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 역전 시학 회
韓國貿 易展 示學 會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Exhibition Studies

2014년 한국무역전시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개최안내
존경하는 학회 회원님과 전시산업 관계자 여러분,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로 바쁘게 활동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에서는 “전시산업의 인프라구축 방안 및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계, 업계의 분
들을 모시고 2015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무역전시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

박의서 (안양대학교 교수)

한국무역전시학회 학술위원장

김봉석 (경희대학교 교수)

학술발표대회 개요
1. 명칭 : 2015 한국무역전시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2. 주제 : 전시산업의 인프라구축 방안 및 활성화 전략
3. 일시 : 2015년 4월 17일(금), 13:00 - 18:00
4. 장소 : 충남대학교 (대전)
5. 주최 : 한국무역전시학회,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6.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K.Fairs(주),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7. 참가규모 : 약 100명
8. 참가대상
-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원 등 학계 교수, 연구원 및 대학생(원)들
- 전시관련 단체 회원사 및 전시산업 관련자
-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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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춘 계 정 기 학 술 대 회

한국무역전시학회 프로그램
• 일시: 2015. 4. 17(금) 13:00 ~ 18:00

• 장소: 충남대학교 경상대 109호
13:00~13:50

등록 (충남대학교 경상대 109호)

12:30~13:30

이사회 (충남대 기숙사 11동 16층 스카이라운지)

14:00~14:20 1.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 사

사회 : 박상길(사무국장)
: 박의서 회장 (안양대)
: 문희철 (충남대 경상대학장)
: 윤승현 (한국컨벤션학회 회장)

14:20~15:40 2. 세션 I. 기조세션

좌장 : 윤기관(충남대)

기조발표 1 : 문창용(대전광역시 문화산업과장)
“전시컨벤션센터의 확장 타당성 - 대전 DCC사례”
기조발표 2 : 박영호(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영본부장)
“신규 전시컨벤션센터의 활성화 전략”
토 론: 김남수(부산외대), 윤승현(한남대), 조중환(안양대),
황희곤(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5:50~16:50 3. 세션 II. 전시장 개발전략

좌장 : 박종천(명지대)

발표 1 : 이창현(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부원장)
“전시컨벤션센터의 복합화 전략”
발표 2 : 김봉석(경희대 교수)
“복합용도개발 방식을 적용한 신규 전시컨벤션센터 개발 전략”
토 론: 박상길(충남대), 이병철(경기대), 최승국(세명대)
16:50~17:50 4. 세션 III. 연구논문 발표

좌장 : 황희곤(한림대)

발표 1 : 윤기관(충남대 교수)
“아시아-태평양지역 FTA시대 하에서 한국의 무역전시허브로의 길 모색”
발표 2 : 정주현, 현성협, 김인신(부산대 교수)
“게임 전시회 관람객의 목표지향적 참여의도 예측: G-Star
게임전시회를 대상으로”
토 론: 김현지(부산동의대), 한학진(한남대), 이광옥(백석대)
18:00

5. 폐회 및 만찬

사회 : 구미정(사무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