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 12:30~13:30 이사회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201호)

○ 13:30~14:00 등록

○ 13:30~13:50 개회사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101호)
   
 ※ 13:50~14:00 휴식 

○ 14:00~18:00 학술발표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101호, 201호, 301호)

14:00~15:00 특별세션 : 지형을 이용한 활성단층연구Ⅰ(3)
좌장: 이광률(경북대학교)

[14:00~14:20] 
한반도 현생 지각운동과 활성단층

신재열(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4:20~14:40] 
지형학적 지시자를 활용한 양산단층의 지형변위 추적

오정식(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성영배(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15:00] 
양산 단층대 안강, 경주 권역의 단층 관련 지형 분포와 활성 단층 추정

이광률(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충선(경북대학교 지리학과)

※ 15:00~15:10 휴식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101호

▪ 일시 : 2017년 12월 2일(토) 13:30~20:00

▪ 장소 :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 주최 : 한국지리학회

▪ 주관 :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5:10~16:30 특별세션 : 지형을 이용한 활성단층연구Ⅱ(4)
좌장: 이광률(경북대학교)

[15:10~15:30] 

지형을 이용한 slip rate 측정: Altyn Tagh Fault를 사례로

성영배(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5:30~15:50] 

지형 지시자(Geomorphic marker)를 통한 포항시 북부의 조구조 지형 분석

이초희(고려대학교 지리학과)

     

[15:50~16:10] 

수치고도모형 기반 하천종단 분석을 통한 신기 지각변동 추정 방법 및 적용 사례 소개

변종민(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과)

     

[16:10~16:30]

Integral approach for detecting migration of catchment divide on Taebaek 

Mountain Range

김동은(고려대학교 지리학과), 성영배(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 16:30~16:40 휴식 

16:40~17:40 인문지리(3)
좌장: 김장수(공주대학교)

[16:40~17:00]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과 지오빌리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양구・고성군 지오빌리지를 중심으로 -

정해용(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창환(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7:00~17:20]

최남선의 『소년』지의 지리내용 분석과 고찰

채민진(전남대학교 석사과정), 박철웅(전남대학교)

     

[17:20~17:40]

16세기 상경 재지사족의 강학공간조성 연구

김규순(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 17:40~18:10 휴식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201호
14:00~15:00 특별세션 : 산업단지의 경제지리학(3)

좌장: 정성훈(강원대학교)

[14:00~14:20] 
강원대학교 캠퍼스 산학협력단지의 기획단계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고찰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4:20~14:40] 
노후산업단지의 공간 이용과 애로사항에 관한 연구 :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를 사례로

정혜윤(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14:40~15:00] 
재생사업을 활용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시화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길홍((재)시흥산업진흥원)

허시영((재)시흥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석사과정)

※ 15:00~15:10 휴식 

15:10~16:30 특별세션 : 지역산업의 경제지리학(4)
좌장: 정성훈(강원대학교)

[15:10~15:30] 
경제지리적 요인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충청남도를 사례로

이홍택(충남연구원,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15:30~15:50] 
지역 연고‧풀뿌리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원도 양구군을 사례로

문승희(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15:50~16:10]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통합적 분석방법과 지역산업에의 적용 가능성

황인균(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16:10~16:30]
3D프린팅 기술 확산에 따른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 환상과 실제

김경환(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 16:30~16:40 휴식 



16:40~17:40 지리정보(3)
좌장: 변종민(육군사관학교)

[16:40~17:00]

공간필터링을 이용한 한국 말라리아의 공간적 결정요인 다수준분석

김세형(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17:00~17:20]

위치기반 소셜 데이터의 분포를 활용한 토지이용 분류

홍일영(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17:20~17:40]

항공 군사시설 규제가 민간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성남시 아파트를 사례로

이해석(고려대학교 지리학과)

     

※ 17:40~18:10 휴식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301호

14:00~15:00 지리교육Ⅰ(3)
좌장: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14:00~14:20] 

한국과 중국 예비교사들의 공간적 사고 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이진희(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4:20~14:40] 

세계 지리교육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전남대학교 교직부)

[14:40~14:50] 

지리 수업과 카스피 해 자원 분쟁

김한승(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최재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 15:00~15:10 휴식 



15:10~16:10 지리교육Ⅱ(3)
좌장: 김감영(경북대학교)

[15:10~15:30] 

중일간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영토교육

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15:30~15:50] 

영어시간에 떠나는 세계여행 

황영은(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15:50~16:10] 

메타인지 함양을 위한 지리과 수업설계와 그 효과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 16:10~16:40 휴식 

16:40~18:00 복합지리(4)
좌장: 성영배(고려대학교)

[16:40~17:00]

퇴적층 분석을 통한 고환경 변화 및 고대 포구 입지 가능성 기초 연구

한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연구생)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임재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7:00~17:20]

한반도 중부 남해안 화태도의 해성단구 조사 중간보고

최성길(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7:20~17:40]

충남 아산 지역 농촌 및 가촌의 입지 및 형태의 현상

최원회(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7:40~18:00]

공릉천 중상류 구간 조립질 하상 퇴적물 입도 및 형상에 관한 연구

진훈(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 18:00~18:10 휴식 

○ 총회 18:10~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101호)

