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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주제: 공정/포용/균형발전

• 기간: 2022년 4월 22일(금)~23일(토)

• 장소: 제주 시리우스 호텔(온라인 병행)

※ 정책세미나, 기관/위원회세션: 유튜브 도시TV 중계, ZOOM

※ 학술발표세션: ZOOM

◯ 세부 프로그램

■ 1일차  4/22(금)

■ 2일차  4/23(토) 

시 간 프로그램

10:00-12:00 120' 테크니컬 투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00-13:00 60' 중 식

13:00-15:00 120'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15:00-15:30 30' 휴 식

15:30-17:30 12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세종연구원
주거지정비연구위원회
도시재생연구위원회

장외행사 YouTube ZOOM

시 간 일  정

09:00-09:30 30'

   개회사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유천용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유재봉  건설주택포럼 회장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축　사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복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09:30-09:50 20'    기조연설 허재완  중앙도시계획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학회 고문

09:50-10:00 10' 휴 식

10:00-12:00 120' 학술논문발표 세션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2:00-13:00 60' 중 식

13:00-15:00 120' 학술논문발표 세션 정책세미나 주택정책연구위원회

15:00-15:15 15' 휴 식

15:15-17:15 120' 학술논문발표 세션 LH 토지주택연구원 영문학회지위원회

17:15-17:40 25' 휴 식

17:40-18:00 20'

   폐회식 총평

 시상식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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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금) 

■ 4월 23일(토) 

•101: YouTube 도시TV 생중계

•102: 장외행사

•103~113: ZOOM으로 접속(암호: 04137 / 등록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

 * 회원(등록자): 최초 1회 로그인으로 등록확인 후 재로그인 없이 세션장 이동, 자료 열람 가능

 * 비회원(등록자): 세션장 이동, 자료 열람 시 매번 로그인하여 등록확인 후 이용 가능

101 102 103 104 105 106

(YouTube 도시TV) (장외행사) (ZOOM - 암호: 04137)

Opening
09:00-09:30

OP101

개회식

Plenary
09:30-09:50

PL101

기조연설

Session D
10:00-12:00

D101(위원회)

국토·도시제도 

연구위원회

D103(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D104(전문가)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 및 지역경제

D105(전문가)

도시재생 및 관리 &

도시정책 및 복지

D106(대학원)

국토 및 지역계획(1)

Session E
13:00-15:00

E101(정책)

정책세미나

E103(위원회)

주택정책연구위원회

E104(전문가)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 

스마트도시계획

E105(전문가)

환경 및 방재

E106(대학원)

국토 및 지역계획(2)

Session F
15:15-17:15

F101(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F103(위원회)

영문학회지위원회

F104(전문가)

박사학위논문 &

International Session

F105(대학원)

도시정책 및 복지(3)

F106(대학원)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3) 

& 스마트도시계획

Closing
17:40-18:00

CL101

폐회식

107 108 109 110 111 112 113

(ZOOM - 암호: 04137)

Opening
09:00-09:30

Plenary
09:30-09:50

Session D
10:00-12:00

D107(대학원)

도시 및 지역경제(1)

D108(대학원)

도시정책 및 복지(1)

D109(대학원)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D110(대학원)

도시재생 및 관리

D111(대학원)

환경 및 방재

D112(대학원)

부동산 및 상업입지

D113(학부1)

Session E
13:00-15:00

E107(대학원)

도시 및 지역경제(2)

E108(대학원)

도시정책 및 복지(2)

E109(대학원)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E110(대학원)

도시교통 및 안전

E111(대학원)

도시구조 및 개발

E112(대학원)

도시설계 및 경관

E113(학부2)

Session F
15:15-17:15

F107(대학원)

토지 및 주택

F108(대학원)

International 
Session

F109(학부3) 

Closing
17:40-18:00

101 102 103 104

(YouTube 도시TV) (장외행사) (ZOOM - 암호: 04137)

Session A
10:00-12:00

A101(기관)

국토연구원

A102(장외)

테크니컬 투어

A103(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A104(기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Session B
13:00-15:00

B101(기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Session C
15:30-17:30

C101(기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103(기관)

대전세종연구원

C104(위원회)

