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대, 돌봄 논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25일, 제5회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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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하는 전문학술지이며 관련 학계 최다 논문 투고수, 게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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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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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0년 콜로키움의 주제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입니다. 

2020년 6월 초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 중 사망자 수도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빈부, 노소,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의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도 큽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버텨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든든한 상호돌봄체계의 구축없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감염병 대유행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라는 질문에 답해 보려 합니다. 감염문제로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 유행 

속 돌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까닭에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현장과 

학계로부터 모아진 지혜가 향후 많은 이들의 고통을 나누고 줄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0년 6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신 영 전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

사회 :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시간 내용

13:30~14:00

● 개회사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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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동영상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동영상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시상식 (제3회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상, 우수심사자상)

14:00~14:40

● 특별 강연

- “코로나19와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삶”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14:40~15:00 휴식

15:00~16:30

● 주제 발표

- “감염병 대유행 시기의 장애인 돌봄”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설에서의 감염병과 노인 돌봄” 

오향순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COVID-19, 아동이 직면한 또 다른 발달위기 대응의 진단과 과제”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16:30~18:00

● 토론

- 좌장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이민홍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장) 

※   발표자료는 행사당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kihasa.re.kr) 알림공간-행사정보 게시판과 

『보건사회연구』 학술지 홈페이지(https://kihasa.re.kr/hswr/) 학술행사-콜로키움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초청의 말씀

생중계 채널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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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1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거나

2                          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검색하시면 채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일       시 : 2020. 6. 25. (목) 13:30 ~ 18:00

주       최 :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개최 방식 : 인터넷 생중계

수어 통역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