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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복지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2012년 11월 5일(월) 09: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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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평화군축센터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후원 프레시안, 한겨레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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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

Division and Welfare
Toward A Participatory  

Peace-Welfare State

Monday, November 5, 09:30-18:00
E_Room Hall, E_Room Center

Organized by Kyung Hee Institute for Human Society (KIHS)

Institute for Participatory Society (IPS)

Social Welfare Committee of PSPD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SPD

Friedrich-Ebert-Stiftung (FES) Korea Office

Sponsored by PRESSian, The Hankyoreh Peace Institute

We are pleased to invite you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Division and Welfare: Toward A Participatory Peace-welfare 

State”co-organized by Friedrich-Ebert-Stiftung (FES) Korea 

Office, Kyung Hee Institute for Human Society (KIHS), Social 

Welfare Committee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Institute for Participatory Society (IPS) to be held on Novem-

ber 5, 2012 in Seoul.  

Over the past two years, heated debates on how to realize 

a welfare state in Korea have continued. However,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as a divided nation have been 

overlooked within these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Sym-

posium will provide a platform to share integrated perspec-

tives on building a peaceful welfare state. In this sympo-

sium, we will raise questions on how to realize a welfare 

society in a divided nation and discuss concrete solution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divided nation and 

welfare, welfare and peace, peace and democracy, and de-

mocracy and welfare. We will analyze various case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Germany which was once a 

divided nation, Sweden which is an example of universal 

welfare state, Japan seeking to establish a welfare state while 

heading for peace nation, and thd US facing a dilemma be-

tween security and welfare. From case analysis, we hope to 

formulate specific future strategies on how to create a civil,  

participatory peace-welfare state in Korea.

We sincerely invite you to be a part of this symposium.

October, 2012 

Prof. Seong-Ho Lim, Director of KIHS

Prof. Kyun Kim, Att. Suk-Tae Lee, Prof. Hyun-Back Chung, 

Ven. Chunghwa, Co-Representative of PSPD

Christoph Pohlmann, Resident Representative of FES Korea

● INVITATION ● 주최단체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홀 B1)

마포대교

● 9호선 국회의사당역

●

5호선
여의도역

서강대교

국회의사당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02-961-0201 kihs.khu.ac.kr

참여사회연구소 

02-764-9581, 02-6712-5249 www.ips.re.kr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ww.peoplepower21.org/Welfare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www.peoplepower21.org/Peace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02-745-5648 www.fes-korea.org

● 행사장 오시는 길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5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이룸홀(지하 1층) ☎02-3433-0600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

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평화군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는 2012년 11월 5일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를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의 복지국가 논쟁에서 제대로 검토하

지 못했던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실에 주목하여 한국형 복지

국가 건설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분단과 복지, 복지와 평화, 평

화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을 모색하며“한국 사회의 미래 국가 전략: 시민참여형 평화복

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분단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하여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

로 꼽히는 스웨덴, 평화국가의 도정에서 복지국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 안보와 복지의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있는 미국의 

사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모쪼록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원장 임성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청화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크리스토프 폴만 

등록 Registration 09:30-10:00

개회 Opening Ceremony 10:00-10:30

인사말 임성호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원장,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Seong-Ho Lim Director of KIHS,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Korea  
Christoph Pohlmann Resident Representative of FES Korea
Hyun-Back Chung Co-Representative of PSPD,  
Professor, Dep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Welcoming 
Remarks

1부 Session 1 10:30-12:00

사회자 임성호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원장,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Seong-Ho Lim Director of KIHS,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Korea  

 Moderator

발표1 독일: 통독과정에서 복지국가 실현과 유럽통합에서 독일의 역할
기외르기 스첼 오스나브뤼크대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Germany: Case study on realizing a welfare state as a 
divided nation and the role of European integration
György Széll Professor Emeritus, Faculty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Osnabrück, Germany

Presentation 1

발표2 스웨덴: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과 평화국가 
스벤 호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weden: The ‘Swedish Model’ as a flawless welfare and 
peace state?
Sven E. Olsson-Hor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2

휴식  Break  12:00-13:30

2부   Session 2   13:30-15:00

사회자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Heung-Seek Cho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oderator

발표3 일본: 평화국가로 가는 길목에서의 복지국가 모색 
스미자와 히로키 일본여대 가정경제학과 교수

Japa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pursuing a welfare 
state while claiming to be a peaceful state
Hiroki Sumizawa Professor, Dept. of Social and Family Economy, 
Japan Women’s University, Japan

Presentation 3

발표4 미국: 안보와 복지, 균형과 딜레마 
웨슬리 위드마이어 호주 그리피스대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USA: From the ‘New Deal’ to a ‘security state’? The dilemma 
and pitfalls of how to balance social spending and the US 
hegemonic role in global affairs
Wesley Widmaier Senior Research Fellow, Griffith Asia Institute,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Presentation 4

휴식 Break 15:00-15:20

3부 Session 3   15:20-18:00

사회자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Hyun-Back Chung Co-Representative of PSPD,  
Professor, Dep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Moderator

발표5 한국: 분단을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Korea: Toward a Peace-welfare state beyond a divided 
nation
Dong-Chun Kim Professor, Faculty of Social Sciences,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5

지정토론 장준호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Jun-Ho Chang Professor, Dept. of Ethic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Yeon-Myung K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Korea   
Nam-Ju Lee Professor, Dept. of Chinese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Panel 
Discussion

종합토론 Plenary Discussion

● 초대의 글 ● 순서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