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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INVITATION

초대의 글
존경하는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
스러웠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푯대를 향한 사회학공동체의 향연에 여러분
들을 초대합니다.
한국사회학회에서는 “불안의 시대, 사회학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20일(토)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14년 후기 사회학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후기 사회학대회는 플래너리 세션 1개와 2개의 국제세션 및 집담회 등 총 40
개의 분과 세션에서 140편에 달하는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플래너리 세션은
올 4월 전국 사회학과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설문조사 결과를 토
대로, 사회학 교육과 진로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사회

사회학대회 때보다 더욱 다양한 주제로 젊은 지성의 향연을 펼칩니다. 또한 이번
후기사회학대회에서는 사회학회 사상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에세이 및 논문대회에 응모한 121편중에서 여러 단계의 심사
를 거쳐 엄선된 금상 및 은상 수상작들입니다. 청소년들의 신선한 시선과 감각으
로 연구한 흥미로운 논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 학술대회를 이처럼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후기 사회학대회
조직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들, 세션 조직 담당자들 및 노을 사무국장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또,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애써주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의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들과 후기 사회학대회 개최를 지원해주신 한국연구재
단 측에도 사회학공동체를 대표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한국사회학의 비전을 고민하는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

회원 여러분! 후기 사회학대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알

리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찬 지식의 향연으로 꽃피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는 12월 20일에 열리는 후기

짚어보는 국제세션, 사회학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논하는 집담회가

사회학대회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회원 여러분

기획되었고, 법현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사회학과 법학의 진지한 대화를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색하는 세션도 마련되었습니다.
전기 사회학대회와 마찬가지로, 학문 후속 세대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7개의 대학원 세션이 구성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모신 가운데, 30여명의 전국 사회학과 대학원생들이 비정규직 노동, 이주와 다문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사회학회 회장 윤정로 올림

화, 예술사회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청소년 및 청년운동, 장애와 인권 등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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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의 말

INVITATION

환영의 말
한국 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는 뜻 깊은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앙대 사회학과도 바뀌
었고, 한국 사회학 연구자 세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2014년 한국 사회학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14년 한국 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 후기 사회학대회는 기성 사회학자들과 새로운 사회학 학문 후속세대
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세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각자의 연구
성과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지적 자극과 격려를 서로 주고받는 학술토론의

이제 2014년 한 해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캠퍼스에도 학기가 끝나서 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매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습니다만, 올 해는 특히 대형 재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더욱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후기 사회학대회 준비위원장

그 만큼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회학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지만,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는 자문을 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로제타호에 실린 탐사 로봇이 10년 5개월 우주를 날아서 혜성
표면에 착륙하는 사진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경이로운 해이기도 했습니
다. 장기간에 걸쳐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가져다주는 놀라
운 성과였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한국의 연구 풍토를 개탄하면서
도 동시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2014년 한국 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2004년도 후기 사회학대회가 중앙대학교에
서 개최된 지 10년 만에 다시 후기 사회학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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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토)
8:30
~9:00

9:00
~11:00

등

일본군위안부문제
현황과 해법

11:15
~12:50

SSK
먹거리
지속
가능성

사회
심리학

경제
조직

정치
민주화
1

대학원1
조직
사회학

9
203동
(서라벌홀)
817호

10
203동
(서라벌홀)
818호

대학원2
노동과
노동운동

대학원3
이동,
이주와
다문화주의

대학원4
예술
사회학

농촌

종교1

이론1

정치
민주화 2

동양
사회사상 2

환경

종교2

이론2

국제
세션

법사회학

18:30
~19:30

정기총회, 2014 학술상 시상식

19:30
~

만찬, 친교의 시간

13
303동
(법학관)
209호

대학원5
대학원6
대학원7
시민사회와 청소년,청년,
인구,
시민운동
청년운동 건강과인권

14
203동
(서라벌홀)
405호
전국
사회학과
학과장
집담회

이사회 (303동<법학관> B1층 교직원식당)
복지와
평등1

휴
집담회
북한과
통일

12
303동
(법학관)
204호

(303동<법학관> 207호)

오찬(303동<법학관> B1층 학생식당)
집담회
강원대
SSK

11
203동
(서라벌홀)
819호

식

플래너리 세션 “사회학의 시대, 다시 열리다
- 사회학교육의 새로운 탐색”

