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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정기사회학대회는 “팬데믹과 한국사회”를 대주제로 하여, 12월 18일(금)~19일(토) 양일간 

기본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Webinar) 형식으로 개최됩니다만, 2개의 플레너리 세션은 오프라인 

병행으로 합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정기 대회는 학술발표와 토론의 장일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 자리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학회의 사정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런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변동에 주목해 온 한국사회학회는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를 읽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를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적 과업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학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아들어가야 할지의 이슈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사회학대회는 플레너리 세션, 일반 세션, 특별 세션, 대학원생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플레너리 

세션은 공동체의 미래를 묻는 세션 두 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대회의 대주제에 맞추어 “

팬데믹과 한국 사회의 변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작년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한국 사회학의 대중화”

를 주제로 합니다. 분과 학회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반 세션에서도 다양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학문 후속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 세션도 열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웨비나로 진행되는 2020 정기대회에도 85편의 논문발표가 신청되어 성황을 

이룬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학회의 다양한 학술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정기 한국사회학대회가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유홍준 드림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2020년 정기사회학대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마다 특정 학교의 캠퍼스에서 정기 

사회학대회를 열고 그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익숙한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회원님들을 비대면으로 뵙게 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익숙지 않은 방식이지만,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깊이 있는 연구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정기사회학대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할 때 지금과 같은 정도로 커다란 인류의 피해와 장기간의 

지속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의 사회적 삶은 멈추었고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이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사회적 삶은 어려워졌지만 우리의 사회학적 연구는 획기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회학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위대한 사회학자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등장, 전쟁과 폭력,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같은 대변혁 속에서 태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대변혁은 비록 고통스러울망정 그 고통의 크기만큼 사회학적 

연구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의 세상의 

제일 앞자리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번 정기사회학대회의 주제는 [팬데믹과 한국 사회]입니다. 특히 사회학도 출신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 해온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초대해서 팬데믹에 맞서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정기사회학대회 이후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1년 동안 한국사회학회 

회원들께서 고민하고 연구해오신 주옥같은 작품들을 함께 나누고 다음 단계의 연구를 설계하는 자리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사회학대회는 비대면으로 열리지만, 플레너리 세션 1과 조직위원회, 그리고 당일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인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대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준비하는 측에서는 처음 겪는 대규모 

비대면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와 

실무총괄을 맡아주신 구정우 대회실행분과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사회학대회를 통해 그 문을 함께 열고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2020년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준비위원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장덕진 올림

INVITATION

환영의 글
INVITATION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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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대학원1
(청년)

(회의실 1)

대학원2
(여성)

(회의실 2)

대학원3
(문화)

(회의실 3)

4-4
산업/노동
(회의실 4)

대학원5
(노동)

(회의실 5)

대학원6
(복지/건강)
(회의실 6)

 휴  식

플레너리세션 2: “한국 사회학의 대중화”

(플레너리 회의실)

휴식(점심시간)

4-1
정치/사회운동2

(회의실 6)

4-2
국제관계/초국가

(회의실 2)

4-3
사회계층/불평등1

(회의실 3)

대학원4
(방법)

(회의실 4)

4-5
글로벌리제이션/인권

(회의실 5)

 휴  식 

5-1
사회심리학
(회의실 1)

5-2
법사회학
(회의실 4)

5-3
사회계층/불평등2

(회의실 5)

5-4
특별세션
(북한사회)
(회의실 6)

9:00~10:45
1-1
문화 

(회의실 1)

1-2
사회사

(회의실 2)

1-3
종교/동양사회/사상

(회의실 3)

1-4
의료/건강
(회의실 4)

10:45~11:00 휴  식

11:00~12:30
개회식 및 플레너리세션 1: “팬데믹과 한국사회의 변동”

(플레너리 회의실)

12:30~13:30 휴식(점심시간)

13:30~15:15
2-1
농촌1

(회의실 1)

2-2
정보사회학
(회의실 2)

2-3
정치/사회운동1

(회의실 3)

학회 이사회의
(회의실 5)

15:15~15:30 휴  식

15:30~17:15

17:15~17:30 휴  식

17:30~18:30
정기 총회

(플레너리 회의실)

12월 18일(금) 12월 19일(토)

