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연례학술대회 ] 금요일 세부 일정

1) 11:30 ~ 12:00 등록

2) 12:00 ~ 13:10 점심 식사

3) 13:15 ~ 13:30 개회사 및 축사
B101호
⚫ 사회

박정재

(2018 지리학대회 학술위원장)

⚫ 개회사

이철우

(2018 지리학대회 조직위원장)

⚫ 축사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 축사

윤황

(충남연구원장)

4) 13:30 ~ 13:45 기조강연
⚫ 기조강연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4) 14:00 ~ 15:40

기획

[ 주제 1: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대안 ]

14:00 ~ 15:40

B101호

좌장: 이정록(전남대학교)

⚫ 14:00 ~ 14:20

문재인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성훈(강원대학교)

⚫ 14:20 ~ 14:40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과 문화의 협력

이병민(건국대학교)

⚫ 14:40 ~ 15:00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지역혁신전략

김선배(산업연구원)

⚫ 15:00 ~ 15:40

종합토론

좌장: 이정록(전남대학교)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서봉만(인천발전연구원)
이용우(국토연구원)
정지은(충남연구원)

특별
[ 충청남도 공간의 통찰과 지역 데이터의 활용 ]

14:00 ~ 15:40

충남연구원
B110호
사회: 박정환(충남연구원)

⚫ 14:00 ~ 14:30

인구와 교통 데이터의 시각화

⚫ 14:30 ~ 15:00

소상공인 점포의 분포와 환경요인의 공간적 영향관계
에 관한 실증연구

⚫ 15:00 ~ 15:40

모바일 유동인구자료의 소개 및 활용방안

김승범(VW LAB)
박정환(충남연구원)

최진영(SK Geovision)

6) 15:40 ~ 16:00 휴식

7) 16:00 ~ 18:00

기획
[ 주제 2: 한반도 평화시대, 지리학의 역할 ]

16:00 ~ 18:00
⚫ 16:00 ~ 16:20

B101호

좌장: 박수진(서울대학교)
역사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한국 비무장지대
(DMZ)와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분석

김오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Marco Neubert(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 16:20 ~ 16:40

남북협력시대 접경지역 발전전략: 트윈시티

한지혜(경기연구원)
이정훈(경기연구원)

⚫ 16:40 ~ 17:00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 토지이용제도와 발전방향

⚫ 17:00 ~ 17:20

북한 지리연구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

⚫ 17:20 ~ 18:00

종합토론

김미숙(LH 토지주택연구원)

이민부(한국교원대학교)

좌장: 박수진(서울대학교)
박배균(서울대학교)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진종헌(공주대학교)
홍원표(충남연구원)

특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적 포용 ]

16:00 ~ 18:00
⚫ 16:00 ~ 16:30

한국국토정보공사
B110호

사회: 박지만(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재난대응 재해조사체계 구축

양재훈(한국국토정보공사)
김창민(한국국토정보공사)
김은재(한국국토정보공사)
조안나(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현진(한국국토정보공사)

⚫ 16:30 ~ 17:00

국토정보기반 소규모 저수시설 관리체계 지원

박진우(한국국토정보공사)
고경환(한국국토정보공사)
송기선(한국국토정보공사)
조용진(한국국토정보공사)
박수지(한국국토정보공사)

⚫ 17:00 ~ 17:30

국토정보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복지 예산수립

이상선(한국국토정보공사)

의사결정지원

남한식(한국국토정보공사)
조두영(한국국토정보공사)
양혜림(한국국토정보공사)
이민섭(한국국토정보공사)

⚫ 17:30 ~ 18:00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의사결정지원

이선희(한국국토정보공사)

체계

김치훈(한국국토정보공사)
박소영(한국국토정보공사)
이윤관(한국국토정보공사)
박소영(한국국토정보공사)

[ 2018년 연례학술대회 ] 토요일 세부 일정
1) 09:30 ~ 10:00 등록
2) 10:00 ~ 11:40

특별
[ 분단과 경계의 신지정학 ]

