA-KOREA 상임이사/경희대 객원교수)

- 김태길 (DILA-KOREA 사무국장)

행사지원/사무국:
- 김지엽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 사무국장)

- 김정아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 연구원)

16:40 - 17:00  종합정리 [17:00 이후 송년만찬]

발제:
- 정태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  “서해5도 수역의 현안과 남북의 과거와 미래”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장)
:  “서해5도 수역의 자연과학적인 해양 현황”

-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서해5도 바다와 어민들의 삶”

- 김민배 (인하대 법전원 교수/前 인천발전연구원장)
:  “서해5도 수역에 대한 국민, 정부, 그리고 인천시의 입장”

-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  “정전협정체제와 서해5도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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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대열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
:  “북한에서 바라보는 서해5도 수역”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장)
:  “중국에서 바라보는 서해5도 수역”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장)
:  “한국 접경수역 현황과 서해5도 수역의 특수성”

-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석우 (DILA-KOREA 대표/인하대 법전원 교수)
: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