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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시의 변화

Them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앱 사용 및 발표자료 열람 안내

앱 다운로드 검색어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삼성, 엘지 등
안드로이드폰용

애플 아이폰용

2021 춘계산학학술대회 페이지

비밀번호

: 카카오톡 채널 확인

발표자료 페이지

 안드로이드 화면  아이폰 화면 발표자료 화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 

YouTube 접속 방법, Zoom 접속 방법, 학술대회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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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접속

카카오톡 상단의 돋보기 클릭 검색창에 kpa_1959 입력 채널 추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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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접속

카카오톡 상단의 친구추가 클릭 ID로 추가 -> @kpa_1959 입력 채널 추가 클릭

 카카오톡 채널 이용 방법

친구 추가된 채널명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지사항 및 링크 발송

 행사 당일 1:1 채팅으로 질의응답 가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앱 사용 및 발표자료 열람 안내

앱 다운로드 검색어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삼성, 엘지 등
안드로이드폰용

애플 아이폰용

2021 춘계산학학술대회 페이지

비밀번호

: 카카오톡 채널 확인

발표자료 페이지

 안드로이드 화면  아이폰 화면 발표자료 화면



 YouTube ‘도시TV’ 및 ‘도시TV-S’ 운영

도시TV 도시TV-S (  Zoom 병행)

4/23(금) 4/24(토) 4/23(금) 4/24(토)

10:00-12:00
특별세션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세미나Ⅳ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13:00-15:00
특별세션Ⅱ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정책세미나
(학술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국)

 Zoom 병행

특별세션Ⅲ
(건설주택포럼)

15:30-17:30
세미나Ⅱ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

위원회세션Ⅱ
(주거정비연구위원회, 

포용도시연구위원회, 

LH 토지주택연구원)

 YouTube ‘도시TV’ 접속 방법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하여 입장 또는 유튜브에서 ‘도시TV’를 검색하여 접속

 YouTube ‘도시TV-S’ 접속 방법 (  Zoom 병행)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하여 입장 또는 유튜브에서 ‘도시TV-S’를 검색하여 접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오후 4:25

[테스트 발송][안내3]

대한국토·토도시계획학회 유튜브 ‘도시T

V-S’로 이동합니다.

*유튜브에서 ‘도시TV-S’를 검색하셔도

접속가능합니다.

도시TV-S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오후 4:25

[테스트 발송][안내3]

대한국토·토도시계획학회 유튜브 ‘도시T

V-S’로 이동합니다.

*유튜브에서 ‘도시TV-S’를 검색하셔도

접속가능합니다.

도시TV-S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오후 4:25

[테스트 발송][안내3]

대한국토·토도시계획학회 유튜브 ‘도시T

V-S’로 이동합니다.

*유튜브에서 ‘도시TV-S’를 검색하셔도

접속가능합니다.

도시TV-S



 Zoom 운영

4/23(금) 4/24(토)

10:00-12:00
세미나Ⅰ
(학술위원회)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학부세션

위원회세션Ⅰ
(도서편찬위원회)

13:00-15:00
특별세션Ⅲ

(건설주택포럼, 도시TV-S 병행)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세미나Ⅴ
(연세대학교)

15:30-17:30
세미나Ⅲ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 

통일국토연구위원회, 해외도시연구위원회)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특별세션Ⅳ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세미나Ⅵ
(한국프롭테크포럼)

 Zoom 접속 방법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하여 입장
(세션 시작 10분 전에 Zoom 개설)

Zoom 입장 시 암호입력 후 입장 ->
더보기 -> 이름바꾸기 -> ※소속, 이름※ 으로 

변경하여 회의 참가

 학술대회 참여방법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

검색창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검색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속

 학술대회 → 프로그램 → 프로그램북 및 참가지침 다운로드 



M E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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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2021 춘계산학학술대회
2021 SPRING  CONGRESS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개요

• 기간: 2021년 4월 23일(금)~24일(토)

• 장소: 온라인(YouTube 도시TV, 도시TV-S, Zoom)

• 주제: 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시의 변화

• 주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건설주택포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주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위원회

