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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휴식 시간

제4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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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부터 
얻는 교훈

라운드테이블-1

파수꾼 민주주의와 참여적 파수꾼 민주주의와 참여적 
위험 협치의 연결

라운드테이블-2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공개 포럼  

라운드테이블-3, 제5세션

환영사 |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사회 |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 
1. 위험 거버넌스: 회복탄력성과 참여
   마크 베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교수, 미국)
2. 2. 침묵, 위험과 파국: 파수꾼 민주주의 사례
   존 킨 (시드니대학교 교수, 호주)

사회 |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발표 |
1. 서울서베이 2013-2014와 위험서베이 2012, 2015년을 통해 본 서울 시민의 위험인식
   심영희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2. 트위터 빅데이터 분석: 서울 재난의식의 지도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원장), 김기훈(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원장), 김기훈(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3. 서울 외국인 서베이 2011-2015: 이주민 쟁점과 잠재적 위험 요소
   이가람 (연세대학교 박사생)
토론 

사회 | 김환석 (국민대학교 교수)
발표 |
1.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트라우마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평가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트라우마: 안전 한국의 장애물
   조병희 (서울대학교 교수), 유명순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사회 | 심영희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발표 |
1. 유럽 위험협치 경험의 주요 발견
   질 캄파뇰로 (엑스-마르세유 대학교 교수, 프랑스)   질 캄파뇰로 (엑스-마르세유 대학교 교수, 프랑스)
2. 재난 관리에서 효율적 정보활용을 위한 정부-시민 파트너쉽: 미국 허리케인 경험
   오남경 (애크런대학교 교수, 미국)
3. 동아시아에서의 과거 극복의 정의와 화해: 하버드 대화모델과 갈등해결 사례조사를 통해 본 서울시에의 교훈
   브렌단 하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4. 중동의 메르스 관리가 서울시에 주는 교훈
   홍성극 (라스알카이마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아랍에미리트)
5. 5. 베이징 칭허의 사회 협치 실험
   쩡 루 (칭화대학교 교수, 중국)
6. 중국 사회 협치의 평가기준과 모형
   샤오 밍정 (북경대학교 교수, 중국)
토론

사회 |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마크 베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교수), 존 킨 (시드니대학교 교수), 심영희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마크 베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교수), 존 킨 (시드니대학교 교수), 심영희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질 캄파뇰로 (엑스-마르세유 대학교 교수), 오남경 (애크런대학교 교수), 김기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쩡 루 (칭화대학교 교수), 김환석 (국민대학교 교수)

파수꾼 민주주의와 참여적 위험 협치의 연결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참여적 위험 협치와 파수꾼 민주주의: 주요발견과 정책건의 (장소: 서울특별시청 대회의실)  ※ 세부 프로그램 별도

파수꾼 민주주의와 참여적 위험 협치의 연결, 자유토론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양관 16-1동 406호)

한상진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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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
참여적 위험 협치와 
파수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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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와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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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ovember (MON)  |  The Seoul Institute (Conference Hall)

24 November (TUE)  

25 November (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