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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목) [오전��시~오후�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공동주최 학술대회

“한일관계의 현안: 역사적 근원, 법적 접근, 그리고 외교적 해결” I 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층) I 장소

�.   ����년 ��월 ��일(목) [오후 �시~�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주최 독도 워크샵

����-����년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질서와 독도 영유권 I 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층) I 장소

�.   ����년 ��월 �일(월) [저녁�시~저녁��시]

���� ARI-KU and DILA-KOREA International Workshop (Hybrid)

The Nexus Implied from the Maritime Order in East Asia in ����-����:
Between Indeterminacy and Strategical Ambiguity
(����-����년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질서의 함의: 비결정성과 전략적 모호성의 사이에서)

 I 주제

하이브리드 (초청 해외학자 참석 및 온라인) I 장소/방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공동학술행사

http://www.dila-korea.org



                 

사회:

- 이형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발표:

-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변호사)
: “����년 청구권협정과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의 의미”

- 박경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한일 청구권문제의 기원과 진화: 정치외교사의 관점에서”

-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개 판결에서 관할권면제 쟁점 비교 분석과 ����년 한일 합의 효력 문제”

전체진행:

- 송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비교사연구센터장)
- 이형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 이석우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대표/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00 - 10:10 인사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공동주최 학술대회

“한일관계의 현안: 역사적 근원, 법적 접근, 그리고 외교적 해결”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년 ��월 ��일(목) [오전��시~오후�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층)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비교사연구센터

주제:

주관:

주최:

일시:

장소:

10:10 – 12:10 세션�

12:10 - 13:00 점심/휴식

2022년 10월 27일(목)



                 

사회:

- 송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비교사연구센터장)

발표:

-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초빙교수/前외교부 조약국장·駐루마니아 대사)
: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거의 빈 공간과 채움에 대한 몇가지 제언”

- 예대열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교수)
: “북한의 독도 문제 인식과 영유권 논리”

- 이석우 (DILA-KOREA 대표/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점령시기 SCAP의 어업정책과 동아시아에서의 함의”

13:00 – 15:00 세션�

사회:

- 이석우 (DILA-KOREA 대표/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 강국진 (서울신문 사회정책부 차장)
: “두려운 이웃에서 뒤쳐진 적국으로: 미디어담론이 재현한 일본담론을 중심으로”

- 이동욱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연구위원)
: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ʻ종주권’ 문제:「조일수호조규」체결 전야의 중일 교섭을 중심으로”

- 송병권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
:  “점령기 미국의 한일간 관리무역계획에서의 수출입 근거와 자기정당화 논리”

15:20 – 17:20 세션�

사회:

- 황성기 (서울신문 前논설위원실장)

17:20 – 18:00 종합토론

15:00 - 15:20 휴식



07:00 PM – SEOUL/KOREA

06:00 AM – NEW YORK/US

11:00 AM – LONDON/UK

08:00 PM – SYDNEY/AUSTRALIA

THE NEXUS IMPLIED FROM THE MARITIME ORDER IN EAST ASIA IN 1945-1952:
BETWEEN INDETERMINACY AND STRATEGICAL AMBIGUITY

2022 ARI-KU and DILA-KOREA International Workshop (Hybrid)

NOVEMBER 7, 2022 (MONDAY) [07:00 PM – 10:00 PM SEOUL/KOREA TIME]

CENTER FOR COMPARATIVE HISTORY,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http://www.asiaticresearch.or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SIA-KOREA (DILA-KOREA)
http://www.dila-korea.org/

DATE:

CO-HOSTED BY:

NOVEMBER 3 (TUESDAY)

  07:00 PM – 07:20 PM
(SEOUL TIME)

WELCOME ADDRESS AND THE AIM AND SCOPE OF THE WORKSHOP

SONG, Kue-Jin (Professor and Head of Center for Comparative History,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KOREA)
songkj@korea.ac.kr

- 

Seokwoo LE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sia-Korea (DILA-KOREA)
and Inha University Law School, KOREA)
leeseokwoo@inha.ac.kr

- 

CO-CONVENORS:

  07:20 PM – 09:00 PM
(SEOUL TIME)

PRESENTATIONS

Clive SCHOFIELD (Head of Research, WMU-Sasakawa Global Ocean Institute,
World Maritime University (WMU), SWEDEN)
chs@wmu.se

- 

Terence ROEHRIG (Professor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Naval War College, USA)
terence.roehrig@usnwc.edu

- 

Stuart KAYE (Director and Professor of Law,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 (ANCORS),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skaye@uow.edu.au

- 

INVITED SPEAKERS:



Kimie HARA ((Professor and the Renison Research Professor in East Asian Studies,
Renison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khara@uwaterloo.ca

- 

Tetsuya TOYODA (Professor in International Law,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JAPAN)
toyoda@aiu.ac.jp

- 

Keyuan ZOU (Harr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Director of UCL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KZou@uclan.ac.uk

- 

  09:00 PM – 10:00 PM
(SEOUL TIME)

WRAP-UP

Seokwoo LE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sia-Korea (DILA-KOREA)
and Inha University Law School, KOREA)
leeseokwoo@inha.ac.kr

- 

Hee Eun LEE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KOREA)
hlee@handong.edu

- 



                 

사회:

- 송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비교사연구센터장)

발표:

- 이석우 (DILA-KOREA 대표/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년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질서: 주요 주체(actor)들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초빙교수/前외교부 조약국장·駐루마니아 대사)
: “미군의 행정권 이양과 독도 영유권”

-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

전체진행:

- 송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비교사연구센터장)
- 이형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 이석우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대표/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 - 15:10 인사말

주제:

주최:

����-����년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질서와 독도 영유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비교사연구센터

����년 ��월 ��일(목) [오후 �시~�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층)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주관:

일시:

장소:

15:10 – 16:30 발표

16:30 - 18:00 종합토론

2022년 12월 15일(목)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주최

독도 워크샵

사회:

- 이형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