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NGO학회·(사)시민운동정보센터 공동주최 특별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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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대중교통안내
■

■

지하철 :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이용
중앙선 회기역 1번 출구 이용

버스 : 경희의료원 하차 마을버스 01(회기역 1번 출구 앞)
경희대 입구 하차 273, 201
경희중고 하차 120, 147, 261, 273, 1222

■
■
■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341호
Tel : 02-3299-8709

■
■

일
장

시 : 2019년 12월 6일 오후 2시~6시

소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

공동주최 : (사)한국NGO학회, (사)시민운동정보센터
후

대

원 : 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시민사회신문

상 : (사)한국NGO학회 및 (사)시민운동정보센터 회원,

경희대·경희사이버대 학생 및 일반시민

초대의
말씀

학술회의
프로그램

금년은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30여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
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사회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한국시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NGO학회와 시민운동정보센터는 공동으로 “한국 시민운동 30

년: 과거·현재·미래” 라는 주제로 특별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
난 30년의 시민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음미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한

국정치사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시민운동을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조

14:00〜14:30 | 등록

14:30〜15:00 | 개회식

사 회 | 이종식 (시민운동정보센터 연구위원)

개회사 | 서유경 (한국NGO학회장, 경희사이버대 교수)
환영사 | 변창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격려사 | 김영래 (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 한국NGO학회 고문)
축 사 | 설동본 (시민사회신문 대표)

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대합니다.

15:00〜17:20 | 제1회의: 한국시민운동 30년: 과거·현재·미래

기고자 <한국민간단체 총람>과 <한국시민사회연감> 등을 발간, 역사를 기록해

발 표1 | 이나미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교수)

그동안 시민운동정보센터는 우리사회의 시민운동에 대한 기록을 발자취로 남

왔습니다. 한국NGO학회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실사구시의 정신 하에 NGO학
의 정립과 시민운동과의 다각적인 연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학

문적 성과는 학회지인 <NGO연구>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을 통해 한국 시민운동의

사 회 | 장수찬 (목원대 교수, 한국NGO학회 고문)
“한국시민운동: 과거”

발 표2 | 권영태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수석연구원)
“한국시민운동: 현재”

발 표3 | 차명제 (한일장신대 교수)
“한국시민운동: 미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토 론

감사합니다.

토 론2 | 문은숙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12

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 김영래
한국NGO학회 회 장 서유경

토 론1 |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3 |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

토 론4 | 윤기석 (충남대 국가정책연구소 교수)
17:20~17:30 | 휴식

17:30〜18:00 | 제2회의 : 총회
18:00〜19:30 | 폐회 및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