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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계학술대회
2021 FALL CONGRESS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주제: 포스트 코로나 국토정책·도시정책

● 기간: 2021년 10월 22일(금)~23일(토)

● 장소: 온라인(메타버스 기반의 유튜브 도시TV 생중계 및 줌)

● 전체일정

■ 10월 22일(금)

■ 10월 23일(토)

시 간 일 정

10:00-12:00 서울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방재·안전연구위원회

12:00-13:00 휴 식

13:00-15:00 국토교통부 주거정비연구위원회
도시관리연구위원회·

토지정책연구위원회

15:00-15:30 휴 식

15:30-17:30 한국프롭테크포럼 기후변화연구위원회

YouTube ZOOM

시 간 일 정

09:00-09:30
개회사: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축　사: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09:30-09:50 기조연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09:50-10:00 휴 식

10:00-12:00 학술발표 세션 서울기술연구원 한양대 산학협력단 국토정보연구위원회 균형발전연구위원회

12:00-13:00

13:00-15:00 학술발표 세션 정책세미나 주택정책연구위원회

15:00-15:30 휴 식

15:30-17:30 학술발표 세션 대구경북연구원

17:50-18:00 폐회식 (총평·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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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계학술대회
2021 FALL CONGRESS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10월 22일(금)

■ 10월 23일(토)

• 101: 유튜브 도시TV로 생중계

• 102: 유튜브 도시TV-S로 생중계

• 103~116: ZOOM으로 접속(암호: 1023245 / 등록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Opening
09:00-09:30

OP101

개회식

Plenary
09:30-09:50

PL101

기조연설

Session D
10:00-12:00

D101(기관)

서울기술연구원

D103(전문가)

국토 및 지역계획

D104(전문가)

도시재생 및 관리

D105(대학원)

국토 및 지역계획(1)

D106(대학원)

도시 및 지역경제(1)

D107(대학원)

도시재생 및 관리(1)

D108(대학원)

도시정책 및 복지(1)

Session E
13:00-15:00

E101(정책)

정책세미나

E103(전문가)

부동산 및 상업입지

E104(전문가)

도시 및 토지정책

E105(대학원)

국토 및 지역계획(2)

E106(대학원)

도시 및 지역경제(2)

E107(대학원)

도시재생 및 관리(2)

E108(대학원)

도시정책 및 복지(2)

Session F
15:30-17:30

F101(기관)

대구경북연구원

F103(전문가)

박사학위논문

F104(대학원)

도시정책 및 복지(3)

F105(대학원)

환경 및 방재(3)

F106(대학원)

토지 및 주택

F107(대학원)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F108(대학원)

스마트도시계획

Closing
17:50-18:30

CL101

폐회식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Opening
09:00-09:30

Plenary
09:30-09:50

Session D
10:00-12:00

D109(대학원)

환경 및 방재(1)

D110(학부1) D111(학부2) D112(기관)

한양대 산학협력단

D113(연구)

국토정보연구위원회

D114(연구)

균형발전연구위원회

Session E
13:00-15:00

E109(대학원)

환경 및 방재(2)

E110(대학원)

도시교통 및 안전

E111(대학원)

도시구조 및 개발

E112(대학원)

도시설계 및 경관

E113(대학원)

부동산 및 상업입지

E114(학부3) E115(학부4) E116(연구)

주택정책연구위원회

Session F
15:30-17:30

F109(학부5) F110(학부6) 

Closing
17:50-18:30

101 102 103 112 113

Session A
10:00-12:00

A101(기관)

서울연구원

A112(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A113(연구)

방재안전연구위원회

Session B
13:00-15:00

B101(기관)

국토교통부

B102(연구)

주거정비연구위원회

B113(연구)

도시관리연구위원회,

토지정책연구위원회

Session C
15:30-17:30

C101(기관)

한국프롭테크포럼

C103(연구)

기후변화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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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메타버스 기반의 유튜브 도시TV 

▒ 주관: 학술위원회

인사말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발표

국토도시계획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 백운수 ㈜미래이앤디 대표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미래 국토도시제도의 방향

: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좌장　 김찬호 학술부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김철수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송지현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상임이사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전병창 세종시 상임기획단장

김세묵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사회: 이희정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101]    정책세미나: 패러다임 변화와 국토도시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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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 세션

