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018년 12월 1일(토)]

○ 12:00~12:50 상임이사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110호)

○ 12:30~13:30 등록

○ 13:00~13:10 개회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108호)

○ 13:10~14:00 기조강연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108호)
[Title: Geography in a New Er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Geographers 

Heejun Chang (Professor and Chair, Department of Geography, Portland State University)]                

○ 14:10~17:30 학술발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101호, 108호, 102호)

강원대학교�사범대학�교육4호관� 101호

14:10~15:30 인문지리Ⅰ (5)
좌장: 정성훈(강원대학교)

[14:10~14:30]
세종시로의 전출지역별 상이한 전입 이유

류주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4:30~14:50]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셜 믹스(social mix) 연구 :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14:50~15:10]
Paul Wheatley의 도시 기원설에 대한 고찰

오동훈(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5:10~15:30] 
AHP를 이용한 수도권의 아동친화도 공간 분석

최아수(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5:30~15:50] 
공용 연구 장비 구축‧활용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접근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김경환(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주임연구원), 
정혜윤(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경제지리학전공)



15:50~17:30 인문지리Ⅱ (5) 
좌장: 조대헌(가톨릭관동대학교)

     
[15:50~16:10]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한국문명의 지역적 기초

옥한석(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6:10~16:30]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 개관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이근화(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성정락(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6:30~16:50] 
공간에 새겨진 계급과 생존 : 세계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의 재해석

신성희(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16:50~17:10] 
근거이론을 통한 지리지식의 협력적 창출 분석

이형상(천안불무중학교)

[17:10~17:30] 
한반도의 청동기인들은 취락을 건설할 때 지리환경을 고려했을까? -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 취락을 사례로 -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원대학교�사범대학�교육4호관� 108호

14:10~15:30 지리교육Ⅰ (4)
좌장: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14:10~14:30]
야외 조사를 통한 고등학교 학생의 지리적 탐구 능력 향상 방안 제시; 인천 차이나

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박선영(검단고등학교 교사,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14:30~14:50]

지리 교사-연구자 정체성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14:50~15:10]
예비교사들의 공간적 사고력과 태도

이진희(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강사)

[15:10~15:30]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 초등 4학년 사회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황영은(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 15:30~15:50 휴식 

15:50~17:10 지리교육Ⅱ (4)
좌장: 류주현(공주대학교)

     
[15:50~16:10]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리교육의 과제 –한반도 지리 구상-

김기남(예당고등학교)
     
[16:10~16:30] 
지리교육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최재영(충북대학교 연수연구원)
     
[16:30~16:50]
Detection of the Co-pattern between Ambient Fine Particulate Matter and the 

Emergency Department Visitor

주뢰(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6:50~17:10]
'질문을 활용한 지리수업에서의 미술작품감상법

임은진(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사범대학�교육4호관� 102호  

14:10~15:30 GIS (4)
좌장: 배선학(강원대학교)

     
[14:10~14:30]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한 쌀보리 재배면적 추정 및 생산량 변화요인 분석

박현수(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14:30~14:50]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 입지 및 대형옹관 유통 -GIS분석과 지형분석을 중심으로-

이애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4:50~15:10]

토지피복과 미세먼지(PM10) 오염농도간의 자기상관성 연구

류형원(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15:10~15:30]

텍스트 마이닝을 기법을 활용한 가축질병(살처분) 관련 신문기사 분석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 15:30~15:50 휴식 

15:50~17:30 자연지리Ⅰ (5)

좌장: 장동호(공주대학교)
     

[15:50~16:10]

입도분포 특성을 이용한 현재 및 과거 퇴적환경 구분 연구

한민(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

[16:10~16:30]

규조분석을 이용한 남극 연안의 홀로세 환경변화

강이진(사람인터내셔널)

[16:30~16:50]

완도군 신지면 해안퇴적층의 특성과 고해수면 증거

신원정(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6:50~17:10] 

모래 보강에 의한 해안사구 침식방지 효과

최광희(가톨릭관동대학교), 공학양(국립환경과학원), 박성민(국립환경과학원), 

신영규(국립환경과학원)

[17:10~17:30] 

남해안 사천시 대포동 일대에 분포하는 고해안 퇴적물의 형성 과정과 형성 시기: 

한반도 제4기 후기 지각운동의 양식과 변형률 산출을 위한 연구(II)

신재열(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홍성찬(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원대학교�사범대학�교육4호관�로비(포스터)

도시의 지리적 특성과 미세먼지농도의 관계

최예지(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이원중(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정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최광희(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해수유통이 경포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

김보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안영선(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허진호(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이동건(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최광희(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지난 25년간의 강릉 남대천 수질 변화

김재영(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박영보(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김동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최광희(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전남 영광군 하사리 사질 퇴적층 내의 홀로세 연안 범람 증거

신원정(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지질연구센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PBL(Project-based learning):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강릉

