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

2016년 8월 환경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석사학위 논문 목록JES 58

■ 유류가격과 연비가 승용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세가구의 점유형태변화 선택 결정요인 연구

■ 대중교통 요금제의 공정성 비교 분석-서울 도심 통행자를 대상으로

■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비용효과 분석

■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광주천 복원속성별 후생변화추정-광주천 사례를 중심으로-

■ Solar Developers’ Losses due to Sunshine Duration Shortfall and Marketability of Sunshine 
Insurance: a Loss Distribution Approach

■ 어장붕괴와 어촌 사회의 변화: 강원도  고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인장기 요양시설의 시·공간패턴과 지역  간 서비스 질 비교

■ TheEffect of Land Transaction Amount with Foreign Investors on Housing Price 
-Focus on Chinese Investors in Jeju Island-

■ 서울시 스마트 파킹 적용방안 연구

■ 연성 물 경로로의 전환을 위한  빗물활용의 효과: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 학교 내 빗물사용
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소양호 유역 산림의 식물 생물량·부피·다양성과 딱정벌레 다양성관계 -일반화 선형모형과 분산 
분할법을 바탕으로-

■ 산성강하물에 의한 산림토양의 산성화  가능성 평가

■ The Policy Mobility of the Korean U-City model: The case of Songdo as the benchmark for 
the Clark Green City Project in the PhilippinesPhilippines

■ 몽골 울란바타르시 게르지역의 도시문제와  정책대응

■ 민간기업이 설립한 도서관의 도시계획적  함의- 네이버라이브러리와 현대카드라이브러리 사례연구-

■ 젠트리피케이션이 쪽방촌 주민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 공공지원이 공동체조직의 역량 및 조직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지역공동
체 사례를 중심으로-

■ 주택구입자금 부채비율의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Characteristics of Kampung Upgrading Programs in Indonesia

■ 지역성장정치 관점에서 본 중국의  반핵운동-광둥 쟝먼 핵연료공장 사례

■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 효과  분석

■ 몽골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방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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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전개과정과  의미 : 수원시 장안구 ‘서호천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 축제와 일상이 공존하는 수원시 당수시민농장 활용계획

■ 원주 캠프롱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공원화  계획

■ 공동체기반 생태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선흘1리 람사르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서울 남산 경계부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 노인의 옥외활동증진을 위한 근린환경 개선연구 :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을 대상지로

■ 노인집중현상을 통해서 본 제기동의 도시공간특성 연구

■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공원 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 백두대간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획 설정을 위한 환경과 인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구로동 저층주거지 도시협곡 공간의 사회적 교류 활동 양상 분석

■ 공동주택 단지 외부공간의 변용 실태 연구 : 안산시 고잔1동 연립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 한강 합수부의 생태성 회복을 위한 설계연구: 탄천, 반포천, 안양천을 중심으로

■ People, plants, place & process: a landscape ethnography through the gardens of an urban 
village, Kaemi-Maul, Hongjae-dong, Seoudaemun-gu, Seoul.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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