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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보고서는 우리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한국농 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주

하여 2008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한 제12회 세계

농 사회학 회에 하여 기록한 것이다. 2002년 세계농 사회학회가 한국농

사회학회에 회유치 의사를 타진한 이후부터 올해 회를 마무리 짓기까지 

6년여 동안의 기록인 셈이다. 

  회 공동주 기 으로서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필요한 산을 지

원하 으며, 원내에 회 조직 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집기와 장비를 제공하

다. 아울러 원내 인력을 조직 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조직  산하 각종 

문 원회의 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 성공 인 개

최를 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세계 인 석학

을 청하여 학술 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농업․농 연구의 심기

으로 내외에 그 이름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 있었다. 한 이 

회에는 48개국에서 441명의 학자가 참석하여 268명이 240편의 다양한 주제

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진지한 학술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제  규모의 행사는 원활한 진행을 하여 그 비과정에서부터 매우 

체계 이며 문 인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회에서의 발표와 토론내용은 참석

자의 머리와 가슴속에 남아 보다 진 된 학문  성과로 열매를 맺겠지만, 회를 

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한 내용은 별도로 기록하여 두고 다음에 이와 비슷한 

행사를 추진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소 한 경험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고해 주신 회 조직 원회 사무국 여러분의 노

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회의 성공 인 개최에 힘을 보태어  수많은 분들, 

그리고 국내외에서 참석하여 회를 빛내주신 학자, 연구자, 정책담당자, 농업

계 인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8. 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iii

요   약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는 2008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6일간 경기

도 고양시 소재 KINTEX에서 한국농 사회학회와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공동

으로 주 하여 개최하 다. 주요행사로는 개회식, 체회의  기조연설, 세계

농 사회학회 이사회, 논문발표 세션, 특별주제 세션, 환 리셉션, 환 만찬, 환

송만찬, 그리고 장견학이 있었다. 회주제는 세계화 시 의 풍요로운 농  

발  방향의 모색(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으로 하여 보다 미래지향 인 농업과 농 에 한 발표와 토론을 유도

하 다. 

  회의 원활한 비와 진행을 하여 조직 원회와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직 원을 하 으며, 행사 행 문기획사를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개설

하 다. 세션 구성 작업과 발표 희망자로부터 논문 록을 수하는 일은 회 

로그램 원회가 세계농 사회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하 다.

  회에는 48개국에서 441명의 학자들이 참석하 으며, 지견학 1일을 제

외하고 4일간 모두 77개의 세션이 운 되어 총 268명의 발표자가 240편의 논

문을 발표하 다. 이 밖에 특별포럼으로 “한국 농업․농 의 비 과 발  방

안”을 운 하 다. 기조연설에는 미국의 리엄 리들랜드 교수(캘리포니아 

학)를 비롯하여 모두 5명이 연사로 나섰다. 회기간  1일간의 장견학

을 통해 한국의 농업과 농 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강화 등 6곳을 다

녀왔다.

  회 참석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회에 한 

체 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24%, 만족 48%, 보통 22%, 불만족 6%, 매우 불

만족 0%로 집계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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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l Report of the 12th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The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was held between 6th and 11th, July 
in 2008 at the KINTEX in the city of Goyang, Korea.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KRSS) and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jointly hosted the conference. Major events during the period were opening 
ceremony, plenary session, special forum, welcome reception, welcome dinner, 
farewell dinner, and excursion. Main theme of the Congress was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 

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and Secretariat Office were the 
most important acting organizations in preparing and implementing the 
conference. Congress homepage was open to public for pre-registration and 
accommodation booking. The homepage of th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accepted abstracts of papers and session organization 
applications.

During the Congress, 441 scholars from 48 different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77 sessions in total. Two hundred forty papers were 
presented and discussed for four days. A special forum, under the title of 
"Vision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and its Development", was 
also held. William Friedland, professor emeritu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Cruz, and other four renowned speakers were invited to 
deliver keynote speeche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participants to collect their 
opinions about the conference; 24%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ere 
"very satisfied," and 48% "satisfied," while only 6% said the conference were 
"not satisfied."

Correspondence: Jang Heo (heojang@krei.re.kr), Ki-Whan Chung 
(kwch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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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회개요

1. 개 요

□ 일시: 2008. 7. 6 ~ 11 (5박6일)

□ 장소: KINTEX (한국국제 시장,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 : 한국농 사회학회, 한국농 경제연구원

□ 주요행사: 

○ 개회식

○ 체회의  기조연설

○ 이사회

○ 워크 , 특별주제 세션

○ 환 리셉션(1일차 녁)

○ 환 만찬(2일차 녁)

○ 환송만찬(5일차 녁)

○ 장견학(3일차)

□ 회 홈페이지: www.irsa200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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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목

○ 세계화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과 농 문제를 재조명하고 정

부 당국과 사회의 심을 모아 한국 농업과 농 의 발 의 토 를 구축하

고자 함.

○ 한국 등 아시아 몬순지 의 소농경제, 농 문제를 집  조명하여 한국  

아시아의 농업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

○ 아 리카 등 개발국의 빈곤과 기아, 환경문제 등 지구  심사항을 집  

조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3. 주제

□ 회주제

○ 세계화 시 의 풍요로운 농  발  방향의 모색(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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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론주제

로벌시 의 식품자원과 식량안보

세계화와 지역화 속에서의 농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다양한 농  여건과 빈곤 해소

새마을 운동 등 농  개발의 안  모델

인구와 농 사회의 변동

사회  자본과 지속가능한 발

량 식량 생산 체제 속에서의 안  농식품 시스템의 개발

농  지역사회 개발을 한 여성 참여와 성 문제

농  사회변동과 발 에서의 소수 민족 문제

농  지역사회 발 과 시민참여

농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량 강화를 한 사회운동과 NGO의 역할 

세계화와 개방화시  아시아 소농과 농  지역사회의 생존 략

아시아  사회 구조 속에서의 내발  농  지역 활성화 략

농  지역사회 발 과 농 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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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치 배경  과정

1. 유치 배경

  2002년, 세계농 사회학회 반클 이 회장(Professor Frank Vanclay, 호주 타

스마니아 학 교수)은 서울 학교 농과 학의 정지웅 교수를 통하여  한국농

사회학회(회장 최상호)가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유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해 왔다. 

  세계농 사회학회는 세계학회에 참여가 부진한 아시아와 아 리카 지역에서 

세계농 사회학 회를 개최하여 참여도를 높일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세계농

사회학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제12회 회는 아시아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

고 있었다. 세계농 사회학회 사무국은 일본농 사회학회와 하고 일본농

사회학회가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개최하여  것을 희망한 바 있었

다. 그러나 일본학회로부터 정 인 회답을 얻지 못한 세계농 사회학회는 다

시 한국농 사회학회에 개최 의사를 타진해 온 것이다.     

  정지웅 교수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해들은 최상호 회장은 세계농 사회학

회의 의견을 2002년 12월 학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학회가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유치할 것인지의 여부를 공식 으로 논의해  것을 요청하 다. 

그러나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 가능성에 한 논의 결과는 정 이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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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농 사회학회가 받아들이지 못한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일

본 학회 보다 연륜이 짧은 한국농 사회학회가 개최한다는 것은 무리다.” 

“한국농 사회학회가 세계 회 개최에 따르는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무 

벅찬 과업이며 세계 회 개최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은 한국의 경제사회 발  정도를 감안할 때, 한

국농 사회학회도 세계 회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을 강조하고 

정 으로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2002년 12월에 개최된 학회 이사회는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의 유치 가

능성을 논의했을 뿐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12회 세계농 사

회학 회 개최 여부에 한 결정 사항은 다음 학회장인 김주숙 회장에게 승계

되었다.

  2003년 5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주숙 교수는 총회에 제12

회 농 사회학 회 유치 안건을 상정하 다. 그러나 이번에도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에 한 논의는 2002년 12월의 이사회 논의 수 에서 멈추고 말았다. 

그러다가 2003년 11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분 기는 반 되었다.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에 한 논의가 재개되자 당시 부회장인 정기환 박사, 

감사인 한국교원 학의 김태헌 교수가 극 으로 회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

했고 임 회장이었던 정명채 박사도 이에 극 동의하 다. 

  김주숙 회장은 1년 이상 끌어 온 세계 회 유치 가능성에 한 논의에 종지부

를 고 한국농 사회학회가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유치하기로 결정하

다. 이사회에서 논의 된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았다.

○ 세계농 사회학 회를 유치하여 한국농 사회학과 한국농 사회학회의  

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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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농업과 농 , 농민 문제를 집  조명하여 세계 학자들에게 알림으로

써 한국이 당면한 시장개방과 WTO 규제 등에 항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농업과 농 에 한 미래 비 을 제시함으로써 농정 당국에 한국 농

업과 농 발 을 한 정책 안을 제시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필

요가 있음.  

  김주숙 회장은 정기환 부회장에게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 신청서

를 작성해  것을 요청하 고 2003년 11월 말 경에 완료된 유치 신청서는 학

회 임원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3년 12월 30일자로 세계농 사회

학회 사무국장인 한센(David Hansen, 미국 오하이오 학) 교수에게 공식 으

로 발송되었다. 

  이 유치 신청서에서 회 기간은 2008년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제시하

다. 이 회기간은 회 유치가 결정 된 이후 개최된 IRSA 이사회에서 7월 6일

부터 11일까지로 수정되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학기와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회 기간을 변경한 주요 원인이었다. 

  회의 주제는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Community Initiatives 

and Empowerment”로 잠정 결정하 다. 회의 주제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기존의 세계농 사회학 회의 주제들이 산업사회화, 세계화, 개방화 속에서 농

업과 농 의 기를 강조한 나머지 농업과 농 의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비

인 분 기가 조성되어온 을 감안하여 이번 제12회 회는 이러한 분 기에

서 탈피하여 미래 농업과 농 의 의망을 찾는 회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

를 심기 한 것이었다. 회의 주제는 로그램 원장 공모 과정에서 로그

램 원장으로 임명된 요시오 카와무라 교수(일본 류코쿠 학)의 의견을 수용

하여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로 수정되

었다.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의 세부 주제로 다음과 같은 13개의 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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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됨을 감안하여 1970년  한국의 농 개발 모델이

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

다1. 

- Food supply and securit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 Family farming, industrial farming and alternative farming 

- Rural poverty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rural community

- Community participation, leadership and people’s empowerment

- Social capital an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 Gender issue and women’s initiative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 Rural family and culture and rural life 

- Rural school and community education

- Urbanization, rurbanization and ruralities

- Rural-urban relationship and green tourism 

- Saemaul Undong as a model of rural development

- Regional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세계농 사회학 회는 세계 회조직 원회(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WCOC)를 구성하여 운 하며 조직 원장(Chair of WCOC) 아래 

운 원장(Local Arrangement Chair)과 로그램 원장(Program Chair)를 두

고 회 운 원장은 학회의 부회장인 정기환 박사가, 로그램 원장은 

IRSA의 통에 따라서 IRSA 측과의 의 하에 제3국의 학자 에서 공모하기

로 하 다. 

  학술 회의 골격은 제11회 학술 회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기조연사

(keynote speaker)의 수를 5명 수 으로 축소하기로 하 다. 차 회에서 기

조연사 수가 무 많았고 그 연설의 수 도 크게 높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제12

 1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의 세부 주제로 새마을운동을 정한 것은 한국 측의 입장

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들과 추후 선정된 로그램 원장이 제안한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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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 기조 연사는 수를 축소하는 반면 연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김주숙 회장의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 신청 서한  유치 신청서

는 <부록1>과 같다.

2. 유치 과정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 신청서를 발송한 한국농 사회학회는 

회 유치를 한 비에 착수했다. 특히 회 유치를 결정한 김주숙 회장은 회 

유치 비에 해 매우 극 이었다. 김주숙 회장의 리더십 아래 유치 비를 

한 비 원회가 구성되었다.2 

  김주숙 회장 리더십 하에 정기환 부회장, 김태헌 감사, 조옥라 이사가 회 

유치를 한 원으로 극 가담하여 세계 회 유치를 해 다음과 같은 비

를 하 다. 

  첫째, 2004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농 사회학 회에 참석

하여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농 사회학자들로부터 한국 회 유치를 극 지

원해  것을 요청하는 유치활동을 하기로 하 으며 인도네시아 회 참석을 

한 모 활동을 하기로 하 다. 이를 해 김주숙 회장이 제2회 아시아농 사

회학 회에 참석할 학회 회원 4인의 여비를 확보하기 하여 모 활동을 개

하 다. 둘째, 학회만의 힘으로 세계 회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이므

로 한국농 경제연구원과의 공동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 다. 

 2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 비 원회는 비공식 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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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동개최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  

  정기환 부회장은 당시 한국농 경제연구원장인 이정환 원장을 만나 한국농

사회학회가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유치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한국

농 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회를 유치할 것을 요청하 다. 이정환 원장

은 흔쾌히 본 회의 공동 개최에 동의하 으며 2004년 7월 15일 한국농 사

회학회와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공동으로 유치

한다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작성하여 교환하 다(<부록

2> 참조).

2.2. 제2회 아시아농촌사회학대회 참석   

  김주숙 회장은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농 사회학 회에 

세계 회 유치단을 견하기로 결정하고 이 회의에 김주숙 회장과 함께 정기

환부회장, 김태헌 감사, 조옥라 이사를 견하 다.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농 사회학 회에는 세계농 사회

학회 회장인 반클 이 교수와 IRSA 사무국장인 한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아시

아 농 사회학 회를 격려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유치단은 IRSA 회

장단과 어울려 한국의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에 해 논의할 수 있

었고 반클 이 회장을 비롯한 한센 교수 등도 한국의 유치를 극 지원하기로 

하 다. 

  한국 유치단은 아시아농 사회학회 총회에 참석하여 제12회 세계농 사회

학 회 한국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각국 학자들의 지원과 회 참석을 요청하

다. 한국의 회 유치가 단순히 한국이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를 

표하여 회를 유치하는 만큼 아시아 농 사회학회 회원국의 지지가 

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시아 농 사회학회 총회에서 각국에서 참석

한 학자들은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의 한국 유치를 극 지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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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그램위원장 공모    

  제2회 아시아농 사회학 회 참석으로 얻은 큰 성과 의 하나는 반클 이 

회장과의 솔직하고도 진솔한 화 고 이들의 극 인 지지를 획득한 에 

있다. 특히 회의 로그램 원장을 IRSA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자는데 합

의하 고 반클 이 회장의 주도하에 로그램 원장을 공모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 다.  

  회 직후 반클 이 회장은 IRSA 홈페이지에 로그램 원장을 공모하는 

과정에 착수하 고 수명의 후보자가 응모하 다. 그  반클 이 회장과 정기

환 부회장, IRSA 차기 회장인 알 산드로 보나노 교수(Alessandro Bonanno, 미

국 샘 휴스톤 학)의 의 결과 최종 후보가 2명으로 좁 졌다. 결국 후보자 

2명  한 사람을 로그램 원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한국농 사회학회의 몫

이 되었다.

  2004년 6월 24일,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에 다른 비 과정을 살

펴보고 한국 측과 의를 해 반클 이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 다. 김주숙 회

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측 비 원회는 회 개최 비를 한 반 인 

문제, 특히 재정문제와 회의장, 로그램 원장 선정 문제를 집  의하 다. 

  최종 으로 세계농 사회학회와 한국 측 비 원회는 두 사람  한 사람

을 로그램 원장으로 임명하면 다른 한 사람은 부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합의하 다. 그리고 한국 측이 당  제시하 던 로

그램 부 원장인 정지웅 교수는 로그램 공동 원장으로 격상시켜 로그램 

구성에 한국 측 의견을 반 하도록 하 다. 

  IRSA 회장과 차기 회장은 미국 워싱턴 주립 학의 주삼(Raymond Jussaume, 

Jr.)  교수를 로그램 원장에 임명해 주기를 희망했지만 한국 측은 이와 달

리 일본의 카와무라 교수를 로그램 원장에 임명하기를 희망했다. 일본의 

카와무라 교수가 로그램 원장이 되는 것이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 회

의 명분에도 합하고 일본 측 학자들의 보다 많은 참석을 요청할 수 있기 때

문이었다.  



11

  한국 측 비 원회는 로그램 원장 후보자 두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  

한 사람을 원장으로 하면 자동 으로 다른 한 사람이 부 원장이 된다

는 합의를 받은 후에 일본 류코쿠 학의 카와무라(Yoshio Kawamura) 교수를 

로그램 원장으로, 미국의 워싱턴 주립 학의 주삼 교수를 부 원장으로 결

정하고 이 사실을 2004년 7월 8일 본인들에게 통보하 다(<부록3> 참조). 

2.4. 유치 결정     

  한국 측 유치 비 원회는 한국 공사의 조를 얻어 세계농 사회학회 

이사회에 제출할 회 유치신청서를 작성하 다. 이 신청서에는 새로 임명한 

로그램 원장과 부 원장의 명단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보다 구체 으로 

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 다. 

  한 이번 세계농 사회학 회에 가  많은 학회 회원이 참석하도록 유치

활동을 극 으로 벌이도록 하 다. 회 유치 비 원회 측에서는 김주숙 회

장과 정기환 부회장, 김태헌 감사, 조옥라 이사를 회 유치단으로 결정하고 노

르웨이 트론하임에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세계농 사회학

회에 참석하 다.    

  7월 23일 트론하임 지에 도착한 유치 비단은 7월 24일 반클 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회 유치에 따른 비 사항을 의하 다. 한국 유치단

은 7월 25일 개최되는 세계농 사회학회 이사회(Outcoming Executive Council) 

회의에 참석하여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 계획을 발표하 다. 발표 내

용에 해서 이사진의 몇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한국 측이 발표한 제12회 세계

농 사회학 회 유치 계획은 원안 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날 한국 측이 비한 유치 신청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매우 잘 

다는 평가를 받았고 반클 이 IRSA 회장은 한국농 사회학회가 작성한 회 

유치 신청서는 향후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 신청서 작성을 한 표

(standard form)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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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 정기환 부회장은 세계농 사회학 회 총회에 참석하여 2008년도 

7월에 개최될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 계획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많은 참석을 요청하 다. 이 자리에서 정기환 부회장은 회운 원장(Local 

Arrangement Chair)으로서, 미국 워싱턴 학의 주삼 교수는 로그램부 원장

(Deputy Program Chair)의 입장에서 인사를 했으며, 서울 학교의 정지웅 명

교수가 한국 측 공동 로그램 원장으로 소개되었다.   

  2004년 7월 25일,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한국 유치가 공식 으로 결정

되었고 7월 30일 IRSA 총회를 통해 학회 회원에게 통보되었으며, 회 운

원장이 회 개최 개요에 한 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회 참석을 요청하는 홍

보를 처음 시작한 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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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추진체계 구성 

1. 세계농 사회학회와의 합의각서 체결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의 한국 유치가 결정된 이후 IRSA는 한국농 사

회학회와 한국농 경제연구원에게 세계 회 개최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확정

짓는 MOU의 체결을 요청하 다. 한국농 사회학회의 입장에서도, 한국농 경

제연구원의 입장에서도 MOU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에 3자는 MOU 

체결을 한 합의에 쉽게 도달하 다(<부록2> 참조). 

  이 에서 가장 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은 회 개최 이후 일정 액을 

IRSA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당  IRSA는 회 개최 잉여 의 50%를 IRSA에 

기부할 것을 요청했지만 학회가 수익기 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 이라는 개념

을 용할 수 없고, 한국 학회가 그만한 여력도 없음을 들어 회 수익   

10,000달러를 IRSA에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 그러나 회가 자가 난

다면 IRSA는 기부 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을 명시하 다.  

  한편, 세계 회 개최 결과에 한 회 보고서(proceeding)는 발간하지 않기

로 하고 IRSA가 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IRSA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회 

조직 원회가 2,500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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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 선임  

  한국농 사회학회가 작성한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신청서는 많은 

부분에서 세계 회 개최를 한 조직 구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장 요한 부

분으로 회장이 있다.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가 한국농 사회학회와 한

국농 경제연구원장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인 만큼 회장은 당연직으로 

회를 개최하는 2008년도에 두 기 을 담당하는 기 장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2008년도의 한국농 사회학회장과 한국농 경제연구원장이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의 공동 회장이 되는 것으로 합의하 다. 

3. 조직 원회 구성과 조직 원장 선임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는 이제까지의 세계농 사회학 회의 조직 양식

을 크게 바꾸고 있었다. 제11회 노르웨이 회를 보면 로그램 원장이 국

인이었고 회 운 원장은 회 개최국인 노르웨이의 에다 교수 다. 그러

나 이 회는 세계농 사회학 회 체를 조직 운 하는 조직 원회가 없었다. 

즉, 로그램 원장은 회에서 발표할 논문 선정과 논문 발표 일정 확정, 

청연사 청 등의 일을 담당하고 회 운 원장은 지에서의 회 조직에

만 념하는 형태 다. 

  그러나 한국이 제안한 유치 신청서에서는 세계 회 조직 원회(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WCOC)를 두고 회 조직 원회 원장이 

로그램 원장과 회 운 원장을 총 하는 형태를 지니게 함으로써 회 조

직에서의 횡  연결을 원활히 하고자 하 다. 

  2005년 5월 3일 개최된 한국농 사회학회 이사회에서 조직 원회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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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원장의 임명에 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세계 회의 운 원장

(Local Arrangement Chair)을 담당한 사람이 회 조직 원회의 원장직을 담

당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결론에 따라서 학회 부회장인 정기환 박사가 세계

농 사회학 회 조직 원장 직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 구조> 

한국농 사회학회장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장 

사무국 요원 분과 원

조직 원회 원 

사무국장

재정 원회 원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한편, 조직 원회는 회를 비하는 과정에서 조직 원장이 독자 으로 의

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주요 결과를 사후에 공동 회장인 학회장과 한국농

경제연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 다. 이러한 결정은 세계 회의 공동 회

장이 각기 다른 기 의 독립된 기 장이기 때문에 조직 원장이 두 기 장의 

사  승인 하에 조직 원회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날의 결정에 따라서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장에 임명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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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 박사는 빠른 시일 안에 조직 원회를 구성하여 합리 인 의사결정 체제

를 갖추고 조직 원회 산하기구로 세계 회 비를 한 조직 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서 정기환 조직 원장은 

사무국장에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연구 원인 박 식 박사를 하 다.  

  조직 원장은 회 유치 과정부터 크게 기여해 온 문옥표 한국학 앙연구원 

교수를 부 원장에 하고 국의 학과 지역을 감안하여 조직 원을 

하 다. 

조직 원회

  원  장 : 정기환(한국농 경제연구원)

부  원장 : 문옥표(한국학 앙연구원)

조직 원

조옥라(서강 학교)

김종덕(경남 학교)

박민선(농 학)

송정기( 북 학교)

김종숙(한국농업 학)

윤수종 ( 남 학교)

박희제(경희 학교)

정호진(농 ․청소년미래재단) 

김경미(농 진흥청)

박 식(한국농 경제연구원) 

김흥주(원 학교)

김철규(고려 학교) 

한도 (한국학 앙연구원)

허 장(한국농 경제연구원)

  조직 원회는 회 개최 비에 따른 요한 의사를 공식 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회 개최 기간  조직 에서 결정한 

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로고 

○ 회 참가자 (외국참석자, 한국 참석자) 등록  기  

○ 회 체 로그램 

○ 회 기간 의 장 시찰 장소  일정 

○ 사무국 운 에 한 제반 규정 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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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원회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은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박 식 연구 원이 되어 활동하

다가 2006년 12월에 미국으로 안식년 휴가를 떠나고 미국에서 돌아온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허 장 연구 원이 2006년 12월부터 사무국장 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한국농 사회학회와 한국농 경제연구원간의 합의각서에 따라서 조직 원

회 사무국이 한국농 경제연구원 내에 설치되고 2007년 2월 26일에 식이 

열렸다. 식에는 한국농 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과 연구원 간부진, 한국농

사회학회 김태헌 회장과 김주숙 임 회장, 김철규 고려  교수, 김흥주 원

 교수, 박민선 농 학 교수, 농 진흥청 김경미 박사 등이 참석하 다. 

  2007년 3월에는 사무국 운 장으로 김은정 씨, 4월에는 운 요원으로 박 

미 씨가 합류했다. 이즈음에 조직 원회 운 규정과 사무국 운   회계규정

이 마련되었다(<부록4> 참조).

사무국

사무국장

 -허 장(한국농 경제연구원)

운 장

 -김은정(한국농 사회학회)

운 요원

 -박 미(한국농 사회학회)

5. 재정 원장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를 결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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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를 한 재정확보에 한 부담이었다. 회 유치 신청서에 제시된 개

략 인 지출 산은 7억 원 정도인데 회 참가자 등록비로 인한 수입으로 

약 2억 원, 연구원을 통한 국비 지원  상액 약 3억 원을 제외하면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모 해야 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호

되지 않았고 2억 원 정도를 공공기 을 통하여 모 하는 일이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재정 문제를 효율 으로 처하기 하여 학회 원로를 재정 원

장에 하여 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2007년 12월 한국농 사회학

회의 이사회에서의 논의 끝에 학회 이사장인 김주숙 한신  명 교수와 정명

채 박사(  한국농업 학 학장)를 복수의 재정 원장으로 하 다. 따라서 

정명채 박사는 공공기 을 심으로, 김주숙 교수는 농업인 단체와 농기업체를 

심으로 모 활동을 개하기로 하 다. 

6. 회 장소 선정 

  2004년 7월에 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까지 2008년도에 개최될 제12

회 세계농 사회학 회 회의장은 서울시 삼성동 소재 COEX 다. 그러나 회 

유치가 결정 된 이후 2005년 가을에 회장 약을 한 2차 방문 시 회 기

간인 2008년 7월 6일 주간은 이미 다른 기 이 동 장소의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다. 

