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날 유공자 도시의 날 감사패
제1회(2007)
(한국지역개발학회) 정환용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도시지리학회) 남영우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김수근 (주)서영 부사장
(대한주택공사) (故)강병기 마을만들기포럼 대표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도시정책팀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제2회(2008)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강건 (주)삼안 부사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근호 21세기수원
                        만들기협의회 사무국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창석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박무익
전주시장 송하진

제3회(2009)

도시학술상
(한국도시설계학회) 안건혁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도시행정학회) 최근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도시기술상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박주신 (주)천인기술단 대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윤주선 (주)한호건설 부사장
시민참여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치환 대한주택공사 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4회(2010)

도시학술상 :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도시기술상 : 유완종 준원도시경관연구센타 센타장
시민참여상 : 정경채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권상동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구미시장 남유진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도시의 날 표창자 명단



제5회(2011)
도시학술상 :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종현 통의건축도시연구소 연구원
             이창수 경원대학교 교수
도시기술상 : 유충현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시민참여상 : 박  훈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군산시장 문동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제6회(2012)
도시학술상 :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도시기술상 : 유천용 (주)엠와이앤씨 대표
시민참여상 :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부천시장 김만수 
전국도시계획공무원협의회 회장 이동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정춘보 

제7회(2013)
도시학술상 :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류연택 충북대학교 교수
도시기술상 :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최문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시민참여상 : 김혜정 희망세상 대표

순천시장 조충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이사장 김기호 

제8회(2014)
도시학술상 : 강병수 충남대학교 교수
            김동근 국토연구원
도시기술상 : 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대표
            박진순 KIW 종합개발 대표
시민참여상 :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
            김낙경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수원시장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제9회(2015)

도시학술상 : 김의준 서울대 교수(지역학회)
도시기술상 :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개발협회)
시민참여상 :

강릉시장
한국도시지리학회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제10회(2016)

도시학술상 : 이재준 아주대 교수(도시설계학회)
도시기술상 : 정채효 경동엔지니어링 대표(기술사회)
시민참여상 : 정지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순천시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국토연구원장

제11회(2017)
도시학술상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도시기술상
   김영준 청해엔지니어링 대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시민참여상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평택시장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제12회(2018)
도시학술상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기술상
   조영규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시민참여상
   윤전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의왕시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제13회(2019)
도시학술상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도시기술상
   박영광 동우개발(주) 대표이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시민참여상
   조성우 미래환경정책연구원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파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제14회(2020)
도시학술상
   한광야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기술상
   정우철 (주)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종로구청장



시민참여상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5회(2021)

도시학술상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기술상
   김동신 ㈜다우케이아이홀딩스 대표(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시민참여상
   김정희 ㈜희망터 상임이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제16회(2022)
도시학술상
   최재헌 건국대학교 교수(한국도시지리학회)
도시기술상
   오인철 (주)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시민참여상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전국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국토연구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장
종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