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일시 2014년 6월 13일(금) 13:00~17:30

■

장소 코엑스 COEX 3층 회의실 NO.318

■

주최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이제 계절은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에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많은 부분에 있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선진국의 모형 중 고부담ㆍ고복지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저부담ㆍ저복지로
가야 하는지, 또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길이 있는 것인지를 두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안 제시가 보건복지의 방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성공한 사례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 컨퍼런스의 주제입니다.
즉 이제 사회대타협 자체보다는 사회대타협을 창출하는 능력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 자체와 부를 생산하는 생산력을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부를
거의 모두 상실한 독일과 일본은 부를 생산하는 능력인 생산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패전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 자체보다 부를 생산하는 생산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 가지로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이 있는 사회는 갈등이 계속 밀려와도 이에 대해 계속적인 대처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이 없는 사회는 운 좋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대타협에 성공할 수는 있어도 계속 밀려오는 갈등에 제대로 된 대처를 계속하기가 어려워 궁극
적으로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컨퍼런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첫 번째 논의의 장입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과
같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로그램

최병호

오시는 길 Ⅰ서울 코엑스COEX 3층 회의실No.318
세부내용

시간
13:00~13:30

등록 / 준비

13:30~13:40

개회

COEX 본관

인사말씀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13:40~14:55

2 호선 삼성역

세션Ⅰ :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 사례
좌장 : 안재흥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1 :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 스웨덴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
최연혁 쇠데르턴대학 정치학과 교수
발표 3 : 네덜란드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
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4:55~15:05

▶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 6번 출구와 직접 연결된
통로로 진입, 밀레니엄 광장을 통하여 코엑스몰로 진입

휴식
● 버스

15:05~16:20

세션Ⅱ :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
좌장 : 안재흥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1 : 이탈리아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
김종법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발표 2 : 독일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삼성역 5번출 구) 앞
Blue
Green
Yellow
Limousine

146, 341, 360, 730
3411, 4434
41
6000

● 승용차

수도권_강남역 방면

발표 3 : 일본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국제종합과학부 교수
16:20~17:30

토론 : 김순양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네모토 마사쯔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테헤란로 삼성동 방면으로 직진, 삼성역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현대백화점 끼고 우회전,
전방 200m 우측에 있는 Gate3(서문)을 통하여 옥상 및 지하주차장(오크우드 호텔
지하쪽)으로 진입

지방_경부고속도로 방면
서울 방향으로 진행, 양재 인터체인지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방향으로 직진, 삼성
병원 전 영동대교 방향 좌회전, 삼성역 사거리 지나 코엑스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직진
방향 100m 우측에 있는 Gate2(남문) 또는 Gate5(동문2)으로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