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
지역 환경정치와 대안적 지역발전”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
초록바람’
창립기념 포럼

“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의 의미와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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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12시 50분 ~15시 30분)
■ 12시 30분 ~12시 50분 :등록
■ 12시 50분 :개회사
구도완(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환경사회연구소)
■ 13시 ~15시 30분

“
지역 환경정치와 대안적 지역발전”
발표 사회 :윤성복(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승인적 환경정의에 입각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프레임 갈등의 고찰
발표 :한상진(
울산대 사회·
복지학과)
토론 :이상헌(
한신대 교양대학)
원주의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생태민주주의 관점
발표 :유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토론 :김용우(
무위당 만인회 기획위원장)
녹색청주 협력활동과 도시 거버넌스운동
발표 :염 우(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장,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토론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생태교통 수원 2013을 통해 본 환경문제 인식과 실천
발표 :고경아(
(
전)생태교통마을 사무소 국장)
토론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국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발표 :이강준 (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토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
초록바람’
창립기념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포럼 (15시 40분~17시 50분)
■ 15시 40분 :환영 인사와 참석자 소개
이대형(
(
사)
환경교육센터 이사장,춘천교대 교수)
포럼 사회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 15시 50분 ~16시 50분

“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의 의미찾기”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의 의미찾기;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시민성을 중심으로
발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장)
장미정(
(
사)
환경교육센터 센터장)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의 사례와 성찰;국내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임윤정(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사무국장)
박지연(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
종합토론 :이시재(
성공회대 초빙교수)
이병준(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 16시 50분~17시 50분

“
모두를 위한 아시아 환경교육의 ODA전략”
모두를 위한 아시아 환경교육의 ODA전략과 발전방향
발표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모두를 위한 아시아 환경교육의 사례와 성찰 -라오스,캄보디아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장미정(
(
사)
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조미성(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
종합토론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김민정(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오시는 길

■

주소 :100-842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부림빌딩 1,2층 (
T.02-734-1109)
승용차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역 사이 삼성화재빌딩 옆 부림빌딩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로 나와 남대문로9길 방향으로 100m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로 나와 남대문로9길 방향으로 100m
버스 :파랑 :N62,172,472,500,504,N10,N62,
151,162,163,
201,405,506,702A,702B,705
빨강 :8800,8800전 ,9007,M4108,M5107,M5115,M5121
초록 :종로09,종로11,7017,7021,7022
문의 :김민정 총무이사 (
010-2372-3025)
,이종찬 간사(
010-710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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