주거지정비연구위원회 & 
도시재생연구위원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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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제주 시리우스 호텔 시리우스홀 & 유튜브 도시TV 

▒ 주관: 학술위원회

[E101]    정책세미나 
공정, 포용,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도시제도 개편방향

사회: 이재순 학술부위원장, 호서대학교 교수 

13:00-13:05 인사말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13:05-14:10 발표

공정을 위한 국토도시계획 제도 개편 방향  

- 제도개편 개요, 생활권계획/용도지역 유연화/계획이익환수 -

: 이희정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포용을 위한 국토도시계획 제도 개편 방향 

- 농촌 등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

: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도시계획 제도 개편 방향 

-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전략 -

: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14:10-15:00 토론

좌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목원대학교 교수

토론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오세경 동아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장기욱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

조남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장





- 학술논문발표 세션

- 기관 세션

- 위원회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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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분과 좌장 토론자

전문가세션

10:00-12:00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 및 지역경제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UB 대표

도시재생 및 관리 &

도시정책 및 복지

손순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
장한두 전북대학교 교수

13:00-15:00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

스마트도시계획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 이정우 중앙대학교 교수

환경 및 방재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15:15-17:15
박사학위논문 &

International Session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관옥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대학원세션

10:00-12:00

국토 및 지역계획(1) 김행종 세명대학교 교수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경제(1)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서대현 한국산업단지공단 책임연구원

도시정책 및 복지(1)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강범준 명지대학교 교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서덕수 한동대학교 교수 이창연 전북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및 관리 심정민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이　일 대구 송현동 도시재생센터장

환경 및 방재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및 상업입지 최재도 해주엔지니어링㈜ 지사장 신우진 전남대학교 교수

13:00-15:00

국토 및 지역계획(2) 신은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혜경 단국대학교 교수

도시 및 지역경제(2)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 이　훈 신한대학교 교수

도시정책 및 복지(2)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권태정 동아대학교 교수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교통 및 안전 박진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장성만 목포대학교 교수

도시구조 및 개발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이윤홍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도시설계 및 경관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UB 대표 이재민 울산대학교 교수

15:15-17:15

도시정책 및 복지(3)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서유강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3) 

& 스마트도시계획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조돈철 ㈜정도UIT 상무이사

토지 및 주택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처장 김현정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International Session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지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박사후연구원

학부세션

10:00-12:00 학부세션(1)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장지혁 부경대학교 교수

13:00-15:00 학부세션(2) 박진아 한양대학교 교수 주영하 중앙대학교 박사후연구원

15:15-17:15 학부세션(3) 유혜정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양승호 한밭대학교 교수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 및 지역경제 13

도시재생 및 관리 & 도시정책 및 복지 14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 스마트도시계획 15

환경 및 방재 16

박사학위논문 &  17
International Session

전문가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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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D104]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 및 지역경제

1 도시서비스 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연계 효과
엄선용 츠쿠바대학교 시스템정보계 조교수

송혜승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지역유형별 특성 분석 

: 균형발전지표를 중심으로

이민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무연구원

3
코로나19가 지역별 산업별 고성장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 변화
정남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좌장: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UB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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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5] 도시재생 및 관리 & 도시정책 및 복지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좌장: 손순금 LH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

토론: 장한두 전북대학교 교수

1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윤병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주진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성순아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한인구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2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근린상권 실태 분석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3 어떠한 가구가 비자발적인 주거이동을 하는가?

최지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임　업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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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E104]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 스마트도시계획

1
정보형태 변환을 통한 공간그리드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김수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재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조교수

2
주택관리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 

-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

장윤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

이지현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연구교수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좌장: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

토론: 이정우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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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5] 환경 및 방재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좌장: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1 폐철도를 활용한 생태숲길 조성 기본계획 연구

김사랑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교수

권대곤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교수

우지근 ㈜강산 총괄기술이사

2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폭염분야 지표 개선방향
이소영 대구경북연구원 위촉연구원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3 마을습지 나비잠자리 서식지 조성 계획

권대곤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교수

김사랑 경남도립남해대학 원예조경과 교수

우지근 ㈜강산 총괄기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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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F104] 박사학위논문발표 & International Session

