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한국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2019년 5월 18일(토)]

○ 12:00~12:50 상임이사회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17호)

○ 12:30~13:00 등록

○ 13:00~13:10 개회사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01호)

○ 13:10~13:40 특별강연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01호)
[제4기 편년의 지표지형으로서의 단구 지형 연구

장 호(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14:00~17:30 학술발표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109호, 111호, 201호)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109호

14:00~15:00 자연지리Ⅰ (4)
좌장: 최광용(제주대학교)

[14:00~14:15]
기후변화에 따른 루이지애나 기수역의 염성습지 생태계 변화

류중형(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14:15~14:30]
지문기법을 이용한 영산강 죽산보의 부유토사 기원지 추정

임영신(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30~14:45]
기후대 별 강우의 물리적 특성과 강우에너지 비교 및 평가

최훈(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이찬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45~15:00]
한라산 지역의 기후대와 계절주기의 변화

최광용(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 15:00~15:15 휴식



15:15~16:15 자연지리Ⅱ (4)
좌장: 김진관(전남대학교)

     
[15:15~15:30]
영덕 해안 일대의 해성단구와 하천 하류부의 하성단구

최성길(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장호(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5:30~15:45] 
섬진강 댐 하류 구간에서의 임실납자루 서식처를 고려한 하천유지유량 산정: 

PHABSIM 모형을 이용하여

배정아(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동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5:45~16:00] 
SWAT를 이용한 소옥천 유역의 퇴적물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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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16:15] 
타포니의 형성 과정과 풍화 작용: 내륙-해안 지역 타포니의 종합적 고찰

신재열(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박경근(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 16:15~16:30 휴식

16:30~17:15 융·복합Ⅰ (3)
좌장: 신재열(경상대학교)

     
[16:30~16:45]
강원도 인제지역의 토양층 붕괴에 있어 지표하 흐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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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5~17:00]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지리 교과 지식 수준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초등지리교육 분야 국제저명학술지 연구논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17:00~17:15] 
지역교육혁신체제: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대안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111호

14:00~15:00 GIS/원격탐사/지도학Ⅰ (4)
좌장: 배선학(강원대학교)

     
[14:00~14:15]
하천미지형 시계열 변화 탐지를 위한 UAS 활용 가능성 평가: 

미호천·병천천 합류부를 대상으로

박현수(국립생태원), 김동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재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성훈(국립생태원), 손승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15~14:30]

금강산 관광을 위한 남북연결 교통망 분석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4:30~14:45]
UAS 영상처리 S/W와 지상기준점 설정에 따른 3차원 모델 정확도 평가

유재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정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동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손승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45~15:00]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Map Trade와 지리정보 전파양상 

-한반도와 동해상의 섬들을 사례로-

이상균(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15:00~15:15 휴식

15:15~16:15 문화/역사지리Ⅰ (4)
좌장: 류주현(공주대학교)

     
[15:15~15:30]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와 '빨간머리 앤(Anne)'

류주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5:30~15:45] 
세계유산의 계보학 

김숙진(건국대학교 지리학과)
     



[15:45~16:00]
1920-1930년대 간행된 제주도 취급 지지서를 통해 본 

당시 사람들의 제주도 자연-인문경관에 관한 인식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15]
공주 지역 문화역사지리경관의 훼손, 왜곡 및 망각 사례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 16:15~16:30 휴식

16:30~17:30 문화/역사지리Ⅱ (4)
좌장: 변종민(서울대학교)

     
[16:30~16:45] 
최상류 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 특성 -장재천 유역을 중심으로-

이애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6:45~17:00]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문화 다양성의 이해

최재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7:00~17:15]
아름다움의 공유재, 명승(名勝)의 형성과 재현 -금강산 여행과 문화경관화-

신성희(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구소)

[17:15~17:30]
능선환경의 관점에서 본 천안천 유역의 고대 취락 입지 환경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01호  

14:00~15:00 경제/도시지리Ⅰ (4)
좌장: 이재열(충북대학교)

     
[14:00~14:15]
로스앤젤레스 의류 산업의 글로벌 사회-경제 네트워크와 민족관계 연구

김수정(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15~14:30]

충북 솔라밸리의 '네트워크 착근성'에 대한 고찰: 클러스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이재열(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장근용(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4:30~14:45]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문헌 연구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14:45~15:00]
대전·세종·충청지역 사회혁신기업의 입지특성 연구

윤혜연(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 15:00~15:15 휴식

15:15~16:15 경제/도시지리Ⅱ (4)
좌장: 이홍택(충남연구원)

     
[15:15~15:30] 
Romey 기법에 의한 '한국지리'교과서 내용 분석 -도시단원을 사례로

이세희(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5:30~15:45]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재생역량에 관한 연구

이나영(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15:45~16:0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추진에 따른 주력산업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임(㈜우리누리)



[16:00~16:15]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과 제도적 동형화 현상에 대한 고찰

이홍택(충남연구원)

※ 16:15~16:30 휴식

16:30~17:00 GIS/원격탐사Ⅱ (3)
좌장: 배선학(강원대학교)

     
[16:30~16:45] 
가금농가 입지 특성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감염 가능성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현(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정보체계과정),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6:45~17:00]
호남지역 암설사면지형 분포가능성 예측을 위한 공간통합 모델 적용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이성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 총회 17:30~18:00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01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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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
류중형