10:00 ~ 11:40
⚫ 10:00 ~ 10:15

⚫ 10:15 ~ 10:30

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B103호

사회: 이승욱(KAIST)
절합된 (비)경제적 관행의 공간 : 북한 시장화에 대한

김부헌(동국대학교)

경제주체의 일상생활속 대응전략

이승철(동국대학교)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스펙터클 정치와 ‘민족-자연’의

황진태(서울대학교)

생산
⚫ 10:30 ~ 10:50

북한 밖에서 북한 만들기 - 유럽 탈북민들의 초국적

신혜란(서울대학교)

네트워크와 정체성 형성
⚫ 10:50 ~ 11:05

냉전의 진열과 쇼핑 : DMZ 전망대를 통해 살펴본 냉
전경관의 구성

지상현(경희대학교)
조현진(경희대학교)
류제원(경희대학교)
장한별(경희대학교)
이진수(아이다호대학교)

⚫ 11:05 ~ 11:20

접경과 안보의 도시지정학: 대북전단살포와 스케일 정
치

⚫ 11:20 ~ 11:40

토론

이승욱(KAIST)

최영진(서울대학교)
정현주(서울대학교)
박배균(서울대학교)

일반
[ 기후학/생물지리학 ]

10:00 ~ 11:40
⚫ 10:00 ~ 10:15

B101호

사회: 류호상(전북대학교)
도서지(島嶼誌)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도서(島嶼)지

김현희(경희대학교)

역환경

김다빈(경희대학교)
황가영(경희대학교)
공우석(경희대학교)

⚫ 10:15 ~ 10:30

경기도 도서(島嶼)지역 식물상의 섬생물지리학적 특성

김현희(경희대학교)
김다빈(NatureGraphy)
송현호(경희대학교)
황가영(경희대학교)
공우석(경희대학교)

⚫ 10:30 ~ 10:45

⚫ 10:45 ~ 11:00

⚫ 11:00 ~ 11:15

우리나라 여름철 극한고온현상의 발생패턴과 그 특성

김유진(건국대학교)

에 관한 연구

최영은(건국대학교)

극한기온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 변화에 관한 연

정은지(건국대학교)

구

이승호(건국대학교)

고해상도 격자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상세기후지역

최영은(건국대학교)

구분과 전망

김유진(건국대학교)
김민기(건국대학교)
박미나(건국대학교)
민숙주(건국대학교)

⚫ 11:15 ~ 11:30

홀로세 기후변화 모델링: 동향과 전망

박효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Andrew Stewart(UCLA)
김성중(극지연구소)
서경환(부산대학교)
김서연(서울대학교)
손석우(서울대학교)

[ GIS ]

B104호

10:00 ~ 11:40
⚫ 10:00 ~ 10:20

사회: 홍성연(경희대학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

조원호(서울대학교)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을 모방한 활동-통행 선택 알고리
즘

박운호(경희대학교)

⚫ 10:40 ~ 11:00

총기 범죄 자료를 이용한 시공간 분석과 지역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연구

양병윤(드폴대학교)

⚫ 11:00 ~ 11:20

Assessing public transit performance using

박용하(서울대학교)

⚫ 10:20 ~ 10:40

임용호(서울대학교)

황철수(경희대학교)

real‐time data: spatio‐temporal patterns of bus
⚫ 11:20 ~ 11:40

operation delays in Columbus, Ohio, USA
통행전이확률을 이용한 스마트카드 통행목적 추론 방
안

[ 경제지리학 ]

황정환(경희대학교)

B110호
사회: Douglas

10:00 ~ 11:40

Gress(서울대학교)

⚫ 10:00 ~ 10:20

South
Korea
ODA
Motivation
in
Engagement with Ghana and Rwanda

Afirca:

Victor Owusu
(Seoul National University)

⚫ 10:20 ~ 10:40

Relational Economic Geography, Power, and
Firm-Level Export Activities at Trade Fairs:
Insights from a study of Korean advanced
machine tool manufacturers
Socio-spatial and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outheast Asia: An agenda for further research

Douglas Gr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0:40 ~ 11:00

Edo Andriesse
(Seoul National University)