• 후원:  서울특별시, LH 토지주택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연세대학교, 한국프롭테크포럼, 정도유아이티

◯ 운영방식

• 카카오톡 채널 공지를 통해 YouTube ‘도시TV’, ‘도시TV-S’, Zoom 세미나, 학회 모바일 앱 이용

• YouTube 도시TV가 2개의 채널로 운영

    - ‘YouTube 도시TV’: 개·폐회식 및 세미나 생중계

    - ‘YouTube 도시TV-S’: 줌 세미나를 ‘도시TV-S’로 송출

◯ 전체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09:30-09:50 개회 및 운영방법 소개

09:50-10:00 휴 식

10:00-12:00

특별세션 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세미나 Ⅰ

(학술위원회)

12:00-13:00 중 식

13:00-15:00

특별세션 Ⅱ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특별세션 Ⅲ

(건설주택포럼)

    (도시TV-S)

15:00-15:30 휴 식

15:30-17:30

세미나 Ⅱ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

세미나 Ⅲ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  

통일국토연구위원회, 해외도시연구위원회)

17:30-18:00 4/24(토) 일정 안내

■ 4월 23일(금) : YouTube 도시TV, 도시TV-S : Zoom 세미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7

2021 춘계산학학술대회
2021 SPRING CONGRESS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시 간 일 정

개회식(  )

09:30-09:50 개회사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주정필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한정탁 (사)건설주택포럼 회장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일정안내(  )

09:50-10:00 일정 및 운영방법 안내

Round 1

10:00-12:00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학부세션

세미나 Ⅳ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위원회세션 Ⅰ

(도서편찬위원회)

12:00-13:00 중 식

Round 2

13:00-15:00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정책세미나

(학술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국)

세미나Ⅴ

(연세대학교)

    (도시TV)

15:00-15:30 휴 식

Round 3

15:30-17:30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위원회세션 Ⅱ

(주거정비연구위원회, 

포용도시연구위원회,  

LH 토지주택연구원)

특별세션 Ⅳ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세미나 Ⅵ

(한국프롭테크포럼)

17:30-17:50 휴 식

폐회식(  )

17:50-18:20

총평 김찬호 학술부회장

임명장 수여 제12기 도시정보지 학생기자단

시상식 우수논문상 시상

폐회사 김현수 회장

■ 4월 24일(토) : YouTube 도시TV : Zoom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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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세 션 

113 113

10:00-12:00
세미나 Ⅰ

학술위원회

13:00-15:00
특별세션 Ⅲ* 정책세미나 **

건설주택포럼 학술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국

15:30-17:30

세미나 Ⅲ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  

통일국토연구위원회, 해외도시연구위원회

■ 4월 23일(금) ■ 4월 24일(토) 

시 간 세 션 

101 102 103 104 105 106

10:00-12:00

전문가세션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국토 및 지역계획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도시 및  
지역경제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1)

도시교통 및 
안전(1)

도시설계 및 
경관(1)

13:00-15:00

전문가세션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도시설계 및 경관  
& 도시재생 및  

관리 & 부동산 및 
상업입지

International
Session

부동산 및 
상업입지

토지 및 주택(1)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도시 및 
지역경제(2)

15:30-17:30
전문가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박사학위
논문발표

스마트도시계획
도시재생 및 

관리(2)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토지 및 주택(2) 환경 및 방재(3)

107 108 109 110 111 112

10:00-12:00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학부세션 위원회세션 Ⅰ

도시재생 및  
관리(1)

도시정책 및 
복지(1)

환경 및 방재(1) 학부세션
도서편찬 

연구위원회

13:00-15:00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대학원세션 세미나 Ⅴ

도시교통 및  
안전(2)

도시설계 및 
경관(2)

도시정책 및 
복지(2)

환경 및 방재(2)
도시정책 및 

복지(3)
연세대학교

15:30-17:30

대학원세션 특별세션Ⅳ 세미나 Ⅵ

도시정책 및  
복지(4)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한국프롭테
크포럼

■ 4월 24일(토) 

