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2015서울민주주의포럼

2015. 10.

□

포럼 세부 내용

※ 세부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세부 일정은 변경가능
,

Day

Program

Time
08:00-09:20

VIP tea time

08:30-09:30

참가자 등록
개막식

10:00-10:30

◦
◦
◦
◦

환영사: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축사: 김용태 국회의원
축사: 김경성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축사: 마티아스 주 주한스웨덴대사관 (참사관)공관차석

기획세션
주제: 아시아 민주주의 진단 - 위기인가 전환인가

10:30-12:30

12:30-14:00

◦ 기조발제 1. 토노히라 요시히코 (강제노동희생자추도,유골봉환위원회 공동대표):
아시아민주주의의 전환을 향한 역사적 성찰
◦ 기조발제 2. 스테판 린드버그(스웨덴예테보리대학교 교수,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대표) - 아시아를 둘러싼 민주주의의 한계와 과제들
◦ 사례발표 1. 베르나 비하자르(필리핀) - 이주노동자와 민주주의
◦ 사례발표 2. 보나짓 후세인 (인도)- 사회적 안전망과 민주주의
◦ 사례발표 3. 프램루디 다로웅(태국) - 개발협력과 민주주의

점심식사
특집 세션 1.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통한
민주주의 진단

10/21
(수)

특집 세션 2.
기억과 기념운동으로 보는
민주주의

1부. 변화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

14:00-17:00

-

사회: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한국)
발표 1.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한국)
발표 2. 클레어 베리아 (필리핀 국립대학교,
필리핀)
발표 3. 욜란다 판짓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인도네시아)
발표 4. 앤드류 아리아 (사라왁 대학교,
말레이시아)
발표 5. 나루에몬 따브츔폰 (출라롱콘 대학교,
태국)
발표 6. 나빈 찬데르 (뉴델리 대학교, 인도)
발표 7. 힝신 랴오 (세신대학교, 대만)
토론:
패널 1. 스테판 린드버그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대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패널 2. 박종민 (아시아바로미터, 고려대학교)

-

-

사회: 류석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총론: 김동춘
(역사문제연구소/성공회대학교)
사례발표 1. 토노히라 요시히코
(강제노동희생자추도,유골봉환위원회
공동대표)
사례발표 2. 정내위 (대만
2.28기념재단)
사례발표 3.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대표)
사례발표 4.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부. : 지표에 담긴 민주주의, 지표를 넘어선
민주주의
- 사회: 이기웅 (성공회대학교, 한국)
- 발표 1. 스테판 린드버그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대표, 괴텐베르그대학교, 스웨덴)
- 발표 2. 박종민 (아시아바로미터, 고려대학교)

17:00-18:00
18:00-

10/22

10:00-12:30

티타임 및 네트워킹
환영만찬
현장세션 1.

시민교육 1.

- 2 -

생활과 민주주의 Ⅰ- 마을과
민주주의
- 사회: 이승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발표 1. 공동체경제,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
- 오김현주(마포 민중의 집 대표)

-

발표 2. 노동,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 - 강
상구(구로 민중의 집 대표)

-

발표 3. 협동조합,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 정원각(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

스웨덴 시민교육을 말하다
- 사회: 김윤철 (경희대학교)
- 발제 1. 헬렌리세 (스톡홀름 메드보르
가르스콜란 서클장, 스웨덴)
- 발제 2. 프린다 멜빈 (ABF 예테보리
교육개발 이사, 스웨덴)
- 토론:
- 패널 1. 조철민 (한일장신대학교)
- 패널 2. 주은경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원장)
- 질문과 답변

발표 4. 마을의 공동자원 활용, 취약계층
지원, 미디어를 통한 주민자치 등 생활 민
주주의 - 선기영(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센터)

- 토론:
- 패널 1.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12:30-14:00

(목)

14:00-17:00

점심 식사
현장세션 2.
생활과 민주주의 Ⅱ- 민주주의와
ODA

시민교육 2.
시민교육의 지역전환과 새로운
플랫폼

- 사 회: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발제 1. ODA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한재광 (ODA워치)
- 발제 2. ODA의 군사화가 아시아 평화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이미현 (참여연대)
- 발제 3. 한국ODA와 아시아 민주주의 이선재 (AVAN 코디네이터)
- 발제 4. ODA와 메콩개발, 위협받는
민주주의와 인권 - 프램루디 다로옹
(생태복원재단, 태국)
- 토 론:
- 패 널 1. 김소연 (서강대학교)
- 패 널 2.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 패 널 3. 베르나 비하자르 (필리핀
국립대학교, 필리핀)

1부 발표
- 사회. 이호룡
- 발제 1. 지역전환과 새로운 플랫폼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 발제 2. 한국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발제 3. 지역사회의 현실 - 하승우 (옥천자치와
공생의 삶)
- 발제 4. 새로운 시대의 의사소통 - 이창림 (더
체인지)
- 발제 5. 중간지원조직에서의 시민교육 활동과
지역 내 허브 역할 - 김미란 (광명평생학습관)
- 발제 6. 지역 사회 시민교육과 공교육의 만남 조정림 (마산YMCA)

네트워크 파티
17:00-

10/23
(금)

◦ 주요 논의 내용 및 협력과제 발표
◦ 폐회사
◦ 만찬

해외참가자 출국
◦ 외국인 참가자 DMZ버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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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조별 토론
- 사회.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 조별토론 주제
토론 1. 플랫폼과 그것을 위한 지역 내 허브
구성 방식
토론 2. 지역사회 시민교육과 공교육의 만남을
위한 상상과 조건
- 플랫폼 결과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