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이론사회학회 연례학술대회

주제 : 서구사회학과 탈서구중심주의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 23일(금)
장소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법학도서관 401호
주최 : 한국이론사회학회,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제 설명]
사회학은 19세기 서유럽에서 태동한 학문으로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서구 경험을 기초로 삼아
서구 근대성의 관심과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고, 그것이 마치 비서구의 현실에까
지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모델인 것처럼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서구 근대성의 이면
에는 서구가 비서구를 지배한 제국과 식민주의의 역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이는 알지 못
하는 사이에 학문으로서의 사회학 자체의 관심과 전망을 근본적으로 제한해온 것이 사실입니
다.
오늘날 사회학이 진정한 “지구적인” 학문으로 탈바꿈하려면 이러한 과거의 유산을 벗어나 서
구의 경험뿐 아니라 비서구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탈식민적이고 탈서구중
심적인 지향을 새로 갖추어야 한다는 자각과 움직임이 전 세계 학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번 한국이론사회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는 서구 사회학의 토대와 유산을 탈식민적 관점에
서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진정한 지구적 사회학의 비전과 여기에 한국 사회학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연례학술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탈서구중
심적 사회학의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자리에 많은 한국이론사회학회 회원들과 사회학자들의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l 한국 사회학의 성격과 전개과정에 영향을 준 식민주의/제국주의 경험은 무엇인가?
l 오늘날 서구 사회학과 한국 사회학의 관계에서 현황은 어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l 한국 사회학에서 서구 사상과 한국 전통사상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l 사회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탈인간중심적 관점은 탈서구중심적 관점
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프로그램

시간
13:40
- 14:00

14:00
-14:50

8월 22일 (목)
l 개회사 : 김환석 (한국이론사회학회 회장)
l 축

사 : 김세건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장)

<기조발표>
§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의 탈식민화와 존재론적 전환

<세션 1> 사회 : 전성우 (한양대)

15:00
-18:00

§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한국이론사회학계의 지형도 | 토론: 이종현
(글로벌사이버대)

§

채오병 (국민대) 비서구 존재방식과 그 인식의 문제 : 식민화를 통한
탈식민화의 가능성 | 토론: 주윤정 (서울대)

§

유승무 (중앙승가대) ’업연사회론’의 밑그림 : 시론적 논의 | 토론:
박수호 (중앙승가대)

시간

8월 23일 (금)
<세션 2> 사회 : 김상준 (경희대)
§

10:00
-12:00

이기홍 (강원대) 한국 사회학, 왜 길을 잃었나? - 김경만의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비판 | 토론: 민병교 (서강대)

특별발표
§

한상진 (서울대) Search for In-Between Commonality: How to go
beyond the Hegemonic Concept of Instrumental Rationality
through the Eyes of Max Weber immersing into the Old Chinese
conception of Affective-Reasonable Rationality
동영상: Voices from Saint-Emilion, France, “Towards a
non-hegemonic World Sociology”

12:00
-13:00

점심식사

<세션 3> 사회: 한상진 (서울대)

13:00
-16:00

16:00
-17:00

§

김봉석 (성균관대) C. 라이트 밀스와 피터 L. 버거 저작의 국내 번역
수용 | 토론: 하홍규 (연세대)

§

권오용 (충남대) 비(非)하버마스적 비판이론: 현대사회연구에서 분석적
장점과 연구전략 | 토론: 홍찬숙 (서울대)

§

김주환 (동국대) 숙명적 비극의 시대, 남녀 대학생들의 절대적 고통
감정과 희생자 감정의 탈정치 | 토론: 김미정 (서울대)

<특별 세션> 사회: 김환석 (국민대)
§

이철우 (연세대)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논평

부대사항

오시는 길
Ÿ

다음 링크 참고 (https://www.kangwon.ac.kr/www/contents.do?key=59)

Ÿ

발표장 : 강원대 춘천캠퍼스 법학도서관 401호 (하단 첨부 지도 참고)

Ÿ

주차권 지원 (행사 당일 등록 데스크에 문의)

숙박 안내
Ÿ

22일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ksstheory@gmail.com)

Ÿ

숙박 장소는 강원대 총장공관입니다. (발표장소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Ÿ

비용은 무료이며, 세면도구는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식사 안내
Ÿ

23일 점심 식사는 백록관 교직원 식당입니다. (하단 첨부 지도 참고)

기타 문의
Ÿ

학술대회에 관한 문의 : ksstheor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