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공학과가 

제31회 추계 한양도시학술제를 개최합니다. 

올 해는 코로나 19 팬더믹의 상황하에서 우리의 삶과 도시를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이번 한양 도시학술제는 

‘COVID-19와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외 석학 및 

산학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COVID-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뉴노멀(new normal)”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변화와 앞으로도 다가올지 모를 

감염병 팬더믹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도시를 

설계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획적,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응답하여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올 해의 도시학술제는 감염병 팬더믹에 대응한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팬더믹에 강건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학계와 정부는 감염병의 적응과 대응을 통하여 

미래의 도시의 가치를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도시 및 부동산 개발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과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공학과 구성원들은 이번 행사를 그 어느 때보다 뜻 깊고 

알찬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COVID-19과 같은 예상치 못한 환경이 

올 해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행사는 ZOOM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국제 세미나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감염병에 강건한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시고, 

이를 위하여 충실히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여러분의 혜안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 겸 부동산융합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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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ng to changes: 
Quantitative indicators and visualization of 

travel behaviors under great external shocks
Zhou, Jiangping (Associate Professor, Director, Master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The University of Hongkong) 

Human mobility change under COVID-19: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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