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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 14일(목) 
■ 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 주최 : 한국도시설계학회 
■ 주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위원회 
■ 협찬 : DA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KN도시개발, P&D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CM정비사업단,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범도시건축,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삼현도시주거연구소, 성광종합기술개발,       
         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주식회사정이엔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오프닝(10/13, 수)                     ㆍ사회 : 양두훈(학회 제주지회대외협력이사, 대한CM정비사업단 대표)

15:30 ~ 
18:00

제주도 특별세션 [제주의 현재와 미래]
ㆍ개회사 : 고용현(제주지회장, 삼현도시주거연구소 대표)
ㆍ환영사 : 문대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ㆍ축  사 : 이제선(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ㆍ발표 1 :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미래발전방향(가제)” /                                  
           박재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휴양관광처 처장)
ㆍ발표 2 : “문맥을 이어가는 도시재생(가제)” / 유희동(제주도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ㆍ좌  장 : 양승우(수석부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ㆍ토  론 : (가나다순)
           고용현(제주지회장, 삼현도시주거연구소 대표), 김종구(전임부회장, 부산대학교 교수)
           김형보(학술위원장, 동의대학교 교수), 문  채(상임이사, 성결대학교 교수)
           염대봉(광주전남지회장, 조선대학교 교수), 유화진(제주지회부지회장, 前 제주시청 사무관)

■ 학술발표대회(10/14, 목)                                  ㆍ사회 : 김재철(학회 총무이사, 가천대학교 교수)

 9:00 ~
11:00

제주원도심투어 / 제주미술관투어
유튜브를 통한 세션 소개 (연속 스틸컷) / 유튜브를 통한 학회, 제주 지회 및 기업 소개

13:00 ~ 
13:10

개회식(유튜브 병행)
ㆍ개 회 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이 제 선
ㆍ경과보고 : 학술위원장 김 형 보

13:10 ~
13:40

기조강연(유튜브 병행)
ㆍ발표 : “제주의 발전가치 성찰과 자연자본주의” / 고충석(前 제주대학교 총장)

13:50 ~
16:40

박사세션
ㆍ발표1 : “지방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의 전개단계에 대한 진단 모델 개발” / 
          장리브가(경북대학교 도시재생학과 연구초빙교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졸업)
ㆍ발표2 : “시각적 정연성이 가로경관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형성요인
          - 서울시 내 6가지 가로유형을 중심으로” /
          주영하(중앙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시스템공학전공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박사졸업)

일반세션
ㆍ도시이론과 정책 / ㆍ도시형태와 공공공간 /ㆍ신도시개발과 단지계획
ㆍ도시재생과 재개발 /ㆍ미래도시와 레질리언스
학술대회 홈페이지 연계 또는 유튜브를 통한 스틸컷 홍보 / 일반세션 시간 중 유튜브를 통한 연속 동영상 홍보

13:50~
15:10

도시이론과 
정책1

도시형태와 
공공공간1

신도시개발과 
단지계획1

도시재생과 
재개발1

미래도시와 
레질리언스1

13:50~
14:50 박사세션

15:20~
16:40

도시이론과 
정책2

도시형태와 
공공공간2

신도시개발과 
단지계획2

도시재생과 
재개발2

미래도시와 
레질리언스2

14:55~
16:40

학부 및 
외국인세션

16:40~
17:10 우수논문심사

17:10 ~
17:40

시상식(제8회 도시설계 공모전 / 2021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유튜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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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프로그램

특
별
세
션

ㆍ개회사 : 고용현(학회 제주지회장, 삼현도시주거연구소 대표)
ㆍ환영사 : 문대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ㆍ축  사 : 이제선(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ㆍ발표 1 :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미래발전방향(가제)” /                                          
           박재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휴양관광처 처장)
ㆍ발표 2 : “문맥을 이어가는 도시재생(가제)” / 유희동(제주도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ㆍ좌  장 : 양승우(학회 수석부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ㆍ토  론 : (가나다순)
           고용현(학회 제주지회장, 삼현도시주거연구소 대표)
           김종구(학회 전임부회장, 부산대학교 교수)
           김형보(학회 학술위원장, 동의대학교 교수)
           문  채(학회 상임이사, 성결대학교 교수)
           염대봉(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조선대학교 교수)
           유화진(학회 제주지회부지회장, 前 제주시청 사무관)

