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 

YouTube 접속 방법, Zoom 접속 방법, 학회 홈페이지 이용 안내

스마트폰, 태블릿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검색어 : kpa_1959)

카카오톡 접속

채널 추가 클릭카카오톡 상단의 돋보기 클릭 검색창에 kpa_1959 입력

랩탑, 데스크탑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검색어 : @kpa_1959)

카카오톡 접속

채널 추가 클릭
카카오톡 상단의 친구추가 클릭 

ID로 추가 클릭

검색창에 @kpa_1959 입력

카카오톡 채널 이용 방법

친구 추가된 채널명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지사항 및 링크 발송

행사 당일 1:1 채팅으로 

질의응답 가능



YouTube 접속 방법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는     또는  

링크를 클릭하여 입장

유튜브에서 ‘도시TV’를 검색하여 접속

Zoom 접속 방법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하여 입장

(세션 시작 10분 전에 Zoom 방 개설 예정)

Zoom 입장 시 소속, 이름 기입 후 

회의 참가 클릭

학회 홈페이지 이용 안내

검색창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검색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속

 학술대회-프로그램-프로그램북 다운로드 학술대회-참여방법-참가자 지침 다운로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앱 사용 및 발표자료 열람 안내

앱 다운로드 검색어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삼성, 엘지 등
안드로이드폰용

애플 아이폰용

2020 춘계산학학술대회 페이지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 페이지

안드로이드 화면 아이폰 화면 발표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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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일 정 운영방법

09:30-09:50
개회 및 운영방법 소개

- 인사말: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YouTube ‘도시TV’ 생중계

YouTube ‘도시TV’ 바로가기

09:50-10:00 휴 식

10:00-12:00
위원회세미나 Ⅰ(여성위원회) 

“출산과 육아를 중심으로 본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12:00-13:00 중 식

13:00-15:00
특별세션 Ⅰ((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전환기의 도시계획업계 활성화 방안”

15:00-15:30 휴 식

15:30-17:30
특별세미나 Ⅰ(한국프롭테크포럼) 

“프롭테크 사례 발표: 도시개발의 진화와 프롭테크의 역할”

17:30-18:00 4/25(토) 일정 안내

Program

2020 춘계산학학술대회
2020 SPRING CONGRESS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전환기의 도시계획: 신도시와 도시재생”

■ 4월 24일(금) 

◯ 개요

• 일시: 2020년 4월 24일(금)-25일(토) 온라인 학술대회

• 주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건설주택포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주관: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위원회

• 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프롭테크포럼, 서울연구원

◯ 참여방법

    카카오톡 채널 공지를 통해 YouTube 도시TV, Zoom 세미나, 학회 모바일 앱, 학회 홈페이지 이용

◯ 전체 프로그램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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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일 정

  개회식(YouTube ‘도시TV’ 생중계)   YouTube ‘도시TV’ 바로가기

09:00-09:25 개회사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주정필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한정탁 (사)건설주택포럼 회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기조연설(YouTube ‘도시TV’ 생중계)

09:25-09:40 “3기 신도시와 특화도시 구상”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일정안내(YouTube ‘도시TV’ 생중계)

09:40-09:50 일정 및 운영방법 안내

09:50-10:00 휴　식

  Round 1

10:00-12:00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학부세션

정책세미나 Ⅰ 

(학술위원회·LH 토지주택연구원)

특별세미나 Ⅱ

(스마트도시계획연구위원회)

Zoom 세미나 YouTube ‘도시TV’ 생중계 Zoom 세미나

12:00-13:00 중　식

  Round 2

13:00-15:00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정책세미나 Ⅱ

(학술위원회)

특별세션 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위원회세미나 Ⅱ

(계획이론·역사연구위원회)

Zoom 세미나 YouTube ‘도시TV’ 생중계 Zoom 세미나

15:00-15:30 휴　식

   Round 3

15:30-17:30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특별세션 Ⅲ 

((사)건설주택포럼)

특별세미나 Ⅲ

(10대뉴스)

위원회세미나 Ⅲ

(영문학회지위원회)

Zoom 세미나 YouTube ‘도시TV’ 생중계 Zoom 세미나

17:30-17:50 휴　식

  폐회식(YouTube ‘도시TV’ 생중계)