16:00
~16:15
16:15
~18:15

동양
사회사상
1

8
203동
(서라벌홀)
816호

휴

9:00
~
12:30

12:50
~14:00
14:00
~16:00

(중앙대학교 303동(법학관) B1층)

1
2
3
4
5
6
7
203동
203동
203동
203동
203동
203동
203동
(서라벌홀) (서라벌홀) (서라벌홀) (서라벌홀) (서라벌홀) (서라벌홀) (서라벌홀)
814호
402호
404호
510호
511호
512호
815호
국제세션

11:00
~11:15

록

국제
정치사회

글로벌리제
이션/인권

여성
가족

계급
계층

문화1

사회사

이민
다문화
소수자

인구
노인

문화2

고등학생
사회학
논문대회

식
복지와
평등 2

SSK
SSK
노년의
네트워킹:
생명윤리와 다문화·
생명정치 인권·젠더

제3회 고등학생 에세이 및 논문대회 시상식 (303동(법학관) 207호)
(303동<법학관> B1층 학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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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SAT

20

등록
(중앙대학교)

08:30~9:00

농촌1 - SSK 농업과 친환경급식

Day 1
FRI

20
20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세션

국제세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현황과 해법

09:00~11:00

203동
(서라벌홀)
814호

(시간별도운영 9:00~12:30)
- 한국사회학회,
한성대 전쟁과평화연구소 공동주최

사회 :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1. 21세기 일본의 군위안부 문제 논의의
현 주소와 과제

발표 : 송연옥
(일본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학, 재일 여성 사학자)

2. 일본군위안소제도와 조선인위안부에
대한 이해 및 한국사회의 과제

발표 : 윤명숙(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

3. 한일간의

역사갈등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발표 : 안자코 유카(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현황과 과제◈ 토론 : 양현아(서울대)·조시현(건국대)·김귀옥(한성대)·박정미(한양대)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

사회 : 김원동(강원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402호

1. 네덜란드, 한국농업의 미래인가; 네덜란드 발표 : 송인주(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
농업발전의 세계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토론 : 허남혁(지역재단)
2. 친환경농업 생산자의 식량주권 및
소비자와의 관계 인식

발표 : 이해진(건국대 산학연구처)
토론 :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3. 친환경급식의 제도적 효과성 : 공공에서
가족으로의 길

발표 : 김선업(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토론 : 김선희(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회심리학

사회 : 김상학(한양대 사회학과)

1. 미디어 접촉이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윤인진·김희상(고려대 사회학과)
토론 : 김한성(한양대 사회학과)

2.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국가 간 차이:
불안(insecurity)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 조성경(고려대 사회학과)
토론 : 민웅기(목원대 교양교육원)

3. 정치적 태도의 다차원성 연구

발표 : 임동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토론 : 김상학(한양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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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회사상1 - 동양사상과 좋은관계
:실천윤리로서의 동양사상의 재해석

1. 좋은 관계의 조건과 동양사상의 관계 윤리
-오륜과 사섭법을 중심으로

경제ㆍ조직

사회 :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510호

1.조직의 변화와 공유된 정체성의
발표 : 최선규·김선조·김영수(서강대 사회학과)
공회전(空回轉): 조직의 변화는 왜 어려운가? 토론 : 임동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2. 반기업 정서와 이념, 가치, 경험

발표 : 한 준(연세대 사회학과)
토론 : 이명진(고려대 사회학과)

3. 한국, 일본, 대만의
‘좋은 일자리’인식
차이 비교

발표 : 유홍준·신인철(성균관대 사회학과)
토론 : 김병수(한양대 사회학과)

4. 여성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김수한(고려대 사회학과)
토론 : 정동일(숙명여대 경영학부)

정치ㆍ민주화1

203동
사회 : 장진호
(서라벌홀)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양학부)
511호

1. 발전국가인가, 신자유주의인가:
가스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재규제

발표 : 김정명·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토론 : 윤상우(동아대 사회학과)

2.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발표 :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토론 :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3. 한국과 일본의 노동정치: 정규직과
발표 : 유한희(사회학)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그 논의를 통하여 토론 :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사회 : 최석만(전남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512호

