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10:00

초대의 글
2018년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론: 방
 두완 연구위원(HUG 연구원), 변세일 센터장(국토연구원),
이준용 연구부장(한국감정원)

10:00~12:00

•‘주택 시장의 분화’ 관점에서 바라본 외국인 주택 시장의 특성
백일순 선임연구원(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기획 라운드테이블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lue of Scenic View
between an Inland and Costal City in Korea
정태윤 강사(창원대), 박세운 교수(창원대), 이선혜 강사(창원대)

13:00~14:30

•한부모 가족 유형별 주거이동 차이분석
이한나 박사(강원대), 김승희 교수(강원대)

학생 논문발표 (2부)

2018년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

남북교류 확대와
주택시장의 변화
북한연구 재외학자 특별 초청 세미나

.12.14.(금)

2018

좌장: 오동훈 교수(서울시립대) 진행: 김진유 교수(경기대)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국토

발표: 이 진 책임연구원(한국감정원)

분야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토론: 박인성 교수(한성대), 이제우 교수(강남대), 조성찬 센터장(토지+자유연구소),
정은이 부연구위원(통일연구원), 최상희 수석연구원(LH 연구원)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는 북한 주택관련 현황 파악 외에 건설분야 남북
협력사업 추진방안과 남북교류확대가 접경지역 등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도 발표되고 토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 연구에 관한 해외의 연구

B세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상상관 1008호)
좌장: 장영희 교수(서울시립대) 진행: 봉인식 연구위원(경기연구원)

동향도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재외학자분들을

발표: 봉인식 연구위원(경기연구원)

초청하는 특별초청세미나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토론: 남
 원석 실장(서울연구원), 박 준 교수(서울시립대), 서종균 처장(SH),
이병훈 과장(국토교통부), 진남영 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홍인옥 소장(도시사회연구소)

남북교류확대는 우리에게 큰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 토지, 건설분야에서 기초연구가 탄탄히 이루어져야 미래의 기회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협조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주택학회

C세션 여성부동산학자,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관 1005호)
좌장: 박신영 객원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진행: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 정수연 교수(제주대)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활발한 토의를 해주실

전문가 논문발표
A세션 주택금융 (상상관 1009호)

것을 부탁드립니다.

좌장: 이용만 교수(한성대)

2018년 12월 14일 한성대학교 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주택학회 회장 천 현 숙
한국주택학회 학술위원장 민 성 훈

토론: 김민철 센터장(국토연구원), 김 진 교수(한남대), 이영호 실장(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개별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중심으로
이소영 POST-DOC(한양대), 박승창 전문위원(한국주택금융공사),
이창무 교수(한양대)

학생 논문발표 (1부)
A세션 서민주택과 주거복지 (상상관 1114호)
토론: 방
 송희 연구위원(한국주택금융공사)(진행),
노민지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이현진 강사(한성대)
•주거빈곤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노인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상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박재영 박사과정(건국대)
•임대주택 거주자의 온라인 Q&A에 나타난 제약 인식적 행위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박채연 석사과정(서울대)

F세션 미래 부동산 (상상관 1116호)
토론: 정
 수연 교수(제주대)(진행), 김지혜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이정란 강사(수원대)

※ 점심식사 샌드위치 지급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로비)

•녹색건축 인증여부가 오피스 건물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성훈 석사과정(한양대), 진창하 교수(한양대)

※ 이사회 (상상관 1005호)

•공공임대리츠가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만봉 석사과정(한성대), 김현영 박사과정(한성대), 이용만 교수(한성대)

토론: 임미화 교수(전주대)(진행), 김천일 연구위원(HUG 연구원),
박진백 책임연구원(한국감정원)

•오피스 자본환원률과 투자심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최봉근 석사과정(한양대), 진창하 교수(한양대)

특별세션: 북한연구 재외학자 특별 초청세미나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좌장: 박인성 교수(한성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지나 석사과정(건국대), 노승한 교수(건국대)

토론: 이종권 선임연구위원(LH 연구원), 정은이 부연구위원(통일연구원),
조성찬 센터장(토지+자유연구소)

