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및 소개

발표 1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 

         : 서울시 노동정책 (이지연, 전북대 사회학과)

토   론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발표 2   노조 파괴 국면에서 저항 전략 연구:유성기업과

            보쉬전장 비교 (김진두, 중대 사회학과)

토   론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세션1. 비정규직 일자리와 노동운동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세션2. 자본주의 새로운 실험과 조직사회

           사회 :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발표 1   기본소득과 새로운 노동의식

         : 대전 '띄어쓰기 프로젝트' (이찬우, 충대 사회학과)

토   론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발표 2   한국의 사회적경제에서 ‘사람’의 자리

            (이가람, 연대 사회학과)

토   론    김자경

           (제주대 SSK 공동연구단 공동연구원, 한살림 제주이사)

발표 1   탈산업사회의 노동자들의 건강 및 산재보험

            (박고은, 이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발표 2   공공부문 위험생산의 작업장 정치

         :  서울시지하철 사례 (한인임, 가톨릭대 사회학과)

토   론   안정화 (고용노동연수원)

    

발표 3   노동환경에서의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 : 감정노동

            (김한나, 중대 사회학과)

토   론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세션3. 노동자 건강과 안전, 불평등

         사회 :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발표 1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이 노후

           빈곤에 미치는 영향 (김윤영, 이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발표 2   부모 세대의 육아 도움에 따른 중국노동시장 내       

           성별임금 결정 기제 (최인, 서울대 사회학과)

토   론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발표 3   한국 왜 육아휴직제도는 실패하는가? 

           (송민정, 이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세션4.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그리고 임금결정 기제

         사회 :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17:15-18:30

16:00-17:00 특별세션1. 선배와의 대화  - 이종구 선생님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진행: 주무현(산업노동학회 회장)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 진행: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곽상신 (학회간사)

10:30-12:00

13:30-15:45

여름 캠프는 현장과 학문적 고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학회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올해 캠프는 신진연구자 총35명이 참석합니다. 학회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및 참여 부탁드 

립니다.

캠프 참가를 원하는 기존 회원은 7월 14일(금)까지 학회(sannohak@gmail.com),

곽상신 간사 (010-5674-2002), 김종진 학술이사 (010-8635-6143)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일차(8/30, 수)

2일차(8/31, 목)

 한국산업노동학회

신진 연구자 여름캠프

 l 회비 및 후원 l 026401-04-241954 (kb국민은행, 한국산업노동학회)

2017년 8월 30일(수) - 31일(목)

제주대학교 서귀포 연수원
(http://park.jejunu.ac.kr)

특별세션 2. 제주지역의 사회학적 고찰  -‘제주의 공동자원’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진행: 유형근(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제주 4·3 평화공원, 사려니숲길 산책

오   전

오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