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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통찰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시계로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4회 인문·사회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이 인구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 자율,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일정 · 개최 계획

일시장소 주제 발표자 토론자

1회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룸 백두

20.6.9.(화)
13:30

인구에 대한
사회문명사적 관점,

미래사회의 삶의 양식

박경숙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기봉 교수
(경기대학교 사학과)

이원재 교수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민태원 
(국민일보 기자)

송선경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대학원생)

2회

서울 드래곤시티
고구려룸

20.6.24.(수)
14:00

청년의 삶

남재량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최종렬 교수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임유진
(인구보건복지협회 청년이사)

3회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

20.7.8.(수)
14:00

변화되는 젠더, 가족
그리고 친밀성

배은경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정미 교수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김중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윤진숙
(시민패널)

4회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

20.7.22.(수)
14:00

발전주의의 재구성-
교육, 노동, 복지, 삶의 공간

김희삼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김정섭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주
(매일경제 기자)

안성수
(번역가, 프리랜서)

5회
서울 드래곤시티

고구려룸

20.8.5.(수)
14:00 코로나 이후, 

당신의 삶 안녕하십니까

연구진 전원 및 시민패널 
공동 발표

연구진 전원 및 시민패널
공동 토론

온라인 방청 안내

콜로키움 온라인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콜로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 접수 : 각 회차별 행사 하루 전까지 접수 가능
콜로키움 홈페이지 : www.colloquium2020info.com 

[방청 사전접수 방법]



·한국사회 압축적 성장

·개발주의의 고고학

·심화되는 경제적 불공정

발표자

토론자

발전주의의 재구성 - 교육, 노동, 복지, 삶의 공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명예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 번역가·프리랜서 안성수

행사 소개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

2020년 7월 22일(수) 14:00~17:30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광화문 인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

포럼 주제

일시·장소

·삶의 불안과 초물질주의·초경쟁

·독립/자율, 다양성

·돌봄, 상생, 평화의 조건

행사 일정

개회사 14:00 ~ 14:05 (5분)
포럼 개회 선언
- 사회자(김이선 조교)

발표 1 14:05 ~ 14:55 (50분)

휴식

휴식

휴식 14:55 ~ 15:05 (10분)

한국사회의 재생산 위기에 관한 10가지 이야기
-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발표 2 15:05 ~ 15:55 (50분)

휴식 15:55 ~ 16:05 (10분)

저출생·고령화 시대,
저밀도 농촌 지역사회의 경험과 선취에 관하여
- 김정섭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 박경숙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김미곤 명예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재량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김연주 기자(매일경제)

- 안성수(번역가·프리랜서) 

좌장

16:05 ~ 17:30 (85분)

시간 발표자 및 토론자 내용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71 G타워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
(신라스테이 광화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도보 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도보 5분)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도보 8분)
 

장소 안내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우
정
국
로

세
종
대
로

경복궁 사거리

종로

아동권리보장원 6층
(신라스테이 광화문)

조계사

종로구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화문 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