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사회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수신자 회원 각위
제 목 2020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스포츠사회학회는 국내 대학의 체육관련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체육교사,
스포츠지도사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외 체육인들의 학술활동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 입니다.
3. 본 학회에서는 금번 「스포츠사회학, 사회를 만나다: 스포츠를 다루는 지식의 사회적
확장」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정기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오후 13:00~18:30

나. 장

소 : 미정(온라인 개최: 추후 안내)

다. 주

제 : 스포츠사회학, 사회를 만나다: 스포츠를 다루는 지식의 사회적 확장

라. 주요일정: [붙임] 참조

[붙임] : 정기학술대회 세부일정(안) 1부.

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장
사무간사 김 대 희
일자 2020. 11. 2(월)

사무국장 이 수 연

총무이사 김 찬 룡

회장 허 현 미

시행 한스사-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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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비 고

10:00-11:30

정기이사회(온라인 개최)

11:30-13:00

Break Time

13:00-13:20

13:20-13:30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10

[개회식]
[제1부]

개회사 및 축사

발제 및 질의응답
좌장: 남상우(학술이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제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스포츠 관련
정책의 현재와 미래

1]

[발제 2]
[발제 3]

[발제

16:30-16:40

왜”가 빠진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가치
찾기

“

코로나 시대, 스포츠 보도의 위기와
나아갈 방향

4]

16:50-17:00

17:00-17:10

17:10-17:20

(

이경렬
지역문화활동가)

임호연
더브릿지컨설팅 연구원)

((주)

이정찬
기자)

(SBS

Break Time
[제2부]

지역 소모임 연구회 결과보고
좌장: 임봉우(조직이사, 단국대학교)

[발표

1: 경북, 충북 지역] 스포츠사회학의 연구
영역 확장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

결과보고
[발표 3:

김기운(건국대학교)
구자영(연세대학교)

경기 지역] 포스트 코로나와 스포츠의 뉴노멀

변지섭(경기대학교)

부산 지역] 볼링 얼론-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윤정희(부산대학교)

[발표 4:

[발표

5:

충남, 서울지역] 스포츠사회학 세미나

결과보고

박광호(연세대학교)

Break Time

17:20-17:30

2020년도

17:30-18:30

18:30

구학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원)

[질의응답]

[발표 2: 서울 지역] 공동 연구 모임 세미나
16:40-16:50

(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활동가의 역할

16:10-16:20

16:20-16:30

허현미(본회 회장)

[폐회식]

정기총회

폐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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