- 기관 세션

- 위원회 세션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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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계학술대회

학술논문발표 세션 시간 및 좌장·토론자
(전문가 / 대학원 / 학부)

시간 분과 좌장 토론자

전문가세션

10:00-12:00
국토 및 지역계획 류재영 한양대학교 교수 강범준 명지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및 관리 손순금 LH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 조돈철 ㈜정도UIT 이사

13:00-15:00
부동산 및 상업입지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도시 및 토지정책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관옥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15:30-17:30 박사학위논문발표 박진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

대학원세션

10:00-12:00

국토 및 지역계획(1) 김동현 부산대학교 교수 김성훈 홍익대학교 교수

도시 및 지역경제(1)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장지혁 부경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및 관리(1) 장한두 전북대학교 교수 이지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도시정책 및 복지(1)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환경 및 방재(1)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김형규 홍익대학교 교수

13:00-15:00

국토 및 지역계획(2)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김단야 성결대학교 교수

도시 및 지역경제(2)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및 관리(2)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병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정책 및 복지(2) 신우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환경 및 방재(2)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현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도시교통 및 안전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이사 이혜경 단국대학교 교수

도시구조 및 개발 이　훈 신한대학교 교수 김영철 KAIST 교수

도시설계 및 경관 박승훈 단국대학교 교수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부동산 및 상업입지 최재도 해주엔지니어링㈜ 지사장 전재식 건국대학교 교수

15:30-17:30

도시정책 및 복지(3)
김유승 University of Southern Maine 

교수
김민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환경 및 방재(3)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기혁 UNIST 교수

토지 및 주택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이창연 전북대학교 교수 장성만 목포대학교 교수

스마트도시계획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학부세션

10:00-12:00
학부세션(1) 권태정 동아대학교 교수 유혜정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학부세션(2)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지현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13:00-15:00
학부세션(3) 이　일 대구 송현동 도시재생센터장 김성태 경남대학교 교수

학부세션(4)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주영하 중앙대학교 박사후연구원

15:30-17:30
학부세션(5)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 서유강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학부세션(6)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진현영 한양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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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  13
도시재생 및 관리  14
부동산 및 상업입지  15
도시 및 토지정책  16
박사학위논문발표  17

전문가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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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D103] 국토 및 지역계획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별 고성장 기업의 동태적 변화 연구 정남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

2
감염병 확산에 있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 배분 

수법에 관한 연구

엄선용 츠쿠바대학교 시스템정보계 조교수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변은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좌장: 류재영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강범준 명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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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4] 도시재생 및 관리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좌장: 손순금 LH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

토론: 조돈철 ㈜정도UIT 이사

1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과 지역대학의 역할 

: 남해 단항항 중심으로

권대곤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교수

김사랑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교수

2
유휴공공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연구단 부연구위원

윤주선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연구단 부연구위원

3 남해군 지역재생을 위한 단항항 어촌뉴딜 300 사업 전략 연구
김사랑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교수

권대곤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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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E103] 부동산 및 상업입지

1

A Proposal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for 

Prediction of Real Estate Contract Cancellation

:   Focusing on the Translations of Apartment Sales 

from January to August 2021 in Seoul

김규석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한국폴리텍대학 데이터융합SW과 조교수

2

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partment Sales Price and the  

Jeonse Price

:   Focusing on the Apartment Contacts from 

September 2020 to August 2021 in Dobong-gu, 

Seoul

김규석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한국폴리텍대학 데이터융합SW과 조교수

3 채무불이행 위험을 고려한 MBS의 가치평가
조명환 에이플러스모기지 대표이사

전재범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좌장: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김현정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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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4] 도시 및 토지정책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좌장: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이관옥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1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수정 성균관대학교 도시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실업보험의 주택임대료 연체 완화 효과 분석 

: 미국 통계청 가구펄스조사 미시자료

박정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시티학과  

BK21 연구전담교수

3
Who Hesitates to Receive COVID-19 Vacc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e Pandemic and  

Pre-pandemic Contexts in the U.S.