  따라서 조직 원회는 회장을 다시 물색하게 되었고, 안으로 경기도 고

양시에 있는 KINTEX가 부각되었으며 , 구, 제주 등지의 컨벤션 센터

가 거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회의 원활한 비를 해 서울 주변을 택하기

로 하 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 고양시 소재 KINTEX가 회 장소로 결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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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RSA 집행 원회 개최 

  2004년도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세계농 사회학회 이사회에서 2008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개최 비를 한 집행 원 6인이 선정되

었다. 이들 6인의 세계농 사회학회 집행 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집행 원회

원장 

 -Alessandro Bonanno (학회장, 미국 샘휴스턴 학교 교수) 

 원 

 -Mark Shucksmith (학회 제1부회장, 국 뉴캐슬 학교 교수)

 -조옥라 (학회 제2부회장, 서강 학교 교수)

 -정기환 (세계 회 조직 원장, 한국농 사회학회장)

 -Yoshio Kawamura ( 로그램 원장, 일본 류코쿠 학 교수)  

 -David O. Hansen, (학회 사무국장, 미국 오하이오 학교 교수)

7.1. 1차 집행위원회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개최를 비하기 한 제1차 집행 원회가 2006

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IRSA 회장인 보나노 교수, IRSA 제

2부회장인 조옥라 교수, 카와무라 로그램 원장, 정기환 조직 원장이 참석

하고 한국 측에서 김태헌 회장, 김주숙 임회장, 김철규 고려  교수, 정호진 

이사 등이 참석하 다.

  제1차 집행 원회에서는 회 장소에 한 상세 시찰과 회 개최에 따른 재

정 부담 능력 확인, 등록비 수  결정 등이 논의되었고 개략 인 회 일정과 

로그램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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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 장소 확인 

  IRSA 보나노 회장과 집행 원 일행은 COEX와 KINTEX를 모두 둘러보고 

안으로 확정된 KINTEX에 해서 만족을 표시하 다. KINTEX의 문제 은 

숙박시설이 빈약해서 일부 참석자의 숙박을 서울 소재 호텔에서 소화해야 하

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숙박 문제를 제외하면 KINTEX는 세계농 사회학

회 유치를 해 손색이 없는 회장으로 평가되었다. 

  2) 재정 부담 능력과 등록비 수  

  IRSA 측은 회 개최에 따르는 재정 부담 능력에 해서 큰 심을 보 다. 

그러나 조직 원회는 정부의 보조와 참가자 등록 , 기타 모  계획에 의해서 

재정 충당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따라서 등록비 수 에 한 논의가 이 되

었다. 

  IRSA의 보나노 회장은 참가국의 소득 수 에 따라 등록 을 차별화하는 방

안을 제시하 지만 한국 측 조직 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측 조

직 원회는 회에 참가하는 개도국 학자들은 부분 장학 이나 기부 , 지원

을 받아 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참가를 신청할 경우 등록 까지 지원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에 등록 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을 

강조하 다. 

  논의 결과 한국 측 조직 원회는 회 참석자의 등록비를 차별화하지 않고 

차 회 수  혹은 이보다 역간 높은 수 에서 등록  안을 제시하 다. 조직

원회가 제시한 등록  수 은 다음과 같다. 

○ 회원인 경우 

조기 등록: 350,000원(US$ 390) 

등록     : 450,000원(US$ 490) 

학생     : 230,000원(US$ 250) 

동행인   : 130,000원(US$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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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인 경우 

조기 등록: 450,000원(US$ 490) 

등록     : 550,000원(US$ 600) 

학생     : 300,000원(US$ 327) 

동행인   : 180,000원(US$ 196) 

  3) 회 로그램 

  카와무라 로그램 원장은 개략 으로 2008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의 

회 일정에 필요한 로그램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즉, 체 회를 

10개의 Cluster로 구분하고 각 Cluster 당 4개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하

다. 각 논문의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면 약 600편의 논문 발표를 해 

매일 15개의 논문 발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 로그램 원장이 제시한 회 기간  로그램 구성> 

6 July (Sun) 7 July (Mon) 8 July (Tue)
9 July 
(Wed)

10 July (Thu) 11 July (Fri)

09:00-10:45 Cluster 3

Study tour

PS

(KS 4,5)
Cluster 9

10:45-11:00
Break

Break Break

11:00-12:45
Cluster 4

Cluster 7 Cluster 10

13:45-15:30    Cluster 1
Cluster 5

Cluster 8 PS 

15:30-15:45 Break Break Break Break

15:45-17:30 Cluster 2 Cluster 6
PS

(IRSA)
IRSA

18:00-21:00 Welcome Reception
Farewell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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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차 집행위원회  

  제2차 집행 원회는 제16회 세계사회학 회가 개최되는 남아공의 더번에서  

2006년 7월 26일 개최되었다. 정기환 조직 원장은 보나노 IRSA 회장과 한센 

IRSA 사무총장, 로그램 원장인 카와무라 교수, 로그램 원회 부 원장인 

주삼 교수와 만나 일정별 로그램의 검, 학술 논문 제출을 한 주요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하 다. 

  이날 조직 원장은 회장소가 COEX에서 KINTEX로 변경된 이유를 설명

하고 시설  호텔 숙박 시설 등에 한 비 상황을 보고하 다. 로그램 원

회는 학술 로그램 일정의 구체화와 주요 추진 일정표를 제시하 다. 회의 

주제에 해서 논의가 있었으나 당  주최 측의 의견을 존 하는 방향으로 정

리되었다. 

  2차 집행 원회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개 cluster는 105분, 1개의 session에 4개의 paper를 발표한다면 800개의 

paper를 발표하는데 소요되는 session 수는 200개 정도, 600개의 논문이 발

표된다면 150개의 세션이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 따라서 회 기간 에는 최소한 15~20개의 발표장이 필요하며 keynote 

speech를 한 plenary session, poster session, 이외에 부수 으로 회 운

에 필요한 방이 3~4개 더 필요할 것으로 단 

○ 주요 로그램 추진 일정(시작  deadline) 

- keynote speaker 청 확정: 2006. 4 ~ 2006. 12 

- First circulation(1차 홍보물 제작 배포): 2006. 12 ~ 2006. 12 

- Call for session organizer: 2007. 1 ~ 2007. 7 

- Second circulation(2차 홍보물 제작 배포): 2007. 7 

- Call for papers: 2007. 5 ~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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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day for abstracts: 2007. 12 

- Select papers: 2008. 1 ~ 2008. 3

- Send letters for acceptance/rejection to participants: 2008. 4 ~ 2008. 5

- Finalizing program : 2008. 4 ~ 2008. 5 

- print program: 2008. 5 ~ 2008. 6 

- Third circulation(3차 홍보물 제작 배포): 2008. 5 

○ 회 일정(안)

7. 5 7. 6 7. 7.  7. 8  7. 9 7. 10

오
09:00-10:45
10:45-11:00
11:00-12:45

 
 P.S 
 개회식 
 KS 1, 2
 KS. 3

 Cluster 3
 Break 
 Cluster 4

 투어

 P.S. 
 KS. 4, 5
 Break 
 Cluster 7

 Cluster 9
 Break 
 Cluster 10

12:45-13:45

오
후

13:45-15:30
15:30-15:45
15:45-17:30

 등록 
 (IRSA 이
사회)

 Cluster 1
 Break 
 Cluster 2 

 Cluster 5
 Break 
 Cluster 6

 투어 

 Cluster 8
 Break 
 P.S(IRSA  
 총회)

 P.S. 
 폐회식 
 Break 
 IRSA 이사
회

`7:30-18:00

녁 
18:00-21:00 환 회 특별 집회 특별 집회

Farewe l l 
Party 

참고: P.S: plenary session KS: keynote speech

○ 집행 원회 회의 결과 회 조직 의 활동이 정 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장소를 COEX에서 KINTEX로 옮긴 것은 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2007

년도 각 륙별로 개최되는 지역별 농 사회학 회에 회장과 조직   

로그램 원회가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개하도록 권장

○ 개도국 학자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하여 기 을 확보하는 일이 요하며 

이사진들로 구성된 기  모 원회를 구성하되 기  모  원장을 회 

조직 원장이 맡도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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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원회는 조속히 주제와 로그램 session별 주제를 확정짓도록 

하여 조직 가 연내에 1차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조할 것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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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비

1. 행사 선정

1.1. 개 요

  회의 성공  개최를 해 국제회의 조직과 운 에 경험이 있는 문기획

사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행사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운

과 기획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행사 선정의 목 이었다. 특히 이 

회 기획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해 내부  외부 원으로 심사 원단을 구

성하여 객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 다.

1.2. 예 산

  국제회의 기획을 한 용역 산은 약 3억5천만 원으로 하 고, 여기에는 용

역범 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경비 일체가 포함되었다. 업체는 일단 산(안) 

액보다 은 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선정된 뒤 상을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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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은 사후정산으로 하고 회의종료 후 30일내 청구, 사후 원가계산서 작성 

시 외부기 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하 다.

1.3. 용역 범위

  행업체가 담당할 업무 범 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조직 원회 업무보조

○  회의 비를 한 종합계획 수립

□ 회의기획

○ 회의장 : 회의장 조성  기자재 운

○ 의 분야 : , 송, 수송, 숙박  

○ 행사분야 : 개폐회식, 오․만찬, 장방문 로그램, 행사 후  로

그램

○ 회의운  : 체회의, 워크 , 이사회, 포럼, 특별세션 등

○ 회의지원 : 등록, 인쇄, 홍보, 진행요원 운 , 참가자 리 등

1.4.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객 이고 공정하게 행업체를 선정하기 하여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

국농 사회학회 등으로부터의 내부인사와 련 문가로 구성된 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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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 원회

○ 내부 원 

  - 한국농 경제연구원 2인

   . 권오복 농업 측정보센터 정보화 장

   . 최지  기획조정실장

  - 한국농 사회학회 2인

   . 조옥라 한국농 사회학회 부회장

   . 문옥표 조직 원회 부 원장

  - 회 조직 원회 2인

   . 정기환 조직 원장

   . 허  장 사무국장

○ 외부 원 2인 

  - 김철원 경희 학교 호텔 학 컨벤션학과 교수

  - 김기선 서울 학교 교수, 세계원 학 회 사무총장

1.5. 선정절차

  행업체 선정 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공고

○ 연구원  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계획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회 내용  선정 차 안내

□ 심사

○ 서류심사 : 일정 요건의 서류  제안서 심사

○ 젠테이션 :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일정수의 업체가 제안내용을 설명하는 

젠테이션 실시 (3개 업체 이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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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 서류심사와 젠테이션 결과를 심사 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선 상 상

업체 선정

○ 추후 상을 통해 산  세부 과업 내역서 확정

□ 계약

○ 계약 체결

1.6. 심사기준

  행업체 선정을 한 심사기  등은 다음과 같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5> 참조).

□ 서류심사

○ 자본 , 재무제표(최근 3년), 국제회의 수행실  (최근 3년), VIP 참 행사 수

행실 (최근 3년), 포상경력, 법인설립등록일(사업자 등록일), 조직구성(이번 

행사에 실제 투입되는 상근직원만 포함), 농업 련 국제행사 수행 실 , 2008. 

6. 1 - 2008. 7. 30까지 다른 행사수행계획, 사업제안 내용의 우수성 등 

- 국제회의 수행실 은 외국인 참가자 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국

제회의 수행실 과 VIP 참 행사 수행실 은 복 기재 가능하며, 체 

산액과 용역업무내용․용역액수를 구체 으로 명시

□ 젠테이션

○ 기획력(40 ) : 회의에 한 이해도, 회의장 구성  행사장 구성 등 분야별 

분석력을 포함한 문성  창의성, 장소와 산을 고려한 기획의 실용성 

 실성, 홍보 기획력

○ 안정성(30 ) : 회사 연   자본  등 재무제표 평가, 회근 3년간 국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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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실  (농업 농  행사 수행 우 ), 담  인력 수성, 추진 일정

의 합리성, 타 행사 수행 계획 

○  효율성(30 ) : 산편성의 정성, 산 감의 노력  효율  인력 활용

□ 선정기

○ 개 단체만 응모하 을 경우는 심사 원회 의에 의하여 선정

○ 각 단계별 선정된 업체는 개별 으로 통보하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1, 2차 심사단계에서 개개 업체별 가장 높은 수와 가장 낮은 수를 부여

한 심사 원의 평 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 원의 수를 합산하여 가

장 높은 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단 가장 높은 수와 가장 낮은 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1개씩만 제외)

○ 2차 심사에서 최고 수를 얻은 업체를 상 상자로 지정

○ 총 이 동일하여 경합될 경우 원회 의에 의거 결정

○ 상 상자와 상을 진행하 으나 약정서 작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원

회 의에 의하여 상 상자 추가지정, 약정서 체결 추진

1.7. 주요일정

  실제 행업체 선정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선정 계획안 수립 : 2007. 7. 10 (화)

□ 주요일정 공고 : 2007. 7. 25 (수) 

○ 공고처 : 본 회, 한국농 사회학회,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국 컨벤션

이벤트산업 회 홈페이지

○ 공고문 내용 : <부록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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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원회 구성 : 2007. 8. 6 (월)

○ 심사표 : 부록 참조

□ 사업설명회 : 2007. 8 1 (수) 오후 3시

□ 제안서 제출 (1차 심사): 2007. 8. 16(목) - 17( ) 18:00 근무시간 내

○ 제출방법 : 직 지참 제출(우편 수 불가)

○ 제출장소 :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 사무국

○ 제출부수 : 8부 (용지규격 : A4)

- 체 컬러 린트된 제안서 1부 이상

□ 서류 합격업체 (1차 심사 통과 업체) 발표 : 2007. 8. 27(월) 16:30 

○ 통보 방법 : 이메일 (제출서류에 표 이메일 기록요망)  회 홈페이지 

게재

□ 젠테이션 (2차 심사) : 2007. 9. 11(화) 14:00 한국농 경제연구원

□ 우선 상 상자 발표 : 2007. 8. 12(수) 14:00

○ 통보 방법 : 이메일  본 회 홈페이지 게재

1.8. 결과

  심사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안서 제출업체: 3개 업체(지니릴 이션, 유니세스, 리커뮤니 이션)

□ 1차 심사 통과 업체 : 2개 업체 (지니릴 이션, 유니세스)

□ 우선 상 상업체 : 1개 업체 (지니릴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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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상 상업체로 선정된 지니릴 이션과 제안내용  산 등에 한 

의를 거친 후 2007. 11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행업체로 계약을 체결

하 다.

2. 회 로고 제작

  행사에 한 홍보, 기타 출 물 등에 사용하기 하여 로고 등을 제작하 다. 

개발  제작업체로 (주)지니릴 이션을 지정하여 2006. 12. 18부터 2007. 1. 

30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개발  제작을 하 다. 

  제출된 시안에 해서는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조직  사무국장), 최경

환, 송미령(이상 한국농 경제연구원 박사) 등 4인으로 구성된 내부 검수 원

회의 검수를 거쳐 확정되었다.

<로고 등 제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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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회의 개최

3.1. 조직위원회

  조직 원회 체 회의는 모두 3회에 걸쳐 개최되어 회 비와 련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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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 다. 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

과 같다.

□ 1차 회의

○ 일시 : 2007. 5. 3

○ 장소 : 코리아나호텔 아리랑

○ 참석자 : 정기환, 조옥라, 김흥주, 박민선, 김흥주, 김종숙, 박희제, 김경미,  허  

장, 김태헌, 정지웅, 정명채, 김주숙, 김은정, 박  미

○ 보고사항

  - 회개요

  - 회 운  구성

  - 조직 원회 구성

  - 산 운

  - 조직 원회 추진 실

  - 로그램 원회 추진 실

○ 논의주제

  -  분과 원회 구성

  - 조직  자문 원회 구성

  - 조직  사무국 분과  문 원 구성

  - 장견학  행사 후  상지역 개발

□ 2차 회의

○ 일시 : 2007. 12. 20

○ 장소 : 고려 학교 인 기념  제1회의실

○ 참석자 : 정기환, 조옥라, 박민선, 김흥주, 김종숙, 김종덕, 한도 , 김철규, 송정

기, 정호진, 김경미, 허  장, 정지웅, 김은정, 박  미

○ 보고사항

  - PCO 선정

  - 회장 비

  - 조직 원회 활동

  - Study Tour 로그램 구성

  - 2차 홍보물 제작 비

○ 논의주제

  - 등록비 산정

  - 논문 제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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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회의

○ 일시 : 2008. 4. 16

○ 장소 : 코리아나호텔 아리랑

○ 참석자 : 정기환, 문옥표, 조옥라, 김철규, 김종숙, 정호진, 허  장, 김경미, 박

식, 김주숙, 정명채, 김은정, 박  미 

○ 보고사항

  - 회 개최 비 

  - Conference Call 실시

  - 논문 수 황

  - 등록 황

  - Keynote speaker 청

  - 홍보활동

○ 논의주제

  - 특별 포럼 운

  - 회 참가자 확  방안

  - 회 경비 모  확  방안

  - 지견학 비

  - 조직  역할

  - 특별보고: 제5회 세계작물학 회 참 결과

3.2. 재정위원회

  회 개최비용의 모 활동을 한 재정 원회는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 1차 회의

○ 일시 : 2007. 6. 20 (목) 

○ 장소 : 스포타임 (서울 서 구 소재) 회의실

○ 참석자 : 재정 원장(김주숙), 조직 원 등 총 6명

○ 보고사항

  - 재정 원장 선출

  - 회 논문 비 원회 구성

  - 모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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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

○ 일시 : 2008. 2. 4 (월)

○ 장소 : 코리아나호텔  ‘아리랑 ’

○ 참석자 : 정기환(조직 원장), 문옥표(조직  부 원장), 김주숙(재정 원장), 

정명채(재정 원장), 조옥라(조직 원), 정호진(조직 원), 허  장(사무국장) 

외 5명

○ 보고사항

  - 로그램  회 운  비 사항 

  - 주요추진사항 : PCO 선정, 홈페이지 오 , 홍보물 제작 등

  - 2007/2008 산  결산 보고

  - 모  황

3.3. 현지견학지역 선정 자문회의

  회의 주요 일정인 지견학 상지역을 선정하기 하여 사무국장 산하에 

자문 원을 하고 청하여 회의를 가졌다.

□ 1차 회의

○ 일시 : 2007. 10. 25 

○ 장소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 외부참석자 : 정호진(농 청소년미래재단), 오 석(지역농업아카데미), 오형

은(지역활성화센터), 이동필(한국농 경제연구원), 마상진(한국농 경제연구

원), 정세진(지니릴 이션)(총7명)

  - 내부참석자 :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 미

(사무국요원) (총4명) 

○ 논의사항

  - 비후보지역 제안

  - 기타 의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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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

○일시 : 2007. 12. 13 

○ 장소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 

- 외부참석자 : 김용렬, 마상진, 김정섭(한국농 경제연구원, 3명)

- 내부참석자 :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 미(사

무국 요원) (4명)

○ 논의사항

- 1차 회의 결과 공유

- 후보지역 선정시 유의 사항 논의

- 사 답사 지역 선정  추천

□ 3차 회의

○ 일시 : 2008. 1. 9 

○ 장소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 

- 외부참석자 : 김용렬, 마상진, 김정섭 (한국농 경제연구원, 3명)

- 내부참석자 :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 미(사

무국요원) (4명)

○ 논의사항

- 지견학 사 답사 방문지 소개  질의

- 지견학지 코스명과 주제설정

□ 4차 회의

○ 일시 : 2008. 1. 10 

○ 장소 :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동 3층 회의실

○ 참석자 : 

- 외부참석자 : 정민국, 박 태, 김경필, 박기환 (한국농 경제연구원, 3명)

- 내부참석자 :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 미(사무국요원) (3명)

○ 논의사항

- 지 견학 개요 설명

- 사  답사 지역 선정  추천(안)

. 선인장시험장(고양),  한국화훼조합(고양), 버섯시험장( 주), 구리도매시장, 남양

주시 농업기술센터, 안성 배․포도 작목반, 농우바이오(여주), 도드람(이천), 안

성 LPC, 한우농가(양평, 개군면), 하림공장(익산) 등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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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무국과 대행사 간의 주례 회의

  조직 원회 사무국과 행사 행업체와의 원활한 업무연락, 조를 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1회 한국농 경제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주례회의를 개최

하 다. 주례회의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사무국과 행사가 실시한 추진내용과 

향후 1주일 동안 추진할 사항들을 의하고 일상 인 사항들을 의, 결정하 다.

  주례회의에는 조직 원회 사무국에서 허 장, 김은정, 박 미 3인과 행사에

서는 담당자인 정세진 과장을 포함 4인 정도가 참석하 다(회의 시 주요 논의

사항은 <부록6> 참조).

3.5. 세계농촌사회학회장 등 방한 회의

  회 개최를 약 1년을 앞둔 2007년 7월 하순에 보나노 IRSA 회장과 카와무

라 로그램 원장이 내한하여 회의를 3회 개최하 다.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회의개최 일시  장소
○ 7.24(화) 14:30-18:00 한국농 경제연구원 소회의실
○ 7.25(수) 10:00-12:00 JW메리어트 호텔
○ 7.26(목) 16:30-18:00 JW메리어트 호텔
□ 주요회의 결과
○ 기조연설자 후보자 선정
 - 5-6개 주제 선정  주제별 2-3명의 후보자 선정
○ 홍보계획
 - 지역학회 참석하여 로슈어, 포스터 배포
 - IRSA  세계 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 회 로그램
 - 개회식에는 회장, 명 회장, IRSA 회장 연설
 - 체회의(plenary session)는 기조연설자 수에 따라 2-3개로 추후확정
○ 특별포럼 개최
 - 가족농과 농 지역사회, 아 리카 빈곤 련 포럼
 - 포럼 결과를 7월 10일 체회의에서 발표하고 회 폐회식은 생략
○ 개발국 학자 청 보조 (grant) 지
 - 20명 내외로 하고 정액보조  등록비 면제
 - 선정은 로그램 원장과 의하되 확보 가능한 산액 범 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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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와 별도로 보나노 회장 일행은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청만찬(7.24, 

19:00-21:00, 롯데호텔), 농민신문 인터뷰(7.25, 14:00-15:20), 장방문(7.26, 이

천시 백사면 새마을부락, 여주 신륵사)을 가졌다. 농민신문과의 인터뷰 기사는 

같은 해 7.30에 실렸다(<부록7> 참조).

4. 발표문 수

  학술 회 발표를 한 록(abstract)은 로그램 원회 주 으로 IRSA 홈페

이지(www.irsa-world.org)를 통하여 수하 다. 로그램 원회에서는 록 

수 시 발표 희망자가 발표할 워킹그룹(Working Group, WG)을 선택하도록 

하 다. 워킹그룹을 조직한 담당자(organizer 혹은 convener)는 제출된 논문

록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와 로그램 원회에 통보하 다.

  이러한 차를 밟아 로그램 원회가 발표가 확정된 논문들에 하여 날짜

별로 배정함으로써 학술 회의 일정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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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행  사

1. 일 정

  본 회의 최종 확정된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간 7.6 (일) 7.7 (월) 7.8 (화) 7.9 (수) 7.10 (목) 7.11( )
09:00 – 09:30   등록 등록

 장방문
(08:30- 
18:00)

등록 등록
09:30 – 10:00

 
 

기조연설 2,3 
(09:30-10:45)   204

기조연설 4,5 
(09:30-10:45) 
Grand Ballroom

Cluster 8 
(09:30-11:15)

10:00-10:30
개회식

Grand Ballroom
10:30-11:00

 

회장연설 & 기조연설 
1  (10:45-12:00)
Grand Ballroom

휴식   (10:45-11:00) 휴식  (10:45-11:00)
11:00-11:30

Cluster 3 
(11:00-12:45)

Cluster 6 
(11:00-12:45)

휴식 (11:15-11:30)
11:30-12:00 Cluster 9 

(11:30-12:45)  
2층 로비12:00-12:30

심 (12:00-14:00)12:30-13:00
심  (12:45-14:00) 심 (12:45-14:00) 심 (12:45-14:00)13:00-13:30

13:30-14:00
14:00-14:30

등
록

 
Cluster 1 

(14:00-15:45)
Cluster 

4(14:00-15:45)
Cluster 7 

(14:00-15:45)
Cluster 10 
(14:00-15:45)

14:30-15:00
15:00-15:30

15:30-16:00 IRSA 
이사회 
(15:45 

-17:45)  309

휴식 (15:45-16:00) 휴식   (15:45-16:00) 휴식  (15:45-16:00)
휴식

(15:45-16:00)  
16:00-16:30 Cluster 2 

(16:00 
-17:45)

특별포럼 
(16:00 
-17:45)

Cluster 5 
(16:00-17:45)

IRSA 총회 
(16:00-17:45) 

306+307

IRSA 이사회 
(16:00-17:45)  309

16:30-17:00
17:00-17:30
17:30-18:00

 

 

18:00-18:30

 

18:30-19:00
환 리셉션 

Grand Ballroom
환 만찬 Grand 
Ballroom

환송만찬 Grand 
Ballroom

19:00-19:30
19:30-20:00
20:00-20:30
20:3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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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 사회학회 회장이신 알 산드로 보나노 교수님, 이 회의 공동 원장이신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최정섭 원장님, 한국사회학회 회장이신 홍두승 교수님,  

아시아농 사회학회 회장이신 태국 출라롱콘 학의 수리차이 웅게오 교수님, 오스트

리아와 오세아니아지역 농 사회학회 회장이신 호주 타스마니아 학의 랭크 반

클 이 교수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과 회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공동 원장이자 한국농 사회학회 회장으로서 이번 고양

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

로 환 하는 바입니다.  

4년 , 한국농 사회학회는 “세계화 시 의 풍요로운 농  발  방안 모색”이라는 주

제로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유치하는 신청을 한국농 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세계농 사회학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에는 아시아, 아 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주의 55개국에서 400여명의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학술 회에서 훌륭한 논문

을 발표하시는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진심으로 환 하는 바입니다. 