지역 해안침식 모니터링

전보애(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조대헌(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최광희(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김민숙(강릉여자고등학교)

선거 캠페인에서의 공간 전략에 대한 연구: 2018년 강릉시 지방선거 현수막을 사례로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GIS 동아리(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과정), 

조대헌(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편의점 자가경쟁 방지를 위한 근접출점 제한거리 분석: 서울시 관악구를 사례로

오충만(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수료), 전창우(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도시확장과 수해 피해의 상관관계 분석

배선학(강원대학교), Heejun Chang(Portland State University)

○ 총회 17:30~17:50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108호



13:00~
13:10

개회사(13:00-13:10) <장소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108호>
개회사 : 김창환 한국지리학회장(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3:10~
14:00 기조강연(13:10~14:00) 장희준(Professor and Chair, Department of Geography, Portland State University.)

BREAK(14:00~14:10)

인문지리 : 교육4호관 101호 지리교육 : 교육4호관 108호 자연지리 : 교육4호관 102호

인문지리Ⅰ(5) / 좌장 :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Ⅰ(4) / 좌장 :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GIS (4) / 좌장 : 배선학(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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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14:30

류주현 세종시로의 전출지역별 상이한 전입 이유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4:10~
14:30

박선영
야외 조사를 통한 고등학교 학생의 지리적 탐구

능력 향상 방안 제시;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검단고등학교 교사, 
고려대학교지리학과

박사과정

14:10~
14:30

박현수, 
장동호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한 쌀보리
재배면적 추정 및 생산량 변화요인 분석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14:30~
14:50

장양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셜 믹스(social mix) 연구 :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대전법동중학교
14:30~
14:50

이동민
지리 교사-연구자 정체성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가톨릭관동대학교

14:30~
14:50

이애진,
박지훈

영산강유역의옹관묘입지및대형옹관유통
-GIS분석과 지형분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공주대학교지리교육과

14:50~
15:10

오동훈, 
신정엽

Paul Wheatley의 도시 기원설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14:50~
15:10

이진희 예비교사들의 공간적 사고력과 태도
전남대학교지리교육과

시간강사
14:50~
15:10

류형원, 
장동호

토지피복과 미세먼지(PM10) 오염농도간의
자기상관성 연구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15:10~
15:30

최아수, 
신정엽

AHP를 이용한 수도권의
아동친화도 공간 분석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15:10~
15:30

황영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 초등 4학년 사회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5:10~
15:30

배선학
텍스트 마이닝을 기법을 활용한 가축질병

(살처분) 관련 신문기사 분석
강원대학교지리교육과

15:30~
15:50

정성훈, 
김경환, 
정혜윤

공용 연구 장비 구축‧활용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접근

강원대학교지리교육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주임연구원, 
강원대학교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경제지리학전공

BREAK(15:30~15:50)

인문지리Ⅱ(5) / 좌장 : 조대헌(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Ⅱ(4) / 좌장 : 류주현(공주대학교) 자연지리Ⅰ(5) / 좌장 : 장동호(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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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
16:10

옥한석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한국문명의 지역적 기초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5:50~
16:10

김기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리교육의 과제

–한반도 지리 구상-
예당고등학교

15:50~
16:10

한민,
양동윤

입도분포 특성을 이용한 현재 및
과거 퇴적환경 구분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

16:10~
16:30

최원회, 
이근화, 
성정락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 개관

공주대학교지리교육과, 
공주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공주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6:10~
16:30

최재영 지리교육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충북대학교
연수연구원

16:10~
16:30

강이진
규조분석을 이용한 남극 연안의

홀로세 환경변화
사람인터내셔널

16:30~
16:50

신성희
공간에 새겨진 계급과 생존

: 세계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의
재해석

고려대학교미래국토연구소, 
문화재청문화재전문위원

16:30~
16:50

주뢰
Detection of the Co-pattern between 
Ambient Fine Particulate Matter and
the Emergency  Department Visitor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6:30~
16:50

신원정
완도군 신지면 해안퇴적층의 특성과

고해수면 증거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6:50~
17:10

이형상
근거이론을 통한 지리지식의

협력적 창출 분석
천안불무중학교

16:50~
17:10

임은진 질문을 활용한 지리수업에서의 미술작품감상법 공주대학교
16:50~
17:10

최광희, 
공학양,
박성민, 
신영규

모래 보강에 의한 해안사구 침식방지 효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립환경과학원

17:10~
17:30

박지훈
한반도의 청동기인들은 취락을 건설할 때

지리환경을 고려했을까 ?
-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 취락을 사례로 -

공주대학교지리교육과
17:10~
17:30

신재열, 
홍성찬

남해안사천시대포동일대에분포하는
고해안퇴적물의형성과정과형성시기: 

한반도제4기후기지각운동의양식과변형률산출을
위한연구(II)

경상대학교지리교육과,
고려대학교지리교육과

총회(17:30-) <장소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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