박정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시티학과  

BK21 연구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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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F103] 박사학위논문발표

▒ 일시: 10월 23일(토) 15:30-17:30

▒ 장소: ZOOM

좌장: 박진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토론: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

1 미국의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난에 관한 연구
박정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시티학과  

BK21 연구전담교수

2
Smart SPIN Model 

: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국제 비교

조성수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UCRC 연구소 연구원

이상호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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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D105] 국토 및 지역계획(1)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좌장: 김동현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김성훈 홍익대학교 교수

1 도시정비사업과 도시 불평등 현상과의 영향관계 특성 분석
강성익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 경영학과 박사과정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 경영학과 교수

2 군 지역의 청년인구 증가와 감소의 특성분석
백예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3
출근통행을 활용한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 분석

: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이재홍 충북대학교 도시공학전공 석사과정

반정환 충북대학교 도시공학전공 석사과정

송태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서울시 내 노후주택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민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혁신도시 입지유형에 따른 모도시 전입인구 비율 분석

: 신시가지형-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상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구한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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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5] 국토 및 지역계획(2)

좌장: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김단야 성결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북한 거점도시 성장 잠재성 결정요인 분석 및 잠재성 평가

- 환서해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경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
지방 출신 청년들은 왜 대도시로 가는가? 

- 청년패널을 활용한 실증연구 -

전수정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서울 도심의 보전·활용 가치 도출 연구 

: 2000년 이후 서울시 도심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방보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국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계획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주환 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석사과정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부교수

5 지역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유상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6
역사문화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 

- 서울시 풍납동 풍납토성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영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지영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제민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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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D106] 도시 및 지역경제(1)

좌장: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 장지혁 부경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도시 간 네트워크가 도시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신재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2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회복력 수준별 지역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연구 

: 질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주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지방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정현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코로나19(COVID-19)가 서울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
송　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5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첨단산업과 고급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 

홍세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김홍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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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6] 도시 및 지역경제(2)

좌장: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토론: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인구집적이 지식확산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김형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2 지역산업의 기후변화 환경기술 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박기웅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3 스타트업 유형별 집적지와 지역적 특성과의 관계분석
권재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4
AI에 취약한 직업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5
지역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교육 

수준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송창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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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D107] 도시재생 및 관리(1)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한 차 없는 거리의 도시 활력 증진

효과 분석

하정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하재현 USC Dept. Urban Planning 박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삼중차분법을 이용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유재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서원석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랜드뱅킹에 의한 인근 거주민들의 주거만족도 변화 분석

박성범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이재경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4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이상과 현실  

: 경리단길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은아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이제승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부교수

좌장: 장한두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이지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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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7] 도시재생 및 관리(2)

좌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윤병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가로 파노라마 이미지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과  

서울시 상권 생존율에 관한 연구

김소희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2
AHP 분석을 통한 빈집 활용방안 우선순위 평가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지구를 중심으로 -

김도현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주희선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사회적 다양성과 근린생활시설의 생존율 분석
최슬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발달상권과 골목상권의 Z세대에 따른 주·야간 매출액 영향 연구 

- COVID-19를 중심으로 -

양승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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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8] 도시정책 및 복지(1)

좌장: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토론: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UD) 관광지의 접근성 및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백　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성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김흥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환경 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가구 구성, 성별, 방범수준 효과를 중심으로

강다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3
가로 파노라마 이미지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보행환경 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준형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박사과정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부교수

4
청년 1인가구 공간분포의 성별 차이 요인 

– 지역 노동시장 유형을 중심으로 – 
조규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5
고밀(Density)과 과밀(Over-crowding) 

: 서울 대도시권 COVID-19 확산에 끼치는 영향 실증 연구

조　윤 한양대학교 도시개발경영전공 석사과정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개발경영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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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8] 도시정책 및 복지(2)

좌장: 신우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주변의 보행환경평가
류은혜 계명대학교 도시계획 및 교통공학과 석사과정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2
개인주거특성에 따른 근린주거특성이 주관적사회경제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강수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서원석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유서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4
젠더간 공정성 실현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 공공장소내 여성전용공간을 중심으로 -
박주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5
주택 세제정책이 지역 하위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취득세 인상안을 중심으로 -

김민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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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4] 도시정책 및 복지(3)

좌장: 김유승 University of Southern Maine 교수

토론: 김민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 일시: 10월 23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
개발권양도제의 수용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리츠개념을 중심으로

하동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염재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환경 요인과 범죄발생의 비선형적 관계와 상호작용  