SCHEDULE

대회일정

3-1
농촌2

(회의실 1)

3-2
가족

(회의실 2)

3-3
다문화/소수자

(회의실 3)

3-4
인구/노년
(회의실 4)

3-5
특별세션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회의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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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회의실 1
책임 : 왕혜숙(연세대학교)

사회 : 김은정(덕성여자대학교)

1.   Rising of a New Music Genre, 

BTS : Showing Authenticity by 

Blurring the Line

발표 : 배윤빈(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성연주(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   저임금 불안정 노동 청년들의 
시간감각에 관한 연구

발표 : 홍단비(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희정(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18
FRI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세션 1
09:00~10:45

사회사 회의실 2
책임 : 박천웅(전북대학교)

사회 : 김인수(한국학중앙연구원)

1.  동아시아에서 교양교육의 탄생: 

교양교육, 자유교육, 그리고 

일반교육

발표 :   정준영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토론 : 김민환(한신대학교 정조교양학부)

2.   중국 광동 지역의 농민공 

도시민화 정책: 개발공헌 지위와 

복지 수급

발표 : 윤종석(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정규식(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3.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의 
지식지도 그리기:  
학술지 <사회와역사> 저자, 
주요어, 인용 학술지 분석 
(2008-2018)

발표 : 박천웅(전북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채오병(국민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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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사회학대회

종교/동양사회/사상 회의실 3

책임 : 채병관(서울여자대학교)

         박수호(중앙승가대학교)

사회 : 채병관(서울여자대학교)

1.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관한 연구

발표 : 윤신일, 오세일(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송재룡(경희대학교)

2.   가톨릭 청년 냉담자의 탈교회화 

현상연구

발표 : 박진희, 오세일(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성우(감리교신학대학교)

3.  팬데믹 시대 사회관계의 균형 
찾기와 불교의 함의

발표 : 박수호(중앙승가대학교)

토론 : 정승안(동명대학교)

4.  코로나19의 사회적 면역체계와 
종교체계의 교란

발표 : 유승무(중앙승가대학교)

토론 : 박수호(중앙승가대학교)

의료/건강 회의실 4
책임 : 심재만(고려대학교)

사회 : 심재만(고려대학교)

1.  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  

쉼의 세 차원과 세대별 차이

발표 : 김주연, 유찬기, 박소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토론 : 김영선(노동시간센터)

2.   맞벌이 부부의 수면패턴과  

주관적 건강 :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발표 : 주익현, 김정수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토론 : 이윤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3.  행위이론으로 코로나19 시대 
보기: 마스크와 사회적 개인  
혹은 개인적 사회

발표 : 심재만, 김용문, 오혜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장서현(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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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너리세션 1 :  
팬데믹과 한국사회의 변동

사회 :   장덕진(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기조발제 1 : 

세계의 탈바꿈과 예외국가의 지구적 

확산: 경험적 국제비교로 본 한국 

위험사회의 새로운 국면

발표 :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중민재단 이사장)

기조발제 2 : 

사회학에 묻는 코로나19 방역

발표 :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  

前 보건복지부 차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대담 : 장덕진(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18 휴식 10:45~11:00
FRI

1

1
18

개회식 및 플레너리세션 1

(플레너리 회의실)
11:00~12:30

FRI

1

18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세션 2
13:30~15:15

FRI

1

농촌1 회의실 1
책임 : 이해진(충북대학교)

사회 : 김원동(강원대학교)

1.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표 : 박경철(충남연구원)

토론 : 이창한(지역재단)

2.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과 생산주의 

패러다임

발표 : 송원규(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토론 :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휴식(점심시간) 12:30~13:30
FR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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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학 회의실 2
책임 :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사회 :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1.   한국 학계의 고유성은 존재하는가? 
한국 사회학과 국제 사회학의  
지식 담론 구조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 김란우(Stanford University), 

         송수연(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박치현(대구대학교)

2.   A bibliometric analysis of 
transparency and ethic of 
visibility 

발표 : 권오정(한국과학기술원)

토론 : 송은경(UMass-Amherst)

3.   게임산업 CSR 특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 분석 : 제도화 수준 및 정책 
범위를 중심으로

발표 :   김대욱, 이은정(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구정우(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토론 : 이민주(서울시립대학교)

정치/사회운동1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돌봄, 헬조선

회의실 3
책임 : 정철희(전북대학교)

사회 : 배진석(경상대학교)

1.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거버넌스: 공공안전과 시민자유

발표 : 김   정(북한대학원대학교) 

토론 : 송지연(서울대학교)  

2.  독박돌봄과 돌봄공백 사이: 

코로나시대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역할.

