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연구비 재원, 한일/일한 대화 기획（온라인／2022년도 4회차）           제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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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연구(C) 과제 번호 19K02864 (2019-21년도) ･22K02702 (2022-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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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6일 (금) （오픈 12:45）13:00～16:00 

기획   주제：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 
――김훈호 교수 / 이시이 타쿠지 교수의 논고에 바탕한 한일 연구자 간 대화―― 

 

취   지：  

 2022년은 한일에서 두 가지 ‘10주년’이 겹치는 해다. 즉,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 A규약 13조의 점진

적 무상화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2012) 한 지 10년, 한국 정부가 무상 국가장학금을 본격적으로 시행

(2012) 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김훈호 교수는「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

력 및 관련 법률 변화」를 기고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시이 타쿠지 교수는「고등

교육 수업료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이론적 과제」를 기고하여, 미국의 수업료 무

상화 정책의 현 단계와 공사 혼합 부담이라는 일본적 특질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 기획은 두 분의 논고를 

공통 자산으로, 대화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기획 제 4탄이다. 또한, 크리스토퍼 마틴『고등교육에 대한 

권리 : 정치 이론』(Christopher Martin, The Right to Higher Education:A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22)에 대해 한일 양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사   회 : 와타나베 아키오 (오사카세이케이대학 / 전 고베대학) 
차   례 : 

13:00～ 개회 인사 : 와타나베 아키오 (渡部 昭男) 
13:05～ 제안①：김훈호 (Kim, Hoonho) (공주대학교 교수 / 교육혁신본부 부본부장)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및 관련 법률 변화」 

일본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2469 
한국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2468 

          통역：히고 코세이（토요오카 단기대학 강사） 
13:50～  보고②：이시이 타쿠지 (石井 拓児 Ishii, Takuji) (나고야대학 교수)                      

「고등교육 수업료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이론적 과제:미국 

의 수업료 무상화 정책의 현 단계와 공∙사 혼합 부담인 일본적 특질에 관하여」 

 일본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8951 
 한국어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305 

           통역：윤태우 (홋카이도대학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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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 사전 등록 필수） 
 
사 전 등 록 : 신청 링크 https://forms.gle/46GkRkRJ6tjKAUH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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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2469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2468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8951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305
mailto:awtnb2188@gmail.com
https://forms.gle/46GkRkRJ6tjKAUH5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