효과 분석 

: 도시 빅데이터와 해석가능한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김선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세부 집단별 경제적 행복의 추이  

: 성, 출생 코호트, 생활권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소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위드 코로나 시대, 응급에서 일상으로 

: 지방자치단체 유휴자산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입지 방안

장아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철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지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아파트단지 입주민의 단지개방정책 참여의도의 구조적 관계
김나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6
모바일폰 기반 패널자료를 활용한 COVID-19 긴급재난문자가 

성별 유동인구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실증

김우람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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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9] 환경 및 방재(1)

좌장: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김형규 홍익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건물 전기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도출 

– 서울특별시 대상으로

조항훈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오창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박예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신민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안진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흥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수도권 택지지구의 물순환성과 토지이용계획 특성의  

상관관계 분석

이승구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이제승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3
시공간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가 도시민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상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강정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재난재해 종합진단지수 개발을 통한 쇠퇴지역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임효진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안민수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재수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효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청주시 공원·녹지의 연결성 

변화 분석

이종욱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종광  (주)어번터치라온 대표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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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9] 환경 및 방재(2)

좌장: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이주현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도시공간구조 특성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원미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2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긴급대피소 최적 위치 분석
이소영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주희선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3
연안 재해취약지역의 주거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 장소애착을 중심으로

서세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성　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부하·이동 특성이 

환경성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유소년 천식 환자를 중심으로

유영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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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5] 환경 및 방재(3)

좌장: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조기혁 UNIST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
침수피해와 침수취약성 

: 피해액과 인명피해, 침수면적을 중심으로

박한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2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국토공간의 폐기물 

투입산출구조 분석 

: 수도권 시도단위를 중심으로

이이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3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미세먼지와 건물에너지 

소비의 상호연관성 분석

이수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김나윤 UNIST 도시환경공학부 박사과정

4
COVID-19 시기의 상수도 사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인천의 자치구 33개를 대상으로

송이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조항훈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김흥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의 공간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윤샛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33

대학원세션

[E110] 도시교통 및 안전

좌장: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이사

토론: 이혜경 단국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도로환경 분석을 통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환경 개선방안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을 중심으로

배주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수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2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 대여 이력 분석을 통한  

한강시민공원 이용자 접근성 평가

조민경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3
고령자 보행취약지역의 보행환경 평가 

: 대구광역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진수인 계명대학교 도시계획 및 교통공학과 석사과정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4 초미세먼지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설석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전이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대전시 공공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특성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안민수 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창효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6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대학·대학원생 

통학통행시간의 결정요인 분석

왕새조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박사과정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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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1] 도시구조 및 개발

좌장: 이　훈 신한대학교 교수

토론: 김영철 KAIST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수도권 인구 분산화에 대한 신도시 개발의 시공간적 영향
한경희 한양대학교 도시개발경영전공 석사과정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개발경영전공 교수

2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도시확산에 미치는 영향 

- 중소도시권을 대상으로 -

차승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3
강원혁신도시 사업으로 인한 원주시 내의 도시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최원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4 통근통행에 따른 수도권 업무중심지와 그 요인분석
김상우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5
4차산업 이후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특화 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소호 주거 단지 계획에 대한 연구 

- 고양시 창릉 공동주택지구를 중심으로 -

김현준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과 석사과정

권소형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과 석사과정

박지수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과 석사과정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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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2] 도시설계 및 경관

좌장: 박승훈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기반 주거지역  

경관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한재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한옥의 실체적 이미지에 대한 기초적 조사 

-서울 경복궁 서측(서촌)을 중심으로-

이기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환경지각·인지이론을 이용한 온라인 영역이 소비 공간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남승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수도권 신도시 계획지표 및 구조 차이에 따른 경관 만족도 실증
서정욱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도시공간 인지를 통한 도시이미지 해석 연구

김하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6 보행자 시점 보행환경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김지일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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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3] 부동산 및 상업입지

좌장: 최재도 해주엔지니어링㈜ 지사장

토론: 전재식 건국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도심형 물류시설의 특성 분석 

: 기존 물류시설과 종합소매업과의 비교

윤윤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강남구의  

위험-수익률 관계 분석

이경근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전재범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

3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서울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박철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가로환경 이미지와 딥러닝을 활용한 보행환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신형섭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5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격 산정 방식의 재정립
조재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6
친환경 건축물이 국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SG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최시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박찬익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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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6] 토지 및 주택

좌장: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시: 10월 23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끔 만드는가
김주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주택가격의 불평등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안기는가? 

