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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계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일정 안내

<주요 일정>

◆ 12:00~13:20 상임이사회
◆ 13:00~13:20 등 록
◆ 13:20~13:30 개회사
◆ 13:30~17:30 학술발표 및 토론
◆ 17:30~18:00 총 회
◆ 18:00~20:00 만 찬

<학술대회 세부일정>

□ 등록 13:00~13:20

□ 개회사 13:20~13:30 60주년기념관 601호

□ 학술발표 및 토론 13:30-17:30 60주년기념관 601호, 602호, 604호

□ 13:30~14:30 Session 1 [자연지리Ⅰ] 

 사회: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3:30~13:50]
동아시아 지역의 사계절 주기변화                  최광용(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13:50~14:10]
남한의 태풍 내습 시 극한기후현상과 피해 발생 분포              이승욱(국립기상과학원), 

안숙희(국립기상과학원), 임병환(국립기상과학원), 최광용(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14:10~14:30]
한라산 지역의 극한강수현상                       최광용(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14:30~14:50]
순천만 흑두루미의 시공간적 서식지 변화 분석                   이얼(고려대학교 대학원)

※ 14:50~15:00 휴식 

일시 :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13:00-20:00
장소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 601호, 602호, 604호
주최 : 한국지리학회
주관 : 강원대학교 부설 DMZ HELP센터,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후원 : (사)한국지오피아연구원

60주년 기념관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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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16:20 Session 2 [자연지리Ⅱ] 

 사회: 최광용(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15:00~15:20] 
안면도 방포해빈의 계절별 자갈 이동 추적                       

한민(서울대학교 대학원),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유재형(충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5:20~15:40] 
고창군 광승리에 분포하는 연안 풍성 퇴적층의 형성과정 

신원정(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최정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5:40~16:00] 
토양층붕괴 예측을 위한 항공 Lidar 자료의 적용과 한계성 예비결과

김민석(충남대학교 국제수자원연구소)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석우(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과)

[16:00~16:20] 
인간간섭 이후의 영산강 보 퇴적물의 기원지 추적

임영신(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16:20~16:30 휴식 

□ 16:30~17:30 Session 3 [인문지리Ⅱ] 

 사회: 김영호(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30~16:50] 
도시지리 연구의 오개념에 대한 재고찰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50~17:10] 
Loretta Lees의 젠트리피케이션 지리에 대한 재고찰             장필영(서울대학교 대학원)

[17:10~17:30] 
Simpson 지수와 ND지수를 이용한 수도권 도시 다양성 탐색

채희원(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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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기념관 604호

□ 13:30~14:30 Session 1 [인문지리Ⅰ] 

 사회: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3:30~13:50]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 연구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3:50~14:10]
국가산단 관련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산업 정책 변화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

[14:10~14:30]
강원도 접경지역의 지오투어리즘과 지오빌리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정해룡(강원대학교 대학원), 김창환(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4:30~14:50]
공주 지명의 변전연구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14:50~15:00 휴식 

□ 15:00~16:20 Session 2 [자연지리Ⅲ] 

 사회: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5:00~15:20] 
생태계 서비스 중 조절서비스의 지표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침식조절을 대상으로 -   

김성훈(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5:20~15:40] 
일본 쓰가루(津輕)해안 아지가사와 일대의 MIS 5e 해성단구 ; 한국 동해안의 MIS 5e 해성단구와 비
교하여         최성길(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小岩直人(日本 弘前大學 敎育學部 敎授)

[15:40~16:00] 
충청남도 지역구분을 위한 논매기소리의 활용 방안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6:00~16:20] 
OSL 연대와 GPR 탐사에 기반한 홀로세 해안평야의 발달과정 해석  최광희(국립환경과학원)

   ※ 16:20~16:3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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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17:30 Session 3 [인문지리Ⅲ] 

 사회: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30~16:50] 
‘공주 곰나루 설화의 곰상으로의 재현’ 및 ‘곰상의 변형’ 연구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50~17:10] 
강원도 기술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문승희((재)강원테크노파크)

[17:10~17:30] 
부산광역시 소방서의 적정위치 분석                           전창우(서울대학교 대학원)

60주년 기념관 602호

□ 15:00~16:20 Session 1 [지리교육] 

 사회: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5:00~15:20] 
행복은 지리를 타고 온다                                     황규덕(서울대학교 대학원)

[15:20~15:40] 
지리 수업에서 지리공간서비스의 활용성 검토                  이소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상일(서을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민성(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5:40~16:00] 
구성주의에 기반한 지리수업에 대한 사색                      최재영(서울대학교 대학원)

[16:00~16:20] 
지리교사들의 균형잡힌 지역인식 형성 과정에 대한 유형적 분석

이동민(전남대학교 강사)

   ※ 16:20~16:30 휴식 

□ 16:30~17:30 Session 2 [인문지리Ⅳ] 

 사회: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30~16:50] 
Bayesian spatio-temporal analysis of scrub typhus incidence: a case study of South Korea   
                                                            김승원(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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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10] 
An Analysis of Coffee Shop Location Decision to Reflect Corporate Value Platform Using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ing                             이진형(고려대학교 대학원)

[17:10~17:30] 
충남권역(대전·세종·충남)의 지역별 노령화          류주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총회 17:30~18:00 60주년기념관 601호

□ 만찬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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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정
13:00-
13:20 등록(13:00-13:20)

13:20-
13:30 개회사(13:20-13:30) - 60주년 기념관 601호

　 601호-자연지리Ⅰ(4) 배선학(강원대학교) 　 604호-인문지리Ⅰ(4) 장동호(공주대학교) 　 602호
13:30-
13:50 최광용 동아시아 지역의 사계절 

주기변화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13:30-
13:50 최원회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 연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3:30-
13:50