박사세션

좌  장 : 권태정(동아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주일(한동대학교 교수)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박
사
세
션

장리브가
경북대학교 도시재생학과 연구초빙교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졸업

지방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의 전개단계에 대한 진단 
모델 개발

주영하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시스템공학전공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박사졸업

시각적 정연성이 가로경관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형성요인
- 서울시 내 6가지 가로유형을 중심으로

특별세션 제주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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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토론자 및 발표

제1-1분과 도시이론과 정책1

좌  장 : 최재도(해주엔지니어링 지사장)
토론자 : 백한열(한남대학교 교수)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도
시
이
론
과
 정
책
1

김애림*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이 부담 하는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과밀개발과 주거부담능력을 
중심으로

박수현*
김영욱

세종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 공간구조와 이용행태가 거주민의 
이웃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분당 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박효진*
심훈
이제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석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역사문화도시내 황리단길의 보행환경 및 보행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경연*
권영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총괄건축가 도입에 따른 신도시 공동주택의 경관선호도 
향상 효과분석

제1-2분과 도시이론과 정책2

좌  장 : 이경기(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자 : 박상욱(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도
시
이
론
과
 정
책
2

이건재*
이정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교수

도심재개발 사업에 있어 도시건축 설계수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송기황
이창문*
박태원

광운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광운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광운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별 구성요소 우선순위 분석

이현우*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쪽방촌의 사회생태학적 식품사막화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 종로3가 돈의동 사례를 중심으로

황수용*
석상묵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모자이크테일러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결합건축제도 개정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변화 
시뮬레이션
- 서울 역사 도심 내 세계유산 종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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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분과 도시형태와 공공공간1

좌  장 : 문선욱(청운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창연(전북대학교 교수)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도
시
형
태
와
 공
공
공
간
1

김민규*
김형보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부산경관 자원 발굴

김민순*
김형규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식재를 활용한 겨울철 도심지 보행자 영역의 쾌적성 증진

김진만*
김선재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딥러닝 모형을 활용한 
보행 가로경관 개선방안 연구

김한별*
김동현
박진아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한 예각필지의 시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제2-2분과 도시형태와 공공공간2

좌  장 : 박찬돈(경운대학교 교수)
토론자 : 장근영(도시그룹유니트 대표)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도
시
형
태
와
 공
공
공
간
2

오유진*
김형보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부산의 도시 이미지 분석

이하진*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시 생활권공원의 접근성 분석 연구
- API 서비스를 활용하여

조해송*
정광진

고양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양시 문화의 거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재원*
이수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몰입형 가상환경(Immersive Virtual Reality) 기반 가로경관 
평가 방법론의 적용과 검증
- 서울시 주거지역에서의 가로 경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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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분과 신도시개발과 단지계획1

좌  장 : 윤정중(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김준우(대구대학교 교수)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신
도
시
개
발
과
 단
지
계
획
1

권소형*
권영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AHP를 활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의 공급 
결정요인 분석

김동민*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추이와 갈등 심화과정 분석

송진경*
이정연
이형숙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산림과학·조경학부 교수

근린생활권 반려견 산책환경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심혜민*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및교통공학과 석사과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환경 요인 분석

제3-2분과 신도시개발과 단지계획2

좌  장 : 조영태(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토론자 : 한영숙(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소장)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신
도
시
개
발
과
 단
지
계
획
2

김형보
이재현*
정채영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인리얼 엔진4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캠퍼스 구축 교육에 
관한 연구

이주현*
이승재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스마트도시공학전공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스마트도시공학전공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게임엔진 기반 도시 시뮬레이션 도구의 도시설계 적정성 
검증 활용방안
- ‘Cities: Skylines’를 중심으로