◯ Zoom 세션 번호 안내: 학술논문발표 세션, 특별세션, 세미나, 위원회세션

  * 특별세션 Ⅲ(건설주택포럼): Zoom 세미나를 ‘YouTube 도시TV-S’로 송출

** 정책세미나(학술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국): Zoom 세미나를 ‘YouTube 도시TV’로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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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 세션 좌장 및 토론자
(전문가 / 대학원 / 학부)

시간 분과 좌장 토론자

전문가세션

10:00-12:00

국토 및 지역계획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권태정 동아대학교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도시 및 지역경제
손순금  LH 대구경북본부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13:00-15:00

도시설계 및 경관 &

도시재생 및 관리 &

부동산 및 상업입지

김용학 동훈ITECH 고문 양도식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International Session
Kang, Myounggu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Kim, Hyungkyoo 

Professor, Hongik University

15:30-17:30 박사학위논문발표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범준 명지대학교 교수

대학원세션

10:00-12:00

국토 및 지역계획 김행종 세명대학교 교수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도시 및 지역경제(1) 이세규 동신대학교 교수 김단야 성결대학교 교수

도시교통 및 안전(1) 박진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도시설계 및 경관(1)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및 관리(1)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안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도시정책 및 복지(1)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환경 및 방재(1)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이상훈 한양대학교 교수

13:00-15:00

부동산 및 상업입지 신우진 전남대학교 교수 오민경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사

토지 및 주택(1)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경 단국대학교 교수

도시 및 지역경제(2) 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도시교통 및 안전(2)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이사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설계 및 경관(2) 김성태 경남대학교 교수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정책 및 복지(2)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 이　훈 신한대학교 교수

환경 및 방재(2)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시정책 및 복지(3) 이주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지현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5:30-17:30

스마트도시계획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김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도시재생 및 관리(2)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윤병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최재도 해주엔지니어링㈜ 지사장 이창연 전북대학교 교수

토지 및 주택(2) 양승호 한밭대학교 교수 황지현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환경 및 방재(3)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정책 및 복지(4) 장한두 전북대학교 교수 장지혁 부경대학교 교수

학부세션

10:00-12:00 학부세션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4월 24일(토) 



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orea Planning Association



국토 및 지역계획 &  13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도시 및 지역경제 14
도시설계 및 경관 &  15 
도시재생 및 관리 & 부동산 및 상업입지

International Session 16
박사학위논문발표 17

전문가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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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국토 및 지역계획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1 아세안 도시집적의 차이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방설아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권　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

3 보행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거점 배치
송혜승 서울연구원 도봉구구정연구단 초빙부연구위원

엄선용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특임연구원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1

좌장: 권태정 동아대학교 교수

토론: 김현정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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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지역경제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2

좌장: 손순금  LH 대구경북본부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

토론: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1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정책 지불의사금액의 시간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 도시열섬현상 저감정책을 중심으로

이현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후연구원

김홍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제조중소 고성장기업의 고용특성과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함의 

: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남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3
산업단지 입주의 외부효과 분석 

: 입주기업의 생산성, 고용 및 매출 증가율을 중심으로
이유진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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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도시설계 및 경관 & 도시재생 및 관리 & 부동산 및 상업입지

1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총괄조정체계  

적용 사례 연구

윤두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강사/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실장

조선영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규모 및 특성 분석을 통한 

집수리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실시간 부동산 공간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김철민 주식회사 리얼툴즈 대표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1

좌장: 김용학 동훈ITECH 고문

토론: 양도식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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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ession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2

좌장: Kang, Myounggu University of Seoul

토론: Kim, Hyungkyoo Hongik University

1
Short-Term Rentals and Affordable Housing Stock in 

the Miami Metropolitan Area, USA

Jeon, Jae Sik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ang, Seungbeo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im, Jin Won Professor, University of Florida

2
Reflection on an integrated approach to urban 

transport and spatial planning

: Social outcomes and integrated planning issues

Lee, Juhyun  Researcher, University of 

Gron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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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세션

박사학위논문발표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Zoom 세션 번호: 101

좌장: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강범준 명지대학교 교수

1 주택연금 가입유지 및 해지 요인 분석 이주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졸업

2 주택시장 변화가 주택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3
지역 간 재난 대응 협력 네트워크 메커니즘 

