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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첫째 날 - 10월 13일 (금요일)
시간/장소 일   정

09:00 ~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서울여성플라자 1층 로비)

방법론 강의 시청각실

09:30 ~ 12:00 사회과학방법론과 그랜저 패널분석의 이해와 적용
공동주최기관 세션
자유 세션

아트홀 세미나실2

09:30 ~ 10:50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성평등 정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유주제Ⅰ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
10:50 ~ 11:00 휴식

공동주최기관 세션 아트홀 회의실 다목적실

11:00 ~ 12:20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사회 젠더 격차와 
해소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OECD국가의 사회적 타협과 
복지국가의 다양성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12:20 ~ 13:10 점심식사(대식당)

개회식 아트홀

13:10 ~ 15:10

개  회  사: 이상은(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축        사: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익현(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나성웅(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본부장),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기조강연: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구인회(서울대)

15:10 ~ 15:20 휴식

기획 세션
분과 세션

공동주최기관 세션
아트홀 회의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15:20 ~ 16:50
기획주제Ⅰ

외환위기 이후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기획주제Ⅱ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장기적 변화

기획주제Ⅲ

복지재정과 소득재분배: 
미래를 위한 반추(反芻)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전략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복지법제학회)

16:50 ~ 17:00 휴식

분과 세션 아트홀 회의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17:00 ~ 18:30
소득주도성장론과 
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격차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한국사회보장학회)

외환위기 전후(前後) 
20년 한국복지체제: 
사회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사회적 경제,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는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8:30 ~ 20:00 저녁만찬(국제회의장)

둘째 날 - 10월 14일 (토요일)
자유 세션 아트컬리지2 아트컬리지3 아트컬리지4

09:00 ~ 10:20 
자유주제Ⅱ

기타

자유주제Ⅲ 
일-가족 양립

자유주제Ⅳ

사회서비스/복지체제
10:20 ~ 10:30 휴  식
분과 세션

공동주최기관 세션
자유 세션 

시청각실 아트컬리지2 아트컬리지3 아트컬리지4 아트컬리지5

10:30 ~ 11:50

외환위기 이후 한국 
건강보장 체계 발전의 

명과 암
(건강정책학회)

자유주제Ⅴ

인구변화, 사회보장 
그리고 재정

자유주제Ⅵ

빈곤

자유주제Ⅶ

연금/소득보장

노동세계의 
변화와 사회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1:50 ~ 12:00 휴식

패널토론 시청각실

12:00 ~ 13:00 새정부에게 바라는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폐막식 시청각실

13:00 경품추첨 및 폐막식

초대의 글

안녕하세요?

어느새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설레임은 
좀 둔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보다 안정화된 기반위에서 더욱 성숙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사회정책 분야의 6개 학회와 8개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논의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의 주제는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입니다. 한국사회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 볼때,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문제 중의 하나는 불평등과 격차 
확대 문제입니다.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학회들은 기본적으로 불평등과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제시해야할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는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문제는 한 두가지의 정책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소득보장, 의료, 
주택,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조세, 노동, 기업, 시장질서 등의 경제정책이 
같이 결합되어 종합적인 사회 경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들을 부문별로 또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기획주제 세션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유주제 발표들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작년까지는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를 주로 오송에 있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로 옮겨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가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20년의 사회정책 노력들을 되돌아 보고, 
한국사회의 불평 등과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들을 같이 고민하는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10월 13-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상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김교성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송다영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구인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허    선
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최승원
건강정책학회 이사장   임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상호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익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김성숙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전홍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승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명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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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강의
(09:30~12:00)

방법론 강의
장소      시청각실
사회      허용창(계명대)

발표      김윤영(인천발전연구원)
사회과학방법론과 그랜저 패널분석의 이해와 적용

공동주최기관 
세션

자유 세션
(09:30~10:50)

공동주최기관세션Ⅰ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성평등 정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소      아트홀
좌장      송다영(인천대)

발표1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와 성평등 노동정책

토론      최윤선(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발표2    신하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여성의 일 경험과 일자리: 서울시 청년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3    오나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안전, 안심과 행복 그 너머를 말하려면
토론      박신연숙(풀뿌리여성센터바람)
발표4    강희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안전? 여성을 위한 안전? 
토론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자유주제Ⅰ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

장소      세미나실2
좌장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발표1    전병유(한신대)
87년 이후 한국의 성장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델의 모색

토론      조영철(고려대)
발표2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정치의 전개와 전망
토론      권혁용(고려대)

휴식 (10:50~11:00)

공동주최기관 
세션

(11:00~12:00)

