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사회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수신자 회원 각위
제 목 2019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1. 학회 회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2019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13:30~18:00

나. 장

소 : 동의대학교(가야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 프라임다목적홀

다. 주

제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스포츠관광

라. 주 요 일 정 : [붙임] 참조

[붙임] : 정기학술대회 세부일정(안) 1부.

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장
사무간사 김 대 희
일자 2019. 10. 24(목)

사무국장 이 수 연

총무이사 김 찬 룡

회장 허 현 미

시행 한스사-19019

(우) 2104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 경인여자대학교 미래관 412호
[홈페이지] www.ksss.org

[사무국] 070-4090-1990

[이메일] ksss1990@naver.com

[붙임]

□ [세부일정(안)]
사회: 김찬룡(총무이사, 동의대학교)

시간

내

정기이사회

11:00-13:00

13:00-13:30

13:30-13:40

13:40-15:50

13:40-14:00

14:00-14:20

14:20-14:40

용

등록]

[

비 고
장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

호

307

장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프라임다목적홀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허현미(본회 회장)

[

제1부] 발제 및 종합토론
좌장: 남상우(학술이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제 1]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스포츠관광의
김경식
(호서대학교 교수)
연구동향 규명
[발제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해양
최도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레저관광의 역할
[

발제

[

3]

21세기 관광산업: 욕망, 트렌드, 테크놀로지의
공간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대표)

(

종합토론]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1] 권순용(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2] 이은석(가천대학교 교수)
[토론 3] 이재형(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14:40-15:50

15:50-16:00

16:00-17:00

16:00-16:15

16:15-16:30

16:30-16:45

16:45-17:00

17:00-17:10

17:10-18:00

Break Time

제2부] 지역 소모임 연구회 결과보고
좌장: 임봉우(조직이사, 단국대학교)
[발표 1: 충북/
경북 지역]
김기운
SNS 관련 미디어 이론 및 방법론 탐색을
(건국대학교)
통한 스포츠사회학 연구영역 확장
[발표 2: 서울 지역]
김용은
해외 진출 선수의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전남대학교)
신문보도의 함축적 의미분석: SON에서 손흥민
[발표 3: 경기 지역]
변지섭
(경기대학교)
한국사회의 스포츠 소비 트렌드 2019
[

발표

[

4:

부산 지역]
야만의 스포츠, 전 세계로 번지는 재앙

장승현
부산대학교)

(

폐회식] 폐회

[

년도 정기총회

2019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