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국가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및 정기총회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TEL.02-2171-7000)

■ 코리아나호텔 앞:
■ 광화문 앞:

■ 시청역:

(블루버스) 150, 402, 501, 506, 8000,405
(그린버스) 1711, 7016, 종로마을버스<09, 11>

(블루버스) 710, 273, 270, 271, 370, 470, 471, 602, 702A(용두2리), 703, 501,
721, 720, 702B(용두초교), 260, 160, 600, 909, 600, 405, 150, 506
(그린버스) 7019, 1002, 631, 7019, 0212
(레드&직행버스) 2400, 2100, 7000, 1000, 2300, 2000, 8800, 8880, 9706,
9708, 9709, 9713, 9714, 9701, 1001, 2500
(지하철) 5호선 6번 출구

(블루버스) 602, 607, 600 / (그린버스) 1002, 631, 7022, 종로마을버스<09>
(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2호선 12번 출구

한국국가정보학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3 인스토피아B/D 601호
TEL: (02) 577-7107, FAX: (02) 577-7104
E-mail: kanisnet@chol.com, Homepage: www.kanis.or.kr

일시 ▶ 2013년
장소 ▶ 서울

12월 19일 (목) 13:30~18:00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

초대의 글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및 개회식
■ 사 회 : 허태회(한국국가정보학회 총무이사)
■ 개회사 : 김왕식(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 격려사 : 심윤조(새누리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산과 들의 단풍도 다 지고 거리에 쌓인 낙엽들은

14:00~15:30 Session Ⅰ 선진국의 정보개혁과 국가정보 연구동향

벌써 초겨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주변국

■사

회 :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

간의 영토분쟁 그리고 불안한 국내외 정세 등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발

표 : 제1주제“국가정보 개혁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새해에는 보다 희망차고 밝은 소식을 듣게 되길 기대하며, 우리 한국국가

제2주제“선진 정보분석기법의 사례와 활용”

정보학회에서는 오는 12월 19일(목) 연례학술회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 박상현(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제3주제“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과제와 대응”

합니다.

│ 이기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조정실장)
■ 지정토론

「21세기 국가정보의 선진화를 향한 과제와 대응」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 한희원(동국대 교수), 장노순(한라대 교수)
문경환(경찰대 교수)

이번 학술회의는 세계 정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15:30~15:50 Coffee Break

정보혁신사례와 정보학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정보역량강화 및 국민신뢰

15:50~17:20 Session Ⅱ 21세기 국가정보의 당면과제와 극복방안

증진을 통한 선진 정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 정보기관이
선진 국가정보체계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 정보수단을 이용한 선진 정보분석기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2013년 마지막 세미나이자 정기

■사

회 : 김왕식(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발

표 : 제1주제“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도전과 대응전략의 모색”
│ 윤민우(가천대 교수)
제2주제“정보실패 최소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 서동구(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제3주제“국가정보기관 신뢰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방안”

│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총회를 겸하여 기획된 이번 학술행사에 참석하시어 유익한 의견을 주시고
■ 지정토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유용원(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 전경만(前 통일교육원 원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17:30~18:00 정기총회

2013년 12월
한국국가정보학회장 김 왕 식

■ 2013년도

회계감사 보고
진행사업 및 성과 보고
■ 신임회장 선출 및 전임회장 감사패 전달
■ 2013년도

18:00~20:00 만 찬
■ 신임회장 취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