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사회과학회 창립

30

주년 기념 학술대회

찾아오시는 길

초대장
포스트 메르켈 시대 독일의
정책 방향성과 한국적 함의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10:00~18:00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3층 HJ 비즈니스센터 강남점
주관: 한독사회과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3층 HJ 비즈니스센터 강남점

교통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하차 10번 출구 도보 6분
9호선: 삼성중앙역 하차 7번 출구 도보 14분
화상회의주소: https://us02web.zoom.us/j/83108390597

한독사회과학회

초대의 말씀

Program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겨울의 문턱에서 한독사회과학회가 3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하
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회는 1991년 창립되어서 한국과 독일에 관련된 학술세미
나와 학술연구를 지난 30년간 꾸준히 수행해왔습니다. 학술대회는 매년 1-2회를
개최하였고, 학술연구는 년 4회 발행되는 [한독사회과학논총]이라는 등재학술
지를 통해 수행해왔습니다. 그간의 학술세미나와 [한독사회과학논총]을 통해 민
주시민교육, 정치교육, 선거분석, 통일문제, 법제비교, 유럽통합, 노동, 교육 등 독
일과 한국의 다양한 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미나와 연구는 지난 30년간 한독사회과학회의 고유한 역사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한독사회과학회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독일에 대한 전
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학회입니다. 독일의 법학, 경제학, 문학과 관련한 학회가 있
지만, 한독사회과학회는 사회과학 전체에 열려있는 학술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한독사회과학회가 추구해왔던 철학은 “자유로운 학문적 소통”이었습
니다. 학문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희 학회는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독일
과 한국에 관련된 모든 학술 주제를 탐구하는데 열려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에
서, 학술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와 그러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연구자 또는
일반 시민의 지적 욕구를 이어주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듯, 저희 학회는 향후 30년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3일에 “포스트 메르켈 시대 독일의 정책 방향성과 한국적 함의”라
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9월에 치러졌던 독일 총선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 독일 총선에서 실시되었던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연구도 소개됩니다. 나아가 유럽 차원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역발
전 전략도 다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학술대회가 독일과 유럽의 최근 현황에 대
한 전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소통의 창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한국연구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다층거버넌스와지역발전전략:유럽사례의한국적함의”
제1세션
10:30
~
12:00
on off
병행

사회:지병근(조선대)
발제1: 장혜영(중앙대)
“영국지방분권이양협정(DevolutionDeals)의현황”
발제2: 안상욱(부경대)
“역대프랑스정부의탈중앙집권화추진과문제점”
토론: 한정택(부경대), 김애진(경상대), 이성봉(부경대),
이대희(부경대), 이정호(부경대)

개회식
13:30
~
14:00

개회사: 장준호(한독사회과학회장)
축 사: 옥미선(선거연수원장)

“2021독일총선과청소년대상민주시민교육”
사회: 김기은(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사무총장)

제2세션
14:00
~
15:30
on off
병행

발제1: 김상무(동국대)
“청소년대상민주시민교육사례연구”
발제2: 김주희(부경대)
“선거조언앱Wahl-O-Mat과민주시민교육”
토론: 차명제(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김경래(국민대),
안지호(고양시정연구원), 표광민(서울대)

휴식

15:30~15:50

“2021독일총선정책방향성과한국적함의”
제3세션

사회: 유임수(이화여대)

15:50
~
17:20

발제: 장준호(경인교대) “2021독일총선분석”

라운드
테이블

토론: 박길용(세명대), 김면회(한국외대), 최치원(고려대),
이종희(선거연수원), 남일우(강원대)
17:20 ~ 총회

한독사회과학회 회장 장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