기후변화에 따른 루이지애나 기수역의 염성습지 생태

계 변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14:00~

14:15
박현수 외

하천미지형 시계열 변화 탐지를 위한 UAS 활용 가능

성 평가: 미호천·병천천 합류부를 대상으로
국립생태원

14:00~

14:15
김수정

로스앤젤레스 의류 산업의 글로벌 사회-경제 네트워

크와 민족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15~

14:30
임영신, 김진관

지문기법을 이용한 영산강 죽산보의 부유토사 기원지

추정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4:15~

14:30
배선학 금강산 관광을 위한 남북연결 교통망 분석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4:15~

14:30
이재열, 장근용

충북 솔라밸리의 '네트워크 착근성'에 대한 고찰: 클러

스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4:30~

14:45

최훈, 이찬주,

김진관

기후대 별 강우의 물리적 특성과 강우에너지 비교 및

평가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

연구본부, 전남대학교 지리

교육과

14:30~

14:45
유재진 외

UAS 영상처리 S/W와 지상기준점 설정에 따른 3차원

모델 정확도 평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30~

14:45
장양이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문

헌 연구
대전법동중학교

14:45~

15:00
최광용 한라산 지역의 기후대와 계절주기의 변화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14:45~

15:00
이상균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Map Trade와 지리정보 전파

양상 -한반도와 동해상의 섬들을 사례로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

구소

14:45~

15:00
윤혜연, 장동호 대전·세종·충청지역 사회혁신기업의 입지특성 연구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시간 발표자 제목 소속
15:15~

15:30
최성길, 장호

영덕 해안 일대의 해성단구와 하천 하류부의 하성단

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전

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5:15~

15:30
류주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와 '빨간머리 앤(Anne)'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5:15~

15:30
이세희, 신정엽

Romey 기법에 의한 '한국지리'교과서 내용 분석 -도

시단원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5:30~

15:45

배정아, 김동구,

김진관

섬진강 댐 하류 구간에서의 임실납자루 서식처를 고

려한 하천유지유량 산정: PHABSIM 모형을 이용하여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

연구본부, 전남대학교 지리

교육과

15:30~

15:45
김숙진 세계유산의 계보학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15:30~

15:45
이나영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로컬 거버넌스와 지

역재생역량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DMZ HELP센

터

15:45~

16:00

김지수, 김민석,

김진관
SWAT를 이용한 소옥천 유역의 퇴적물 모의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

학교 지리교육과

15:45~

16:00
최원회

1920-1930년대 간행된 제주도 취급 지지서를 통해 본

당시 사람들의 제주도 자연-인문경관에 관한 인식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5:45~

16:00
김정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추진에 따른 주

력산업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누리

16:00~

16:15
신재열, 박경근

타포니의 형성 과정과 풍화 작용: 내륙-해안 지역 타

포니의 종합적 고찰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

16:15
최원회

공주 지역 문화역사지리경관의 훼손, 왜곡 및 망각 사

례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

16:15
이홍택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과 제도적 동형화 현

상에 대한 고찰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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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16:45

김민석, 김지수,

김진관

강원도 인제지역의 토양층 붕괴에 있어 지표하 흐름

의 영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

대학교 지리교육과, 전남대

학교 지리교육과

16:30~

16:45
이애진, 박지훈

 최상류 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 특성 -장재천

유역을 중심으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6:30~

16:45
김동현, 배선학

가금농가 입지 특성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감염 가능성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6:45~

17:00
이동민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지리 교과 지식 수준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초등지리교육 분야 국제저명학술지

연구논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

과

16:45~

17:00
최재영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문화 다양성의 이해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45~

17:00
장동호, 이성호

호남지역 암설사면지형 분포가능성 예측을 위한 공간

통합 모델 적용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17:00~

17:15
정성훈

지역교육혁신체제: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대

안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7:00~

17:15
신성희

아름다움의 공유재, 명승(名勝)의 형성과 재현 -금강

산 여행과 문화경관화-

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

구소

17:00~

17:15
17:15~

17:30

17:15~

17:30
박지훈

능선환경의 관점에서 본 천안천 유역의 고대 취락 입

지 환경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7:15~

17:30

자연지리Ⅱ(4) - 좌장 : 김진관(전남대학교)

특별강연(13:10~13:40) 장 호(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제4기 편년의 지표지형으로서의 단구 지형 연구

2019 한국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2019.05.18.)
일정

이사회(12:00-12:50 <장소 :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 217호>

등록(12:30-13:00)

개회사(13:00-13:10) <장소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01호>
개회사 : 조성욱 한국지리학회장(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총회(17:30-) <장소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01호>

 BREAK(13:40~14:00)

인문사회과학대학 109호 인문사회과학대학 111호 인문사회과학대학 201호

문화/역사지리Ⅰ(4) - 좌장 : 류주현(공주대학교)

문화/역사지리Ⅱ(4) - 좌장 : 변종민(서울대학교)

BREAK(15:00~15:15)

GIS/원격탐사/지도학Ⅰ - 좌장 : 배선학(강원대학교)

BREAK(16:15~16:30)

융복합Ⅰ(3) - 좌장 : 신재열(경상대학교)

경제/도시지리Ⅰ(4) - 좌장 : 이재열(충북대학교)

경제/도시지리Ⅱ(4) - 좌장 : 이홍택(충남연구원)

GIS/원격탐사Ⅱ - 좌장 : 배선학(강원대학교)

자연지리Ⅰ(4) - 좌장 : 최광용(제주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