지  우리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불황과 고유가, 곡물 동이라는 세 가지의 커다

란 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 앞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의 구 을 제

하고 있는 세계화의 메가트랜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화가 주창하는 풍요로운 사회는 부분 국가의 농업과 농  부문에서는 실 되지 

2. 개회식

2.1. 개회사 (정기환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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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습니다. 산업사회화와 세계화의 흐름은 오히려 농업 생산과 소비, 농 지역에

서의 기업 활동, 농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제도와 네트워킹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그 기능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가족농들은 농산물의 생산과 매 활동에서 자신감을 잃고 쇠퇴해 가고 있으며 규

모 기업농들도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의 농업, 농민, 농 은 지속성의 기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

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농 에 미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꾸 히 제기해 왔습니

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농 사회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에서 세계화시 의 풍요로운 농 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과연 우리 농 에 밝은 미래는 있을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물음에 회의 인 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농 의 가능성”을 찾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의 하나 습니다. 그러나 부신 경제성

장의 결과 한국은 만성 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2007년도에는 세계 무역 12

의 경제 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농업과 농 부문이 겪은 어려움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농

업과 농 의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 의 미래”를 모색하자는 말이 이번 회에서 그  헛구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명에 의해서 발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가 농업과 농

 지역사회를 정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산화와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소규모 농업이 생산하는 고품

질 농산물이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도시 소비자와 직결되면서 경쟁력을 회복해 가

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명으로 오지 지역에 한 근성이 향상되면서 이

러한 오지 농 지역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42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시화와 세계화의 반작용으로 환경을 시하는 

가치 이 확 되고 있으며,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추구하며 

건강한 농 생활을 선호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센서스 결과로 부분 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에 띌 만큼 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 이번 제12회 세

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는 세계 인 석학 다섯 분을 기조연설자로 하 습

니다. 

우리에게 기조연설을 해 주실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학의 리엄 리들랜드 명  

교수님, 일본 와세다 학의 히로유키 토리고에 교수님, 남아 리카공화국 카와 루 

나탈 학의 비샨티 시우 울 교수님, 라질 퍼남부코 학의 살  카발칸티 교수님, 

한국 남 학교의 최양부 교수님입니다. 

다섯 분의 세계 인 석학들로부터 세계화와 정보화시 에 우리 농업과 농 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 해 갈 것인지에 한 특별 강연을 갖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에 참석하시어 세계화 시  농

의 풍요로운 미래에 해 특별 강연을 허락해 주신 청연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는 이번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가 “세계화시 의 풍요로운 농 의 발 ”

을 구상한 학술 회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는 이번 회를 통하여 참가자 

여러분들이 상호 아이디어의 교환과 네트워킹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

합니다. 

회 조직 원장으로써 여러분들이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회

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에서 로그램 원회의 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일본 류코쿠 

학의 요시오 카와무라 교수, 부 원장이신 미국 워싱턴 주립 학의 이몬드 주삼 

교수, 공동 원장이신 서울  정지웅 명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계농 사회학회 회장이신 호주 타스마니아 학의 랭크 반클 이 교수님

께과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임 원장이었던 이정환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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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rofessor Alessandro Bonanno, president of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Dr. Choi Jung-Sup, co-chair of the XII Congress of Rural Sociology 

and the president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d, Professor Hong 

Doo-Sung, president of Korea Sociology Association, 

Professor Surichai Wungaeo, president of Asian Rural Sociology Association, 

Professor Frank Vanclay, president of Australia and Oceanic Network, 

Professor Hiroyuki Torigoe, president of Jap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Professor Yang-boo Choe, president-elect of the Asian Society of Agricultural 

Economists

Honorable Guests, 

Distinguished Participants, and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co-chair of the Congress and the president of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I am pleased to welcome all of you to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in Goyang, Korea.  

고자 합니다. 두 분은 이 회의 유치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회를 성공 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와 함께 헌신 으로 노력해 주신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 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PCO로 이 

회의 진행을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지니릴 이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허락 하에 감히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가 개회되었

음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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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years ago, the General Assembly of IRSA in Trondheim, Norway approved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to be held in Korea in 2008. As we 

proposed and promised, we are gathered here in Goyang city with more than 400 

participants from 55 countries in Africa, South and North America, Europe, 

Oceania and Asia. I really appreciate your attending the congress and welcome 

you again from the bottom of my heart. 

An optimistic theme notwithstanding, however, we are facing with three big 

challenges;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the high price of fossil oil, and food 

crisis. These three unfavorable challenges enforce us to rethink about the 

mega-trend of globalization, which premise expects an affluent society. 

However, the premise of globalization has not realized in the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in most countries of the world. 

The rol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has been rapidly changed and 

weakened und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globalization in the fields of 

production, consumption, enterprises, education, and culture as well as social 

institutions and networks of rural communities. 

Most family farmers are losing confidence in production and marketing, and 

even large farm enterprises are frustrated by the risks generated by newly 

emerging global environments. Poverty is still pervasive and remains as an 

important issues to be tackled for most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raditional agriculture, family farmers, and rural 

communities are facing the problems of sustainability.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there has been a serious question on the vision of rural future. Now, 

this is the time for rural sociologists to give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is congress brings the theme of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

Is it possible to envision a prosperous rural future Even many of us are doubtful 

about the futur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will start to search the possibility of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During the last four decades, Korea has achieved a rapid economic growth. 

Korea overcame the chronic poverty and became an OECD member in 1985, and 

the Korean economy grew to be ranked 12th of world trade volume.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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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ack side of this glorious economic development, the agriculture and rural 

sector have been suffering greatly to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s. Many 

scholars are now worrying about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n Korea.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should not be only rhetoric for this 

congress. There are many evidences to find the possibilities of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information society, which symbolized by 

decentr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small scale farmers could compete against 

larger food producers with the high quality of food production. Small farm 

producers can contact urban consumer directly through diversified marketing 

channels, which will definitely revitalize rural economy.  

Small enterprises can be created in rural areas because of easy access to the 

information sources, and diversified consumer's demand. Under the revolutio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remote rural areas have new job 

opportunities. 

As a repercussion of urban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ideology becomes important, and more people deserve the nature oriented rural 

life with fresh air, fresh water and uncontaminated food. Rural areas become 

more attractive places for living to young generation than ever. 

The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will expand local autonomy, and people in rural 

communities will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in the local policy 

making process. More people in local areas will deserve rural life with rich 

traditional culture. 

The clue of these changes is now grasped by the result of a census data in 

Korea, and some evidence is already visible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has invited 5world famous 

keynote speakers. 

They are: Professor William Friedland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of the United States 

Professor Hiroyuki Torigoe of Waseda University of Japan,

Professor Vishantie Sewpaul of Kwazulu Netal University of South Africa,  

Professor Salete Cavalcanti of Federal University of Pernambuco of Brazil; 

Professor Choe, Yang Boo, Chu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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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very lucky for having special lectures from these world famous scholar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environments, and gender 

issues in a globalizing world.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five keynote speakers for participating in this congress to deliver special speech 

on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has prepared a special 

forum on the theme of "Envisioning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n a Globalizing World." We are expecting to grasp a vision of 

rural future in Korea, and the resolutions we draw from this special forum will 

be delivered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some important policy makers. 

It is my hope that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of IRSA shall be 

recognized as the congress of envisioning prosperous rural future. I also wish 

you will get fruitful results from this congress by sharing ideas and networking. 

We will do our best to assist you to achieve these goals and to make your stay 

both comfortable and memorable.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Program Chair Dr. Yoshio 

Kawamura of Ryukoku University of Japan, Deputy Program Chair Dr. 

Raymond Jussaume of Washington State University and Program Co-Chair 

professor Cheong Ji Woo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 owe to these professors a great debt of gratitude for organizing this congress 

program. Without them, this congress could not have been made possible. I also 

extend my sincere thanks to Professor Frank Vanclay of Tasmanian University 

of Australia, and the former president of IRSA who provided to us some 

valuable assistance to host this congress.

Lastly but not least, I also extend my thanks to "jeanny relations" working as 

PCO for this congress, the president of KINTEX and staff, the members of the 

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staff of Secretarial Office of the 

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With the honor of your participation and permission, I now announce that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is open.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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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 사회학회의 알 산드로 보나노 회장님,

한국사회학회 홍두승 회장님,

한국농 사회학회 정기환 회장님,

미국 캘리포니아 학의 리엄 리들랜드 명 교수님, 

라질 페르남부코 연방 학의 살 테 카발칸티 교수님,

일본 와세다 학의 히로유키 토리고에 교수님,

남아 리카 공화국의 크와 루 네탈 학의 비샨티 슈폴 교수님, 그리고

희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고문이며 아시아 농업경제학회의 차기 회장이신 최양부 박사님,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석학 등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희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한국농 사회학회와 함께 열두 번째 세

계농 사회학 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84년 필리핀 마

닐라에서 6회 회가 개최된 이후 24년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농 사회학 회가 

열린다는 에서 매우 뜻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  한여름의 매우 더운 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 사회학의 가장 

큰 국제행사에 이웃 일본부터 지구 반 편 라질까지 지구 의 40개가 넘는 나라에

서 귀빈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

합니다. 행사를 비하신 회 조직 원회와 행사 추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

신 련 기 에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농 과 도시, 농정과 경제정

책, 농민과 소비자의 소통과 상생을 통하여 한국 농업·농 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다

짐한 이 있습니다. 이번 회가 지향하는 “세계화 시 의 풍요로운 농  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가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지향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이번 12회 회에  세계 학자들로부터 450편에 달하는 논문의 록이 제출되었고, 

오늘부터 38개의 워킹그룹, 80여개의 세션에서 400명 가까운 인원이 연구성과를 발표

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2.2. 환영사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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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사회학의 주된 심분야는 각국의 경제 , 사회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농 지

역은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지만, 기본 으

로 농 은 먹거리를 만들고 공 하는 생산의 땅입니다. 농 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와는 다른 생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 사회에 

심을 가져야 하는 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국은 체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농 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극빈층의 부분은 농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생 인 식수와 주거

지 등 기본수요의 충족, 농업생산기술의 보 , 소수민족의 권리보장  사회통합 혹은 

재해복구 등이 주된 과제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개발 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곳에서는 규모 사회변동을 통한 농 공동체의 변화, 농 인구이동, 도농 

소득격차 등이 사회  문제로 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  

혹은 농업개발 략 등에 한 심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농식품 체계, 농산물과 가공품 등에 한 기 리와 소통, 안농업,  

지구  농산물 유통과 평등문제, 개도국에 한 원조  그 효과와 련된 논의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 의 환경보 과의 계, 양성평등 문제는 국가의 발 수 에 상 없이 농

사회의 장래를 논할 때에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

역 , 국가  심사항 혹은 안들은 세계화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계의 변화와 맞

물려 아주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러한 많은 심사항과 문제 들을 가지

고 다양한 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높은 추상  차원에서의 이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실에서 용 가능한 정책 제안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상

로 상을 분석한 논문도 있고 작은 마을 사회 장의 사례를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

다. 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식품 네트워크에 한 주제에서부터 개도국에서의 

농  보건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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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형식은 다양하지만 이 회는 한 가지 주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소

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각국의 농 사회에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제시한다는 입니

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메가 트 드 의 하나가 세계화의 물결이라고 한다면, 농업

과 농민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제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는 이번 회가 각국의 농업과 농 , 그리고 궁극 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한 방향을 논의하는 실천  학술 회가 되기를 

기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 로, 그리고 선진국은 선진국 로 안고 있는 농

업, 농 , 농민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그러한 문제들은 긴 하게 해결하

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농 사회학은 경제학이나 농업경제학에서 빠트리기 쉬운 사람의 문제, 즉 농민이나 

농 주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행 자 간의 의미 있는 상호 계를 이해하는 학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그 사회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 재의 

정치․사회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서 이 회는 다양한 역사 , 사회  배경을 가진 여러 나라의 사례와 정

책, 경험을 서로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

니다. 는 여러분들이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며 농민

과 농 주민, 그리고 농 사회의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가 

끝나고 각국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안고 왔던 고민을 해결하는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번 회가 참석자 여러분의 학문  깊이를 더하고  인  네트워크의 범 를 넓히

는 귀 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신의 방법론과 이론을 습득하고, 기존의 것은 

검증하며, 오래된 것으로부터는 새로운 이해의 도구를 찾아냄으로써 농 사회학의 학

문  발달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서 농 사회학이라는 공통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회 기간에 서로 인사를 나 면서 앞으로도 지속 인 네트워킹의 기반을 만들어 나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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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Alessandro Bonanno,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Dr. Doo-Seung Hong, President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Dr. Ki-Whan Chung, President of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Professor William Fried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the U.S.A.; 

Professor Salete Cavalcanti, Federal University of Pernambuco, Brazil; 

한국은 역동 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지난 40년 동안 농 사회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

도로 변화했습니다. 1975년 51% 던 농 인구는 30년 뒤인 2005년에는 18%가 되었

습니다. 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체 경제활동인구의 8% 정도인데, 30

년 에는 46% 습니다. 인구가 어들면서 노령화, 후계인력 부족 등 문제 을 안고 

있으며, 1990년 부터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심화 등 어려움도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며, 이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농 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하다고 니다. 한국에서는 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

히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 을 통하여 농 에 새로운 발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 참여하시는 동안 한국의 농업에 한 주제에 해서도 

심을 가져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를 계기로 한국농 사회학회가 발 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 농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주체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 합니다.

는 여러분을 청한 회 주 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 회에 참여하시는 

기간, 그리고 한국에 머무시는 기간이 보람 있었던 날들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힘

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 하며, 회가 끝날 때까지 즐거운 마음

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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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Hiroyuki Torigoe, Waseda University, Japan; 

Professor Vishantie Sewpaul, Kwazulu Netal University South Africa; 

Professor Yang-boo Cho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officially to the 12th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s hosting this event jointlywith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It is specially meaningful that the World Congress is being held here in Asia 

after the 6th World Congress was held in the Philippines in 1984.   

In Korea, it is warm and humid season. Despite the weather condition, 

participants from 54 countries have come to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I am grateful and welcome you with open arms. 

To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all those who have spared no effort in 

supporting this event, I would like to give full-hearted appreciation.  

This year,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we 

have vowed to become a guiding light for the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playing a leading role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communications between cities and rural villages, and farmers and consumers, 

as well a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farm policies and economic policies.   

I believe that the theme of this event,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 is not far different from what our institute is aiming at.  

For this conference, a total of 450 thesis abstracts were submitted from scholars 

around the world, and nearly 400 participants will be taking part in 34 working 

groups and over 80 sessions to present and discuss their research achievements 

on rural societies. 

The major fields of interest on the part of rural sociology vary according to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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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s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Even though rural areas are being 

highlighted as the space for various economic activities, they are basically the 

cradle of producing foods. Many people reside in rural areas and they are 

experiencing hardships in a living environment different from that of cities, and 

here lies an important reason why we have to pay due attention to rural 

communiti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ypically three quarters of total population reside in 

rural areas, and most of the poorest of the poor who make a living with less than 

one dollar per day reside in rural areas. The main concerns in this part of the 

world include the fulfillment of basic needs, such as clean water and housing, 

diffusion of farming technology, protection of ethnic minorities, social 

integration, and the relief from disast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a country adopts the 

economic growth through industrialization as their development strategies. The 

social problems portrayed to be existent here include the change of rural 

communities through large-scale societal change, the movement of rural 

population, and the income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communities. The level 

of interest in rural or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too, is shown to be 

exceedingly high.

In the developed countries, discussions are being held regarding agro-food 

system, risk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for the proper supply of farm and 

processed products, alternative agriculture, worldwide supply of farm products, 

equality issues, and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impact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griculture, or rural 

communities, and the gender equality issue are the subjects to be discussed 

irrespective of the development stage. These regional and national issues of 

interest, coupled with the popularly termed "globalization," and the relationship 

chang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re showing really complex patterns. 

Ladies and gentlemen;

For the next five days, participants will be presenting papers and engage in 

discussions on such various issues of concer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ome 

of the contents will be highly theoretical and there will also be policy 

suggestions applicable to real life. There are papers analyzing phenomena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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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obal perspective and some describing on-site developments in small villages. 

A variety of subjects and topics will be on the discussion table, ranging from 

the global agro-food network to rural health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contents and forms of presentation may be diverse, but there is one theme 

that runs throughout this conference, and that is about presenting a more 

plentiful future to the rural communities of every country influenced by the 

globalization. If globalization is a mega trend that we cannot escape, then the 

academic minds who study agricultural issues and the problems of farmers 

should also discuss about what needs be done and how such issues should be 

dealt with under such circumstances.  

I sincerely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a practical gathering of scholars 

discussing the direction for improving each country’s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ultimately the living conditions of farmers. Surely,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ones, have problems of their own in regard to 

the problems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armers, and most of the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without delay.  

It is my understanding that sociology is a science that focuses on human issues 

that can easily be overlooked by the academia of economics. In other words, 

rural sociology tries to grasp the meaningful mutual relationships among 

farmers, rural residents, and various social actors together. Also, such 

understanding requires the concurrent consideration of a society’s history of the 

past and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today. 

This conference is a discussion forum that will help gain new ideas by sharing 

and understanding the policies and experiences of various countries with 

different historic and social backgrounds. I hope you take up the issues of 

farmers, rural residents, and rural communities by looking forward into the 

future with a warm heart. And by the time when you return home, I hope you 

have clues that can help solve the years-long problems.

I am sure this conference is going to be a precious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deepen our academic knowledge and expand the human network. I hope you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rural sociology profession by learning the 

latest methodologies and theories, verifying the present, and finding new tools 

for understanding from the old. The fact tha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with 

a similar background in rural sociology are gathering after four years ha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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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meaning. Please do not fail to enrich your friendship during the 

conference and build a base for networking in the future, too.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we build rich rural 

communities under current circumstances. In Korea, the new government 

inaugurated earlier this year is trying hard to present new possibilities of growth 

in rural areas, and especial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During the Conference, I would recommend you to take interests in the 

Korean rural society.  

Finally, I hope this conference serves well to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in laying a firm ground for future growth and be reborn as an active 

player analyzing Korea’s rural problems and finding clues for solving the 

problems. 

On my part as host of this conference, I will do my best to assist you so that 

your stay in Korea can be remembered as a fruitful and memorable experience. 

Once again, welcome to the conference and I wish you the very best. 

Thank you very much.

세계농 사회학회 알 산드로 보나노 회장님, 한국농 사회학회 정기환 회장님, 한국

농 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님, 많은 참석자 여러분.

2008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의 시작에 즈음하여 

축사를 하게 되어 입니다. 먼  는 세계농 사회학회가 조직하고 한국농 사회

학회와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 을 표합니다.

는 세계농 사회학 회가 그 동안 개발국과 선진국 모두의 농  사회학자들에게 

2.3 축사 (홍두승 한국사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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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일 뿐만 아니라 정책지향 인 토론의 장을 제공해 왔다는 것, 그리고 세계농

사회학회의 회원들이 서로 튼튼하고 가족 같은 유  계를 지속시켜 왔으며, 그 어떠

한 다른 사회학 분과도 따를 수 없는 학구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있다는 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 사회학회의 핵심 회원들 역시 학문 으로 아주 활동 이고 

많은 연구업 을 내신 분들입니다.

는 이 회가 국내의 사회학계에 고무 이고 활기를 불어넣는 올해 최고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최고의 사회학  상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농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과 사회  쟁 들

에 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인 <세계화 속에서의 풍요로운 농  발  방향의 모색>은 시의

한 것 같습니다. 부주제도 식량 자원의 분배와 식품 안 , 농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농 에서의 빈곤퇴치, 식품체계의 산업화, 농 개발에서의 인종과 성별에 한 안

들, 그리고 농 공동체의 역할강화에서의 비정부기 들의 역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오래된 쟁 들에 한 새로운 근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는 이 회의가 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서로 만나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학문  로그램

들이 있어서 경험과 의견을 나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는 

여러분 개개인이 오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국제  교류 계를 만드는 학문 , 사교

 행사들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에서 제시된 생각들과 견해

들은 세계농 사회학회의 회원들이 오랫동안 애써서 연구한 결과일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학 역사는 서구 국가들에 비하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사회학이라는 단

어가 1906년 한 월간지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1918년 처음으로 학에 사회학 강의가 

개설되긴 하 지만, 1946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학에 사회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한국사회학회가 발족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한국사회학회 창립 50

주년을 자축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사회학은 빠르게 성장하 으며 사회학자들의 수 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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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Dr. Alessandro Bonanno, President of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Dr. Chung Ki-Whan, President of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Dr. Choi Jung-Sup, President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colleagues and friends, 

I am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say a few congratulatory words before 

star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to be held in Goyang, 

Korea, on July 6-11, 2008.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the participants of the Congress,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and co-hosted by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가해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200개 가량의 4년제 학  50개가 넘는 학에 사

회학과 혹은 련 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사회학회에는 약 800명의 개인 

회원과 120개의 단체회원이 있습니다. 학문  심 역도 여러 가지 사회  안들과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년 여름에 한국에는 사회학과 련

하여 3개의 규모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가 참석자들의 수와 다양함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다시 한 번, 는 이번 회의 참석을 해 고양으로 오신 참석자 분들, 특히 외국인 참석

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스무 시간이 넘도록 비행기를 타야 했을 것입니

다. 많은 분이 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없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곳에서

의 새로운 경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는 이번 회가 흥미 있고 매력 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가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 유쾌

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와 드릴 것입니다. 한국사회학회를 표하여 다시 한 

번 이번 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따뜻한 환 의 말 을 드립니다.

이번 회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로그램 원회와 조직 원회에 격려의 말 을 드

리면서 제 말 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를 비하기 한 이 분들의 헌신 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회의는 개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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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 know that the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has provided a forum for 

academic and policy-oriented discussion to rural sociologists of both less and 

mor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have kept strong and family-like ties been each other and no other 

research group in the discipline of sociology can transcend their scholarly 

passion and enthusiasm. Key members of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are also academically very active and productive. 

I expect that the Congress will not only be a stimulating and provocative event 

of the year in the Korean sociology community, but that it will also provide all 

of you with the best of sociological imagination. The Congress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for rural sociologists to present and learn about difference problems 

and various approaches to social issues. This will be an enriching experience for 

all of us.

The theme of the Congress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World" appears a timely issue. Sub-themes to elaborate the overall 

theme include the distribution of food resources and food security, rural 

community sustainability, poverty alleviation in rural areas, industrialization of 

food system, ethnic and gender issues in rural development, and the role of 

NGOs for rural community empowerment. All these themes pursue new 

approaches to old issues. 

I hope that the Congress will also give opportunities to meet colleagues and to 

strengthen collaboration between scholars from different countries. The 

Congress will offer interesting and varied scientific programs, giving at the 

same time the opportunity to exchange experiences and opinions. I also hope 

that each of us will benefit from both scholarly and social events, meeting old 

friends and making new international connections. The ideas and views 

proposed during this Congress will reflect long and painful studies by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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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sociology in Korea is not that long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Even though the term 'sociology' first appeared in 1906 in a monthly 

magazine and sociology course was first offered in college curricula in 1918, the 

first sociology department in university was established as late as 1946. It was 

not until 1957 that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as inaugurated. Last 

year we celebrated 5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Over the last half-century in Korea, the discipline of sociology has rapidly 

developed and the number of sociologists has increased as well. Now, sociology 

departments or programs are established in over 50 out of 200 four-year 

universities nationwide in Korea.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has about 

800 individual members and 120 group members. The scope of academic 

interests has become diversified to deal with various social issues and problems. 

This summer we have three large-scale international sociology conferences in 

Korea, but this Congress is the largest one with respect to the number and 

diversity of participants.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who came to Goyang for the 

Congress, particularly foreign participants: some of them must have suffered 

from a long flight of over 20 hours. I believe many of the participants have not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Korea before and so I hope you enjoy this new 

experience. I am confident that this Congress will be an interesting and 

engaging one. Your stay in Korea will be rewarding. We will do our best to help 

make your stay more pleasant and to help you learn more about our country and 

our people. On behalf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warmest welcome again to all participants of the Congress. 

Let me close my words by cheering up the program and local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for their efforts to bring this Congress into being. This 

Congress could not have taken place without their full devotion to its 

preparation.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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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Over the next few days, you will hear many speeches, addresses, and papers. 

And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invited here to make the first remark of 

welcome to you on behalf of the Korean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gress 

for which I have worked as the deputy chair. More than 400 scholars from 54 

different countries have registered for this Congress, and I would like to express 

a hearty welcome to all the participants. 

This kind of scholarly gathering always provides us plenty of stimuli,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novel issues and perspectives, and listen to 

interesting discussions. An additional and at times more delightful bonus is that 

it also gives us a chance to travel to places that we would otherwise never 

travel, as Goyang city is for me, a Seoul-native for more than fifty years.

I believe, for many of you also, this is the first trip to this country, and we, the 

Organizing Committee, greatly appreciate your decision to come such a long 

way to attend this Congress and visit the place.

As an anthropologist, I have always felt that to see a place, to be actually there, 

is very different from learning about the place from books or via other media. 

As many of you are well aware of, Korea is a country that has been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at an unprecedented pace for the past few decades 

and that consequently presents us most interesting ranges of rural sociological 

issues.

We are now living in a world where anything that concerns the rural 

immediately becomes the urban and the global concern. For instance, the 

economic hardship in relatively underdeveloped parts of the world is driving out 

their youngsters as migrant workers abroad who fill in a critical part of the 

urban labor force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r as wives who 

provide badly needed successors for farm families in other countries. Thus, in 

Korea, it is said we have more than 800,000 migrant workers from South and 

3. 환 리셉션

3.1. 환영사 (문옥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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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 Middle East, etc. 

It is also reported that nearly one out of three young men in rural Korea are 

marrying to a girl from Southeast Asia recently.