발표 : 박수호(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이민정(고려대)
이석화·남윤경·고유진(광남고)
토론 : 강혜경(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 실천윤리의 토대로서
‘좋은관계’에 관한 발표 : 이명호(한양대 사회학과)
탐색적 연구: 동양사상의‘중’을 중심으로 토론 : 진희권(경기대 법학과)
3. 가상 게임공동체와 관계형성
-동양사상과의 접목

발표 : 이일래(부산대 사회학과)
토론 : 신종화(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4. 문학적 감수성과 철학사상적 상상력
-충돌과 통합

발표 : 정학섭(전북대 사회학과)
토론 : 최봉영(한국항공대 교양학과)·유문무(인천대)

대학원1 - 조직사회학

사회 : 이원재(KAIST 문화기술대학원) (서라벌홀)

1. 한국 석유산업의 구조변동

발표 : 성필두(고려대 사회학과)
토론 : 이원재(KAIST 문화기술대학원)

2. Rethinking age dependence again

발표 : 주익현(연세대 사회학과)
토론 : 이원재(KAIST 문화기술대학원)

3.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태와 발전방향

발표 : 문예진(한양대 사회학과)
토론 : 김영미(충북대 사회학과)

4.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채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발표 : 홍수표(성균관대 사회학과)
토론 : 김영미(충북대 사회학과)

203동
815호

5. Education, Income, and Work Hour Patterns
발표 : 김수민(Stanford University)
of the Role Reversed Couples (RRC) and the
토론 : 김영미(충북대 사회학과)
Traditional Role Couples (TRC) in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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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 - 노동과 노동운동

사회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1.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계층별 인식 차이

발표 : 안민영(이화여대 사회학과)
토론 : 박승민(한국국방연구원)

2. 요양보호사의 일과 건강문제
-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발표 : 유은경(이화여대 사회학과)
토론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816호

3.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발표 : 문지선(고려대 사회학과)
미치는 영향
토론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4.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연구

발표 : 박지혜(이화여대 사회학과)
토론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5.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집합행동

발표 : 조은별(경북대 사회학과)
토론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3

사회 :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 이동, 이주와 다문화주의

1.‘인간의

안전 보장’개념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이해

발표 : 박원화(일본 동경대)
토론 :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2. 한시적 조선족 노동자들의 트랜스이주와 발표 : 이재영(이화여대 사회학과)
엔클레이브: 대림2동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 강주원(서울대 아시아연구소)
3. 외국인 교환학생의 문화권 별 한국어 습득 발표 : 최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의지 차이 연구
토론 : 최샛별(이화여대 사회학과)
4. 진정성 여행의 사회학적 연구
: 인도여행의 상상과 실천

발표 : 김동현(서울대 사회학과)
토론 : 최종렬(계명대 사회학과)

대학원4 - 예술사회학

사회 : 주은우(중앙대 사회학과)

1. 블록버스터 전시가 새롭게 만들어 내는 전시
경험에 대하여: 관람객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 이현영(이화여대 사회학과)
토론 : 주은우(중앙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818호

2. 예술대학 조직에서의 제도화된 군사주의 발표 : 구기환(고려대 사회학과)
문화
토론 : 이현서(아주대 스포츠레저학과)
3. 협업 연결망에서의 유유상종과 복합역할 : 발표 : 김인애(이화여대 행동사회경제학협동과정)
한국 대중음악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토론 : 박찬웅(연세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817호

대학원5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사회 : 안정옥(부산대 사회학과)

1. 한국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조직에
관한 연구

발표 : 양해리(고려대 사회학과)
토론 :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3동
(서라벌홀)
819호

2.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에 발표 : 백종학(서울대 환경대학원)
대한 주민 인식 분석(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토론 :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3.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의 시민성 - 서울시와
발표 : 구동현(연세대 사회학과)
세종로 시민들 사이 미시적 상호작용을
토론 : 김민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심으로
4.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복지인식의
발표 : 양종민(서울대 사회학과)
중요성: 한국의 복지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토론 : 우명숙(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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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6 - 청소년,청년,청년운동

사회 : 정수남(한국학중앙연구원)

1. 사회적 관계망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
: 잠재적 위험 집단의 발견

발표 : 공성환(연세대 사회학과)
토론 : 김현수(이화여대 사회학과)

