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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2018년 한국수산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프로그램
접수 및 등록 09:00-09:30

주제별 논문 발표 (포스터)

개회사 09:30-09:40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P1

주제별 논문 발표 (구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건만
수산 현장을 둘러싼 환경은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회 : 김수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러한 가운데 수산사회과학분야 이론에 기초하여,
수산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치프레임 분석을 통한 해양관광목적지 이해관계자 분석
S-1

우리 학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본 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는
5월 18일(금)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S-2

S-3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열띤 성원과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감사합니다.

발표자 10:10~10:30 이민규(부경대학교)
토론자 10:30~10:40 김기수(부경대학교)

한국수산경영학회장

류정곤

P4

P5

발표자 10:40~11:00 김태현*ㆍ박철형ㆍ남종오(부경대학교)
토론자 11:00~11:10 조용준(수협 수산경제연구원)

P6

Coffee break 11:10-11:20

P7

양식선별효과에 관한 연구
S-4

발표자 11:20~11:40 어윤양(부경대학교)
토론자 11:40~11:50 마창모(한국해양수산개발원)

효과적인 어업관리를 위한 자원평가모델의 비교 분석
2018년 5월

P3

어가의 고용량 결정요인 분석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그리고 일터에서의 평안과 건승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발표자 09:40~10:00 조시영*(부경대학교)ㆍ이상순(부산시청)ㆍ
이광국(동명대학교)ㆍ전재균ㆍ양위주(부경대학교)
토론자 10:00~10:10 박준모(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수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 분석

학회에는 5편의 논문 발표와 10건의 포스트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P2

S-5

- 잉여생산량모델을 중심으로 발표자 11:50~12:10 최민제*ㆍ김도훈(부경대학교)
토론자 12:10~12:20 이정삼(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20-12:40 연구윤리교육

P8

P9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자율관리어업 성과 분석
발표자 : 이우성*ㆍ김도훈(부경대학교)

백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국내산 갈치와 고등어 수요분석
발표자 : 윤지영*ㆍ신용민(부경대학교)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수산업 고찰
발표자 : 김진백(동명대학교)

미얀마 수산물 생산방법
발표자 : EI EI PHWAY*ㆍ박철형(부경대학교)

제주지역 갈치 끌낚시 어구어법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발표자 : 박경일*(해양수산경제연구소)ㆍ김도훈(부경대학교)

Analysis of Fishery Products Demand
발표자 : KHIN ZAR WIN*ㆍ신용민(부경대학교)

Fishery Export of Myanmar
발표자 : THET PAING OO*ㆍ윤형모(부경대학교)

미얀마 수산정책
발표자 : MAR MAR MON*ㆍ남종오(부경대학교)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을 이용한 외해가두리
어망의 경제성 분석 - 참다랑어 양식을 중심으로발표자 : 윤미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0

제주지역 광어양식산업의 경제성 분석
발표자 : 권혁승*ㆍ김도훈ㆍ송정헌(부경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