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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시 간

프 로 그 램

10:00 – 10:10

학회장 취임사

조경진

10:10 – 10:40

특별강연 1

낭만주의 경관미학의 계보: 김한배

10:40 - 11:10

특별강연 2

강과 바다의 조경: 최정권

북 토크

The Big Asian Book of Landscape Architecture
진행 : 김영민 / 발제+토론 : 김정윤, 배정한, 조경진, 최영준

11:10 – 12:30
(동시진행)

콜로키움 1

12:30 – 13:30

점심시간

도시공원 아카이브의 필요와 실천
진행 : 박희성 / 발표 : 고하정, 윤호준, 이한아 /
토론 : 길지혜, 박재민, 조윤주

1분과 : 조경역사/이론

좌장 박희성

2분과 : 조경설계

좌장 김유진

3분과 : 조경계획

좌장 박 찬

4분과 : 경관계획/도시설계

좌장 민병욱

5분과 : 조경기술/공학

좌장 안병철

6분과 : 환경생태/조경식물

좌장 조동길

박사학위논문
세미나

발표: 김지나, 반권수, 손은신, 심지수

좌장 김진오

콜로키움 2

좋은 조경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서 법과 제도
진행 : 최정민 / 발표 : 김용국, 안승홍, 염철호 /
토론 : 서은실, 오순환, 최자호

학술논문발표

13:30 – 15:00
(동시진행)

작품 및 포스터 전시

15:10 – 16:30
(동시진행)

콜로키움 3

용산공원 기본설계와 국민소통
진행 : 최혜영 / 발제+토론 : 김영범, 박영석, 박지윤, 이준형,

설계포럼

춘천 캠프페이지 국제설계공모와 대형공원 담론
진행 : 정욱주 / 발표+토론 : 김아연, 김영민, 안계동, 이호영

16:40 – 17:20

제1차 이사회

17:20-18:00

정기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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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세션별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특 별 강 연
10:10 - 10:40
10:40 - 11:10

낭만주의 경관미학의 계보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김한배

강과 바다의 조경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최정권

북토크: The Big Asian Book of Landscape Architecture
∙ 2020년 출판된 『The Big Asian Book of Landscape Architecture』의 필자들을 초대해 한국
조경의 위치와 아시아 조경에서의 입지, 그리고 미래 향방을 토론
∙ 11:10 – 12:30 (동시 진행)

11:10 - 11:15
11:15 - 11:20
11:20 - 11:25
11:25 - 11:35
11:35 - 11:45
11:45 – 12:30

소개 및 진행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영민

Politics, Citizenship, and the Making of Seoul’s Urban Park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조경진

Landscape Architects as Urbanists of Our Age
서울대학교 교수 배정한

Sansujeonlag Strategy for Mountains and Water + Other Works
오피스박김 소장/하버드대 교수 김정윤

Yongqing Fang Urban Regeneration + Other Works
랩디에이치 소장 최영준

토론: Asia as Method / Continuum, Interruption, Speed
김영민, 김정윤, 배정한, 조경진, 최영준

콜로키움 1: 도시공원 아카이브의 필요와 실천
∙ 주제: 공원 아카이빙의 필요성과 아카이빙의 문제를 다루고, 실천을 위한 조경계의 과제를 논의
∙ 11:10 – 12:30 (동시 진행)

11:10 – 11:15
11:15 – 11:30
11:30 – 11:45
11:45 – 12:00

소개 및 진행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박희성

공원 아카이브 복기하기: 월드컵공원
조경하다 열음 소장 윤호준

서울숲은 왜 아카이브를 시작했는가?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이한아

도시공원 기록을 찾아서
재단법인 숲과나눔 박사후연구원 고하정

토론
12:00 – 12:3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박희성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상임간사 길지혜
청주대학교 교수 박재민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장 조윤주

2

시 간

프 로 그 램

학 술 논 문 발 표
13:30 – 15:00 (동시 진행)

1분과 조경역사/이론

좌장 박희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韓∙中 古寺 공간 조영 원리에 대한 탐구: 統一新羅와 唐朝시대를 중심으로
강용(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강준석

시문에 나타나 태산(泰山) 경관 특성의 분석
위잉(경북대 대학원 박사과정), 정태열, 한신

윤치호의 개성 한영서원 정원 계획
김정화(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택티컬 어바니즘 개념 도입을 통한 코로나팬더믹 대응방안 특성연구
장숙향(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성종상

영상매체에서 나타나는 정원 콘텐츠 소비현황 분석: 유튜브를 중심으로
김희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성종상

도시 가로수의 역사: 17-19세기 파리의 경우
박소영(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배정한

붉은벽돌 보존사업에 드러난 탈산업경관의 진정성
신명진(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배정한

2분과 조경설계

좌장 김유진 (강릉원주대학교)

BIM을 활용한 조경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 안양시 수암천 복원 및 광장설계
이서용(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이유미

보행활동 특성 분석을 통한 산지형 도시공원의 접근성 분석: 안양시 소곡공원을
대상으로
김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성종상, 손혜림