▒ 일시: 4월 23일(토) 15:15-17:15

▒ 장소: ZOOM

좌장: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이관옥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1 WiFi 센싱 기술을 활용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 연구 박주현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박사후연구원

2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 연구
이지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연구교수

3 Urban-GAN: An AI System for Plural Urban Design

Steven Jige Quan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토 및 지역계획(1) 21
국토 및 지역계획(2) 22
도시 및 지역경제(1) 23
도시 및 지역경제(2) 24
도시정책 및 복지(1) 25
도시정책 및 복지(2) 26
도시정책 및 복지(3) 27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28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29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3) &    30 
스마트도시계획

도시재생 및 관리 31
환경 및 방재 32
부동산 및 상업입지 33
도시교통 및 안전 34
도시구조 및 개발 35
도시설계 및 경관 36
토지 및 주택 37
International Session 38

대학원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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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D106] 국토 및 지역계획(1)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ERGM을 활용한 경남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 네트워크 분석
김혜림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문태헌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남북한 도시개발 협력사업 수행 시 인프라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Fuzzy-DEMATEL을 활용하여

경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3
거주지역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 연령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기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의 도로연결성과 리버빌리티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 30개 도시의 공간분석을 중심으로

남지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 및  

공간적 연계성 분석  

- 전국 2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이조은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이경환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좌장: 김행종 세명대학교 교수

토론: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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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6] 국토 및 지역계획(2)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소멸위험지역의 장기거주자와 비장기거주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

유나영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 도시권의 특성이 축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학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 융합전공 

박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3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직장인구 이동 특성 및  

통근통행권 설정 

: 모바일 생활 통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소영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주희선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4
통근통행량을 결정하는 직장지와 주거지 주요 특성은 

무엇인가?

박한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5
지방 중소도시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 경남 진주시를 중심으로 -

배민철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안정근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재건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좌장: 신은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 이혜경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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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D107] 도시 및 지역경제(1)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소멸위기지역의 공간경제 특성 분석

김슬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무연구원

2
실외노동과 보상적 임금격차

: 지역별·분위별 추이

정상윤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김연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 네트워크가 도시 자족성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지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4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이동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김민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최　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산업구조 유형이 도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5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신재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

토론: 서대현 한국산업단지공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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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7] 도시 및 지역경제(2)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인구감소지역의 업무 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도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김지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입지 결정요인 분석 

- 제조업 지원형 KIBS 산업을 중심으로 -

정지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3 서울시 신산업 사업체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입지 영향요인 분석

손아람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정일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조교수

4 서울 거주 외국인 생활관광 현황분석 및 활성화방안 도출 연구

장하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임휘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좌장: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

토론: 이　훈 신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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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D108] 도시정책 및 복지(1)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스마트시티 기술 혁신의 정책효과 분석

김태건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　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지역 사회자본과 지역 자살율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태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 박사수료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

3
코로나19 이후 주거복지서비스 운영실태 및 사각지대 분석

: 서울시 관악구를 중심으로

윤　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조우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진경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졸업

4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한 부산지역 1인 가구의 주거 및 

생활환경분포 특성에 관한 영향분석

김명주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최　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쇠퇴지역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지역 생활 여건 

평가에 관한 연구

김지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김도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좌장: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강범준 명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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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8] 도시정책 및 복지(2)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대안적 업무공간 실천을 통한 1인 기업 코워킹(coworking)에 

관한 연구 

- 공동체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박주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2
미세먼지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리가중회귀를 중심으로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

3
생활SOC 입지선정 방식 및 과정의 적정성 연구 

– 서울시 생활SOC 분포 현황을 중심으로 -

최다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거주지역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감이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소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강정구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좌장: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토론: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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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F105] 도시정책 및 복지(3)

▒ 일시: 4월 23일(토) 15:15-17:15

▒ 장소: ZOOM

1 청노년 1인 가구의 스트레스 결정요인
JIN YINHUA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

2
통근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엄현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와 영향요인 분석

오지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성　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건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승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과 부교수

좌장: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토론: 서유강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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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9]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코로나19 기간 중 주중 여가통행 공간패턴 변화 연구

설석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전이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김동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온실가스의 흡수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환 이전 

