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일정(2016.05.28)
시간 일정

11:30-12:30 이사회(11:30-12:30) <장소 : 10-1동 102호>

13:00-13:20 등록(13:00-13:20)

13:10-13:30 개회사 및 기조연설(13:10-13:30) <장소 : 10-1동 101호>
개회사 : 김창환(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기조연설: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0-1동 101호(180명 수용가능) 10-1동 507호(80명 수용가능) 10-1동 501호(45명 수용가능)

자연지리세션1 (5) / 좌장 :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GIS세션1 (5) / 좌장 : 홍일영(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 인문지리세션(5) / 좌장 : 정성훈(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시간 발표자 제목 시간 발표자 제목 시간 발표자 제목

13:30-13:45

김동은(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성영배(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최광희(영산강유역환경청)
유병용(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사태에 따른 유역분지 단위 침식율의 변화: a case study 
from the Seti River, central Nepal

13:30-13:45 전창우(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서울특별시의 저소득 독거노인의 공간적 분포 탐색 13:30-13:45 채희원(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서울시 구릉지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탐색

13:45-14:00 성영배(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OSL과 우주선유발동위원소를 이용한 단구의 연대측정: 차이

점의 지형학적 함의
13:45-14:00 이창호(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Synthetic Aperture Radar Inteferometry 기법을 이용한
지형변화감지

13:45-14:00 오창화(고려대학교 지리학과) 공간회귀를 이용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원인 분석

14:00-14:15

이현희(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성영배(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전영권(대구카돌릭대학교 지리교육과)
유병용(한국과학기술원 AMS연구실)

대구 비슬산 암괴류의 노출연대측정: 형성프로세스와 고기
후 함의

14:00-14:15 이소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여성가구주의 분포와 주택가격과의 공간적 상관성 탐색 14:00-14:15 오동훈(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옴스테드의 도시공원 작품에 반영된 주요 사상

14:15-14:30 최광희(영산강유역환경청) 우주선유발 동위원소 36Cl을 이용한 화산섬의 침식률 추정 14:15-14:30 주뢰(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The detection of co-pattern between nighttime light and 
the incidence cases of breast cancer of women in Korea

14:15-14:30 김대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개항기 목포의 각국 조계 형성과정

14:30-14:45

변종민(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백경록(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부교
수)

유역의 프랙탈 특성 관점에서 살펴본 하천종단의 요형도
(Combined processes for concave channel profile formati

on: Fractal river basin perspective)
14:30-14:45 임창민(고려대학교 지리학과) 국내 결핵환자 발생의 사회적 결정 요인 공간 분석 14:30-14:45 신성희(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구소)

'사회적 자연' 개념과 자연-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금강산과
명산 여행을 사례로'

Coffee Break(14:45-15:00)

자연지리세션2 (6) / 좌장 : 배선학(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GIS세션2 (5) / 좌장 : 이상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융복합세션1 (5) / 좌장 : 조성욱(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 발표자 제목 시간 발표자 제목 시간 발표자 제목

15:00-15:15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해안 퇴적층 세립 충진 물질의 화학 조성에 대한 연구

- 정동진의 퇴적층을 대상으로
15:00-15:15 김명진(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간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선거구 획정 15:00-15:15

위눈솔(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전라북도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연구 –노령산맥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15:15-15:30

한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지질연구실)

유재형(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태풍에 의한 거제 여차 해빈의 자갈 이동 추적 15:15-15:30 이건학(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와이파이 기반 도시 무선 메쉬 네트워크 최적화 15:15-15:30
박현수(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충청북도 상사류 및 짧은방아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전파에 관
한 연구 : 지형요소를 중심으로

15:30-15:45 홍성찬(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릉-동해 일대의 해안단구 퇴적물의 풍화특성 15:30-15:45 김감영(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주택시장지역 구획을 위한 공간 최적화 모형 15:30-15:45 신정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문학지리의 지리정보 서비스: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을 사례로

15:45-16:00
임영신(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영산강 보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 평가 15:45-16:00 김종근(한국감정원) 통행패턴을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최적화 15:45-16:00 이광률(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자연경계와 행정경계의 불일치 지역에 대한 연구

16:00-16:15 신원정(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영광 해안 사구 퇴적층의 형성 연대 16:00-16:15 홍일영(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국내 지오소셜 데이터의 공간분포 16:00-16:15

정해룡(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정보
체계과정 박사수료)

김창환(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한반도 DMZ 접경지역의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16:15-16:30 최광용(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부교수) 우리나라 지방기상청의 기상기후 서비스 개선 방향 Coffee Break(16:15-16:30)

고고지리세션(4) / 좌장 : 이의한(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지리교육세션(5) / 좌장 : 권영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융복합세션2 (5) / 좌장 : 김영호(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 발표자 제목 시간 발표자 제목 시간 발표자 제목

16:30-16:45
최성재(서천 판교중학교 교사)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애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지리적 관점에서 본 문화유적의 입지 연구
- 충남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

16:30-16:45 김민성(대구가톨릭대학교) 공간적 시민성의 이해 16:30-16:45

나평순(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최원회(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북촌의 물길과 삶

16:45-17:00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애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지리적 관점에서 본 옹관묘 입지 연구

-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
16:45-17:00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초등교사들의 지리교과 전문성 정체성 인식 및
형성유형에 관한 연구

16:45-17:00
최원회(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전통적 촌락 지역의 지역적 정체성 분석: 충남 홍성군 결성면
지역을 사례로

17:00-17:15 이애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한국 고고유적의 화분분석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17:00-17:15 고아라(명인초등학교) 한국 초등학생들의 아프리카에 관한 인식 17:00-17:15

나평순(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임은진(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미술 속 지리수업

17:15-17:30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안소현(일본 팔레오라보(Paleolabo) 연구원)
화분분석으로 본 부여 홀로세(약 8,400yrBP~현재) 환경변화

연구 - 부여 가탑리 유적을 중심으로 -
17:15-17:30 최재영(서울대학교) 구성주의 기반 지리 교육을 위한 실제적 과제 개발에 관한 연구 17:15-17:30

최원회(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집촌과 산촌의 입지적 및 형태적 관성
: 충남 지역 촌락을 사례로

17:30-17:45 총회준비 17:30-17:45 황규덕(서울대학교) 만화 속 경관을 통한 지역 읽기 -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17:30-17:45
이두현(수원 영생고등학교 교사)
최원회(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국내외 창조도시의 연구 동향

총회(18:00-) <장소 : 10-1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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