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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1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뉴노멀 시대,

존경하는 한국정당학회 회원님들께,
2021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는 느낌입니다. 지금의
이 전환기적 상황은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준들을 만

전환의 한국정치

들어내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하계학술회의는 “뉴노멀 시기, 전환기의 한국정치”라는 대주제로 경북대에
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더욱 중요하게 부상하
고 있는 정치의 역할을 살펴보고, 최근에 정당정치와 정치과정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핵심적인 쟁점들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더불
어 대구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고찰
하는 기획패널도 마련하였습니다.
학회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아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먼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산격동)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310번 건물)

저 장소 대여와 행사 준비에 경북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2.28민
주운동기념사업회와 선거연수원은 공동주최로 참여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
습니다.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명지대 미래정책센터, 부경대 지방분권발

일 시

전연구소, 한국외대 BK21 연구팀이 패널로 참여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대

2021년 7월 8일(목)~9일(금)

구일보와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의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의 도움
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이번 하계학술회의를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

장 소

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및 온라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패널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
으로 남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더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많
이 참석해주시어 유익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박장소: 대구 라온제나 호텔(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범어천로 73)
주

반가운 회원님들을 대구에서 뵙고, 뜨거운 학술적 논의와 함께 즐거운 담소도 나
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당학회장

조진만

한국정당학회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인문사회관 314호
Tel. 02-901-8746
Fax. 02-567-2221
E-mail. partystudieskorea@gmail.com
http://www.partystud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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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명지대학교SSK·미래정책센터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한국외대BK21

| 프로그램 |

호스트: 송진미(한국정당학회)

13:00-13:30 등록

10:00-11:50

줌주소: 823 3718 6013, https://snu-ac-kr.zoom.us/j/82337186013

13:30-13:50 개회사 | 조진만 (한국정당학회장)
축 사 | 백승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연구원장)
옥미선 (선거연수원장)

16:00-17:50

제2회의

표

선거제도의 쟁점과 정치과정

기획패널 IV[선거연수원]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의 역할
사 회: 김용복(경남대)

표

김한나(미네소타대)·장승진(국민대)·
장한일(국민대)

Who takes the COVID-19 vaccine?: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take COVID-19 vaccine in South Korea

박범섭(University of Reading)
신정섭(숭실대)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가 정부신뢰, 민주주의 만족도,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연구: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 비교

310호

정준표(영남대)

즉석결선투표제에 의한 대통령선거: 그 효과와 위헌 여부

표

발

Rally around the cross in times of COVID-19

발

사 회: 임성호(경희대)

황인정(성균관대)

김한나(서울대)·박원호(서울대)

Legislator’s mandate type, primary effect and party
defection voting: Evidence from South Korea

윤지성(DGIST)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평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뉴노멀 시기의 정당정치

정수현(명지대)

한국 당원들의 정당 충성심

오세제(서강대)

청년 정치의 현황과 쟁점

표

표

No matter what you di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among natural disasters, partisanship, and leader support

표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의 현대적 재조명: 쉴 권리를 중심으로

정동준(인하대)

디지털 정당: 현황과 과제

표

발

정재요(경북대)

박경미(전북대)

디지털 정당의 유형과 그 성쇠

임유진(강원대)

프랑스에서 디지털 정당의 성과와 한계

132호

발

표

구본상(충북대)·최준영(인하대)·
김준석(동국대)

성평등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김준석(동국대)·구본상(충북대)·
최준영(인하대)

사전선거 투표 분석

*현장
줌회의

지병근(조선대)

정당의 도덕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 서울 및 부산 시장 보궐선거
사례 전망

참석자는

이재현(부경대)

공정성 및 도덕성 이슈는 당파적 편향을 초월하는가?: 4.7재보궐선거
를 중심으로

338-1호

컴퓨터실
이용가능

줌주소: - 848 0128 0270, https://us02web.zoom.us/j/84801280270
라운드 테이블[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424-1호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의 정치변화

사 회: 조화순(연세대)
토 론: 이소영(대구대), 한규섭(서울대), 강정한(연세대), 이원재(KAIST), 하상응(서강대)
호스트: 송진미(한국정당학회)

