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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대한지리학회

2022년 1차 운영위원회 
               일시 2022년 3월 18일(금) 10:00~12:10

               장소 비대면회의

진행 순서

    1. 성원보고 및 개회

    2. 2022년 학회 주요 일정

    3. 부서별 업무 현황 및 계획 

        -총무부

        -학술부

        -국제부

        -홍보부

        -편집위원회

        -지리올림피아드특별위원회

    4. 자유토론 및 기타 논의사항

       -대한지리학회 특별세션<지역소멸 대 지역균형>

     *본문의 파란색은 회의 중 결정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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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원보고 및 개회
[운영위원] 21명 중 15명 참석

- 참 석: 황철수(회장), 최영은, 진종헌, 박선엽(부회장), 정성훈(부회장&지리올림피아드추진위

원회 위원장), 정수열, 백선혜, 오정식(총무이사), 이건학, 정관용(학술이사), 양병윤, 

이재현(국제이사), 안재성(홍보이사), 박지훈(지리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지

리학발전위원회 위원장)  (15명)

2. 2022년 학회 주요 일정

월 회장, 부회장, 
이사회 총무 학술 국제 홍보 편집

감사, 지리연구소, 
지리교육특별위, 

지리올림피아드특별위
원회, 지리학발전위

년간 ·연례학술대회 
·한중일 대회

·예산
·학회전반 ·연례학술대회

·한중일 개최
·IGU,AAG, 

ICC, ICHG 
모집 참가 

·한중일학술대
회 지원사업

·학회보 발간
·학회광고 및 

후원 
·학회홈페이지 

구성변경

·학회지발간
·학술지지원사업(

9월)

·지리올림피아드
·학회 광고 및 후원

1

·2022
년 회계감사
·원천세,부가세
 신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례학술대회 
추친(안) ·학회광고 및 

후원
·2021년 회계 감사

2

·지리학대회 
 조직위 구성

·연례학술대회 
장소섭외

·한중일 참가 
모집

·한중일 
장소섭외

·학회지 광고 및 
지원 섭외

·학회지57(1)
·2021학회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지올 장소 협조 공문
·학회광고모집

3 ·운영위원회
(2022계획)

·연구재단
 대회지원신청

·학회보149호
·한중일 광고 및 

지원섭외
·학회후원모집

4 ·운영위원회
·연례학술대회준비
·학술상접수
·남계논문상접수

·학회지57(2) ·지올 지역대회 
참가접수

5 ·운영위원회 ·학술상심사
·남계논문상심사 ·한중일 광고 및 

지원 섭외
·우수논문상심사 ·지올 지역대회 개최

6
·이사회
·회장선거
·각종시상

·정기총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학회보150호 ·학회지57(3) ·지올 전국대회 개최

7 ·원천세,부가세
 신고

8 ·운영위원회 ·학회지57(4)

9 ·학회보151호 ·학회지발간사업 
지원신청

10 ·운영위원회 ·부가세신고
(3/4분기)

·한중일 개최
·아시아 지리학대회
  (베트남)

·한중일 개최
·아시아 

지리학대회
  (베트남)

·학회지57(5)

11

12 ·이취임식 ·학회보152호 ·학회지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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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별 업무 보고 및 계획
□� 총무부(정수열,� 백선혜,� 오정식)
1.� 학회�재정상황�보고(2021년결산)� -� 감사(이태수)� 확인(2022년� 2월� 14일)

