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쟁기념관
정전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정전 60년

과거·현재·미래

| 일시 | 2013년 6월 27일(목) 13:00~18:00
| 장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 1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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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www.warmemo.or.kr

초대합니다
올해는 6·25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했으나, 우리는 안정적인 정전체제 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해
제2의 6·25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쟁기념관에서는 <정전 60년,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전체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 6.

전쟁기념관장 선 영 제

| 진행순서 |
제1부_ 기념식·기조강연			

사회 : 서규화 (전쟁기념관 학예부장)

13:00~13:20 참가자 등록 및 환담
13:20~13:40 국민의례

개 회 사 선영제 (전쟁기념관 관장)
기 념 사 백선엽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
축

사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왕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13:40~14:00 기조강연

정전 60년의 단상

제2부_ 발

라종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 前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표				

사회 : 김낙진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14:00~14:20 제1주제

유엔군과 공산군의 정전회담 전략과 정책

양영조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

14:20~14:40 제2주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한미동맹의 발전

김계동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교수)

15:00~15:20 제3주제

포로문제의 쟁점과 현재적 의미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5:20~15:40 제4주제

6·25전쟁 정전협정과 휴전체제의 재조명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5:40~16:00 제5주제

전쟁억지력, 정전체제인가? 한미동맹인가?

서규화 (전쟁기념관 학예부장)

14:50~15:00 휴

16:00~16:20 휴

식

식

제3부_ 종합토론			

좌장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6:20~17:10 지정토론 1주제 :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주제 :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3주제 :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

		

4주제 :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 교수)

		

5주제 : 손경호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17:10~17:40 자유토론

※ 세미나 참석여부는 6월 25일(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기념관 학예부 02-709-304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