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 11:30~12:30 상임이사회 (백제교육문화관 205호)

○ 13:00~13:30 등록 

○ 13:30~18:00 학술발표 (백제교육문화관 309호, 310호)

13:30~14:45 인문지리세션1 (5)

좌장: 배선학(강원대학교)
     

[13:30~13:45]

한국 선사~고대취락의 형성과 쇠퇴 과정에 관한 연구 -제4기학적 관점에서-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3:45~14:00]

문학지리학에 있어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독해

오동훈(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대학원)

     

[14:00~14:15]

지명의 문화 정치적 접근: 해외 언론사의 동해 표기 명칭을 사례로

임은진(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관장)

     

[14:15~14:30] 

근대 교육기관의 변화로 본 북촌의 장소성

나평순(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4:30~14:45] 

‘경제화 혹은 문화화?’ 

도시재생과 연계된 역사자산 보존정책의 특성: 인천시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을 사례로

신성희(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구소)

※ 14:45~15:00 휴식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309호



15:00~16:15 인문지리세션2 (5) 

좌장: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15:00~15:15] 

세계 창조도시 역량 비교 분석

이두현(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수료)

     

[15:15~15:30] 

프랜차이즈 상가점포의 성공을 위한 풍수요인 중요도에 대한 연구

박종민(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15:30~15:45] 

장소 기억을 활용한 철도 시설의 관광 자원화 과정 연구

- 몽탄역과 <2016 호남선 철도문화축제>를 중심으로 -

김대은(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15:45~16:00]

서울시 신촌 지역  노점상 거버넌스의 변화: 자율규제 출현 및 강화를 중심으로

이재열(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연구교수)

[16:00~16:15]

사진으로 본 도시 관광경관의 이해: 창원시를 중심으로

이현순(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옥한석(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16:15~16:30 휴식 

16:30~18:00 자연지리세션(6)

좌장: 변종민(육군사관학교)

[16:30~16:45] 

Saddler effect와 국내자료 고찰

성영배(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6:45~17:00]

습지퇴적층에 기록된 과거의 수은 농도와 그 의미

최광희(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김영희(국립환경과학원)

     



[17:00~17:15]

OSL 신호를 이용한 Low  Temperature Thermochronology의 원리와 지형학적 응용 가능성

홍성찬(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연구교수)

     

[17:15~17:30]

해안지역의 시계열 지형변화 분석을 위한 UAS 활용 가능성 평가: 안면도 바람아래해변을 대상으로

유재진(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17:30~17:45]

독도 자갈 해빈의 지형 형성 프로세스 및 기원지 평가 연구

한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생)

남욱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7:45~18:00]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 및 칠성바위에 관한 지형학적 고찰

김인철(전남대학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3:30~14:30 지리교육세션1 (4)

좌장: 최광희(영산강유역환경청)
     

[13:30~13:45]

초등교사들의 지리 교육에 대한 인식 양상의 근거이론적 분석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13:45~14:00]

기후 지역의 경계 안에서 사라진 열대 우림 지역의 다양성 

-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

황규덕(안성여자중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310호



[14:00~14:15]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 - 물 문제를 중심으로

고아라(명인초등학교 교사)

[14:15~14:30] 

지리공간기술을 활용한 지리수업활동 개발

이소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이상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민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4:30~15:00 휴식 

15:00~16:00 지리교육세션2 (4) 

좌장: 임은진(공주대학교)
     

[15:00~15:15] 

글로벌 리더십으로서의 서번트 리더십

최재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대학원)

     

[15:15~15:30] 

도서지역 초등학생의 지리환경교육을 위한 드론의 활용

최광희(영산강유역한경청) , 이희철(영산강유역한경청)

     

[15:30~15:45]

학습자 주도형 지리 수업의 설계와 적용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장양이(대전 법동중학교 교사)

     

[15:45~16:00]

한국의 사회, 지리 및 경제 교과서의 러시아 관련 내용과 집필 현황

최원회(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 16:00~16:30 휴식 

     

16:30~17:45 GIS세션 (5)

좌장: 정성훈(강원대학교)
     

[16:30~16:45] 

아이겐벡터 공간필터링 모형을 활용한 국내 결핵발생의 사회·환경적 결정요인 분석

임창민(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16:45~17:00]

축산차량정보를 이용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농가의 유형 분석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엄치호(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지리정보체계과정)

     

[17:00~17:15]

한국 말라리아 발생의 공간 분포 변화 및 인문·환경 요인 분석

김세형(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17:15~17:30]

PRISM 강수량과 MODIS 영상을 활용한 표준강수지수와 정규식생수지의 관계

김동우(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박종철(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전문위원)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김만규(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7:30~17:45]

6.25전쟁 전후의 경계공간에 대한 공간적 고찰 

정해용(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창환(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17:45~18:00 휴식 

○ 총회 18:00~ 컨벤션홀 



2016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2016-11-19)

