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와
전략적
공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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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Practice Network Webinar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웨비나 접속 전 Zoom 사전 설치 필요
http://zoom.us (기본 무료)
관심 있는 모든 분 참여 가능

Climate Change &
Tactical Design for Parks

주요 내용

일시 및 접속

[ Climate Adaptive Design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후 적응형 설계 ]

일

(미국과의 시차로 부득이 토요일 개최함을
양해 바랍니다.)

뉴욕주 Kingston시 허드슨 강 수변지구를 대상으로 하안 유실 및 침수
방지,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한 기후적응형 설계 프로젝트 사례
[ Nature Matters, Landscape Works 소중한 자연, 조경의 해법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텍사스주 Houston시 Bayou Greenway, Buffalo
Bayou Park, Bridgeland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적 수변공간 설계 사례

세부일정

시 _ 2020년 12월 19일(토) 오전 10-12시

웨비나 접속 _ https://us02web.zoom.us/u/kbmjFT32CK
(회의 ID: 882 1249 9468 / 암호: 123456)
문

의 _ webinar2020@naver.com
(웨비나 관련 질문은 12. 15(화)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접수)

10:00 - 10:05

개회 / 식순 소개

박재민 _ 공원녹지연구회 총무, 청주대 (사회)

10:05 - 10:10

인사말

안승홍 _ 공원녹지연구회 회장, 한경대

10:10 - 10:35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후 적응형 설계

차태욱 _ Supermass Studio, New York

10:35 - 11:00

소중한 자연, 조경의 해법

남지영 _ SWA, Houston

11:00 - 12:00

토론

이진욱 _ 공원녹지연구회 운영위원, 한경대 (좌장)

12:00

폐회

차 태 욱

현) Supermass Studio, 소장/대표
ASLA, PLA 미국 공인 조경사
전) AECOM New York, 부소장/Design Director·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Senior Associate·
Hargreaves Associates, Senior Designer
미국 하바드 대학교 조경학과(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석사), 고려대학교 원예학과(학사)

남 지 영

현) SWA Houston, Associate
ASLA, PLA 미국 공인 조경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조경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석사), 영남대학교 조경학과(학사)
The Rudy Bruner Award for Urban Excellence, HGAC Parks and Natural Areas Awards(2019)
ULI Global Award of Excellence Winner(2018), AIA Houston Chapter, Urban Design Award(2016)
ASLA Honor Award, Planning and Analysis, Atlanta Connector Museum of Freeway Art(2013)
ASLA Texas Chapter Award of Excellence, Planning and Analysis, Atlanta Connector(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