공동주최기관세션Ⅱ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장소      아트홀
좌장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공동주최기관 
세션

(11:00~12:00)

발표1    윤홍식(인하대), 이주하(동국대), 김승연(서울연구원),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론      최영(중앙대)
발표2    김승연(서울연구원), 장동열(서울연구원)

복지분권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      김성욱(호서대)
발표3    이수영(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예산 분석: 지방정부 배분대응성(allocation responsiveness)
관점을 중심으로

토론      정창훈(인하대)

공동주최기관세션Ⅲ 한국사회 젠더 격차와 해소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소      회의실
좌장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1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보장성 비교 연구: 초기 양육기 가족급여 시뮬레이션 분석

토론      김수정(동아대)
발표2    김소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구조 전환과 가족친화 인프라 조성
토론      이선형(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발표3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재생산 행위에서의 젠더 격차와 건강 영향
토론      김영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기관세션Ⅳ OECD국가의 사회적 타협과 복지국가의 다양성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장소      다목적실
좌장      권순미(고용노동연수원)

발표1    안종순(고려대)
Politics of social pact and income security in OECD countries

토론      홍이진(연세대)
발표2    김도균(경기연구원)

한국과 일본 작은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토론      김회성(연세대)

점심식사
(12:20~13:10)

대식당

첫째 날 10월 13일(금요일)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76

개회식
13:10~15:10

개  회  사   이상은(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축         사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장), 나성웅(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본부장), 강경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기조강연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구인회(서울대)
사         회    허용창(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총무위원장)

휴식 (15:10~15:20)

기획 세션
분과 세션
공동주최기관 
세션

(15:20~16:50)

기획주제Ⅰ 외환위기 이후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장소      아트홀
좌장      허선(순천향대)

발표1    김교성(중앙대)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토론      김진욱(서강대)
발표2    김보영(영남대)

시장기제를 통한 제도화와 보편화,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      양난주(대구대)

기획주제Ⅱ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장기적 변화

장소      회의실
좌장      박태주(노사정위원회)

발표1    전병유(한신대),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87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토론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2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

87년 노동체제의 변화와 대안 모델의 모색
토론      이용갑(인천발전연구원)

기획주제Ⅲ 복지재정과 소득재분배: 미래를 위한 반추(反芻)

장소      시청각실
좌장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발표1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의 복지재정과 정책과제

토론      김회성(연세대)
발표2    정세은(충남대)

소득재분배의 소비확대 효과
토론      김태일(고려대)

기획 세션
분과 세션
공동주최기관 
세션

(15:20~16:50)

분과주제Ⅰ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전략
(한국법제연구원/사회복지법제학회)

장소            다목적실
전체사회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발표1    김대인(이화여대)
영유아 보조금법제의 발전방안

발표2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을 통한 격차해소 법제전략: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발표3    황미경(서울기독대), 김광병(청운대)
평생사회안전망시대, 취약계층의 권리: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

종합토론 

좌장      이승기(성신여대)
토론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한국법제연구원), 김영미(사회자본연구원), 

김수정(부산가톨릭대)

휴식 (16:50~17:00)

분과 세션
(17:00~18:30)

분과주제Ⅱ 소득주도성장론과 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장소      아트홀
좌장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발표1    홍경준(성균관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사회정책 방향,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2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주도성장론과 소득재분배정책

발표3    김연명(중앙대)
소득주도성장론과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

토론      서정희(군산대), 백승호(가톨릭대)

분과주제Ⅲ 격차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한국사회보장학회)

장소      회의실
좌장      양재진(연세대)

발표1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사회적 이동성과 교육 격차: 진단과 처방

첫째 날 10월 13일(금요일)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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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세션
(17:00~18:30)

토론      김영철(서강대)
발표2    남기곤(한밭대)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토론      장수명(한국교원대)

분과주제Ⅳ 외환위기 전후(前後) 20년 한국복지체제: 사회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장소      시청각실
좌장      이호근(전북대)

발표1    남찬섭(동아대)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토론      이영수(인천대)
발표2    윤홍식(인하대)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2: 외환위기 이후 상향적 선별주의 
복지체제의 강화와 지속

토론      은민수(경기대)
발표3    김성욱(호서대),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외환위기 20년, 한국 복지체제의 가구 내 실현
토론      석재은(한림대)

분과주제Ⅴ 사회적 경제,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는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장소      다목적실
좌장      이주하(동국대)

발표1    정무권(연세대)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발표2    유현종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혁신

