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SR 창단 4주년 기념 : 국제 경진대회․심포지엄
대학 사회공헌 국제 심포지엄 계획(안)
‘복지국가시대 대학 사회공헌의 역할’
담당센터(팀) :

Ⅰ
○

글로벌사회공헌단

사업개요
행사명: 대학 사회공헌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ISUSR)

○

주 제: 복지국가시대 대학사회공헌의 역할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era of Welfare State)

○

일 시: 2017.02.16.(목), 10:00-19:00
(※ 부대행사: 한국 대학사회공헌 활동전시)

○

장 소: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Hoam Convention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Ⅱ

주 최: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배경 및 필요성

○ 오늘날 한국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과
제를 안고 있다.
○ 특히 이러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의 자

발적 노력과 경제활동이 결합된 실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복지혼합(welfare mix)과 민관협력의 적극적 활용에 주
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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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학은 민간영역의 대표적 조직으로 지식자원과 인적자원을

사회공헌 실천을 통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
가 모형 구축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여 2013년 학

내 사회봉사 및 국제개발협력 기능을 통합하여‘서울대학교 글
로벌사회공헌단’을 본부직할 부속시설로 설립하고 창립기념
국제심포지엄으로 ‘대학의 사회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University Global Social Responsibility)’을
2014년 3월 개최하였다.
○ 이에 설립 4주년을 기념하여 복지국가 시대에 대학사회공헌 역

할에

주목하여‘대학

사회공헌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을 개최하며 대
학의 사회공헌의 의미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
고자 한다.

Ⅲ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주제별 세션
세션 1 : 적정기술
좌장 : 안성훈 (글로벌사회공헌단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
수련
- 각 대학별 사례 소개 : 각 20분
10:00-12:00

(1층)

1) 신선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션 2 : 서비스 러닝
좌장 : 박혜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서비스 러닝을 통한 대학사회공헌의 발전
Advancing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Service-Learning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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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
(1층)

Andrew Furco, Associate Professor, Organizational Leadership, Policy,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각 대학별 사례 소개 (SNU 외 2개 대학) : 각 20분
1) 박승호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2) 이재준 (서울시립대 교수혁신센터 연구교수)
3)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
세션 3 : 사회적 경제
좌장 :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학별 사례소개(SNU 외 2개 대학) : 각 20분
1)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동백
(1층)

2)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3) 박종연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전문위원)
호암교수

12:00-13:30 점심 식사

회관 본관

본 세션
좌장 :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국가시대 대학사회공헌의 역할 (30분)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era of Welfare State(30 min)

13:30-15:00

: Sven E O Hort, Linnuniversitet, Sweden
§

무궁화홀
(2층)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대학사회공헌 (30분)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in East Asian Welfare States (30 min)
: Jen-Der Lue, National Chung Cheng University, Taiwan

§

토론 : 20분

15:00-18:00 휴식
무궁화홀

18:00-18:30 SNU IGSR 2016 비전선포식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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