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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 서울 성대골을 중심으로

■ 학교에너지협동조합에 나타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과 성장 

   -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익산시 구도심의 빈집 형성에 관한 연구 -중앙동을 중심으로

■ 선호 주거 환경 요소에 관한 연구 -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 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패널분석기법의 적용

■ 여름 몬순 강우 시 산림과 농지 소유역 하천의 용존유기탄소 특성

■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서비스 지불의사액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진안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 주거개발밀도가 지하철이용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 도시 지역공동체 주민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 서울시 성대골 에너지 전환 운동을 중심으로

■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본 전기절약행동의 지속성 - 성북구 절전소 운동을 중심으로

■ 소득계층별 교통비 지출 부담의 형평성 분석

■ 일본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참여 동기 분석

■ 주거이동권과 지역노동시장권 불일치에 따른 통근 흐름 분석

■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

■ 수도권의 직종별 통근행태 특성 분석

■ 세계 도시의 위계와 수렴 현상

■ Climate-induced migration as adaptation in Mongolia

   - insights from drought and Dzud affected rural-urban migrants in Ulaanbaatar

■ 핵발전에 대한 중국 언론의 프레임  -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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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묘지공원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활성화 전략

   - 망우 묘지 공원 재정비 계획을 중심으로  

■ 서울시 근교형 도시숲의 공간 활용 및 여가 이용실태 연구  - 대모·구룡산을 대상으로

■ 도시양봉 개념을 도입한 도시농업공원 재정비계획

   - 경기도 부천시 여월도시농업공원을 대상으로 

■ 18-19세기 조선 사대부의 차문화를 통한 경관 향유방식에 관한 연구

   - 다산 정약용의 茶詩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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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내 농촌체험마을 개발사업에서의 추진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 철원군 학마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 보성 대원사 일대 불교문화생태공원화 설계

■ 1980년대 이후 성북동 주거지역 건축물의 용도변화 특성 연구

■ 산업단지 공원·녹지 조성 현황과 이용행태 분석: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경계공간으로써 항구 재개발 설계제안: 인천 내항 1, 8 부두를 대상지로

■ 녹지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유형화와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흥시를 사례로

■ 도시공간구조변천에 따른 중국 교야공원 재정비계획: 베이징시 조래공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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