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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학회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407호)

한국시민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실천의 모색

교통안내
●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

중앙선 회기역 1번 출구

●

경희의료원 하차: 마을버스 01번(회기역 1번 출구 앞)

|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13:00~18:00

●

경희대 입구 하차: 273, 201번

| 장 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407호

●

경희중고 하차: 120, 147, 261, 273, 12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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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252-9837
Fax 070-7854-8119

| 주최 및 주관 |
| 후원 |

(사)한국NGO학회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초대의 글

프로그램
12:40-13:00

등록 및 인사

자부심 높은 한국시민사회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8일은 한국NGO학회가 창립된 지 꼭 20년이 되는

개회

매우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이에 한국NGO학회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시민사회의 연구자, 활동가, 후원자, 일반 시민

<제1부> 학술회의
개회식
사회 김정희(20주년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 부산대)

13:00-13:30

모두에게 두루 의미 있고 유익한 기념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회사 서유경(한국NGO학회 회장, 경희사이버대)
환영사 변창구(경희사이버대 총장)
축사
서왕진(서울연구원 원장)
김영래(한국NGO학회 고문)

제1세션

12월 8일 기념행사는 학술회의(대주제: ‘한국시민사회의 성찰과

발제1

새로운 실천의 모색’), 라운드테이블(주제: ‘NGO, NGO학, NGO학회-20년 회고와 전망’),

발제2

20주년 기념식과 축하 만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1부 학술회의의 제1세션에서는 시민
사회와 정치, 경제, 세대, 협치의 문제를 꼼꼼히 진단하게 될 것이며, 제2세션에서는 새로운

13:30-15:00

발제3

시민사회의 모색과 제도적·실천적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2부 라운드 테이블은 한국
NGO학회의 고문이신 공동창립자와 역대 회장이 함께 자리하여 학회의 지난 20년 활동을

발제4

회고하고 향후 학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성찰과 전망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토론

제3부 20주년 기념식에는 내외 귀빈께 학회 연혁과 20년 활동상을 보고하고 특별히 학회에
공헌하신 회원께 회원 모두의 감사함을 담아 공로패를 드리는 순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2세션
발제1

차제의 20주년 기념행사 준비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몇 분께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발제2

합니다. 우선 한국시민사회 생태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내적 성장의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 기꺼이 이 행사의 공동주최자가 돼 주신 서울연구원과 서왕진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

15:10-16:40

발제3

니다.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변창구 총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에도 감사드립
니다. 다음으로는 축사, 사회, 발제, 토론 등으로 이 뜻깊은 행사를 빛내 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발제4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국NGO학회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맡아 귀한

토론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신 서정훈, 김정희 공동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여
라도 행사 준비가 미흡했다면 그것은 모두 제 불찰이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8일, 바야흐로 성년기에 접어든 한국NGO학회는 더 나은 20년을 향해 힘찬

16:50-17:30

한국 및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성찰적 진단
사회 차명제(전 한일장신대)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시민사회와 정치 - 정치권의 승패논리에 포섭된 시민사회
전현경(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시민사회와 재정 - 시민단체의 재정 투명성
윤창원(서울디지털대)
시민사회와 세대 - 회원 참여 및 활동가 재생산 구조
서정훈(광주NGO센터 센터장)
시민사회와 협치 - 로컬 거버넌스의 표방과 실상
권정현(숙명여대)
권영태(소셜혁신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인규(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송경재(경희대)
새로운 시민사회의 모색과 제도적·실천적 과제
사회 박홍순(전 커뮤니티허브 공감 대표)
(서원대)
정상호
제도정치와 시민정치, 견제와 협력의 사이에서
정병순(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민주주의의 조건,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오수길(고려사이버대)
4차 산업혁명과 시민참여: 언택트와 로컬택트
오단이(숭실대)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과 세계시민
김희송(전남대)
김정희(부산대)
민병기(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성훈(경희대)
<제2부> 라운드 테이블
NGO, NGO학, NGO학회 - 20년 회고와 전망
사회 서유경(한국NGO학회 회장)

고문단(임현진, 김영래, 오재일, 박재묵, 손혁재, 장수찬, 박상필) 발제 및 상호토론

<제3부> 20주년 기념식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와 실천의 플랫폼

사회 서정훈(20주년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 광주NGO센터장)

으로서 한국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창의적 미래 비전 창출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30-18:00

2020년 12월
한국NGO학회 회장 서 유 경
18:10

환영사 서유경(한국NGO학회 회장)
기념사 임현진(한국NGO학회 고문, 창립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축사
양용희(한국NPO학회 회장)
학회 연혁 및 경과 보고 원준호(한국NGO학회 부회장, 한경대)
동영상 시청 “한국NGO학회 20주년의 발자취”
공로패 수여 / 기념촬영 / 폐회선언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