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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창립과 1980년대 활동

1983년 학회 창립
1983년 8월 22일 한국지역학회(KRSA) 창립

제1대
(1983~1985)

• 세계지역학회(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로
‘한국지역학회(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KRSA)’ 설립
(Walter Isard)

• 1984.10 사단법인 설립허가 (내무부허가번호
제26호)

창립 멤버
• 회장 : 김의원 원장 (국토개발연구원)
• 부회장 : 최상철 교수(서울대), 조재육 교수(전남대)
• 이사 : 권원용, 김세열, 김종기, 박인호, 박찬석, 유완, 임강원,

김의원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장명수, 최양부, 최재선, 홍기용, 황용주 (12인)
• 간사 : 이정식 박사 (국토개발연구원)
• 회원 : 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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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학술발표회 개최
• 1984. 8.25(토)

제1대
(1983~1985)

•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 (대준빌딩)
• 발표주제
- 우리나라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상철 교수)
- 지역학(Regional Science)의 정의와 내용
(유완 교수)
- An Evaluation of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the light of Changing
Location Patterns of Employment in the
Seoul Region (Kyu Sik Lee, World Bank)
- A Model of Urban Spatial Change and
Residential Location (Young-Hwan Jin)

김의원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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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地域硏究’ 창간 (1985)
한국지역학회 학술지 地域硏究 (The Korea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창간 (1985. 12)

제2대
(1985~1987)

• 편집위원장 : 홍성웅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Edwin Mills, Harry Richardson, Peter Gordon, David E. Boyce,
Ian Masser, 최상철, 정희수, 박삼옥 등 국내외 석학의 논문 13편 게재

최상철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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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개최
1. Korea-U.S Joint Seminar
• 주제: urban/regional/transportation development-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제2대
(1985~1987)

• 1985. 8.18~24,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34편 논문 발표)

2. “북동아시아 지역 공업의 공간구조”에 관한 국제학술발표회
• 1986. 7.20~25, 일본(동경), 논문 6편 발표

국내학술대회 및 세미나

1. 국가발전계획과 대구 개발방향 및 전략에 관한 세미나
• 1985. 10.26, 대구은행 본점 대회의실 (논문 5편 발표)

2. 2000년대를 향한 춘천권 개발의 방향과 전략 세미나

최상철
(서울대 교수)

• 1986. 7.4, 강원대학교 (논문 4편 발표)

3.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전기: 1986. 2.28,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후기: 1986. 8.26,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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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PRSCO 개최 (1987)
제 10차 태평양 지역학회 및 국제학술발표회
(The 10th Pacific Regional Science Conference)

제3~4대
(1987~1991)

• 1987. 7.6~11,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
• 해외 119명(10개국), 국내 110명 등 총 229명 참가
• 20개 분야, 117편의 논문 발표

※ 조직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장 : 홍성웅(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간사 : 진영환 박사, 위원 : 최진호 박사 등 8명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1. 1987-1888년 정기 학술대회 개최

홍성웅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 1987년 전기 : 2.27,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1987년 후기 : 9.26,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1988년 전기 : 2.26,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1988년 후기 : 10.29, 한남대학교 사회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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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PRSCO 개최 (1987)
행사 포스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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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대 학회 활동

국내외 학술활동 수행
첨단기술 산업단지 개발경험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International Seminar on Development Experiences of
High-Tech Industrial Parks)

제5대
(1991~1993)

• 1991. 11.21~22, 수안보 파크호텔
•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bstantiation of Oil Production
Development in West Siberia” – M. G. Mkrtichevich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주립대교수)
• “Outline and Present Status of Technopolis Projects”- Masakuni
Koizumi (일본 츠쿠바대 교수) 등 9편의 논문 발표

이기석
(서울대 교수)

[경향신문 ‘9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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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활동 수행
국내 워크숍

제6대
(1993~1995)

1. SOC재원 워크숍 개최
• 1994. 9.12,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국제화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재원조달” 워크숍 개최

권원용
(국토개발연구원
실장)

[매일경제 ‘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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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활동 수행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1. 지방의 경쟁력 강화전략 세미나

제7대
(1995~1997)

• 1996.11.29, 한남대학교 국제회의장
• “국가경쟁력과 지방경제의 역할” ,”지방의 국제화 전략” 등 주제 발표
– 김원배 박사, 박삼옥 교수, 오덕성 교수, 강병주 교수 등 발표

이정식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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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PRSCO 개최 (1999)
제 16차 태평양 지역학회 및 국제학술발표회 개최
(The 16th Pacific Regional Science Conference)

제8~9대
(1997~2001)