수입 지출
계정과목 총금액 계정과목 총금액

1. 회비 11,082,123  1. 행사비 31,868,884  

 1) 개인회비 5,035,566     1) 연례학술대회 20,868,884  

 2) 단체회비 880,000     2) 지리올림피아드 11,000,000  

 3) 신입회비    1,270,757 2. SCOPUS기금 10,000,000  

 4) 이사회비 3,895,800     1) 편집위 전달(SCOPUS기금) 10,000,000  

2. 발간 수입 6,332,423  3. 회의비 578,000 

 1) 논문저작권료 6,332,423      1) 회의비 578,000 

3. 찬조금 19,970,000  4. 회비납부 4,588,307  

  1) SCOPUS기금 10,000,000      1) 과총 1,000,000  

  2) 기부금(발전기금) 9,970,000      2) 사회과학협의회 300,000 

4. 연구용역간접비 46,193,632      3) IGU ($2,500) 2,888,307  

  1) 공간데이터(측량학회) 236,550     4) 학술단체총연합회 400,000 

  2) 공공기관이전(광주남구) 1,900,000  5. 인건비   27,384,960 

  3) 2021 국가지도집 19,724,000      1) 사무장급여   27,384,960 

  4) 극한지 지하자원개발 857,273 6. 경상비 30,980,044  

  5) 2021 지명 8,176,221      1) 우편통신비 770,550 

  6) 북한 자연재해

     (미래에너지)
10,018,047     2) 용역관리비 6,043,571  

  7) 2021 사회적약자 지원 5,278,541     3) 일반관리비(관리비,요금) 7,781,881  

5. 연례학술대회 18,564,732      4) 사무실소모품비 921,330 

    1) 등록비 1,564,732     5) 홈페이지유지보수 660,000 

    2) 후원금(기관) 17,000,000     6) 렌탈비 650,660 

6. 기타 890,415     7) 4대보험 4,379,350 

    1) 기타(결산이자) 25,785     8) 경조사비 5,763,400  

    2) 일자리지원금 840,000     9) 학회보제작비 676,500 

    3) 건강보험 환급 24,630    10) 후원금 1,675,292  

7. 2020년 이월금 32,702,433     11) 세금 1,657,510  

7. 기타 3,800 

    1) 기타(입출금통지서비스) 3,800 

8. 2022년 이월금 30,331,763 

합계 135,735,758 합계 135,7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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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찬조금 내역(2021년)

- 황철수(1400만원,SCOPUS기금포함), 최영은(30만원), 진종헌(30만원), 박선엽(30만원), 안재성(10만원), 

정관용(10만원), 정수열(10만원), 백선혜(10만원), 이건학(10만원), 오정식(10만원), 이정윤(10만원), 박

수경(10만원), 신재열(10만원), 원석환(10만원), 이진휴(10만원), 조성진(10만원), 최광희(10만원), 최경

은(10만원), 이성호(10만원), 손학기(10만원), 최진무(10만원), 김민성(10만원), 이지선(10만원), 박경현

(10만원), 서종철(10만원), 박선미(10만원)  

2.� 2021년� 감사�내역�

 o 2022년 2월 14일 감사완료_ 이태수 대한지리학회 감사

<학회통장�현황(2021.12.31.)>

No 통장명 계좌번호

잔액(원) 잔액(원)

비고2020.12.30 

기준

2021.12.31 

기준

1 경상비 841-25-0006-810 32,675,195 23,278,496

2 기부금 477401-01-247456 - 7,053,267 2021년 신규개설

3 원천세(세금) 477401-01-181080 64,674,566 42,975,124

2022년 1월 중으로 

21년 용역 부가세, 

원천세 납부 예정

4 용역 메인 005701-04-193557 62,520,415 58,992,087
국가지도집  용역

(조달청 등록)

5 용역 서브1 477401-01-238137 0 5,657,663 성남시청 용역 진행중

6 용역 서브2 477401-01-238322 5,738,753 69,520,000
경기TP&산단공용역

2월중 정산예정

7 신용카드 005701-04-193560 460 870

1. 카드리더기 수수료 

매달 11,000원 인출

2. 학회원 경조사시 

조의금 모금계좌

8 지리학대회 477401-01-214274 5,032,944 5,039,164 도서상품권 7장 

9 지리올림피아드 477401-01-176602　 14,112 56,274 　

10 남계논문상기금 419837-01-001109 4,389,969 4,394,740

11 평생회비예금1 477415-130017602 19,551,374 20,465,245
신규일 2021.04.20

만기일 2024.04.20

12 평생회비예금2 841515-264480701 12,214,801 12,577,480
신규일 2021.02.22

만기일 2023.02.22.