토지이용형태의 유형화 연구

이하늘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이하경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오민석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김영철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부교수

3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선형공원 인구밀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

김지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4
모바일폰 위치기반 생활이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행목적별  

도시 활력 영향요인 분석 

: PageRank 알고리즘과 SHAP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박준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선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서덕수 한동대학교 교수

토론: 이창연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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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E109]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COVID-19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른 상점 개폐업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  

- 성동구, F&B 업종을 중심으로 -

백희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스마트워크(Smart Work)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조절효과
양윤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3
가로의 연결성이 상권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서울시 발달상권을 중심으로

장아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서울시 모바일폰 위치 기반 생활이동 빅데이터와  

Community Detection을 활용한 생활권 분석

하정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권태정 동아대학교 교수

토론: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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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6]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3) & 스마트도시계획

▒ 일시: 4월 23일(토) 15:15-17:15

▒ 장소: ZOOM

1
지리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한 도시 특성과 도시 치안등급 간  

공간적 패턴 및 영향관계 분석

백　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흥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베이징의 도로망 중심성과 토지이용 유형별 밀도 간의 

상관관계분석 연구

이월통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부 박사과정

전이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토지이용/피복(LULC) 데이터를 이용한 도시기후구역의  

적용 및 활용가능성 분석

강승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박혜민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문한솔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딥 러닝을 활용한 수도권 신도시의 가로경관 평가 연구

서정욱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축소도시 공공서비스 연계 관리를 위한 도시권 설정

노소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융합전공 석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좌장: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토론: 조돈철 ㈜정도UIT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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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D110] 도시재생 및 관리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상권업종과 인구특성에 따른 생활인구 여가통행 영향 분석 

- COVID-19 발생 이후를 중심으로 -

양승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산업특성에 따른 종로3가역 일대 세대분리현상에 대한 분석

박아영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김이경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김은주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3
대학주변 가로환경의 개선 유형에 따른 버스 통행 속도의  

변화 분석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중 중앙대학교 부근을 대상으로 -

유병남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석사과정

배웅규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교수

4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영향 범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김은광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5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 

: 서울시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지혜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흥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심정민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토론: 이　일 대구 송현동 도시재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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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1] 환경 및 방재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건물에너지 소비와 도시형태 요인 간 비선형 관계 실증 연구
이수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췐지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조교수

2
탄소배출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별 에너지 전환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박지용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오상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COVID-19 확진자 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서울시 

생활인구에 미치는 영향 

: 시간대 및 연령대를 중심으로

주진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김홍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COVID-19에 따른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영향요인 변화 분석 

: 특·광역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송이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흥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유무가 탄소저장능력에 미치는 영향

황진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사과정

최유영 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센터 연구교수

성현찬 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센터 연구교수

유영재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사과정

김윤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사과정

신유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사과정

정다영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석사과정

Sun Zhemin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사과정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좌장: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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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2] 부동산 및 상업입지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
원단위법을 이용한 서울시 1인당 생활권 공원수요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장은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김명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서원석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상권유형별 상권이용행태 

변화 연구 

: COVID-19 발생 이전, 이후를 중심으로

박지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전이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가로 보행환경이 상권 내 소매업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연구 

: GSV 가로 파노라마 이미지와 딥러닝 기법 중심으로

박준영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김민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좌장: 최재도 해주엔지니어링㈜ 지사장

토론: 신우진 전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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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0] 도시교통 및 안전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가로 파노라마 이미지와 딥러닝을 활용한 공유 자전거  

이용패턴과 목적지의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전준형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박사과정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부교수

2
근린환경요인이 야간이동제약에 미치는 영향 

-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 젠더효과를 중심으로 -

강다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3 머신러닝을 활용한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 심각도 예측
강서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

4
코로나시대 

: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변경하는가?