These are only a few examples that show us that rural sociological issues of one 

country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s isolated and independent casesbut 

require a much wider perspective.

In the similar vein, villages no longer remain as a place for food production or 

supplier of urban labor force alone. They are at the same time becoming places 

for consumption, recreation and rehabilitation for the urban populace through 

tourism, and other kind of community revitalization movements. The rural and 

the urban concerns are also increasingly overlapping and interconnected by 

various environmental and food safety concerns as well. 

The patterns of rural-urban ties or those of transnational ties differ from region 

to region, however, and there might be Asian or East Asian pattern tha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 hope you will find 

a glimpse of these differential aspects in Korea during your brief stay here, and 

particularly during the excursions scheduled for Wednesday, the 9th July by the 

organizing committe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is a small community and it, along with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had to organize the Congress at one of the 

most difficult tim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rising oil prices and 

airfares did not help us much nor the sensitive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food import within Korea. We have tried to do our best, however, and we hope 

our efforts bore fruits to make your stay both enjoyable and rewarding.

Although I know many of you had a long flight and still recovering from the 

jet lag, I hope you will enjoy your first meal in Korea and use this opportunity 

to get acquainted with each other.

The reception tonight is provided by the generous gift from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where this Congress is being held, and I’d like to invite Mr. 

Seo Hyo Woen, the deputy governor of the Province who will speak a few 

congratulatory words in place of the governor, Mr. Kim Mun Su who is unable 

to attend this event due to other engagement.

Thank you and welco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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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사 (서효원 경기도 부지사)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가 한민국 경기도에서 열리

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 1,150만 명이 넘

는 한민국 최 의 지방정부이며 자동차, 반도체 등 국가 기간산업 심지로 도약하

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농업은 수도권의 거  소비시장을 포용하고 있으며 화훼, 인삼은 높은 경쟁

력으로  세계로 수출하고 있고 과 채소류 등 고품질 친환경 농업에 주력하고 있습

니다.

이번 회기간 에 경기도의 주요 농업 장을 방문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직  보

시면서 즐겁고 유익한 방문이 되기를 기 하겠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60년 이후 기술개발과 기계화로 주식인  자 을 달성하 으며 재

는 양  소비에서 질  소비시 로 환하고 있습니다.

한, 농민은 소득증 와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여가활동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 안 성 문제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의 지속성과 

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  공감 가 형성되고 있습

니다.

‘ 기가 곧 기회이다’라는 말처럼 지 이 농업 발 의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번 

세계농 사회학 회에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를 비하신 한국농 경제연구원과 한국농 사회학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멀리서 경기도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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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On this meaningful occasion of the 12th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I 

am pleased to welcome you to our vibrant Gyeonggi Province.

Gyeonggi-do is Korea’s largest province with over 11.5 million residents, a 

strong industrial base for the country’s mainstay industries of automobiles and 

semiconductors; and today we are leaping forward to become a center of the 

Asian economy. 

Our agriculture, too, is enjoying a vibrant market, and there is a large consumer 

market in our province surrounding the capital city of Seoul. Our high-quality 

flowers and ginseng products are exported to various corners of the world, and 

these days we are focusing our efforts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ing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organically produced rice 

and vegetables. 

 

I hope that our foreign guests, who I am told will be making a field trip to some 

rural sites in our province, can have a truly hands-on experience that is both 

enjoyable and beneficial.

Since1960s, Korea achieved self-sufficiency in ric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echanization, and today we are in a transitional period where 

market consumption is based more on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And thanks to the rise in income and improvements in living conditions, the life 

quality is getting better and the time spent for recreation is increasing.

But due to the recent concerns on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surge in international grain prices, the sustainability an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re questioned, and the people’s shared understanding that we have 

to salvage the Korean agriculture is gaining ground. 

Like the saying goes, wherever there is danger, there lurks opportunity, and I 

believe that now is the right time to make advancement in the rural sect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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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nse, I hope that some sound policy goals and suggestions can be found 

during the congress. 

Again, thanks t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d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of organizing this congress and the participants for coming to Korea 

from long distance. And I sincerely wish you the very best and hope you can 

bring good memories back home.  

Thank you. 

3.3. 건배사 (Frank Vanclay 세계농촌사회학회 전 회장)

Organising a World Congress is a lot of work. There are many people involved 

– a Program Committee, a Local Arrangements Committee, the working group 

organisers, all the support staff, staff of the Convention Centre, staff of the host 

organisations, and many more. 

Organising a World Congress also takes a long period of time. In fact, the idea 

of this World Congress first began eight years ago in 2000. As the new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at the Tenth World 

Congress in Rio de Janeiro, on selecting Trondheim in Norway as the site for 

the Eleventh World Congress, I committed IRSA to being inAsia in 2008. So, 

between 2000 and 2004 came a process of securing a bid to host the 2008 

Congress. There were many meetings during that time, and I even did a site 

inspection here in Korea to make sure everything would be fine. Thus, I am very 

proud of what has been achieved and I am certain that it will be a success and 

that we will all havean enjoyable time and a good learning experience.

Therefore, I ask you to toast all those who were involved in organising the 

Congress – to the Program Chair, the Local Arrangements Chair, the Program 

Committee, the Local Arrangements Committee, and all the staff who are busy 

behind the scenes – we thank you all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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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Basically I think any time any where we human beings face some problems. To 

cope with the problems we try to do our best. Through doing like this we cope 

with them and we develop. In this sense our rural society is also the same. So 

now I hope and beg through the conference we all participants to get some 

valuable ideas and informations to apply to our respective countries after 

returning. 

To the successful achievements of these our all hopes, toss our glasses! Cheers! 

감사합니다.

4. 환   환송만찬

4.1. 환영만찬 건배사 (최상호 한국농촌사회학회 전 회장)

4.2. 환송만찬 건배사

□ Reidar Almas IRSA 차기회장

As incoming president of IRSA, I should like to thank our Korean hosts for the 

huge efforts you have made, preparing and implementing this congress. Both the 

scientific committee and the local arrangement committee have made an 

excellent job. We will also remember the warm reception we have got from the 

local staff. They have always been ready to help, whatever question they were 

asked. 

Thank you very much, and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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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agues!  I am very honored to be able to address you this evening and to 

lead you in one of this evening’s toasts.

However, before we raise our glasses, I would like us to take a step back and 

remember why we are here and how fortunate we are to be here, amongst 

friends, preparing to dine on this wonderful meal that has been arranged for us 

by our Korean hosts.

One of the things that I value the most about my association with Rural 

Sociologists from around the world, is our shared commitment to engaging in 

research that can benefit most people, particularly rural residents, who are 

without money, resources, or political power.  We sometimes get frustrated at 

the challenges we face in securing resources to do our work, but nonetheless we 

are very fortunate.  

Thus, before we share a toast and begin our meal, I would like you to join me 

in a moment of silence to remember those are struggling to survive, and to 

rededicate ourselves to their service.

(silence)

And now,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drinks for our toast have been 

provided by the Bekseju.

□ Raymond Jussaume 로그램 원회 부 원장

5. 등록

  참가자의 등록은 사 등록, 등록, 장등록으로 구분된다. 당  사 등록 마

감일은 2008년 3월 31일로 설정하 으나, 1차 연장하여 2008년 4월 30일로 하

고, 다시 2차 연장하여 2008년 5월 15일을 최종 사 등록일로 하 다.

  사 등록일 이후에는 회가 개최되기 약 3주일 인 6월 15일까지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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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명 참가자수 국 가 명 참가자수

아르헨티나 1 포르투갈 1 

오스트 일리아 20 폴란드 3 

방 라데시 1 필리핀 3

벨기에 2 페 루 1 

라질 2 노르웨이 2 

캄보디아 1 나이지리아 4

캐나다 2 뉴질랜드   1

 국 5 네덜란드    2 

체코공화국    2 루마니아 1 

기간으로 하 고, 이후 회장에서 장등록을 받기 까지는 등록을 받지 않

았다. 이는 사 등록  등록자의 등록취소나 등록사항 변경 등에 따른 환불 

등 행정 차를 밟기 한 기간을 가져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 

입 이 확인되어야 등록완료가 되는데 최종 입 확인까지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종 등록일정과 등록비는 다음과 같다.

<최종 등록일정  등록비>

구 분
2008년 5월 15일까지

2008년 5월 16일 
～2008년 6월15일/ 장등록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회원 150,000원 350,000원 200,000원  450,000원

비회원 220,000원 450,000원 270,000원  550,000원

학생회원 50,000원  230,000원 80,000원  300,000원

학생비회원 110,000원 300,000원 150,000원  350,000dnjs

동반자 해당없음 130,000원/인 해당없음  180,000원/인

일일등록 90,000원/일 90,000원/일 110,000원/일  110,000원/일

  회에 등록한 참가자의 황을 국가별, 등록 시기별, 회원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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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1 러시아  2 

에콰도르 2 슬로베니아 1

핀란드 1 남아 리카공화국 1 

랑스 2 스페인 1

독 일    11 스 스     1

그리스 1 타이완 15 

헝가리 2 탄자니아 1

인 도 11 태 국    23

인도네시아 4 터 키  3 

아일랜드 4  국 7 

이탈리아 7 우루과이 1 

일 본 62 미 국 16 

요르단 1 베네수엘라 1 

한 국 166 베트남  1 

말 이시아 2 

멕시코 6 합   계 411명 

○ 사 / 장 등록별

 등록 구분 등록자수

사 등록 322 

장등록 89 

합    계 411명 

○ 회원별

 회원 구분 등록자수

 회 원 138

비회원 97 

학생회원 25 

학생비회원 20 

일일등록( 장) 23

특별포럼 14

동반자 9 

면제자
국내 74

국외 11

합   계 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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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도국 참가자 지원

  다음 5명이 지원  수령 상자로 최종 확정되었고, 환 만찬 석상에서 호명

되어 다른 참가자들의 격려를 받았다.

이  름 Email 국 가 WG

1 Obuh James jamesobuh@yahoo.com 소토 2

2 Ganesh Chandra  Mallick ganeshanthnbu@yahoo.co.in 인 도 12

3 Raymond Nyayiti Enoch ceednigeria@yahoo.com 나이지리아 28

4 Hasan AKCA akcahasan@yahoo.com 터 키 22

5 Yatindra Singh Sisodia yatindra15@yahoo.com 인 도 29

7. 장방문

7.1. 목적

  장방문은 학술 회 간에 학회 참석자를 상으로 학술 회의 주제와 

련성이 있는 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공무원, 기업인 등과 화하고 견학함

으로써 개최국에 한 이해를 높이고 안에 한 공감 를 넓히고자 시행하

다. 특히 방문지의 지역농업과 자원, 투자여건 등 련 산업의 황을 국

제 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7.2. 방문지 선정 과정

  방문지를 선정하기 하여 각계의 문가를 청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를 추천받는 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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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회의(2007. 10. 25) 

  - 참석자: 

    . 정호진(농 청소년미래재단), 오 석(지역농업아카데미), 오형은(지역활성화센

터), 이동필(한국농 경제연구원), 마상진(한국농 경제연구원), 정세진(지니릴

이션) (7명)

    .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 미(사무국요원)(4명) 

  - 논의사항

    . 비후보지역 제안

    . 기타 의견 제안

○ 2차 회의(2007. 12. 13) 

  - 참석자 : 

    . 김용렬, 마상진, 김정섭(한국농 경제연구원, 3명)

    .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 미(사무국요원)(4명)

  - 논의사항

    . 1차 회의 결과 공유

    . 후보지 선정시 유의 사항 논의

    . 사 답사 지역 선정  추천

○ 3차 회의(2008.1. 9) 

  - 참석자 : 

    . 김용렬, 마상진, 김정섭 (한국 농 경제연구원, 3명)

    .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 미(사무국요원) (4명)

  - 논의사항

    . 지견학 사 답사 방문지 소개  질의

    . 지견학지 코스명과 주제설정

○ 4차 회의(2008. 1. 10) 

  - 참석자 : 

    . 정민국, 박 태, 김경필, 박기환 (한국농 경제연구원, 3명)

    .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 미(사무국요원) (3명)

  - 논의사항

    . 지 견학 개요 설명

    . 사  답사 지역 선정  추천(안) : 선인장시험장(고양),  한국화훼조합(고양), 버섯

시험장( 주), 구리도매시장,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안성 배, 포도 작목반, 농우

바이오(여주), 도드람(이천), 안성LPC, 한우농가(양평, 개군면), 하림공장(익산) 

등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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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명
신청자 수

국내 해외 합계

 1. 강화: 연과 을 자원으로 한 강화의 농 마을 종합개발 1   27 28

 2. 강화: 농업, 농민에 한 선진  기술 교육과 보 , 강화 농업기술센터  1  17  18

 3. 주: 민간인 통제선에 조성된 정착 의 특성을 살린 마을개발 3   28 31

 4. 양평: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양평의 생활 동조합과 농장 2 7 9

 5. 양평: 친환경농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양평군의 유통  교육사업 0 10 0

  한편, 추천된 견학 후보지역을 상으로 지 사 답사를 한 출장을 시행

하 다. 출장에서는 련 기 이나 단체의 담당자를 만나 지 주요 방문 가능

지와 연결 동선, 교통 등 근 여건, 식 장소 등에 하여 의를 하 고, 방

문 가능지를 답사하 다. 

  일부 지역의 지출장은 한국농 경제연구원 내의 문가에게 의뢰하여 시

행하 다.

<지역별 사 답사 출장일정  출장자>

지 역 명 출장일정 출장자

경기도 강화군 강화군청, 선원사, 인삼센터 등 2007. 11. 8 허 장, 김은정, 박 미

경기도 주 동 리 해마루  마을, 장단콩 통일  마을 2007. 11. 14 허  장

경기도 이천시 2008. 1. 4～1. 5 김은정, 박  미

경기도 안성시 2007. 12.28～29 마상진

경기도 양평군 2007. 12.26～27 허  장

경기도 가평군 2008. 6 김정섭

충청남도 아산시 2007. 12. 29 김용렬

  장 견학지는 선정 자문회의와 지 사 답사 출장을 거쳐 1차 으로 15개 

지역과 로그램을 선정하 고, 이를 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가 희망자들

이 등록할 때 희망 장 견학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1차로 지역별로 신청 수된 황은 다음과 같다.

<1차 지역선정  장견학 신청 수 황 (2008. 6. 25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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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산: 한국 통농 마을과 농조합의 활성화 3 44 47

 7. 여주, 이천, 주: 도자기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여주, 이천, 주 

도자기 벨트
1 20 21

 8. 이천: 지역 유기농 생산물을 이용한 통식품 개발과 활로 모색: 유기농 

콩과 서일농원 장류사업
1 4 5

 9. 양평, 안성: 한국의 축산 0 5 5

10. 수원: 종자개발과 생명공학 2 5 7

11. 남양주, 구리: 도시 근교 과수재배와 도매 매 0 10 10

12. 하남: 한국의 화훼산업 0 2 2

13. 안성: 생 을 심으로 한 지역활동 2 0 2

14. 가평: 그린투어리즘의 확산과 도시 근교 농 지역 농업의 변화 5 12 17

15. 익산, 부안: 최 의 닭고기 공장 익산의 (주)하림, 최 의 간척사업 새만  

지역
0 4 4

합   계 21 195 216

  참가자들의 희망지역을 수한 결과 일부 지역에의 신청이 조하 고, 15개 

지역이 많다는 조직  자체 단에 따라 최종 으로 신청이 많은 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 다. 선정된 지역이 조정됨에 따라 조정된 내용은 회 홈페이지

에 게재하 고, 본 회 개회 직후부터 장견학 직 까지 회장 장에서 이

를 홍보하여 폐지된 지역을 신청한 참가자들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다. 

<최종 선정지역>

1. 양평: 슬로푸드 문화 , 팔당 생명살림, 두물머리 농장, 석창원

2. 강화: 농업기술센터, 농업 학, 선원면 농 종합개발 사업, 선원사지, 강화 인삼센터

3.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푸른들 농조합

4. 구리, 가평: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리공사, 가평 농업기술센터, 승안리 녹색농 체

험마을

5. 주: 민통선 내 정착 인 해마루 과 장단콩 마을, 통일동산

6. 이천: 서일농원, 부래미마을, 세계도자센터



72

7.3. 방문지별 주요 견학 내용

구 분 양 평 강 화 아 산 구리, 가평  주 이 천

탑승인원
(지원요원 
제외)

14 56 48 16 30 30

주요
방문지

슬로푸드문
화 , 
팔당생명살
림, 석창원

농업기술센
터, 
선원사지, 
인삼센터

민속마을, 
푸른들 농
조합

도매시장, 
승안리, 
용추계곡

해마루 , 
장단콩마을, 
땅굴

서일농원, 
부래미마을, 
도자기박물

특이사항
정상묵 회장 
농장소개

강화군수 
인사

참가자 
요청으로 
땅굴 람

교통체증으
로 오후 
6:30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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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학술 로그램

1. 기조연설

1.1. 연설자 약력

  기조연설자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최양부(한국)

○ 남   빙 교수

○ 아시아 농업경제학회 회장

○ 한국농 경제연구원 고문

○  아르헨티나 사 (2003-2006)

○ 한국농 경제연구원 부원장

□ 히로유키 토리고에(일본)

○ 와세다 학교 인문학부 교수

○ 일본 농 사회학회 회장

○  일본 환경사회학회 회장

○ 서: 농 지역과 가족 사회학 (한국어 번역), 환경 보존을 한 토지 소유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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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샨티 슈폴(남아 리카공화국)

○ 남아공  크와 루 나탈 학 교수

○ 남아 리카 사회복지교육자연합 회장

○ 세계사회복지학과연합 이사

○ 남아공 사회복지사연합 회장

□ 리엄 리들랜드(미국)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학 산타크루즈 캠퍼스 명 교수

○ 세계사회학회 RC 40 창립회원

○ 주요 서 : 

- 이주: 미국 북동부지역의 농업노동자

- 캘리포니아 농업연구에서의 사회  상황에 한 사례연구

- 상추산업에 있어서 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

- 농업의 새로운 정치 경제를 향하여 등

□ 조세  살 테 카발칸티( 라질)

○ 라질 페르남부코 연방 학 조교수

○ 함부르크 학 빙교수

○ 카디  학 빙교수

○ 베를린 자유 학 빙교수

1.2. 연설 주요 내용

  이하는 기조연설자의 연설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세계화,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의 한국 농 의 미래” (최양부, 남  석

좌교수,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차기회장)

  2008년은 한국정부가 수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농 은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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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작된 한국형 압축  산업 명 속에서 노령화와 농민  가족농의 감소

로 공동체가 사라져 가고 있다. 세계화,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통 인 농업, 

농 은 어디로 갈 것인지 구도 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해체, 변형, 재구조

화하고 있다. 

  사회경제  변화의 범 와 속도가 매우 넓고 빨라서 농민뿐만 아니라 학자

와 정책담당자 모두 어떻게 한국농 의 미래 비 과 미래상을 구상하여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에서 한국농 의 풍요로운 미래를 망하는 것 

자체는 라만차의 동키호테처럼 불가능한 꿈을 찾아 헤매는, 그러나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같다.

  서구의 산업 명 방식은 화석에 지의 고갈,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애그

이션 등과 같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래하 기에, 오늘날 윤리  소비

자들은 다른 안  길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농업의 다원  기능과 

농 의 어메니티, 그리고 작 의 우병 소 동과 네티즌의 촛불시 에서 나

타난 건강 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한 유기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풍요로운 한국 농 의 발 방향은 으로 이러한 유기농업으로의 길을 추

구하는데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

지 않다면 한국 농 에는 미래가 없다.

□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보호” (히로유키 토리고에, 일본 농 사회학회 

회장, 와세다 학교수)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개념이 자연 환경의 보호와 어떤 계가 있을까 환경

보호라는 에서 자연과 인간의 계가 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

기 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과학 지향  형태, 문화 지향  형태, 그리고 효용 지향  형태이다. 이 세 유형

을 통하여 자연보호를 한 효과 인 략을 모색할 수 있다.

  과학 지향  형태는 가장 흔한 것인데, 가령 일본의 교육체제는 이 형태를 기본

으로 하고 있다. 그 지만 이 형태는 특히 한국이나 부분의 아시아 국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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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래한다. 문화 지향  형태의 효과를 생각

해 보자.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더 나은 은 무엇인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산의 정기(精氣)와 같은 자연의 상징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람은 이러한 자연의 상징과 소통하고자 해 왔다. 내 기조연

설의 요 은 우리가 생물다양성과 같은 쟁 을 논의할 때엔 과학 지향  형태

가 확실히 요하지만, 이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범 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

럼 그리 넓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형태들의 이 에 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아 리카 농 여성의 성 차별 계의 변화” (비샨티 슈폴, 남아공 크와

루 나탈 학 교수)

  아 리카의 농 여성은 최하  사회계층에 속한다. 극단 인 가부장제에 종

속되어 가정 안 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농토나 농업교육, 농사

자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남성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

에는 여성가장 세 가 많아졌다. 이들은 남성가장 세 보다 부분 더 가난하

고 식량부족에 더 취약하다. 

  아주 궁핍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임신에 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가령 피

임기구의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 남편 혹은 트 와의 강제 성 계로 인한 HIV 

감염의 험에 노출된다. 아 리카의 농가에서는 HIV/AIDS가 매우 심각한 문제

이며 이로 인해 농가 노동력 공 이 부족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리카의 여성은 주된 양식 생산자이며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기조논문에서는 여성이 기 교육과 훈련, 그리고 농사자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다. 특히 요한 것은 남성들이 결정 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지 는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에서 나는 남성과 여성의 

계변화를 구하고자 한다. 

  이를 해 남성과 여성 모두 의식을 변화시키고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하

는 기존의 지배  념에 도 하고 무 뜨리고 재구성하며, 한 기존의 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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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유형화에 해서도 도 하여야 한다. 남성-여성 계변화를 해서는 단지 

여성헌장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보다 근본 인 조치가 필요하다. 

□ “세계화에서의 농업과 식품의 망과 변화” ( 리엄 리들랜드, 미국 

캘리포니아 학 산타크루즈 캠퍼스 명 교수)

  세계화가 모든 이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역사  경험으로 볼 

때 농업과 농 부문에는 일부 사람에게만 정 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농업

이 화하고 농기업, 농이 만들어지면서 농업, 농 인구가 크게 감소하

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가족농을 보호하지 않으면 농기업이 부분의 

농 주민을 농업과 농 지역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래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업이 지배하면서 식품안 성 문제를 포함한 식량 기가 연달아 생겨나

고 이로 인해 식품과 련한 많은 사회운동이 발생하 다. 유기농, 공정무역, 

슬로푸드, 지역주의, 동물복지, 식량안보, 공동체지원농업(CSA), 머스 마켓, 

도농 직거래 운동들이 그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농에 유리한 사업들

에 항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난 30년간 많은 농 사회학자, 사회과학자들이 농업과 식품연구에 몰두해 

왔으며 하나의 네트워크(“보이지 않는 학”)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부분은 

개별 으로 연구를 수행하 고 연구 성과는 축 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양한 

농식품 련 운동에 보기보다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 다.

  우리의 연구수행 방식을 새로이 바꾸어야만 우리의 연구경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식품 운동과 시민사회에도 기여하는 그런 지식을 만들

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세계화에서의 농  공동체” (샬 테 카발칸티, 라질 페르남부코 학

교수)

  공동체 개념에 하여 사회학 연구에서는 가령 가까운 세계, 원  충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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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면  소통, 화, 생산, 재생산, 환경보호와 지식 등에 한 것을 연

 지어 생각해 왔다. 공동체는 인구학  의미에서의 인구 재생산이 이루어지

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한 여러 세 가 함께 어우러져 통과 문화  

유산, 종족 역을 지키는 조화의 장소이기도 하다. 

  농 공동체는 일상의 생존, 외부 권력집단과의 투쟁 속에서 그 집단의 재

와 과거의 역사를 지키는 역할을 하며, 조상으로부터의 흔 과 습을 기념하

게 된다. 고 사회학과 사회학 모두 공동체와 그 구성요소(집단과 이웃)는 

일상의 농축업 등 생산 활동과 사회  행 의 재생산을 한 장소로 규정한다. 

  소농사회를 분석해 보면 가정과 농장, 즉 생산과 분배, 소비의 역 사이에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처럼 유동 이고 험하고 개별화된 사회, 즉 

노동이 시장과 자본의 이동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상품으로 되어 버린 세계에

서는 연 와 편안함을 보장하는 공동체는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연 가 끊어

지거나 없는 개인은 더 취약해진다. 