• 1999. 7.12~16, 서울 교육문화회관
• Opening speech: 고건 서울시장
Keynote speech: Gilbert Rozman 예일대 교수
• 16개국 200여명 참가 (Allen Scott, David Batten, Robert Cappello 등)
• Main Session 90여편, Special Session 18여편 등 총100여편 논문 발표

※조직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장 : 박삼옥 회장 (서울대)
• 조직위원회 위원 : 주성재 박사 등 18인

박삼옥
(서울대 교수)

※ 박삼옥 회장은 세계지역학회(RSAI) 주요 멤버로 활동
• ’95-’99 council member, 2008년부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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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PRSCO 개최 (1999)
행사 포스터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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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1. “광역도시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제8~9대
(1997~2001)

• 2000. 9.29~30, 대한상공회의소 (총 8개 논문 발표)

국내학술대회 및 세미나
1. “전환기에선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세미나 개최
• 1998. 6.15, 프레스센터, 서울신문사 공동주최
• 최상철교수, 황명찬교수, 박삼옥교수, 이태일 박사발표

2. “지역격차해소를통한21세기의부산” 세미나개최
• 2000. 6.30,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

박삼옥
(서울대 교수)

3. 정기 학술대회 개최
• 1998. 6.27, 국토개발연구원 강당, 논문 11편 발표
• 1999. 2.27, 국토연구원 강당, 논문 2편 발표
• 2000. 2. 29, 국토연구원 강당, 논문 2편 발표
• 2000. 10.28, 국토연구원 강당, 논문 9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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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대 학회 활동

국내외 학술활동 수행
국제심포지엄 개최
• 주제: 대도시 지식기반 클러스터의 발전 (Developing Knowledge Industrial

제10대
(2001~2003)

Clusters in a Metropolitan Setting)
• 2002. 11.15, 국토연구원 대강당
• “Industrial Cluster Support System” - Robert Hassink 등 6편의 논문 발표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1. “전남 중남부권의 21세기 발전 전략 심포지엄” 개최
• 2002. 4.12, 전남보성 “서편제 보성소리 전수관” (논문 3편 발표)

2. 2001-2002 정기 학술대회 개최

최진호
(국토연구원 실장)

• 2001 전기: 2.17, 국토연구원 강당, 논문 2편 발표
• 2001 후기: 12.6,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논문 7편 발표
• 2002 전기: 7.5~6, 영남대학교, 논문 10편 발표
• 2002 후기: 12.13,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논문 9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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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3)
국제세미나
1. 한ㆍ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 “황사와 한중협력”

제11대
(2003~2004)

• 2003. 4.11, 서울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
• “황사현상의 역사와 특성” - 왕칭원, 허카이리 외 7편의 논문 발표
2. “미래지향적 수도권 대도시관리방향”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04. 5.11, 서울 전경련 국제회의실
• “한국 수도권 경쟁력과 수도권 정책”-김경환 교수 외 6편의 논문 발표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1.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이태일
(국토연구원 실장)

• 2003. 5.16, 전경련 회관 대회의실
2. 2003-2004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03 전기: 6.13-서울시정연구원, 후기: 12.5~6,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2004 전기: 7.2-강릉시 현대호텔, 후기: 12.18-국토연구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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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硏究’ 등재학술지 선정 (2005)
‘地域硏究’ 등재학술지 선정 및 체제 개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05.2)

제12대
(2005~2006)

• 디자인, 편집 변경, 논문투고 활성화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발전방향 심포지엄
• 2005. 11.11, 서울시립대학교
• “지역균형발전을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제”(권용우)
등 4편 논문
2. 지역혁신박람회 컨퍼런스–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 2005. 10.8, 대구 EXCO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 “지역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과제” 등 3편 논문
3. 지역혁신박람회 컨퍼런스 개최
• 2006. 11.9,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
• “지역혁신정책과 중소도시의 발전”- 임업 외 2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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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활동 수행
국제세미나

제13대
1. 산업클러스터와 지식사회(The Role of University Industrial Clusters) (2007~2008)
• 2007. 5.23, 연세대학교
• “Knowledge Interac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Innovative Clusters”
- Mark Wilson(미시간주립대) 등 5편 논문 발표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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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1. 국토 서남권 육성방안에 관한 세미나

제13대
(2007~2008)

• 2007. 5.11, 전남도청

2.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심포지엄
• 주제 : 창조도시와도농상생을향한 국토의질적 발전
• 2007. 9.17, 호텔 코엑스 그랜드불룸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조적 상생 발전” 세미나
• 2008. 10.31, 안양대학교

4. “광역경제권과 새로운 지역발전” 세미나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 2008. 11.7, 경기도 인재개발원