발표 :   김희강(고려대학교),  

박선경(인천대학교) 

토론 : 김영미(연세대학교)

3.  누가,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생각하는가? - 세대, 계급, 이념

발표 :   신진욱(중앙대학교),  

박선경(인천대학교)

토론 : 권현지(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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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휴식 15:15~15:30
FRI

1

18
이사회

회의실 5
13:30~15:15

FRI

1

농촌2(집담회) :　 
코로나 시대의 농업,  
농촌, 먹거리

회의실 1
책임 : 이해진(충북대학교)

사회 : 김흥주(원광대학교)

1.  코로나19로 복귀한 식량안보론을 

경계한다
발표 : 윤병선(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2.  펜데믹 상황이 제기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문제
발표 : 조옥라(서강대학교 사회학과)

3.  먹기와 먹거리를 다시 생각하다 발표 : 김철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4.  종합토론 :   윤수종(전남대학교), 정숙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우준(한국농정신문), 길청순(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정은정(농촌사회학연구자)

18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세션 3
15:30~17:15

FR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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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의실 2
책임 : 송유진(동아대학교)

사회 : 정기선(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  가사와 노동시간이 맞벌이 여성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김수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안리라(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토론 : 이윤석(서울시립대학교 사회학과)

2.   분가한 자녀의 자택취득,  

분가시킨 부모의 자택포기: 

노동패널 사건사분석

발표 : 주익현(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최성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최슬기(KDI정책대학원)

3.  Trajectorie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발표 :   Jiae Park(University of Florida, 

Department of Sociology and 

Criminology & Law)

토론 : 송유진(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이민/다문화/소수자 회의실 3
책임 :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 : 설동훈(전북대학교)

1.  코로나시대,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이중낙인

발표 :   장서현(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이용정, 남서진(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토론 : 김철효(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  글로컬 이웃: 지역사회의 종족과 

계층의 역학관계

발표 :   김경주(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신지원(전남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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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노년 회의실 4
책임 : 김주현(충남대학교)

사회 : 김주현(충남대학교)

1.  Caregiving experiences and 

caregivers’ quality of life: a 

latent class analysis

발표 :   성필두(Duke-NUS Medical School, 

Singapore, Centre for Ageing 

Research and Education)

토론 : 김주연(서울시립대학교 사회학과)

2.   Gendered effect of marriage 
and social network structure on 
the cardiovascular health in 
Kore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발표 :   Ekaterina Baldina,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성하(연세대학교 

고령화융복합연구센터)

토론 : 이민아(중앙대학교 사회학과)

3.   Gender Differences in the Link 
between Marital Quality and 
Cognitive Decline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발표 : 김여진(강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민혜(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특별 
(포스트 코로나/디지털)

회의실 5
책임 :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 : 임운택(계명대학교)

1.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전망: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발표 : 임운택, 이균호(계명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강금봉(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디지털 자본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

발표 : 홍성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권오용(충남대학교 사회학과)

3.  팬데믹 위험사회와 돌봄 정치
발표 : 홍찬숙(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토론 : 조주현(계명대학교 여성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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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기 총회

(플레너리 회의실)
17:30~18:30

FRI

1

18 휴식 17:15~17:30
FRI

1

대학원1(청년) 회의실 1
책임 : 최   율(중앙대학교)

사회 : 황선재(충남대학교)

1.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올바름 

반대형성에 대한 연구

발표 : 이희조(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임훈민(충남대학교)

2.  청년농업인의 생존전략과 대안적 
커뮤니티 연구

발표 : 정하나(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임훈민(충남대학교)

3.  청년세대의 새로운 구별짓기 전략: 
책모임 트레바리를 중심으로

발표 :   오지현, 김서현, 박해란, 차영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황선재(충남대학교 사회학과)

4.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계층상승 가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   김용준(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황선재(충남대학교 사회학과)