17:50-18:20

총　평 김찬호 학술부회장

임명장 수여 제11기 도시정보지 학생기자단

시상식 우수논문상

폐회사 김현수 학회장

■ 4월 25일(토)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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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 세션 좌장 및 토론자
(전문가 / 대학원 / 학부)

시간 분과 좌장 토론자

전문가세션

10:00-12:00
국토 및 지역계획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도시교통 및 안전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13:00-15:00
스마트도시계획(1)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박사학위논문발표(1)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5:30-17:30
스마트도시계획(2) 김용학 동훈ITECH 경영고문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박사학위논문발표(2) 손순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대학원세션

10:00-12:00

국토 및 지역계획 노병덕 (주)양지 이사 윤윤정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경제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도시정책 및 복지(1)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허자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도시구조 및 개발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토지 및 주택(1)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 이관옥 싱가폴국립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및 관리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3:00-15:00

International Session
Sonn, Jung Won  

Professor, UCL University of London

Lee, Kwan Ok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도시교통 및 안전(1)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

부동산 및 상업입지(1)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도시정책 및 복지(2)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토지 및 주택(2)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김성훈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환경 및 방재(1) 최재도 해주 엔지니어링(주) 지사장 송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스마트도시계획(1)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이주림 (주)유알아이도시연구소 소장

15:30-17:30

도시설계 및 경관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 김준우 대구대학교 교수

도시교통 및 안전(2) 최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부동산 및 상업입지(2)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도시정책 및 복지(3)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궁미 부산대학교 교수

토지 및 주택(3)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환경 및 방재(2)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스마트도시계획(2)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학부세션

10:00-12:00 학부세션 김행종 세명대학교 교수 이지은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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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국토 및 지역계획

1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의  

상관관계 연구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Kenneth Joh 조지타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

Chia-Yuan Yu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심사 판단기준 연구
김남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재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3 COVID-19 위기 이후 기술혁신분야 과제 정남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4 충청북도 내 도시재생전략계획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변혜선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1호

좌장: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토론: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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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및 안전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2호

좌장: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1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이용요금 추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안다은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도시연구실 연구원

이경환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연구원

고은정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연수연구원

2
대규모 신종 도시재난에 대한 시민인식 분석 

: 서울시를 사례로

신상영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상균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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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스마트도시계획(1)

1 구글맵을 활용한 북한의 주요 도시 연결망 구축 방안 김철민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시간강사

2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 혁신을 위한 리빙랩

: 지향점과 모델

Living Lab for Social Problem Solving and  

Regional Innovation

: Model and Orientation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인환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구위원

홍성욱 룩앤워크코리아(주) 이사

신상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이현무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엄영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3 보행자에 대한 도시공간의 상태인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안
서동혁 단국대학교 디스플레이공학과 연구교수

김성길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1호

좌장: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토론: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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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발표(1)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2호

좌장: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윤성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2
집적경제와 임금탄력성을 고려한 지역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현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후연구원

김홍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인구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보영  중앙대학교 도시부동산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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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스마트도시계획(2)

1
공간정보산업의 업역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 분해통합  

방법론 연구

권영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배상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고재용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임

김상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책임

2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제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김민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제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장선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김성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3
스마트시티 인사이트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국내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김효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성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1호

좌장: 김용학 동훈ITECH 경영고문

토론: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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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발표(2)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2호

1
The Tension between Technocratic and Social  

Values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홍창유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2
기반시설용량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방안 탐구

-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훈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좌장: 손순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토론: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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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국토 및 지역계획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3호

좌장: 노병덕 (주)양지 이사

토론: 윤윤정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1
고차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 고속철도 연계형 생활권  

구축에 관한 연구 

- 충남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비교를 중심으로 -

최현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일본 면형(面形)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 과정과 특성
성원석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택지개발이 주변도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정연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지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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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지역경제

좌장: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토론: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4호

1
SNS 멘셔닝(Mentioning)이 골목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Panel VAR 모형을 중심으로 -

강지은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제3연구부 연구원

이제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2
지역안전수준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성　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달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조교수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재생사업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서울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이용백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지역 산업생태계의 동태적 분석

: 기업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조미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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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도시정책 및 복지(1)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5호

1
공간회귀분석을 이용한 서울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 결정  

요인 분석 

: 협약주유소 입지와 관공서 입지 요인을 중심으로

고규희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제3연구부 연구원

이제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2
서울시 생활인구의 시간대별 혼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조　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하재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충청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소외지역 분석
한경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성현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4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

