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과

생태 및 시공

좌장 | 김호걸(청주대학교), 최혜영(강원대학교)

•주제: 2020 추계학술대회 제3분과 생태 및 시공
•시간: 2020년 10월 30일 12:30 오후 서울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9219197874
•회의 ID: 892 1919 7874

01	가로수 선정 모형구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 도출
- 서울시를 중심으로 김민경(서울기술연구원)
02	3차원 LiDAR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생태계 모니터링
최희준(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영근
03	조경용 철쭉류 삽목묘 생육 특성 분석
- 순천시 철쭉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최재진(순천시청 정원산업과), 윤영범, 정효진
04	조경용 철쭉류 토양조건에 따른 삽목묘 생육 특성 분석
최재진(순천시청 정원산업과), 윤영범, 정효진

4분과

작품전시

학회 홈페이지 게시로 발표 대체

01	한가람 문화 1호선 9 Stations
최혜영(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윤주, 박경의
02	EDS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지하철 역사 내 식생바이오필터
기반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 효과 연구				
김태한(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최부헌, 김지한
03	폭염 대응을 위한 인공지반 녹화 기술에 관한 연구
김경은(어스그린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 오정은, 한경수,
최이진, 전종문
04	UNITY 3D를 이용한 VR 가상 졸업전시장 구축 및 활용성
-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작품전시회를 중심으로 정라온(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박재민, 이애란, 김호걸
05	주민주도형 경관협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활용 요소 분석
박재민(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06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사무공간 공기질개선 및 근무자
스트레스 감소효과
최이진(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정효정, 전종문,
이재정, 정재효, 강금완

2020
(사)한국조경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020. 10. 30. (금)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온라인 개최)

07	네트워크 기반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도심 공원재생 프로젝트
염인섭(대전세종연구원)

05	도시 녹지 유형별 혹서기 저층 고밀 시가화지역의 UTCI 추정
김종희(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영근

08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 계획
: 세종시를 사례로
손정민(경북대학교 대학원), 엄정희, 성욱제, 백준범, 김주은,
민진규, 김두운, 이임일, 황애경, 김병호, 박주현

06	난대정원 조성을 위한 난대수목 현황 조사
- 전라남도 민간정원을 중심으로 최은서(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김정인, 김은일, 이기열

09	전주한옥마을 마을정원화 계획
이애란(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0	중국 역사지구 리장고성(麗江古城)의 문화재 유지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몽(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묘정, 최혜영
11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행환경 문제점 파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개선 방향
: 서울시 송파구를 중심으로
이명준(한경대학교 조경학전공), 원동규, 박종선, 박찬영, 강상규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주관
(사)한국조경학회

후원
ASIA ENVIRONMENT LANDSCAPE

학술발표

초청의 말씀

1분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사)한국조경학회에서는 2020년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
습니다. 학문 교류와 증진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이 상 석

※ 소속은 발표자에 한해 표기하였음.

2분과

경관 및 문화

좌장 | 정해준(계명대학교), 이진욱(한경대학교)

조경계획 및 설계 좌장 | 민병욱(경희대학교), 최혜영(성균관대학교)

• 주제: 2020 추계학술대회 제1분과 조경계획 및 설계
•시간: 2020년 10월 30일 12:30 오후 서울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7528697406
•회의 ID: 875 2869 7406

•주제: 2020 추계학술대회 제2분과 경관 및 문화
•시간: 2020년 10월 30일 12:30 오후 서울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9774037594
•회의 ID: 897 7403 7594

행사일정
시간

행사내용

장소

제2차 이사회

10:00 - 11:50

- 개회 선언 및 성원확인
- 인사말(한국조경학회장)
- 경과보고
- 신입회원, 이사 인준
- 부의안건 인준
임시총회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인사말(한국조경학회장)
- 경과보고
- 부의안건 인준
- 기타 토의사항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온라인)

1분과 조경계획 및 설계
13:30 - 15:30

2분과 경관 및 문화
3분과 생태 및 시공

Zoom
(온라인)

4분과 작품전시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URL)
https://us02web.zoom.us/j/84255529646?pwd=YXZ
UMTFTUkVHNTFJMnVybFFGOWcvUT09
• 회의 ID: 842 5552 9646 / 비밀번호: 919191

연락처
(사) 한국조경학회 사무국

02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권영달(부산대학교 대학원), 박현빈, 김동필
03	도시재생을 위한 노후 단지 가로의 녹시율 개선 연구
이박문(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과), 이유미
04	지오디자인 틀을 적용에 따른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의
조성 효과 분석
리야오쉐(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김영민

추계학술대회
학술
발표

01	도시공원 내 노인 성복합공간 개념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김지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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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폭염과 미세먼지를 고려한 도시 바람길숲의 연결숲 조성 방안
- 대구광역시 화랑로를 대상으로 -				
백준범(경북대학교 대학원), 엄정희, 손정민, 성욱제, 김주은, 민진규
06	서울시 초·중등학교의 옥외공간 유형 분석
- 최근 조경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안명준(조경시공연구소 느티), 김응원, 김민주

01	구술생애사를 통한 마을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활용 요소
도출 연구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을 중심으로 진소형(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김아연
02	대표경관과 사회적장소의 변천을 통해 본 역사도시 진주의
지역성						
하혜경(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김한배
03	보도교의 경관설계를 위한 기초현황 조사
- 국내 보도교를 중심으로 김정인(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최은서, 이기열
04	하이킹 문화의 근거 이론적 해석
- 해파랑길 걷기 참여를 바탕으로 정욱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손용훈
05	도시공원 내 축제 프로그램의 공간점유양상에 관한 연구
- 평촌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박지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종상, 이성구
06	학교외부공간 디자인 워크숍에서 나타난 중학생의
공간인식에 대한 연구
- 광주 살레시오중학교 학교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사례로 박언지(전남대학교 대학원), 조동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