13:50-
14:10

이승욱
안숙희
임병환
최광용

남한의 태풍 내습 시 
극한기후현상과 피해 발생 

분포

이승욱(국립기상과학원)
안숙희(국립기상과학원)
임병환(국립기상과학원)

최광용(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13:50-
14:10 정길홍

국가산단 관련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산업 정책 

변화(경기도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시흥산업진흥원 13:50-
14:10

　
14:10-
14:30 최광용 한라산 지역의 극한강수현상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14:10-

14:30
정해룡
김창환

강원도 접경지역의 
지오투어리즘과 

지오빌리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정해룡(강원대학교 대학원
김창환(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4:10-
14:30

14:30-
14:50 이얼 순천만 흑두루미의 시공간적 

서식지 변화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14:30-
14:50 최원회 공주 지명의 변전 연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4:30-
14:50

Coffee Break(14:50-15:00)

　 601호-자연지리Ⅱ(4) 최광용(제주대학교) 　 604호-자연지리Ⅲ(4) 김진관(전남대학교) 　 602호-지리교육(4) 신정엽(서울대학교)

15:00-
15:20

한민
양동윤
유재형
김종욱

안면도 방포해빈의 계절별 
자갈 이동 추적

한민(서울대학교 대학원)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유재형(충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5:00-
15:20

김성훈
장동호

생태계 서비스 중 
조절서비스의 지표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침식조절을 대상으로-

김성훈(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5:00-
15:20 황규덕 행복은 지리를 타고 온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15:20-
15:40

신원정
김종연
최정헌
김종욱

고창군 광승리에 분포하는 
연안 풍성 퇴적층의 형성과정

신원정(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최정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5:20-
15:40

최성길
小岩直人

일본 쓰가루(津輕)해안 
아지가사와 일대의 MIS 5e 

해성단구 ; 한국 동해안의 MIS 
5e 해성단구와 비교하여

최성길(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小岩直人(日本 弘前大學 
敎育學部 교수)

15:20-
15:40

이소영
이상일
김민성

지리 수업에서 
지리공간서비스의 활용성 검토

이소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상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민성(대구가톨릭대학
교 지리교육과 교수)

15:40-
16:00

김민석
김진관
김석우

토양층붕괴 예측을 위한 항공 
Lidar자료의 적용과 한계성: 

예비결과

김민석(충남대학교 
국제수자원연구소)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석우(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과)

15:40-
16:00 장동호 충청남도 지역구분을 위한 

논매기소리의 활용 방안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15:40-
16:00 최재영 구성주의에 기반한 지리수업에 

대한 사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16:00-
16:20

임영신
김진관
김종욱

인간간섭 이후의 영산강 보 
퇴적물의 기원지 추적

임영신(서울대학교대학원)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00-
16:20 최광희 OSL연대와 GPR탐사에 기반한 

홀로세 해안평야의 발달과정 해석 국립환경과학원 16:00-
16:20 이동민

지리교사들의 균형잡힌 
지역인식 형성 과정에 대한 

유형적 분석
전남대학교 강사

Coffee Break(16:20-16:30)

　 601호-인문지리Ⅱ(3) 김영호(고려대학교) 　 604호-인문지리Ⅲ(3) 정성훈(강원대학교) 　 　 602호-인문지리Ⅳ(3) 배선학(강원대학교)

16:30-
16:50 신정엽 도시지리 연구의 오개념에 

대한 재고찰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30-
16:50 최원회 ‘공주 곰나루 설화의 곰상으로의 

재현’ 및 ‘곰상의 변형’ 연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30-
16:50 김승원

 Bayesian spatio-temporal 
analysis of scrub  typhus 
incidence: a case study of 

South Korea

고려대학교 대학원

16:50-
17:10 장필영 Loretta Lees의 젠트리피케이션 

지리에 대한 재고찰 장필영(서울대학교 대학원) 16:50-
17:10 문승희 강원도 기술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재)강원테크노파크 16:50-
17:10 이진형

An Analysis of Coffee Shop 
Location Decision to Reflect 

Corporate Value Platform Using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ing

고려대학교 대학원

17:10-
17:30

채희원
신정엽

Simpson 지수와 ND 지수를 
이용한 수도권 도시 다양성 

탐색

채희원(서울대학교대학원),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7:10-
17:30 전창우 부산광역시 소방서의 적정위치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17:10-
17:30 류주현 충남권역(대전세종충남)의 

지역별 노령화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7:30-
18:00 총회(60주년기념관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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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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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서울에서 오시는 길 

● 고속도로 이용 

- 서울-춘천고속도로 : 강일 IC → 미사 IC → 덕소 IC → 춘천 JC → 춘천 IC → 

  고속도로 출구에서 좌회전(태백교 방향) → 석사사거리 → 강대삼거리에서 우회전

  → 강원대학교 정문 

- 경기북부ㆍ남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강일방면) → 강일 IC →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동일경로) 

● 시외버스 이용 

- 강변역(지하철2호선) → 동서울 터미널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50분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강원대학교 : 택시 약10분, 버스 약20분 

- 버스정류장[2056] : 하차하여 육교 건너서 위치 

                      버스7번 ‘과학관입구’에서 하차 

● 경춘선 복선전철 / itx 이용 

- 전철 상봉역(경춘선) → 남춘천역(강원대) : 1시간 16분 

- itx 용산역(지하철1호선) → 남춘천역(강원대) : 1시간 10분 

- itx 청량리역(지하철1호선) → 남춘천역(강원대) : 1시간 

- 남춘천역 → 강원대학교 : 택시 약10분, 버스 약20분 

- 버스정류장[2295] : 남춘천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

                      버스 8번, 9번 ‘강원대후문’에서 하차 

                      버스 20번 ‘과학관입구’에서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