  농 공동체는 투기와 폭력, 어려움의 상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아직도 지켜

야 할 상이다. 이제 세계화 시  풍요로운 농 의 미래를 해서는 공동체의 

의미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논문발표

2.1. 워킹그룹 구성

  이번 회에서는 당  총 38개의 워킹그룹이 신청되었으나, 발표신청 논문수

가 없거나 어서 다른 유사주제의 워킹그룹으로 통폐합되는 등 조정과정을 

거쳤다. 결과 으로는 포스터 세션으로 운 된 1개의 워킹그룹을 포함하여 34

개의 워킹그룹이 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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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국문명) 제목( 문명)

1 포스터 세션 Poster Session

2
자연의 변형: 환경의 변동이 농 공동체에 미

치는 사회  향 

Reshaping Natures: Social Impacts of 

Environmental Change on Rural 

Communities

3
식품체계의 산업화 맥락에서 본 농식품 체계 

발 의 안  형태 

Alternative Forms of Agri-food System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Food System 

industrialization

4
국 농 에 있어서 정치  참여와 주민 주도 

 동 활동

Political Participation, Civil Initiation and 

Cooperative Activities in Rural China

5

기 근  마을사회에서의 자연환경과 자원 

활용에 한 비교 연구: 일본, 국 농 사회

의 평민과 공동체, 1590-1870 

A 'Parallel and Contrast' study of Na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s Use in the Early 

Modern Villages: The commons and 

Communities in Japanese and English Rural 

Societies, 1590-1870 

6 농 지역에서의 기술 수용 Technology Adoption in Indian Rural Areas 

7 농업 마 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Role of Private Sector in Agricultural 

Marketing of India 

8
낙농의 재구조화: 우유 생산의 기술, 조직  

형태와 생존 략 

Restructuration of Dairy Farming: 

Technologies, Organisational Forms and 

Survival Strategies in Milk Production

10 아시아의 지속가능 농업과 농 발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Asia

11 농식품 체계에서의 계약 생산 
Production Contracts in the Agri-Food 

System

12
 아시아 농 사회에서의 발  담론에 

한 재고 

Rethinking Developmental Discourse in the 

Contemporary Rural Societies of Asia 

13
OECD의 “새로운 농  패러다임: 농 개발에 

한 정책과 거버 스" 

The OECD's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for Rural Development'

14 과학 담론, 거버 스, 그리고 농식품 체계 
Scientific Discourse, Governance and the 

Agri-Food System 

15
국가와 시민사회: 지속가능한 발 을 하여 State Versus Civil Society: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16/

17

인구변화와 농 사회와 농  소집단의 인구

학  쟁 : 출생률, 이동, 사망률

Population Charge and Rural Society 

&Demographic Issues of Subpopulation: 

Fertility Migration and Morality

18
다층체계에서의 식품, 농업, 농  거버 스: 

성찰, 네트워크, 다원  기능의 역할

Food, Agriculture and Rural Governance in 

Multi-Level Systems. The Role of 

Reflexivity, Networks and Multi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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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2

동아시아에서의 농  활성화를 한 내발  

발  략과 시  동조합의 변형: 새로운 

역할, 생존 략, 향후 망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ies for 

Rural Revitalization in East Asia and 

Transformations of Cooperatives during the 

WTO Era: New Roles, Survival Strategies, 

and Future Prospects

2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농  보건 문제 Rural Health Issues in Asia and Pacific Rims

21 농 의 식품 소비 형태 Rural Food Experiences

23
지역 토 개발, 지속가능성, 사회동학: 남미 

사례

Territorial Development, Sustainability and 

Social Dynamics: Experiences from South 

America

25 농 에서의 “몸” Embodying the Rural 

26
농 의 미래를 한 농 의 역할: 새로운 

의문과 도

The Role of Rural Tourism in Building Rural 

Future: New Questions and Challenges

27 농  환경에서의 성 불평등
Gender Inequality in the Indian Rural 

Environment

28
농 의 수자원 거버 스에 한 과거, 오늘날

의 들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Rural Water Governance

29 농  사회변동과 발 의 민속  차원
Ethnic Dimensions of Rural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30
네트워크, 체계, 구조, 연계: 농 연구에서의 

공공의 선의 모색 

Networks, Systems, Structures and Chains: 

The Search for the Public Good in Rural 

Studies

31 한국 농 사회의 변화와 발
Change and Development of Rural Society in 

Korea

32
동남아시아 산간 농  사회의 통합: 사회  

비용과 향후 과제

Integration - at What Price Uplands in 

Southeast Asia and Beyond

33 소비자 문화의 성장과 농  공동체
Growth of Consumer Culture and Rural 

Community 

34
동 아시아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한 평가: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An Evaluation of the Roles of Women 

Farmers in East Asia

35
농  농업공동체에 한 기후변화의 향의 

경감

Mitigating Impacts of Climate Changes on 

Rural Agriculture Communities

36
해안 농업자원의 회복: 남아시아 지진해일이 

교훈

Rehabilitation of Coastal Agriculture 

Resources: Lessons From the South Asian 

Tsunami

37 동아시아  문화의 과거와 재 Past and Present of East Asian Rice Culture

38
메콩강 유역의 농 생활환경의 변화: 수질, 

기후 변화와 인간의 안정

Rural Livelihood Changes in the Mekong 

Region: Water, Climate Change and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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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션 및 클러스터 구성

  한편 워킹그룹 내에서 발표되는 논문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워킹그룹은 

4~개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는 1개 이상의 세션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개 워킹그룹당 최소 1개 세션에서 최  7개 세션(워킹그룹 19/22)으로 구성되

었고 총 86개의 세션이 만들어졌다(포스터 세션  특별포럼 포함). 

  세션은 발표 일정을 고려하여 10개의 클러스터(1개 포스터 세션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1개 포함)로 묶이게 되었다. 

  각 세션은 사회자(convener/organizer)가 진행을 맡았고, 평균 4명의 연사가 

1인당 15분의 발표와 논문당 5분 정도의 토의 시간으로 하여 체 으로는 1

시간 45분 내외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이 가운데 워킹그룹 31(“한국 농 사회의 변화와 발 ”)의 클러스터 5

의 세션은 한국농 사회학회가 회 로그램 원회에 별도로 학회 차원에서 

세션 구성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특별세션의 형식으로 운 되었다.

  세션과 클러스터의 구성이 완료된 뒤 실제 회 운 과정에서 일부 세션의 

조정이 있었다. 발표신청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참자가 많이 생겨 취소된 

세션이 10개가 발생하 다. 특히 워킹그룹 12는 당  7개의 세션을 가지기로 

하 으나 1개 세션만 운 되고 6개는 모두 취소되는 등 행 으로 운 되었다. 

  워킹그룹 19/22(“동아시아에서의 농  활성화를 한 내발  발  략과 시

 동조합의 변형: 새로운 역할, 생존 략, 향후 망”)의 클러스터 6 세션은 

이미 발표자가 많이 배정된 데다가 추가 발표자가 생김에 따라 동일 클러스터 

내 2개의 세션으로 나 고 로그램 원회 부 원장인 Jussaume 교수가 진행

자가 되어 운 하 다.

  이에 따라 실제로 운 된 세션 수는 77개로 최종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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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논문발표

  논문발표는 총 발표자 수 268명, 총 발표편수 240편으로 집계되었다.

  　 206A 206B 207A 207B 208A 208B 209A 209B 210A 210B 계

7/7

C 1
WG5

 4/4

WG12

취소

WG13

 4/4

WG20

취소

WG26

 2/2

WG28

 3/3

WG30

 4/4
 

Special Forum

  2/2
 19/19

C2
WG2

 4/4

WG12

취소

WG13   

5/5

WG8

 2/2

WG4

 1/1

WG28

 3/3

WG30

 1/1

WG29

 5/5

Special Forum

  2/2
 23/23

7/8

C3
WG3

 5/5

WG12

 3/3

WG

16/17

 4/4

WG20

 3/2
 

WG18

 5/3

WG

19/22

 3/3

WG21

 2/2

WG26

 2/2

WG10

 4/4
 31/26

C4
WG2

 5/5

WG6

 2/2

WG

16/17

 2/2

WG18

 3/3

WG

19/22

 4/4

WG29

 5/4

WG31

 3/2

WG33

 6/5

WG35

취소

WG36

 2/2
 32/29

C 5
WG2

 6/6

WG12

취소

WG

16/17

 4/1

WG31

  4/3

WG26

 3/3

WG18

 3/3

WG

19/22

 5/5

WG7

취소

WG13

 5/3

WG25

 3/3
 33/27

7/10

C 6
WG3

 5/5

WG12

취소

WG

19/22

 3/3

WG

16/17

 2/2

WG37

  4/4

WG34

 4/4

WG18

 2/2

WG 

19/22

 4/3

WG38

  2/2

WG14

 4/4

WG15

 2/2
 32/31

C 7
WG3

 4/4

WG11

 4/4

WG

16/17

 4/4

WG37

 4/4

WG34

 3/3

WG18

 1/1

WG19/2

2

 6/5

WG23

 1/1

WG32

 3/3

WG27

 4/4
 34/33

7/11

C 8
WG3

 4/3

WG12

취소

WG

16/17

 4/4

WG31

 5/4

WG34

 4/4

WG19/2

2

 11/5

WG23

 3/3

WG14

 4/4

WG15

 1/1
 36/28

C 9 Poster Session  

C 10
WG3

 3/2

WG12

취소

WG18

 3/3

WG16/1

7

 1/1

WG31

 5/4

WG34

 6/5

WG19/2

2

취소

WG10

 4/4

WG14

 3/3

WG15

 3/2
 28/24

주: 각 셀에서 ‘/' 앞의 숫자는 발표자 수, 뒤의 숫자는 발표논문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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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포럼 운

  한편 본 회를 활용하여 한국농 사회학회가 주축이 되어 특별포럼을 추진

하고, 회 기간 에 두 개의 세션을 운 하 다. 특별포럼의 제목은 “한국 농

업․농 의 비 과 발  방안”으로 하 다.

  특별포럼을 운 하게 된 목 은 첫째, 한국의 농민, 농민단체, 정책담당자, 

학자들이 참가하는 특별 포럼을 통하여 한국 농업 경 체의 비 과 풍요로운 

미래 농 의 비 과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둘째, 포럼에서 제시된 정

책 방향을 앙정부  지방정부에 달하여 한국 농업과 농  발 에 기여토

록 함이다. 

  특별포럼의 주제는 “한국 농업 경 체의 비 과 발  방향,” “한국 농 의 

비 과 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주제별로 세션을 운 하 다. 발표, 토론 

등 진행은 한국어로 하 다.

  다음은 주제별 주요 논 과 주제발표자 등 특별포럼의 진행에 한 내용

이다.

■ 제1주제: 한국 농업경 체의 비 과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논 >

○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속에서 한국 농업과 경 체는 살아

남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 바람직한 미래 한국 농업의 경 체의 성격은 무엇인가? 한국 농업의 기본 성

격인 가족농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 농업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 한국농업의 조직화를 통해 농업 경 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 한국 농업 경 체의 경쟁력 확보를 한 바람직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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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08. 7. 7, 14:00～15:45 

□ 사회: 서종  박사 (한경 학 빙 교수)

□ 발표  토론 

○ 김정호 박사 (한국농 경제연구원 부원장)  

○ 이헌목 소장 (한국농업경 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

○ 토 론: 

이원규 회장 (한국농업CEO 연합회) 

이천일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찬익 실장 (농 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

윤주이 표이사 (농어민신문사)

■ 제2주제: 한국 농 의 비 과 발  방향  

<주요 논 >

○ 재와 같이 도시화와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농  지역사회는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자연, 환경, 생명이라는 정체성을 지니면서 새로운 정주 공간

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 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을단 , 군단  지역개발 사례는 미래 한국 농

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한국 농  지역사회가 내발  발 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지역사

회내부의 지도력 향상과 주민들의 자발 인 지역개발 활동 참여, 능력 향상 

등이 필요한데, 이를 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 일시: 2008. 7. 7, 16:00-17:45

□ 사회: 정명채 박사 (  한국농업 학 학장)    

□ 발표  토론 

○ 송미령 박사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 원)  

○ 유정규 박사 (지역재단 운 이사)



85

○ 토 론

오경태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농 정책과)

임경수 박사 (주식회사 이장 표)

고 석  군수 (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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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명   객실 유형 사용료(원) 조식

그랜드힐튼호텔

Deluxe
Single 155,000 1인

Double/Twin 175,000 2인 

Executive
 

Single 200,000 1인

Double/Twin 220,000 2인 

2 bedroom Apt 140,000 

 불 포함3 bedroom Apt 180,000

4 bedroom Apt 220,000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Double 117,000 1인

Twin 134,000 2인

서울가든호텔 Single  93,500 1인

제 7 장

운  

1. 숙 박

  참석자들의 원활한 숙박을 하여 회 조직 원회는 서울 시내  고양 시

내의 호텔 등 숙박업소와 하여 그랜드힐튼 호텔 등을 회 호텔로 지정하

다. 지정된 호텔은 회 홈페이지에 호텔명, 치, 객실료 등을 소개하고 사

이트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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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115,500 1인 

Twin 125,000 2인

코리아나호텔

Standard
Double 123,900 1인 

Twin 158,800 2인

 Business
Double 158,800 1인 

Twin 168,800 2인

지던스엔유
Double 85,000 1인 

Twin 100,000 2인

니엄
Double 83,000 1인

Twin 100,000 2인 

리젠트인
Single  84,000 1인

Double/Twin  96,000 2인

2. 수 송

  기조연사는 회 청 이스이므로 출입국시 공항에서의 과 송  호

텔로의 이동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동 차량에는 어 혹은 일어 능통자 1명

이 동승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 다.

<기조연사 출입국 일정>

이 름 국 가 항공기명 입 국 출 국

Hiroyuki 

Torigoe
일 본 OZ

07-06/15:25 

(김포공항)
07-11/16:45

Bill Friedland 미 국 KE 07-04/17:40 07-12/15:00 

Josefa Salete

B.Cavalcanti
라질 AF 07-04/06:55 07-12/13:15 

Vishanthie 

Sewpaul
남아 리카 SA 07-06/18:50 07-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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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지정호텔에 숙박하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하여 호텔에서 행사장을 오

가는 셔틀버스를 운 하 다. 버스는 무료로서 그랜드 힐튼호텔, 서울가든호

텔, 지던스엔유 호텔이 서비스를 제공하 다.

□ 그랜드 힐튼 호텔/서울가든호텔

일 자 7.6 7.7 7.8 7.9 7.10 7.11

호텔 ↔ 

KINTEX
14:30  09:00 08:30  07:45 08:30  08:30

KINTEX 

↔ 호텔
20:40 21:10  18:00 18:00  21:10  18:00

□ 지던스엔유

일 자 7.6 7.7 7.8 7.9 7.10 7.11

호텔 ↔ 

KINTEX
15:00 09:30 09:00 08:15  09:00 09:00

KINTEX 

↔ 호텔
20:40 21:10 18:00 18:00 21:10 18:00

3. 책자 등 제공

  회 참가자에게는 로그램북, 록집, 지도, 가이드북, 한국농 경제연구

원 안내책자,  로슈어, 그리고 찬사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안내책자

가 제공되었다. 특히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한국농업과 농 에 

한 문 소개책자인 “Agriculture in Korea”가 증정품으로 제공되었다. 이것들

은 참가자들 원에게 지 되는 행사기념 고  가죽가방 안에 담겨져서 등록 

시 달되었다.

  행사 청장으로는 개회식 청장, 환 리셉션 청장, 환 만찬 청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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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찬 청장이 해당자에게 발송 혹은 등록 시 제공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동반자용 기념품으로 간단한 동반자 가방을 제공하고 그 안

에 기념품으로서 손거울과 지도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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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홍  보

1. 사 홍보

  이 회를 하여 회 이 의 사 홍보와 회 기간 의 홍보, 그리고 홈

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 다.

1.1 관련 학술대회 참가 및 홍보 (국내, 국외)

  농 사회학, 사회학과 련이 있는 각종 국내외 학술 회에 참석하여 회를 

홍보하 다. 홍보는 주로 회 포스터를 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등록 수

 혹은 부근에 홍보 로슈어를 비치하여 등록자들이 집어 가는 방식으로 하

다. 

  일부 학술 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모인 총회 등의 자리를 빌려 직  

회를 설명하 고, 이를 한 상 일을 작성, 상연하기도 하 다. 

  다음은 해외에서 개최된 학술 회에 참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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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학회 정기 학술 회

  - 일  시 : 2007. 6. 22

  - 장  소 : 이화여자 학교

  - 참석자 : 허 장(사무국장)

○ 한국농업경제학회 정기 학술 회

  - 일  시 : 2007. 8. 23

○ 미국농 사회학회

  - 일  시 : 2007. 8. 2 ～ 8. 5

  - 장  소 : 미국, 산타클라라

  - 참석자 : 허 장(사무국장), 마상진(한국농 경제연구원)

○ 아시아농 사회학회

  - 일  시 : 2007. 8. 7 ～ 8. 11

  - 장  소 : 국, 베이징

  - 참석자 :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사무국장)

○ 유럽농 사회학회

  - 일  시 : 2007. 8. 19 ～ 8. 25

  - 장  소 : 네덜란드, 와게닝엔

  - 참석자 : 정기환(조직 원장), 김용렬(한국농 경제연구원)

○ 국

  - 일  시 : 2008. 4. 21 ～ 4. 22

  - 장  소 : 국 북경

  - 출장자 : 정기환(조직 원장)

  - 면담자 : 정정길(한국농 경제연구원 국 사무소장), Ma Xiao He( 국발 개

원회 거시정책연구소 부원장), Li Quo Qing( 국사회과학원 농 지역환경

연구소 연구원), Lin Tan( 국 공산당 비서국 국여성문제연구소 소장)

  아울러 국내에서 열린 다양한 유  학술 회에서의 참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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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소 : 주 리베라 호텔

  - 참석자 : 허 장(사무국장)

○ 한국농 학회 동계학술 회

  - 일  시 : 2007. 12. 7

  - 장  소 : 강원 학교 60주년기념

  - 참석자 : 김은정(운 장)

○ 한국농 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 일  시 : 2007. 12. 20

  - 장  소 : 고려 학교 인 기념

  - 참석자 : 정기환(조직 원장), 허 장(사무국장), 김은정(운 장), 박미(운 요원)

○ 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 회

  - 일  시 : 2007. 12. 21

  - 장  소 : 경북 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

  - 참석자 : 허 장(사무국장)

○ 세계작물학 회

  - 일  시 : 2008. 4. 13

  - 장  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참석자 : 김은정(운 장)

1.2. 홍보 인쇄물 제작 및 배포 (브로슈어, 포스터)

  회 홍보를 한 로슈어는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계자들에게 배포

하 다. 1차 로슈어는 2007년 5월에 제작하 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의 

말 (한국농 사회학회장,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주제, 로그램, 주최기  

소개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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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진

심으로 기원합니다. 

<홍보 이메일 메시지>

  2차 로슈어가 제작된 것은 2008년 3월로, 의 말 (한국농 경제연구

원장, 한국농 사회학회장, 세계농 사회학회장), 주제, 로그램, 등록  숙

박, 한국에 한 소개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로슈어는 

국문과 문 2종으로 제작되었다.

  이와 별도로 2007년 7월 포스터를 제작하 는데, A0 사이즈 1종, A4 사이즈 

1종으로 하여 홍보에 활용하 다.

1.3. 기타 홍보

1.3.1. 학회 회원 홍보

  한국농 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유  학술단체 회원을 상으로 논문 

록(abstracts) 제출 독려 등의 홍보를 하 다. 2008년 1월 7일 이메일 공지를 하

는데, 상은 다음 학회들의 회원이다.

한국농 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유기농업학회,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농 학회, 한국축산경 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토도시계

획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총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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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희 한국농 사회학회와 정부출연연구기 인 한국농 경제연구

원이 공동으로 주 하는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가 2008.7.6～11 기간에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열립니다. 세계 각지로부터 800명이 넘는 석학들이 모여 “세

계화 시 의 풍요로운 농  발  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약 800편의 논문을 발

표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 리카 빈곤과 농 개발, 한국 농 사회의 변화와 발  등

의 특별 포럼도 개최하는 등, 농업․농 에 한 최 의 학술행사가 될 정입니다. 

해외에서 참석하는 기조연설자로는 국의 Terry Marsden 교수, 미국의 William 

Friedland 교수, 라질의 Salete Cavalcanti 교수, 그리고 인도의 Vandana Shiva 

등이며, 이 밖에 1～2명을 더 섭외하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 행사에 귀하가 극 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를 

리 알리고 사회 인 네트워크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 사회학회 회장 

정 기 환

  이외에도 회에서 주체 으로 많은 참여를 하여야 할 한국농 사회학회 회

원 상으로 여러 차례의 홍보 이메일과 서신을 발송하여 홍보하 다. 

□ 논문 록 (abstracts) 제출  등록 연장 안내

○ 일  시 : 2008. 4. 11

○ 방  법 : 회원 개인 이메일 공지

○   상 : 한국농 사회학회 회원

□ 회 참석 요청

○ 일  시 : 2008. 4. 23

○ 방  법 : 회원 개인 이메일 공지

○   상 : 한국농 사회학회 회원

□ 회 참석 요청

○ 일  시 : 2008. 5. 2

○ 방  법 : 원로 회원(37명) 개인 서신 발송

○   상 : 한국농 사회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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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유 기  홍보

  학회 등 학술단체 이외에도 지역발 과 지역농업 개발 등에 련된 지방자

치단체의 연구기 에도 논문 록 발표 등에 한 홍보문을 송부하 다(2008

년 1월 10일자). 홍보문은 이메일과 팩스를 활용해서 해당기 의 기획실장 앞

으로 공문 형식으로 보내졌다. 홍보문을 발송한 상 기 은 다음과 같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 연구원, 구경북연구

원, 인천발 연구원, 발 연구원, 울산발 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

원발 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남발 연구원, 북발 연구원, 남발

연구원, 경남발 연구원, 제주발 연구원 (총 15곳)

1.3.3. 농업인단체 홍보

  국제 학술 회이긴 하나, 한국어로 진행되는 특별포럼 등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었기에 농업인단체를 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수행하 다. 

2008년 5월 7일자로 참가를 권하는 공문  홍보물을 각 단체 앞으로 우편 송

부하 다. 그 기 은 다음과 같다.

국농민단체 의회, 농민연합, 국농업기술자 회, 한국농업경 인연합

회, 농 지도자 앙연합회, 국농민회총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국여

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농가주부모임 국연합회, 국새

농민회, 한국4-H본부, 업농 앙연합회, 생활개선 앙회, 한국낙농육

우 회, 한양계 회, 한양돈 회, 한국포도회, 국한우 회, 한국양

록 회, 한국양 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 회, 한국자연

농업 회, 흙살림, 정농회, 한살림, 팔당생명살림연 , 한국퇴비농업기술

인연합회, 국귀농운동본부, 한국유기농시민연 , 우리 살리기운동본부 

(총 3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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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뉴스 터

  조직 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뉴스 터를 작성하여 다양한 련 인사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 다. 

  1차 뉴스 터(2008년 2월 28일)는 회소개, 등록 안내, 논문 록 제출 안내 

등을 다루었고, 차 회 참가자, 농업  농 사회학 련 국내외 인사 등에게 

발송하 다.

  2차 뉴스 터(2008년 4월 11일)는 논문 수  등록 마감 기간 연장 안내 등을 

내용으로 담아 워킹그룹 컨비 , 사 등록자, 차 회 참가자 등에게 보냈다.

2. 홈페이지 운

  2008년 회를 운 하는 홈페이지를 세계농 사회학회의 홈페이지와는 별

도로 제작하여 조직 원회 사무국이 운 하 다.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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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는 www.irsa2008.org로서, 서버는 회 공동주 자

인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것을 활용하 다.

  2007년 6월 4일 시험운 을 거쳐 오 하 고 국문과 문 두 가지로 제작되

었다.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다.

○ 문

  - Invitation, Program at a glance, Congress in detail, Abstract submission, 

Registration, Accommodation, Tour, General Information, Sponsor, Contact us

○ 국문

  - 인사말, 회개요, 로그램, 논문제출, 등록, 숙박, 행사장 안내, 찬, 사무국 연락처

3. 행사  홍보

3.1 보도자료 배포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 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행사 1주일 에 

배포하 다(<부록8> 참조).

3.2. 동정기사 보도 결과

  회 개최와 련한 동정기사는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 서울경제(2008.7.3)

○ 세계일보, 한국일보, 앙일보, 서울신문, 농축산신문(2008.7.4)

○ 한겨 신문(2008.7.5)

○ 한국일보(2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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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언론기관 보도 결과

  회 개최  주요 발표내용에 한 소개가 다양한 언론기 에서 보도되

었다. 

□ 방송

○ KBS 뉴스(7.7)

□ 앙지

○ 연합뉴스(7.7) 

□ 문지

○ 식품음료신문, 축산경제신문, 농민신문(2008.7.4, 7.9, 7.11, 7.14, 7.18), 농

어민신문(2008.7.10), 축산뉴스(2008.7.11)

□ 지방신문

○ Newsis(가평)(2008.7.10)

  특히 농민신문과 농어민신문은 정기환 한국농 사회학회 회장과 알 산드로 

보나노 세계농 사회학회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길을 끌었다.

  그 밖에 목포 MBC와 목포 KBS에서 기조연설자  주요 발표자에 하여 

인터뷰하고 녹화하 다(2008.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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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평  가

1. 참가자 상 설문조사 결과

  본 회 참가자들을 상으로 기조연설, 학술 로그램 운 , 숙박  등록, 

행사장, 장견학 등 회 반 인 내용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표는 문으로 작성하여 참가자가 등록할 때 로그램북, 록집 등과 함께 배

포하 다. 

  참가자는 회 기간 에 이를 기입하여 행사장 복도에 비치한 수거상자에 

자유로이 집어넣도록 하 다. 따라서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6일부터 7월 11

일까지이고 자기기입식 작성방법을 채택하 다. 

  조사결과 본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50명으로, 상은 성별은 남자 52%

고, 국가별로는 미국(9명), 태국(6명), 일본(5명)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회 주제선정에 해서는 응답자의 78%가 , 매우 

하다고 응답하 다. 기조연사에 해서는 Alessandro Bonanno 회장(61%), 

최양부 박사(72%), Hiroyuki Torigoe 교수(57%), Vishanthie Sewpaul 교수

(65%), William Friedland 교수(73%), Salete Cavalcanti 교수(43%)에 하여 각

각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 다. 

  워킹그룹 운 에 한 만족도는 66% 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6% 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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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6개소에 한 만족도 문항에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46%, 보통이 36%

다.

  이 밖에 등록, 숙소 등에 한 만족도는 다음 표와 같다.