13 외환 477468-11-007595
USD  

2,689.28

USD  

1,820.89

국가지도집용역

해외 지급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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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리올림피아드�정산(2021.12.31.)>

 
<2021� 지리학대회�정산(2021.12.31.)>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21� 연례학술대회�정산(2021.12.31.)>

수  입 지  출

1. 등록비(총161명) 1,447,504 1.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비/촬영비 8,000,000

   1)홈페이지결제 (139명) 1,237,504 2. 시상식 6,072,000

   2)계좌이체 (22명) 210,000
  1)상패

(학술상/우수상2_공동저자/남계논문상1)
332,000

2. 지원금 19,304,152 
  2)상금

(학술상/우수상1/남계논문상1/우수발표상)
5,650,000

   1)한국연구재단 11,000,000   3)꽃다발 3개 90,000

   2)서울연구원 1,000,000 2. 식비 1,049,530

   3)국토연구원 1,000,000    1)사전녹화 348,000

   4)경희대CK 1,000,000    2)오리엔테이션_점심 78,600

   5)서울대BK 1,000,000    3) 대회당일_점심 170,900

   6)서울대국토문제연구소 1,000,000    4) 대회당일_저녁 348,500

   7)남계논문상 기금 1,000,000    5) 다과,음료 103,530

   8)대한지리학회 지원 2,304,152 3. 인쇄비 3,270,600

3. 기타 117,228    1) 논문자료집(50부) 1,290,000

   1)자료집 12권(홈페이지결제) 117,228    2) 디자인비 1,710,000

   3) 현수막 3개 270,600

4. 발표/토론비 949,154

   1)기조강연비 300,000

   2)특별세션토론비 649,154

5. 인건비 700,000

   1)진행요원 7명 700,000

6. 일반관리비 827,600 

   1) 코사지 38,100

　 　    2) 교통비(택시) 5,700  

　 　    3) 우편비(발표집, 상패발송) 38,800  

　 　    4) 경품(커피e-쿠폰 70장) 745,000

합  계 20,868,884 합  계 20,868,884

수입 지출 

1. 이월금 2020년 16,074 1. 지역대회 지원금 6,739,000

2. 지원금 14,615,770 2. 운영비(지역대회) 380,000

   1) 대한지리학회 7,000,000 3. 인건비(전국대회) 3,289,000

   2) 국토연구원 3,615,770 4. 운영비(공통) 4,167,570

   3) 정성훈 교수님 4,000,000 5. 이월금 56,274

합계 14,631,844 합계 14,6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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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대한지리학회�예산(안)� 승인�요청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총  금액(원) 계정과목 총  금액(원)

1. 회비 13,000,000 1.  행사비 27,000,000
    1) 개인회비 6,000,000      1) 전국지리올림피아드 7,000,000
    2) 단체회비 1,000,000      2) 연례학술대회 10,000,000
    3) 신입회비 1,000,000      3) 한중일 지리학대회 10,000,000
    4) 이사회비 5,000,000 2.  회의비 3,000,000
2. 발간 수입 4,000,000 3.  회비납부 4,700,000
3. 연구용역간접비 65,000,000      1) 과총 1,000,000
4. 연례학술대회 등록비 5,000,000      2) 사회과학협의회 300,000
5. 지원 및 찬조금 10,000,000      3) IGU 3,000,000
6. 기타 4,368,237      4) 학술단체총연합회 400,000
7. 2020 이월금 30,331,763 4.  인건비 27,000,000

　 　      1) 사무장급여 27,000,000
　 　 5.  각종 상금 4,000,000
　 　      1) 학술상 3,000,000
　 　      2) 우수논문상 1,000,000
　 　 6.  경상비 31,000,000
　 　 7.  기타 5,000,000
　 　 8.  예비비 30,000,000

