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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16년 3월 18일(금) 오후 13:30-18:00

장소│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 310호  

주최│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정치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후원│경북대학교, 경북대 LINC 사업단

 

【초청의 말씀】

기나긴 겨울을 뒤로하고,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와 정치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년 제1차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학술대

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신이 높은 국회를 대상으로, 그 동안의 업적을 경

험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선거의 주요 목적은 과거의 업적을 평가하고, 미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보 제공의 역할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를 비롯한 관계(官界)에, 그리고 비판적 개선의 역할은 학계(學界)에 있다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과학 속의 국회」라는 주제로 여

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2016년 3월 엄기홍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소장 



시간 주요 내용

13:30-13:50 등록

13:50-14:00 개회사│엄기홍(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소장)

패널 

14:00-15:401

4:

사회│하세헌(경북대)

발표│

*장은영(경북대): 

“한국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경험적 분석: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
거를 중심으로 “ 

*배은진(경북대): 

“출구조사와 거짓응답: 제19대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 

*허필윤(경북대): 

“주민발의제도가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끼친 영향“ 

*박인술(경북대): 

“북한의 시장 경제 활성화와 인권“ 

*서대원(경북대): 

“제17, 18, 19대 국회를 통해 본 국회의원과 당론 간의 관계“ 

토론│ 

Benjamin Thompson(경북대)

엄기홍(경북대)

【회의안내】

회의주제┃ 사회과학 속의 의회: 선거, 의회, 선거관리 

회의일정┃

패널 

16:00-18:00

사회│엄기홍(경북대)

발표│

*김정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의 선거관리와 ICT“ 

*박원호(서울대): 

”정치이슈의 다면성과 이슈균열의 당파·이념적 재구성: 한국의 대립
이슈, 합의이슈, 그리고 선심성 공약“

*조진만(덕성여대): 

“법조인 경력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박현석(KAIST): 

“Partisan Politics and Stock Market Capitalization”

토론│ 

이한수(경북대)

민정훈(건국대)

 18:00- 만찬



【오시는 길】

장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 310호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약도

교통편

[지하철]

1호선 칠성역(3번출구) : [정문]동구2, 북구2 [서문]305, 403 [북문] 305

1호선 신천역(5번출구) : [정문, 북문, 서문]410-1; (3번 출구) [정문]동구2

2호선 경대병원역(4번출구) : [서문]305, 403 [북문]305 

[고속버스]

동대구고속터미널 : [정문]937, [서문]순환2-1 / 서부정류장 : [서문]623, [북문]706

동부정류장 : [정문]937 / 북부정류장 : [북문]323 

[시내버스]

[정문] : 410, 410-1, 503, 937, 동구2, 북구2 

[북문] : 300, 305, 323, 323-1, 410, 410-1, 706(좌석), 719(좌석)

[서문] : 순환 2-1, 305, 403, 410, 410-1, 623, 동구1, 동구1-1 

[승용차]

※ 자세한 안내는 링크(http://www.knu.ac.kr/bbs/xml/way.jsp)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