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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지역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정 : 2018년 4월 20일(금) 13:00-18:20, 4월 21일(토) 세종시 일대 답사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관 509호, 503호, 504호, 505호

- 주

최 : (사)한국지역지리학회,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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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사)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세부 일정

12:00-13:00

▸ 등록 및 상임이사회 (503호)

13:00-13:30

▸ 한국지역지리학회 정기학술대회 개회식 (509호)
▸ 특별 발표 –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망과 과제

13:30-14:50
(509호)
휴식시간(10분)

14:50-15:00

15:00-16:20

▸ 지역지리 Ⅰ
(504호)

(505호)

휴식시간(10분)

16:20-16:30

16:30-17:50

▸ 지역지리 Ⅲ

▸ 지역지리 Ⅱ2

▸ 지역지리 Ⅳ
(504호)

17:50-18:20

▸ 한국지역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폐회식 및 총회 (509호)

18:20-

▸ 만찬

(505호)

□ 특별 발표 (13:30-14:50)(80분)
사회: 이영아(대구대학교)
1. 이원섭/국토연구원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공간전략
2. 송우경/산업연구원
-문재인 정부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 이철우(좌장, 경북대학교),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원광희(충북연구원)

□ 지역지리 I (15:00-16:20) (80분)
사회: 장후은(경상대학교)
3. 이철우, 전지혜/경북대학교
- 구미 IT산업 클러스터의 회복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
4. 엄은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신발산업 GPN의 변화와 한인기업공동체의 공간전략: 부산-동남아 연결성을 중심으로
5. 최돈정, 박정환/충남연구원
-공간 입지-배분(Spatial Location-Allocation) 모형기반의 화재 출동거점 선정 연구:
충청남도를 사례로
6. 최돈정, 박정환/충남연구원
-소상공인 입지특성과 유동인구의 공간적 상관성에 관한 그리드 기반 연구:
천안·아산시를 사례로-

□ 지역지리 II (16:30-17:50) (80분)
사회: 조철기(경북대학교)
7. 황진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념 중심의 지역지리 강의의 필요성: 유럽지역 강의 경험을 중심으로
8. 김갑철/대구교육연구정보원
-세계 ‘타자’에 대한 지리교육 전문가들의 인식과 경험: 통치성 분석
9. 심정보, 조철기/서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 신설된 필수과목 지리총합의 특성

□ 지역지리 III (15:00-16:20)(80분)
사회: 김걸(한국교원대학교)
10. 최병두/대구대학교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11. 이용우, 변필성, 임지영/국토연구원
-시나리오플래닝 기법을 활용한 대전-세종-청주대도시권 미래전망과 과제
12. 송세윤, 김걸/대전여자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와 CCTV의 CPTED 효과 분석

□ 지역지리 Ⅳ (16:30-17:50)(80분)
사회: 김상조(국토연구원)
13. 김보은, 김영훈/충북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긴급대응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청주시 심정지 환자 발생 출동을 사례로
14. 김오석, 이영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의 지역별 현황 분석
15. 손명원/대구대학교
-보 건설이 자갈하상 지형 발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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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찾아오는 길

학술대회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관 5층
- 후문에서 오실 경우
후문(캠퍼스맵 29번)에서 약 500m 직진하면 왼쪽에 교육연구관(캠퍼스맵 14번)이 있음
- 정문에서 오실 경우
정문(캠퍼스맵 28번)에서 원형로터리까지 200m 직진 후 원형로터리를 돌아 좌회전 100m 지점 우
측에 교육연구관이 있음

교육연구
관

□ 교통 안내
1. 승용차 안내
- 고속도로 이용시
① 경부 고속도로 이용: 청주 I·C를 통과하여 조치원 방면으로 약 2㎞
② 중부 고속도로 이용: 서청주 I·C를 통과하여 조치원 방향으로 약 5.5㎞
- 국도 이용시
① 조치원에서 청주 방면으로 10㎞ 직진 후 미호 삼거리에서 우회전 1.5㎞ 지점
② 청주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12㎞ 직진 후 미호 삼거리에서 좌회전 1.5㎞ 지점
2. 버스 안내
- 버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청주까지 고속버스 운행
- 시내버스 이용 안내
고속(시외)버스 이용시 청주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조치원행(좌석 502번, 일반 511번)이나
한국교원대행(513번, 513-1번, 514번, 515번) 탑승 후 20분 정도 소요
※ 조치원행 버스는 본교를 경유하지 않으므로 “미호 삼거리”에서 하차 후 도보 15분
3. 기차 안내
- 일반 철도: 경부선, 호남선 및 전라선 조치원역 경유
조치원역 앞에서 청주행(좌석 502번, 일반 515번) 탑승 후 15분 정도 소요
- 오송 KTX역 이용시
오송역 앞에서 청주행(일반511, 517, 520번) 버스 이용(10분 정도 소요)
※ 청주행 버스는 본교를 경유하지 않으므로 “미호 삼거리”에서 하차 후 도보 15분

미호삼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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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안내
- 일

정 : 2018년 4월 20일(금) 18:20~

- 장

소 : 폐회식 및 총회 때 공고하겠습니다.

답사 안내
• 2018년 4월 21일(토) 09:00~ 세종시 일대
• 학술대회 당일 안내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