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지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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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지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

정 : 2018년 10월 19일(금) 13:00-18:20, 10월 20일(토) 영천시 일대 답사

- 장

소 :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201호, 301호

- 주

최 : (사)한국지역지리학회,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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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사)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세부 일정

12:00-13:00

▸ 등록 및 상임이사회 (201호)

13:00-13:30

▸ 한국지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회식 (201호)
▸ 특별 발표 – 인구과소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

13:30-14:50
(201호)
휴식시간(10분)

14:50-15:00

15:00-16:20

▸ 지역지리 Ⅰ
(201호)

(301호)

휴식시간(10분)

16:20-16:30

16:30-17:50

▸ 지역지리 Ⅲ

▸ 지역지리 Ⅱ

▸ 지역지리 Ⅳ
(201호)

17:50-18:20

▸ 한국지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폐회식 및 총회 (201호)

18:20-

▸ 만찬

(301호)

□ 특별 발표 (13:30-14:50)(80분)
사회: 장후은(경상대학교)
1. 이종호/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인구감소시대, 지역의 대응 방안
2. 후쿠자와 야스히로/일본 홋카이도정보대학
-인구과소지역의 발전 전략 : 일본 홋카이도를 사례로
토론: 이철우(좌장, 경북대학교), 이영아(대구대학교), 이강원(전북대학교)

□ 지역지리 I (15:00-16:20) (80분)
사회: 양윤석(대구가톨릭대학교)
3. 양윤석/대구가톨릭대학교
-『鄭鑑錄』의 십승지에 대한 지형적 특성과 풍수지리연구
:예천 금당실마을을 중심으로
4. 박성대·전영권/대구가톨릭대학교
-힐링 장소와 풍수의 상관성 모색
5. 안갑수/대구가톨릭대학교
-풍수지리학의 명당론과 그 실체적 의미에 대한 고찰
6. 박수경/상명대학교
-대만의 민속신앙에서의 영적 치유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 바다의 여신(마조신)을 중심으로

□ 지역지리 II (16:30-17:50) (80분)
사회: 김명엽(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은석인/전북대학교
-중국의 호구제도와 도시-농촌 관계: 배경, 문제, 개혁
8. 박규택/부산대학교
-언어/이미지, 물질, 제도의 교차지대로서 대구 ‘차이나타운’의 지속과 변화
9. 김명엽/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우리나라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지역지원계정 평가를 중심으로
10. 김효미/경북대학교
-대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지역지리 III (15:00-16:20)(80분)
사회: 조철기(경북대학교)
11. 황규덕, 박배균/서울대학교
-지리교육에서 장소 이해에 대한 관계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12. 조성욱/전북대학교
-지역지리교육 관련 용어에 대한 논의
13. 송언근/대구교육대학교
-초등 사회과 지역 교과서에서 본 교육과정 지역화의 특징
14. 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프랑스 지리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학습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 지역지리 Ⅳ (16:30-17:50)(80분)
사회: 신재열(경상대학교)
15. 김병연/대구고등학교
-들뢰즈와 지역지리교육
16. 우현지, 김영훈/ 한국교원대학교
-트윗 데이터의 토픽 모델링 기반 시공간 장소 특성
17. 박정환, 김영훈/충남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응급의료서비스의 공간적 접근성 시계열 연구:
충청남도 유소년층을 사례로
18. 신재열, 홍성찬/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남해안 사천시 대포동 일대에 분포하는 고해안 퇴적물의 형성 과정과 형성 시기
: 한반도 제4기 후기 지각운동의 양식과 변형률 산출을 위한 연구(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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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찾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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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만찬 안내
- 일

정 : 2018년 10월 19(금) 18:20~

- 장

소 : 학술대회 당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사 안내
• 2018년 10월 20일(토) 09:00~ 영천시 일대: 농업 6차 산업의 현장 답사
09:00 경북대학교 출발
10:00 운주산승마장 도착
견학 및 체험
11:00 운주산승마장 출발
11:10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도착
영천시와인터널 견학
11:40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출발
12:00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We와이너리 도착
견학 및 점심식사
14:00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와이너리 출발
14:30 동대구역 도착

• 학술대회 당일 자세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