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의 말씀

결실의 계절을 맞아 범조경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창립총회 및 2017 추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

니다.

서 주 환
이 창 환
김 한 배 
홍 광 표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사)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사)한국경관학회 회장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

행사일정

장소 | 예술디자인대학 1층 116호

좌장 | 신지훈(단국대), 이상민(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장소 | 예술디자인대학 1층 102호

좌장 | 김유진(강릉원주대), 이상우(건국대)
1분과  계획/설계

  

장소 | 예술디자인대학 1층 118호

좌장 | 박용진(강릉원주대), 진양교(홍익대)
5분과  생태/환경

3분과  경관/제도

 

장소 | 예술디자인대학1층 115호

좌장 | 소현수(서울시립대), 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
2분과  역사/문화

    

이동행태분석을 통한 도시보행탐방로 설정 방안 연구 

- 서울 서촌의 도시보행탐방로를 중심으로 -

심재욱(서울시립대학교), 김한배

KJ법을 활용한 수직정원에 대한 의식구조의 파악 

-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

이혁재(태양환경개발㈜), 홍광표, 서동목 

실내에 조성되는 수직정원의 조성경향 연구 

- 패트릭 블랑의 작품을 중심으로 -

홍광표(동국대학교), 이혁재, 김인혜, 서동목, 홍승훈

정원설계를 통한 대학생의 정원인식에 관한 연구

김혜주(공주대학교), 이경진 

도면 중첩법을 활용한 가상경관 설계 방법론 

- 디지털 게임 속 가상경관을 중심으로 -

김익환(한국과학기술원), 홍석주, 이지현 

SNS에서 나타난 공원이용 행태 특징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김지은(서울시립대학교), 박찬, 김아연 

벚꽃터널 산책로의 만족도 및 이미지 평가

한예서(대구가톨릭대학교), 조영은, 엄붕훈 

조경분야 디자인 툴로서의 가상현실 게임엔진의 활용방안 연구

노승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유미 

정원생활화를 위한 정원기능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인식 비교 연구

박미옥(나사렛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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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담장 형태의 변화와 그 요인

김동현(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세계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 식재경관의 문화상(文化相)

이창훈(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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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옥 조경 진흥을 위한 한옥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종우(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충식 

관광자원화로 인한 아산 외암민속마을의 경관변화 연구

이은송(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진상철 

분석대상으로서의 경관과 감각대상으로서의 경관 

- 달실마을 공동조상 무덤의 풍수경관 사례를 중심으로 -

송원섭(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심의제도를 통한 기초지자체 경관관리 방안 연구 

정수진(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

경관계획 상에서 경관자원조사 현황에 관한 연구 

- 시·군 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

김다영(서울여자대학교), 장혜원 , 주신하 

해안경관 평가를 위한 통합적 매력성 분석 모델 제안

권대곤(경남도립남해대학), 이정 

북미 커뮤니티가든의 공간구성 특성 고찰  

- 시애틀 피패치(P-Patch)를 중심으로 -

김유나(건국대학교), 최정민 

<何換亭圖>를 통해 본 칠원 舞沂蓮塘과 有懷亭 일곽의 원형경관 탐색

노재현, 손희경(우석대학교) 

북한산 인평대군 송계별업(松溪別業)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송석호(고려대학교), 조장빈, 노재현, 심우경 

근대기 서울 야간경관의 형성 과정

권영란(서울대학교), 배정한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김혜주(공주대학교), 최정민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 

- 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중심으로 -

손은신(서울대학교), 배정한 

근대 공원 프로그래밍의 전개 과정

안진희(서울대학교), 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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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예술디자인대학 1층 117호

좌장 |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 허상현(동국대)
 4분과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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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맵핑을 통한 역사경관 모니터링

김재웅(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디지털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한 전통조경시설물의 3D정보 기록화 연구 

– 담양 소쇄원을 중심으로 -

이상하(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충식 

엔지니어링 설계 Data기반의 경관 BIM 

- Infraworks, Twinmotion를 기반으로 한 3D 경관설계 -

홍진기(㈜온디지탈)

공동주택 단지 내 고사 조경수목의 식재 특징 연구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준수여부 및 생존-고사목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

임병을(더 자이언트㈜), 박진영, 정용조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에 관한 연구

황대진(부산대학교), 김동필 

풍하중을 고려한 거수의 구조적 안정성 및 보강법에 관한 연구

이정준, 강준석(서울대학교)

쾌적(Comfort) 공간 조성을 위한 BIM기반 Sustainable Design  

연구 – 삼성물산 수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정엽(삼성물산 건설부문), 박유정, 김충식 

아파트 외부공간에 따른 블록포장의 하자 연구

박근혜(㈜포스코건설), 장철규, 이우성, 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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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전각 주변의 수목도복에 따른 피해범위 예측

장은영(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재용, 이선 

CPTED 요소로써 서울시 공원ㆍ녹지의 효과와 계획적 함의

조민균(서울시립대학교), 장정인, 박찬 

시 간 행사내용 장 소

09:30 - 10:00 등록 / 참가비 3만원 + 학회비는 개별 납부 1층 로비

10:00 - 11:20

이사회 및 임시총회

(사)한국조경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1층 102호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1층 115호

(사)한국경관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5층 502호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5층 505호

11:20 - 11:30 휴식

11:30 – 12:30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창립총회

1층 A&D홀

사회: 주신하(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인 사 말:서주환(한국조경학회 회장/총연합 총재)

이창환(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김한배(한국경관학회 회장)
홍광표(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

