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일시: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10:00~18:30 
주관: 한국공간환경학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일반세션(1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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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일정
10:00-11:30 일반세션(Ⅰ,Ⅱ)
11:30-13:00 점심시간
13:00-13:10 개회사
13:10-13:50 특별강연: "문학적" 경험연구와 사회과학이론: 도시연구 방법론 비판

13:50-15:20
기획세션(아시아연구소 영원홀)

물질주의와 환경
특별세션(아시아연구소 230호) 
‘스마트시티’ 진입의 정책 지형

15:20-15:30 휴식시간
15:30-18:00 LH 특별세션: ‘한반도·글로벌 공간협력의 현황과 전망’
18:00-18:30 한국공간환경학회 총회

일반세션Ⅰ(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일본사회와 도시 공간
사회: 다무라 후미노리(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0:00-10:20
이동민

(카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노마만리』의 타이항산 항일 

근거지 재현 양상에 관한 연구

10:20-10:40
박지혁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경계의 섬 쓰시마의 격동과 미래: 

초국경 성장연합과 한일갈등

10:40-11:00
김은혜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도쿄 신국립경기장과 퇴거의 

다중스케일
11:00-11:30 종합토론

일반세션Ⅱ (아시아연구소 230호) : 다문화공간론
사회: 신혜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0:00-10:15
고민경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돌봄의 연쇄이주와 초국가적 

가정의 형성

10:15-10:30
박준영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더 나은 모빌리티를 위한 실천  
-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여성 

활동가 사례를 중심으로

10:30-10:45
장한빛

(Utrecht University 도시경제지리학 
석사과정)

어둠 속의 여성: SNS로 본 밤의 
도시와 젠더

10:45-11:00
정수열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
수원역 외국인거리에 대한 연구

11:00-11:30 종합토론



개회사(13:00-13:10)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이상헌(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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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식시간

(15:20-15:30)
----------------------------------------------------------------

특별세션 (아시아연구소 230호): ‘스마트시티’진입의 정책 지형
사회: 임서환 (전)LH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50-14:05
김옥연·이영은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에서의 스마트 기술 적용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14:05-14:15
홍성호

(충북연구원)
국내 스마트시티 계획의 내용 분석 및 과제

14:15-14:30
고은태

(중부대학교 건축학과)
한국 스마트시티 정책의 반성적 고찰

14:30-14:45
김묵한

(서울연구원)
스마트시티 기술-사회 체계 선택의 문제

14:45-15:20 종합토론

LH 특별세션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한반도·글로벌 공간협력의 현황과 전망

15:30-15:45
Opening 및 참석자 소개
토지주택연구원 이승지 

인사말
한국공간환경학회 이상헌 회장·토지주택연구원 

특별강연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3:10-13:50

손정원
(런던대학교)

문화적 경험연구와 분류학적 이론화

기획세션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물질주의와 환경
사회: 이상헌(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13:50-14:10
황진태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발전주의적 코스모폴리틱스로서 

동물카페

14:10-14:30
김지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현대의 선물, 해양쓰레기: 동아시아 

해양쓰레기의 느슨한 연결망

14:30-14:50
김준수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돼지 전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통해 바라본 인간 너머의 영토성

14:50-15:20 토론
최하니(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명수민(Johns Hopkins University 인류학과 박사과정)
김민정(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공간환경학회 총회

(18:00-18:30)
----------------------------------------------------------------

책임연구원 황희연 원장

15:45-16:15
정연우

(토지주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센터장)

LH 대북·해외사업 성과와 과제

16:15-16:45

박미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주거권 관점에서 본 한국주택정책 개발협력의 
경험과 과제: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16:45-17:15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 지역협력방향과 
라선특구의 역할

17:15-18:00

토론
좌장: 박배균(서울대)

김용창(서울대), 정현주(서울대), 황진태(서울대), 
방설아(KOICA), 김봉준(LH 남북혁렵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