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환경사회학회 가을 학술대회
‘생태위기의 이론과 현장’
일시: 10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장소: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306호
주최: 한국환경사회학회·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주관: 한국환경사회학회

초청의 말씀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올해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매해 전지구적 생태계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이니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슴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 학술대회는 '생태위기의 이론과 현장'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심화되는 생태위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편으로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가지 특별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는
'생태위기의 이론적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사회적 논쟁'입니다.
또한 특별히 기획된 집담회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 공간환경학회와
함께, 이 분야 연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세션에서도 여러 흥미로운 연구들이
발표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여러 유익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한상진 올림

10월 21일 (금) 학술대회

<10:00 ~ 10:30> : 학회 접수

<10:30 ~ 10:40> : 학회장 인사말
<10:40 ~ 12:10>
1부: 특별세션 “생태위기의 이론적 접근＂
사회: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 발표 1
사회구성주의와 환경문제
· 발표: 장신옥(제주대학교)
· 토론: 김상현(한양대학교)

◎ 발표 2
인간과 자연 관계에 관한 생태 마르크스 이론
· 발표: 김민정(성공회대학교)
· 토론: 정태석(전북대학교)

◎ 발표 3
기후변화 인식을 둘러싼 담론적 투쟁: 새로운 축적의 기회인가 체제 전환의 계기인가
· 발표: 서영표(제주대)
· 토론: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12:10 ~ 13:10> : 점심 식사 *학회 총회를 겸해서 진행됩니다(12:50-13:10)

10월 21일 (금) 학술대회

<13:10 ~ 15:00>
2부: 특별 세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사회적 논쟁”
사회: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발표 1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남긴 사회적 과제
·발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 발표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주 구성의 역학
·발표: 김지원(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

◎ 발표 3
가습기 살균제 사태, 언론 보도에 대한 고찰
·발표: 이정훈(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

◎ 발표 4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 피해사건 관련 뉴스프레임의 변화
·발표: 신동혁 · 여기봉(서울대 환경대학원)

◎ 특별 세션 토론: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김민정(성공회대)

10월 21일 (금) 학술대회

<15:10 ~ 16:40>
3부: 일반세션
사회: 한상진(울산대학교)
◎ 발표 1

절차적 정의의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 분석
·발표: 김우창(서울대 환경대학원)
·토론: 여형범(충남연구원)
◎ 발표 2

팜오일의 정치생태학: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발표: 엄은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토론: 한재각(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 발표 3

수출주의 축적체제와 환경적 조정 전략의 변화
·발표: 홍덕화(서울대학교)
·토론: 이상헌(한신대학교

<16:40 ~ 16:50>: 휴 식
<16:50 ~ 17:50>: 집담회 “사회-자연 관계 전문연구집단의 공동의 미래
사회: 엄은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표: 한상진(한국환경사회학회)
이상헌(한국공간환경학회)
·토론: 홍덕화(한국환경사회학회)
황진태(서울대학교)

장소: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306호

1. 서울 지하철 이동시
1) 강남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온수역
: 약 36분 소요

2번 출구

2) 남부터미털
남부터미널역-온수역
: 약 50분 소요
3) 동서울터미널
강변역-온수역
: 약 1시간 3분 소요

2. 온수역에서 이동

새천년관

온수역 2번 출구에서
성공회대 새천년관까지
도보로 약 11분 소요

학회 참가비: 일반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한재각 총무이사(010-2813-8706), 박종문 간사(010-2650-3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