- 특별강연:  도시재생뉴딜과 조경의 역할 
 이재준(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2:30 -14:00 점심식사 - 학생회관 교직원식당 / 포스터 전시 발표 - 1층 로비

14:00 - 17:00

추계학술대회

1분과 계획/설계 - 9편 1층 102호

2분과 역사/문화 - 8편 1층 115호

3분과 경관/제도 - 8편 1층 116호

4분과 시공/관리 - 8편 1층 117호

5분과 생태/환경 - 8편 1층 118호

6분과 작품 및 논문전시 - 14편 1층 로비

15:00 - 17:00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 세미나 5층 506호

17:00 – 18:00 리셉션(우수논문발표상 시상) 1층 로비

골목정원 조성이 골목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 2ㆍ3동을 중심으로 -

황명란(경북대학교), 장철규, 신재윤, 이슬기, 박영은, 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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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30,000원    ※ 행사장에서는 참가비 및 학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한국조경학회 
T. 02-565-2055 E. kila96@chol.com

(사)한국전통조경학회 
T. 02-563-1887 E. kitla@chol.com

(사)한국경관학회 
T. 02-585-5034 E. kolanco@kolanco.or.kr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T. 02-2649-6546 E. koreagarden@daum.net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환경조경디자인학과 
T. 031-201-2630

연락처

오시는 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용인서천
아이파크

서농동
주민센터

영통 종합 
사회복지관

동수원 세무소
KT 영통지사

농협

수원어린이
교통공원

영일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서천초등학교

태장중학교

영동초등학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2

3

버스정류장

영
통

역

분
당

선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수변공원화 방안 

- 시흥시 뒷방울 저수지를 사례로 -

이대균(서울시립대학교), 이용학, 김용근 

여름철 인간 열 환경에 미치는 수목의 그늘 효과 

- 가로수와 단독수 비교 -

조상만(제주대학교), 현철지, 박수국

동래온천의 경관가치와 녹지경관의 변화과정

이주경(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손용훈 

낙성대동 주거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의 녹지공간에 관한 연구

고아랑(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손용훈 

근교도시 도시숲 경계부의 활용 유형

김소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성희, 손용훈 

어린이병원조경의 실태 분석 

-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을 중심으로 -

권세진(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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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예술디자인대학 1층 로비6분과  작품 및 논문전시

  

시각적 인지특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기법 활용성 연구 

- 선호도 및 복잡성을 중심으로 -

석홍(경희대학교), 도지윤, 서주환

한국인의 도시지역 인간 열환경지수(열쾌적성) 적정온도 범위

현철지(제주대학교), 조상만, 강은서, 임유정, 임현우, 이범수, 위지현, 박수국

조경수 용기재배 시 지온 안정화를 위한 용기의 디자인개발

정준래(농업회사법인㈜더푸른), 최지혜, 정윤섭, 최동훈, 권영휴

도시 방재 공원녹지 계획에 관한 사례 연구 

- 중국 쓰촨성 청두시를 중심으로 - 

당유경(경희대학교), 김진오

전시형 정원문화 중심의 공공기관 공공정원 설계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정원(“고성원”)을 중심으로 -

안명준(조경시공연구소 느티(nTi Landscaping)), 김진현, 이수원, 김미은

A Garden Design for Revival 

- 부활을 디자인하는 정원 -

신상섭(우석대학교), 하명종, 정룡

한·중국 대학캠퍼스 내 조경시설물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와 무한시를 중심으로 -

라정(전북대학교), 소은주, 김화옥, 최연우, 박율진

고보리 엔슈(小堀遠州)의 정원미학(II) 

- 다이치지(大池寺) 사찰을 중심으로 -

최미영(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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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커뮤니티가든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외 사례 비교

이애란(청주대학교), 박재민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

이경진, 박해혁, 전연배(공주대학교)

Park Forest 

조경봉(경희대학교), 서주환

조경적 관점에서의 미래유산 현황분석 

- 서울시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

도지윤(경희대학교), 서주환

벽계구곡(蘗溪九曲)의 물리적 경관 특성 분석 

 -Leopold 방법을 중심으로-

이용구(경희대학교), 서주환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서울성곽길 경관이미지 연구

김건태(경희대학교), 우경숙, 서주환

01

02

03

04 

05 

06

※ 교내에 진입하는 버스 탑승 시 ‘사색의 광장’(종착지)에서 하차

※ 교내에 진입하지 않는 버스 탑승 시 ‘경희대학교 정문’에서 하차 후 교내에 도보로 

 이동하여, ‘외국어대학’에서 노선 번호 상관없이 버스 승차 후 ‘사색의 광장’에서

 하차(교내 이동 시 이용하는 버스의 요금은 무료임)

※ 분당선 영통역 6번출구 영통지구대앞 9번 버스, 3번출구 영통공원앞 5번 버스 이용

대중교통

교내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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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피아 Eco Pia

국문 시그니춰

(기본형)

그리드 시스템

 Signature (Korean)

국문 시그니춰

시각적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시그니춰는 기업내의 조직구성원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포스코건설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그니춰의 재생은 원칙적으로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사용하여 Digital Printing 

방식에 따라야 한다. 로고타입의 적용 위치는 워드마크의 좌측하단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내 사용시 국문 시그니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Basic System  02

시그니춰 최소규정

7mm

강릉조경건설주식회사

ASIA ENVIRONMENT LANDSCAPE

주차장

예술디자인대학

학교정문

사색의 광장 정류장

외국어대학정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