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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김포공항 지역을 대상으로

■ 세계 도시의 오피스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영향요인 탐색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Accessing Climate Adaptation Finance in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A Case Study of the Fiji Islands

■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참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근린 생활권 내 보행환경에 관한 연구: 유모차 이용자의 보행 활동을 중심으로

■ ICLEI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특성 분석

■ 공동관리 방안으로서의 생태관광 평가: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중심으로

■ 저상버스의 경제적 편익 추정 -서울을 사례로-

■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불투수면 비율 변화: 서울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 산업 및 기업규모의 다양성이 오피스시장 변동성에 끼치는 영향 분석

■ 정부주도 산업단지와 산업도시의 형성과 변천 특성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기지를 중심으로-

■ 근대건축물 보존의 가치 추정 -소공로 일대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내·외부 인식 비교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 서울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신흥 부촌 형성 과정 

■ 아파트 키즈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장소 애착과 기억: 둔촌 주공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 도시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 포탄 사격장 토양의 RDX에 의한 인근 하천 오염 예측

■ Trait Based Approach to Plant Composition in Dumbeongs: importance of  Management

■ 중국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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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의 저비용 지속관리를 위한 자연형식재 도입방안 연구: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지구를 대상으로

■ 창신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과정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작용 연구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유명산 자연휴양림 개선 계획

■ 중심업무지구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활동과 도시환경 연구

■ 동물행동풍부화 기법을 적용한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재설계

■ 우면산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보행보조차 이용 고령자의 활동적 노년을 위한 근린환경 특성 연구: 도봉1동 거주자 중심으로

■ 디자인서울거리를 통해 바라본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고찰: 
강남대로, 이태원 디자인서울거리를 중심으로

■ Cognitive Mapping with Local Residents in Search of Resources for Sustainable Ecotourism: 
WIth a Focus on Villages Located around Upo wetland protection area 

■ 완전도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한 싱가포르 창이비지니스파크 보행 환경 개선 설계

■ 인천국제공항 경관의 생성·변화와 사회문화경관적 특성 연구

■ 트램 노선을 고려한 베트남 후에시 도시블록 설계

■ 해외 도시계획 및 설계사업의 현지화 과정 연구: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 주민참여를 통한 도서지역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진도군 가사도 돌목마을을 중심으로

■ 근적외선 사진과 식생지수를 활용한 녹시율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 경의선숲길 조성에 따른 연접건축물 및 외부공간 변화 연구: 연남동구간을 중심으로

■ 안산시 너비울마을의 주민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농촌경관의 특징에 관한 연구

■ 도시 내 모험놀이터의 이용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월드컵공원 내 모험놀이터를 중심으로 

■ 치유숲길의 공간특성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일간 치유숲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중국인 밀집지 자양4동의 건축물의 용도 및 업종 변화에 따른 가로 경관 연구

■ 산업단지 녹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태도 연구: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서울시 “보행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 고찰: 신문미디어를 중심으로

■ Investigating the concept of Green City Design on the urban form and user experience of 
the New Songdo Cit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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