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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의 고틀란드섬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펼쳐지는
정치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 스톡홀름 포럼은 폴리티컬 리세움과 함께 하는 현장정치 강의, 토론 그리고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견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래 지도자에게 필요한 가치중심의 정치, 합의와 설득,
그리고 소통을 통한 국가통치라는 주제로 북유럽 지도자 들을 통해 본 행복의 정치, 통합의 정치,
참여와 소통의 정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북유럽의
정치를 능가하는 정치모델로 한국정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좋은 정치, 좋은 정치인의 조건
“갈등을 초월한 화합과 타협, 그리고 사회통합의 정치”
주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스칸디나비아 정책 연구소
한국정책과학연구원

6 월 24 일 (화) – 1 박
인천공항 출발, 스웨덴 알란다 공항 도착, 숙박지로 이동

6 월 25 일 (수) – 2 박
09.30-11.00: 정치인과의 대화
“정치적 이상, 정치권력, 그리고 좋은 정치”
Thomas Östros 현 은행협회장
(사민당, 전 교육부장관/산업부장관/국회의원, 기초지방자치의원,
사민당 청년위원회 중앙위원)

12.30-13.30
타협을 이끌어낸 정치인들과의 대화: “어떻게 정책의 거리를 줄일 수 있을까?”
사회 : 최연혁 교수
1990 년대 실타래와 같았던 연금대타협을 이끌어낸 장본인으로부터 듣는다
-

Bo Könberg 현 연금청 이사장 (자유국민당, 전 사회보장부장관, 도지사, 의회헌법위원회 위원장,
자유국민당 원내총무, 스톡홀름 광역의회 의원)

13.30-14.30
지방정치, 국내정치, 그리고 유럽정치: 정치적 지평의 확장
-

Gunilla Carlsson (전 유럽의회 의원, 전 국제원조장관, 전 보수당 부의장, 기초지방의원, 중앙당
청년위원회 중앙위원)

15.00-17.00
미래 정치인과의 대화, 정치적 입문의 동기, 꿈, 그리고 이상

-

중앙당 청년위원회 중앙위원장, 사민당청년위원회 스톡홀름 지역위원장, 보수당청년위원회
스톡홀름 지역위원장

6 월 26 일 (목) – 3 박
09.00-10.30
스웨덴 정당방문, “125 년 사민당의 역사 그리고 복지와 평등의 정치”
11.00-12.30
스웨덴 정당방문, “스웨덴 보수는 무엇을 추구하나”
13.30-15.00
스웨덴 중앙당사 방문 (전신 농민당), “스웨덴 중도정당의 가치중심 정치와 역할”
15.30-17.00
샬트셰바덴 그랜드 호텔 (역사적인 사회연대 체결 장소) 방문

6 월 27 일 (금) – 4 박
09.00-12:00
참가자 미션!
스웨덴 국민들이 느끼는 좋은 정치, 좋은 정치인이란? (5 명이상(연령과
성별, 인종고려) 인터뷰하고, 핵심 단어로 정리하기)
오후
스톡홀름 걸어서 체험하기 (감라스탄, 유르고덴, 노르말름, 쿵스홀멘,
외스테르말름)

6 월 28 일 (토) – 5 박
09:30-12:00
스톡홀름의 역사와 문화체험, 바사박물관, 북구박물관 관람 및 시청 방문
오후
고틀란드 비스뷔 (Gotland Visby)로 이동, 쿠르즈선 이용
숙소도착

6 월 29 일 (일) – 6 박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참가
-

각 당의 정책프로그램 이해하기

-

각 당의 정책담당자들과의 인터뷰

-

정치인 헌팅하기

-

사민당 당수의 연설 참관

6 월 30 일 (월) – 7 박
오전
지방정치에서 배운다
-

고틀란드 도청 방문

-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조직위원회 방문

-

고틀란드 정당방문: “지방정치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

오후
참가자 미션!
“스웨덴 국민들이 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란?” (5 명이상 인터뷰, 연령과 성별,
인종고려) 인터뷰하고, 핵심 단어로 정리하기)

7 월 1 일 (화) – 8 박
오전
참가자 미션!
“스웨덴 국민들은 왜 행복할까? 국민이 행복한 정치란 무엇일까?” (5 명이상
인터뷰, 연령과 성별, 인종고려) 인터뷰하고, 핵심 단어로 정리하기)
오후
베스테르빅 (Västervik)으로 -이동, 쿠르즈선 이용, 숙소도착

7 월 2 일 (수) – 9 박
09.30-12.00
지방정치에서 배운다, 베스테르빅 시청 방문 시장과의 대화: “지방정치의
독립성과 복지재정”

13.30-16.00
지방 청년정치인들과의 대화: “청년, 정치, 그리고 권력”
사민당 청년정치학교, 봄메슈빅 (Bommersvik) 아카데미로 이동

7 월 3 일 (목) – 10 박
오전
봄메쉬빅 아카데미 견학, 전 수상 타게 에를란데르 하우스 관람
오후
종합토론: “나의 꿈, 나의 미래,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

7 월 4 일 (금):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 한국행

(비행기에서 11 박)

7 월 5 일 (토):
(12 일째)

한국 인천공항 도착, 해단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