5.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전기: 2007.6.29, 국토연구원, 전환기의 지역이론과 정책 모색, 논문 7편
• 후기: 2007.12.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글로벌시대의 지역경제, 논문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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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활동 수행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1.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책 세미나

제14대
(2009~2010)

• 2009. 11.12,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갑성 외 발표

2.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09년 전기 : 2009. 6.19, 연세대학교
- “BOT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정부의 최소운영수익보장액 산정기법” 등
7편 논문 발표
• 2009년 후기 : 2009. 12.18, 국토연구원 강당
-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삶의 질 개선 효과 분석” 등 6편 논문 발표

서승환
(연세대 교수)

• 2010년 전기 : 2010. 6.11, 성신여자대학교
- “사교육 산업의 분포 특성” 등 7편 논문 발표
• 2010년 후기 : 2010. 12.1, 국토연구원 강당
- “지역 간 격차 분석” 등 6편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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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PRSCO 개최 (2011)
제 22차 태평양 지역학회 및 국제학술발표회
(The 22th Pacific Regional Science Conference)

제15대
(2011~2012)

• 2011. 7.3~6, 서울교육문화회관
• 국내 110명, 국외 119명(10개국), 총 229명 참가 (38개 분야 135편 논문 발표)

※조직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장 : 양지청 박사 (서울대)
• 부위원장 : 김성배 회장, 간사 : 이원호 이사 등 6명

김성배
(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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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지역학회 아세안세미나 공동개최
• 중국, 대만, 일본 지역학회와 공동개최
• 주제 : Asian Regional Science: Cross-Fertilization of Ideas and Research
Experience among the Scholars

제15대
(2011~2012)

• 2012.9.29~30, 일본 기타큐슈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1.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 2011. 11.25, 중소기업 중앙회관

2.”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양성” 정책 세미나 개최
• 2011. 12.7, 명지대학교

김성배
(숭실대 교수)

학회지 증간(增刊) 등
• 학회지 발간회수 확대: 년 3회 → 4회 발간
• 최우수논문상 시상제도 도입: 1년간 발행한 지역연구 게재 논문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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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세안 지역학회 공동주관(2013)
제3차 지역학회 아세안세미나(The 3rd Asian Seminar in Regional
Science) 공동개최

제16대
(2013~)

• 대만, 일본, 중국 지역학회와 공동개최
• 주제 : Asian Regional Science: CrossFertilization of Ideas and Research
Experience among the Scholars
• 2013.8.7~8.8, 대만 동화대학
• 2014년 제4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 예정

※ 제 23회 Pacific Conference of RSAI 행사 참석
• 2013. 7. 2~.4, 인도네시아 반둥, 양지청 이사(태평양 지역학회장) 기조발표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

김동주
(국토연구원 본부장)

1. 2013년 전기 학술대회 개최
• 주제: 창조경제와지역발전(13.6.28, 서울대)

2.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컨퍼런스 개최
• 주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정책 세미나 (2013.11.27, 부산 벡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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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단과 학회 발전
1~5대
제1대

제2대

제3~4대

(1983~1985)

(1985~1987)

(1987~1991)

김의원
(전 국토연구원장
가천대 전 총장)

학회 창립
제1회 학술발표회

최상철

홍성웅

(전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장
전 지역발전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전 CERIK 원장 )

‘地域硏究’ 창간

PRSCO 개최
(부산)

제5대
(1991~1993)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국내외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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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단과 학회 발전
6~11대
제6대

제7대

제8~9대

제10대

제11대

(1993~1995)

(1995~1997

(1997~2001)

(2001~2003)

(2003~2004)

권원용
(전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장,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국내외 학술활동

이정식

박삼옥

(전 국토연구원장,
안양대 명예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RSAI 집행위원,
전주 상산고 교장)

국내외 학술활동

PRSCO (서울)
RSAI 상임이사

최진호
(전 국토연구원,
아주대 명예교수)

이태일
(전 충북개발연구
원장,
전 국토도시
연구원장)

국내외 학술활동 한-중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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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단과 학회 발전
12~16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2005~2006)

(2007~2008)

(2009~2010)

(2011~2012)

(2013~)

진영환
(전 국토해양인재
개발원장,
청운대 교수)

‘地域硏究’
등재학술지 선정

박양호

서승환

(전 지역발전위원
회 위원,
전 국토연구원장)

(연세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국내외 학술활동

국토부장관 취임

김성배

김동주

(숭실대 학장)

(국토연구원
본부장 )

PRSCO 개최
(서울)

아시아 4개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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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의 미래,
새로운 30년을 위한 도약!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