19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세션
09:00~10:45

S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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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여성) 회의실 2
책임 : 최   율(중앙대학교)

사회 : 최   율(중앙대학교)

1.   중국 여성의 배우자 선호에 관한 

연구 - 계층 동질성을 중심으로 -

발표 :   LIANG YAQUAN(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재인(Gettysburg College)

2.  중국비혼여성에 대한 태도 및 
비혼여성의 감정 연구  
- 웨이보 상의 담론을 중심으로-

발표 :   LIN HANXIAO(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재인(Gettysburg College)

3.   양육미혼모 유튜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 언어적 수행성을 
중심으로

발표 : 김지수(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최   율(중앙대학교)

4.   한국 기업 내 인사평가제도 유형과 
여성관리자 대표성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발표 : 윤민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최   율(중앙대학교)

대학원3(문화) 회의실 3
책임 : 최성수(연세대학교)

사회 : 정인관(숭실대학교)

1.  리얼 포레스트
발표 : 양유정(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대욱(성균관대학교)

2.  문학장 행위자의 사이정체성과 

집단행동 전략 : ‘우롱센텐스’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강의영(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정인관(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3.  미국 언론을 통해 본 세계은행의 

활동

발표 : 조성권(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대욱(성균관대학교)

4.  일본 웹툰 장의 형성과 만화의  

“다취화(多臭化)”

발표 : 김예지(도쿄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정인관(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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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 회의실 4
책임 : 황현일(창원대학교)

사회 : 김철식(포항공과대학교)

1.  한국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의 

특징과 변화

발표 : 황현일(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론 : 구본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  노동조합의 사회협약정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연구: 민주노총 
경험의 교훈

발표 :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토론 : 유형근(부산대학교 사회교육과)

3.  여성에게는 ‘노동’이 복지인가?   
- 한국, 일본,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여성노동시장 참가율변화와  
풀 타임/파트 타임 노동자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 특성과 
여성노동참여특성의 변화 -

발표 : 유한희(동덕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대학원5(노동) 회의실 5
책임 :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

사회 : 김봉석(성균관대학교)

1.  연근무가 여성 관리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연근무와 

근로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 엄승미, 권은낭(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지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2.  긍정, 노동, 신화: “네모바지 
스펀지밥”과 “파운더”를 통해 본 
자본의 노동자 정체성 생산

발표 : 정승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지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3.   일자리 감소 전망에 따른 재분배 
선호도의 차이

발표 : 조해언(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박치현(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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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6(복지/건강) 회의실 6
책임 :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

사회 :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

1.  고혈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크기와 건강상담의 

복합 효과

발표 :    성기호, 이율리(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대중(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염유식(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현창(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토론 :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2.  노인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가톨릭노인대학의 사회적,
문화적,종교적 기능을 중심으로

발표 : 이영란(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솔이(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19 휴식 10:45~11:00
SAT

2

19
플레너리세션 2

(플레너리 회의실)
11:00~12:30

SAT

2

19 휴식(점심시간) 12:30~13:30
SAT

2

플레너리세션 2 :  
한국 사회학의 대중화

플레너리 
회의실

사회:   유홍준(한국사회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기조발제 1 : 

솔개와 두더지 : 시대 진단학을 위한 

두 개의 시선
발표 : 송호근(포항공과대학교) 

기조발제 2 : 

대중과 소통하는 응답하는 사회학
발표 : 정수복(사회학자/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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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초국가 회의실 2
책임 : 박   우(한성대학교)

사회 : 윤종석(서울대학교)

1.  인적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  

정치·경제적 국익과 상징적 

국익을 중심으로

발표 : 이내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이소훈(경북대학교 사회학과)

2.   칼 마르크스, 세계시장에서의 
패권,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원

발표 : 박지훈(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

토론 : 김명수(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3.   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Ethno-Transnational 

Community: Daelim-dong in 

Perspective

발표 : 박   우(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토론 : 송영호(이민정책연구원)

정치/사회운동2 회의실 6
책임 : 정철희(전북대학교)

사회 : 이혜숙(경상대학교)

1.    탈/냉전-분단과 징병제도:  
‘인구’의 구성과 ‘병역’ 개념의 형성

발표 :   강인화(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토론 : 독고순(국방연구원)