: 주거유형별 사회적 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정이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5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강승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좌장: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허자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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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조 및 개발

좌장: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6호

1
주민기피시설에 의한 지가피해

: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 사례

구한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관용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결정 영향  

요인 분석

김지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인구밀도 및 고용밀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분석

임동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송　건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홍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개발행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도시 내 파편적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강승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달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조교수

서세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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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토지 및 주택(1)

좌장: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이관옥 싱가폴국립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7호

1 에어비앤비의 확산이 주택 임대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이관용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월세(보증금)비중과 보유기간과의 상관관계 분석
안태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임차 가구 주거비용에 따른 주택 수요 양상

-  임차가구의 위험 프리미엄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를 중심으로 -

조안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4 소득 분위별 구매가능 주택의 공간적 분리에 관한 연구
손희주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최　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 

-  성향점수매칭-동적 패널(PSM-DP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

홍　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2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20 춘계산학학술대회

도시재생 및 관리

좌장: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8호

1
도시재생 사업의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분석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

이현석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사업 효과 분석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염재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전선민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상권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상권의 재활성화 가능성 연구
강태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쇠퇴진단방법 고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쇠퇴진단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5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중·소규모 유휴토지 관련 

인식분석 연구

이동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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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International Session

좌장:  Sonn, Jung Won  

Professor, UCL University of London

토론:  Lee, Kwan Ok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3호

1
GIS Based Multicriteria Analysis for Residential  

Site Suitability Assessment for Metro Manila, 

Philippines

Flores,  Diane Angeline Fajardo  

Master Candidate, University of Seoul

Jeon, Leebom  Ph.D. Candidate, University of 

Seoul

Lee, Seungil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2
Economic Impacts of Two Child Policy in China  

Using a CGE Model

Jiang, Min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Euijun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3

Analysis of Large-Scale Residential Development on 

Walking Environment in Surrounding Neighborhoods

: Before-and-After Comparison of the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s in Seoul, Korea

Dogan Omer  Doctorate Candidate, Hanyang 

University

Han, Jaewon  Doctorate Candidate, Hanyang 

University

Lee, Sugi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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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및 안전(1)

좌장: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

토론: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4호

1
과거의 교통수단선택이 미래의 교통수단 분담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분석

: 서울시를 대상으로

권재홍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조기혁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2
궤도교통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상하이 지하철 16호선 환승역과 일반역을 중심으로 -

두배배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석사과정

신우진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3
MaaS 도입 가능성과 결정요인 분석 

–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

서지민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전임연구원

석종수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기상조건에 따른 동적 대중교통 네트워크 서비스 변화분석

: GTFS 및 대중교통 운영 데이터(BIS)를 중심으로

심재웅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조기혁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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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부동산 및 상업입지(1)

좌장: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토론: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5호

1
연령대별 유동인구와 소매업 매출 비중이 소매업 점포의 

개·폐업과 전체 매출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이동엽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성현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2
Airbnb 증가는 상권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손경민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서재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상권의 특성이 상권배후지 유형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정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권역별 특성에 따른 오피스 빌딩의 실질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및 대상물건 요인분석  

- 서울시 S등급 오피스 빌딩의 차이를 중심으로 -

장래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엄현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5
영향권거리(Huff model)를 이용한 대규모점포의  

주변 상권 영향력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박희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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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및 복지(2)

좌장: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토론: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6호

1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근린 환경 요인의 영향 분석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재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주거환경요인을 중심으로 -

임지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이경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생활인구와 거주인구에 따른 생활인프라의 지역적 불균등  

도출 및 비교 연구

하정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전이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도시유휴공간 활용과정을 통해 본 공공의 지원방안 연구

권주안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석사과정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치매노인들의 동네 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특성 실증분석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을 대상으로

박주현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석사졸업

이경환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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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좌장: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7호

1
30-40대 인구유입에 따른 세종시 생활권 중심 공간특성 연구 

- 세종시 아름동, 도담동을 중심으로 - 

김민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석사과정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
직업, 주택 사유에 따른 수도권 주거이동 분포와 유입요인

- 연령층별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연구 -

조미현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3
통행목적 및 수단에 따른 일상 생활권의 변동성에 관한 연구 

-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

조　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성현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4 서울시 공간구조체계와 통근패턴과의 연계분석
김주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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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2)