합 계 131,700,000 합  계 131,700,000

※ IGU 100주년 행사(2022년 7월 예정)에 학회를 대표하여 참가할 임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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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사항�

� 4.1.� 36대� 대한지리학회�회장�선거�관련(별첨:� 회장선출규정)�

� 1)� 선거관리위원회�구성�논의�

  o [회장선출규정]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②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대행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 2)� 36대� 회장선거�일정(안)�

� �

대상 2020년 2022년 (안) 비고

1. 전체일정소개/메일 전회원 3/20(금) 3/21(월) 전체일정 소개

2. 선거공고/메일 전회원 4/03(금) 4/8(금) 예비후보등록 선거 안내 

3. 후보 추천위 구성 
메일 발송/메일

학과장+이사2인 4/10(금) 3/28(월)
후보추천위: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구성, 소집해야함

4. 후보추천위 구성 4/24(금) 4/13(수)

5. 회비납부마감 4/9(목) 4/14(목)
선거권 확정을 위한 회비납
부마감 

6. 명부열람 공지/메일 전회원 4/10(금) 4/15(금) 명부열람 메일발송

7. 명부열람
4/13(월)-
4/23(목)

4/18(월)-4/28(목)

8. 명부확정 4/24(금) 4/29(금)

9. 후보등록마감 5/1(금) 5/4(수)

10.추천위소집메일발송/메일
추천위원학과장+
2인

5/6(화) 5/9(월) 추천위 개최 공지 메일

11. 후보추천위소집 및 
최종후보자 추천

5/15(금) 5/20(금)

12. 후보공고 /메일 전회원 5/20(수) 5/23(월)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최종
후보자 복수 선정

13. 선거(예정) 6/20(토) 6/24(금)

※ 투표 방식은 지난 제35대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자 투표’를 활용하기로 함.

※ 전자투표 기간은 2022년 6월23일(목) 9시에서 6월25일(토) 오후5시까지로 함. 

� 3)� 선거명부�확인 
  ※ 2022년 현재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인 경우

   2022년 납부시한까지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선거권이 주어지며 가입 시기에 따른 선거인 명부 포함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이전 회원 가입자의 경우 

    1. 2020년 납부, 2021년 납부: 선거인 명부 포함

    2. 2020년 납부, 2021년 미납: 선거인 명부 포함

    3. 2020년 미납, 2021년 납부: 선거인 명부 포함

    4. 2020년 미납, 2021년 미납: 납부시한까지 2020, 2021, 2022년 회비 납부 시 선거인 명부 포함

   - 2020년 회원 가입자

    1. 2020년 납부, 2021년 납부: 선거인 명부 포함

    2. 2020년 납부, 2021년 미납: 납부시한까지 2021년 회비 납부 시 선거인 명부 포함

   - 2021년 회원 가입자

    1. 2021년 납부: 납부시한 까지 2022년 회비 납부 시 선거인 명부 포함

  ※ 2022년 현재 석사 이하의 학력인 경우 

    2022년 납부시한까지 5년 이상 회비를 연속해서 납부한 경우에 선거권이 주어짐

※ 투표권 취득 및 유지 조건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재 부과된 조건들은 정관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당장 

변경이 불가능함. 하반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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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관�개정�및� 규정�신설

� � 1)� 학회지(편집위원회)

  o 정관의 내용과 현재의 대한지리학회지 편집업무와 상이한 내용 발견

  o 아래의 개정안대로, 현재의 편집업무와 맞게 개정 필요 

※ 제21조 1항에 대한 변경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21조 2항에 대한 변경안은 이사회와 편집위원회 간 유

대를 약화시킬 수 여지가 있어 편집위원회와 추가 논의하기로 함. �

2)� 표창

  o 기존의 정관에서 표창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제11조에 항을 추가하기로 함. 첫째 항은 학술상, 우수논문상, 남계논문상 등을 별도의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둘째 항은 학술상, 감사패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2차 운영위에

서 재논의하기로 함. 