: 한국의 호우 및 태풍 대응에 관한 연구
윤소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후연구원





국토 및 지역계획 21
도시 및 지역경제(1) 22
도시교통 및 안전(1)  23
도시설계 및 경관(1)  24
도시재생 및 관리(1)  25
도시정책 및 복지(1)  26
환경 및 방재(1)  27
부동산 및 상업입지  28
토지 및 주택(1)  29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30
도시 및 지역경제(2)  31
도시교통 및 안전(2)  32
도시설계 및 경관(2)  33
도시정책 및 복지(2)  34
환경 및 방재(2)  35
도시정책 및 복지(3)  36
스마트도시계획  37
도시재생 및 관리(2)  38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39
토지 및 주택(2)  40
환경 및 방재(3)  41
도시정책 및 복지(4)  42

대학원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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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국토 및 지역계획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3

좌장: 김행종 세명대학교 교수

토론: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1 공익의 관점에서 SDGs와 도시발전단계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양은진  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부/ 

글로벌스마트시티융합전공 석사과정

서명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글로벌스마트시티융합전공 

박사과정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미래도시융합공학과 교수

2
지방혁신도시가 인접 지역 인구 유출입에 끼치는  

영향 연구

이한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정진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3
지방 도시권별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 순유출 전출지를 중심으로

권재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관한 연구

: 주택 보유여부를 중심으로

김지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유효성 평가 

- 조직성과와 지역애착을 중심으로 - 

최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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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지역경제(1)

좌장: 이세규 동신대학교 교수

토론: 김단야 성결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4

1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지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정현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
택지개발이 인접 집계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정연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3 좋은 일자리의 지역 격차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유나영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김지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온라인기반 스마트워크(Smart Work)가 사회자본과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

양윤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5
4차 산업 연관산업 간 상호의존성 분석 

: 서울시 시군구 중심으로

이이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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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도시교통 및 안전(1)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5

1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자 중요도·만족도 분석  

: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대상으로

이소영 계명대학교 도시계획 및 교통공학과 석사과정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부교수

2
지역수준의 환경요인이 보행고령자 교통사고 밀집 지역에  

미치는 영향

김태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

3
생활권 도로의 가로환경 변화가 보행자 사고위험인지도 및 

횡단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가상현실 실험을 활용하여

권재홍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조기혁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4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의 공간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 COVID-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2019-2020)

김진만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박진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토론: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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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및 경관(1)

좌장: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

토론: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6

1 왜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공동체 사회적 자본에 중요한가?

강성익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이유정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2
지구단위계획 통해 변화한 부암동의 도시이미지 분석

- 도시기호학적 접근법 통해 -

이기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상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졸업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수변 대안부 스카이라인 경관계획요소에 대한 시각적 선호 분석 

:  몰입형 가상현실기술과 유사-순위기반 컨조인트 분석을 

바탕으로

김백찬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김승남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부 교수

4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도시경관과 장소성의 관계 도출 연구

: 서울의 인지지도 분석을 중심으로

박현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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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도시재생 및 관리(1)

좌장: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안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7

1
혼합토지이용이 빈집을 줄이는데 기여하는가?  

: 서울의 용도지역과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이승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제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 서울시 빈집을 활용한 외국인 숙박시설 최적 입지 선정
이　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현장중심형 뉴딜사업 

계획수립 개선에 관한 연구 

: 전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황수빈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과 분석  

– 지표의 변화율을 중심으로 –

김나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5
근린상권의 역할 변화 연구 

: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윤윤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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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및 복지(1)

좌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8

1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과 자살 충동과의  

연관성 고찰

강성익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우호성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2
Aging in Place 접근 고령자의 주거특성 및  

주거이동 선택분석

이수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윤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대도시 청년가구에게 전통시장은 무슨 의미인가?  

서울 인헌시장과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김희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4
COVID-19에 취약한 도시들  

: 대중교통 또는 자동차 중심도시?