채승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좌장: 박진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토론: 장성만 목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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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1] 도시구조 및 개발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타겟층에 따른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특화설계가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최원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파라미터를 통한 개발 

가능성 도출

김지영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김영철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부교수

3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축소도시 식별과 경제적 특성분석

최인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4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게르지역의 

스프롤 발생 최소화 개발방향 연구

조민경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운드람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5 DMSP-OLS 야간조명데이터를 활용한 쇠퇴지역 분석
김상우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좌장: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토론: 이윤홍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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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2] 도시설계 및 경관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

서울시 스카이라인과 공간 깊이가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컴퓨터 비전 기법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

조서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권준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용적이양제도 적용방안 연구 

- 서울시 역사도심 내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황수용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부 석사과정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부 부교수

3
도시공간의 가시성과 보행환경 만족도의 관계성 연구 

- 인사동과 명동을 중심으로 -

김한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가로 근린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가로 이미지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법을 통한 가로 환경  

추정을 중심으로

한효진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부교수

좌장: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UB 대표

토론: 이재민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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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1
베이지안 이항회귀분석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관한 

연구

조성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자산불평등의 사회적 파급효과 

: 행복수준과 계층이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재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주택시장의 특성이 아파트 가격의 소비자 심리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박철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가로 보행환경이 단독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가로환경 이미지와 딥러닝 기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한재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신형섭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서울시 행정동별 도착지의 도시공간구조 특성과 

토지이용혼합도의 변화가 비통근 통행자의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고승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강현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석사연계과정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F107] 토지 및 주택

▒ 일시: 4월 23일(토) 15:15-17:15

▒ 장소: ZOOM

좌장: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처장

토론: 김현정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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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8] International Session

▒ 일시: 4월 23일(토) 15:15-17:15

▒ 장소: ZOOM

좌장: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이지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박사후연구원

1
What are the stimulants on carbon dioxide  

transport emissions 

: A nation level analysis

Ria Roida Minarta Integrate Master-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Joonho K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2
Comprehensive Assessment of Urbanization 

Coordination

Li Meng-Ying Ph.D. Candidate, Urban Planning 

&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Jung Ju-Chul Professor, Urban Planning &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3
How Proximity to Amenities Affect the Housing Price? 

The Disparity in Urban-Rural Integrated City

Jiyeon Shin Graduate Student, Dept. of 

Architectural & Urban Systems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Yunmi Park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al & 

Urban Systems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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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세션

[D113] 학부세션(1)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좌장: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장지혁 부경대학교 교수

1 도시공간의 연령별 인구 분포 특성 분석
안정훈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학부과정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2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지역 중심성 변화 연구 

: 주말 여가목적 통행 패턴 분석 중심

박미르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과정

서덕수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3
딥러닝을 활용한 상업가로경관의 조화로움 인지 분석  

: 설문조사와 컴퓨터 기반 측정방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희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동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행정동별 주거지의 특성이 고령자의 가정 기반 통행의  

이동거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정승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고승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강현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석사연계과정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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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3] 학부세션(2)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좌장: 박진아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주영하 중앙대학교 박사후연구원

1
호우·태풍 피해 지역의 공간분포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재해 취약 

요인 분석

차혜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안주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과정

장승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윤동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시계열에 따른 중심상권군집 변화와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사례

김민규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이창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COVID-19에 따른 공공자전거 이용패턴 변화 분석

이소민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학부과정

김재희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학부과정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4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업종별 상권 영향 분석  

: 서울특별시 상권을 사례로

최윤찬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졸업

하영진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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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세션

[F109] 학부세션(3)

▒ 일시: 4월 23일(토) 15:15-17:15

▒ 장소: ZOOM

좌장: 유혜정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토론: 양승호 한밭대학교 교수

1
광역철도 개통 후 역세권 건축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신분당선 강남역을 중심으로

강현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석사연계과정

고승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구성원의 유형과 통행특성에 근거한 국가주도 

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분석 연구  

: 세종시를 대상으로

임진홍 국립목포대학교 도시및지역개발과 학부과정

장성만 국립목포대학교 도시및지역개발과 조교수

3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 주택유형·점유형태별로 차이가 있는가?