<참석자 만족도(%)>

문 항 매우 만족 + 만족 보 통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등록 78 16 6

숙소 75 23 2

연회-환 리셉션 84 12 4

연회-환 만찬 83 12 5

연회-환송만찬 85 12 3

행사장 86 8 6

  이에 따라 회에 한 체 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24%, 만족 48%, 보통 

22%,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0%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상황을 볼 때, 

기조연사의 연설을 포함하여 회의 운 은 성공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주 식 응답 황에서는 일부 지 사항도 있어서 차기 회나 유사한 국제

회에서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로그램에 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으

나, 일부 세션의 경우 발표자의 부재로 시간 리가 용이하지 못했으며, 이와 

련하여 사 에 발표자를 결정하는 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워킹

그룹 만족도에 한 질문에 13명이 부가 의견을 주었는데, 발표내용은 좋았으

나 발표자들의 불참에 실망했다는 답변이 9명, 워킹그룹 담당자들의 열정이 돋

보 다는 답이 1명 있었던 것에 반해, 담당자들이 자신이 맡은 세션에 한 

지식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답변도 1명 있었다. 한 워킹그룹 16/17이 좋았

다는 의견과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양분화에 해 배울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

었다.

  발표자들의 불참과 련해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제출된 논문 록에 

하여 워킹그룹별 담당자가 수용여부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세션 구성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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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완료된 이후에 발표자, 심지어는 워킹그룹 담당자가 불참함으로써 일부 

세션이 취소되거나 축소 혹은 통합 운 됨에 따른 문제  지 이다. 회 조직

원회로서는 이를 막기 하여 워킹그룹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속 워

킹그룹의 록 제출자가 등록을 서두르도록 하 다. 한 로그램 원회를 통

하여 록 제출자의 이메일을 확보하여 등록과 숙박지 약 등 참가를 요청하

는 메시지를 직  발송하기도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참가가 조

한 일부 세션이 취소, 축소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숙박에 련해서는 회의장과의 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 사항의 

부분이었다. 이는 KINTEX를 회장소로 선정할 당시부터 견된 이었으나, 

고양시 내 우량 숙박지를 최 한 확보하고 주요 호텔에서 회의장 사이에 셔

틀버스를 운 하는 것으로 추진하 다. 따라서 원거리에 따른 불편함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 으나, 물리 으로 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조건

이었다.

  장방문에 해서는 20명이 의견을 주었다. 아산에 해서는 음식이 좋았다

는 평과 진정한 한국농 을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이천은 여유롭게 둘러 볼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 2명, 정보 제공이 미

비했다는 의견 1명, 좋았다는 의견 1명으로 총 4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구리와 

가평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1명, 형식 인 젠테이션 

이외에 개인 으로 질문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1명이 있었으며, 강화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도 1명 있었으나 좋은 경험이었다는 답변

도 1명 있었다. 주에 한 반응은 양분되었다. 통역자질 부족에 해 언 한 

의견이 3, 일정 구성이 미흡했다는 의견 4, 인솔자의 DMZ에 한 지식 부족을 

언 한 의견이 2, 시간 지체에 한 불만을 언 한 의견이 2건이 있었으며 매

우 좋은 경험이었다는 의견도 2건이었다. 행선지에 한 자료를 최 한 확보하

고 필요시 문으로 번역하는 등 조직  사무국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 으나, 

보다 상세한 사  자료의 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등록 차에 한 의견은 총 6건이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등록비

가 비싸다는 의견을  사람이 1명 있었고, 4명은 장에서의 등록과정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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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좋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에 반해 온라인 신청이 편리했다는 의견이 있었

는가 하면, 온라인 등록이 원활치 않아 팩스로 등록 수를 했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숙소에 한 8개의 의견  온라인 약이 편리했다는 의견, 호텔 약 확인

이 늦었다는 의견이 각 1건씩 있었고 회의장과 가까운 지던스엔유 호텔과 

니엄 호텔에 해서는 좋았다는 의견이 3명이 있었다. 반면, 그랜드호텔은 

시설은 좋았으나 회의장과의 거리가 무 멀다는 의견이 2건이 있었다. 

  연회 로그램에 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6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연회비가 비

다는 의견 1명, 엔터테인먼트는 좋았으나 녁 시간이 짧았다는 의견 1명, 한국

음식이 없어 아쉬웠다는 의견이 3명, 서비스가 좋았다는 의견이 1명 있었다.

  회의장(KINTEX)에 한 의견은 호텔, 도심과의 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이 3개, 시설 면에 있어서는 실내의 온도가 높았다는 의견  무선인터넷 속

이 불가하다는 의견, 응 치료실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1개씩 나왔

으며, 운 이 좋았으며 편리했다는 의견도 3개가 나왔다. 

  본 회에 한 체 인 만족도에서 7명  5명이 부정 인 의견을 내놓았

다. 상업  요소가 많았다, 발표자의 불참이 많아 실망스러웠다, 회의 구성이 

미흡했다, 장학습에 있어서 스탭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

다. 한, 등록비가 비 으며 배포한 가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이 의 세계농 사회학 회보다 훨씬 좋았고 체계 으로 잘 진행되었다

는 의견도 2명 있었다.  

2. 자체 평가 결과

2.1. 학술적 의의 

  본 회의 주제인 “Envisio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a Glob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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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는 세계화 속에서 21

세기 농 사회의 비 을 제시하고 풍요로운 농 사회를 건설하기 한 새로운 

틀을 구상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세계 각국의 농 사회는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격심한 이농과 자본 이동, 환

경 괴 등으로 계속 축되어 왔으며 미래에 한 비  부재로 결국에는 농

사회 마  붕괴될 것이라는 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발 에 한 이분법  사고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즉,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농 에서 도시로,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환될 것이라는 이분법  사회발 론에 한 인식은 농업과 농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해서 하게 되고 정책을 구상

하는 리들은 미래에 해서 확신이 없기에 단기 인 처방에 해 왔다. 

학에서도 농업과 농 사회에 한 비 이나 확신이 없었기에 농업보다는 응용

경제학이나 자원경제학으로, 농 사회보다는 지역사회론으로 학문의 방향을 

환해 온 것 한 사실이다. 

   다른 측면에서 세계화에 한 잘못된 인식의 확산은 농업과 농  지역사

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의 하나다.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로 

하는 세계화 속에서 세한 농업구조를 지닌 한국의 농업과 농 이 량생산

체계를 갖춘 미국과 규모 농업국가와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 것

인가에 한 의문은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 농업계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

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 사회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즉, 표 화, 집 화, 도시화가 산업사회의 특징이었다면 정

보화는  분산화, 다양화, 지방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의 행태가 다양

화됨에 따라서 공 자의 능력 보다는 소비자의 수요가 더 요해 지고, 분산화

와 지방화가 과거 보다 더 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요구가 

수용되는 정보사회화에서는 지방의 발 이 진되고, 규모 생산체제 보다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생산 체제가 경쟁력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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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분명 한국 농업과 농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어 주게 될 것이다.      

  이번 세계농 사회학 회의 청 연사인 한국의 최양부 박사는 그동안 우리

가 신 해 온 신고 경제학 이론에 의한 농업정책과 농 사회에 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 하고 이에 한 반성과 변화에 따른 안을 주문했다.  

다른 청 연사인 미국 캘리포니아 학교 명 교수인 리들랜드(William H. 

Friedland) 교수는 에 지 고갈, 환경 괴, 환경과 건강을 시하는 소비자의 인

식 변화 등에 따라서 량생산 시스템에 의한 미국식 근 화 이론이 한 도

을 맞고 있음을 인정하고 변화된 사회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

러다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 회는 사회 변동에 따른 농업과 농  지역사회에 한 새로운 인

식의 환을 가져 올 수 있었다는 에서, 그리고 참석자가 21세기 정보화 사

회의 도래와 함께 풍요로운 농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2.2. 발표된 논문의 수준 

  세계학술 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 이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

계학술 회는 명한 학자의 논문뿐만 아니라 박사학  과정에 있는 신진 학

자들에게까지 논문 발표 기회를 주는 회이니 만큼, 논문의 수 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체 으로 수

이 높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이다. 이번 회에 참석자가 었던 반면

에 발표 논문 수 이 높았던 것은 나름 로의 성과 다. 

  회가 진행되는 기간 에 각국에서 참석한 학자들이 모여 수  높은 학자

들의 참석과 세계농 사회학 회의 학문  수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한 

논의가 있었다. 발표되는 논문의 수 을 높이기 해서는 발표논문이 세계 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이와 유사한 향력을 지니는 출 물로 출간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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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합의하 다. 따라서 이번 회에서 발표된 논문  우수한 논문을 선발

하여 유명한 출 사에서 별도의 간행물로 발간하기로 하 다.    

2.3. 참가자에 대한 평가 

 이 회를 유치할 당시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에 참석이 가능한 인원은 

600명 수 으로 추정하 다. 이 숫자는 외국인 학자 500여명이 참석한 노르웨

이 회와  비슷한 숫자다. 그러나 실제로 회에 참석한 인원은 411명으로 당

 상 인원의 68.5%에 달했다. 특히, 노르웨이 회에 참가한 외국인 학자는 

500명 수 이었으나 이번 회의 외국 학자들은 245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참가가 조한 것은 2008년에 세계를 휩쓴 불경기의 향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서 각종 학술 회 지원과 참가자에 한 지원이 축소되고, 특히 학생들의 장학

이 축소되어 이들의 참석이 매우 조했다.  

  한편, 회 기간이 부분의 학교가 학기 이던 도 학자들의 참석이 

조했던 이유 의 하나다. 일본의 학들은 학기 이었기에 많은 학자들이 참

가하기 어려웠고 국인 학자들의 참가자도 매우 었다. 반면에 태국과 타이완 

학자들의 참석이 에 띄게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국과 독일, 이탈리아 학자

들의 참석이 많았던 반면 네덜란드, 랑스, 북유럽, 동유럽 지역 학자들의 참석

이 조했다. 많은 참석자가 상되었던 미국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참석도 조했다. 북미 학자들의 참석자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남미 학자 

14명은 상 으로 많은 것이며 아 리카 지역의 학자들도 7명이나 참석했다.  

2.4. 조직위 등 대회 준비에 대한 평가  

  이번 세계 회는 표면상으로는 원만하게 조직되어 운 된 것으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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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회를 비하는 과정에서 회 조직 와 세계농 사회학회(IRSA) 회장 

 로그램 원회와의 갈등은 향후 세계 회의 효율 인 조직을 해서 개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 된다. 

  통 으로 세계농 사회학 회의 학술 로그램은 명한 외국인 학자 

에서 선발된 로그램 원장(Program Chair)이 담당하고 회 조직과 운 은 

회 개최국의 회운 원장(Local Organizing Chair)이 나 어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에서는 회 유치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 학자가 

로그램 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이 두 원회를 세계 회 조직 원장 산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기로 하 다. 그 게 해야 회를 효율 으로 조직 운 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유치 비 원회의 단에서 다. 

  그러나 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 새로 선출된 IRSA 회장은 회조직을 반

으로 책임지는 조직 원장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IRSA 회장이 회의 책

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로그램 원장과 회운 원장이 

조직 원장 산하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자 인 역에서 활동하기

를 원했고 IRSA 회장이 이를 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IRSA 회장은 학술 로그램은 로그램 원장이 

책임지고 비할 것을 주문했고 회운 원장은 장에서 회 운 에 한 

사항만을 책임지기를 요구했으며 각각 원장은 상 방의 책무를 존 해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회를 총  책임져야 할 조직 원장과 IRSA 회장 간

에 회 조직과 운 을 둘러싸고 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회 조직 원장은 세계 회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회를 홍보하고 논

문 록을 제출 받는 창구로 활용하려 했지만 IRSA 회장과 IRSA 홈페이지 

리자는 IRSA 세계 회의 통임을 들어 조직 가 제작한 학술 회 공식 홈페

이지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IRSA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할 것을 요구

했다. 따라서 학술논문 록 제출도 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IRSA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 다. 

  많은 논의 끝에 조직 가 제작한 홈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로 인정했지만 

논문 록은 로그램 부 원장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IRSA 홈페이지를 통



107

하여 받기로 결정되었다. 즉, 로그램 원장은 제출된 논문 록을 받아서 논

문 제출자가 요청한 워킹그룹(WG) 책임자에게 재송부하면 WG 책임자가 제출

된 논문 록을 심사하여 발표 논문으로 승인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으며 그 결과를 로그램 원장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 다. 이와 같은 결정은 

노르웨이 회의 로그램 원장이 제출된 논문 록을 직  읽고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회 조직 원장은 어느 나라의 학자 몇 사람이 논문 

록을 제출했는지, 그 제출된 록이 각 WG 심의에서 통과되었는지를 로그

램 원장이 알려주기 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학술 회 참가 신청자 숫자가 

조해지자 조직 는 로그램 원장에게 논문 록 제출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더 많은 학자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회 조직 원장은 물론 로그램 원장 조차도 회 1개월 까지 제출된 논문

록이 몇 편인지, 그  몇 편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 했는지를 알 수 없었고, 

회가 임박해서도 논문 통과 여부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

생하 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로그램 원장과 부 원장이 제출된 논문 

록을 읽고 심의한 것이 아니라 38개에 달하는 WG 책임자에게 논문 심사를 

임했고 그 결과를 로그램 원장에게 통보해  것을 요청하 기 때문이

다. 그들  상당수는 본인의 참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출된 논문 록에 

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었다. 특히, 

WG 책임자로 선정된 인도인 학자  여러 명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WG

에 많은 논문을 신청 받은 후 그 가로 왕복항공료는 물론 숙박과 식사까지도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에 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되기 까지 논문 심사를 보

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자신들에 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 다. 

  이러한 웃지 못 할 상황 하에서 논문 제출자들은 본인이 제출한 논문에 한 

통보가 없자 세계농 사회학 회 참석을 포기하고 다른 학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회가 종료된 후에 개최된 IRSA 이사회에서 WG 책임자의 무책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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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WG 책임자를 엄 하게 가려서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집 으로 논의되

었다. 이번 회에서는 38개에 달하는 WG 책임자가 있었지만 그 에서 7개 

WG 책임자가 불참하 고, 상당수의 WG이 제 로 조직되지 않아 다른 WG과 

통합되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사용하지 않은 회의장 임 료를 지불하여야 했

던 것 이외에도 회의 신뢰도를 추락시켜 차후 회 조직에 심각한 향을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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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유치서한  유치신청서

<유치신청 서한>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President
Joo-Sook Kim. Professor of Hanshin University
Mailing Address: Yangsan dong, Osan city, Kyunggi Do, Korea
Tel: 011-894-4076, 02-851-3511; Fax: 02-837-4076;   E-mail: jooskim@hs.ac.kr

Professor David Hansen December 30, 2003
Secretary – Treasurer  
Executive Committe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e-mail: hansen.4@osu.edu

Subject: A proposal 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in 

Seoul 

Dear Professor Hansen:

This letter is a proposal submitting by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KRSS) for expressing an interest in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2008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he 3rd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held in November 12, 2003 in Seoul officially decided to express an interest 

in hosting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KRSS organized a prepar-

atory committee for preparing a proposal 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in Seoul, and appointed Professor Ji-Woong Cheong, Seoul 



110

National University,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mittee to contact IRSA ex-

ecutive council.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re now experiencing a painful 

restructuring process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As many other coun-

tries of the world, Korea is now searching for a new vision for harmonious and 

prosperous rural community. In this context, coming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must be a good opportunity for Korean farm and rural sectors 

to find a new direction of prosperous rural future. Simultaneously,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in Seoul will provide deep insights for the 

rural sociologists, policy makers, and people who are concerned on rural soci-

ety for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in the 21st century. We sincerely 

hope that IRSA would accept our proposal 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in Seoul in 2008.   

Sincerely Yours, 

Joo-sook Kim, 

President,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Encl: A proposal 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CC: Frank Vanclay

President,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e-mail: Frank.vanclay@utas.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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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신청서>

A Proposa l for H osting

XII World  C ongress of Rura l S ociology
Seoul, Korea

June 23 - 28, 2008

I. Theme: Envisioning a Prosperous Rural Future
- Community Initiatives and Empowerment- 

The rol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is rapidly changing under the 
strong force of global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revolution, 
which enforced rural institutions to be reorganized in the field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enterprises, education and culture, and even social relation-
ship and networks of rural community. Family farmers are loosing confidence 
in production since family farming could not guarantee their family expenses, 
and even large farm enterprises are challenging the sustainability of their 
business because of cutting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It raises a big 
question on the rol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is sustainable in the 
future. 

Another serious symptom in most rural communities over the world is 
that people are loos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Encountering those rapid changes, the government tends to ini-
tiate restructuring policy and request community people to follow. Rapid rural 
changes affect not only rural family life and enterprises, but also deteriorate 
the leadership and sustainability of rural community.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might be requested to answer 
to those questions to the world sociologists, policy makers and farmers who 
concern about the futur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Therefore, the 
main theme of the congress will be "envisioning prosperous rural future" 
through community initiative and empowerment.  

Followings are issues might be focused for envisioning agriculture and ru-
ral community during the Congress. 

- Food supply and securit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 Family farming, industrial farming and alternative farming 
- Rural poverty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rural community
- Community participation, leadership and people’s empowerment
- Social capital an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 Gender issue and women’s initiative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 Rural family and culture and rural life 
- Rural school and commun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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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ization, rurbanization and ruralities
- Rural-urban relationship and green tourism 
- Saemaul Undong as a model of rural development
- Regional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roposed theme and sub-themes may be modified through con-
sultation with IRSA Executive Committee.

 II. The Organizer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KRSS) will be the responsible organ-
ization for preparing and conduc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KRSS will cooperate wit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tional Fishery Cooperative Federation,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Farmers Union, and many other farm and rural re-
lated organizations.  

KRSS will also cooperate with some academic circlessuch as Korea 
Sociological Associatio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Korea 
Agricultural Policy Association…etc., for the success of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in Seoul. 

III. Venue:  

KRSS tentatively proposes Seoul, the capital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main venue of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Seoul 
must be the most appropriate city in Korea for the main venue of the world 
congress because of its capacity of lodging and modern conventional facilities. 
There are more than 30 super level hotels with 5,000 luxury rooms, and 
enough number of high quality service hotels and lodging facilities meeting the 
international demands. 

Seoul is located one hour driving distance from Inchon international air-
port and easy to access from every province of Korea. Seoul has been a capital 
city since the 1st century. The city has many historic buildings and traditional 
culture, and particularly Chongmyo-Jere, a ritual ceremony for royal court of 
Chosun dynasty designated as the world cultural heritage by UNESCO. During 
the Congress, participants will visit rural areas near Seoul to observe rural life 
and culture, rural enterprises, and organic farming…etc. 

However, the city of Kyungjoo could be an alternative for the main venue 
of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Kyungjoo was the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existed during the 1~10th century. Therefore, the city has rich 
traditional culture and many interesting historic sites. However, the accessi-
bility to the city is not good as much as Seoul since it is located in the south-
ea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Instead, the city is surrounded by rural 
areas and therefore, participants could easily touch rural people and their life. 
The city has also enough lodging and conventional facilities to meet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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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congress.  
The main venue will be fixed finally through consultation with IRSA 

Executive Committee, when IRSA officially accepts this proposal. 

VI. Congress Dates

The Congress will be held from June 23 to June 28, 2008. The KRSS pro-
poses the dates because of following two reasons. One reason is the whether 
condition of Korea. Summer in Korea starts from June. However, it is quite 
fresh and mild in June. Rainy season starts from July. Therefore, July is hot, 
humid and rainy. Another reason is academic sessions. Most universities start 
summer vacation from late June. Therefore, people in universities must be 
available to participate in the Congress. Alternatively, August may be a good 
season for the World Congress. However, we are afraid that August is too 
magic season to the World Congress since most people are interested in 
summer vacation in August. 

KRSS will consult the congress dates with IRSA Executive Committee. 
The congress date is changeable. 

V. Participants

We expect that the congress would have around 1,000 participants from 
5 continents. Participants from Korea must be the biggest group, approximat-
ing 300, followed by Japan, China and Taiwan, approximated around 200. 
Participants from ASEAN and west and middle part of Asian countries are ex-
pected to be about 80. Participants from North America including U.S.A., 
Canada, Mexico will be about 150, and from EU, Eastern Europe will be around 
200, Russia and Middle Asian countries will be around 20. Participants from 
Australia, New Zealand and other countries in Oceania will be around 30, and 
from African countries will be around 30.      

All participants are requested to participate with their own expenses or 
obtain financial sources by themselves. However, KRSS an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will invite some scholars from least developing coun-
tries and provide them with assistance for traveling and lodging expenses dur-
ing the Congress. 

VI. Working Language

Official working language will be English. Any foreign participants who 
need translation into other languages are recommended to bring necessary in-
terpreters with their own expenses. The Congress Secretariat may arrange the 
necessary simultaneous translation equipments for rent.

VII. 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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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Congress will be conducted by 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WCOC), which will be organized after IRSA accepts this proposal. 
The committee will consist of the president of KRSS, a program chair, a deputy 
program chair, and a local arrangement chair. 

The President of KRSS is officially representing the XII Congress of Rural 
Sociology. However, local arrangement chair is responsible for all the prepara-
tion of program and procedures of the congress. The program chair is respon-
sible for selecting speakers, formulating the programs of workshop and sym-
posia, selecting conveners for working groups and symposia, chairpersons for 
plenary sessions, etc. Since program chair is so important, he/she must be se-
lected among world-widely known scholars. Therefore, program chair is not 
necessarily to be Korean. KRSS suggests that the program chair must be se-
lected through consultation with IRSA Executive Committee. However, deputy 
program chair will be selected among Korean scholars. Followings are tenta-
tive arrangement for the chairs. 

Program chair: 
Fixed after consultation with IRSA

Deputy Program chair:  
Ji-Woong Cheong, Ph.D.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resentative 
Preparatory Committee 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cheongjw@snu.ac.kr

Local arrangement chair: 
Ki-Whan Chung, Ph.D.
Senior Fellow 
Director for Rur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Vice President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kwchung@krei.re.kr

Local Secretariat Office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local arrangement 
chair to manage overall congress procedures, to correspond with IRSA and 
program chair, and for securing, managing and operating the necessary 
finances. Local arrangement chair is responsible to the office in general, and 
a secretary, a treasurer, and a number of experts will be appointed for the suc-
cessful congress operation. The Local Secretariat Office will be operated soon 
after this proposal is approved by I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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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Congress Program 

A. Meeting Rooms for Workshops and Symposia 
All workshops and symposia of the World Congress will be held at the 

convention center of ASSEM building in Seoul. Alternatively, Koyang con-
vention center could be considered for the congress, which is located in 
Koyang city and very near to Seoul. However, some workshops may be or-
ganized at local areas according to the needs of working groups. 

B. Congress Programs
The congress will be divided into two parts: workshops and symposia. 

During 6 days of congress, 7 workshop sessions will be prepared for around 
30working groups. Therefore, each workshop session has to operate 4~5 
working groups. Each paper will belong to one of 30 working groups. 

There will be 5 symposia during the congress. One symposium will be 
held each day and a guest speaker who is widely known for the specific sym-
posium topic will be invited for presenting and facilitating the symposium. 

Program chair and deputy program chair are responsible for organizing 
workshops and symposia, and for appointing conveners for each working 
group and symposium. 

C. Speakers
One keynote speaker for opening session, 5 guest speakers for sympo-

sia, and one special lecturer for closing ceremony will be invited by the WCOC. 
The expenses for inviting speakers and lecturer will be born by WCOC. 
Program chair and deputy program chair will arrange inviting keynote speak-
ers and guest speakers.    

C. Excursions
There will be one-day excursion visiting rural areas near Seoul and re-

lated specific sites.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10 groups according to the 
specific issues: organic farming,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meat and milk 
industry, wholesale markets, agricultural R&D center, forestry development, 
range development, irrigation and water management, food processing in-
dustry, and rural education and rural culture. Half-day excursion will be in 
Seoul, visiting wholesale markets, historic sites and participating in some cul-
tural events. 

D.Tentative Congress Program
 
June 22(Sun): 

Registration (all day)
Afternoon: IRSA council meeting

World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meeting 
Dinner: Welcoming reception hosted by the president of K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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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Mon): 
Morning Session: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 
Program Chair Plenary Session 

Afternoon Session: 
Workshops (5 working groups)
Symposium 1. (The topics will be decided in 2004 through con-
sultation with IRSA executive committee)

Dinner: Host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June 24 (Tues) 
Morning Session

Workshops (5 working groups) 
Symposium 2. 

Afternoon Session
Workshops (5 working groups)
Symposium 3. 

Dinner: Hosted by IRSA President (negotiable with IRSA council)

June 25 (Wed)
All day tour rural areas near Seoul 

June 26 (Thu)
Morning Session

Workshops (4 working groups)
Symposium 4. 

Afternoon Session
Half-day tour in Seoul 

June 27(Fri) 
Morning Session 

Workshops (4 working groups)
Symposium 5. 

Afternoon Session
Workshops (4 working groups)
IRSA general council meeting  

June 28(Sat): 
Morning Session (3 working groups)
Workshops  
Afternoon Session 

Special lecture
Closing ceremony



117

XI. Estimated Budget

Although the Congress must be operated in the most economical way, 
however, we expect that the minimum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 suc-
cessful congress must be around US$ 400,000. Therefore, the local ar-
rangement chair must devote to raise revenue to meet the expected 
expenditure. Estimated revenue and expenditure would be as follows. 

A. Revenue: US$ 401,000
Participant’s fee: US$ 6,6000
Government subsidy: US$ 100,000
Contribution from related farm organizations: US$ 200,000
Other revenue: US$ 50,000

B. Expenditure: US$ 401,000
Congress operation: US$ 311,000

Local Secretariat Office operation: US$ 50,000
Publication and P.R for congress: US$ 40,000
Rent for Convention center and related facilities: US$ 60,000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US$ 50,000
Receptions and meetings: US$ 80,000
Contingency: US$ 31,000

Inviting Scholars: US$ 90,000
Guest speakers: US$ 30,000
Scholars from low-income countries: US$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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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각서  양해각서

<한국농 사회학회와 한국농 경제연구원 간의 합의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an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International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inSeoul, Korea in 2008

ARTICLE I.  PARTIES AND PURPOS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KRSS) an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will cooperate closely 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IRSA) in 2008, Seoul Korea. 

