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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회명 : 제3회 동아시아 환경사회학 국제심포지엄
주

제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위하여

주

최 : 한국환경사회학회

후

원 : 한국연구재단 및 귀 기관(희망)

기

간 : 2011. 10. 20 ~ 10. 23(4일간)

장

소 :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국제관 (경기도 부천시)

참가자 : 약 100명(그 중 국외 5개국* 약 40명)
*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주요 행사
❍ 리셉션 : 10. 20 저녁
❍ 개회식 및 기조강연* : 10. 21 10:00
* 라일리 던랩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교수

❍ 심포지엄 : 10. 21 ~ 10. 22 (약 40편 논문발표)*
* 특별주제 : 일본 등 동아시아 환경재앙에 대한 환경사회학적 상상력

❍ 만찬 : 10. 21 저녁(환영만찬), 10. 22 저녁(환송만찬)
❍ 현장답사 : 10. 23 09:00 ~

동아시아 환경사회학대회
Ⅰ. 개최 목적 및 필요성
1. 개최 목적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
장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경험하고 있다. 이 지역의 환경문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전체의 생태
적 균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 일본, 미국과 한국의 환경사
회학자들이 금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서 제3회 동아시아 환경사
회학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 환경사회학회 주관
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향하여(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ast Asia)”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가톨릭
대학(경기도 부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동아시아 환경사회학 심포
지엄은 2008년 10월 일본 호세이 대학에서, 제2회 대회는 2009년 11월에 대
만 칭화 대학에서 열렸다.
이 학술대회의 개최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대회는 각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환경정책 등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지적 교류를 통해 한국과 동
아시아의 환경사회학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이 학술대
회는 학문적 토론을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가와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동아시아는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환경공동체라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집담회를 조직하여 보
다 안전한 동아시아를 위하여 국가와 시민이 할 일을 토론할 계획이다. 셋
째, 이 대회는 각국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책 발전의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
째, 이 대회는 한국의 환경사상, 환경운동, 녹색 성장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한국의 경험과 학문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

2. 필요성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
는 지역이다. 이러한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전 지구환경은 물론 동아시아 지
역에 미치는 부하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매년 발생하는 황사와
여기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한 지역의 환경재난이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생태계를 위험
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살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 함께 환경을 지키
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학술대회는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대회이다. 이 대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 첫째, 한국
환경사회학의 학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한국 환경사회학회는 1990년대 이
후 환경의식, 환경운동,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 정책, 녹색 성장 등 여러 주
제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 대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환경사회학이 세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 대회는 한국의 학문후속세대와 신진학자들이 국제적인 환경사회학
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동아시아지역의 환경사회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 환경사회학자들의 국제 사회학계
에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이 대회는 한국의 지
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 대회에서 동아시아 및 선진국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녹색 성장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함
으로써 한국의 경험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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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회 개요

1. 대회 주제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위하여
분과별 주제:
1부 1분과 - 환경사회학의 이론
2분과 - 환경오염과 피해자

2부 1분과 - 환경정책
2분과 - 생태학과 역사

3부 1분과 - COMPON
2분과 - 문화, 인구, 환경 의식

4부 1분과 - 기후변화
2분과 - 환경 운동

특별 주제: 동아시아 환경재앙에 대항하는 환경사회학적 상상력

2. 기 간 : 2011. 10. 20 ~ 10. 23(4일간)

3. 장 소 : 가톨릭 대학교(경기도 부천시)

4. 참가 예정 인원 : 국내외 약 100명으로 예상
국내 : 대학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약 60명
국외 :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약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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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정별 세부 계획
3rdISESEAProgramme
Thursday 20 October: 20.00 Dinner
Friday 21 October
09.30-10.00
Registration
Conference Opening
- Opening remarks: Jang
Heo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Sociology)
10.00-10.30
- Welcoming remarks:
Fr. Johan Yeong-sik
Pahk (President of Catholic University)
- Congratulatory
remarks: Mr. Man-soo Kim
(Mayor of Bucheon City)
Keynote Speech
- Riley E. Dunlap
(Regents Professor of
10.30-12.00
Oklahoma State University)
- Seejae
Lee (Professor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2.00-13.00
Lunch
13.00-15.00
Presentation
Session 1
15.00-15.30
Refreshments
15.30-17.30
Presentation
Session 2
17.30
Conference Photo
Business
Meeting & World Environmental
18.00-19.00
Chronology Meeting
18.30-21.00
Conference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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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22 October
9.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5.00
15.00-15.30
15.30-17.30

17.30-18.00
18.00
18.30-21.00

Presentation
Session 3 & COMPON
Campus
walking tour
Lunch
Presentation
Session 4
Refreshments
SPECIAL SESSION
Environmental sociological imagination towards
challenge of disasters in Japan
Moderator: Seejae Lee (Korea)
Co-Moderator: Saburo Horikawa (Japan)
Speakers:
Sun-Jin Yun (Korea), Koichi Hasegawa
(Japan),Jun Jin (China), Juju Wang
(Taiwan),
Heajung
Kim (Korea)
Conclusions
Buses leave for conference dinner
Conference Dinner

Sunday 23 October: Field Trip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Sites: Han Gang (Han River) Basin
8:00 Departure from the Guest House
8:00 – 10:00 Documentary Film on the Bus
10:00 – 12:00 Namhangang (South Han river)
12:00 – 13:00 Lunch
13:00 – 18:00 Namhangang and Hangang (Han river) Area
18:00 – 19:00 Dinner
21:00 Arrival at the Gues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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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자 소개
라일리 던랩 (Riley Dunlap, Regents Professor of Sociology, Oklahoma State
University)
라일리 던랩 교수는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포함한 환경인식 분야와 환경에 대한 시민인식
의 국가 간 비교, 환경적 태도와 신념 및 세계관의 본질과 근원;
2. 미국 환경주의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환경운동을 위한 공공 지원을 비롯한 국제
환경주의 발전 등을 포함한 환경운동 전반;
3. 반환경주의의 이념과 전략에 관한 연구 및 각종 경험적 연구와 환경사회학분야
의 이론적 발전 평가.
그는

『환경사회학』(Greenwood

Press,

2002),

『사회이론

및

환경』

(Rowman-Littlefield, 2002)을 공동 편집하였으며, 국제사회학회 환경과 사회 연구위
원회 회장 및 미국사회학회 환경과 기술 분과 의장, 농촌사회학회 자연자원 연구그
룹 의장, 사회문제연구학회의 환경과 기술 분과 의장을 역임함.
또한 던랩 교수는 2000년 과학 진흥을 위한 미국학회의 Fellow로 선출되었고, 2002
년 농촌사회학회로부터 “Excellence in Research Award"를 수여함. 1980년대에는
농촌사회학회 자연자원연구그룹으로부터 ”Award of Merit" 및 미국사회학회 환경
사회학분과로부터 “Distinguished Contribution Award"를 수여함. 1999년 이후 갤
럽의 환경분야에서 Gallup Scholar(갤럽 학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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