2. 대구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김수완(경북대 사회학과)
토론 : 정수남(한국학중앙연구원)

3.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 
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발표 : 류연미(서울대 사회학과)
토론 : 정수남(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7 - 인구, 건강과 인권

사회 : 이민아(중앙대 사회학과)

1. 농촌노인의 성별에 따른 세대간 지지와
고혈압조절

발표 : 백지원(연세대 사회학과)
토론 : 이민아(중앙대 사회학과)

2. 사회적 관계의 다층적 특성이 우울에
발표 : 송리라(중앙대 사회학과)
미치는 영향: 연령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 김현식(경희대 사회학과)
3. 고등교육 기관의 인권교육

발표 : 백승민(이화여대 사회학과)
토론 :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303동
(법학관)
204호

303동
(법학관)
209호

전국 사회학과 학과장 집담회

사회 : 이은진(경남대 사회학과)

1. 사회학과 학부 교육 조사 결과

발제 : 김재우(전북대 사회학과)

2. 전국 사회학과 현황 소개와 토의

203동
(서라벌홀)
405호

경희대(김중백), 서강대(이재혁),
영남대(정용교), 경상대(최태룡),
경남대(지주형), 충남대(최인이),
청주대(김미숙), 전남대(신지원) 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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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SAT

Day 1
SAT

20

휴식

20

플래너리 세션
“사회학의 시대, 다시 열리다
- 사회학교육의 새로운 탐색”

플래너리 세션

11:00~11:15

11:15~12:50

303동
(법학관)
207호

Day 1
SAT

20

Day 1
SAT

20

오찬
(303동(법학관) B1층 학생식당)
이사회
(303동(법학관) B1층 교직원식당)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첫째 세션

12:50~14:00

14:00~16:00

집담회
- 다중격차시대의 융합적 사회통합

사회 : 김두환(덕성여대 사회학과)

“사회학의 시대, 다시 열리다
- 사회학교육의 새로운 탐색”

사회 : 최종렬(계명대 사회학과)

1. 21세기 사회와 사회학교육

발표 : 성경륭(한림대 사회학과)

1.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기반한 한국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표 : 김문조·장안식(고려대 사회학과)
토론 : 장예빛(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2. IT 산업과 사회학교육

발표 : 황윤익(다음카카오 추천검색팀, 탐구생활TF)

2. 포용적 제도와 크리에티브 인더스트리

발표 : 석승혜(강원대 SSK전임연구원)
유승호(강원대 영상문화학과)
토론 : 장안식(고려대 사회학과)

3. 갈등해결역량 강화와 사회학교육

발표 :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센터장, 서울시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위원장)

3. 포스트휴먼시대의 신체론

발표 : 김남옥(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토론 : 정의준(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203동
(서라벌홀)
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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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동
(서라벌홀)
402호

농촌2 - 대안농업의 현실과 과제

사회 : 김흥주(원광대 복지보건학부)

1. 대안식품체계로서

공동체지원농업(CSA)의 가능성
모색 : 시장성, 도구성과 배태성을 중심으로

발표 : 최영찬·안경아·박성희·유영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토론 : 윤병선(건국대 경영경제학부)

2. 주말농장 서비스 구성요소의 중요도성취도 분석 -전주시 주말농장 사례-

발표 : 가순호(전북대 농업경제학과)
황영모(전북발전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
토론 : 김철규(고려대 사회학과)

종교1

사회 : 송재룡(경희대 사회학과)

1. 심리치료와 불교

발표 : 한내창(원광대 원불교학과)
토론 : 박수호(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2. 종교성과 신뢰, 사회정치 참여

발표 : 조광덕(경희대 사회학과)
토론 : 김상학(한양대 사회학과)

3. 국가맥락의 상이성. 베일정체성의
차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활동가들의 비교

발표 : 이수인(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토론 : 안 신(배재대 교양교육부)

203동
(서라벌홀)
404호

이론1

사회 :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1. 맑스와 뒤르케임의 딜레마와 자연주의
사회과학의 가능성

발표 : 김명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토론 : 채오병(국민대 사회학과)