ARTICLE II.  ACTIVITIES 
KRSS and KREI will organize and conduct the congress. For this purpose, both 
parties agree following activities. 
1. KRSS will prepare a proposal 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International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in Seoul in 2008 in collaboration 
with KREI. 

2. Local Secretariat Office (LSO) will be open at KREI when the Korean bid is 
accepted by the Executive Council of IRSA, and KREI will provide an office 
and necessary facilities for the LSO during 2005-2008. 

3. KRSS and KREI must be responsible to provide necessary finance for oper-
ating LSO. 

4. KRSS and KREI shall be responsible for securing necessary finance for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of IRSA in 2008. 

5. KRSS and KREI will support the Local Arrangement Chair, who will be the 
charge of LSO,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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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II.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KRSS and KREI will cooperate closely with other academic societies and agen-
ci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for facilitating and success of the World Congress in 2008 in Seoul. 

ARTICLE IV.  DURA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IS MOU  
This MOU is effective only after the acceptance of Korean bid at the Executive 
Council of IRSA in 2004 Trondheim, Norway, and will be terminated by the com-
pletion of the XII World Congress in 2008. 

ARTICLE V.  RESOLUTION OF DISPUTE  
In the event that a dispute arises under this Memorandum of Agreement, KRSS 
and KREI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solve it themselves. 

ARTICLE VI.  CONTACT PERS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Dr. Jung-Hwan Lee Professor Joo Sook Kim
President Presiden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4-102, Hoegi-Dong, Dongdaemun-Ku Yangsan dong, Osan city,
Seoul, 130-710, Korea Kyunggi Do, Korea
Phone: 82-2-962-7211 Phone: 82-2-851-3511
Fax  : 82-2- 964-5636 Fax  : 02-837-4076;
E-mail: belmont@krei.re.kr                E-mail: jooskim@hs.ac.kr

ARTICLE VII.  SIGNATUR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Approved by:

     Approv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Jung Hwan Lee, President     Joo Sook Kim,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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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 사회학회/한국농 경제연구원과 세계농 사회학회 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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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램 원장 선정 련 서한

Dear professor Kawamura and Jussaaume

July 2, 2004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form you that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KRSS) fixed two candidates for the program chair of the XII World Congress, 

which might be held in Seoul Korea in 2008. One is Professor Yoshio 

Kawamura, Ryukoku University of Japan, and other one is professor Ramond 

A. Jussaume Jr. Washington State University of U.S.A. KRSS appreciates very 

much for your deep interest on the candidacy of program chair for the XII 

world congress. 

  Before KRSS make a final decision, KRSS like to hear from you, a short note 

of your opinion, on the following issues in relation to hosting the XII World 

Congress in Seoul Korea in 2008. 

1. Relevancy of main theme and sub themes of the XII of World Congress 

(please refer attached file). 

2. Role of program chai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gram chair and local 

arrangement chair.  

3. We believe that two candidates are highly qualified for the program chair. 

Therefore, professor Frank Vanclay, the president of IRSA and KRSS 

agreed that we would like to invite one of you for program chair and other 

one for deputy program chair. Do you think this resolution is reasonable 

and acceptable?    

  We appreciate very much if we could receive your response as early as 

possible. 

With my best regards, 

Chung Ki Whan, Ph.D.

Vice President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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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rofessor Kawamura and professor Jussaume July 8, 2004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for your sincere and 

thoughtful mails. Korean Rural Sociological Association had a Executive 

Meeting to finalize the position. I am happy to inform you our final decision 

that professor Kawamura shall be program chair, and professor Jussaume 

shall be deputy program chair. I hope both of you accept our final decision. 

Frankly, it was not easy for us to make a decision, because you are all well 

known scholars, and highly qualified. Even it is, just for your reference, I like 

to let you know some criteria we considered for the selection of program chair 

as follow.    

1. Qualification for the program chair.

2. Seniorit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Japanese and Korean)  

3. Cooperation with local arrangement chair and co program chair

4. Good network with scholars and professionals at the international level. 

5.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capac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professor Frank Vanclay on be-

half of KRSS that he accept our final decision. I really appreciate his deep and 

thoughtful advices. He gave us very valuable advices and comments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ation of proposal and the selection of program chair. 

By the way, I understand that professor Kawamura could not attend the XI 

world congress because of his heavy duties in Kyoto. I really hoped to have 

a chance to meet him at Trondheim. However, we have already a deputy pro-

gram chair. May I kindly ask professor Jussaume to be an acting program 

chair in Trondheim? I hope that program chair and deputy program chair will 

discuss this matter in more detail.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thanks to professor Kawamura 

and professor Jussaume, and professor Frank Vanclay, the president of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With my best regards, 

Chung Ki Whan

Vice President,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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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 규정

<조직 원회 운  규정>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 운  규정

제정 2007. 3. 6

제1조(목 ) 

이 규정은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이하 “조직 ”라 한다)의 조

직과 운 에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조직 의 치)

조직 는 한국농 경제연구원 내에 둔다.

제3조(조직  구성)  

① 조직 원회는 원장, 부 원장, 사무국장 각 1인과 20인내외의 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직  원장은 한국농 사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이사회에서 선출하

며 부 원장과 사무국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원은 학회 이사, 연구기 , 농정 계기 , 학계  언론계의 학식과 덕망

이 높은 자 에서 조직  원장이 한다.

④ 원의 궐  등으로 인하여 원총수가 15인 이하가 되었을 때는 원장은 

원을 보충 하여야 한다. 

제4조( 원의 임기) 

조직  원의 임기는 된 날로부터 제12차 세계농 사회학 회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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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가 해체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조직 의 업무를 총 한다. 

② 원장은 사무국의 조직 운   회계에 한 규정을 제정하여 행정 업무와 

회계 운 을 투명성 있게 운 해야 한다. 

③ 원장 유고시에는 부 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며 원장과 부 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행한다. 단, 원장과 부 원장의 장기간 유

고로 조직  운 이 어렵다고 단될 때에는 학회 이사회에서 원장을 재

선출한다. 학회가 원장을 재선출할 때까지 조직  업무는 사무국장이 

행한다.

④ 원장은 매년도 산의 수립 상황을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 결과를 학회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원장은 조직 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여 원장 업무의 일부를 사무

국장에게 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원장은 회의 원활한 운 을 하여 분과 원회와 자문 원회를 구성하

여 운 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장의 업무와 조직) 

① 사무국장은 조직  활동에 필요한 제반 행정 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국장은 산의 범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분과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이 수행하는 행정 련 업무와 회계 업무는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

되 조직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 조직과 운 에 필요한 분야별 문 원을 하여 운

할 수 있다. 이 때 산이 허용하는 범  안에서 문 원에게 수당을 지

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조직 의 행정, 회계, 산의 수립과 결산에 련된 서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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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반 회무  회의록을 정리 보 해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원장은 연 2회 이상 조직 원회를 소집하여 조직  운 과 련한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조직  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조직 를 운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산이 허용하는 범  안에서 조직 원회에 참석하는 조직  

원, 분과 원, 자문 원 등에게 수당을 지 할 수 있다.  

제8조(해체) 

① 조직 는 제12차 세계농 사회학 회 종료후 결산 결과에 한 이사회 승

인과 동시에 해체되는 것으로 하며, 련 업무  서류는 학회로 이 한다.

② 조직  해체시 조직 가 취득한 장비 등 자산은 학회로 이 한다. 단, 한국

농 경제연구원의 지원 으로 취득한 장비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에 기증

한다.

부        칙(2007. 3.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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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운   회계 규정>

조직 원회 사무국 운   회계규정

제정 2007. 3.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 

이 규정은 제12차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운   회계처리에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범 ) 

이 규정은 조직 원회 운  규정의 임에 따르되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한국농 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에 하여 시행한다. 

제3조(활동) 

사무국은 제12차 세계농 사회학 회(이하 “세계 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하여 구성된 조직 원회(이하 “조직 ”라 한다)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활동

을 수행한다.

① 회의 비  조직운 에 련된 산의 편성과 집행

② 회 비  조직 운 과 련된 제반 행정 업무의 처리 

③ 세계 회 행사 련 탁기 (행사 개최시설 여기 , 홈페이지 작성  

리 행기 , 행사 행 기  등)의 리

④ 조직  회의 등 련회의 개최 지원

⑤ 기타 세계 회를 비하고 개최하기 한 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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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  직

제4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 하며, 조직  원장에 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무국장은 조직 의 총무분과 원장을 겸임한다.

제5조(각 분과) 

① 사무국에는 회 조직과 운 에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활동의 

문성을 보강하기 하여 문 원을 하여 운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분과 설치와 문 원 은 조직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무국 직원

제6조(간사) 

① 사무국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사무국장을 도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작성  번역

2. 외 연락

3. 행사 행업체 리

4. 산집행 리

5. 기타 사무국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7조(사무요원)

① 사무국에는 행정  회계 등 업무처리를 담당할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요원은 사무국장과 간사를 도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  회계 업무



129

2. 문서 발송, 수령, 송

3. 기타 사무국장과 간사가 지시하는 업무

제8조(업무 보조원)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 업무를 보조할 직원을 수시

로 충당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인사․복무 등

제9조(복무기간) 

사무국 직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 후 세계 회를 종

료하고 조직 가 해산하는 시 까지로 한다. 

제10조(복무 리) 

사무국 직원의 복무  외활동에 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리하되 연구원

의 복무규정에 하여 시행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사무국 직원에 한 보수는 연구원의 연구원, 연구조원의 보수에 하여 지

한다.

② 사무국 직원에게 산의 범  내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과 업무수행

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 할 수 있다.

제 5 장  산․회계․결산

제12조( 산  회계) 

① 사무국의 산은 연구원의 지원 과 련기 의 지원 , 세계 회 참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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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등으로 편성한다. 

② 사무국이 편성한 매 년도 산은 한국농 사회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원 지원 에 한 부분은 연구원의 승

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이 편성한 산의 집행은 조직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단, 원장이 사무국장에게 임한 업무에 해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

한 후 집행한다. 

제13조(출납원) 

간사는   유가증권의 출납을 담당하며 선량한 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결산보고는 연차결산만을 보고하며 차 조표와 각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학회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원 지원 에 

한 부분은 연구원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제15조(잉여 의 처리) 

연구원 지원 으로부터 발생한 잉여 은 연구원이 지정하는 일시 이 까지 반

납 처리해야 하며, 그 밖의 잉여 은 다음 사업 년도로 이월하여 수입 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용) 

사무국의 산 편성, 집행 등 산통제, 결산보고와 련한 사항은 연구원의 회

계규정에 하여 시행하며, 조직  원장은 산 집행  회계 업무에 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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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계약

제17조(계약) 

①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계약에 한 구체  사항은 연구원의 련 규정에 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업무 리

제18조(여비) 

조직  원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지 에 한 

사항은 연구원의 여비규정에 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문서 리

제19조(문서명의  직인) 

①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따른 문서시행은 조직  원장 명의로 한다.

② 사무국의 내외 일반문서와 계약문서는 조직  원장의 결재 후 직인의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문서의 양식은 별첨서식에 의한다.

제20조(문서 리) 

사무국장은 행정  회계 련 문서를 리․보존해야 한다. 

제21조(인장 리) 

① 사무국의 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은 사무국장이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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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국의 문서에 사용되는 요 인장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원장 직인(30×30㎜, 4각형, 한 서체)

2. 사무국장 직인(25×25㎜, 4각형, 한 서체)

3. 계인(35×15㎜, 타원형, 한 서체)

4. 출납원인(지름 18㎜, 원형, 한 서체)

부  칙(2007. 3.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조직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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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농 사회학 회조직 원장
       

기안자    사무국장    원장       

                

조자         

시행  () 수  ()

우130-710 서울특별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 경제연구원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 사무국  / http://www.krei.re.kr

화    송  /   /

<별첨서식1>

 

제 12회  세 계 농 촌 사 회 학 대 회조 직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목



134

<별첨서식2>

발의․지출 결의서

결

재

기  안 사무국장 위원장

협

조

발의일자 관리번호

예산과목

제   목

합 계

지 급 액 영수일자 영 수 인

은 행 명 입금계좌(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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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조직 원장 직인                   2. 사무국장 직인

                 

3. 계인                             4. 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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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 공모 공고문 등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대행사 선정

한국농 경제연구원과 한국농 사회학회가 공동으로 주 하는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원활한 운 과 성공 인 진행을 해 유능한 행사를 아래와 같

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7. 7. 18.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장

1. 사업개요

  가. 용역 상 회의명 :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나. 회의기간 : 2008. 7. 6.～ 11.

  다. 회의장소 : KINTEX (경기도 고양시)

  라. 참석인원 : 약 80여개국 1,000명

  마. 용역계약기간 : 계약일 ～ 정산일

      ※ 산 심의  계약 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계약방식 : 상에 의한 계약

2.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07. 8. 1. 15:00

  나. 장소 : 한국농 경제연구원 회의실(지하1층)

  다. 내용 : 사업설명  제출서류 안내

3. 사업제안서 수

  가. 수기간 : 2007.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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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국제회의 실 증명서, 외부기  포상증명서 각 1부

    ○ 사업제안서 8부

- 사업제안서 규격 : A4 기

    ○ 기타 입찰업체를 홍보하고 제안서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

  다. 수장소 :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 사무국 

(한국농 경제연구원 별  206호)

※ 방문 수만 가능

4. 참가자격 : 진흥법 제4조에 의거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5. 선정일정 

    ○ 모집공고 : 2007. 7. 25. 

    ○ 사업설명회 개최 : 2007. 8. 1.

    ○ 사업제안서 수 : 2007. 8. 16.～17.

    ○ 1차 심사 : 2007. 8. 24.

    ○ 2차 심사 : 2007. 9. 11.

      ※ 선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심사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업체별 사업제안서 설명 후 세부심사

      ※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7. 문의처 :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조직 원회 사무국 

김은정 장 (02-329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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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체 1차 선정 심사 기 표

심사항목 배 심사기

재정  신뢰성 5 회사연 , 자본 , 재무제표 등 

조직규모의 정성 10 본 행사 투입 인원  배치/활용의 정성

투입 직원의 기획  

운 력
10

주요 임직원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담 

원의 국제회의 는 직  련업무 경력

타업체 경력 포함

국제회의 

수행경력

정부회의 10 2005년 이후 학술 련 국제회의 수행 경력

민간회의 10 2005년 이후 타분야국제회의 수행 경력

농업 련

행사
10 2005년 이후 농업 련 국제행사 수행 경력

외부기  포상실 5 2005년 이후 국제회의 련 외부기  포상실

사업

제안서

산편성

정성
20

산규모의 정성

산의 정한 배분 여부 

  : 산이 특정분야에 집 되는 것 방지

산 감 노력에 한 평가

기획

우수성
20 행사기획의 문성, 창의성, 실성 등

합 계 100

 ※ 상기 심사기 은 시이며, 심사 원별로 다른 기 을 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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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체 1차 선정심사표

심사항목 배 구분
심사결과

가 나 다 라

신뢰성 5
평가

수

조직규모 10
평가

수

직원경력 10
평가

수

국제회의

수행경력

정부회의 10
평가

수

민간회의 10
평가

수

농업 련

행사
10

평가

수

외부기

포상경력
5

평가

수

사업

제안서

산편성 

정성
20

평가

수

기획

우수성
20

평가

수

합 계 100

□ 심사표 작성 방법

    1. 심사는 업체별, 항목별 비교에 의한 상 평가에 의함

    2. 심사방법(평가계수) : A(1.0),  B(0.8),  C(0.6),  D(0.4)  4단계 평가 

    3. 평가란에 A～D까지 표시하고, 수란은 표시하지 않음 

    4. 항목별 수 = 평가계수 × 배

2008년 8월   일

                          심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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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체 2차 선정심사 기 표

심사항목 배 심사기

기획력

(40점)

회의에 한

이해도
5

제안요청 내용 반 의 충실성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특성 반 도

(회의장 배치, 만찬기획 방법)

문성  

창의성
15

회의장 구성, 행사장 구성, 행사시 공연구성, 

분야별 분석력 등

실용성  

실성
10

장소와 산 등을 고려했을 때 기획안이 하게 

구 될 수 있는지 여부

홍보기획력 10
홍보수단의 다양한 구 과 실효성

(웹사이트, 메일, 인쇄물, 사인물)

안정성

(30점)

신뢰성 5 회사연 , 자본 , 재무제표 등 평가

련행사 

추진실   

포상실

5

2005년 이후 국제회의 추진실 (특히 농업 련 

행사 수행실 ), 국제회의 련 외부기  

포상실

담  

인력구성
15

본회의 담 이 동일업체 구성원인지 여부

 - 하청 등에 의한 구성은 상 으로 불안정

원의 경력  경험 : 장경험 축 이 요

추진일정의 

합리성
5 체일정 비 각 행사별 추진일정의 정 여부

타행사 

수행계획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후 타행사 수행계

획이 있을시 안정성에 한 소극  평가 요인으로 

작용

효율성

(30점)

산편성의 

정성
15

산규모의 정성

산의 정한 배분 여부 : 산이 특정분야(업체

별로 자신 있는 분야 등)에 집 되는 것 방지

산 감 

노력
5 불필요한 항목 추가 여부, 업체별 동일내역 비교

인력활용 10
비요원의 선발방법(자원 사자  직원), 단계

별 사 교육계획, 행사별 배치  규모의 정성

합 계 100

 ※ 상기 심사기 은 시이며, 심사 원별로 다른 기 을 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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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체 2차 선정심사표

심사항목 배 구분
심사결과

가 나 다

기획력
(40점)

회의 이해도 5
평가

수

문성  창의성 15
평가

수

실용성  실성 10
평가

수

홍보 기획력 10
평가

수

안정성
(30점)

업체 신뢰성 5
평가

수
평가련행사 추진실

 포상실
5

수
평가

담  인력구성 15
수

평가
추진일정의 합리성 5

수

15
평가

효율성
(30점)

산편성의 정성
수

5
평가

산 감 노력
수

10
평가

인력활용의 효율성
수

합 계 100

□ 심사표 작성방법

    1. 심사는 업체별, 항목별 비교에 의한 상 평가에 의함

    2. 심사방법(평가계수) : A(1.0),  B(0.85),  C(0.7), D(0.55), E(0.4)  5단계 평가 

    3. 평가란에 A～E까지 표시하고, 수란은 표시하지 않음 

    4. 항목별 수 = 평가계수 × 배

2007년 8월   일

                          심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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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 선정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업체의 기본서류  사업제안서를 2차에 걸

쳐 심사하여 우선 상 상업체 선정

○ 입찰업체 수가 1개일 경우 심사 원회 내부 으로 유찰 여부 결정

- 1개 업체 단독으로 2차 리젠테이션 심사를 받을 수도 있음

- 입찰업체 수와 계없이 선정심사 원회 의에 의해 부 격 정된 업

체의 제안서는 2차 심사 상에서 제외함

○ 1차 심사 : 서류심사 (3개 업체 이내 선발)

- 심사 상 : 참가한 모든 업체의 기본서류와 사업제안서

○ 2차 심사 : 업체별 사업제안서 설명 후 세부심사

- 심사 상 : 2차 심사 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제안서 세부 내용 

- 사업제안서 설명방법 : 각 업체당 15분내 리젠테이션

  ※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은 설명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입찰참가 업체가 하나인 때에는 선정심사 원회 의에 의함

○ 심사평가는 업체별, 항목별 비교에 의한 상 평가 가능

○ 각 단계별 최고 수와 최 수를 제외한 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수

를 얻은 업체를 선정

- 최고 수와 최 수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각 1개씩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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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심사에서 최고 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상 상업체로 선정

- 총 이 동일한 때에는 선정심사 원회 의에 의함

○ 각 단계별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우선 상 상업체와 계약내용에 해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선정심사 원

회 의에 의하여 상 상업체를 추가 지정한 후 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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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 (12월 9～15일) 주 계획(12월 16～22일) 비 고

<조직 >
■ 기조연설자 contact information 요청 
■ 기조연사 청 서신(안) 검토
■ KINTEX 추가 약 검토 작업  

계약 추진
■ 한국인 등록비 산정을 한 자료 

수집

<조직 >
■ 2008년도 산(안) 작성
■ KINTEX 추가 계약 
■ 제2차 조직 원회 회의자료 작성
■ 제2차 조직 원회 개최
■ 행사 후  시안 재검토 요청 

(세 여행)

6. 행사 정기 업무회의 내용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주간 업무 보고

2007. 12.10 

주 실 (12월 2～8일) 주 계획(12월 9～15일) 비 고

<조직 >

■ PCO 착수계 수령 (12월 4일)  

선  지 (12월 7일)

■ 한국농 학회 동계학술 회 

참석 (12월 7일)

■ 장견학지 사  

답사(11월2주～12월1주)

■ 2007년도 산 결산 작업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 행사 후   Day Tour 계획 

수립

<조직 >

■ 기조연설자 contact information 요청 

■ 기조연사 청 서신(안) 검토

■ KINTEX 추가 약 검토 작업  

계약 추진

■ 한국인 등록비 산정을 한 자료 

수집

■ 제2차 조직 원회 개최 비

■ 행사 후  시안 수  검토 

(세 여행)

■ 장견학지 사 답사 의 회의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 행사 후   Day Tour 계획 

수립

■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12월2주～12월3주)

■ 등록페이지 작업진행보고 

첨부자료제출(12.12수요일)

2007. 12.17



145

■ 제2차 조직 원회 개최 비
■ 행사 후  시안 수  검토 

(세 여행)
■ 장견학지 사 답사 의 회의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등록페이지 작업진행보고 
■ 행사 후   Day Tour 계획 

수립

■ 장견학지 사 답사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행사 후   Day Tour 계획 

수립
■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12월2주～12월3주)
■ 2차 안내서 원고 작성
■ 등록페이지 작업진행보고 

첨부자료제출

주 실 (12월 23～29일) 주 계획(12월 30～1월 12일) 비 고

<조직 >
■ 장견학지 사 답사   
■ 행사 후  시안 검토 (세 여행. 

12.26)

<조직 >
■ 장견학지 사 답사 
■ 기조연사 연락처 확보를 한 2차 

연락 (1.3)

2007. 12.24 

주 실 (12월 16～22일) 주 계획(12월 23～29일) 비 고

<조직 >
■ 2007년도 산 집행 결과 보고  

정산
■ KINTEX 회의실 추가 임차 계약 
■ 제2차 조직 원회 개최 
■ 2007 한국농 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참석, 
세계농 사회학 회 비상황 보고 / 
참석 홍보 

■ 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 회 참석, 
세계농 사회학 회 비상황 보고 / 
참석 홍보

■ 행사 후  시안 재검토 요청 
(세 여행)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12월2주～12월3주)
■ 행사 후   Day Tour 계획 

수립

<조직 >
■ 장견학지 사 답사 
■ 행사 후  시안 검토 (세 여행. 

