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019년 11월 30일(토)]

○ 10:30~11:50 덕진연못 답사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출발)

○ 12:00~12:50 상임이사회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5호)

○ 12:30~13:00 등록

○ 13:00~13:10 개회사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3호)

○ 13:10~13:40 특별강연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3호)
[제목 미정

이준선(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14:00~17:20 학술발표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3호, 104호, 105호)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3호

14:00~15:20 지리교육 (4)
좌장: 임은진(공주대학교)

[14:00~14:20]
Story Maps을 통한 예비 지리교사의 지리에 대한 인식 변화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14:20~14:40]
'통합사회' 현장 수업 관찰 및 정착 방안 연구

임은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이정우(순천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15:00]
지리교육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방향 탐색

김하나(홍성고등학교), 임은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5:00~15:20]
지리학습자 이해를 위한 “지리학습스타일” 척도 개발 -감각·지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양자연(츠쿠바대학교 인간종합과학연구과)

※ 15:20~15:40 휴식

15:40~17:00 특별세션 (4)
좌장: 최진성(전주고등학교)

     
[15:40~16:00]
근대이행기 전주의 종교경관과 장소성

최진성(전주고등학교)
     
[16:00~16:20] 
근대이행기 전주읍성 내 토지이용과 소유의 변화에 관한 지역인문학적 고찰

조정규(전남대학교 지리학과)
     
[16:20~16:40] 
'왕실본향'으로서 전주의 장소성과 풍수적 배치

권선정(동명대학교 동양문화학과)

[16:40~17:00] 
조선후기 전주부 읍치경관의 일반성과 고유성 - 경관과 장소의 관점

전종한(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 17:00~17:20 휴식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4호

14:00~15:20 자연지리Ⅰ (4)
좌장: 김진관(전남대학교)

[14:00~14:20]
함안 성산산성의 고고지리학적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정혜경(순천대학교 화학교육과)
     
[14:20~14:40]
영산강 보 퇴적물 물리적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임영신(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15:00]
감마스펙트로미터 표준시료 측정 시 샘플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 효율 변화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민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신우(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예원(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임영신(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5:00~15:20]
표층붕괴 산사태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정상상태 무한사면안정성공식의 가정에 대한 고찰

김민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지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 15:20~15:40 휴식

15:40~17:00 자연지리Ⅱ (4)
좌장: 변종민(서울대학교)

     
[15:40~16:00]
한반도 남서해안의 최종간빙기 이후 퇴적 환경 변화 추정

신원정(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변종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20] 
영덕 일대의 해성단구와 하성단구의 대비

최성길(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장호(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6:20~16:40] 
낙동강 유역의 표토 침식량 평가 및 실제 퇴적물 이동 비교

김지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6:40~17:00] 
제주도 사빈-사구 모래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공간 분포

최광희(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공학양(국립환경과학원)

※ 17:00~17:20 휴식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5호

14:00~15:20 인문지리Ⅰ (4)
좌장: 류주현(공주대학교)

[14:00~14:20]
대전광역시의 정주가능성에 대한 인식 분석 : 대덕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14:20~14:40]
충남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실

류주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15:00]
공주지역 문화역사지리 경관의 훼손, 왜곡 및 망각 사례 (2)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5:00~15:20]
19세기말 아국여지도에 나타난 해삼위의 지리적 상황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 15:20~15:40 휴식

15:40~16:40 인문지리Ⅱ (3)
좌장: 배선학(강원대학교)

     
[15:40~16:00]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의 현황과 대응에 대한 연구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영훈(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윤대옥(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신원정(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20] 
공항연결성의 공간분포에 대한 시론적 연구: 시공간적 관성과 역동성 탐색

박용하(한국교통연구원)
     
[16:20~16:40] 
HPAI 발생지역의 공간군집분석

김동현(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 17:00~17:20 휴식

※ 총회 17:20~17:30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3호



시간

10:30~

11:50

12:00-

12:50
12:30~

13:00

13:00~

13:10

13:10~

13:40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14:00~

14:20
이동민

Story Maps을 통한 예비지리교사의 지리에 대한 인식

변화
가톨릭관동대학교

14:00~

14:20
박지훈, 정혜경 함안 성산산성의 고고지리학적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순