2. 다산(茶山)의 가족전략과 그 합리성:
거가(居家)를 중심으로

발표 : 박미해(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토론 : 이재혁(서강대학교 사회학과)

3. 멜로드라마와 사회통합: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자스민을 중심으로

발표 : 최종렬·이예슬(계명대 사회학과)
토론 : 김봉석(성균관대 사회학과)

정치ㆍ민주화2

사회 : 지주형(경남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510호

203동
(서라벌홀)
511호

1. 시민운동 활동가 충원을 위한
발표 : 최종숙(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미시동원맥락 연구: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토론 : 김민정(동국대 다르마칼리지)
2. 투표참여 결정에 정치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표 : 최석현(경기개발연구원)
윤상진(인하대 정치외교학과)
토론 :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3. 국가 간 응답성향 차이와 기관신뢰문항에
대한 효과

발표 : 한신갑(서울대 사회학과)
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구혜란(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전승봉(서강대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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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회사상2
동양사상과 좋은관계:
실천윤리로서의 동양사상의 재해석

사회 : 정성원(한국사회상담연구소)

1. 루만과 스펜서브라운의“재진입”
개념에 관하여

발표 : 이 철(동양대 행정경찰학부)
토론 : 유승무(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2. 대안공동체의 새로운 유형
-탈북자의 공동체관계를 중심으로

발표 : 이동일(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토론 : 김미경(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3. 전통건축의 단청색채에 나타난
한국인의 정서

발표 : 문정필(동명대 건축학과)
토론 : 이재룡(충북대 법학과)

4. 한국인의 일상생활의례의 변천과 종교성

발표 : 정승안(동명대 자율전공학부)
토론 : 박수호(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203동
(서라벌홀)
512호

203동
(서라벌홀)
816호

국제정치사회

사회 : 장경섭(서울대 사회학과)

1. 아시아의 아시아화 : 이론적·방법론적
함의

발표 : 장경섭(서울대 사회학과)
토론 : 공석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 원거리 아버지들: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아버지와“기러기”아빠

발표 :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토론 : 신지원(전남대 사회학과)

3. 특허통합의 제도적 조건
: 유럽특허조약의 확대, 1977-2010

발표 : 김선조·최선규·김영수(서강대 사회학과)
토론 : 심재만(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4. 개발에서 발전으로 : 한국사회의 국제개발 발표 : 김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
토론 : 김성규(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

복지와 평등1

사회 : 성경륭(한림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815호

1. 복지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사회적 평등

발표 : 김인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토론 : 김윤태(고려대 인문대학 사회학과)

2. Does trust affect people’s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발표 : 남은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우명숙(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김수정(동아대 사회복지학과)

3. 복지지출 수준이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의
분석

발표 : 서재욱(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강동훈(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희정(고려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토론 : 박찬웅(연세대 사회학과)

글로벌리제이션ㆍ인권

사회 :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1. 인권정치: 권리를 가질 권리와 자유
-평등테제

발표 : 한성훈(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토론 : 이정은(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203동
(서라벌홀)
817호

2.‘기지촌

위안부’,냉전의 호모 사케르 한국
발표 : 박정미(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정부의 기지촌 성매매정책과 주권의 역설,
토론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953-1995년
3. 기업시민성과 세계시민성: 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궁에 적극적인가?

발표 : 구정우·이수빈(성균관대 사회학과)
토론 : 김수경(고려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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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

사회 :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818호

문화1

사회 : 김은하(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1. 한국사회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연구: 세대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 : 신아름·최샛별(이화여대 사회학과)
토론 : 최유정(이화여대 사회학과)

303동
(법학관)
204호

1. 가족의 초국성과“숨겨진 희생자”
(hidden injuries)

발표 : 함인희(이화여대 사회학과)
토론 : 김혜영(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2. 부모 간 폭력 목격이 성장기 아동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유한희(사회학)
토론 : 허민숙(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3. 사회운동참여를 통한 여성주체의 변화
：밀양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 김 영(부산대 사회학과)
토론 :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

2. Sticky Status? Status Transitivity across
International Cultural Markets
(부제: Korean Artists’Success in Local
and Global Markets, 1998-2007)

발표 : 이강산
(Northwester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토론 : 이기웅(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4. 청소년의

게임이용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회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성별 접근