장 기존 정관(2021. 6. 25 개정) 변경안 비고

제
3
장 
 
임
원 
및 
조
직

제2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
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
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
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
기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편집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
기간 
변경

제2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② 부위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
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
며, 위원장을 보조하여 편집위원회
의 실무를 집행한다.

제2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② 부위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
장을 보조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부위원장 
후보조건
사항변경 

제2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담당 상임이
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
이 임명하며, 편집담당 상임이사는 당
연직 위원이 된다. 임명한다.

위원
임명사항 
변경 

제2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
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한다.

편집규정 
및 체제 
변경시 
학회이사
회 승인 
조건삭제 

장 기존 정관(2021. 6. 25 개정) 변경안 비고

제
2
장 
 
회
원

제11조(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발
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로상, 감사패 등 표창
할 수 있다.

표창
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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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신입회원�승인(예정)

※2021.2 이사회 이후 가입자, 가입년도 별 가나다(성명)순 

※ 상기 명단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 여부를 묻기로 의결함. 

No. 이름 구분 가입년월 최종학교 소속 학위

1 김대은 일반 2021.05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박사과정

2 김민지 일반 2021.05 위스컨신대학교-밀워키 위스컨신대학교-밀워키 박사

3 김수현 일반 2021.11 위스콘신대-메디슨 KAIST인류세연구소 박사

4 문승희 일반 2021.06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박사수료

5 송인상 일반 2021.06 University of Oregon University of Oregon 박사수료

6 심우진 일반 2021.04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

7 양지혜 일반 2021.04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박사수료

8 오민식 일반 2021.08 동국대학교 서울시교육청 교사 학사

9 유예지 일반 2021.06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10 이봉조 일반 2021.11 University of Bristol University of Bristol 박사과정

11 이현희 일반 2021.06 고려대학교 극지연구소 박사

12 임봄이 일반 2021.10 서원대학교 경기 덕계중학교 사회교사 학사

13 허성준 일반 2021.09 경북대학교 YTN 전국부 박사

14 홍다솜 일반 2021.06 서울대학교 ABOUT CITY 대표 석사

15 홍승표 일반 2021.02 서울대학교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박사수료

16 홍영민 일반 2021.07 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박사과정

17 이예린 일반 2022.01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박사과정

18 조현기 일반 2022.02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명원초등학교 교사 학사

정관 제2장 6조(개인회원) 1. 개인회원은 대학에서 지리학 또는 지리학의 응용 및 관련 학문을 전공

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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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부(이건학,� 이재열,� 정관용)

1. 2022년� 연례학술대회�개최
o 일시: 2022년 6월 24일(금, 13:00-18:00) ~ 25일(토, 10:00-18:00)

o 방식: 오프라인 학술대회 (코로나 상황 악화 시 비대면 전환)

o 장소: 경희대학교

- 세션 구성안에 따라 회의실 대관(6~7개 예정)

o 프로그램 계획

- 1일차(기조 강연, 대한지리학회 기획 특별세션 3~4개)

- 2일차(기관 특별세션 3~4개, 일반세션 10~12개, 포스터세션 1~2개, 

        차기 대한지리학회장 투표)

o 일정 계획

- 4월 중순: 프로그램 기획안 준비, 학술대회 공지 및 접수 시작

- 5월: 발표 및 세션 신청 취합, 기조연설 선정 및 섭외, 후원기관 확정

- 6월 중순: 발표 및 세션 신청 마감, 프로그램 확정, 자료집 준비 등

o 논의 사항

1) 슬로건

- 2021년 연례학술대회 슬로건(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리와 공간)

- 2022년 슬로건 제안

※ 슬로건 및 주제 제안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지리 관련 정책에 대한 학계의 의견 수렴 및 전달이 필

요함. 

