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주요 일정 및 약도

2019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하계워크숍 및 특별 세미나 주요 일정
∎하계워크숍 주요 일정

<2019. 06. 28 – 1일차>

「오전 일정(1부)」

회장배 친선 체육대회

06:40-07:00

개회식

07:00-12:00

인원 점검 후 친선 골프대회

12:00-13:00

시상식 및 점심식사

「오후 일정(2부)」
13:30-14:00
개 회 식

하계워크숍 주제: 스포츠에서의 부정부패 이론화
사전 등록
사 회

14:00-14:10

개회사 및 회장 인사말

김찬룡(총무이사), 좌장 남상우(학술이사)
허현미(스포츠사회학회회장)

축 사
14:10-14:40

14:40-15:10
15:10-15:20
15:20-15:50

발 표

15:50-16:20

주제발표 1. 스포츠에서의 부정부패: 사회학적 접근
서희진 교수님(건국대학교)
주제발표 2. 스포츠에서의 부정부패: 현실의 민낯
여준형(젊은빙상인연대대표)
Break Time
주제발표 3.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 논점: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
김은희(#WITHYOU; 테니스 지도자)
주제발표 4. 스포츠의 부정부패를 대하는 스포츠사회학의 자세
박보현 교수님(대구가톨릭대)

16:20-17:10

질의응답 및 토론

17:10-17:20

Break Time

17:20-18:00

2019 ISSA 국제스포츠사회학회 참가 보고회

17:20-17:40

17:40-18:00
폐 회

미 정(경일대학교)

18:00-18:30

발표 1. 최근 스포츠사회학회의 연구 동향 및 이슈
장익영 교수님(한국체육대학교)
발표 2. 대학생 특별워크숍 주제 및 참가 후기
박승일(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폐회

<2019. 06. 29 - 2일차>

∎특별 세미나 주요 일정

특별 세미나 주제: 융합학문으로 스포츠사회학의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
사 회
개 회 식

09:00-09:30

김찬룡(총무이사), 좌장 김경오(경일대학교)

개회사 및 회장 인사말

허현미(스포츠사회학회회장)

축 사

미 정(경일대학교)

주제발표 1. 또 하나의 스포츠사회학의 조명(스포츠지역개발론의 이론과 실재)
09:30-10:00
발제자: 정수호 교수(인제대학교)
주제발표 2. 스포츠사회학자가 말하는 융합연구자란?
10:00-10:30
발제자: 이은석 교수(가천대학교)

발 표

주제발표 3. 스포츠사회학과 IT 기술과의 융합(가제)
10:30-11:00
발제자: 이재훈 센터장(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11:00-11:30
폐 회

11:30

질의 응답
폐 회 사

허현미(스포츠사회학회회장)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약 도]

■ 주

소

․ (우) 3842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 전화번호 : 053-600-4000

■ 기

차(하양역 하차)

․ 시내버스 : 840/ 하양역 건너 정류장 (하양역) ⟶ 경일대 정문 건너 정류장 하차 (약 25분)

■ 버

스

․ 하양시외버스터미널 (약 20분): 하양시외버스터미널 건너 정류장까지 약 70m 도보 → 840번 버스 승차
(하양시외버스터미널 건너) → 경일대 정문 건너 정류장에서 하차 (3개 정류장
이동) → 경일대학교까지 약 600m 도보 (약 9분) → 경일대학교 정문 도착

■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 경

산IC (약 10분) : 경산IC에서‘경산’방면으로 오른쪽 1시 방향→ 대학로를 따라 1.5km 이동
화성로 3.7km →‘영천, 하양’ 반면으로 우회전 → 대경로 105로 따라 600m
이동 → 경일대학교 정문 도착

․ 동대구IC (약 20분): 동대구IC에서‘영천, 안심’방면 오른쪽 방향 → 화랑로를 따라 12km 이동
→ 대결로105길을 따라 500m 이동 → 경일대학교 정문 도착

■ 캠퍼스 약도 [05 인문사회관 - 학술대회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