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일시 :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12:00-18:00

장소 :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1호관 1층 

[임원회 · 상임이사회 · 이사회 연석회의]                                     사회: 장동호(공주대)
12:00-13:00 / 102호
정관개정 및 안건 토의
[등록]                                                                     주관: 장동호(공주대)
12:00-13:00 / 1층 로비

[개회식]
[13:00-13:05 100호]

사회: 장동호(공주대)

------------------------- 세션정리[13:05-13:10 / 100호]-------------------------

[자연지리분과 Ⅰ]
[13:10-14:30 / 100호]

좌장: 김진관(전남대)

대전지역의 강우에너지와 강우강도 관계에 대한 연구
임영신 (서울대)/김진관 (전남대)/김종욱(서울대)

고해상도 격자형 기후자료 생산을 위한 SKLM 평가
장동호(공주대)

광주 동림동 유적의 기후환경변화 연구
정혜경(순천대)

환경부 자연환경조사의 동향과 생태  ᆞ환경적 측면의 지형조사 방향
강지현(국립생태원)/이재호(국립생태원)

---------------------- [Breaktime] [14:30-14:40 / 100호]----------------------

[자연지리분과 Ⅱ]
[14:40-16:00 / 100호]

좌장: 정혜경(순천대)

강릉 정동진 일대 해안단구의 IRSL 연대와 제4기 단층과의 관련 가능성 탐색
홍성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최정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김종욱(서울대)

정동진 해안 단구 퇴적층의 특성에 대한 예비 고찰
김종연(충북대)

방포해빈 자갈추적자 모니터링 결과 (2015년 2월 – 4월)
한민(서울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김종욱(서울대)

광승리 구릉 적색퇴적층의 지구화학적 특성 및 OSL 연대측정 연구 
신원정(서울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김종연(충북대)/최정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김종욱(서울대)

---------------------- [Breaktime] [16:00-16:10 / 100호]----------------------

[자연지리분과 Ⅲ]
[16:10-17:30 / 100호]

좌장: 장동호(공주대)

전남 영산강 유역 지오투어리즘 위한 기초연구 - 영산강 유역 소비유적 입지와 수계망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
이애진 (공주대)/박지훈(공주대)

공주지역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초 연구 - 문화유산의 지형적 입지특성을 중심으로 -
최성재 (공주대)/이애진(공주대)/박지훈(공주대)

“고고지형학 ; 고고학자에게 필요한 지형학-”이란 ? - 발표자의 14년 연구성과물을 중심으로 -
박지훈(공주대)

韓國 海岸의 波蝕臺에 나타나는 後氷期 高海面 地形 - 변산반도 적벽강의 파식대를 중심으로 -
최성길 (공주대)

---------------------------------------------------------------------------



[자연지리분과 Ⅳ] 
[13:10-14:50 / 101호]

좌장: 김종연(충북대)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
     김창환(강원대)/정해용(강원대)/이예지(강원대)

충청남도 북동부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전파에 미친 지형요소의 영향
 - 느린 얼카덩어리 류와 얼카덩어리 잘 넘어간다 류를 중심으로 -

유재진 (공주대)/장동호(공주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방댐의 관리방안 연구 - 강원도 지역을 사례로 -

김창환(강원대)/김미연(강원대)
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을 적용한 지리사진 촬영 최적시간 도출에 관한 연구

     김창환(강원대)/최도현(강원대)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이용한 생태하천복원지역의 지표특성 분석 : 대전천을 대상으로         

김재엽(공주대)/장동호(공주대)

---------------------- [Breaktime] [15:40-17:20 / 101호]----------------------

[지리교육분과]
[15:40-17:20 / 101호]

좌장: 류주현(공주대)

선생님은 어려웠고, 학생들은 쉬웠다. - 고등학교 학업성취 평가 문항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 차이 연구 -
김기남(예당고등학교)

지리공간기술 기반 서비스 러닝: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김민성(대구가톨릭대)

지리 수업에서의 자아성찰적 실천과 브릿징(Bridging) 
최재영(서울대)

글로벌 상품사슬 개념의 지리교육적 함의
이동민(전남대)

라캉의 정신분석 관점으로 초등 지리 수업 읽기
김미혜(전남대)

---------------------------------------------------------------------------

[인문지리분과Ⅰ]
[14:30-15:50 / 102호]

좌장: 신정엽(서울대)

서울시 어린이집 분포에 관한 공간적 형평성 연구: 접근성 측정을 중심으로
김하나 (서울대)/제갈영(국토연구원)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이주연구
이용균(전남대)

사이공간의 혼종과 교차의 지리로서 로컬리티 연구
최태양 (전남대)/이용균(전남대)

强小國 리히텐슈타인 
류주현(공주대)

----------------------- [Breaktime] [15:50-16:00 / 102호]----------------------

[인문지리분과Ⅱ]
[16:00-17:20 / 102호]

좌장: 이건학(서울대)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공간성 탐색
채희원(서울대)

정약용의 지리적 관심에 대한 고찰: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중심으로
장필영(서울대)



일제강점기 경성 공업의 시공간 클러스터 탐색
오창화(고려대)

순천만에 도래하는 흑두루미(Grus Monacha) 월동 서식지 모델 개발 및 적용

이얼(고려대)

---------------------------------------------------------------------------
    

[총회]
사회 : 장동호(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17:30-18:00 / 100호]
회장 선출/ 신구회장 인사
정관개정
부서별 업무보고
안건 토의 및 건의

--------------------------------------------------------
[간친회]

사회 : 장동호(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18:00-19:00 / 간친회 (전대 BTL쪽문 -> 100m 지점 “맛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