•단계별 재건축사업 절차가 재건축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윤 찬 석사과정(건국대), 노승한 교수(건국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남북교류의 방향
김강일 교수(중국 연변대)

•우이신설경천철이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다솜 석사수료(한양대), 최창규 교수(한양대)

•북한경제의 현실 - 실제와 제도의 괴리
Mitsuhiro MIMURA 선임연구위원 (일본 ERINA*)

D세션 인구와 주택시장 (상상관 1115호)
토론: 노
 승철 박사(서울연구원)(진행), 김태환 연구위원(KB금융지주),
이 진 책임연구원(한국감정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분석 - 대중교통 이동성을 중심으로
윤메솔 석사과정(서울대)

•대도시 1인가구 주거소비행태에 관한 장기주택수요 추정
양재영 박사과정(광운대), 최명섭 연구원(가톨릭대), 고진수 교수(광운대)

토론: 고
 진수 교수(광운대)(진행), 양희진 선임연구원(서울대),
이길제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주택 임차시장 내의 수요와 공급이 전·월세 계약에 미치는 영향
최누리 석사과정(한양대), 최창규 교수(한양대)
•주택가격변동에 따른 월세가구의 가계소비지출 차이에 관한 연구
김진우 박사과정(강원대), 김승희 교수(강원대)
•단독주택 오피스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김동현 석사과정(한양대), 최종원 이사(㈜디-스페이스), 최창규 교수(한양대)

주최:

•공동주택 공용사용료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규태 박사과정(건국대), 신종칠 교수(건국대)

후원: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관한 연구

•시공간모형을 적용한 거주층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경숙 박사과정(창원대), 박세운 교수(창원대)

메인세션: 남북교류 확대와 주택시장의 변화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좌장: 이상준 부원장(국토연구원)
토론: 문
 대웅 부장(대우건설), 이정선 차장(한국경제),
이태호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 허강무 교수(전북대)
• 북한주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협력방안과 과제
최상희 수석연구원(LH 연구원)
•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박용석 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남북교류 확대의 접경지역 영향과 전망
최용환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17:00~18:00
우수논문 시상식 및 폐회식 / 총회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18:00~20:00
14:30~14:40

•외국인의 유입이 지역 생산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교범 석사과정(한양대), 진창하 교수(한양대)

찾아오시는 길

14:40~15:10
개회식 및 기조강연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E세션 주택공급 (상상관 1009호)
토론: 백
 성준 교수(한성대)(진행), 권치흥 센터장(LH 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 후분양이 공급자 및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NPV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지 석사과정(서울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추정
곽하영 박사과정(한양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1970-80년대 아파트 분양제도 활용방식에 관한 연구
박선미 석사과정(서울대), 최막중 교수(서울대)

만찬 (상상관 12층 밀가옥)

이동 및 준비

•MCI모형을 활용한 연령대별 인구이동 분석
김진기 석사과정(한양대), 곽하영 박사과정(한양대), 이창무 교수(한양대)

B세션 주거비부담 완화 (상상관 1115호)

15:10~17:00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공공주택지구의 공급유형별 입주거리에 관한 연구
송영선 석사과정(한양대), 강현구 석사과정(한양대), 이창무 교수(한양대)

•주택시장에서의 사용자비용과 임차비용 간의 장기적 관계
마승렬 부원장(HUG 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점심 및 이사회

C세션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상상관 1114호)

토론: 김정섭 교수(UNIST), 손순금 처장(LH), 임미화 교수(전주대)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대학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좌장: 김용순 선임연구위원(LH 연구원)

12:00~13:00

등 록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 로비)

A세션 북한 주택 현황 및 연구방법론 (상상관 1001호)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교류확대와 주택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

B세션 주택시장 분화 (상상관 1116호)

•사회: 민성훈 교수 (수원대)
•개회사: 천현숙 학회장 (한국주택학회)
•환영사: 이상한 총장 (한성대)

•기조강연: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의
최완규 신한대학교 설립자석좌교수,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