좌장: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토론: 김성훈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8호

1
수도권 2기 신도시 주거환경만족도 요인 분석

: 웹크롤링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김선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가구 및 커뮤니티특성이 도시 내부 주거이동거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대월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최　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협소주택의 무형적 경제적 가치 측정 가능성 모색  

- 서울 후암동 사례분석 -

이윤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형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서울시 유자녀가구의 거주밀집지역과 시설접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집계구를 중심으로

전이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수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동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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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환경 및 방재(1)

좌장: 최재도 해주 엔지니어링(주) 지사장

토론: 송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09호

1
지역별 인구연령층에 따른 건물에너지소비 영향요인 

실증연구

이수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경기 충북연구원 공간창조부 수석연구위원

2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도시열섬효과에 

미치는 영향

김시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폭염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별 지표 분석

김예슬 한국과학기술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이성희 한국과학기술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후연수연구원

김영철 한국과학기술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4
재난 발생 시 서울의 지역별 특성이 생활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전염병 COVID-19를 중심으로

정재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정현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최수연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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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계획(1)

좌장: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이주림 (주)유알아이도시연구소 소장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세션번호: Zoom 110호

1
WiFi 센싱 기술을 활용한 보행자 이동 궤적 생성 및 분석에  

관한 연구

: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박주현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부교수

2 클러스터링 방법을 활용한 서울시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
리　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췐지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조교수

3
아시아 국가의 스마트 시티 주요 가치

: 중국과 한국 비교 연구

청지에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김혜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4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구축 및 수준 진단

조성운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조성수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상호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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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도시설계 및 경관

좌장: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

토론: 김준우 대구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3호

1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도시이미지도출 및 분석
최지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상업가로경관의 입면변화특성 단계분석 연구
이지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기호학의 의미 형성 요소 도출 연구
이상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Google Street View와 딥러닝을 활용한 서울시 녹지 

형평성 분석 

- NDVI와 가로이미지 기반 녹지 산출방법과의 비교 -

기동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졸업

김선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졸업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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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및 안전(2)

좌장: 최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토론: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4호

1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시간이 개인의 운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와 여유 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우람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성현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2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유형화에 관한 연구

: 잠재계층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오지훈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3
시공간검색통계량을 이용한 서울시 공유 자전거  

과다 수요 발생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

김동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OD 수준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 영향 요인 분석 

: 대중교통과 공유자전거의 상대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김민준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박사과정

조기혁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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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부동산 및 상업입지(2)

좌장: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5호

1 서울시 식품환경의 접근성 변화와 공간적 형평성 분석
성태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의 거리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

안혜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주지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주택가격과 사회·경제지표의 상호영향 분석
정예진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상호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수원 비상활주로를 사례로

이병학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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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및 복지(3)

좌장: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6호

1
사회적 관계가 고령자의 계속거주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준범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임보영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시민의 삶의 질에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사수가  

미치는 영향

이가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문국경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여성친화도시 안전사업에 따른 여성인식과 범죄율
음정인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김형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4 서울시 행복주택이 인근 생활상권에 미치는 영향
박수훈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예비고령자 가구의 주거선택요인 변화 연구
이수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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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좌장: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남궁미 부산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7호

1 도시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소분석
최시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공급 우선순위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임수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셀룰라 오토마타를 활용한 지방 도시 축소모형 연구 

: 경남 혁신도시 진주시를 중점으로

김대성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협동과정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4
읍성의 유무와 근대적 행정구역개편이 한국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

김승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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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8호

1
지리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이용한 전국 빈집 증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2
빈집 발생원인 도·농간 비교 연구 

: 전라북도 읍·면·동 사례를 중심으로

최형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3 감정평가선례자료를 활용한 토지 시장가치지수 산정 연구
이소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4
온라인 신문기사와 서울시 주택 하위시장과의 동태적 관계분석

: 주택시장 심리지수 개발을 통해

서정석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박사과정

오지훈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김정섭 울산과힉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부교수

토지 및 주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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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09호

1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정책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박상진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김형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부 조교수

2
미세먼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종로구를 대상으로

문형주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3
지역경제 성장이 지역 간 교역에 체화된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

이호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석사과정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4 서울시 교통체증이 미세먼지농도에 미치는 영향
진정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환경 및 방재(2)

