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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학위논문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학위논문〕
김승윤

사쿠테이키(作庭記) 연구 - 동아시아적 작정원리를 중심으로 -

김태연

한국 조경수목의 규격세분화와 품질평가 기준

김승주

도시 조직에 따른 서울시 구릉지 경관의 특성과 영향 요소

박종준

참여적계획을위한집합적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개발및적용: 서
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이정원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권윤구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 - 혼합연구방법을 통한 인
사동과 대학로 연구 -

허윤선

어린이 공간환경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황기현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본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변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이응경

산림성 조류의 도시 내 번식이동 연결망 특성 - 랜덤워크 모형의
개발과 적용 -

유향란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 입법과정의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박성식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보증금 전환구조

조희선

The effects of compact urban development on air pollution

2. 조경학 석사학위 논문
하명은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및 생활공간변천 특성 연구: 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사례로

김성은

도시공원 운영 주체별 공원마케팅 전략 비교연구: 서울숲, 월드컵
공원,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강선호

저층 노후주거지의 건강친화적 주거환경 정비전략: 서대문구 홍
제3동 개미마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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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지의 변화특성연구: 연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김영하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가로계획: 송파구 석촌호수길을
중심으로

김은성

대전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문
화적 활용 방안 및 계획

양희은

도시 내 지역생활문화를 반영한 에코뮤지엄 조성계획: 배다리지
역을 중심으로

이덕용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 자원봉사 만족도와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
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이유진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치유환경 설계: 식물정화, 경관식재기법
을 활용하여

이현미

민간개발과 결합한 성남시 제1공업단지 공원조성및운영관리계획

조현지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방안: 용산
구 보광동을 중심으로

최성은

구로디지털단지의 공공환경 구성요소로서 공개공지에 관한 연구

한구영

서울시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공연
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윤혁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산업유산 복합문화공원 설계: 중국 심양
시 홍매 식품공장 단지를 대상으로

3.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
신유경

다문화지원단체의 형성과정과 역할변화 -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
로 -

박정환

U-turn 운영을 위한 교차로 특성별 버스정지선 후퇴거리 분석 도시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중심으로 -

배현혜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의 커뮤니티 형성과정과 정주환경 분석 - 대
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송슬기

개별 차량 특성을 반영한 감응식 신호제어 교차로의 적정 검지기
위치 산정 기법 개발

신지호

은퇴계층의 부동산 자산 배분 결정요인 분석

임지혜

회색체계이론을 이용한 고속도로 서비스수준 다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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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준

환승센터 내 미시적 보행자 대피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김범식

광역전철의 적정 요금수준 추정 - 경춘선의 ITX 청춘을 사례로 -

김정욱

상가용 부동산 운영주체가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

어한나

부산대도시권의 통행네트워크 구조와 직주불일치 수준 분석

전은선

광장시장의 관광자원성에 대한 인식주체별 차이에 관한 연구

조선

Analysis of Vertical Structure in Siheung with vegetation indices
derived from LiDAR data

한수증

동대문시장 패션상권의 특징에 관한 연구

오초

Comparison of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concentration in
indoor air of office, laboratory, and internet cafe. - Based on the
prediction using modified Integrated Indoor Air Quality Model -

강범서

손실분포법을 이용한 국내 기상재해의 최대피해가능금액 추정 연
구

강태석

GPS자료를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제어지체 산정 방법론 개발

김고운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Energy - Related Contents in
National Textbook of China, Japan, and Korea

김고은

마을만들기에 있어 물리적 사업과 재산권 제약의 정도에 관한 연
구

김대진

A Model for Estimating Pedestrian Traffic Volumes in Urban areas:
A Case of Seoul

김샤롬

소비문화에 따른 상업시설 입지 및 이용객 특성의 차이 - 커피전
문점을 중심으로 -

김영민

대형복합상업시설 여가휴식공간의 집객효과에 관한 연구: 타임스
퀘어와 디큐브시티를 사례로

김은진

첨단산업의 창업 공간의 요건 - 서울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

김재경

철도산업의 비용 특성 분석에 의한 효율적 운영체제 연구 - 7개
고속철도 보유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

김지영

대졸자의 취업이동 패턴과 이동요인 분석

성진영

스마트그리드산업의 지역고용유발효과 분석

윤정미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미라

고속철도(KTX)의 적정 운임수준 추정 - 서울~부산 통행을 중심으
로 -

이욱하

산업별 고용비중이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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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국내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배출 요인분해분석

이은주

한국의 강을 통한 탄소 유출

이태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어린이 보행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

이화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전수현

Analysis of Spatial and Temporal Gross Primary Productivity and
Evaporation in Korea by Using BESS

홍영익

지하철 노선이 동별인구와 고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 대
구시를 중심으로 -

박시현

환경전담부대 소속 장병의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문창용

대덕연구개발특구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혁신주체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