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주택학회
30주년 기념행사 및 하반기 학술대회

주택학회 30년,
반세기로의 도약
일

시: 2021년 12월 10일 (금) 10:20~19:00

장

소: C
 OEX 컨퍼런스룸 402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4F)
+

Zoom

사전등록: https://forms.gle/3wb5UW1Nte8QYwrV8

주최
후원 

초대의 글
2021년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91년 11월 29일에 출범한 한국주택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택학회 30년, 반세기로의 도약”이란 주제로 학술대회
및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전에 진행되는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4개의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북한주택위원회 세션, 여성위원회
세션의 좌장과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진학자 세션과
대학원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전문가분들께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후원해 주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학술대회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주택분야 학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한국주택학회 회장 지 규 현
수석부회장 김 덕 례
재정부회장 김 진 유
학술부회장 진 미 윤

프로그램
온라인

10:20~
11:50

1부
북한주택위원회 세션
좌 장 : 박인성 원장(동북아도시부동산연구원)
발 표 1) 계획과 건설측면에서 본 북한주택(살림집) 변화

토론

이규철 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생활환경측면에서 본 북한주택(살림집)의 변화
박희진 연구교수 (동국대학교)
3) 통일 시나리오 분석과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이종석 대표이사 (애드건축)
김
 수한 차장(헤럴드경제신문), 백정훈 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최은희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가나다 순)

여성위원회 세션
사 회 : 김옥연 수석연구원(LH토지주택연구원)
진 행 : 이경애 책임연구원(LH토지주택연구원)
좌 장 : 정의철 교수 (건국대학교/17대 회장)
발 표 1) 첫아이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정책
강은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2)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 정책
정소이 수석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토론 김
 지혜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관옥 교수 (싱가폴국립대학교),
최영상 연구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가나다 순)

신진학자 세션
좌 장 : 김준형 교수 (명지대학교/공공주택위원장)
발 표 1) P2P대출 연체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토론

최수석 부대표 (헬로핀테크)
2) Creative tourism in creative cities: evidence and implications of
creative tourism experiences in China
Qiang Li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오
 민경 평가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규태 박사 (서울연구원)

(가나다 순)

대학원세션 1
좌 장 : 민성훈 교수 (수원대학교)
 세제도와 증권형 토큰 공급(STO)의 연결 가능성과 적용방안
발 표 1) 전

토론

강형수 석박통합과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지도교수: 김갑성 교수)
2) 부동산경매를 통한 외지인의 농지낙찰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근준 박사과정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노승환 교수)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규 및 재계약 간 주택임대료 변동차이 분석
송영선 석박통합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지도교수: 이창무 교수)
4)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의 주택가격 효과분석
심준호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지도교수: 진창하 교수, 김지환 교수)
박
 진백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상준 박사 (NH 리츠)

(가나다 순)

대학원세션 2
좌 장 : 김 진 교수 (한남대학교)
 계학습법을 활용한 주거불안 예측모형 개발 및 실증:
발 표 1) 기

토론

수도권 1인가구 임차인을 중심으로
구한민 석박통합과정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지도교수: 김갑성 교수)
2) 오피스의 용적률과 자본환원율 관계에 관한 연구
배상열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지도교수: 이창무 교수)
3) 수도권 및 광역시 주거비 부담능력 부족 민간임차가구 규모의 추정
서진호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지도교수: 진창하 교수, 김지환 교수)
엄
 근용 부연구위원 (건설산업연구원), 오민준 박사 (국토연구원)

(가나다 순)

대학원세션 3
좌 장 : 현동우 교수 (단국대학교)
 내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의 적정성 및 국제 수준 비교
발 표 1) 국

토론

유송지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지도교수: 이창무 교수)
2) 서울 청년 1인가구의 사회주택 입주 의사결정 요인
이연정 석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지도교수: 오동훈 교수)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전지호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지도교수: 진창하 교수, 김지환 교수)
4) 부동산 보유가구의 가계부채 연구
조성은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지도교수: 이창무 교수)
박
 선구 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최광성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가나다 순)

COEX 컨퍼런스룸 402호

11:50~
13:20
13:20~
14:00

14:00~
17:20

등록ㆍ이사회 (COEX 컨퍼런스룸 400호)

2부
개회식
사 회 : 진미윤 학술부회장

개 회 사 : 지규현 회장 (한국주택학회)
축 사 : 노형욱 장관 (국토교통부)
축하영상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3부
30주년 기념토론회: 주택연구 30년, 주택정책 30년
사 회 : 지규현 학회장, 김덕례 수석부회장
발 제 1) 학술지 주택연구 30년 연구경향 분석

박순만 교수 (명지대학교)
2) 주택정책세미나로 본 주택학회의 역할
현동우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
김
 정호 (1대 회장, 前 KDI정책대학원 교수)
하성규 (2대 회장,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
이상한 (4대 회장,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
조주현 (5대 회장,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박환용 (8대 회장, 가천대학교 교수)
김재익 (10대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이만형 (11대 회장, 충북대학교 교수)
박신영 (12대 회장, 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13대 회장, 서강대학교 교수)
김근용 (14대 회장,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이용만 (15대 회장, 한성대학교 교수)
정의철 (17대 회장, 건국대학교 교수)
이창무 (18대 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김용순 (19대 회장,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현숙 (20대 회장, SH 도시연구원 원장)
이상영 (21대 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초 청:김
 이탁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서미숙 (연합뉴스 산업부 부장기자)

기념촬영
축하공연 한양대학교 중창단 '소누스'

17:50~
19:00

4부
총회
시상식 (우수논문상, 우수활동상)
연구윤리 교육 : 이상영 연구윤리위원장 (명지대학교)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