좌장: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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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계획(2)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세션번호: Zoom 110호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상업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현승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김민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에 따른 통근시간 인식 변화 분석

송치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태건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서울 동별 가구의 전기에너지 소비 영향요인 분석
정일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최　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전염병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중심으로

주지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안혜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토론: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학부세션
학부세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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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세션

학부세션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세션번호: Zoom 109호

1 전문가 설문을 통한 서울 대도시권 교외도시 식별 요소 분석
윤현성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학부과정

김승남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부교수

2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문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준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지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축소도시 시민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  디트로이트 지역의 트위터 토픽 모델링 및 감정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주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학부과정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4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인근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기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부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좌장: 김행종 세명대학교 교수

토론: 이지은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위원회세미나 Ⅰ 45
특별세션 Ⅰ 46
특별세미나 Ⅰ 47
정책세미나 Ⅰ 48
특별세미나 Ⅱ 49
정책세미나 Ⅱ 50
특별세션 Ⅱ  51
위원회세미나 Ⅱ  52
특별세션 Ⅲ  53
특별세미나 Ⅲ 54
위원회세미나 Ⅲ  55

기획세미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45

기획세미나

위원회세미나 Ⅰ: 출산과 육아를 중심으로 본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10:00-12:00

인사말

임미화  여성위원회 위원장, 전주대학교 교수

발표

여성과 도시 - 결혼 및 출산을 중심으로 -

: 도난영 고양시 도시재생과 센터장

육아친화공간으로서의 스마트시티

: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종합토론

좌장   최봉문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

토론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장 

김형규 홍익대학교 교수 

송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희 경성대학교 교수 

곽현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기획처 차장 

▒ 일시: 4월 24일(금) 10:00-12:00

▒ 운영방법: YouTube ‘도시TV’ 생중계

▒ YouTube ‘도시TV’ 바로가기

▒ 주관: 여성위원회

사회: 이정란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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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Ⅰ: 전환기의 도시계획업계 활성화 방안

13:00-15:00

인사말

주정필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주제발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가의 과제

: 우명규 수다플랜 대표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현실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 이승우 (주)국토비전컨설팅 대표

종합토론

좌장  이석우  (주)동림피엔디 대표

토론   안상훈 (주)동명기술공단 부사장 

박병욱 (주)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장기욱 도담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 

현재명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장

▒ 일시: 4월 24일(금) 13:00-15:00

▒ 운영방법: YouTube ‘도시TV’ 생중계

▒ YouTube ‘도시TV’ 바로가기

▒ 주관: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사회: 송지현 (주)KG엔지니어링 전무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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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미나

특별세미나 Ⅰ: 프롭테크 사례 발표: 도시개발의 진화와 프롭테크의 역할

15:30-17:30

인사말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

주제발표

인공지능의 부동산개발 응용

: 조성현 스페이스워크(주) 대표

도시의 일상을 바꾸는 지역개발

: 신혜린 어반하이브리드 매니저

드론, 건설현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다

: 박원녕 (주)엔젤스윙 대표

▒ 일시: 4월 24일(금) 15:30-17:30

▒ 운영방법: YouTube ‘도시TV’ 생중계

▒ YouTube ‘도시TV’ 바로가기

▒ 주관: 한국프롭테크포럼

사회: 김형규 홍익대학교 교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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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Ⅰ: 전환기의 도시계획: 신도시와 도시재생

10:00-12:00

인사말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수축사회에 대비하는 신도시와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신도시 공유공간의 변천과 미래

: 정상훈 가천대학교 교수

한국적 도시재생사업 변천과 10가지 이슈

: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좌장   김찬호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토론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과장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실장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운영방법: YouTube ‘도시TV’ 생중계

▒ YouTube ‘도시TV’ 바로가기

▒ 주관: 학술위원회, LH 토지주택연구원

사회: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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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미나

특별세미나 Ⅱ: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도시 교육의 변화

10:00-12:00

주제발표

미래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분야의 산학협력 전망

:  김종하 목원대학교 교수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스마트시티 인력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전략

: 이재경 홍익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좌장   이제승 스마트도시계획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고은태 중부대학교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조돈철 (주)정도UIT 이사 

조영태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 일시: 4월 25일(토) 10:00-12:00