조　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5 코로나19 이후 도시의 교통량 및 대기 환경 변화
심혜민 계명대학교 도시계획 및 교통공학과 석사과정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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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환경 및 방재(1)

좌장: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이상훈 한양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09

1
열환경과 대기오염 간의 인과관계  

-겨울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지민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김형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2 머신러닝 기법은 에너지 빈곤을 예측할 수 있는가?

홍　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소장

3 도시의 공간적 특성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우식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윤동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규제완화에 따른 수소 충전인프라 보급 촉진 분석
지근수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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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상업입지

좌장: 신우진 전남대학교 교수

토론: 오민경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사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3

1
상권 특성이 리테일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김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서경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현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
골목상권·발달상권의 특성에 따른 생존율에 관한 연구 

- 강남구를 대상으로 -

최슬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업종 다양성과 외지인 비율이 Retail resilience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포항 지진을 사례로

서정석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박사과정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부교수

4 ‘~리단길’ 상권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박찬익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5
대학 폐교가 주변 지역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동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김민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최　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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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토지 및 주택(1)

좌장: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4

1
고령자가구의 가족특성이 주거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  

: 자녀특성을 중심으로

김주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구한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거주환경 만족도와 아파트 가격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양승규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조미정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3 빈집현황분석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이소영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주희선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주택규모별 주택실거래가의 상호관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이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주택가격의 불평등은 계층이동 가능성의 기대감을 

낮추는가?

서재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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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공간구조(1)

좌장: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혜경 단국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5

1
대도시 인접성이 인구밀도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통시적 실증(1975년-2019년)

한경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2 수도권 중심지 설정에 관한 연구

신학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융합전공 박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3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앞으로의 균형발전전략 구상
김도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서울시 상업지역 내 건축물 유형을 고려한 실현용적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웅전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5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층 연령대별 현재인구 공간 패턴 및  

특성 분석

이지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강정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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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도시 및 지역경제(2)

좌장: 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6

1
지역노동시장에서 최하위 직종 임금근로자의 직업 이동에 

관한 다층모형 분석

송창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엄현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바이오 기업 입지 영향요인 분석  

: 인력자원과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김민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최시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임재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3
서울시 골목상권 매출액 영향요인 실증분석  

: 입지특성 및  SNS 언급량을 중심으로

임승현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졸업

이경환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4
COVID-19로 인한 골목상권 매출액 변화에 상권특성이 

미친 영향

황재석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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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및 안전(2)

좌장: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이사

토론: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7

1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

서정욱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근린환경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고동원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박승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부교수

허태영 충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3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 행태에 따른 이용 의향 및  

영향 요소 연구 

– 공유 전동 킥보드를 중심으로 –

양승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 예측을 위한 딥러닝의 적용 

: 수도권 노인과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강승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과 부교수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김태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허재필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 조교수

조철호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주원영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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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도시설계 및 경관(2)

좌장: 김성태 경남대학교 교수

토론: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8

1
아이트래킹을 활용한 도심 내 예각필지의 시지각  

인지특성 연구

김한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경관기록대상을 통해 본 서울 이미지  

변화 연구

- 기호학의 기표와 기의의 개념을 활용하여 -

김하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동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젠트리피케이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설계요소에 

관한 분석 

- 가로수길 및 경리단길, 서촌을 중심으로 -

백희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동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천일염전의 현재적 상황 분석
조효은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딥러닝을 활용한 서울시 근린 경관 지각의 공간적 불평등 분석
김동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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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및 복지(2)

좌장: 고진수 광운대학교 교수

토론: 이　훈 신한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09

1
사회계층 및 소득분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를 대상으로

안순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송창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서울시 임대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공간적 형평성 분석

전준형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우아영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부교수

3
서울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분포 특성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선정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4 개인의 거주지역이 초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이기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강정구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5 COVID-19의 지역별 영향 관계 분석
김우람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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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환경 및 방재(2)

좌장: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10

1
도시 회복탄력성 특성 요소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

최원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
기상변화에 따른 쿨루프 시스템의 온도저감효과분석  

- 서울시 도봉환경교실 청사 사례를 중심으로 -

박재홍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형태가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Spatial 2SLS를 이용하여 -

장새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염재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침수취약성과 환경정의
박한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지방정부 기후변화완화행동의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글로벌 보고 플랫폼 cCR을 중심으로