⚫ 11:00 ~ 11:20

지역자원과 글로컬리제이션을 위한 지역 만들기

한주성(충북대학교)

⚫ 11:20 ~ 11:40

남해안 연안 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어부림의 가치
탐색 및 활용 방안

김다빈(경희대학교)
김현희(경희대학교)
송현호(경희대학교)
황가영(경희대학교)
공우석(경희대학교)

[ 도시지리학 ]

B113호

10:00 ~ 11:40

사회: 손정렬(서울대학교)

⚫ 10:00 ~ 10:20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 -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조현진(경희대학교)

⚫ 10:20 ~ 10:40

국내 포털 피어링 네트워크의 공간적 분화: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박채연(서울대학교)

⚫ 10:40 ~ 11:00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농촌사회 과소화와 한족 黒戸口 龍井市東盛涌鎮仁化村을 사례로 -

김두철(오카야마대학교)

⚫ 11:00 ~ 11:20

도시재생정책에 나타난 기반시설 생산방식의 지역적
차별성: 서울시와 지방도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정식(한국토지주택공사)

⚫ 11:20 ~ 11:40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설
정

이성호(수원시정연구원)

3) 11:50 ~ 13:00 점심 식사

4) 13:10 ~ 13:50 김종욱 서울대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공개 강연

5) 14:00 ~ 17:30

특별

[ 도시문제, 공간분석과 계획과제 ]

후원 국토연구원, B101호

14:00 ~ 15:40

사회: 구양미(서울대학교)

⚫ 14:00 ~ 14:20

저성장시대, 도시 토지수요의 전망과 계획적 대응방안

이용우(국토연구원)
임지영(국토연구원)
김동한(국토연구원)

⚫ 14:20 ~ 14:40
와이파이 핫스팟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의 도시 활
력 측정

김영롱(Clark University)

⚫ 14:40 ~ 15:00

"노인들의 천국"을 "젊은 엄마들의 천국"으로: 지방소
멸 담론의 경합적 지리학

남수연(성결대학교)

⚫ 15:00 ~ 15:20

공간적 자기상관성 측정 개선을 위한 대시메트릭 활용

조성아(서울대학교)

방안
⚫ 15:20 ~ 15:40

이륜역학모델을 적용한 환경정의 분석: 나프타체제하
의 산안토니오 지역 연구

이훈종(Texas A&M
University)

[ 글로벌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

후원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B103호

14:00 ~ 17:30

사회: 허인혜(건국대학교)

⚫ 14:00 ~ 14:20

북극 이누이트의 먹거리보장 실태

⚫ 14:20 ~ 14:40

Variability and changing trend of climate in the
High

⚫ 14:40 ~ 15:00

Arctic

region

the

Nunavut

김흥주(원광대학교)

Province

of

Hussain(건국대학교)

Canada
기후가 이누이트의 생활상에 미치는 영향 - 캐나다 누

이승호(건국대학교)
임수정(건국대학교)

나부트를 사례로⚫ 15:00 ~ 15:20

Mian Sabir

Understanding of the consumer channel choice

이은걸(West Virginia
University)
Toulany Thavisay(한양대학교)

behavior in a multichannel environment across
six countries
⚫ 16:00 ~ 16:20

기후변화와 농업 지속가능성의 정치경제 - 농생태와

송원규(원광대학교)

기후스마트농업, 지속가능한 집약화 담론의 등장과 확
산을 중심으로
⚫ 16:20 ~ 16:40

⚫ 16:40 ~ 17:00

⚫ 17:00 ~ 17:20

위성영상을 활용한 서부지방 밀 생산량 및 재배면적

고정훈(공주대학교)

변화추정

장동호(공주대학교)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Sohail Abbas(건국대학교)

Rice Production in Punjab Pakistan

이승호(건국대학교)

기후가 감귤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를

강민철(건국대학교)

사례로

이승호(건국대학교)

후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를 위한 핵심과제와 공간전략 ]

