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도시

한국도시설계학회 부설 지식나눔센터

‘행복한 도시 ’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 매력적인 도시 , 다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
기 위해 공공, 지자체 및 시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재능을 기부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도시설계학회 부설 지식나눔센터의 이름입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활동하는 도시설계, 건축, 조경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 및 재
능기부를 통하여 우리 도시가 처해있는 시급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
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공익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활동분야
자문 Consulting
- 도시재생, 도시 디자인,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디자인 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
- 지역 커뮤니티 관련 사업발굴과 관련한 컨설팅
-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로서의 컨설팅
- 기타 도시관련 정책 제안업무

교육 Education
- 공무원 및 시민대상 도시관련 교육
- 도시설계, 마을만들기 및 커뮤니티 디자인 관련 교육

세미나, 이벤트, 출판
- 도시관련 이슈에 대한 세미나 기획
- 도시관련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기획
- 도시관련 보고서 , 팜플렛 등의 출판 기획

지식나눔센터 위원명단
성명

소속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

정재희

홍익대학교 교수

김영환

청주대학교 교수

최병소

㈜신성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이정혜

㈜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성근

u-eco city 연구단,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 강사

황정현

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국

장미진

공간건축 소장

정주원

민조경도시설계사무소 소장

오영섭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우

이진선

㈜누리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강승연

도시마을 건축사사무소

김경완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정동훈

비콘힐엔지니어링 소장

최강림

경성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조교수

이건록

의왕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자문관

김성주

도시건축소도 소장

지식나눔 활동현황 (2013년도)
1. 세종시 장군면 주민참여 도시재생
- 기간 : 2013.07.01~2013.12.31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대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청 균형발전담당관실
- 내용 : 장군면 일대의 개략적 도시현황조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략 도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독창적 사업발굴 및 주민참여형 도새재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안산시 단독주택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방안 모색
- 기간 : 2013.05.08~2013.12.31
- 장소 : 안산시 고잔신도시 일대
- 요청기관 :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 내용 : 안산시 고잔신도시의 불법 용도 변경 실태조사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의 법제도적 문제점 파악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조사와 시사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