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학회 2016 년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메가 축제와 도시발전
Mega Festivals and Urban Development

일자: 2016 년 11 월 18 일(금) - 19 일(토)
장소: 강원대학교 서암관 (서암디지털미디어센터)
주최: 지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주관: 서울시립대 SSK 사업단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후원: 한국연구재단

<학 술 대 회 일 정>
일시: 2016년 11월 18일 (금) - 19일 (토)
장소: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서암관 (서암 디지털 미디어 센터)
13:00 - 13:20

등 록 (로비)

13:20 - 13:30

개회

< 분과1: SSK특별세션 >
13:30 - 14:45

장소형성의 메커니즘

14:45 - 14:55

18일

휴식

< 분과2: 일반 세션 >
14:55 – 16:10

(금)

축제의 지역 사회학

16:10 - 16:20

휴식

< 분과3: 주제 세션 >
16:20 - 17:35

지역의 문제와 해법 찾기

19일
(토)

17:35 - 18:00

총회

18:00 -

만찬

10:00 - 12:00

춘천시 도시지역문화 시찰

12:00 - 13:00

폐회및오찬

<프 로 그 램>
2016. 11. 18
13:00∼13:20

[등록]
[개회]

13:20∼13:30

환 영 사: 장원호 (서울시립대, 지역사회학회 회장)
축 사: 조성남 (이화여대, 한국사회학회 회장)
축 사: 윤학로 (강원대 문화예술대학 학장)

< SSK 특별세션: 글로컬문화와 장소형성 >
13:30 ∼ 14:45
사회: 김익기 (동국대학교)
<발표 1> 송준민 (건국대학교 SSK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신시가지의 창조적 장소 만들기 전략으로서의 예술/문화 활동”
토론: 유승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발표 2> 장안식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
“불안, 삶의 질 그리고 지역사회의 맥락적 효과”
토론: 김영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발표 3> 송정은 (서울시립대 SSK 글로컬 문화와 지역발전 연구단)
“케이팝 팬덤과 케이팝 페스티벌의 다양성”
토론: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휴식 (14:45 ~ 14:55)
< 지역의 문제와 해법 찾기 >
14:55 ∼ 16:10
사회: 최태룡 (경상대학교)
<발표 1>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영국의 농민 시장”
토론: 윤상우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발표 2> 김상현,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도시 씬 네트워크 매핑을 통한 도시 어메니티 모델링: 서울시의 사례”
토론: 김지영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발표 3> 김재훈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지역격차의 공간구조: 2000년과 2004년의 비교”
토론: 조효래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휴식 (16:10~16:20)
< 주제 세션: 축제의 지역사회학 >
16:20∼17:35
사회: 김성국 (부산대학교)
<발표 1>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과정에 나타난 이해당사자 갈등 담론 분석”
토론: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발표 2>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제주옹기의 전승체계와 축제화 과정”
토론: 이해진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발표 3> 정성호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강원지역의 소멸 가능성에 관한 연구"
토론: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17:35 ~ 18:00
<총회>

2016. 11. 19
10:00~12:00

춘천시 지역문화 시찰

12:00~13:00

폐회 및 오찬

강원대학교 서암관 (서암디지털미디어센터) 오시는 법:
1) 춘천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법:
A. 택시: 2.9km, 약 3,500 원
B. 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81, 3, 5, 53, 69 번 탑승  3 개 정류장
이동 후 약사아파트 정류장 하차, 길을 건너 반대편 정류장에서 21, 26, 22,
2, 24, 40, 41, 43 번으로 환승  5 개 정류장 이동 후 도시공사앞
정류장에서 하차  서암관까지 도보 8 분
2) 춘천역에서 오시는 법:
A. 택시: 3.7km, 약 4,000 원
B. 버스: 춘천역 정류장에서 150, 31, 83 번 탑승  8 개 정류장 이동 후
미소지움아파트 정류장에서 21, 26, 22, 2, 24, 40, 41, 43 번으로 환승 
7 개 정류장 이동 후 도시공사앞 정류장에서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