김시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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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및 복지(3)

좌장: 이주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유지현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Zoom 세션 번호: 111

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개발특성과 시사점 

-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 분석을 중심으로 -

강주영 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석사과정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미래도시융합공학과 부교수

2
가족 네트워크가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도움과 대화의 측면에서

김재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임　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유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비교 연구

안성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4
근린환경이 도시활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도시 빅데이터와 해석 가능한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조　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선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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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스마트도시계획

좌장: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토론: 김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Zoom 세션 번호: 102

1
WiFi 센싱 기술을 활용한 도심 공공공간의 보행자  

이용행태 분석

박주현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부교수

2
도시형 공중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도입에  

따른 수도권 도시공간구조 변화 예측 

: 수도권의 상대적 주택가격분포를 중심으로

이종욱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재홍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이동수단 

보행환경 모델 개발

박채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권소형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석사과정

홍지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4
VR 기술을 활용한 공간인지능력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 scale 감각 교육을 중심으로

최한솔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김승남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5 스마트시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심효진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조성수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임윤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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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및 관리(2)

좌장: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토론: 윤병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Zoom 세션 번호: 103

1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도입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연구
이경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
도로 포장재가 도시의 온열환경에 미치는 영향  

– 서울의 도시재생 잠재지역, 여름철을 중심으로 -

김준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췐지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3
서울시 상권의 변화 특성분석 및 예측모형을 통한  

활성화 요인도출

강민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계획가의 기술기반 분석정보가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한  

시민들의 경험지식에 미치는 영향

문성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황희수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강정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사회적경제가 지역 쇠퇴수준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최민경 인하대학교 도시재생학과 석사과정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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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좌장: 최재도 해주엔지니어링㈜ 지사장

토론: 이창연 전북대학교 교수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Zoom 세션 번호: 104

1 딥러닝에 기반한 도시 형태와 미세먼지와의 관계 분석
김문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태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2
목적지의 토지이용특성과 교통 접근성이 세대별 여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설석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고승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코로나19로 인한 모빌리티 변화 분석 연구

심혜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김문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손휘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4
개인교통수단을 통한 도시공원 공급지역 및 접근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임수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도시발전단계에 따른 신시가지가 구시가지에 미치는 영향

차승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융합전공 석사과정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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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Zoom 세션 번호: 105

토지 및 주택(2)

좌장: 양승호 한밭대학교 교수

토론: 황지현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1
APC모형에 기초한 재건축기대감이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우　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빈집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

김경원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소영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주희선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개발 관련 선거공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노서연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조기혁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4
생활SOC 접근성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김애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정　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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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세션

환경 및 방재(3)

좌장: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토론: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Zoom 세션 번호: 106

1
지역의 재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분석

최연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홍유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윤동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주거 특성이 화재 재난취약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고령자 1인가구 주거실태를 대상으로

권지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3
울란바타르시 도시형태특성과 교통량이 도시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키싱사이칸수코치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서울시 도시녹지는 지표면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진정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5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 레질리언스 측정
염재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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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및 복지(4)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Zoom 세션 번호: 107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우선설치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적 형평성 분석  

: 충남 천안시를 대상으로

전수광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성태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졸업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전기차 충전소 입지의 공간적 형평성 평가
홍진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홍성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3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이 주변 주택의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박승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4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서울 생활인구의 공간적 분포 변화

: 지리위치 기반의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한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상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주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관용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좌장: 장한두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장지혁 부경대학교 교수



학부세션
학부세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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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세션

학부세션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Zoom 세션 번호: 110

1 COVID-19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의 특성 연구
심성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대중교통접근성과 젠트리피케이션 

: 지하철 9호선 개통 전후의 소상공인 생존율 변화를 중심으로

윤채영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부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지역 경제의 저항성 분석 

: 전국 시·군·구의 소상공인 매출 변동을 중심으로

이성진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학부과정

박중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차승민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

김동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4
도시녹지와 열섬현상과의 관계 

: 서울시 가로수를 중심으로

이서영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부과정

진장익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좌장: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토론: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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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사

10:00-10:10 인사말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10:10-11:00 주제발표

