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지역학회 전기학술대회
(2018 ASRS와 병행 개최)

“4차 산업혁명과 도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0:00-17:0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주최: (사)한국지역학회
후원: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년 한국지역학회 전기학술대회 프로그램
(ASRS 제주대회와 병행)
09:30 AM

등록
(제주대학교 로스쿨 대강당 B102호)

10:00 AM
10:00 AM

개회식
(로스쿨 대강당 B102호)
10:10 AM
10:10 AM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I)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II)

대학원생 세션 1:
환경오염과 해양관광

대학원생 세션 2 :
산업구조와 상업공간 변화

12:00 AM
12:10 AM

(로스쿨 대강당 B102호)
시상식 / 연구윤리교육 / 이사회
12:50 PM

(교수회관)
점심식사
14:30 PM

(로스쿨 104호)
정책라운드테이블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로스쿨 대강당
B102호)
ASRS 프로그램 진행
정책라운드테이블 2
(서울연구원)

17:00 PM
19:00 PM
~

만찬 (ASRS 환영만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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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지역학회 전기학술대회 세부일정
시간

내용

09:30~10:00

◾ 등록 (제주대학교 로스쿨 대강당)

10:00~10:10

◾ 개회식

(로스쿨 대강당 B102호)

- 개회사 : 한국지역학회 김홍석 회장
주제 환경오염과 해양관광
사회 이상호(한밭대)

<대학원생 세션 1>
10:10~12:00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I)

발표

1. 김건후·정수연·유무상·손철(강릉원주대):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서핑해변에 대한
선호도 분석
2. 유무상·정수연·김건후·손철(강릉원주대): 지역신문기사 자료와 토픽모델링을 이용
한 해수욕장 관련 현안 분석
3. 고인철·반영운(충북대): 한국과 북미·유럽의 생태산업개발특성 비교분석: 북미·유럽
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4. 이승훈·백종인·반영운(충북대):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지방정
부 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5. 홍명기·반영운·백종인·손철희(충북대): 환경정의지수 모델 및 리스크 평가모델을
이용한 국내 공장 개별입지가 활발한 자연녹지지역의 주거환경위험성 평가 모델 개
발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 사월마을을 중심으로

토론 토론 : 한정훈(호주 New South Wale Univ.)
주제 산업구조와 상업공간 변화
사회 도수관(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세션 2>
10:10~12:00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II)

발표

1. 문정혜·김의준(서울대): 분기별 산업연관분석 적용한 한국에서의 미세먼지의 경제적
영향
2. 최민주(한밭대)·변태근(연세대)·이상호(한밭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 4차 산
업혁명의 특징
3. 최은준·천상현(홍익대): 사업체의 영업기간으로 본 서울시 상업공간의 변화
4. 최혜림·반영운·이승훈(충북대):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한 소방 서비스 취약지역
도출에 관한 연구: 청주시를 대상으로

토론 토론 : 손민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

12:10~12:50

연구윤리교육 (반영운 편집위원장)

(로스쿨 대강당 B102호)

이사회

12:50~14:00

점심식사

(교수회관)
<정책라운드테이블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14:30~17:00
(로스쿨 104호)

주제 회복력과 도시·지역정책
사회 김동현(KEI)
1. 류재나(KEI):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방안

발표 2. 김태현(KEI):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도시회복력 진단

3. 홍사흠(국토연구원): 지역경제 회복력: 이론 및 실증

토론 강정은(부산대), 한우석(국토연구원), 강상준(강릉원주대), 손민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제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의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정책라운드테이블 2

사회 김학훈(청주대)

(서울연구원)>
14:30~17:00
(로스쿨 대강당 B102호)

발표

1.
2.
3.
4.

김범식(서울연구원):
주재욱(서울연구원):
박희석(서울연구원):
오은주(서울연구원):

4차
4차
4차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본 서울의 경제 및 산업 구조
산업혁명 기술 발전 전망 및 사회적 파급효과
산업혁명이 서울시 산업구조 및 생선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혁명이 서울의 고용 및 직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 임업(연세대), 도수관(대구가톨릭대), 반영운(충북대), 장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00~

◾ 만찬 (ASRS 환영만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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