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일정

□ 2017년 11월 9일(목)



10:3011:00

등

11:0011:15

개회사 │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위원장 최병두
축 사 │ 국토교통부 장관(미정) / 전주시장/ LH 공사 사장(미정)

록

장기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집수리와 도시재생

사회 권오정 건국대

사회 김호철 단국대

사회 박학룡 장위도시재생센터

발제1 윤영호 LH대학

발제1 신현방,한윤애,신수현

발제1 김미정 두꺼비 하우징
- 도시재생 지역의 집수리 사례와 개선 방안
발제2 문영록 서울주택도시공사
- 집수리 사업의 개편방안

- 장기공공임대 단지의 물리적 개선
정책과 시사점

11:2013:00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발제2 남원석 서울연구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생
활개선 욕구와 정책과제
토론 강정아 남원사회복지관
박동욱 민주연구원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최병숙 전북대

런던정경대,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서울시청

- 투기적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시공간성
발제2 한지은 한국도시연구소
-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와 대책
발제3 장우연 전주시정책연구소
- 도시재생측면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토론 이성수
박은영
김소영
김광유

인천주거복지센터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성대골사람들
공정건설

토론 김륜희 LH연구원
박세훈 국토연구원
김이탁 도시재생기획사업단

오 훈 주거연합

13:0014:00

점
지자체와 주거복지
사회 최병숙 전북대

14:0015:45

발제1 김윤식 시흥시장
- 시흥시 주거복지 현황과 과제
발제2 유승수 전주시청
-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 사례와 과제
토론 김병국
윤종수
남원석
봉인식

15:4516:00

내일신문
국토교통부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심

도시재생, 소외되는 사람들
사회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 협회

사회 고석동 전국 세입자협회

발제1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남대문5가 쪽방 퇴거 주민 실태조
사 :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발제2 황성철 홈리스행동
- 공공역사 개발과 노숙인 퇴거

발제1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
선방안
발제2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 계속거주권 보장과 세입자 보호대책

토론 김의곤
장민철
태미화
한소영

토론 김기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참여연대
임준홍 충남연구원
노기덕 주거연합

전국홈리스연대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
홈리스행동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휴식

주거복지 활동가의 경험나누기

1인 취약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지원 방안

사회 강현석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사회 김혜승 국토연구원

16:0017:45

민간 임대시장의 공적 규제

발표
배현표
강미현
정상길
오현주
차선화
박성희
배정훈
김경선
오현재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전북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해맑은주택협동조합
부천상동3관리소장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발제1 이재춘 국토연구원
- 중장년 1인 취약가구의 주거실태 및
지원방안
발제2 김지연 청소년정책연구원
- 시설퇴소 청년의 주거실태와 지원사례
발제3 박숙경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장애인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지원
주택 사례

임차권 주거운동의 가능성과 미래
사회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발제1 이강훈 민변 변호사
- 임차인 제도의 발전 경로와 제도적 지원
의 필요성

토론 오

훈 주거연합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
임소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토론 박은철 서울연구원
정소이 LH연구원

오용택 부산 주거공동체 잘자리

□ 2017년 11월 10일(금)
대주제 강연 및 토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
10:0012:00

회

황희연 충북대

기조 발제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원탁 토론 손경환 LH연구원
박환용 가천대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주원 국토교통부

12:00-

점

13:30

심

빈집과 도시재생

공공임대/공적임대/공익임대

사회 박환용 가천대

사회 남원석 서울연구원

발제1 강미나 국토연구원

발제1 진미윤 LH연구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임대주택
사회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발제1 권혁삼 LH연구원

- 빈집 실태와 정책방향

-새정부

공적임대주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개념과

13:3015:30

발제2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향

방안

발제2 이세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빈집 조사방법론과 실제

토론 봉인식 경기연구원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발제3 권대환 마을발전소 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발제3 이창로,정수영 주택관리연구원
-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주택관
리 측면을 중심으로)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론 김인순 사람과 미래

민간단체 역할

이기석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정철모 전주대

토론 강태석 국토교통부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최은희 LH연구원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성과와 운영방안
사회

하성규 중앙대

Part 1) 주거복지 컨퍼런스 성과에 대해 말하다
15:4517:00

연구자

김혜승 국토연구원,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활동가 유영우 주거권연합, 최병우 대구주거복지센터
정부 등 공공부문

염재현 LH 강남주거복지센터

Part 2) 6회 컨퍼런스 개최 방안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