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 학술대회

2020. 6. 19(금), 13:00 ~ 19:30
충남대 영탑홀

후원 : 보훈처
주관 : 미래군사학회
공동주최 : 충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건양대학교,
군사편찬연구소, 미래군사학회

2020년 6.25전쟁 70주년 학술대회
1. 학술회의 개최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 6.25전쟁 발발 70년 주년 되는 해를 맞아 참전유공자를 발굴하고 6.25전쟁
유공자에 대한 선양방안을 도출하여 호국보훈정신을 고양한다.
• 대전지역 6.25전쟁 전적지 발굴 및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활용방안 도출
나. 필요성
• 6.25전쟁의 참상을 상기시켜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
• 6.25참전자를 발굴하여 그들의 공훈을 알리고 참전자에 대한 존경심과 보
훈의식 제고
• 6.25 참전자의 공훈과 보훈정신을 학술적으로 발굴 및 체계화
• 6.25전적지 발굴 및 애국정 제고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 6.25참전국의 보훈정책 및 6.25참전자 보훈실태 확인 시사점 도출
2. 학술회의 대주제 및 일정별 세부계획
가. 일시 / 장소 : 2020. 6. 19. (금)

13:00 ~ 19:30 / 충남대 영탑홀

나. 참석대상 : 100명
다. 대 주제 : 6.25 참전유공자 발굴 방안 및 선양 방안
라. 소 주제
#1 : 대전지역 6.25참전자 발굴 및 선양방안
#2 : 대전지역 6.25전적지 발굴 및 활용방안
#3 : 6.25참전국 보훈정책과 6.25참전자 보훈실태 및 시사점 도출
마. 주관, 주최, 후원 기관
• 후원 : 보훈처
• 주관 : 미래군사학회
• 공동 주최 : 충남대, 조선대, 건양대, 군사편찬연구소, 미래군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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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6.19,13:00~13:30

등록 및 안내

13:30~13:35(5’)

국민의례

13:35~13:40(5’)

주요 내빈 소개

13:40~13:55(15’)

13:55~14:00(5’)
1부
14:00~15:20
(80’)
15:20~15:40(20’)

개회사 : 최장옥 미래군사학회 회장
환영사 : 보훈처장(대전 보훈청장)
설현주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장
김법헌 조선대 군사학과장

사회자:
양원석
학술이사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1: 대전지역 6.25 참전자 발굴 및 선양 방안
발제 1: 신종태 박사
2: 이종호 교수
토론 1: 박재필 충남대학 교수, 김규빈 전남대 교수
토론 2: 배명헌 KIST 교수, 조필군 광주대 교수

사회자:
조성훈
군사편찬
연구소장

휴 식

2부
15:40~17:00
(80’)

#2: 대전지역 6.25 전적지 발굴 및 활용방안
발제 1: 이원희 박사
2: 조상현 박사
토론 1: 김종열 영남대 교수, 허동욱 대덕대 교수
토론 2: 조남인 충남대 교수, 김의식 용인대 교수

3부
17:00~18:00
(60’)

#3: 6.25참전국 보훈정책과 6.25참전자 보훈실태 및 시사점 도출
발제 1: 필리핀 알란(Allan) 중령
발제 2: 터키 육군 메멧(Mehmet) 소령
토론 1: 임익순 충남대 교수, 송승종 대전대 교수
토론 2: 김법헌 조선대 교수, 성윤환 고려대 교수

18:00~19:30

비 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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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사회자:
최장옥
미래군사학
회장
사회자:
길병옥
충남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