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 길
2014년 한국야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 SPRING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KOREA BASEBALL STUDIES

대중교통 안내
- 지하철 2호선 '한양대학교'역에서 하차하여, 2번 출구로 나온 후 지도에 파
랗게 표시된 길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한양대학교 정보통신관(IT/BT)를 찾
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교내 주차장에 주차


연회비 및 등록비
일반

학생

연회비

5만원

3만원

학술대회 등록비

3만원

2만원

※ 연회원의 가입, 즉 연회비 납입 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학회등록비는 면제입니다.

일시: 2014. 5. 10 (토) 오후 1시
장소: 한양대학교 IT/BT관 9층 911호

모시는 글
한국야구학회가 세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저희 학회는 그간 두
번의 학술대회에 이어, 한국프로야구 우승팀 예측 이벤트도 진행하고 고
척동 돔 구장에 대한 공청회도 여는 등, 학술 활동과 사회 활동을 병행해
왔습니다. 올해 봄 학술대회에도 뛰어난 연구자들의 야구에 대한 학술
발표를 포함해 흥미로운 토론도 마련돼 있어 더욱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12:00 – 13:00

등록

13:00 – 13:10

개회사 / 학회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및 시상식
주최: 한국야구학회 / 주관: 한양대학교
후원: ㈜랜덤하우스, ㈜위팬

2014 한국야구학회 춘계학술대회
13:10 – 15:10

Session 1 : 학술발표

좌장: 장원철(서울대 통계학과)

야구선수의 스포츠 손상
하정구(인제의대 서울 백병원 정형외과
'베이스볼' 에서 '야큐'로 : 번역된 스포츠와 근대 일본

많은 분들의 격려 속에서 저희 학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야구데이터를 제공하고, 야구에 관한 여론을 모으고, 야구
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입장을 제공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뜻으
로 2012년 야심차게 설립해 올해로 두 해를 맞습니다. 과연 이 학회가 오
래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귀 기울이고 있습
니다. 오랫동안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한국에서 야구를 학문적으로 탐구
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영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왜 퓨쳐스 리그가 필요한가? : 데이터에 기반한 성공 확률 높이기
정우성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물리학과)

15:10 – 15:30

휴식

15:30 – 17:30

Session 2 : 신고선수 37.5% 시대, 달라져야 하나
사회: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

주제발표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정금조 (KBO 운영부장)

아무쪼록 야구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진지하게 학문적
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니, 많이 바쁘고 세월호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하시겠지만, 참석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늘 감사
합니다.

조희준 (전 KBO 국제부장)
정희윤 (스포츠산업연구소장)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장)
최익성 (저니맨 육성 사관학교 대표 )

박성균 (성남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2014년 5월 10일

토론
청중 질의 응답

한국야구학회 회장
정재승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드림

결언

17:30 – 18:0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