천대학교

14:00~

14:20
장양이

대전광역시의 정주가능성에 대한 인식 분석 : 대덕구 중

학생을 대상으로
대전법동중학교

14:20~

14:40
임은진, 이정우 '통합사회' 현장 수업 관찰 및 정착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순

천대학교 사회교육과

14:20~

14:40
임영신, 김진관 영산강 보 퇴적물 물리적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20~

14:40
류주현 충남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실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

15:00
김하나, 임은진 지리교육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방향 탐색

홍성고등학교,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

15:00

김진관, 김민석,

기신우, 김예원,

임영신

감마스펙트로미터 표준시료 측정 시 샘플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에너지 효율 변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

학교 지리교육과

14:40~

15:00
최원회

공주지역 문화역사지리 경관의 훼손, 왜곡 및 망각 사례

(2)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5:00~

15:20
양자연

지리학습자 이해를 위한 “지리학습스타일” 척도 개발 -

감각・지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츠쿠바대학

15:00~

15:20

김민석, 김진관,

김지수

표층붕괴 산사태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정상상태

무한사면안정성공식의 가정에 대한 고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

대학교 지리교육과,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15:00~

15:20
최원회 19세기말 아국여지도에 나타난 해삼위의 지리적 상황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15:40~

16:00
최진성 근대이행기 전주의 종교경관과 장소성 전주고등학교

15:40~

16:00

신원정, 변종민,

김종연

한반도 남서해안의 최종간빙기 이후 퇴적 환경 변화 추

정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서

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충북

대학교 지리교육과

15:40~

16:00

김종연, 김영훈,

윤대옥, 신원정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의 현황과 대응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한

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

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

16:20
조정규

근대이행기 전주읍성 내 토지이용과 소유의 변화에 관

한 지역인문학적 고찰
전남대학교

16:00~

16:20
최성길, 장호 영덕 일대의 해성단구와 하성단구의 대비 공주대학교, 전북대학교

16:00~

16:20
박용하

공항연결성의 공간분포에 대한 시론적 연구: 시공간적

관성과 역동성 탐색
한국교통연구원

16:20~

16:40
권선정 왕실본향'으로서 전주의 장소성과 풍수적 배치 동명대학교

16:20~

16:40
김지수

낙동강 유역의 표토 침식량 평가 및 실제 퇴적물 이동

비교
전남대학교

16:20~

16:40
김동현 HPAI 발생지역의 공간군집분석 강원대학교

16:40~

17:00
전종한

조선후기 전주부 읍치경관의 일반성과 고유성 - 경관과

장소의 관점
경인교육대학교

16:40~

17:00
최광희, 공학양 제주도 사빈-사구 모래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공간 분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립환

경과학원

16:40~

17:00
#N/A #N/A #N/A

특별강연(13:10~13:40) 이준선(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제목미정

이사회(12:00-12:50) <장소 :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5호>

 BREAK(11:50~12:00)

2019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2019.11.30.)

일정

답사 - 전주의 상징적 장소 덕진연못(10:30-11:50) <출발 :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등록(12:30-13:00)

개회식(13:00-13:10) <장소 :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3호>

개회사 - 조성욱 한국지리학회장(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BREAK(13:40~14:00)

학술문화관 103호 학술문화관 104호 학술문화관 105호

지리교육(4) - 좌장 : 임은진(공주대학교) 자연지리Ⅰ(4) - 좌장 : 김진관(전남대학교) 인문지리Ⅰ(4) - 좌장 : 류주현(공주대학교)

총회(17:20-) <장소 :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03호>

BREAK(15:20~15:40)

특별세션 - 역사도시 전주의 장소성과 지역인문학 (4) - 좌장 : 최진성(전주고등학교) 자연지리Ⅱ(4) - 좌장 : 변종민(서울대학교) 인문지리Ⅱ(3) - 좌장 : 배선학(강원대학교)

BREAK(17: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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