해외 감정평가 관련 AVM 제도와 실태 

: 안지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 이후 감정평가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오성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1:00-12:00 종합토론

좌장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배우순 디스코 대표이사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김미령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특별세션 Ⅰ: 4차 산업혁명과 감정평가산업의 변화

▒ 일시: 4/23(금) 10:00-12:00

▒ 장소: YouTube ‘도시TV’

▒ 주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회: 오민경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장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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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Ⅱ: 국토계획법 전면 개정에 대한 과제 및 개정 방향

13:00-13:05 인사말 주정필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장

13:05-13:30 주제발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대한 도시계획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홍석기 앤더스엔지니어링 상무

13:30-15:00 종합토론

좌장　 유천용 엠와이이앤씨 대표

토론　 송지현 KG엔지니어링 전무

홍석기 앤더스엔지니어링 상무

이원재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유영철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 일시: 4월 23일(금) 13:00-15:00

▒ 장소: YouTube ‘도시TV’

▒ 주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사회: 이승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 국토비전컨설팅 대표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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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05 인사말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

13:05-13:45 주제발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방안

: 배영환 (주)한국도시개발이엔씨 대표이사

13:45-15:00 종합토론

좌장　 윤주선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조인창 한국부동산산업학회장

박문수 상명대학교 교수

문왕현 금호건설 상무

장봉규 피데스개발 이사

특별세션 Ⅲ: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방안

▒ 일시: 4월 23일(금) 13:00-15:00

▒ 장소: Zoom 113  

  ※ YouTube ‘도시TV-S’를 통해 송출

▒ 주관: 건설주택포럼

사회: 김광수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

https://www.youtube.com/channel/UCQmFfLD3dFveFH8ZiLEQw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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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Ⅳ: KODA 회원사 우수 부동산개발 사례 발표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10

▒ 주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15:30-17:10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주거의 본질에 충실한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집

: 이승민 (주)알비디케이 전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공유주거에 관한 연구

: 이수정 디에스네트웍스(주) 상무

17:10-17:30 토론 발표자 및 참석자

사회: 이명범 KODA 정책부위원장, (주)P&D파트너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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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코로나와 도시 - 국제대도시권의 경험과 시사점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13 

  ※  YouTube ‘도시TV’를 통해 송출 

▒ 주관: 학술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국

13:00-13:10 인사말 김현수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13:10-14:10 주제발표

코로나 팬더믹과 미국 Megapolitan 클러스터의 Resilience

: 임재원 네바다주립대학교 교수

COVID-19가 런던 부동산과 공간구조에 미친 영향

: 손정원 런던대학교 교수

서울 대도시권의 코로나 영향

: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14:10-15:00 종합토론

좌장　 김찬호 학술부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남경민 홍콩대학교 교수

임화진 동경도시대학교 교수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사회: 이희정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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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0 인사말 김현수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10:10~12:00 대담

토지이용과 공간변화

: 이희정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빅데이터로 읽는 코로나시대의 도시

: 이제승 서울대학교 교수

코로나19 도시계획의 과제

: 이왕건 국토연구원 본부장

코로나 이후 공원녹지 패러다임 변화

: 서영애 이수기술사 소장

주택소비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택산업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코로나19 이후 건설  

: 윤하중 국토연구원 본부장

외 참석자

세미나 Ⅰ: 포스트코로나 도시 출판기념식

▒ 일시: 4월 23일(금) 10:00-12:00

▒ 장소: Zoom 113

▒ 주관: 학술위원회

사회: 이희정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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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Ⅱ:  헬로우 서울 빅데이터(Hello, Seoul Big Data)  
COVID-19 진단을 통한 서울위기와 회복

▒ 일시: 4월 23일(금) 15:30-17:30

▒ 장소: YouTube ‘도시TV’

▒ 주관: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

15:30-15:40 인사말
김현수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15:40-15:50 기조발표
COVID-19 영향 벗고, 일상 회복 언제쯤?