BK21+사업단
B110호

14:00 ~ 15:40
⚫ 14:00 ~ 14:25

사회: 이건학(서울대학교)
회복력의 미시기제로서 장소기반 정치의 가능성 - 남

이후빈(서울대학교)

대문시장의 상가운영회 활동을 사례로
⚫ 14:25 ~ 14:50

물류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본 물류공간의 재편과 물류

이정훈(서울대학교)

산업의 입지 및 성장
⚫ 14:50 ~ 15:15

북한 토지황폐화와 식량문제에 관한 행위자기반모형의

안유순(서울대학교)

구축 - 가상의 북한 협동농장 모형의 설계와 구축을
중심으로
⚫ 15:15 ~ 15:40

관광지의 사회적 구성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사
례

김주락(서울대학교)
김범수(모스크바국립대학교)

[ 실크로드와 일대일로 그리고 한반도의 신경제지도 ]
1부

B113호

사회: 박배균(서울대학교)

14:00 ~ 15:05
⚫ 14:00 ~ 14:25

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유라시아 고대 정치체의 형성과 동서 교류

김종일(서울대학교)

쿠르간 발굴 조사와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권오영(서울대학교)

⚫ 14:25 ~ 14:45

실크로드의 부활과 실크로드 담론

진종헌(공주대학교)

⚫ 14:45 ~ 15:05

신대륙주의와 유라시아의 재편 그리고 한국

신범식(서울대학교)

coffee break

15:05 ~ 15:20
2부

사회: 김효섭(서울대학교)

15:20 ~ 16:100
⚫ 15:20 ~ 15:40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신남방정책, 그리고 인도

조충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5:40 ~ 16:10

신북방정책과 한-중앙아 협력과제

변현섭(북방경제협력위원회)

⚫ 16:10 ~

종합토론

사회: 박수진(서울대학교)

후원 한국경제지리학회,

[ Economic Geography in the 21st Century ]

B114호

14:00 ~ 17:30

Joint Conference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and the Japan Association of
Economic Geographers

사회: 송예나(전남대학교)

⚫ 14:00 ~ 14:20

Benefits of being close to the subway stations:

Kwangwon Ahn

empirical evidences from Korean metropolitan

(Korea Advanced Institute of

areas

Science and Technology),
Hanwool Ja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Technology),
Yena So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14:20 ~ 14:40

Cultural Policy for Making Creative Communities-

Dongsuk Huh(Konkuk

A Comparative Study on Two Cities of Crafts in

University)

Korea

Su-Hee Chung(Konkuk
University)
Byung-Min Lee(Konkuk

⚫ 14:40 ~ 15:00

Distribution
management

of

the

dealer

system

of

repair

parts

University)
Yasuhisa ABE

Japanese

multi

(Kyushu University)

and
a

nationalcar manufacturer in China：Focusing on
⚫ 15:20 ~ 15:40

the case of GAC Toyota Motors
Who will serve you abroad? : ’Globalization’ of
Japanese firms and local constraints inBangkok

⚫ 15:40 ~ 16:00

Relocations of Geography-related IT Industries
- a case study in China since 1990'-

⚫ 16:00 ~ 16:20

Relationships

between

Distribution and Land Use

Dynamic

KUWATSUKAKentaro
(Ryukoku University, Kyoto)
TakehikoFujii
(The University of Tokyo)

Population

Keumsook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Ho Sung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 Hyun Park
(Sungshin Women’s
University)

⚫ 16:30 ~ 17:30

총회

[ 사진지리학회: 지리 융복합 세션 ]

15:00 ~ 17:15
⚫ 15:00 ~ 15:30

사진지리학회
네오르네상스관 501호
사회: 옥한석(강원대학교)

산업대학간 산업 네트워크, 구축방안 :

정성훈(강원대학교)

강원도를 사례로
⚫ 15:30 ~ 16:00

노후산업단지재생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

정혜윤(강원대학교)

⚫ 16:00 ~ 16:25

대학의 입지와 지역발전 :

문승희(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를 사례로
⚫ 16:25 ~ 16:50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신문기사 분석

배선학(강원대학교)

⚫ 16:50 ~ 17:15

중부지방에 분포하는 명승의 유형과 특징:

이의한(강원대학교)

새로운 명승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 사진지리학회: 관광 융복합 세션 ]

15:00 ~ 17:15
⚫ 15:00 ~ 15:15

사진지리학회
네오르네상스관 503호
사회: 이혁진(을지대학교)

지역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지리적 위치분석과 그에

양정임(숭의여자대학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15:15 ~ 15:30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in

서광열(카톨릭 관동대학교)

Jeongjo
⚫ 15:30 ~ 15:45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환경인식이

김진현(경희사이버대학교)

지질공원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로
⚫ 16:30 ~ 16:45

베트남 중부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박기태(경희사이버대학교)

-다낭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

윤병국(경희사이버대학교)

⚫ 16:45 ~ 17:00

중국 천진 조계지 제국경관과 유산의 변용

오일환(경희대학교)

⚫ 17:00 ~ 17:15

일본 북규슈 사가현의 지역관광에 대한 고찰

이혁진(을지대학교)

일반

[사회/문화/역사지리]

B104호

14:00 ~ 15:40
⚫ 14:00 ~ 14:20

사회: 정현주(서울대학교)
Sharing Knowledge for Shared Housing
:Knowledge

Mobility

in

Social

진예린(서울대학교)
Housing

⚫ 14:20 ~ 14:40

Governance of Seoul
생산-사회재생산 지리학: 여성주의 공간 연구를 위한
관계 탐색

⚫ 14:40 ~ 15:00

모빌리티스 자본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윤신희(경희대학교)

⚫ 15:00 ~ 15:20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 3종 판본 비교 연
구

김기혁(부산대학교)

⚫ 15:20 ~ 15:40

남북관계 전환에 따른 강화 교동도의 경관변화 연구

정은혜(경희대학교)
손유찬(지오앤)

고민경(이화여자대학교)

특별
[ 사잇공간? 제주 중산간지대 경관변화의 사회문화지리학적 연구 ]

15:50 ~ 17:30
⚫ 15:50 ~ 16:10

후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B101호
사회: 정현주(서울대학교)

제주연구의 필요성과 제주상징경관의 변화: “사잇공

진종헌(공주대학교)

간?: 제주 중산간지대 경관변화의 사회문화지리학적 연
구“의 배경
⚫ 16:10 ~ 16:30

제주도 ‘신이주민’의 지리적 상상과 이주의 현실

윤희주(전남대학교)
박경환(전남대학교)

⚫ 16:30 ~ 16:50

⚫ 16:50 ~ 17:10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토지피복 변화탐지를 통한 자연

류형원(공주대학교)

환경 특성 분석

장동호(공주대학교)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박정재(서울대학교)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 17:10 ~ 17:30

토론

[ 지역지리학과 지역지리교육: 주요쟁점과 발전 방향 ]

15:00 ~ 16:20
⚫ 15:00 ~ 16:20

김기혁(부산대학교)
이영민(이화여자대학교)
최진무(경희대학교)

후원 한국지역지리학회, B104호

사회: 김영훈(한국교원대학교)
발제 및 종합토론

이철우(경북대학교)
안영진(전남대학교)
박배균(서울대학교)
김영훈(한국교원대학교)
남호엽(서울교육대학교)
박선미(인하대학교)
황진태(서울대학교)
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김갑철(대구 동변중학교)

일반
[ 지형학 ]

B110호

15:50 ~ 17:30
⚫ 15:50 ~ 16:05

사회: 김대현(서울대학교)
북한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의 분포 및 훼손특성

고병천(경희대학교)
윤순옥(경희대학교)
황상일(경북대학교)

⚫ 16:05 ~ 16:20

식민지 시대 플랜테이션 경작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

오세원(서울대학교)

가 토양 침식에 미친 영향: 카리브해 버진 아일랜드를
⚫ 16:20 ~ 16:35

사례로
국지적 해수면 상승과 태풍 내습에 따른 해안지역 취
약성 분석: 우리나라 부산 지역을 사례로

임종서(서울대학교)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웅(서울대학교)