토론       김남희(참여연대), 김학실(충북대), 이주희(이화여대),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저녁만찬
(18:30~20:00)

장소      국제회의장

첫째  날 10월 13일(금요일) 둘째 날 10월 14일(토요일)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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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세션
(09:00~10:20)

자유주제Ⅱ기타 

장소      아트컬리지2
좌장      차선자(전남대)

발표1    김이배(광주복지재단)
 지역단위 복지공동체 발전요인의 탐색: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2    장경찬(변호사 장경찬법률사무소)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법 시행, 집행

발표3    정지웅(배재대)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       김태동(김포대), 김태호(서울대), 장선미(이화여대),  
서선영(국회입법조사처)

자유주제Ⅲ 일-가족 양립

장소      아트컬리지3
좌장      김진욱(서강대)

발표1    강상준(서강대), 김진욱(서강대)
  좋은 아버지는 양성평등적인 기업과 사회와 정부가 만든다 : 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상사 · 동료 지원을 통해 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

발표2    권진(서강대), 김진욱(서강대)
 한국 기혼남성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 
 – 일 · 가족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3    박은영(서강대), 김진욱(서강대)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일-가정 균형이 자녀-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토론      최영준(연세대), 이승윤(이화여대)

자유주제Ⅳ 사회서비스/복지체제

장소      아트컬리지4
좌장      최혜지(서울여대)

발표1    함선유(서울대), 권현지(서울대)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 기제 연구

토론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발표2    서정희(군산대), 백승호(가톨릭대)

 탈노동 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토론      이건민(서울대)

휴식 (1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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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세션
공동주최기관 
세션

자유 세션 
(10:30~11:50)

분과주제Ⅵ 외환위기 이후 한국 건강보장 체계 발전의 명과 암
(건강정책학회)

장소      시청각실
좌장      임준(가천대)

발표1    김선(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명과 암

토론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발표2    박지은(한국한의학연구원)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명과 암
토론      전수경(노동건강연대)
발표3    이용재(호서대)

의료급여제도 발전의 명과 암, 개혁과제
토론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자유주제Ⅴ 인구변화, 사회보장 그리고 재정

장소      아트컬리지2
좌장      송원근(경남과기대)

발표1    류재린(고려대), 권혁진(경남과기대)
공적연금의 급여 적절성 제고 방안 :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강화를 중심으로

토론      정인영(국민연금연구원)
발표2    박유성(고려대), 김균(고려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토론      김승연(서울연구원)
발표3    송해련(고려대), 이선미(고려대)

수정 총부양비로 본 인구정책 대안의 검토; 출산율, 정년보장 기간연장,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토론      최슬기(KDI정책대학원)
발표4    송원근(경남과기대), 조영철(고려대)

우리나라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전략 방향
토론      이주하(동국대)

자유세션Ⅵ 빈곤
장소      아트컬리지3
좌장      손병돈(평택대)

발표1     경승구(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인천발전연구원), 현혜림(인천발전연구원)
자활사업 참가자 취 · 창업 의지 영향 요인 분석 : 인천지역 중심으로

토론      이원익(부산대)
발표2    김성욱(호서대), 장동열(서울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과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간 소득범주 불일치에 따른 제도효과 모의분석

분과 세션
공동주최기관 
세션

자유 세션 
(10:30~11:50)

토론      김은하(사회보장정보원)
발표3    이승윤(이화여대), 김기태(이화여대)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토론      조준용(한림대)

자유주제Ⅶ 연금/소득보장

장소      아트컬리지4
좌장      양재진(연세대)

발표1    허수정(서울대), 이석원(서울대)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토론      민효상(경기복지재단)
발표2    은민수(경기대)

뉴질랜드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거정치
토론      최성은(연세대)
발표3    김혜진(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수급과 사적이전지출과의 관계
토론      정의룡(한국교통대)
 

공동주최기관세션Ⅴ 노동세계의 변화와 사회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장소      아트컬리지5
좌장      정무권(연세대)

발표1    강성태(한양대) 
새로운 노동법제의 구상

토론      이호근(전북대)
발표2    정흥준(한국노동연구원)

아웃소싱의 배반: 한국기업의 아웃소싱 매커니즘 분석
토론      전병유(한신대)
발표3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유형의 다양화와 사회보험의 미래
토론      최영준(연세대)

휴식 (11:50~12:00)

패널토론
(12:00~13:00)

새정부에게 바라는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장    소  시청각실
사회자  이상은(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토론자   김교성(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송다영(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김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 수석부회장), 허선(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최승원(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임준(건강정책학회 이사장)

폐막식
(13:00)