발표 : 김경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연세대 사회학과)
토론 : 김지연(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3. 힙합장의 구조와 상징자본의 투쟁

발표 : 성연주·김홍중(서울대 사회학과)
토론 : 박정호(대구대 사회학과)

4. 한국사회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

발표 : 김수정(이화여대 사회학과)
이명진(고려대 사회학과)
토론 : 김민지(이화여대 사회학과)

사회사

사회 :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1. 조선 후기 사회사에 대한 열대학적 사유
‘예수회’
:
를 중심으로

발표 : 이종찬(아주대 열대학연구소)
토론 : 김상준(경희대 공공대학원)

2. 1979년 10월 : 역사의 층위와 접합

발표 : 이은진(경남대 사회학과)
토론 :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계급ㆍ계층

사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203동
(서라벌홀)
819호

발표 : Park, Hyunjoon(University of Pennsylvania, Sociology)
1. Living Arrangements of Single Parents and 	Choi, Jaesung(성균관대 경제학과)
Their Children in South Korea
Jo, Hyejeong(University of Pennsylvania, Sociology)
토론 : 박승민(한국국방연구원)
2. Trends in Determinants of Entrance into
the Academic Career: The Case of South
Korea, 1980-2010

발표 : Kim, Keuntae(덕성여대 SSK연구소)
Kim, Jong-Kil(덕성여대 사회학과)
토론 : 김현식(경희대 사회학과)

3. 일반계 고등학생 영어 학업 성취도의 분석

발표 : 김성훈(이화여대 사회과교육학)
토론 : 황선재(중앙대 사회학과)

3.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주의 가치관의
특성에 대한 연구

발표 :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토론 :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4. 노인의 경제불평등과 사회적 안전망

발표 : 이상붕(국민연금연구원)
토론 : 계봉오(국민대 사회학과)

4. 한국과 필리핀 사이 : 세계화 정책 이전
필리핀의 재외한인과 결혼이주

발표 : 김민정(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토론 : 박소진(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303동
(법학관)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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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회 : 최 현(제주대 사회학과)

1. 후쿠시마 이후 반핵운동의 흐름, 성과, 과제

발표 :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토론 : 정영신(제주대 SSK연구단)

203동
(서라벌홀)
402호

2. 대학,

기후행동을 통한 사회변화의 틈새가 될 발표 : 이동길·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수 있을까? - 서울 소재 6개 대학을 중심으로 토론 : 김자경(제주대 SSK연구단)
3. 전략적

틈새로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
발표 : 심혜영·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햇빛발전 확대와 경로의존적 장애요인
토론 : 이태화(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서울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Day 1
SAT

Day 1
SAT

20

20

휴식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둘째 세션

16:00~16:15

16:15~18:15

4. 한국 기후 정의의 지형도
: 사회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발표 : 김민정(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토론 : 서영표(제주대 사회학과)

종교2

사회 : 전명수(고려대 인문대학 사회학과) (서라벌홀)

1. 한국사회의 종교와 도덕성

발표 : 장형철(인덕대)
토론 : 이 철(숭실대 기독교학과)

2. 사회진보와 종교의 역할

발표 : 최현종(서울신대 교양학부)
토론 : 전성표(울산대 사회학과)

이론2

사회 : 강수택(경상대 사회학과)

1. 후기근대의 위상학: 되감기와 임계전이

발표 : 김상준(경희대 공공대학원)
토론 : 박영도(연세대 국학연구원)

2. 위험과 성찰성
: 벡, 기든스, 루만의 사회이론 비교

발표 : 홍찬숙(서울대 여성연구소)
토론 : 이 철(동양대 행정경찰학부)

203동

404호

203동

집담회: 사회학으로 본 북한과 통일

사회 : 이병혁(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서라벌홀)

1. 남북관계의 사회물리학

발표 :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2. 통일의 정치사회학

발표 : 이수훈(경남대 사회학과)

814호

◈ 토론 : 김귀옥(한성대 교양교직학부)·강진웅(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진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3동
(서라벌홀)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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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동

복지와 평등2

사회 : 안치민(대진대학 사회복지학과) (서라벌홀)