⚫ 16:35 ~ 16:50

중규모 시간규모에서의 일광해수욕장의 해안선 변화
분석(1948-2017)

김찬웅(서울대학교)
심우진(서울대학교)
임종서(서울대학교)

⚫ 16:50 ~ 17:05

지질공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 17:05 ~ 17:20

문화재의 입지특성이 홍수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유완상(국가지질공원사무국)

김지수(이화여자대학교)
성효현(이화여자대학교)

6) 17:30 ~ 18:30 폐회식 및 시상
B101호
⚫ 사회

황철수

(2018 지리학대회 운영위원장)

⚫ 포스터 시상

이원호

(한국지역지리학회 부회장)

⚫ 사진전 시상

홍금수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장)

⚫ 폐회사

이철우

(2018 지리학대회 조직위원장)

7) 18:30 ~

저녁 식사

8) 10:15 ~ 17:50 포스터 전시

포스터
GIS
⚫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1인 가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연구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방안 모색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지금 상생하러 갑니다
⚫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S-GWR 분석

박진영, 도호종, 박준하, 송승주,
신수민 (경북대학교)
김아영, 김완태, 박기원, 한민규
(경희대학교)
김혜미, 박진홍, 나유경
(경희대학교)

⚫ 대기오염을 고려한 주거입지분석 GIS분석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기상요인과 관광객 간의 상관관계 분석

서현동
(경희대학교)
이명훈, 서지범, 공정훈, 김유정
(경희대학교)

⚫ 서울시 무더위 쉼터 & 그늘막 입지 적절성 평가·입지 제언

이영호, 이창규, 이유빈, 홍혁진
(경희대학교)

⚫ 따릉따릉, 지나갑니다
: 따릉이 코스 제언
⚫ 소음지도를 활용한 소음이 서울 시내 노점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신혁, 김소영, 전소진, 권해준
(경희대학교)
김충식, 노치현, 이종찬, 이태욱
(상명대학교)

인문지리
⚫ 한국 도시쇠퇴 대안으로서의 도시재생 사업
: 군산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 가상공간 지명의 형성과정과 인간의 장소 인식
: PUBG 사(社)의 ‘PLAYERUNKNOWN’S BATTLEGROUND’를 중심
으로
⚫ 서울시 특수학교 분포의 형평성 분석
: 접근성 지수를 중심으로
⚫ 기존 신도시 조성 단계로 본 3기 신도시 건설 타당성

박준재, 조용혁, 차현서, 조원규,
김규원 (경희대학교)
조용혁, 최정우, 박준재
(경희대학교)
조용혁, 방융혁, 백다애, 신지민
(경희대학교)
최유준, 김주현, 고영석, 박지성,
전규희 (경희대학교)

⚫ 서울시 고독사 발생의 공간적 특성
: 인구, 주거, 사회 ·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 동물지리학 관점에서 본 도시 공간
: 충청남도 공주시를 사례로

최정우, 조승현, 염나은, 조민아,
김은희 (경희대학교)
남기라, 박민경, 김주현
(공주대학교)

자연지리

⚫ 동해안 석호의 보존현황과 보존 필요성

박윤희, 김영웅, 서진호, 이종수
(경희대학교)

⚫ 제주도 남⦁북부해안의 용천 형태 차이 분석

김정연, 김우재, 이예영, 조신행
(경희대학교)

⚫ 제주 곶자왈의 환경적 특성과 남·북방한계식물 공존의 연관성

오유리, 심규성, 이솔비, 조윤재
(경희대학교)

⚫ 지진 취약지역의 대피공간 마련
: 양산∙울산 단층 지역 공원위치에 대해
⚫ 우리나라 도서(島嶼)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 경기도 안산시 풍도를 사례로
⚫ 무인항공시스템을 이용한 강원도 삼척시 궁촌-초곡 일대 해빈변화 분
석
⚫ 충청북도 재난안전정책 개선방안 연구

조민수, 정지민, 장현지, 정유진
(경희대학교)
황가영
(경희대학교)
김영재
(경희대학교)
배민기, 김보은, 최수민, 오후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