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3기 정원디자인 아카데미》진행계획

1. 개요

▪명칭: “2017 정원디자인 아카데미”  

▪주최: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주관: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대상: 관련 전공자와 일반인(학생 20인, 일반인 10인) 

▪회비: 학생 20만원, 일반인 30만원 기준

▪기간: 1주 7일 과정(2017년 8월 21일(월) ~ 8월27일(일)) 

▪교육 장소: 서울시 소재(미정)

▪내용: 기본 교육(기조강연 + 이론교육) + 팀별 실습(디자인실습 + 정원시공)

▪2017 아카데미 3기 대주제 및 미션: “일상으로 초대한 정원”

▪숙소: 희망자에 한해 숙박(남녀구분 합숙) 예정

        * 숙박금액 50% 지원

▪모집기간: 2017. 8. 19.까지  ▪신청: 메일 또는 전화 *신청서 첨부 이메일 신청

▪T. 02-2649-6546 / E. koreagarden@daum.net

2. 교육 프로그램

1) 특별강연: (황용득) 우리시대 정원과 가드닝 “정원과 생활문화”

2) 정원디자인 실습

▪ 디자인 훈련(design tool): 정원디자인 표현 툴 집중 교육 “정원디자인 기초”

▪ 정원디자인 이론(design theory): 정원디자인 이론과 실습 집중 교육

- 김인혜 : 작가정원 조성전략

- 박종완 : 실습특강

▪ 정원 디자인 및 시공(pilot project): 정원 만들기 미션 수행 “일상 속 정원 만들기”

- 정원디자인 실무 및 사례

- 한국의 가든 및 초화류 자재 현황

- 소규모 정원의 견적 산출 및 자재 수급 방법

- 팀별 정원디자인 실습 및 정원 조성: 정원디자인 튜터 주도

▪ 4부 정원 PT

▪ 심사 및 수료



3. 전체 일정

1주 1일차(8/21월) 2일차(8/22화) 3일차(8/23수) 4일차(8/24목) 5일차(8/25금) 6일차(8/26토) 7일차(8/27일)

오전

개강식(10:00)

기조강연1(10:30)

특별강연(11:20)

미션공표(12:30)

1부(10:00)

작가정원 조성전략

실습특강

3부(10:00)

튜터 배정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시공 종합 협의 

(자재 반입 및 시공 협의 

등)

3부(10:00)

팀별 정원 시공

3부(10:00)

팀별 정원 시공

4부 수료식(10:00)

PT(09:40)

심사 및 수료

식사 - - -

오후

2부(14:00)

스케치업

팀편성 및 진행 안내

2부(14:00)

루미온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2부(14:00)

팀별 기본설계

자재 및 내역 산출

3부(14:00)

시장답사(튜터인솔)

현장 철거 등 

마무리

식사 - - - - -

저녁
2부 연장 교육
(팀별 자유)

2부 연장 교육
(팀별 자유)

3부 연장 교육
(팀별 자유)

3부 연장 교육
(팀별 자유)

3부 연장 교육
(팀별 자유)

  * 팀별 정원 시공 재료비 및 공구 등은 일부 지원함

* 주요 연락처

▪ 아카데미 원장: 백난영 교수

▪ 교육부원장: 이혁재 박사

▪ 운영부원장: 이성준 대표

▪ 신청접수/문의: koreagarden@daum.net, 02) 2649-6546(한국정원디자인학회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