이지은
주혜린*
전아현*
김홍기
김벽연

국립한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조교수
국립한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학사과정
국립한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학사과정
국립한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학사과정
국립한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학사과정

3기 신도시의 복합화·입체화 공간계획 특성 연구
-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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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분과 도시재생과 재개발1

좌  장 : 홍경구(단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 정광진(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도
시
재
생
과
 재
개
발
1

김다혜*
최준혁
배웅규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석사과정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석사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교수

국내외 리빙랩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도시재생지역 
횡단보도 쉘터 리빙랩 기획 방향

김희진*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 방안
- 세종대 캠퍼스타운 지역재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류경원*
신은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특별시‧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성사라*
김영환

청주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청주대학교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교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제4-2분과 도시재생과 재개발2

좌  장 : 서금홍(동아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종익(제주대학교 교수)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도
시
재
생
과
 재
개
발
2

김민호*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스마트도시공학전공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도시 디지털 트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

박설희*
어상진
김영환

청주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청주대학교 대학원 도시부동산지적학과 박사과정
청주대학교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교수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의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청주시 우암동, 평택시 서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윤병훈*
김주진
이삼수
박이레
성순아
한인구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종합성과 진단 및 평가

이소영*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및교통공학과 석사과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대구광역시 노인보호구역 보행환경평가



프로그램  2021 추계학술대회

제5-1분과 미래도시와 레질리언스1

좌  장 : 황재훈(충북대학교 교수)
토론자 : 안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미
래
도
시
와
 레
질
리
언
스
1

박재훈*
오장현
현재혁
이제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감염병에 대응하는 학교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현하*
장성욱
김형보

동의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동의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스마트시티 시대, IT기술과 문화예술

이  석*
김세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오픈 스페이스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상암, 마곡, 세종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동규*

한유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Communication Data Science, 석사과정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미술교육학과 석사과정 수료

스마트 시티 홍보에서 평가 지표 가중치 차별화의 필요성

제5-2분과 미래도시와 레질리언스2

좌  장 : 이혜경(단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 변태근(유진도시건축연구소 대표이사)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미
래
도
시
와
 레
질
리
언
스
2

이송주*
권태정

동아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조경학과 석사과정
동아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조경학과 교수

감염병 취약지역과 확잔자 방문지 중 다중이용시설의 
공간적 특성
-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중심으로

이정민*
권진경
나혜민
오명택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책임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 연구위원

COVID-19가 도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유동인구와 112이벤트를 중심으로

장연주*
이수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분석:
CPTED 요소와 해석 가능한 기계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현재혁*
오장현
박재훈
이제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통합과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감염병 대응형 도시조성 방향성과 실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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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분과 학부 및 외국인세션

좌  장 : 김환용(한양대학교 교수)
토론자 : 정영헌(삼현도시주거연구소 박사)                  

분과 성명 소속 논문제목

학
부
 및
 외
국
인
세
션

Dayana 
Bulatbekova*
안혜진
유태안
오지훈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학부과정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학부과정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학부과정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부교수

How are the sensory experiences of foreigners and 
Koreans different? The case of Hongdae area

김선욱*
박래혁
조윤재
김선재
이수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간 랜드마크의 
특성과 변화 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안혜진*
유태안
Dayana 
Bulatbekova
오지훈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학부과정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학부과정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학부과정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부교수

상업가로 방문객의 활동 유형별 및 감각인지 유형별 
감성분석 : 홍익대학교 일대 상권을 중심으로

은민규*
김주일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과정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참여관찰, 심층인터뷰를 통해 본 도시재생 실행과정의 
현실
- 포항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지구를 사례로

임휘민*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생활인구 변화 분석
- 단기체류 외국인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하예인*
김희철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학사과정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교수

도시 교통사고 위험 영향요인과 위험지역 평가모형 구축
- 대전시 사례연구

김동규

공정원*
김수민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Communication Data Science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융합전공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학과 석사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Advertising, Advertising 석사과정

How accordance between city brand and individual 
personality in smart city promotion affects willingness to 
l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