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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국제학술심포지엄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교통편
■ 버스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Security Law

· 서울신문사 하차: (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지선) 1711, 7016 (순환) 91S투어
· 광화문빌딩 하차: (간선) 700, 707 (광역) 9703, 9714, M7106, M7111, M7119

■ 지하철
·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300M

참가문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김린 교수 dreamleaf.dry@gmail.com
■ 한국노동연구원 이차희 연구원 chaheelee@kli.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근혜 연구원 gunhyekim@kihasa.re.kr

참가신청
■ 참가비는 무료이며,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하실 분들은 10월 13일(목)까지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00~17:0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신청방법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www.kli.re.kr) 알림광장의 토론회 및 세미나 게시판을 통
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대의 글
Program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10:00 ~ 10:30

등 록

10:30 ~ 10:40

개 회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에,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최근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구조의 변화가 중대한 사회경제적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
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인구학적 변동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미래에 큰 도전이

가운데,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Industry 4.0과 같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변화 속에

Opening Session

■

■ 개회사: 이호근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전북대학교)

■

■ 환영사: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0:40 ~ 11:50

■
■

사회적 양극화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 속에 노동·복지체계의 재편과정에서

■ 발 제: 키쿠치 요시미(菊池 馨実) / 일본 와세다대학교

소득과 분배,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방과 보상, 새로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돌봄과

■ 토 론: 노상헌 / 서울시립대학교,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50 ~ 13:20

오찬 및 휴식

13:20 ~ 14:30

2 부 : 독일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

사회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있어서도 많은 사회통합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Luncheon

13:20 ~ 14:30

Session 2 :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Security Law in Germany
■

■ 사 회: 김상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대안 논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 발 제: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 / (전) 독일 예나대학교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사회보장법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나라인

■ 토 론: 박지순 / 고려대학교,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되는 분들을 모시고 사회보장법 최고의
학술 및 정책대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원 및 두 기관의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보장법 이론가

14:30 ~ 14:50

휴 식

14:50 ~ 16:00

3 부 :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

Coffee Break

14:50 ~ 16:00

Session 3 : Social Security Law in Activating Social Integration
■
■

■ 발 제: 전광석 / 연세대학교
■ 토 론: 강신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

2016. 10. 1.
한국 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이 호 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 하 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

■ 사 회: 이호근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전북대학교)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6:00 ~ 17:00

종합토론 및 폐회
■ 사 회: 이호근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전북대학교)
■ 토 론: 키쿠치 요시미(菊池 馨実) / 일본 와세다대학교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 / (전) 독일 예나대학교
전광석 / 연세대학교

Moderator: Sangho Kim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resenter: Eberhard Eichenhofer / Friedrich-Schiller University Jena
Discussants: Ji-Soon Park / Korea University
Ki Sun Kim / Korea Labor Institute

14:30 ~ 14:50

및 법·정책실무자, 유관기관의 관계 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에 대해 내실 있고, 격조 있는 사회보장법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Moderator: Seong-Tae Kang / Hanyang University
Presenter: Yoshimi Kikuchi / Waseda University
Discussants: Sang-Heon Roh / University of Seoul
Hyonjoo Le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1:50 ~ 13:20

■

함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적 과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Moderator: Jae-Hyung Do / Ewha Womans University
Opening Address: Ho-Geun Lee / Korean Social Security Law Association
Welcome Address: Hanam Phang / Korea Labor Institute
Session 1: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Security Law in Japan

10:40 ~ 11:50

1 부 :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
■ 사 회: 강성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석부회장(한양대학교)

이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관련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10:30 ~ 10:40

■ 진 행: 도재형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총무이사(이화여자대학교)

고용의 위기와, ‘적정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 등의 사회보장법적 과제는 물론, 고용서비스, 교육과 훈련의 촉진, 일-가정의 양립 등 관련

Registration

■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법과 정책의 가장 핵심적 이슈입니다. 글로벌하게 경제성장의

되고 있으며, 경제체제의 변화와 함께 ‘불완전 고용과 저임금 노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0:00 ~ 10:30

Moderator: Ho-Geun Lee / Korean Social Security Law Association
Presenter: Kwang Seok Cheon / Yonsei University
Discussants: Shin-wook Kang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eunju Kim / Korea Labor Institute
Round Table Discussion and Closing

16:00 ~ 17:00
■
■

Moderator: Ho-Geun Lee / Korean Social Security Law Association
Discussants: Yoshimi Kikuchi / Waseda University
Eberhard Eichenhofer / Friedrich-Schiller University Jena
Kwang Seok Cheon / Yonsei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