2.� 학술상�및� 남계논문상�선정

o 시행 세칙에 따라 6월 연례학술대회 정기총회 시상에 맞춰 준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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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부(양병윤,� 최서희,� 이재현)
1.� 제15회�한중일지리학대회�준비

1) 한국연구재단에 ３월 10일에 신청 완료

2) 개최일: 2022년 10월 14일 (금) ~10월 17일 (월), 4일간

3) 개최 방법: 현재기준 대면 미팅 그러나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할 가능성 높음

ü 6월 말까지 관찰 후 학회 진행방식 결정, 이와 관련 중국과 일본 측과 합의

4)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5) Keynote speaker: 양보경 교수님(한국),　Professor. Canfei He(China),　Professor. 

Takashi Oguchi(Japan)

6) 5개의 기획세션과 13개(+4)의 일반세션

Ÿ Geography of COVID-19(Univ. of West Georgia, Jeong C. Seong)
Ÿ Planning for the Margin(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현주)
Ÿ Research on GIScience and Remote Sens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동국대학교, 양병윤)
Ÿ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Mentoring Young Geographers(경희대학교, 지상현)
Ÿ Climate change scenario and climate policies at regional level(건국대학교, 최영은)

7) 홈페이지 오픈:４월에 초에 간단한 정보만 공지(예, 일정과 등록비) 예정

ü  대한지리학회를 통해서 회람 예정

8) 후원 기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기금), 서울대아시아 연구소(장소), 건국대학교 기후 

연구소(기금+최영은 부회장님 사비)

2.� KAGES� 미팅참가

○ 2월 28일 KAGES 총회 참석(회장님과 국제부 3인)

ü 한중일 대회, YGWG(Asian Young Geographers Working Group), MZ세대를 위한 Networking 모임소개 

3.� MZ세대를�위한� Networking� 모임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Tea-talk’ 또는 ‘알쓸신잡’같은 비공식 교류 모임

ü 1회 모임 주제:　석사, 박사 후 국내외 진로 탐색 (진학 및 취업)

ü zoom으로 진행:https://khu-ac.zoom.us/j/83089748164

ü 첫 모임:4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1주일 전에 공지)

4.� 변경된�국제학회�일정

○ AGA 주최 5th ACG(Asian Conference on Geography: http://acg2021.tnu.edu.vn)

ü 2022년 9월 05일-09일 개최 

https://khu-ac.zoom.us/j/83089748164
http://acg2021.tnu.edu.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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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오충원,� 김화환,� 안재성)
1.� 홍보부�주요�활동과�계획

□ 대한지리학회보 1년 4회 지리학회보 발간(온라인)

o 편집인 : 오충원, 김화환, 안재성

o 원고 청탁 및 학회보 편집 관리 총괄 : 오충원

o 편집·출판: ㈜에이퍼브(http://www.apub.kr, 02-2274-3666)

  - 류정훈 사장 ryu.jh@apub.kr, 010-4738-8712

□ 대한지리학회보 147호 – 2021.9.30 발간

 ▪칼럼 1(학회장)   - 정성훈 부회장(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 총무)

                     -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발전 방안

 ▪칼럼 2(신임교수) - 경상대 지리교육과 이성호 교수

 ▪대한지리학회 소식, 전문학회 소식, 학과 소식, 새로 나온 지리학책(5권)

□ 대한지리학회보 148호 – 2021.12.31. 발간

 ▪칼럼 1(부회장)  - 정성훈 부회장(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 총무)

                    -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 활동(중등교육과정개편 관련)

 ▪칼럼 2(신임교수) - 전남대 지리교육과 김수정 교수

 ▪칼럼 3(특별기고) - 미래지리교육발전위원회 윤신원 교사

 ▪대한지리학회 소식, 전문학회 소식, 학과 소식, 새로 나온 지리학책(4권)

□ 대한지리학회보 149호 – 2022.4.1. 발간 예정

    o 발행일자 변경 관련 보고 -기존 분기별 말일에서 분기 첫날로 발행일자 변경 예정

 ▪칼럼 1(부회장)  - 진종헌 대한지리학회 부회장              

 ▪칼럼 2(신임교수) - 강원대 이후빈 교수

 ▪대한지리학회 소식, 전문학회(KAGES 포함) 소식, 학과 소식, 새로 나온 지리학책

※ 년 4회 발간되는 학회보의 발간일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로 수정하기로 함.

