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한국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 12:00~12:50 상임이사회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3호)

○ 12:30~13:00 등록

○ 13:00~13:10 개회사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3호)

○ 13:10~13:40 기조강연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3호)
   [제주 생활사 : 땅을 중심으로 본 제주도민의 삶]

 고광민(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전 제주대박물관)

○ 13:50~16:40 학술발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1호 ,2호, 3호)

13:50~15:10 복합지리 (4)
좌장: 배선학(강원대학교)

     
[13:50~14:10]
해안지역 Point Cloud 구축을 위한 영상처리 방법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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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정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손승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10~14:30]
일본 홋카이도 다이세츠잔 국립공원의 등산로 관리

김태호(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14:30~14:50]
한국 시∙군∙구 지역의 중심성과 그의 관련 변인 연구

서영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4:50~15:10] 
구한말-일제시대에 간행된 ‘제주도 취급 지지서’의 서지와 주요 내용

최원회(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15:10~15:20 휴식 

[2018년 5월 19일(토)]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3호



15:20~16:20 자연지리 (3) 
좌장: 장동호(공주대학교)

     
[15:20~15:40] 
미국 미시시피강 하류, 해안 습지의 지형과 식생 환경변화, 인간-자연의 역학 관계

류중형(루이지애나 주립대 해양학과 박사과정)
     
[15:40~16:00] 
대청도 옥죽동·대진동의 사구 퇴적물 특성 및 퇴적시기 고찰

신원정(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종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20] 
퍼지 함수를 이용한 암설지형 유형별 지형정보 특성 분석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이성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 16:20~16:40 휴식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2호

13:50~15:10 지리교육Ⅰ (4)
좌장: 최광희(영산강유역환경청)

     
[13:50~14:10]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이슬람 가르치기 - 내러티브가 맥락적 이해와 회상에 미치

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아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4:10~14:30]
초등 사회 지역화 교과서에 나타난 지도 자료의 지도학적 분석과 제언 

-「인천의 생활」을 중심으로

홍태완(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14:30~14:5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와 지리교육

황영은(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14:50~15:10] 
지리수업에서의 메타인지 평가 방법에 대한 모색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 15:10~15:20 휴식 



15:20~16:40 지리교육Ⅱ (4)
좌장: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15:20~15:40] 
지리수업에서 지리공간기술 활용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이소영(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김민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5:40~16:00] 
Human activities in remote sensing and their possible threats to human health: 

taking man-made impervious surface for example

주뢰(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20]
드론촬영 체험학습의 초등 지리교육에 대한 효과

최광희(영산강유역환경청)
     
[16:20~16:40]
관악은 왜 추운가? - 기후 분야에서 학생별 개인지리 구체화과정의 가능성

하승우(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1호  

13:50~15:10 인문지리Ⅰ (4)
좌장: 류주현(공주대학교)

     
[13:50~14:10] 
서울시 학령인구의 공간 분포 탐색

박지희(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4:10~14:30]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공간조성 모델 개발 – 뿌리산업을 사례로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정혜윤(강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하경희(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14:30~14:50]
개발도상국 농촌 바로보기: 농촌지리학의 관점으로 본 캄보디아 트봉크멈 주의 농촌 공간

김권호(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14:50~15:10]
해외봉사활동: 개발협력인가? 봉사관광인가?

권상철(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 15:10~15:20 휴식 

15:20~16:40 인문지리Ⅱ (4)
좌장: 정성훈(강원대학교)

     
[15:20~15:40]
조선시대 ‘설보(雪洑)’의 지리적 의미

조성욱(전북대학교)

[15:40~16:00]
지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탐색

전창우(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20]
지속가능한 문학 장소마케팅

류주현(공주대학교)

[16:20~16:40] 
제주도의 풍수경관

오상학(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 총회 16:40~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3호

[2018년 5월 20일(일)]

○ 제주도 지역 답사



2018 한국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2018.05.19)
시간 일정

12:00-
12:50 이사회(12:00-12:50)<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 3호>

12:30~
13:00 등록(12:30-13:00)

