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상 역대 수상자

제1회 1984 김의원 [학술부문] 한국국토개발사연구

제2회 1985
황명찬 [학술부문] 지역정책론

강병기 [작품부문] 서울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

제3회 1986 수상자� 없음

제4회 1987 임강원 [학술부문] 도시교통계획

제5회 1988 수상자� 없음

제6회 1989 원제무, 이건영 [저술부문] 도시교통정책론

제7회 1990 김광식 [논문부문] 교통시설투자평가에� 있어서의� 이용자편익측정

제8회 1991 수상자� 없음

제9회 1992 박수영 [저술부문] 서구도시개발론

제10회 1993
하성규 [저술부문] 주택정책론

황희연� 외� 2인 [작품부문] 2000년대의� 청주

제11회 1994 수상자� 없음

제12회 1995 수상자� 없음

제13회 1996 서울특별시 [저술부문] 서울시� 600년사

제14회 1997 서의택 [저술부문] 친수공간: Waterfront

제15회 1998 최상철, 김주철 [저술부문] The Making of a Metropolis

제16회 1999 수상자� 없음

제17회 2000 이규황 [저술부문]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구상에서� 실천까지

제18회 2001 김영모 [저술부문] 도시계획의� 이해

제19회 2002 권용우 [저술부문] 교외지역: 수도권� 교회화의� 이론과� 실제

제20회 2003 수원시 [저술부문] 수원시� 도시계획200년사

제21회 2004 임창호 [저술부문(번역)] 내일의� 도시

제22회 2005 인건혁 [학술부문] 뉴어바니즘

제23회 2006 인천광역시 [저술부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사

제24회 2007 장준호 [저술부문(번역)] 도쿄� 도시계획담론

제25회 2008
강양석 [학술부문] TOSHA 건폐율� 용적률� 건물용도� 최적화� 시스템

조재성, 권원용 [저술부문(번역]: 내일의� 전원도시� -에벤에저� 하워드� 원저

제26회 2009 수상자� 없음

제27회 2010 강동진 [저술부문] 빨간벽돌창고와� 노란전차

제28회 2011 김철수 [저술부문] 도시공간� 계획사

제29회 2012 여홍구 [학술부문] 우리나라� 소도읍의� 입지시설� 분포와� 토지이용� 변화

제30회 2013 양병이 [학술부문] 녹색도시� 만들기

제31회 2014 이재수, 양재섭
[논문부문(최우수)] 서울의� 1인� 가구� 특성과� 거주� 밀집지역�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향� 연구



박철홍, 이창수
[논문부문(우수)] 서울시� 역세권� 도시조직� 유형별� TOD 
계획요소가� 녹색교통�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실증분석

김승남, 김재홍, 
유승훈, 박선영

[논문부문(우수)] 디자인� 시범거리� 사후설계평가� 및� 경제적� 가치�
추정

제32회 2015

임하나, 김태현, 
최창규

[논문부문(최우수)] 보행� 실제거리와� 인지거리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환경� 특성에� 관한� 연

김미경, 이창무, 
송기범

[논문부문(우수)] 세대(탄생코호트)효과를� 고려한� 실용적� 장기�
주택수요� 추정

안영수, 이승일
[논문부문(우수)] 수도권� 기업이동�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산업유형별� 기업이동� 특성� 연구

제33회 2016 신혜원, 김의준
[논문부문]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인구이동� 및� 지역�
분포� 예측

제34회 2017

하재현, 이수기
[논문부문(최우수)] API 경로안내� 정보를� 활용한�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 분석� -서울시� 고용� 중심지로의� 이동성을� 중심으로-

엄현태, 우명제
[논문부문(우수)] 도시쇠퇴의� 공간적� 확산현상과� 쇠퇴확산�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황의정, 우명제
[논문부문(최우수)]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35회 2018 이길제, 최막중
[논문부문(우수)] 신혼가구의� 주거� 입지에� 나타나는� 세대간� 시간�
자원의� 이전과� 성별� 효과

박세훈, 송지은 [논문부문(우수)]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계획행정의� 변화

제36회 2019

황지욱 [저술부문] 도시계획가란? 정체성과� 자화상� 사이에서

김홍규 [작품부문] 모빌리티에� 기반한� 복합산업연구도시� 마스터플랜

박근덕, 이수기
[논문부문(최우수)] 근린환경특성과� 일상보행활동� 그리고� 주관적�
건강수준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경로모형의� 적용

임보영, 강정구, 
마강래

[논문부문(우수)]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37회 2020

김근영 [저술부문]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 -뭉쳐야� 산다

유상균, 이혁주
[논문부문] 기성시가지� 용적률� 규제와� 계획가치�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제38회 2021

이상호 [저술부문] 공간을� 말하다

김태오
[논문부문] 한국은� 어떻게� 자조주택을� 변용했는가? -완성주택�
공급과� 주택금융� 도입을� 중심으로-

제39회 2022

한상훈 

하정원, 이수기

[저술부문] 도시계획과 공익의 이해

[논문부문] 서울시 근린지역 상업 매출 감소와 회복탄력성 영향 요
인 분석: COVID-19 영향을 중심으로

제40회 2023

이승일 

김주일

[저술부문]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역세권 개발론

[논문부문] 참여적 연구기법을 통해 살펴본 도시재생 실행과정의 
현실 : 포항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지구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