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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구분 

(O 표기)
회 장 ○ 학술부회장 행․재정부회장

성  명

(한글) 정창무

사진

(한자) 鄭昌武

소  속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출생년도 1959년 9월생

학  력

1983.02.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建築學科 卒業 (工學士)

1985.02. 서울大學校 大學院 卒業 (都市工學 碩士)

1992.12. 美國 버지니아텍(Virginia Tech) 都市計劃學科卒業(都市計劃學 

博士)

주요경력 

(본 학회 활동

5개 이내 포함)

1985.04.15.~1988.08.10 삼성종합건설 개발사업본부 
1992.10.06.~1992.12.31 한국부동산신탁(주) 부동산 컨설팅부 전문위원
1993.01.01.~1996.03.2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책임연구원
1996.03.23.~2005.08.3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05.09.01.~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06.02.22.~2013.02.2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2006.04.01.~2008.03.3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위원장
2006.11.01.-2012.10.3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2007.04.02.~2009.04.01. 경기도 부천시 고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총괄계획가

2008.04.01.-2010.03.3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 부위원장

2008.06.01.~2010.05.31. 경기도 평택시 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총괄계획가

2013.02.28.~2015.02.2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2013.02.28.~2015.02.2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
2013.11.12.~2015.11.11.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2015.11.24.~2016.11.23.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
2014.02.28.~2016.02.2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
2016.02.28.~2018.02.2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단선거 입후보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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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가족 여러분께

내년이면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설립된 지 60년이 됩니다. 우리 학회는 그 동안 국토

도시계획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선배님들의 정성과 노고에 힘입어 도시계획 분야의 학술

발전과 더 나은 도시만들기를 실천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도

시계획의 정체성과 유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취업난 증가

와 도시관련학과 폐과 등 위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센 도전을 맞이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25대 선거 학회장에 

입후보하게 된 제게 소임이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중점 시책을 통해 도시계획의 새로운 비

전을 정립하고 활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① 면면부절(綿綿不絕)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열정

을 바쳤습니다. 늘 변화의 선두에 섰으며, 개혁을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선배님들의 열정과 

노고를 이어 받아, 이제까지 학회가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을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계

획업의 업역 확장과 도시관련 전공자들의 취업문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60주

년 기념행사 준비와 2018년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Pacific Planning Societies와 

동시에 개최되는 APSA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세미나와 학술분

과 활동 강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학회지의 SCOPUS 저널 등재와 지회 위상 강화에도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학회장 선출제도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선배님들과 동학분들의 중지를 모아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겠습니다.

② 계획굴기(計劃崛起)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도시 관

련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하락하고 있습

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사랑하고 제

대로 계획하고 싶지만, 생계에 쫓기어 도시계획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결집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회장으로 학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회라는 영역에 그치지 않

고 도시계획 업역 전반에 걸쳐, 젊은 도시계획가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계획의 외연확대와 내실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③ 균형분권(均衡分權)의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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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학술적 다양성과 현장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균

형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학계, 관계, 산업계, 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 

계신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학회의 골간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 전문

가들의 균형과 조화가 무엇보다도 학회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와 기술계,

산업계, 그리고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

니다.

학회의 질적 도약과 도시계획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

운 학회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학술부회장과 행재정부회장의 경우 명칭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석으로 있는 산업계 부회장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계 부회장님의 경우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등 유관 직능단체와의 정무적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부회장님의 경우도 지회와 본회간의 균형적인 역할분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지회장님

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와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본회 활동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의사결정시 지회장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충하겠습니다. 지회 활동 강화를 위해 본회와의 공동기획행사 등 지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회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④ 노소동락(老少同樂)하는 학회로 만들겠습니다.

세대간의 연결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발전과 차세대의 기회 확대에 보다 더 집중하도록 하

겠습니다. 학회 원로분들과 고문 선생님들의 귀한 경험과 지식들이 젊은 회원들에게 전달되

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로 선배님들이 늘 이야기하시는 한국 도시계획사와 

도시계획론에 대한 정리편찬에 학회의 노력을 집중하고 젊은 회원들이 학회 학술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동기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와 학술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가 회원 모두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열심히 활동하는 위원회에게는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

구하겠습니다. 연구총괄위원회 세미나와 정책세미나의 경우는 수요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세미나,” “열띤 토론이 있는 정책세미나”로 더욱 확대·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지만, 새로 

선출되는 학술부회장님과 행재정부회장님과 상의하고 학회의 원로선배님들께 조언을 청하고 

선배님, 동학들, 후배분들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戊戌年) 황금 개의 해에 회원님들의 하루하루가 열정으로 가득하고, 댁내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정 창 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