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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의 향기가 전해지는 계절입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초점을 국민에게 두고 국민 주권,
국민과의 소통,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사회적 난제를 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사회혁신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3년부터 매년마다 국가승인통계인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갈등을 완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사회혁신의 과정에서 국민 연대감이 증대
되고 사회 포용력이 강화된다면 사회의 통합 수준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통합이 사회혁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 보고, 사회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것
입니다. 풍성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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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50

2. 사회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 론:금
 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배영수 통계청 통계개발원 원장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5:50~16:00

휴

식

Session Ⅱ _ [라운드 테이블] 사회혁신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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