13:00~
13:10

개회사(13:00-13:10) <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셜홀 세미나 3호>
개회사 : 김창환 한국지리학회장(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3:10~
13:40

기조강연(13:10-13:40) <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셜홀 세미나 3호> 
제주 생활사 : '땅'을 중심으로 본 제주도민의 삶 - 고광민(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전 제주대박물관)

BREAK(13:40-13:50)

세미나실 3호(50명 수용 가능) 세미나실 2호(25명 수용 가능) 세미나실 1호(25명 수용 가능)

복합지리(4) / 좌장 : 배선학(강원대) 지리교육Ⅰ(4) / 좌장 : 최광희(영산강유역환경청) 인문지리Ⅰ(4) / 좌장 : 류주현(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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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14:10

유재진/김동우
전형진/윤정호
손승우

해안지역 Point Cloud 구축을 위한
영상처리 방법론 설정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13:50~
14:10

고아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이슬람 가르치기

- 내러티브가 맥락적 이해와 회상에 미치는 영
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3:50~
14:10

박지희 서울시 학령인구의 공간 분포 탐색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14:10~
14:30

김태호
일본 홋카이도 다이세츠잔 국립공원의

등산로 관리
제주대학교지리교육과

14:10~
14:30

홍태완
초등 사회 지역화 교과서에 나타난
지도 자료의 지도학적 분석과 제언

-「인천의 생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석사과정

14:10~
14:30

정성훈
정혜윤
하경희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공간조성 모델 개발 - 뿌리산업을 사례로

강원대학교지리교육과/
강원대학교사회교육과
지리학전공박사과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14:30~
14:50

서영창
한국 시∙군∙구 지역의 중심성과

그의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사범대학
지리교육과박사과정

14:30~
14:50

황영은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와 지리교육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석사과정
14:30~
14:50

김권호
개발도상국 농촌 바로보기: 
농촌지리학의 관점으로 본

캄보디아 트봉크멈 주의 농촌 공간
제주대학교지리교육전공

14:50~
15:10

최원회
구한말-일제시대에 간행된

‘제주도 취급 지지서’의 서지와 주요 내용
공주대학교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4:50~
15:10

장양이
지리수업에서의 메타인지
평가 방법에 대한 모색

대전법동중학교
14:50~
15:10

권상철 해외봉사활동: 개발협력인가? 봉사관광인가?
제주대학교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BREAK TIME(15:10~15:20)

자연지리(3) / 좌장 : 장동호(공주대) 지리교육Ⅱ(4) / 좌장 : 장양이(대전법동중학교) 인문지리Ⅱ(4) / 좌장 : 정성훈(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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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
15:40

류중형
미국 미시시피강 하류, 해안 습지의 지형과
식생 환경변화, 인간-자연의 역학 관계

루이지애나주립대
해양학과박사과정

15:20~
15:40

이소영
김민성

지리수업에서 지리공간기술 활용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박사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5:20~
15:40

조성욱 조선시대 ‘설보(雪洑)’의 지리적 의미 전북대학교

15:40~
16:00

신원정
김종욱
김종연

대청도 옥죽동·대진동의 사구 퇴적물 특성 및
퇴적시기 고찰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충북대학교지리교육과/

15:40~
16:00

주뢰
Human activities in remote sensing and their 
possible threats to human health: taking man

-made impervious surface for example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15:40~
16:00

전창우 지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탐색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16:00~
16:20

장동호
이성호

퍼지 함수를 이용한 암설지형 유형별
지형정보 특성 분석

공주대학교지리학과/
공주대학교지리학과

16:00~
16:20

최광희
드론촬영 체험학습의

초등 지리교육에 대한 효과
영산강유역환경청

16:00~
16:20

류주현 지속가능한 문학 장소마케팅 공주대학교

BREAK(16:20-16:40) 16:20~
16:40

하승우
관악은 왜 추운가? - 기후 분야에서

학생별 개인지리 구체화과정의 가능성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석사과정
16:20~
16:40

오상학 제주도의 풍수경관 제주대학교지리교육과

총회(16:40-17:00) <장소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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