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성한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26일, 제4회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보건사회연구』는 다양한 융합적 접근, 현장과 이론의 접목, 중앙 및 지역사회 연구의 결합 등을 

지향하는 전문학술지이며 최근 5년간 매년 147편 이상 논문이 투고 되고 있으며 관련 학계 최다 논문 

투고수, 게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용 지수는 2018년 현재, KCI IF 기준으로 사회과학일반 분야에서 

2위에 해당하는 등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출판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2016년부터 연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한국사회 보건ㆍ복지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집중 탐구하여 주요 정책 이슈의 아젠다화와 방향 제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 콜로키움의 주제는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입니다. 청년은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양육, 

주거를 위해 어떤 세대보다 많은 변화와 불안정성에 노출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청년고용률이 OECD 거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미래에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 하고 있는 비율은 64.7%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는 청년들의 부담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조직과 

문화도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청년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한국 청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여러 분야 청년 정책 전문가, 활동가분들의 발표 및 토론과 함께 특별히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라는 행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청년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관련 행정, 연구분야 전문가들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분야 학문과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풍성한 향연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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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신 영 전

초청의 말씀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 모색

2019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Colloquium

일시 : 2019. 6. 26.(수) 13:00 ~ 18: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주최 :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정보팀(044-287-8177, editor@kihasa.re.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교통편

5호선 광화문역    1, 8번 출구로 나와서 세종문회회관 방향으로 200m 지점 
7번 출구로 나와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300m 지점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로 나와서 광화문 방향 350m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세종대로 방향

※ 주차권 제공이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시간 내용

13:00~13:30 ● 등록

13:30~14:00

●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 : 신영전(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축   사 :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조흥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시상식: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14:00~15:40

【제1부】 한국 청년의 행복 현주소

● 발표

- “한국 청년의 행복 진단”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 청년의 다차원적 특성: 고용, 소득, 주거를 중심으로”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청년의 결혼, 출산, 육아의 변화: 1960~1980년 출생코호트 비교”

변금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청년의 정신건강: 두 나라 이야기”

장숙랑(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5:40~16:00 휴식

16:00~18:00

【제2부】 한국 청년의 행복 모색

● 토론(라운드 테이블)

- 좌장 :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강보배(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기현주(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배경택(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상임(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장)

최영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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