12.26)
■ 기조연사 연락처 확보를 한 2차 

연락
■ 홈페이지 update용 원고 최종 확정
■ 조직 행사 실무 주례회의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12월2주～12월3주)
■ 2차 안내서 원고 작성

200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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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update용 원고 수집
■ 조직 행사 실무 주례회의
■ 한국 공사 컨벤션뷰로 국제회의 

지원 문의  
■ 호텔 정보 추가 등재 련 의   
■ 한국인 등록비 확정   
■ 한국농 경제연구원내 abstract 제출 

독려
■ 국제화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지원 확정

< 행사>
■ 홈페이지&2차안내서 컨텐츠 

제출(12월2주～12월3주)
■ 행사 후   Day Tour 계획 

수립(11월5주～12월2주)  
로그램 제출 

■ 농 학 기숙사 사용여부확인 
(농 학 박민선 교수)

■ 백서 제작을 한 사  비   
■ 홍보활동 정리   
■ 2008년 산 신청   
■ Study tour 추진회의(3차)   
■ 농업/농  련 학회 홍보
 ■ 2008년 월별업무계획안 수립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홈페이지용 컨텐츠 사용 허가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12월2주～12월3주)  
■ 행사 후 

주 실 (1월 6일～1월 12일) 주 계획(1월 13일～1월 26일) 비 고

<조직 >

■ 장견학지 사 답사 

■ 기조연사 연락처 확보를 한 2차 

연락 (1.3)

■ 농 학 기숙사 사용여부확인 

(농 학 박민선 교수)

■ 백서 제작을 한 사  비

■ 홍보활동 정리

■ 2008년 산 신청   

■ Study tour 추진회의(3차, 1.9 (수))  

■ Study tour 추진회의(4차, 1.10 (목))

■ 농업/농  련 학회 홍보

■ 행사 후 련 회의 (1.11)

■ UNECA 계자 회의 (1.12)

■ 2008년 월별업무계획안 수립

   : 별첨 참조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호텔 담당자 Contact

■ 행사 후  희

<조직 >

■ 호텔  이용 약객 상 

deposit용 은행 계좌 정리 (～15일)

■ 등록 시스템 오  : 25일( )

■ 정기환 조직 원장 해외출장 (～25일, 

캄보디아)

   허 장 사무국장 해외출장 (～18일, 

캄보디아)

■ 기조연사 연락처 수령 ( 로그램 

원장 : Kawamura 교수)

■ scholarship 지원 요청자에 답장 

(e-mail)

■ 호텔 련 문의 담당자에 답장 

(e-mail)

■ Study tour 련 주제 모음

■ 농업/농  련 학회 홍보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행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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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 (2월 10일～2월 23일) 주 계획(2월 24일～3월 1일) 비 고

<조직 >
■ 웹메일 원고 달 : 제작  발송 

련 의 

■ general 메일 회신 
■ 장방문 사진 수집  

■ 사  사후  로그램 검토  

■ 등록 시스템 리자 페이지 검토  

<조직 >
■ 회 등록  숙박 운   

■ 회원 명단 확보  행사 통보  

■ 2차 circular 시안  내용 검토  
■ 찬 신청서   

■ 행사  후  국 문 문구 취합  

검토

2008. 1. 27

주 실 (1월 13일～1월 26일) 주 계획(1월 27일～2월 2일) 비 고

<조직 >

■ 홈페이지 update
■ scholarship 지원 요청자에 답장 

(e-mail)

■ 웹메일 원고 비  
■ 인사말 청탁

■ invitation letter 비 

(비자발 조서한)
■ 2차 circular 원고 비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행사 후 

■ 홈페이지 원고 교정 : 맞춤법, 
띄어쓰기  내용검토

2008. 2. 4 

주 실 (1월 27일～2월 2일) 주 계획(2월 3일～2월 16일) 비 고

<조직 >

■ 홈페이지 update    
■ scholarship 지원 요청자에 답장 

(e-mail)

■ 웹메일 원고 비
■ 인사말 청탁  

■ invitation letter 비 

(비자발 조서한) 
■ 2차 circular 원고 비   

■ 사  사후  련 회의 : 그 이스 

투어(1. 28 오  10시 30분)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행사 후       

<조직 >

■ 웹메일 원고 검토 : 별첨 참조
■ general 메일 회신  

■ 장방문 사진 수집  

■ 사  사후  로그램 검토
■ 등록 시스템 리자 페이지 검토  

확정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행사 후 

200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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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스터디 투어   

■ 2차 안내서   
■ 후원신청서

■ 이태원 캐피탈 호텔 소개 여부 확정
■ 도  지 련 사항 의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2차 안내서 
■ 후원신청서

주 실 (3월 2일～3월 15일) 주 계획(3월 17일～3월 22일) 비 고

<조직 >
■ 회 등록  숙박 운

■ 2차 circular 수정  확정

■ 찬 신청서 수정  확정

<조직 >
■ 2차 안내서 발간 

■ 찬신청서 발간

■ 찬 상기     

2008. 3. 3 

주 실 (2월 24일～3월 1일) 주 계획(3월 2일～3월 8일) 비 고

<조직 >

■ 회원 명단 확보  행사 통보   
■ 등록비 카드결제분 입  련 의 

■ 2차 circular 시안  내용 검토

■ 찬 신청서
■ 행사  후  국 문 문구 취합  

검토

■ 이메일 뉴스 터 발송 (2. 28) 
■ 도  지 련 사항 의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2차 안내서    
■ 후원신청서  

■ 뉴스 터

<조직 >

■ 회 등록  숙박 운   
■ 2차 circular 수정  확정 

■ 찬 신청서 수정  확정  

■ 웹사이트 update   
■ 등록  숙박 련 문의    

■ KINTEX meeting (3.4.오  10시)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2차 안내서 
■ 후원신청서

2008.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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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update
■ 등록  숙박 련 문의 

■ KINTEX meeting (3.4.오  10시)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문 원고 작성
■ 2차 안내서 문  등록신청서 

국문/ 문   

■ 후원안내서

■ 웹사이트 update  
■ 아 리카 포럼 련 기  안내물 

발송  

■ 청장 안내 공지   
■ 회원 인정범  련 문의  

■ scholarship 련 선정

■ 논문 수 황 악 : Jussaume 
교수께 문의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2차 안내서 국문  등록신청서 
문(수정)  

2008. 3. 24 

주 실 (3월 17일～3월 22일) 주 계획(3월 24일～3월 29일) 비 고

<조직 >

■ 2차 안내서 발간  
■ 기조연사 청장 발송 (3. 21)  

■ 찬신청서 발간

■ 찬 상기     
■ 웹사이트 update   

■아 리카 포럼 련 기  안내물 발송  

■ 청장 안내 공지
■ 회원 인정범  련 문의

■ scholarship 련 선정

■ 논문 수 황 악 : Jussaume 
교수께 문의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2nd circular 동반자 등록비 정정 
스티커 

<조직 >

■ 웹사이트 업데이트  
■ 비자 발 을 한 청장 확정  

발송 

■ 논문 수 황 악 (Jussaume 
교수) 

■ 문의 안내  

■ 2차 e-mail news letter 비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Social Program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 기념품 아이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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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 (3월 31일～4월 5일) 주 계획(4월 7일～4월 12일) 비 고

<조직 >

■ 웹사이트 업데이트  

■ 비자 발 을 한 청장 확정  

발송 

■ 문의 안내   

■ 2차 e-mail news letter 시안작성  

■2차 안내서 사  등록 기간 연장 련 

스티커 작업 

■ poster session 운 안 구상  

■ Pre/Post tour 내용 수정

<조직 >

■ 등록비 Invoice / Bill 시안 검토 

■ 등록 결재 련 오류 사항 검   

■ 등록 데이터 리 꼼꼼히

■ 등록 신청서 수정  웹사이트 확인

■ 기념품 매 련 사항 확정   

■ Ryukoku 학 학생증 사본 달  

■ 등록 면제자 처리 련  

■ 기조연사 서신 확인 확인

   

■ 항공권 약을 한 여행사 선정

■ 2차 안내서 발송  

2008. 3. 31 

주 실 (3월 24일～3월 29일) 주 계획(3월 31일～4월 5일) 비 고

<조직 >
■ 2차 안내서 발간  
■ 기조연사 청장 발송 (3. 21) 
■ 찬신청서 발간
■ 찬 상기    
■ 웹사이트 update 
■ 아 리카 포럼 련 기  안내물 

발송  
■ 청장 안내 공지   
■ 회원 인정범  련 문의   
■ scholarship 련 선정
■ 논문 수 황 악 : Jussaume 

교수께 문의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22명    
■ 홈페이지   - 등록, 숙박 FAQ 작성

<조직 >
■ 웹사이트 업데이트
■ 비자 발 을 한 청장 확정  

발송 
■ 논문 수 황 악 (Jussaume 

교수)  
■ 문의 안내   
■ 2차 e-mail news letter 비 
■ poster session 운 안 구상  
■ 등록비 Invoice / Bill 시안 검토
■ Pre/Post tour 내용 수정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홈페이지 
■ Social Program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 기념품 아이템 수집  검토
■ Social Program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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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25명   

■ 포스터 세션(30조)   

■ Invoice 작성

■ Social Program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 FAQ 원고 달

■ Pre/post tour 원고 검토

■ 경기도 지원 련 업무 진행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문원고 수정

■ 포스터 세션- 포스터 시 방법 확정  

■ Social Program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 기념품 매 운  방안 의

2008. 4. 14 

주 실 (4월 7일～4월 12일) 주 계획(4월 14일～4월 19일) 비 고

<조직 >
■ 등록비 Invoice / Bill 시안 검토 후 

수정안 달 

■ 등록 결재 련 오류 사항 검   
■ 등록 데이터 리 꼼꼼히  

■ 기념품 매는 하지 않음 

■ 등록 면제자 처리 련   
■ 기조연사 서신 확인    

■ 2차 안내서 발송   

■ FAQ 원고 달
■ 경기도 지원 련 업무 진행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2차 뉴스 터 - 시안  텍스트 수정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27명  

■ 행사 후  - 문원고 수정
■ 포스터 세션(30조) - 포스터 세션 

견  조사 

■ Invoice  수증 작성
■ Social Program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조직 >
■ 제3차 조직 원회 개최

■ 논문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 

한국농 사회학회원 (4. 17)
■ 등록자 리   

■ 홈페이지 update   

■ Pre/post tour 원고 검토
■ 공연  자료 취합  

■ 포스터 젠테이션 넬 가격 검토

■ 지원  련 서류 작업   
■ 제5회 세계작물학 회 참  보고

< 행사>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문원고 검토
■ 포스터 세션 - 포스터 시 방법 

확정   

■ Social Program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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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  (4월 24일 ～ 5월 1일) 주 계획 (5월 2일 ～ 5월 8일) 비 고

<조직 >
■ 홈페이지 update  
■ Pre/post tour 원고 검토 Pre/post 

tour 원고 검토   
■ 행사 지원  신청  
■ 등록 독려 메일 (4. 26)  
■ 타 호텔 약 문의 메일
■ 포스터 젠테이션 넬 가격 

검토
■ 장방문 세부 진행 안 비 

(조직 / 행사)
■ KINTEX 방문   

<조직 >
■ 웹사이트 업데이트   
■ 등록   
■ 행사 지원  신청  
■ 행사 찬  
■ 장방문 운 안 비   
■ 공연  상 확인  논의 
■ 타 국제회의 공연 람 섭외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2008. 4. 24 

주 실  (4월 14일 ～ 4월 23일) 주 계획 (4월 24일 ～ 4월 30일) 비 고

<조직 >
■ 제3차 조직 원회 개최 : 4. 16(수)
■ 논문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 

한국농 사회학회원 (4. 17)
■ 등록자 리   
■ 홈페이지 update
■ Pre/post tour 원고 검토   
■ 공연  자료 취합   
■ 포스터 젠테이션 넬 가격 검토
■ 지원  련 서류 작업  
■ 제5회 세계작물학 회 참  보고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11월2주～12월2주)  
■ 2차 뉴스 터 발송 반송 리포트    
■ 장방문 문구 작성 
■ 등록독려메일 작성
■ 등록자 국  확인 메일 발송 
■ 등록자 등록구분 확인 메일 발송  
■ Dr. Sumana, Mr. Sanjay 사고경 서 

발송  
■ 공연 
■ 행사 후  원고 제출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39명 
■ 포스터 세션(30조)

<조직 >
■ 등록자 리  : 행사 정리 요청  
■ 홈페이지 update     
■ Pre/post tour 원고 검토 Pre/post 

tour 원고 검토 
■ 타 국제회의 공연 람 섭외   
■ 행사 지원  신청
■ 등록 독려 메일 (4. 26)   
■ 타 호텔 약 문의 메일
■ 포스터 젠테이션 넬 가격 검토
■ 장방문 세부 진행 안 비 (조직 / 

행사)
■ KINTEX 방문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행사 후  - 홈페이지 게시
■ 포스터 세션 - 포스터 시 방법 

확정   
■ Social Program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20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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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1차 도  지불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사 등록독려메일 발송(4월 28일)  
■ 등록비 미납자 

입 독려메일발송(4월 29일)    
■ 페이게이트 송  수수료 오류 정정 
■ 장방문 일정 안 작성   
■ Tour 등록폼 작성
■ 킨텍스 방문 (4월 29일) 
■ 니엄호텔, 지던스엔유 룸쇼  

계약 (4월 29일) 
■ 도  수령 (4월 30일) ; 

33,684,975원   
■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가 약  
■ 공연 - 경기도림무용단 동 상 자료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44명

(11월2주～12월2주)   
■ 장방문 답사 계획 의    
■ 공연 아이템 수집  검토    
■ 그랜드볼룸 무  설치 계획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주 실  (5월 2일 ～ 5월 8일) 주 계획 (5월 9일 ～ 5월 15일) 비 고

<조직 >
■ 웹사이트 업데이트  
■ 등록   
■ 행사 지원  신청  
■ 행사 찬   
■ 장방문 운 안 비   
■ 공연  상 확인  논의 
■ 타 국제회의 공연 람 섭외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 사 등록 2차 연장 - 5월 15일 2차 

사 등록 마감
■ 그랜드볼룸 무  설치 검토   
■ 커피 이크 업장 의   
■ 장방문 일정 정리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49명

<조직 >
■ 웹사이트 업데이트   
■ 타 국제회의 문화공연 람 섭외   
■ 조기등록 마감 : 5월 15일   
■ 회의장 배치  
■ 록집 비  
■ 기조연사 재선정  련 서신 발송 
■  장방문 련
■ 한국 공사 지원  신청 : 5.13
■ 인력 운 안 작성 : 지니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2차 등록 독려 메일 작성  
■ 장방문 답사 계획 의     
■ 그랜드볼룸 무  설치 계획    
■ 국제출 회 서울총회 만찬 공연 

참 (12, 13일)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200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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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  (5월 19일 ～ 5월 27일) 주 계획 (5월 28일 ～ 6월 1일) 비 고

<조직 >
■ 이메일 뉴스 터 내용 비 : 계속 

진행 
■ 장방문 운 안 비   
■  킨텍스 회의장 수정안 의 : 의 

완료

< 행사>
■ 그랜드볼룸 무 시안 작업 
■ 경기도립무용단  
■ 숙박 약  투어 신청 독려 메일 

작성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70명

<조직 >
■ 수증 발행
■ 등록   
■ 기조연사   
■ 홈페이지 update   
■이메일 뉴스 터 원고  발송 비
■ 연회 행사 기획안 비   
■ 킨텍스 수정 계약
■ 삼농 포럼 진행사항 확정
< 행사>
■ 로그램북 디자인 작업  
■ 숙박 약  투어 신청 독려 메일 

발송
■ 웹메일 작성  발송

2008. 5. 19 

주 실  (5월 9일 ～ 5월 17일) 주 계획 (5월 19일 ～ 5월 24일) 비 고

<조직 >
■ 웹사이트 업데이트   
■ 타 국제회의 문화공연 람 섭외  
■ 조기등록 마감 : 5월 15일
■ 회의장 배치   
■ 록집 비   
■ 기조연사 재선정  련 서신 발송  
■  장방문 련   
■ 한국 공사 지원  신청 : 5.13
■ 인력 운 안 작성 : 지니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사 등록 마감 
■ 국제출 회 서울총회 만찬 공연 

참 (12일)   
■ 경기도립무용단    
■ 커피 이크 업장 의  
■ Jason Parker 등록취소  환불 - 

메일 작성    
■ 회등록운 (1월25일～) - 

국내등록자 70명    
■ 숙박 약운 (1월25일～) : 55명 

<조직 >
■ 연회 행사 기획안 비
■ 이메일 뉴스 터 내용 비
■ 장방문 운 안 비

< 행사>
■ 등록컨텐츠  시스템 개발 

(11월2주～12월2주)  
■ 행사 후  약 독려 메일 작성  

발송
■ 숙박 약 독려 메일 작성  발송
■ 장방문 운  계획 의     
■ 그랜드볼룸 무  설치 계획    
■ 1차안내서 국문 텍스트 수정 작업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2008.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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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방문 운  계획 의     
■ 그랜드볼룸 무  설치 계획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주 실  (6월 4일 ～ 6월 10일) 주 계획 (6월 11일 ～ 6월 17일) 비 고

<조직 >
■ 등록  
■ 이메일 뉴스 터 
■ 홈페이지 update : 내용은 좌동     
■ 강화 출장 - 6.3   
■ 킨텍스 계약 수정안 검토
■ 공연 아이템 의 : 각 행사별
< 행사>
■ Working group 분류  
■ 출입국 날짜 확인메일 발송 (날짜, 

시간, 항공사)
■ 해외 미결제자(면제자 제외) 35명 

<조직 >
■ 기조연설자  
■ KINTEX 수정계약  
■ 무 시안
■ abstract book 비 - 편집  

디자인
■ 로그램북 비   
■ 등록 취소자 환불 (3명)   
■ 등록비 잔액 숙박비로 환 (2명)
■ 산집행

2008. 6. 3 

주 실  (5월 28일 ～ 6월 3일) 주 계획 (6월 4일 ～ 6월 10일) 비 고

<조직 >
■ 수증 발행 : 수증 jpg 일로 

발행
■ 등록      
■ 기조연사  
■ 홈페이지 update  
■ 이메일 뉴스 터 원고  발송 

비
■ 연회 행사 기획안 비 ;  
■ 킨텍스 수정 계약 : 수정안 도착 
■ 삼농 포럼 진행사항 확정

< 행사>
■ 숙박 약  투어 신청 독려 메일 

발송
■ 등록데이터정리   
■ 등록 특이사항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 84명  
■ 숙박 약 마감

<조직 >
■ 등록   
■ 이메일 뉴스 터 
■ 홈페이지 update : 내용은 좌동
■ 강화 출장   
■ 킨텍스 계약 수정안 검토
■ 공연 아이템 의 : 각 행사별

< 행사>
■ 로그램북 디자인 작업  
■ 그랜드볼룸 무  디자인 작업
■ 장방문 운  계획 의     
■ 인력운 계획
■ 공항  안내데스크 신청 

(7월 4～6일)  
■ 공연아이템 의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200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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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지불 독려메일 발송
■ 등록데이터정리   
■ 장방문 답사   
■ 공항  안내데스크 신청 

(7월 4～8일) 
■ 회등록운 (1월25일～)   
■ 등록 특이사항    
■ 숙박 약운 (1월25일～) : 96명
■ 숙박 특이사항  
■ 숙박 약 

< 행사>
■ 로그램북 디자인 작업  
■ 그랜드볼룸 무  디자인 작업    
■ 인력운 계획 
■ 공연아이템 의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주 실  (6월 11일 ～ 6월 17일) 주 계획 (6월 18일 ～ 6월 24일) 비 고

<조직 >
■ 기조연설자  
■ KINTEX 수정계약   
■ 무 시안   
■ abstract book 비 - 편집  

디자인
■ 로그램북 비   
■ 등록 취소자 환불 (3명)   
■ 등록비 잔액 숙박비로 환 (2명) 
■ 산집행

< 행사>
■ 홈페이지 update - 로그램, 

기조연사
■ 록 원고 편집 
■ 킨텍스 그랜드볼룸 무  실사 - 

무  제작 결정  
■ 등록자 출입국 일정 확인 (날짜, 

시간, 항공사)
■ 등록데이터정리  
■ 장방문 운 계획 작성    
■ 인력운 계획     
■ 킨텍스 셔틀운 , 비즈니스라운지, 

ATM 등 확인   
■ 카드리더기 장 사용 문의 (임 / 

50,000원)   
■ 회등록운 (1월25일～)   
■ 등록 특이사항 - 에콰도르 

등록취소자 취소 철회
■ 숙박 약운 (1월25일～) : 121명  
■ 숙박 약 메일 발송

<조직 >
■ 원장님 보고 : 6. 23 오  10시
■ 기조연설자   
■  KINTEX 수정계약
■ 무 시안    
■ 디자인 검토   
■ abstract & Program book 디자인
■ 회의장 운  시설  필요사항  
■ 연회 순서  공연 아이템 : 별첨 참조
■ 인력 운 계획안 수립
■ 진행 매뉴얼(시나리오) 작성 : 

6.26까지  
■ 등록자 상 안내 이메일 문구 작성 : 

6. 23까지  
■ 숙박 약자 신속 확정 요망
 
< 행사>
■ 로그램북/ 록집 디자인 작업
■ 로그램북 원고 작업
■ 네임텍 디자인
■ 인터넷라운지 소요비용 확인
■ 록 원고 편집    
■ 그랜드볼룸 무  디자인 작업
■ 공연아이템 의     
■ 장방문 운 계획 확정  
■ 공항 데스크 사용료 납입 
■ 회등록운 (1월25일～)
■ 숙박 약운 (1월25일～)

200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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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 산드로 보나노 세계농 사회학회장 특별인터뷰3

잠깐- 알 산드로 보나노 美 샘휴스턴  교수

  “앞으로는 농 과 도시의 구분이 차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

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것입니다.”

  한국농 사회학회와 한국농 경제연구원 공동 주 으로 내년 7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농 사회학 회’ 지원을 해 우리나라를 찾은 알 산

드로 보나노 세계농 사회학회장(미국 샘휴스턴  교수)은 “세계화의 흐름은 

농 의 시·공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 사회의 발 을 해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들이 분

석되고 평가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농 사회학자·지방정부·

지역사회 리더들이 참여해 마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고 지

했다. 

  그는 “농 과 도시의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요하며, 그 교류와 연계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세계농 사회학 회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농 과 도시를 연결하는 한 방법으로 ‘시민농업(civic agriculture)’을 들

었다. 시민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 받는

다는 목표로, 농민은 안 한 방법에 의해 농산물을 생산한다.  소비자는 값이 

비싸더라도 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한 것인지 잘 알고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 정(FTA)와 련, “기회와 문제가 동시에 주어졌다”면

서 “경제 이고 비교우 로만 근하지 말고 문화 ·역사 · 통 인 측면을 

아우르는 사회  비 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세계농 사회학 회 로그램 원장에는 요시오 가와무라 일본 류코쿠

* 농민신문 200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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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조직 원장에는 정기환 농경연 선임연구 원이 맡고 있다. 

정선임연구 원은 “내년 회에 ‘개방화 시  아시아 소농과 농 지역 사회의 

지속  발 방안’을 특별주제로 설정, 그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건

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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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풍요로운 농촌발전 방향을 모색”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 국제학술회의 7월 6일부터 11일까지 KINTEX서 개최

○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7월 6일부터 11일까지 한국농 사회학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에서 ‘세계화 시 의 풍요로운 농 발  방향 모색’

이란 주제로 제12회 세계농 사회학 회를 개최한다. 이 회는 1984년 필리핀 마

닐라에서 6회 회가 열린 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

 

○ 4년마다 열리는 이번 회에는 우루과이라운드와 WTO/DDA, FTA 등 농업의 세

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도 에 직면한 세계 각국의 농업과 농 , 농민을 

하여 보다 미래 지향 인 농 사회의 발  방향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려, 우리

나라의 농업․농 에 해서도 새로운 활로와 비 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 이번 회에는 총 470여 개의 논문이 발표 신청되었다. 회에는 54개국 270여 명, 

국내 130여 명의 학자와 정책담당자, 민간기구 직원, 학생 등이 참여하여 34개 주제, 

85개 분야로 나뉘어 논문이 발표될 정이다.

○ 기조논문은 3일에 걸쳐 총 5개가 발표되는데, 한국의 최양부 박사( 남  빙교수)

가 ‘세계화,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의 한국 농 의 미래’란 제목으로, 미국의 리엄 

리들랜드 박사(캘리포니아 학 명 교수)가 ‘세계화에서의 농업과 식품의 망과 

변화,’ 그리고 남아공의 비샨티 슈폴 박사(남아공 크와 루네탈 학 교수)가 ‘아

리카 농 여성의 성 차별 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일본의 히로

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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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 토리고에 박사(와세다 학 교수)는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보호,’ 라질의 샬

테 카발칸티 박사(페르남부코 학 교수)는 ‘세계화에서의 농  공동체’라는 제목

으로 기조연설을 할 정이다.

첨부: 기조발제 요약자료 1부

<기조발제 1>

세계화,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의 한국 농 의 미래

최양부( 남  빙교수)

○ 1962년 이후 시작된 산업 명 속에서 노령화와 농민  가족농의 감소로 공동체가 

사라져 가고 있다. 

○ 서구의 산업 명은 화석에 지의 고갈,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애그 이션 등과 

같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래하 기에, 오늘날 소비자들은 다른 안을 추구하

고 있다. 그것은 바로 농업의 다원  기능과 농 의 어메니티, 건강 제일주의 원칙

에 입각한 유기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 풍요로운 한국 농 의 발 방향은 으로 이러한 유기농업으로의 길을 추구하는 

데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조발제 2>

세계화에서의 농업과 식품의 망과 변화

리엄 리들랜드(미국 캘리포니아 학 명 교수)

○ 농업이 화되고 농기업, 농이 만들어지면서 농업, 농 인구가 크게 감소하

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규모 가족농을 보호하지 않으면 농기업이 부분의 

농 주민을 농업과 농 지역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 농기업이 농업을 지배하면서 식품안 성 문제를 포함한 식량 기가 연달아 생겨나

고 이로 인해 식품과 련한 많은 사회운동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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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년간 농 사회학자, 사회과학자들이 농업과 식품연구에 몰두해 왔으나, 

부분은 개별 으로 연구를 수행하 고 연구성과는 축 되지 않았다. 

○ 연구수행 방식을 바꾸어야만 다양한 농식품 운동과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지식을 만

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기조발제 3>

아 리카 농 여성의 성 차별 계의 변화

비샨티 슈폴(남아공 크와 루네탈 학 교수)

○ 아 리카의 농 여성은 가부장제에 종속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농토나 

농업교육, 농사자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 여성들은 강제 성 계로 인류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험에 노출된다. 아

리카의 농가에서는 HIV/AIDS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농가 노동력 공

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 리카의 여성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남성들을 신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아 리카 여성이 기 교육과 훈련, 그리고 농사자 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제안하

며, 남성과 여성의 계변화를 구하고자 한다. 

○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기존의 지배  념을 재구성하고, 성 역할 유형화에도 도

하여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계변화를 해서는 단지 여성헌장을 채택하는 것

이 아닌 보다 근본 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조발제 4>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보호

히로유키 토리고에(일본 와세다 학 교수)

○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개념이 자연 환경의 보호와 어떤 계가 있을까 재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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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어떤 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의 형태의 자연보호 략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과학 지향  형태, 문화 지향  형태, 그리고 효용 지향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 과학 지향  형태는 가장 일반 인데, 일본의 교육체제는 이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이 형태는 특히 한국이나 부분의 아시아 국가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래한다. 문화 지향  형태의 효과로,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더 나은 은 무엇일까 

○ 사람은 이러한 자연의 상징과 소통해 왔다. 생물다양성과 같은 쟁 을 논의할 때엔 

과학 지향  형태가 유용하지만, 이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범 는 그리 넓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형태의 략도 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기조발제 5>

세계화에서의 농  공동체

샬 테 카발칸티( 라질, 페르남부코 학 교수)

○ 공동체는 인구학  의미에서의 인구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여러 세 가 함께 어우러져 통과 문화유산, 종족 역을 지키는 조화의 장소이기

도 하다. 

○ 농 공동체는 일상의 생존, 외부 권력집단과의 투쟁 속에서 그 집단의 재와 과거

의 역사를 지키는 역할을 하며, 조상으로부터의 흔 과 습을 기념하게 된다. 

○ 오늘날처럼 유동 이고 험하고 개별화된 사회, 즉 노동이 시장과 자본의 이동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 되어 버린 세계에서는 연 와 편안함을 보장하는 공동

체는 사라져 가고 있다. 

○ 세계화 시  풍요로운 농 의 미래를 해서 공동체의 의미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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