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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지도학회와 공동으로 5월 19일(목) 프레
스센터에서 「역사지도집 편찬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
고자 합니다. 재단은 역사지도 제작 분야의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을 안정적이며 성
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역사지도 제작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학술회의
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재단이 연세대 및 서강대 사업단을 통해서 
지난 8년간 추진한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사업이 국제적 기준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역사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 성과를 해외의 전문가들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역사지도 편찬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
원과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학술회의 일정

시간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개회식] 사회 : 이정일 / 대외협력실장

09:30-10:20 · 환영사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축사 : 이상일 한국지도학회 회장
· 기조강연 : Peter Bol 하버드대 교수

10:20-10:30 기념사진 촬영

[제1부] 역사지도집 편찬의 경험과 교훈   
좌장 : 최원석 / 경상대 교수

10:30-10:50 역사지도집의 중요성과 학문적 의미
Hu Heng / 중국 인민대 교수

10:50-11:10 한국사 지도집 편찬 과정에 대한 회고 
Michael Shin /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11:10-11:30 GIS를 이용한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원리와 작업과정 
임기환 / 서울교대 교수·정면 / 서강대 연구교수

11:30-11:50 북경시의 역사지도집: 북경 역사지도집 출판의 의의와 중요성, 쟁점 
Tang Xiaofeng / 중국 북경대 교수

11:50-12:10 지도와 텍스트 : 창조적 긴장인가, 인지적 부조화인가? 
Robert Cribb / 호주 국립대 교수

12:10-13:30 점심시간

[제2부] 디지털 역사지도집 : Historical GIS, Spatial Humanities 관점  
좌장 : 김영훈 / 한국교원대 교수

13:30-13:50 시대를 초월하는 영국의 비전 구축: 고지도, 인구조사 보고서, 여행기 등 자료의 
온라인 역사지도집으로의 통합 
Humphrey Southall /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

13:50-14:10 공간인문학: 텍스트 이해를 위한 디지털 역사지도의 활용 
Ian Gregory / 영국 랑카스터대 교수

14:10-14:30 가상의 교토: 디지털 역사지도와 공간인문학의 관점
Keiji Yano / 리츠메이칸대 교수

14:30-14:50 황여전람도 연구와 디지털화 
Han Zhaoqing / 중국 복단대 교수

14:50-15:00 다과 및 휴식

[제3부] 역사지도집 제작을 위한 주요 관점 및 논의 
좌장 :  김영호 / 고려대 교수

15:00-15:20 네덜란드 역사지도집 소개: 1877-1939, Bosatlas 출판사의 온라인 지도를 사례로 
Ferjan Ormeling / 전 국제지도학회 부회장

15:20-15:40 역사지도집 편찬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 
John R. Short /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15:40-16:00 네덜란드의 역사지도집 편찬 경험 
Tjeerd Tichelaar / 네덜란드 Noordhoff 출판사

16:00-16:20 한국 역사지도 제작의 주요 논점들 
김종혁 / 성신여대 한국지리연구소 연구교수

16:20-16:40 역사지도 제작에서의 지도학적 기준 :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결과물을 사례로 
김종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6:40-17:00 다과 및 휴식

[종합토론] 좌장 : 류제헌 교수 / 한국교원대 교수

17:00-18:30 발표자 및 좌장 전원

[폐회사] 사회 : 이정일 / 대외협력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