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도시지리학회 2018년 동계학술대회 일정
o 일시: 2018년 12월 8일 (토) 09:30∼18:00
o 학술대회 장소: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202호
o 주최: 한국도시지리학회
o 주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프로그램》

■ 도시 답사
- 09:30 ~ 11:30 서울 성수동의 도시재생

■ 이사회 및 등록
- 11:30 ~ 12:30 이사회의
- 12:30 ~ 12:50 학술대회 등록

■ 개회식 (사회: 김숙진 건국대 지리학과) -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 13:00 ~ 13:10 개회사 (류연택 한국도시지리학회장, 충북대 지리교육과)

■ 특별강연 및 답사 발표 (사회: 김숙진 건국대 지리학과) -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 13:10 ~ 13:50 도시구조이론의 탄생과 발전배경 (남영우 고려대 명예교수)
- 13:50 ~ 14:20 대만기행: 세계도시와 관광객의 시선 (이재열 충북대 지리교육과)

■ 휴식(14:20~14:30)

■ 논문발표 분과(1) (사회: 손승호 고려대 지리교육과) -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 14:30 ~ 14:50 밴쿠버 대도시권의 구조와 일상생활: 자연지리 영향을 중심으로 (이민부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 14:50 ~ 15:10 토론토 코리아타운 성장에 따른 각 상권별 변화 (류주현 공주대 지리교육
과)
- 15:10 ~ 15:30 웹데이터를 활용한 세계도시연구 (손재선 인천대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

소)
- 15:30 ~ 15:50 네트워크 개념을 통한 물류공간의 해석 (이정훈 서울대 지리학과 BK21)
- 15:50 ~ 16:10 대구광역시의 외국인 인구변화 그리고 산업과 상호관계, 2000 ~ 2015
(박규택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논문발표 분과(2) (사회: 윤현위 인천대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 해봉부동산학관
202호

- 14:30 ~ 14:50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의 텍스트마이닝과 이미지마이닝을 통한 서울 방
문 관광객의 서울 이미지 분석 (박예림·김동은·이주윤·김나연 이화
여대 대학원 석사과정, 강영옥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 14:50 ~ 15:10 유동인구 데이터 및 CCTV 위치를 활용한 범죄지역 분석 (김종성 한국교
원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 걸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 15:10 ~ 15:30 공주시의 인구감소 사례 연구 (이시형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 걸 한국교
원대 지리교육과)
- 15:30 ~ 15:50 사회적 배제 집단에 대한 포용과 포용도시로의 이행: 서울시 동선동 점
복촌 시각장애인 역학사의 사례 (박준홍 상명대 대학원 석사과정)
- 15:50 ~ 16:10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계 해체 실천: 예멘 난민 유입 전후 제주도를 사
례로 (권민지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 휴식 (16:10~16:30)

■ 논문발표 분과(3) (사회: 강승호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 16:30 ~ 16:50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정책의 모빌리티: 성동구를 사례로 (김숙진 건국
대 지리학과)
- 16:50 ~ 17:10 도시 여성결혼이주자의 불안정성의 생산 (고민경 이화여대 사회과교육
과)
- 17:10 ~ 17:30 공간에 새겨진 계급과 생존: 세계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형성배
경의 추정 (신성희 고려대 미래국토연구소)
- 17:30 ~ 17:50 도시 공간 속 기억의 차별적 재현과 소외 집단의 담론 저항: 위안부 기
억의 경관을 중심으로 (윤지환 건국대 지리학과)

■ 특별세션: 국내 도시정치생태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사회: 이영민 이화여대 사회과교
육과) - 해봉부동산학관 202호
- 16:30 ~ 16:50 잡초와 잔디사이: “쓸모 있는 풀” 만들기와 혼종적 자연 (김준수 연세
대 대학원 석사과정)
- 16:50 ~ 17:10 애증(愛憎): 은행나무와 인간의 도시정치생태학 (황진태 서울대 아시아연
구소, 곽병현·김경배·오성록·이상수 서울대 지리교육과 학사과정)
- 17:10 ~ 17:30 문화재의 조성연대 및 유형적 특성이 자연재해 노출에 미치는 영향 (김
지수·성효현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 포스터 발표
- 광주 1913송정역시장의 흔적과 창조적 도시 재생 (황태수 전남대 대학원 석사과정, 전
경숙 전남대 지리교육과)
- 한인 국제이주자의 이동성과 의류산업의 범태평양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로스앤젤레
스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김수정 전남대 지리교육과 박사후연구원)

■ 18:00 ~ 18:20 총회 (사회: 김숙진 건국대 지리학과) -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 18:30 ~ 저녁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