2.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와 생각 틀 
변화

발표 : 나윤영(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명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3.  사회운동에서 입법까지: 퍼지셋 
질적 비교로 보는 정책화 경로들

발표 : 박순석(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최   현(제주대학교 사회학과)

19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세션 4
13:30~15:15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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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4(방법) 회의실 4
책임 : 최성수(연세대학교)

사회 : 최성수(연세대학교)

1.  대학원생 커뮤니티에 관한  

메타-성찰 : ㄱㄴ콜렉티브를 

중심으로

발표 :   유민수, 나윤영(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채민진(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심국보

토론 : 박주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언론보도 분석 

: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   한기덕, 김은재, 김주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윤호영(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계층/불평등1 회의실 3
책임: 황선재(충남대학교)

사회: 신광영(중앙대학교)

1.  우리나라 남녀 프로골프 선수들의 

획득상금 불평등 연구

발표 : 이장영(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황선재(충남대학교 사회학과)

2.  젠더와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 한국의 
대규모 대학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수직적 , 수평적 계층화 양상

발표 : 이수빈, 최성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계봉오(국민대학교 사회학과)

3.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학습 태도 
및 교육 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출생 순위에 따른 차별적 
효과

발표 : 이유경(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최   율(중앙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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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휴식(점심시간) 15:15~15:30
SAT

2

19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세션 5
15:30~17:15

SAT

글로벌리제이션/인권 회의실 5
책임 : 구정우(성균관대학교)

사회 : 정진성(서울대학교)

1.   The Corporate Social-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in 
Foreign Markets: An 
Investigation of the Korean 
Firms

발표 :   김대욱(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토론 : 김수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  Repression by Stealth: The 
Suppression of Protest in State 
Legislatures in the US. 

발표 :   서찬석(중앙대학교 사회학과), 

Sidney Tarrow(Cornell University, 

Dept. of Government)

토론 : 임동균(서울대학교 사회학과)

3.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Dynamic Embedded Topic 
Models of South Korean Print 
Media, 1990-2019

발표 :   구정우(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장승우(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성권(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정인관(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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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회의실 4
책임 : 이계일(원광대학교)

사회 : 이계일(원광대학교)

1.   20세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법: 

‘질투와 법치’ 테제를 중심으로

발표 :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토론 : 이철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코로나 팬데믹과 국가 임무의 변화
발표 : 양천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정민(단국대학교 법과대학)

3.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수국적 제도: 

한국의 병역, 원정 출산, 그리고 

복수국적 제도

발표 : 이내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정채연(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사회심리학 회의실 1
책임 : 김상학(한양대학교)

사회 : 김상학(한양대학교)

1.   네트워크 관점으로 본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  

발표 :    구서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란(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토론 : 김상학(한양대학교 사회학과)

2.   네트워크 접근으로 본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 : 
국제비교 관점에서 

발표 :   홍리안, 진보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구혜란(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토론 :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3.    비대면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 : Q방법론 적용

발표 :   주익현, 주이화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토론 : 신동훈(청소년정책연구원)

4.    한국인과 대만인의 다문화수용성
발표 : 윤인진, 팽정(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민웅기(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5.    팬데믹 시대의 집단기억과 

시민역량

발표 : 민웅기(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토론 : 전명수(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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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북한사회: 주체화된  
국가와 개별화된 주체)

회의실 6
책임 : 김화순(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사회 : 홍찬숙(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1.  주체화된 국가: 1950년대 전반의 

북소관계의 균열

발표 : 김재웅(고려대학교 북한역사)

토론 : 이주호(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2.    체제이행기 북한 청년의 

직장진출과 직업지위 결정

발표 : 김화순(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토론 : 박영자(통일연구원)

3.    개별화된 주체와 국가의 미래: 

김정은시대 북한 아동/청소년 

영화를 중심으로

발표 : 안지영(인제대학교 북한 영화)

토론 : 김윤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계층/불평등2 회의실 5
책임 : 황선재(충남대학교)

사회 : 김영미(연세대학교)

1.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발표 : 이상직(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정인관(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2.   사교육은 학업 성취 불평등을 
조장하는가? 중학생 성적의 
분위별, 계층별 효과 분석

발표 : 이수정, 최성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성균(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