연령대별 비교를 통한 실증분석

서재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보행환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영은 계명대학교 도시계획 및 교통공학과 석사과정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4
SARIMA 모형을 이용한 전기사용량에 따른 빈집증감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김민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최　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서울시 대학가 특성에 따른 대학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은광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6
2000년 이후 20년간 주택정책의 변천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 고찰

주지오 동아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과 박사과정

권태정 동아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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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7]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좌장: 이창연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장성만 목포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
도시열섬에 취약한 도시형태의 탐색

: 멀티스케일 분석을 통해

강승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박지용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형 공중 모빌리티 운영 모형 도출을 위한 (UAM) OECD  

대도시권 유형화

홍진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종욱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재홍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혜림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3
도시녹지의 공간적 패턴 및 개인 특성이 녹지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OVID-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오혜원 중앙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 석사과정

이정우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지대 격차와 상권 확산 특성에 관한 연구 

-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

백희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혼합적 토지이용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 수평적 용도혼합과 수직적 용도혼합 효과 분석

이정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6 서울시 상권유형 도출 및 상권변화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강민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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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좌장: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토론: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 일시: 10월 23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
해석가능한 기계학습을 활용한 보행목적별 보행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박준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스마트시티 특허를 기반으로 한 공간 패턴 연구

이　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태건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재생시설의  

중요도 산정

강수연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연준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이경환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고은정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연수연구원

4
온·오프라인 융합 시대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고찰 

: 이커머스와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김성휘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5 데이터허브 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도시데이터 거래기반 연구
유은정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이정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F108] 스마트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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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세션

[D110] 학부세션(1)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홍대 주변 상권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점포의 개·폐업 위치를 중심으로 -

김혜림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2
전염병 확산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동체 도시 디자인  

아이디어 제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관점으로

양세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학부과정

3 미세먼지가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오상현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학부과정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4 혁신도시 지역 어메니티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에 미치는 영향
노소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석사연계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5 지역 특성이 10대 청소년의 주말 유입량에 미치는 영향
남상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좌장: 권태정 동아대학교 교수

토론: 유혜정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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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1] 학부세션(2)

▒ 일시: 10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의 최적경로 분석

김규빈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신형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행태와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 IPA 방법론을 중심으로

홍지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소영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이경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진만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머신러닝과 딥러닝기법을 활용한 축소도시 식별에 관한 연구
이성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4
코로나-19에 따른 경의선 숲길 주변 토지이용별  

생활인구 변화

안주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형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5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서울 수도권의 지역 중심성 연구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후를 중심으로

이주승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과정

현신명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과정

박미르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과정

서덕수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조교수

좌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황지현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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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세션

[E114] 학부세션(3)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좌장: 이　일 대구 송현동 도시재생센터장

토론: 김성태 경남대학교 교수

1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요 

주도형 배치 방법 연구

최혜정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학부과정

장성만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조교수

2
공간 자기상관성 분석을 이용한 공공 쓰레기 매립시설  

공간분포 특성

정주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온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효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베이지안 추세 반복매매모형을 활용한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임찬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양도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이형욱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송영선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고령친화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

김나현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 학부과정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5
지역 산업의 절대적 특화와 상대적 특화가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황서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과정

송창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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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5] 학부세션(4)

▒ 일시: 10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1인가구 밀집지역 상권의 식료품 매출액 변화 

: 온라인 식료품 쇼핑 활성화 시기를 중심으로(2015~2019)

손가영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황지현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박사후연구원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2
베이지안 추론을 활용한 한강변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승민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안해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진용남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송영선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토지이용 특성과 정책의 변화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재욱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학부과정

장성만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조교수

4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장영석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5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통근자의 사회경제특성과 기종점의 

토지이용특성이 통근시간 감소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강현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석사연계과정

고승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주영하 중앙대학교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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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세션

[F109] 학부세션(5)

▒ 일시: 10월 23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
구도심 커뮤니티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방안

: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을 중심으로

김여경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이윤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수원 행궁동 도심활성화 사업의 유형별 효과 분석 

