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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구분 

(O 표기)
회 장 학술부회장 행․재정부회장 ○

성  명

(한글) 김찬호

사진

(한자) 金燦浩

소  속 중앙대학교 출생년도 1963

학  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졸업,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졸업, 석사

- 일본 동경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박사

주요경력 

(본 학회 활동 

5개 이내 포함)

- LG건설 해외개발사업본부 차장

- 학회 상임이사

- 도시정보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위원장

- 학회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 현, 도시정보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 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단선거 입후보 등록서



출마소견서
(본면 포함 2매 이내, 2,500자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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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여러분, 

언제까지나 선배님들 뒤에 서 있을 것 같았던 학회 생활이 어느새 20년을 훌쩍 넘고, 이제 

회원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학회는 제가 아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이야기만 해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여전히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

었던 것은 좋은 기억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재정부회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묘를 찾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면 대열에서 탈락할 것 같은 두려움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내려 

애를 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이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변화는 있었고, 또 그 변화에 대한 대응도 있었을 것입니다. 6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학회의 선배님들도 지혜롭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금의 학회의 기반을 구축해 

왔을 것입니다. 새롭고 기발한 생각들에 선배님들의 지혜를 녹여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학계와 업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양한 출신학교, 경험 많은 분과 이제 막 도

시계획을 시작한 분 등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량 있고 훌륭한 분들

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역량을 모아 학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회 운영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회원이 원하는 다

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회장단의 임기를 단축하도

록 제안하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학회는 회장과 2명의 부회장이 각각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선출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회장단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각자가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일관성 없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재정부회장으로서 회장이 제시한 정책과 비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

에 충실하겠습니다. 대신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장단의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의 회원임을 항상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재정부회장후보

김찬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