윤채영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부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기관 세션

국토연구원 47
  한국부동산개발협회 48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9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5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1
대전세종연구원 5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53
LH 토지주택연구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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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세션

[A101]    국토연구원 세션 
국토연구원 아세안 국토·도시 개발협력 연구 성과공유 세미나

▒ 일시: 4월 22일(금) 10:00-12:00

▒ 장소: 제주 시리우스 호텔 시리우스홀 & 유튜브 도시TV

▒ 주관: 국토연구원

사회: 정진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10:00-11:00 발표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 방안 

: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아세안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 

: 안예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1:00-12:00 토론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조경훈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차상헌 아세안대표부 국토교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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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3]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세션 
우수 부동산개발사례 발표

▒ 일시: 4월 22일(금) 10:00-12:00

▒ 장소: ZOOM

▒ 주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회: 이 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10:00-10:35 발표
대지지분에 따른 블록형 단독주택 라피아노의 형태에 관한 연구 

: 이건희 ㈜알비디케이 이사

10:35-10:50              질의응답

10:50-11:25 발표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사례 및 주요 쟁점사항 

: 이장원 우미건설㈜ 전무

11:25-11:40              질의응답

11:40-12:00 토론 참석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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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세션

▒ 일시: 4월 22일(금) 10:00-12:00

▒ 장소: ZOOM

▒ 주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A104]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션 
인공지능을 활용한 빈집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 최인호 (주)선도소프트 이사

10:00-10:10 연구소개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연구책임자)

10:10-11:10 발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빈집 추정에 관한 연구: 군산시를 사례로 

: 임규건 한양대학교 교수

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특성분석 및 가격추정 방안 

: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서광채 웅지세무대학교 교수 

최인호 (주)선도소프트 이사

11:10-12:00 토론

좌장　 김현숙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권　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팀장

이세원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5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22 춘계산학학술대회

▒ 일시: 4월 22일(금) 13:00-15:00

▒ 장소: 제주 시리우스 호텔 시리우스홀 & 유튜브 도시TV

▒ 주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B101]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세션 
DT.Bigdata.AI 기반 도시계획, 도시계획가의 대체 기술인가? 활용기술인가?

사회: 이승우 기술사, (주)국토비전컨설팅  대표

13:00-13:05 개회사 유천용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장, (주)엠와이이엔씨 대표

13:05-14:00 발표

빅데이터 기반 토지이용 변화 예측 및 공간계획 기술 개발 기획 연구 

: 구　름 빅밸류 이사

스마트한 도시계획의 시작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GISLaw 

:   송민호 인프라시프트 대표

14:00-15:00 토론

좌장　 이석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 (주)동림피엔디 대표

토론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형구 기술사, 어반플랫폼(주) 대표

안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이일희 기술사,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최헌욱 기술사, (주)유피엠씨 대표

최호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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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세션

▒ 일시: 4월 22일(금) 15:30-17:30

▒ 장소: 제주 시리우스 호텔 시리우스홀 & 유튜브 도시TV

▒ 주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10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세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사회: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

15:30-16:30 발표

공시가격 개념 재정립을 통한 가격 현실화 정책 개편 방안 

: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표준지공시지가 수수료 현실화 방안 

: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16:30-17:30 토론

좌장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이이노 삼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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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 22일(금) 15:30-17:30

▒ 장소: ZOOM

▒ 주관: 대전세종연구원

[C103]    대전세종연구원 세션 
전환시대, 세종의 도시재생 방향은?

사회: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5:30-16:40 발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방안 

:   이남휘 작은도시대장간 이사

세종시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 ‘청춘조치원’을 중심으로

:   이자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16:40-17:30 토론

좌장　 백기영 유원대학교 교수

토론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원식 서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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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세션

▒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ZOOM

▒ 주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후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D103]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션 
도시생태계 서비스 통합관리 방안

사회: 이동우 한양대학교 박사

10:00-10:10 인사말 오규식 한양대학교 교수

10:10-11:30 발표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기술 통합·적용 최적 설계기술  

: 김현수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

:   주진호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GIS 기반 도시생태계 서비스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도시생태계 통합 관리체계 및 국토·도시계획 연동 구조화

:   우가영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11:30-12:00 토론
박　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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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 23일(토) 15:15-17:15

▒ 장소: 제주 시리우스 호텔 시리우스홀 & 유튜브 도시TV

▒ 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F101]    LH 토지주택연구원 세션 
팬데믹의 경험과 도시분야 교훈

사회: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15:15-15:25 인사말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15:25-16:25 발표

