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제주 올레길 생태문화자원 경관생태학적 해석 기법 연구
허명진(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한봉호, 최진우

02	의정부시 신흥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본 조경의 역할과 가능성
박재민(청주대학교)

06	가로녹지별 보행환경 내 미세먼지 농도 비교
홍석환(부산대학교), 안미연

07	교동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기본구상 및 계획
이예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08	수직수경재배형 식생바이오필터의 PM10, PM2.5 저감효과 분석
최부헌(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태한

5분과

조경융합

장소 | 100주년 기념관 나동 501호

세션 3 

장소 | 미래관 B104호

학부생을 위한 젊은 조경가 「조경이상」과의 모임
- 영국에서 온 조경 아티스트와 미국에서 온 조경 코디네이터 박경의(LP SCAPE), 안동혁(대림산업)

세션 4 

좌장 |	류영렬(서울대학교)

좌장 |	김세훈(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01	Zero to one
- ‘BK21+ 그린인프라 창조인재 양성사업팀’의 과거, 현재 그리고 전망 -

대학원생을 위한 조경 연구방법론 세미나

류영렬(서울대학교), 이동근, 김세훈, 송영근, 윤희연

2019
(사)한국조경학회

장소 | 미래관 B102호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송영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유영수(인천대학교), 이종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종민(서울대학교)

02	도시 열 저감을 위한 가로수 계획 시뮬레이션
박채연(서울대학교), 이동근

03	The effect of built environments on the walking and
shopping behaviors of pedestrians
- A study with GPS experiment in Sinchon retail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Yunwon Choi(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Yeankyoung Hahm,
Heeyeun Yoon

04	Examining the Paradigm Shifts and Challenges of British
New Towns					

2019. 3. 29. (금)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학생회관(식당)

미래관
100주년 기념관

Dabin Ruby Lee(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aehoon Kim

자연과학관(식당)

주최

05	도시림 내 토지이용에 따른 열린공간(Gap)의 구조적 변화 추정 및 비교
- 항공라이다의 반복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			
최희준(서울대학교), 송영근

06	BK21+사업을 통해 진행된 산사태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

(사)한국조경학회
서울시립대학교
정문
Signature
시그니처

서울시립대학교의 시그니처는
심볼과 영문교명, 개교년도의
조합형으로 로고타입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김호걸(청주대학교)

심볼과 로고타입 조합을 대신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UOS Blue

07	신흥국 도시에서 도로 개발이 커뮤니티와 도시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 베트남 다낭을 중심으로 -					
원세형(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08	융복합 분야로서 조경 이론 연구와 글쓰기
이명준(기술사사무소 이수), 배정한

09	건축물 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법 연구
- 지표수 침수현상을 중심으로 -

이은석(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고영호, 박성남

6분과

작품 및 포스터 전시

장소 | 100주년 기념관 301호 로비

01	조경시공 신자재를 활용한 이전·재설치 전시정원 설계
- 2018 서울정원박람회 자치구정원 ‘강서산경 공감마당’을 중심으로 안명준(조경시공연구소 느티)

PANTONE 293C
C100 M80 Y5 K0
R10 G77 B155

대중교통
청량리(서울시립대입구)역 [1호선]
4번, 5번 출구 → 롯데백화점 앞에서 노선버스 2230, 2311, 3216, 121,
420, 3220, 720번 서울시립대 앞 (3번째 정거장) 하차
회기역 [1호선]
서울시립대 [후문] 1호선 회기역 2번 출구 → 안내표지판(노면에 화살표시)
을 따라 도보로 15분

연락처
(사) 한국조경학회 사무국

T. 02-565-2055 F. 02-565-2056

시그니처

주관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후원

세션 1 

초청의 말씀

장소 | 100주년 기념관 308호

좌장 |	박문호(서울시립대학교)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사)한국조경학회에
서는 2019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사오니, 학문 교류와 증
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이 상 석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
발제 1	국내 도시공원의 관리
박문호(서울시립대학교)

발제 2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정책 변화
맹지연(환경운동연합)

100주년 기념관
301호 로비

09:30 - 10:00 등록
10:00 - 11:20

11:20 - 12:00

12:00 - 13:30

장소

(사)한국조경학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공로패 증정 및 시상식
특강

100주년 기념관
301호

김재현 산림청장
학생회관,
자연과학관
춘계학술대회
세션 1

(기획심포지움)

13:30 - 16:00

세션 2

17:00 - 18:00

좌장 |	조용준(CA조경), 권진욱(영남대학교)