- 공시지가와 요식업 변화를 중심으로

이용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신형 아파트의 질적인 향상에 따른 가격효과 분석

김세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예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최성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송영선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신규 수직형 공장의 시공간 입지 특성 분석

강한나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학부과정

김재훈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학부과정

박정일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조교수

5 수도권 자족성 및 지역 격차 유발 영향요인 분석 연구
정서윤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학석사연계과정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좌장: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

토론: 서유강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4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21 추계학술대회

[F110] 학부세션(6)

▒ 일시: 10월 23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
아파트 가격에 대한 APC(age-period-cohort) 효과 분석

: 매매가격,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이재훈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준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서완석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우　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초등학교 통학환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화성시 목동, 청계동을 중심으로 -

김주성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3
시민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통학로 안전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산 봉래초등학교 주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선경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정보경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그리고 도시계획  

: 부산시 명지신도시를 사례로

황세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유종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따른 도시민의 활동 감소 민감도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

황주원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학부과정

장성만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조교수

좌장: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토론: 진현영 한양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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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세션

인사말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발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서울시 생활인구이동 변화 패턴 

: 김상일 서울연구원 센터장

전환시대 서울 도시공간 발전 전략

: 김인희 서울연구원 실장

토론

좌장　 이희정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승철 한신대학교 교수

성현곤 한양대학교 교수

유재득 일로건축 대표

[A101]    서울연구원 세션 
코로나 이후의 서울변화와 정책방향

▒ 일시: 10월 22일 (금) 10:00-12:00

▒ 주관: 서울연구원

▒ 장소: 유튜브 도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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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미래형 신산업단지 공간조성 기법

: 김형규 홍익대학교 교수

도시내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송영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산업단지의 가상 구현 사례

: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이원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강호제 국토연구원 센터장

조경훈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A112]    LH 토지주택연구원 세션 
미래형 신산업단지 공간 구현을 위한 과제와 해법

▒ 일시: 10월 22일 (금) 10:00-12:00

▒ 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 장소: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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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세션

발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구축방안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도심융합특구의 공간적 연계방안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방안

: 이제승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김현수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유천용 엠와이이앤씨 대표

이재평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최준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정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신재욱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 일시: 10월 22일 (금) 13:00-15:00

▒ 주관: 국토교통부

▒ 장소: 유튜브 도시TV

[B101]    국토교통부 세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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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

발표

MICE 산업에 접목 가능한 웹 메타버스 제언

: 전창대 더픽트 대표

오피스가 된 메타버스, “메타폴리스”

: 고아라 직방 리드

토론

좌장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박순만 명지대학교 교수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 일시: 10월 22일 (금) 15:30-17:30

▒ 주관: 한국프롭테크포럼

▒ 장소: 유튜브 도시TV

[C101]    한국프롭테크포럼 세션 
메타버스를 통한 프롭테크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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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세션

▒ 일시: 10월 23일 (토) 10:00-12:00 

▒ 주관: 서울기술연구원

▒ 장소: 유튜브 도시TV

발표

도시계획에서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적용방안

: 김두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게임엔진을 활용한 도시공간 시각화와 추진과제

: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공간빅데이터 기반의 도시활동 체계 시뮬레이션

: 최준영 서울기술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토론

좌장　 최봉문 행·재정부회장, 목원대학교 교수

토론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구 름 빅밸류 이사

최원근 LX 디지털트윈사업단(디지털트윈국토TF) 선임연구원

[D101]    서울기술연구원 세션 
디지털트윈에서 메타버스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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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0월 23일 (토) 10:00-12:00

▒ 주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장소: ZOOM

발표

도시생태계 변화예측 시나리오 수립: 미시규모

: 홍재주 맵인어스 이사

도시생태계 서비스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기여도 분석 연구

: 김현수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체계에 관한 연구

: 이현경 한양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수원시 재개발지구 일대 아파트 단지 도시 탄소 저장량 현황 및 옥상녹화를 통한  

탄소저장량 개선 잠재성 평가

: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내 환경부문 연계 및 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 김수현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토론
송영근 서울대학교 교수

박　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D11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션 
건강한 국토·도시 조성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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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세션

▒ 일시: 10월 23일 (토) 15:30-17:30

▒ 주관: 대구경북연구원

▒ 장소: 유튜브 도시TV

발표

기후변화에 대비한 예방형 도시계획 제도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 한우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표준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