시간/장소 프로그램 내용

11:30~12:30 상임이사회(백제교육문화관 205호)

13:00~13:30 등록

13:30~18:00 학술발표(13:30~17:45)

백제교육문화관 309호 백제교육문화관 310호

인문지리1(13:30~14:45) : 좌장 -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1(13:30~14:30) : 좌장 - 최광희(영산강유역환경청)

세션 이름 소속 제목 세션 이름 소속 제목

13:30~13:45 인문지리1 박지훈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 선사~고대취락의 형성과 쇠퇴 과정에 관한 연구 -제4기학적 관점에서- 지리교육1 이동민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등교사들의 지리 교육에 대한 인식 양상의 근거이론적 분석

13:45~14:00 인문지리1 오동훈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대학원 문학지리학에 있어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독해 지리교육1 황규덕
안성여자중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기후 지역의 경계 안에서 사라진 열대 우림 지역의 다양성

-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

14:00~14:15 인문지리1 임은진, 이상균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관장

지명의 문화 정치적 접근: 해외 언론사의 동해 표기 명칭을 사례로 지리교육1 고아라 명인초등학교 교사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 - 물 문제를 중심으로

14:15~14:30 인문지리1 나평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

사과정
근대 교육기관의 변화로 본 북촌의 장소성 지리교육1

이소영, 이상일, 
김민성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리공간기술을 활용한 지리수업활동 개발

14:30~14:45 인문지리1 신성희 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구소
‘경제화혹은문화화?’ 

도시재생과연계된역사자산보존정책의특성: 인천시‘개항장문화지구’지정을사례로

14:45~15:00 BREAK TIME

인문지리2(15:00~16:15) : 좌장 -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2(15:00~16:00) : 좌장 - 임은진(공주대학교)

세션 이름 소속 제목 세션 이름 소속 제목

15:00~15:15 인문지리2 이두현 공주대학교사범대학지리교육과박사수료 세계 창조도시 역량 비교 분석 지리교육2 최재영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대학원 글로벌 리더십으로서의 서번트 리더십

15:15~15:30 인문지리2 박종민 강원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교육학과박사과정 프랜차이즈 상가점포의 성공을 위한 풍수요인 중요도에 대한 연구 지리교육2 최광희, 이희철 영산강유역환경청 도서지역 초등학생의 지리환경교육을 위한 드론의 활용

15:30~15:45 인문지리2 김대은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장소 기억을 활용한 철도 시설의 관광 자원화 과정 연구
- 몽탄역과 <2016 호남선 철도문화축제>를 중심으로 -

지리교육2 장양이 대전 법동중학교 교사 학습자 주도형 지리 수업의 설계와 적용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5:45~16:00 인문지리2 이재열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서울시 신촌 지역 노점상 거버넌스의 변화: 자율규제 출현 및 강화를 중심으로 지리교육2 최원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의 사회, 지리 및 경제 교과서의 러시아 관련 내용과 집필 현황

16:00~16:15 인문지리2 이현순, 옥한석
강원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교육학과박사과정,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사진으로 본 도시 관광경관의 이해: 창원시를 중심으로

16:15~16:30 BREAK TIME

자연지리(16:30~18:00) : 좌장 - 변종민(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과) GIS(16:30~17:45) : 좌장 – 정성훈(강원대학교)

세션 이름 소속 제목 세션 이름 소속 제목

16:30~16:45 자연지리 성영배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Saddler effect와 국내자료 고찰 GIS 임창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아이겐벡터 공간필터링 모형을 활용한

국내 결핵발생의 사회·환경적 결정요인 분석

16:45~17:00 자연지리 최광희, 김영희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국립환경과학원
습지퇴적층에 기록된 과거의 수은 농도와 그 의미 GIS 배선학, 엄치호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

학과 지리정보체계과정
축산차량정보를 이용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농가의 유형 분석

17:00~17:15 자연지리 홍성찬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연구교수
OSL 신호를 이용한 Low  Temperature Thermochronology의 원리와

지형학적 응용 가능성
GIS 김세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한국 말라리아 발생의 공간 분포 변화 및 인문·환경 요인 분석

17:15~17:30 자연지리 유재진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해안지역의 시계열 지형변화 분석을 위한 UAS 활용 가능성 평가: 

안면도 바람아래해변을 대상으로
GIS

김동우, 박종철, 
장동호, 김만규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전문위원,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PRISM 강수량과 MODIS 영상을 활용한 표준강수지수와 정규식생수지의 관계

17:30~17:45 자연지리
한민, 남욱현, 

양동윤, 김종욱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연구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독도 자갈 해빈의 지형 형성 프로세스 및 기원지 평가 연구 GIS 정해용, 김창환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6.25전쟁 전후의 경계공간에 대한 공간적 고찰

17:45~18:00 자연지리 김인철, 박철웅
전남대학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 및 칠성바위에 관한 지형학적 고찰

18:00~ 총회(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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