줌회의
참석자는
컴퓨터실
338-1호
이용가능

*현장

이호준(크라운랩스)

누가 집권하는지는 중요한가? 정부 당파성과 소득 불평등

줌회의

엄기홍(경북대)·김대식(경북대)

온라인 정치 여론 분석을 위한 댓글 분류기의 개발과 적용:
KoBERT를 활용한 여론 분석

참석자는

표

발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 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결정요인과 2022년 대선에의 함의

MZ세대와 4.7재보궐선거: 20-30세대의 투표행태 변화

*현장
줌회의
참석자는
컴퓨터실
338-1호
이용가능

소득 불평등과 여론

사 회: 이현출(건국대)

*현장

최준영(인하대)·김준석(동국대)·
구본상(충북대)

4.7재보궐선거 분석

줌주소: 871 0836 4486, https://snu-ac-kr.zoom.us/j/87108364486
자유공모 패널 II

서울시 보궐선거 분석

사 회: 손병권(중앙대)

선거 경쟁력은 정치권력의 확대로 이어지는가?

호스트: 길정아(한국정당학회)

토 론: 장우영(대구가톨릭대), 길정아(고려대), 민희(부산대), 송정민(명지대), 김은경(국민대), 김진주(명지대)

토 론: 장우영(대구카톨릭대), 엄기홍(경북대), 안도헌(영남대)
자유공모 패널 I

정다빈(한국외대)

토 론: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조영호(서강대), 민병기(충남대)

디지털 정당의 현황과 과제

발

사 회: 채장수(경북대)

공화주의 시각에서 2.28 민주운동을 재조명한다

국가의 COVID-19 대응 평가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하여: 한국과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32호

사 회: 윤종빈(명지대)

전환의 시기, 2.28 민주운동의 정치적 의미

김용호(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32호

토 론: 임성학(서울시립대), 박명호(동국대), 가상준(단국대), 윤광일(숙명여대), 장성훈(선거연수원)
[명지대 SSK·미래정책센터]

정채윤(한국외대)

차재권(부경대)·정호영(부경대)

정치관계법 개정의 방향과 효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선거권위주의 체제와 원내 야당의 생존전략: 러시아연방공산당
(CPRF)과 러시아자유민주당(LDPR)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선거품질 연구동향과 개선방향

조영호(서강대)

424-1호

토 론: 이재묵(한국외대), 하세헌(경북대), 황정화(경북대)
기획패널 III [2.28 민주운동 기획 패널]

김용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준용(한국외대)

사 회: 윤성이(경희대)

표

발

발

최현진(경희대)
허재영(연세대)

310호

사 회: 강원택(서울대)

사 회: 류재성(계명대)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원내진입 요인
연구: 이슬람혐오증(Islamophobia)을 중심으로

발

라운드 테이블[선거연수원]

김승아(한국외대)

토 론: 장휘(연세대), 이선우(전북대), 박현석(국회미래연구원)

토 론: 유성진(이화여대), 정진웅(단국대), 박영환(영남대)

토 론: 정동준(인하대), 길정아(고려대), 송정민(명지대)
기획패널 Ⅱ[선거연수원]

글로벌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동향

사 회: 이상환(한국외대)

제1회의
기획패널 Ⅰ

제3회의

[한국외국어대 BK21 연구팀]

132호

발

14:00-15:50

2021. 7월 9일 (금)

토 론: 장성훈(선거연수원), 박선경(인천대), 장한일(국민대)

2021. 7월 8일 (목)

토 론: 송진미(한국행정연구원), 이병재(연세대), 장승진(국민대)
호스트: 송진미(한국정당학회)

줌주소: 823 3718 6013, https://snu-ac-kr.zoom.us/j/82337186013

한국정당학회보 보고 및 연구자 윤리교육
조진만(덕성여대), 송진미(한국행정연구원), 유성진(이화여대),
이재묵(한국외대), 임유진(강원대), 정동준(인하대)

컴퓨터실
338-1호
이용가능

| 행사장 및 숙소 안내 |
·행사장: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숙 소: 호텔라온제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73 (053-718-7000)

3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