http://www.a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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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사업�진행�현황(2021년� 12월� ~� 2022년� 3월)

□ 학술지 출간

o 56권 6호: 정규논문 8편 + 비정규논문 1편(서평)

o 57권 1호: 정규논문 6편 + 비정규논문 2편(비평 및 서평)

o 57권 2호(진행중): 심사진행 4편

□ 2021년도 결산

1. 2021년 학술지 지원금은 통합 이지바로에서 운영되고, 우편 발송비만 현금으로 이체

(2021년 학술지지원금 9,706,000원, 56권5호 제작비 2,431,000원 지출 후 잔액 7,275,000원)

2. 학술지 국제화 기금(학회장님의 기부금) : 원금 10,000,000원(1천만 원) + 이자 8,384원

합계 10,008,384원

□ 2022년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2월)

o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 및 전차 편집위원회 건의사항 반영 보고

2.� 2022년도�사업계획

□ 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평가(3월~5월)

o 평가대상 기간: 2019년~2021년(3개년)

o 총 7종의 평가서류에 대해 준비작업 필요: 체계평가(정량) 및 내용평가(정성)

□ 학회지 2021년 우수논문상 심사(3월~6월)

o 1차 심사: 총 43편의 발간 논문 중 8편의 후보 논문 선정(진행 중)

o 2차 심사: 심사위원회의 후보 논문 검토 및 논의(3~5월 예정)

□ 연례 학술대회 윤리교육(6월)

o 윤리교육자료를 총회 회의자료에 첨부 예정

□ 2022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지원신청(7월)

□ 2022년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7월)

□ 2021년 학술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10월~12월)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1. 2020년 이월금 28,654,739 1. 학술지 제작 및 발송 12,953,300
2. 학술지 지원금 통합 이지바로 2. 심사비 3,260,000
3. 심사 및 게재료 20,141,000 3. 학술지 봉투 제작 99,000
4. 이자 23,761 4. 간사수당 6,000,000

5.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4,400
6. 타행 송금 수수료 44,000
7. 이월 26,458,800

합계 48,819,500 합계 48,8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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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올림피아드추진위원회(정성훈)
1. 2022년� 제22회�전국지리올림피아드�개최(별첨:� 제22회�전국지리올림피아드�계획안)

         주최:대한지리학회, 주관:전국지리교사연합회 

1.1� 지역대회� (보고서�대회)

� 1)� 추진�일정

  o 참가 신청 및 보고서 제출 : 2022. 6. 3(금) ~ 6. 10(금)

  o 입상자 발표 : 2022. 6. 24(금)

� 2)� 대회�운영�

  o 지오투어리즘 여행 계획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가고 싶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형식

� 3)� 접수/문의�

  o 지역대회 업무실무자 혹은 전국지리교사연합회(http://www.unigeo.kr)

1.2.� 전국대회�추진일정(발표�및�논술�대회)�

 o 참가 신청 : 2022. 9. 1(목) ~ 9. 7(수)

 o 대회 일시 : 2022. 9. 17(토) 14:00 ~ 15:30

 o 시험 장소 : 서울대학교     

 o 입상자 발표 : 2022. 9. 23(금) 

 o 시상식 : 2022. 10. 22(토) 

※ 시상식 일자를 10월 15일(토)로 앞당겨 ‘한중일 지리학대회’와 동시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학술대회 일정 조

율과 공간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제부가 한중일 지리학대회 운영위와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http://www.unige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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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토론 및 기타 논의사항
o 대한지리학회 특별세션(별첨: 지역소멸 대 지역균형 계획안)

-주제: <지역소멸 대 지역균형: 위기와 대안>

-일시: 2022년 6월 

-주최: 대한지리학회(organizer : 진종헌 학술부회장, 정성훈 교육 부회장)

-주관: 국회상임위원회별 국회위원, 국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석: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