  [주요안건] 지역 전문가 양성 제도 설명회(한국지리학회 회장), 부서별 보고 등



※ 찾아오시는 길

○ 교통 안내 

1. 동대구역 및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택시 약 5분 (경북대 동문 하차)

2. 고속버스터미널 택시 약 5분 (경북대 동문 하차)

3. 동대구역 및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버스 937번 약 15분 (경북대 동문 하차)

○ 유의사항 안내 

1. 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로 경북대학교 수시 AAT일정과 학회 일정이 겹치게 되

어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유의하시고 학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17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2017.12.02)
시간 일정

12:30-
13:30 이사회(12:30-13:30) <장소 :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201호>

13:30-
14:00 등록(13:30-14:00)

13:30-
13:50

개회사(13:30-13:50) <장소 :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101호>
개회사 : 김창환 한국지리학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BREAK(13:50-14:00)

우당교육관 101호 우당교육관 201호 우당교육관 301호

특별세션 : 지형을 이용한 활성단층연구Ⅰ(3) / 좌장 : 이광률(경북대학교) 특별세션 : 산업단지의 경제지리학(3) / 좌장 :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Ⅰ(3) / 좌장 :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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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14:20

신재열 한반도 현생 지각운동과 활성단층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4:00-
14:20

정성훈
강원대학교 캠퍼스 산학협력단지의 기획단계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고찰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4:00-
14:20

이진희
한국과 중국 예비교사들의

공간적 사고 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4:20-
14:40

오정식
성영배

지형학적 지시자를 활용한
양산단층의 지형변위 추적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4:20-
14:40

정혜윤
노후산업단지의 공간 이용과 애로사항에 관한
연구 :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를 사례로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14:20-
14:40

이동민
세계 지리교육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전남대학교 교직부

14:40-
15:00

이광률
박충선

양산 단층대 안강, 경주 권역의 단층 관련
지형 분포와 활성 단층 추정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14:40-
15:00

정길홍
허시영

재생사업을 활용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시화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시흥산업진흥원
(재)시흥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석사과정)

14:40-
15:00

김한승
최재영

지리 수업과 카스피 해 자원 분쟁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BREAK(15:00-15:10)

특별세션 : 지형을 이용한 활성단층연구Ⅱ(4) / 좌장 : 이광률(경북대학교) 특별세션 : 지역산업의 경제지리학(4) / 좌장 :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Ⅱ(3) / 좌장 : 김감영(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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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
15:30

성영배
지형을 이용한 slip rate 측정: 
Altyn Tagh Fault를 사례로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5:10-
15:30

이홍택
경제지리적 요인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충청남도를 사례로

충남연구원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15:10-
15:30

이상균
우성민

중일간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영토교육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15:30-
15:50

이초희
지형 지시자(Geomorphic marker)를 통한

포항시 북부의 조구조 지형 분석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15:30-
15:50

문승희
지역 연고‧풀뿌리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원도 양구군을 사례로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15:30-
15:50

황영은 영어시간에 떠나는 세계여행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

과정

15:50-
16:10

변종민
수치고도모형 기반 하천종단 분석을 통한
신기 지각변동 추정 방법 및 적용 사례 소개

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과

15:50-
16:10

황인균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통합적 분석방법과

지역산업에의 적용 가능성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15:50-
16:10

장양이 메타인지 함양을 위한 지리과 수업설계와 그 효과 대전법동중학교

16:10-
16:30

김동은
성영배

Integral approach for detecting migration of 
catchment divide on 

Taebaek Mountain Range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6:10-
16:30

김경환
3D프린팅 기술 확산에 따른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 환상과 실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BREAK(16:10-16:40)

BREAK(16:30-16:40)

인문지리(3) / 좌장 : 김장수(공주대학교) 지리정보(3) / 좌장 : 변종민(육군사관학교) 복합지리(4) / 좌장 : 성영배(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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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0-
17:00

정해용
김창환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과

지오빌리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양구・고성군 지오빌리지를 중심으

로 -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6:40-
17:00

김세형
공간필터링을 이용한 한국 말라리아의

공간적 결정요인 다수준분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
과

석사과정

16:40-
17:00

한민
양동윤
임재수

퇴적층 분석을 통한 고환경 변화 및
고대 포구 입지 가능성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
과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
질환경재해연구센터 연구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
경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
경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7:00-
17:20

채민진
박철웅

최남선의 『소년』지의 지리내용 분석과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17:00-
17:20

홍일영
위치기반 소셜 데이터의 분포를 활용한

토지이용 분류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17:00-
17:20

최성길
한반도 중부 남해안 화태도의 해성단구 조사

중간보고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7:20-
17:40

김규순 16세기 상경 재지사족의 강학공간조성 연구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7:20-
17:40

이해석
항공 군사시설 규제가 민간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성남시 아파트를 사례로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17:20-
17:40

최원회
충남 아산 지역 농촌 및

가촌의 입지 및 형태의 현상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BREAK(17:40-18:10)
17:40-
18:00

진훈
김종욱

공릉천 중상류 구간 조립질 하상 퇴적물 입도
및 형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BREAK(18:00-18:10)

총회(18:10-) <장소 :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101호>
[주요안건] 지역 전문가 양성 제도 설명회(한국지리학회회장), 부서별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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