: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15:50-16:50 주제발표

격량의 2020년 vs 회복의 2021년(지역, 업종별)

: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장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확진자 TripChain 분석

: 서울기술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My-T 안심앱(통행분석)으로 상권 활성화

: 통합협력센터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상권별 감염병 취약성 진단

: 상권분석팀장

인구속성별 카드지출과 소비트렌트 변화

: 데이터비즈팀장

개인 소비민감도 변화로 살펴보는 위기 이후 소비총량 변화

: 빅데이터사업부장

16:50-17:30 종합토론
좌장　 이수재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과장

토론　 발표자 및 참석자

사회: 이희정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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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Ⅲ: 동북아 공간개발 협력의 현황과 전망

▒ 일시: 4월 23일(금) 15:30-17:30

▒ 장소: Zoom 113

▒ 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 통일국토연구위원회, 해외도시연구위원회

15:30-16:40 주제발표

중국의 1대1로와 동북아 공간협력의 전망

: 이창주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정치경제연구센터장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의의

: 조경훈 해외도시연구위원장,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지역 협력 방향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40-17:30 종합토론

좌장　 최대식 통일국토연구위원장,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토론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형태 스마트도시협회 단장

박인성 동북아도시부동산연구원 원장

이광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실장

임종철 LH 남북협럭처 차장

사회: 박은숙 통일국토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원실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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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장소: YouTube ‘도시TV’

▒ 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세미나 Ⅳ: 도심개발과 도시관리

10:00-10:10 인사말
김현수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

10:10-11:05 주제발표

2.4대책과 도심주택공급방향 

: 최상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역세권개발의 영향과 도시관리방안

: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미래형 도심 신산업지역 개발 방향

: 이제승 서울대학교 교수

11:05-12:00 종합토론

좌장　 최봉문 행·재정부회장, 목원대학교 교수

토론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명범 P&D파트너스 대표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영태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사회: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https://www.youtube.com/channel/UC9LYZJAbqlJ-HALJd8bAU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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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Ⅴ: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세미나

▒ 일시: 4월 24일(토) 13:00-15:00

▒ 장소: Zoom 112

▒ 주관: 연세대학교

13:00-13:10 인사말 김찬호 학술부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13:10-14:00 주제발표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사업 추진방안 

: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지표 개발

: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14:00-15:00 종합토론

좌장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토론　장석봉 GS 건설 책임(리더)

황귀현 한국스마트도시협회 전무이사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사회: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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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Ⅵ: 진화하는 디지털 공간 설계와 가상 구현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장소: ZOOM 111

▒ 주관: 한국프롭테크포럼

15:30-15:40 인사말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

15:40-16:15

주제발표
스마트한 건축과 도시설계 솔루션

: 이호영 텐일레븐 대표

지정토론 토론　김희철 가천대학교 교수

16:15-16:50

주제발표
소비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부동산 산업의 메타버스

: 안호준 집뷰 이사

지정토론 토론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사회: 이제승 빅데이터연구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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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세션 Ⅰ: 교과서 

▒ 일시: 4월 24일(토) 10:00-12:00

▒ 장소: Zoom 111

▒ 주관: 도서편찬위원회

10:00-11:10 주제발표

도서 편찬위원회 활동경과 및 개선사항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도시계획공무원의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도시계획직 관련 기존 논의들과 공무원시험 현황

: 강명구  도서편찬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1:10-12:00 종합토론

좌장　 강명구 도서편찬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김찬호 학술부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사회: 강명구 도서편찬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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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세션 Ⅱ: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포용성 제고

▒ 일시: 4월 24일(토) 15:30-17:30

▒ 장소: YouTube ‘도시TV’

▒ 주관: 주거정비연구위원회, 포용도시연구위원회, LH 토지주택연구원

15:30-15:35 행사안내 개회 및 진행안내

15:35-15:45 인사말
김현수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김백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15:45-16:45 주제발표

노후 주거지 정비 역사 속의 공공성 문제

: 박인권 포용도시연구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쪽방촌 공공재개발사업의 포용성

: 이원호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동향과 공공 역할 

: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16:45-17:30 종합토론

좌장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토론　 권상균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실장

안세희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영은 주거정비연구위원장,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사회: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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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장

김현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주정필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한정탁 (사)건설주택포럼 회장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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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진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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