장소      시청각실

둘째 날 10월 14일(토요일)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1312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345-1)

▣ 승용차 이용 시
•강남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강남역 → 현충로 → 노량진 → 영등포 고등학교 방면 좌회전 →  

E편한 세상 방면 우회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의도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여의도 → 경인로 → 시흥 방면 공군화관 앞 유턴 →  
여성가족재단 방면 우회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항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올림픽대로 → 영등포 로터리 → 대방역 → (구) 미군건물 옆 골목 
우회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흥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시흥IC → 보라매역 → 대방역 방면 → 여성가족재단 방면 우회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차안내
•요일제 참여 주차장 : 2007년 7월부터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은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및 타지역(5부제) 요일별 끝번호 통제 - 금 (5,0)

기본요금 30분 30분 초과시 1시간

1,000원 1,000원 2,000원

※1일 주차요금 상한가는 10,000원 입니다.
※대관(행사)이용객 50%감면 (예약실에서 주차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안내

▣ 학술대회 접수 안내
•10월 13일(금) 오전 9시부터 서울시여성플라자 1층 로비(아트홀 앞) 접수처에서 참가 확인 후 
자료집과 명찰 등을 배부하여 드립니다.

내용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3만원 5만원

대학(원)생 1만원 2만원

후원기관 소속 무료 무료

사전등록할인은 10월 8일(일)까지 접수하시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0월 8일 이후 등록 시 학술대회 당일인 금요일 및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요일 점심 및 저녁 만찬(뷔페)을 제공합니다.

▣ 사전등록
•계좌안내: 우리은행(1005-403-128929),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사전접수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 명의가 다른 경우,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이메일(ksocialpolicy@hanmail.net)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접수신청은 아래 URL로 접속하여, 작성 후 반드시 ‘제출’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사전접수신청 사이트: https://goo.gl/forms/RzVYqqleJO3btUnm1

▣ 현장등록
•서울여성플라자 1층 로비(아트홀 앞)

▣ 숙박안내

개실 타입 비용

한실 2인실 1인당 20,000원

양실 2인실 1인당 30,000원

※   조식과 토요일 중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확보 가능한 서울여성플라자의 객실이 적어 숙박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   수용 인원이 초과되어 방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안내
•현장에서 배부하는 자료집은 요약본입니다. 
•자료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홈페이지(www.ksocialpolicy.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2017년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연락처: 박병현 총괄간사(010-9995-8162), 전세진 간사(010-2998-0409)
•이메일: ksocialpolicy@hanmail.net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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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숭실대학교 교수)
김교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송다영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인천대학교 교수)
구인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허     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순천향대학교 교수)
최승원  (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상일 (건강정책학회 회장, 울산대학교 교수)

허용창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총무위원장, 계명대학교 교수)
김성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총무위원장, 호서대학교 교수)
이승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용호  (한국사회정책학회 총무위원장, 인천대학교 교수)
양난주  (한국사회정책학회 연구위원장, 대구대학교 교수)
백승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총무위원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홍영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상명대학교 교수)
이주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기획분과위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연구위원장, 서강대학교 교수)
윤석진  (사회복지법제학회 총무이사, 강남대학교 교수)
이승기  (사회복지법제학회 총무이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배유진  (사회복지법제학회 지식분과이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임     준  (건강정책학회 이사장, 가천대학교 교수)
이희영  (건강정책학회 총무이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     선  (건강정책학회 학술이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김승섭  (건강정책학회 학술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박병현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총괄간사, 숭실대학교 석사과정)
전세진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간사, 숭실대학교 석사과정)
황은정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사,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김요은  (한국사회정책학회 간사, 인천대학교 학사과정)
김상우  (한국사회보장학회 간사,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김아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상명대학교 석사과정)
하민정  (사회복지법제학회 간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수료)
성윤희  (사회복지법제학회 간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수료)
이진영  (건강정책학회 총무간사,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이현숙  (건강정책학회 총무간사,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1호선 대방역 하차 → 3번 출구 → 좌측 골목 50m 위치

▣ 버스 이용 시
•마을버스 : 동작01, 동작05, 동작05-1, 동작08, 동작12, 동작13, 영등포10, 영등포11
•지선버스 : 5531, 5534, 5623, 5633, 6211, 6411, 6513, 6514, 6515, 6516
•간선버스 : 150, 153, 360, 362, 461, 462, 505, 507, 605, 640, 641, 650, 753
•광역버스 : 9408, 5609
•공항버스 : 6017, 6019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www.ksocialpolicy.com
이메일: ksocialpolic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