1. 빈곤의 다차원성: 사회학적 논쟁을 중심으로

발표 : 김윤태(고려대 인문대학 사회학과)
서재욱(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토론 : 김철주(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2. 평등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문화복지:
문화복지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발표 : 손동기(한국외대 EU연구센터)
토론 : 민웅기(목원대 교양교육원)

3. 지역의 자살예방정책의 사회학적 평가

발표 : 이수철(충남발전연구원)
토론 : 정승화(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3. The history of Western futures studies
발표 : 손현주(전북대 SSK연구원)
: an exploration of the intellectual traditions
토론 : 신종화(서울과학종합대학)
and three-phase periodization

SSK 노년의 생명윤리와 생명정치

사회 : 서이종(서울대 사회학과)

4. The Paradox of Social Regulation and
발표 : 김현수(이화여대 사회학과)
Teenage Suicidality: A Cross-National Study 토론 : 김한성(한양대 사회학과)

1. 생명정치적 시각에서 본 웰다잉

발표 : 서이종(서울대 사회학과)

2. 노인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발표 : 조비룡(서울대 가정의학과)

3. 호스피스의 사회정치적 문제와
생명윤리적 쟁점

발표 : 최경석(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4. 임종기

노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발표 :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국제세션

사회 : 이혜경(배재대 공공정책학과)

203동
(서라벌홀)
511호

1. The Job mobility in South Korea and Japan: 발표 : 공주·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Fluidity or Insecurity or Segmented Mobility 토론 : 계봉오(국민대 사회학과)
2. Epistemological Debates in Environmental 발표 : 장신옥(제주대 사회학과)
Sociological Theories in the 21st Century
토론 :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사회학과 법학의 대화 :
법현실의 경험적 분석

203동

사회 : 이상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라벌홀)
512호

1.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Market
발표 : 박찬웅(연세대 사회학과)
Integration: The Formation of FTA in 1957-2008 토론 :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 민사조정

통계의 법사회학적 해석

발표 : 김도현(동국대 법과대학)
토론 : 이영진(서울중앙지방법원)

3.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발표 : 김상준(서울고등법원)
토론 : 구자숙(경희대학교 경영대학)

815호

203동
(서라벌홀)
816호

5. 임종의료결정과정에서의 노인의
발표 : 한수연(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자기결정권 보호와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 토론 : 윤영호(서울대

의대), 유상호(한양대 의대), 하정화(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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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 네트워킹:
다문화, 인권, 그리고 젠더와 연대

사회 :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1. Multiculturalism is Good, but We are Not
Multicultural: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of Nation and Multiculturalism

발표 :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김윤선(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토론 : 이수정(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203동
(서라벌홀)
817호

인구ㆍ노인

사회 : 서용석(고려대)

1. 대처 이후 영국 보수당의 사회정책과
노인케어 ‘큰
:
사회(Big Society)’
논쟁을 중심으로

발표 : 공선희(고려대 경제연구소)
토론 : 원영희(성서대)

2. 주관적

공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노인부양

발표 : 정윤태(고려대)
토론 : 김소진(중부대)

3. Complex Households and the Distribution
발표 : 김주연(싱가폴 국립대)
of Multiple Resources in Later Life: Findings
토론 : 황명진(고려대 인문대학 사회학과)
from a National Survey

3.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이주노동자와 발표 : 김수경(고려대 국제대학원)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토론 :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
4.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구의 곤경

이민ㆍ다문화ㆍ소수자

발표 : 하정옥(서울대 여성연구소)
토론 : 김민지(이화여대 사회학과)

사회 :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1. 교환유학생 커뮤니티의 온라인-오프라인 발표 : 박근영(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친구관계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토론 : 신지원(전남대 사회학과)
2. 비극의 서사, 인권의 서사: (신)냉전/
분단장치의 수행자들

발표 : 이희영(대구대 사회학과)
토론 : 홍 민(통일연구원)

203동
(서라벌홀)
818호

203동
(서라벌홀)
819호

문화2

사회 : 박선웅(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1. 통치와 잉여:‘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질문들

발표 : 조은주(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 천선영(경북대 사회학과)

2. 한국사회의 대학 이데올로기 종식과
그 중심에 있었던 엑스세대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연구

발표 : 문윤수(목원대 광고홍보언론학과)
토론 : 김현식(경희대 사회학과)