감염병과 도시방역 

: 임형백 성결대학교 교수

보행생활권의 개념과 서울의 실현방안 

:   김인희 서울연구원 실장 

팬데믹 대응 전환기 신도시계획방향

:   최상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16:25-17:15 토론

좌장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토론　김륜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김철민 강원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진　린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목원대학교 교수  



위원회 세션

주거지정비연구위원회 &  57
도시재생연구위원회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58

주택정책연구위원회 59

영문학회지위원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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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세션

▒ 일시: 4월 22일(금) 15:30-17:30

▒ 장소: ZOOM

▒ 주관: 주거지정비연구위원회, 도시재생연구위원회,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C104]    주거지정비연구위원회 & 도시재생연구위원회 세션 
도심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의 가능성

사회: 김선아 (주)스페이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15:30-15:45 인사말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김홍배 한국도시계획가협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15:45-16:30 발표

서울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행여건과 향후 과제

: 김지은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성남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시도

: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와 재생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이영은 주거지정비연구위원회장,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16:30-17:30 토론

좌장　 배웅규 도시재생연구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김선아 (주)스페이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정구 LH 도심정비사업처 단장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

최중철 플루토 건축 대표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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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 23일(토) 10:00-12:00

▒ 장소: 제주 시리우스 호텔 시리우스홀 & 유튜브 도시TV

▒ 주관: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D101]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세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

사회: 김예성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0:00-11:00 발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김예성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행위 특성 및 도시계획위원회 현황과 개선방안 

: 하창현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11:00-12:00 토론

좌장　  허재완 중앙도시계획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오세경 동아대학교 교수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목원대학교 교수

최주영 대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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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세션

▒ 일시: 4월 23일(토) 13:00-15:00

▒ 장소: ZOOM

▒ 주관: 주택정책연구위원회

[E103]    주택정책연구위원회 세션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도시정책 및 시장 영향

사회: 임미화 주택정책연구위원장, 전주대학교 교수 

13:00-13:05 개회 임미화 주택정책연구위원장, 전주대학교 교수

13:05-13:45 발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대도시권정책 

: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주택공급을 위한 용적률 상향 논리의 점검

: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13:45-15:00 토론

좌장　 권　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부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토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6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22 춘계산학학술대회

사회: 손정원 영문학회지위원장, UCL University of London 교수  

15:15-15:30 개회 강명구 영문학회지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5:30-16:30 발표

구글리뷰 데이터를 활용한 상업지역 점포 및 가로 감각경험 분석 

: 김정섭 UNIST 교수

Inside Out: Human Mobility Big Data Shows How  

COVID-19 Changed the Urban Network Structur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김영롱 가천대학교 교수 

Understanding the policy changes and path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reen belt vs. New towns 

: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16:30-17:15 토론
강명구 영문학회지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손정원 영문학회지위원장, UCL University of London 교수

[F103]    영문학회지위원회 세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도시과학

▒ 일시: 4월 23일(토) 15:15-17:15

▒ 장소: ZOOM

▒ 주관: 영문학회지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 프로그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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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투어  

▒ 일시: 4월 22일(금) 10:00-12:00

▒ 장소: 제주시 원도심 일원

시 간 프로그램

09:30-10:00 집결 및 인원파악(집결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10:00-10:15 제주 원도심 재생지 브리핑(양민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10:15-10:25 이동 : 도시재생지원센터 → 디자인공장

10:25-10:45 제주형 거점공간 ‘디자인공장’

10:45-10:55 이동 : 디자인공장 → 김영수도서관

10:55-11:10 개방형 학교도서관 ‘김영수도서관’

11:10-11:20 이동 : 김영수도서관 → 텐저린멘션

11:20-11:50 텐저린 멘션(민간 협력형 도시재생 사례)

11:50-12:00 마무리 및 해산

12:00-13:00 중식

■ 시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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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대회장

김찬호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유천용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유재봉 (사)건설주택포럼 회장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부대회장

최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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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터 장: 김성희 안양대학교 교수

부센터장:   정다운 (주)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사  

장기욱 도담 도시계획기술사 대표

사무국

김성현 사무국장

이소정 과장

정유진 대리

이연희 대리

이나영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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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세미나, 기관/위원회세션: 

※ 학술논문세션:

           도시TV  / 

PROGRAM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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