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연구비 재원, 한일/일한 대화 기획（온라인／2022 년도 ３회차）       제③탄 

 

주   최：와타나베 아키오 (연구대표자) 오사카세이케이대학 (특별초빙교수) / 전 고베대학 

      기반연구(C) 과제 번호 19K02864 (2019-21 년도) ･22K02702 (2022-25 년도) 

      고등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학 지원에 관한 법･제도･행재정 한일 비교연구 

       코로나 팬데믹 속 고등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학 지원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   정：2022 년  9 월 17 일 (토) （오픈 12:45）13:00～16:00 

기획   주제：      휴먼라이츠로서 국제인권규약 

〜점진적 무상화 국제 공약 10 년〜 

――토츠카 에츠로(변호사) ∙ 미즈오카 슌이치(참의원 의원) ∙ 신해봉(아오야마가쿠인대학) 논고에 바탕한 대화―― 

취   지： 외무성「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제 13 조 2 

(b) 및 (c)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유엔에 통고)에 대하여」2012 년 9 월 

(https://www.mofa.go.jp/mofaj/gaiko/kiyaku/tuukoku_120911.html)에는,  

“이 통고에 따라, 일본국은 2012 년 9 월 11 일부터 이러한 제규정이 적용되어, 

제규정의 내용인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에 의하여’에 구속되게 

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유보 철회에 따라 점진적 무상화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조항에 구속되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2022 년은 

점진적 무상화를 국제 공약한 지 정확히 10 년째 되는 해다.  
 

사   회 : 와타나베 아키오 (오사카세이케이대학 / 전 고베대학)  

차   례 : 

13:00～ 개회 인사 : 와타나베 아키오 (渡部 昭男) 

13:05～ 휴먼 라이츠의 관점에서 : 토츠카 에츠로 (戸塚 悦朗)(변호사 / 류코쿠대학 법과대학원 전 교수) 

「‘점진적 무상화’ 유보 철회 10 년을 맞이하여 :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일본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2876 

        한국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3004 

13:35～ 공공자산으로서 레거시의 관점에서：미즈오카 슌이치 (水岡 俊一) (참의원 의원)                      

「중등・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로의 길」 

   일본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286 

   한국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76305 

14:05～ 국제인권법 연구의 관점에서 : 신해봉 (申 惠丰)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 / 법학부장) 

「국제인권규약(사회권 규약)에서의 교육권과 그 실현 :  

사회권의 권리성의 관점에서」 

        일본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6752 

14:35～ 휴  식 

14:45～ 종합토론  

15:55～ 폐회인사：와타나베 아키오 

참가   요청：과학연구비 재원으로 기고를 의뢰한 양국 연구자가 자리하는 ZOOM 모임 

(일본교육학회, 일본교육행정학회, 일본교육법학회, 대학평가학회 등에 기획 홍보)   

문 의 처：와타나베 아키오 (渡部昭男) awtnb2188(골뱅이)gmail.com (무료/사전 등록 필수) 

사 전 등 록 : 신청 링크 https://forms.gle/EJ8gCahrinZHnzPw7 

비   고：Kernel 에 업로드 된 논고를 바탕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공동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함. 과학연구비 연구는 결과물을 일반에 폭넓게 환원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일 자료와 ZOOM 녹화 자료를 고베대학 학술성과 리포지터리 

Kernel 에 업로드하여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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