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celyn Augustino @New Orleans, 2005

2014년 한국환경사회학회 가을 학술대회
‘환경정의와 생태도시’
태화강 필드리서치

일시: 2014년 11월 20일(금)-21일(토)
장소: 울산대 산학협력관 세미나실, 태화강
주최: 한국환경사회학회, 가톨릭대학교 SSK 연구단
주관: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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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는 11 월 21 일 과 22 일 에 걸 쳐 서 울 산 에 서 우 리 학 회 가 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밀양 송전탑, 울산의 탈핵운동, 영국 토트네스의
생태적 재지역화, 기후변화·에너지 거버넌스와 시티즌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태화강 최상류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공업화와 반공해운동의 역사가 숨 쉬는 곳입니다.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던 울산 시민들은 지금 울산을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울산을
방문하셔서 환경사회학의 향연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구도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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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금) 학술대회
<12:30 ~ 13:00> 등록

<13:00 ~ 13:10>
개회 (구도완, 환경사회학회 회장)

<13:10 ~ 15:10>

1부: 생태도시와 환경정의
사회: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 발표 1

<15:30 ~ 17:30>

2부: 기후변화·에너지 거버넌스와 시티즌십
사회: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 발표 1

한상진(울산대 사회학과)

유정민·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송전탑 반대를 둘러싼 사회 연대의 정의

전환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正義)적 기초 - 밀양 주민과 울산 비정규직

가능성과 한계

노동자를 중심으로.”
◎ 발표 2
◎ 발표 2

박순열(가톨릭대 인문사회연구소)

권필상(울산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한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울산지역 탈핵시민운동의 형성과 경과

고찰

◎ 발표 3

◎ 발표 3

김성균(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박진희(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전환과 복원의 생태적 재지역화 : 영국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본 에너지 시티즌십

토트네스를 중심으로

의 현재

◎ 발표 4

◎ 종합토론

강소연(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북부 자카르타 행정
도시를 둘러싼 기후불의를 중심으로

<17:30 ~ 17:40>

3부: 환경사회학회 2104년도 총회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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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토) 필드리서치

< 태화강 백리길 탐사>

코스: 태화강 최상류 걷기: 신우목장 출발 - 아름다운 물웅덩이(沼)
가 어우러진 가매달 경유 - 복안저수지 탐사

안내: 배성동시인

종료: 점심식사 후 오후 1-2시경 종료

준비물: 운동화

※
11월 21일 숙박 장소는 “문수학사”로 울산대 구내가 아닌 울산대공
원 주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아침에는 아름다운 울산대공원
주변을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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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세미나실

오시는 길 안내 (아래 링크 이용)
http://tour.ulsan.ac.kr/main.asp?ppart=cyber.swf?pop=35

KTX 이용 시 :
5004번 좌석버스 타고 울산대 하차(울산통도사역에서 20분 소요)
고속버스 이용 시 :
고속터미널 도착 전 IC 통과한 후 신복로터리 하차(하차지점에서 울산대까지 도
보로 10분 소요)
비행기 이용 시 :
울산공항에서 율리 공영주차장방향의 시내버스 타고 울산대 하차(약 40분 소요)

문의 : 이종찬 간사( iflowave@gmail.com 010-7107-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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