: 김종윤 (주)시선IT 부장

토론

좌장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엄정희 경북대학교 교수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F101]    대구경북연구원 세션 
기후변화 적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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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세션

▒ 일시: 10월 22일(금) 10:00-12:00

▒ 주관: 방재·안전연구위원회

▒ 장소: ZOOM

발표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역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방안

: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좌장　 조성윤 인천연구위원 연구위원

토론　 정주철 방재·안전연구위원장, 부산대학교 교수

윤영배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하경준 경남연구원 연구전략부장, 재난안전연구센터장

[A113]    방재·안전연구위원회 세션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역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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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0월 22일(금) 13:00-15:00

▒ 주관: 주거정비연구위원회

▒ 장소: 유튜브 도시TV-S

인사말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허남일 LH 토지주택연구원장

발표

2.4대책의 공공정비사업 쟁점 변화와 공공성

: 이영은  주거정비연구위원장,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LH의 공공정비사업 추진 현황

: 박익순 LH 도시재생계획처 차장

공공재개발: 아파트 공급 중심 개발로 얻는 ‘공익’은 무엇인가

: 정기황  (사)문화도시연구소, 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토론

좌장　 이창수 가천대학교 교수

토론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김호정 단국대학교 교수

윤혁경 A&U건축 대표

조정흔 하나로 감정평가사무소 감평사

[B102]    주거정비연구위원회 세션 
주거지 정비 사업 수단이 충돌 중인 현장의 점검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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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세션

▒ 일시: 10월 22일 (금) 13:00-15:00

▒ 주관: 도시관리연구위원회·토지정책연구위원회

▒ 장소: ZOOM

발표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 - 주요변경내용 -

: 조완섭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위드 코로나시대의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

: 윤병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

: 이지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좌장　 남　진 도시관리연구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삼수 토지정책연구위원장,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유나경 ㈜PMA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대표

[B113]    도시관리연구위원회·토지정책연구위원회 세션 
새로운 도시정비와 재생의 통합·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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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발표

기후변화와 국토도시공간 전략

: 송재민 기후변화연구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탄소중립 국토교통 공간 전략

: 안예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좌장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이건원 호서대학교 교수

성현곤 한양대학교 교수

김동현 부산대학교 교수

조만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종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 일시: 10월 22일(금) 15:30-17:30

▒ 주관: 기후변화연구위원회, 국토연구원

▒ 장소: ZOOM

[C103]    기후변화연구위원회 세션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국토도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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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세션

▒ 일시: 10월 23일 (토) 10:00-12:00

▒ 주관: 국토정보연구위원회

▒ 장소: ZOOM

발표
LX디지털트윈 추진현황

: 이관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트윈사업단 팀장

토론

좌장　 김　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토론　 이제승 국토정보연구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이세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상훈 가천대학교 교수

[D113]    국토정보연구위원회 세션 
LX 디지털트윈의 발전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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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0월 23일 (토) 10:00-12:00

▒ 주관: 균형발전연구위원회

▒ 장소: ZOOM

발표

비수도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대학플랫폼 구축

: 김민재 인제대학교 교수

지역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최준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경훈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D114]    균형발전연구위원회 세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산업생태계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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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세션

▒ 일시: 10월 23일 (토) 13:00-15:00

▒ 주관: 주택정책연구위원회

▒ 장소: ZOOM

발표

With 코로나 시대, 시장친화적 주택공급 정책방향

: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With 코로나 시대, 주거인식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 정기성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좌장　 임미화 주택정책연구위원장, 전주대학교 교수

토론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 

[E116]    주택정책연구위원회 세션 
WITH 코로나시대 주택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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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대회장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부대회장

김찬호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학술위원장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학술부위원장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학술위원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희 안양대학교 교수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김영철 KAIST 교수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진아 한양대학교 교수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우진 전남대학교 교수

안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오민경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사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위재송 서경대학교 교수

유지현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경 단국대학교 교수

이　훈 신한대학교 교수

장한두 전북대학교 교수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이사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국토도시미디어센터

센터장: 김성희 안양대학교 교수

부센터장:  정다운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사  

장기욱 도담 도시계획기술사 대표

사무국

김성현 사무국장

이소정 과장

정유진 대리

이연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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