미래관 B104호

04	공적 기억을 활용한 공원의 기원과 특성

4분과 생태환경

미래관 B203호

5분과 조경융합

100주년 기념관
나동 501호

6분과 작품 및 포스터 전시

100주년 기념관
301호 로비

세션 3

미래관 B104호

세션 4

대학원생을 위한 조경 연구
방법론 세미나

미래관 B102호

리셉션(우수 논문 발표 시상)

신명진(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정한

일반회원 30,000원 / 학생 20,000원

※ 행사장에서 참가비 및 학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02	스마트트리(Smart Tree) 플랫폼 기반 스마트파크 케어시스템
오웅성(홍익대학교), 김민지

강성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봉호, 곽정인

05	바람길 조성을 위한 찬공기 관리방안 연구
-청주시, 전주시, 진주시를 대상으로-

손정민(경북대학교 대학원), 엄정희, 김수봉, 김권, 오정학

06	지오폼의 형태와 옹벽의 안전성 간의 관계 도출

정연욱(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건설공학연구실), 강준석, 김종찬

손은신(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정한

07	지진이 사면안전성 및 인근 공동주택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분석

05	도심 골목상권의 미적 경험과 샤로수길의 정체성
임한솔(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정한

이정준(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강준석

08	아파트 단지 조경관리 입찰 실태와 개선방안

06	신문·잡지에 나타난 근대 정원담론에 관한 연구

홍종현(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김동필

이휘정(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분과

07	팝업가든 학생 공모전 참여 성취도 연구
성정한(공주대학교 대학원), 이경진

2분과

조경계획

좌장 |	박찬(서울시립대학교), 민병욱(경희대학교)
이찬종(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02	반려견펜션의 도그파크 시설 선택속성 연구
이주홍(공주대학교 대학원), 이경진

생태환경

장소 | 미래관 B203호

좌장 |	조현길(강원대학교), 김유진(강릉원주대학교)

08	가상현실 게임엔진을 활용한 조경설계 연구
- VR 정원 제작 -

01	생태조경과 도시녹지 역할
조현길(강원대학교)

박재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유미

100주년 기념관
308호

좌장 |	강준석(서울대학교), 김태한(상명대학교)

04	수도권매립지 간척 후 생태계 변화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연구

02	조경 설계 및 연구를 위한 한국의 자연 이미지 탐구
- 봄 풍경과 문학을 중심으로 -

1분과 조경설계

미래관 B102호

장소 | 미래관 B105호

윤호근(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한봉호, 곽정인, 박석철

03	힙스터 개념으로 해석한 성수동 재생 경관의 미적 함의

미래관 B105호

시공관리

03	Marxan을 이용한 도시하천의 보전지역 설정 및 생태적 관리방안 연구

01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국제현상 당선안

01	조선시대 별서정원 옥호정 가상유산 연구

참가비

장소 | 미래관 B104호

100주년 기념관
308호

학부생을 위한 젊은 조경가
「조경이상」과의 모임

16:00 - 17:00

조경설계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

3분과 시공·관리

3분과

Beng Umali(ICT International)

김명신(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분과 조경계획

이주용(경북대학교 대학원), 이형숙

01	Water-Use of Trees For Smart Cities

세션 2

조용준(CA조경)

점심식사

05	스마트공원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만족도 연구
-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

유예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현실(서울시 공원조성과장), 노환기(한국조경협회 회장),
안승홍(한경대학교 교수), 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분과

장푸천(청주대학교 대학원), 이애란

07	한강공원 내 텐트로 인한 갈등관리 연구

토론자	진성오(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의원 보좌관),
행사내용

04	한국과 중국의 주요 궁궐 내 교량에 관한 경관특성 비교 연구

박현빈(부산대학교 대학원), 김동필

윤은주(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단국대학교)

시간

박지호(청주대학교 대학원), 이애란

06	조경관련 대법원 판례에 관한 연구

발제 3	외국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법 사례
발제 4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행사일정

03	청주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장소 | 미래관 B102호

02	UAV 영상을 이용한 하천지형 및 식생정보의 자료화
- 복하천과 왕숙천을 중심으로 정경진((주)휴론네트워크), 황동규, 김동엽, 하유미, 이염

03	화성 동탄지구 군락이식지 식생구조 변화와 복원 효과 연구
김윤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한봉호, 김종엽, 최진우

04	생태숲 지정 및 계획의 개선방안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유림 대상으로 -

박민진(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한봉호, 곽정인, 박석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