▒ 운영방법: Zoom 세미나

▒ 세션번호: Zoom 112호

▒ 주관: 스마트도시계획연구위원회

사회: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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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Ⅱ:  최근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방안  
-  수도권 주택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13:00-15:00

인사말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주제발표

수도권 주택수급 진단

: 이창수 가천대학교 교수

3기 신도시(공생도시) 주택공급효과

: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 부장

서울시 기성시가지 주택공급 방안

: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좌장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토론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경영연구실 실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 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성덕 (주)동성엔지니어링 대표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운영방법: YouTube ‘도시TV’ 생중계

▒ YouTube ‘도시TV’ 바로가기

▒ 주관: 학술위원회

사회: 이재순 학술부위원장, 호서대학교 교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51

기획세미나

특별세션 Ⅱ: 도시부동산 개발사례 연구

13:00-15:00

주제발표

청진동 도심재생 개발사업

: 공완섭 지엘산업개발(주) 이사

북삼송 우미라피아노 주택개발리츠

: 이장원 우미건설(주) 상무

펀드 활용 개발사업

: 이기열 이지스자산운용(주) 이사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운영방법: Zoom 세미나

▒ 세션번호: Zoom 113호

▒ 주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회: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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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세미나 Ⅱ:  계획이론·역사연구위원회  
‘계획이론 및 계획역사의 서구와 한국 간 비교’

13:00-13:10
개회

: 강명구 계획이론·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3:10-13:40

주제발표

Shadows of American rational planning in Korean water resources planning

: 홍창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정토론

: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13:40-13:50 휴식

13:50-14:20

주제발표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가의 역할

(서울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 신현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주무관

지정토론 

: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

14:20-15:00
종합토론

자유토론

▒ 일시: 4월 25일(토) 13:00-15:00

▒ 운영방법: Zoom 세미나

▒ 세션번호: Zoom 112호

▒ 주관: 계획이론·역사연구위원회

사회: 강명구 계획이론·역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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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미나

특별세션 Ⅲ: 도시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15:30-17:30

인사말

한정탁 (사)건설주택포럼 회장

주제발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선철 (주)무궁화신탁 상무

서울 주택공급 부족 현상과 공급방안에 관한 제안

: 천정환 (주)무궁화신탁 팀장

종합토론

좌장   윤주선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 

최종권 중앙대학교 교수 

변세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운영방법: YouTube ‘도시TV’ 생중계

▒ YouTube ‘도시TV’ 바로가기

▒ 주관: (사)건설주택포럼

사회: 김광수 (주)에스앤디파트너스 대표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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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미나 Ⅲ: 국토도시 분야 10대 뉴스 선정 운영방안 세미나

15:30-17:30

주제발표

국토도시분야 10대 뉴스 선정 운영방안

: 송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국내외 사례로 본 향후 10대 뉴스 활용 방안

: 장지인 홍익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좌장   최봉문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

토론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현곤 충북대학교 교수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운영방법: Zoom 세미나

▒ 세션번호: Zoom 111호

▒ 주관: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회: 송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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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미나

위원회세미나 Ⅲ: 영문학회지(IJUS)위원회 세미나

15:30-15:40
개회

개회 및 IJUS 홍보

15:40-16:20

주제발표

From protest to collaboration: The evolution of the community movements

amid sociopolitic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 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16:20-16:30 휴식

16:30-17:10

주제발표

A Spatial Disaggregation Model to Improve Long-Term Land Use  

Forecasting with Transport Models Based on Zonal Data

: 안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지정토론

: 이　훈 신한대학교 교수

17:10-17:30
종합토론

자유토론

▒ 일시: 4월 25일(토) 15:30-17:30

▒ 운영방법: Zoom 세미나

▒ 세션번호: Zoom 112호

▒ 주관: 영문학회지위원회

사회: 강명구 영문학회지 편집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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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대회장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주정필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한정탁 (사)건설주택포럼 회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부대회장

김찬호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학술위원장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

학술부위원장

김형규 홍익대학교 교수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학술위원

김성희 안양대학교 교수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노병덕 (주)양지 이사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신우진 전남대학교 교수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	
임대원 마스턴투자운용 팀장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최헌욱 (주)반석엔지니어링 이사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	
허자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홍보위원회

김성희 홍보위원장, 안양대학교 교수

정다운 홍보위원,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사

사무국

김성현 사무국장

이소정 과장

정유진 대리

이연희 대리

김해인 행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