3. 스포츠 셀레브리티에 나타난 국가주의
-초국가주의 담론 경합

발표 : 이현서(아주대 스포츠레저학과)
토론 : 최종렬(계명대 사회학과)

4. 성폭력 재현에 관한 연구
: 불안, 규율효과, 젠더질서

발표 : 김은경·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토론 : 권인숙(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303동
(법학관)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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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동
(법학관)
209호

제3회 고등학생 에세이 및
사회학 논문대회 수상작 발표

사회 : 성문주(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1.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통해 본
보호관찰제에 대한 고찰

발표 : 장혜진·김미현(야탑고 2학년)

2. 배움의 터에 나타난 일베

발표 : 백인범(상문고 2학년)

3. 다시 걷는 제주 구시가지

발표 : 김덕현(제주사대부고 3학년)

4. 폭력의 반대말을 찾아서

발표 : 고승효(순천팔마고 2학년)

5. 시민들의 공익적 요구가 왜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는가?

발표 : 임서현(성심여고 3학년)

6. 교실에서 일어나는 고요한 전쟁

발표 : 이임학(인헌고 2학년)

7. 디즈니애니메이션 여주인공의
여성성과 역할

발표 : 허서정(부산국제외고 2학년)

8. 엔트로피 법칙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댓글문화 형성방안 연구

발표 : 박성찬·원현재·김진영(인천국제고 2학년)

◈ 토론 : 송유진(동아대

사회학과), 최영돈(공주대)

Day 1
SAT

20

Day 1
SAT

20

정기총회
2014 학술상 시상식
18:30~19:30
제3회 고등학생 사회학
에세이 및 논문대회 시상식
(303동<법학관> 207호)

만찬, 친교의 시간
19:30~
(303동<법학관> B1층 학생식당)

| 협찬 및 후원 |
다산출판사, 김미숙, 홍두승, 박경철, 임홍탁, 황혜란,
박혜경, 이재열, 이혜경, 조형제, 윤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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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중앙대학교

승용차 이용

대중교통이용

◎강
 북방향
1. 한강대교 남단 → 노량진로 노량진삼거리,국립현충
원 방면으로 우측방향 → 가칠목길(노들역 1번출구)
우회전 → 현충로 고가도로 방면 우회전 → 현충로
(고가도로) → 흑석로 방향 우회전 → 중앙대학교병
원 삼거리에서 중앙대학교방면 우회전

◎ 버스
지선버스
[중앙대학교(20-195, 20-196)]
5511(중앙대학교 정문,중문,후문 모두 경유), 5517, 5524
[중앙대학교(20-194)] 151,352

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 노량진 수산시장방면으로
우측 방향 → 노들길 국립현충원,한강대교 방면으로
우측방향 → 현충로(고가도로) → 흑석로 방향 우회
전 → 중앙대학교 병원 삼거리에서 중앙대학교 방
면 우회전
◎강
 남방향
1. 상도역에서

상도터널 방향 → 상도터널 사거리에서
흑석로 방면 우회전 → 중앙대학교 정문 방면 우회전
2. 올림픽대로(김포공항 방향) → 올림픽대로 국립현충
원,동작대교 방면으로 우측방향 → 올림픽대로 국립
현충원 방면으로 좌측방향 → 현충로 우회전 → 서
달로 중앙대,흑석동 방면으로 좌회전 → 중앙대학교
병원 삼거리에서 중앙대학교 방면 좌회전
※ 주차 : 중앙대 ‘중문’ 으로 진입 후 우측으로 150m 건물 지하 주차
또는 ‘후문’ 진입하자마자 지하 주차

간선버스
[흑석역,명수대현대아파트(20-126, 20-127)]
640, 642, 752, 462, 360, 350
마을버스
[중앙대병원]
동작01, 동작10, 동작21
(중앙대학교 정문,중문,후문 모두 경유)
◎ 지하철
7호선 상도역 하차, 5번 출구하차 후 동작01, 동작10,
동작21번 탑승 후 [중앙대 후문] 정류장 하차
9호선 흑석역 하차, 3,4번 출구하차 후 도보 5분, 신중
앙약국 앞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동작01, 동작10, 동작21
번 탑승 후 [중앙대 후문] 정류장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