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여러분께,

학술적 논의와 토론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며, 우리의 전공 영역을 강화하고 확대

하는 근간이 됩니다. 

학술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전문적 학술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2017년부터 하

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오전 세션에는 각 발표자에게 발표 및 토론 시간으로 40

여분을 할당하고, 각 논문에 한명씩 토론자를 배당하여 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를 교환

하고자 합니다. 최근 SCI와 SSCI급 해외저널에 대한 투고를 준비하고 계신 신진 학자 분들

과 박사과정 이상의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조망을 제공하고, 논문의 발표 저자들에게는 이들 

저널에 게재되기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오후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전 세션은 최근 국내 대학에 임용되신 교수들이 최근 도시 관련 연구의 경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좌장으로는 이승일 교수님(서울시립대학교, 학회 학회지(國土計劃) 편집위원장)을 

모셨으며, 최근 유수의 국제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4편의 논문 저자들을 특별히 초대하였습

니다. 이들 논문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현재의 선도적인 연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학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후 세션은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되어 현재 진행 중인 논문을 해외 및 국내의 유수 학술지 

유에 투고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분들의 학술발표 세션입니다. 오후 

1세션은 이론 및 역사 세션으로 전상인 교수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2세션은 계량 및 

분석 세션으로 김의준 교수님(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Editor,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을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명실상부하게 이 분야의 우리 학계 최고의 

전문가로서 발표 논문에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후 세션 발표 희망자는 논문 초록 발표 신청 시 토론자로 모시고 싶은 관련 전문가가 있

다면 함께 신청하여 주십시오. 각 발표자에게 가장 적합한 토론자를 모실 수 있도록 저희 

학술위원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논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과 함께 학문적 진전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위원장 최창규 드림



시 간 행 사 내 용 

08:30-09:00 등록

09:00-09:20

개회식

  개회사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환영사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09:30-12:00

오전세션: 최근 도시관련 연구 동향의 이해(신임 교수 특별세션)

  좌장: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학회지 편집위원장

  발표: 김승남 중앙대학교 조교수

       윤희연 서울대학교 조교수

       이재경 홍익대학교 조교수

        원재웅 경희대학교 조교수

12:00-13:20 중식

13:20-15:20
오후세션 1. 이론 및 역사 세션 

  좌장: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5:20-15:40 휴식

15:40-17:40
오후세션 2. 계량 및 분석 세션

  좌장: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 Editor,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2018 하계학술대회

O 행사명: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하계학술대회

O 주제: 최근 도시 관련 연구 동향의 이해

O 일시: 2018년 6월 29일(금)

O 장소: 국토발전전시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18)

O 주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O 주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위원회

O 후원: 국토교통부

■ 프로그램(안)



발표자 발표제목 학술지명(게재년도)

김승남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전공 조교수

Home-Based Telecommuting and Intra-Household 
Interactions in Work and Non-Work Travel: A 
Seemingly Unrelated Censored Regression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 Policy and Practice
Vol.80, October 2015, 197-214

윤희연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학부

조경학전공 조교수

Do built environments affect pedestrians' choices of 
walking routes in retail districts? A study with GPS 
experiments in Hongdae retail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Habitat International
Vol.70, December 2017, 50-60

이재경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조교수

Evaluation of Networks of Plans and Vulnerability 
to Hazards and Climate Change: A Resilience 
Scorecard,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81, No.4, 287-302

원재웅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조교수

Are Walkable Neighborhoods More Resilient to the 
Foreclosure Spillover Effect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April 13, 2017

[오전세션: 최근 도시 관련 연구 동향의 이해]

 - 좌장: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학회 학회지(國土計劃) 편집위원장



[오후세션: 논문발표 신청 및 절차]

<논문발표 신청>

O 발표대상

 -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 재학생(석·박사 통합과정 포함)과 박사급 이상 전문가, 교수, 연구원

 - 주저자 및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학회 회원이어야 함(회비완납).

 - 논문발표자는 주저자를 원칙으로 함.

 - 논문발표자는 반드시 사전등록기간에 사전등록, 등록비 납부를 해야 함.

O 논문발표신청 및 초록접수

 - 신청기간: 5월 21일(월) 10:00 ~ 6월 3일(일) 18:00

 - 신청방법: 학회 홈페이지 → 학술대회 → 2018 하계학술대회 → 논문발표신청

 - 신청양식: 2018 하계학술대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토론자로 섭외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름과 소속을 적어주세요.

O 논문접수일정

 - 논문발표신청 및 초록접수마감 6월  3일(일)

 - 심사결과통보  6월  7일(목)

 - 프로그램 수립 및 토론자 1차 배정 6월 12일(화)

 - 최종본 접수 마감         6월 20일(수)

 - 사전등록 마감         6월 22일(금)

 - 토론자 확정  6월 22일(금)

O 전달사항

 - 신청기간 및 신청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발표신청 시

   : 회원의 경우 로그인 후 신청

   : 비회원의 경우 실명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청

   : 파일명은 “발표제목_주저자명”으로 함

 - 학문 분과 구분 없으며, 발표 신청 후 소정의 심사가 있습니다.

<최종본 제출>

O 대상

 - 기한 내에 논문발표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논문의 저자

O 최종본 제출

 - 제출기간: 6월 13일(수) 10:00 ~ 6월 20일(수) 18:00

 - 제출방법: 학회 홈페이지 → 학술대회 → 2018 하계학술대회 → 논문접수

 - 최종본 양식은 자유형식이며, 논문 형식 또는 PPT 등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종본 등록 시에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회원 4만원 5만원

일반 비회원 8만원 10만원

학생 회원, 비회원 3만원 6만원

※ 좌장, 토론자, 오전세션 발표자 등록비 면제

<기타 전달사항>

 - 논문 초록심사가 있습니다. 

 - 자료집과 USB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 모든 발표의 최종본 파일은 학회 앱에 업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논문이 많은 경우, 세션의 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등록비

    • 사전등록: 4만원(회원), 8만원(비회원), 3만원(학생)

    • 현장등록: 5만원(회원), 10만원(비회원), 6만원(학생)

    • 좌장, 토론자, 오전세션의 발표자 등록비 면제

 - 중식: 도시락 제공

[사전등록 & 현장등록 안내]

O 대상

 - 논문 발표자 및 학술대회 참가 희망자

 - 논문 발표자는 반드시 사전등록 기간에 사전등록, 등록비를 납부해야 함.

O 신청기간: 6월 13일(수) 10:00 ~ 6월 22일(금) 18:00

O 신청방법: 학회 홈페이지 → 학술대회 → 2018 하계학술대회 → 사전등록

O 결제방법

 - 학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 시 결제(실시간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O 등록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