팬데믹 상황 속 청소년 옥외 복합문화체험공간에 대한 인식 분석: 부산 서면
놀이마루를 중심으로
박희진(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아연

바람길숲 유형별 조성 시나리오의 기후환경 개선효과 분석
성욱제(경북대 대학원 석사과정), 손정민, 백준범, 엄정희, 오정학

통합조경계획을 위한 MLA 운영방안 연구
박정은(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영민

조경설계에서 도시공원 시설물 및 녹지 관련 법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최정인(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영민

조경설계작품의 생태 미학적 가치 평가요소의 중요도 분석
최미선(경북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형숙

3분과 조경계획

좌장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녹지 측면에서의 소하천 유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녹지계획 관리 방안 제시:
경기도 안양시를 대상으로
이동채(서울대 환경대학원), 손용훈

안양시 녹지 서비스 공급과 수요 갭분석을 통한 공급원활 및 부족지역 도출
이승현(서울대 환경대학원/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전공 석사과정), 손용훈

3

시 간

프 로 그 램

고령 인구의 접근성 관접에서 본 안양시 도시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도출
김지은(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고층 주거단지 내에서의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식재 시뮬레이션
진영은(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윤희연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그린인프라 계획요소 도출
석영선(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한효주, 이정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보성 비니거파크 관광농원화 계획
정경희(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김용환, 장숙향, 조경진

포용적 공원녹지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도시의 정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왕구월(계명대 대학원 박사과정), 김수봉

4분과 경관계획/도시설계

좌장 민병욱 (경희대학교)

도시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망경관 계획의 접근 방식
김수인(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배정한

도시재생 전략으로서 문화재 복원: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임한솔(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배정한

공공 공간 조성 단계별 공론화 설계의 필요성
박영석(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배정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도시유형 분류 및 제도화 방안
손정민(경북대 대학원 박사과정), 박주현, 김주은, 엄정희

하얼빈 근린공원 소리 풍경 감지 연구
여해경(Northeast Agricultural University, Harbin 부교수), 김수봉

숲의 찬바람을 활용한 바람길에 의한 도시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화 완화:
포항시를 대상으로
정운근(한양대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김건우

캠퍼스 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감정변화 연구: Electroencephalography(EEG)
측정을 활용하여
함연경(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윤희연

5분과 조경기술/공학

좌장 안병철 (원광대학교)

도시 가로수 적정관리를 위한 품셈개선 및 실적공사비 산정연구
도윤택(윤택한조경 대표), 한봉호, 박석철

BIM 전환설계를 위한 조경요소 라이브러리 구축과정 연구: 시흥시 신흥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우(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이유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인프라 시설의 유지관리시기 산정 및 경제성 분석
김재경(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강준석, 황순호, 김재현, 안동환

SWMM을 활용한 Green Infrastructure의 강우유출량 저감 효과 분석
이지훈(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학사과정), 황순호, 김재경, 강준석

담수호 준설에 따른 동적회복탄력성 변화 분석
황순호(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전상민, 김재경, 강준석, 강문성

폭염 대응형 스마트 가로등의 온도저감효과 및 CFD 시뮬레이션 연구
김재경(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조준영, 강준석, 김회진, 정인근, 김선국

시민 참여형 APP 개발을 위한 더위체감 정보수집 방안 연구: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김주은(경북대 대학원 석사과정), 민진규, 백준범, 성욱제, 손정민, 엄정희

4

시 간

프 로 그 램

6분과 환경생태/조경식물

좌장 조동길 (동아대학교)

도시정원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
이지훈(영남대 대학원 석사과정), 모용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유형 분류 연구
김태훈(한양대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김건우

도심 공간에 적용 가능한 녹화기법의 열환경 개선효과 분석
민진규(경북대 조경학전공 학사과정), 백준범, 엄정희

방위 및 식물종에 따른 벽면녹화 식물의 생육 비교
김다윤(공주대 대학원 석사과정), 조용현, 손인기, 김윤호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LID기법 적용 및 효과분석
김희년(한양대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김건우

소하천의 구간별 환경생태성 평가를 통한 취약 지역 그린인프라 개선방안: 안양시
삼막천을 중심으로
김용환(서울대 환경대학원/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전공 석사과정), 손용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로 방향별 가로수식재 형태에 따른 여름철 열환경
저감효과 비교·분석
임현우(제주대 대학원 석사과정), 조상만, 신지환, 박수국

작품전시: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 학교통학로 녹화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김민경(서울기술연구원), 윤수진, 이가연

가로녹지 인식 및 식재 선호도 조사
김민경(서울기술연구원), 이가연, 윤수진

한국과 중국의 농촌지역 문화마을에 관한 정책의 비교 연구
마이하오텐(성균관대 대학원 석사과정), 최혜영

제주 선흘곶자왈 열저감 효과 비교·분석
조상만(제주대 대학원 석사과정), 신지환, 임현우, 박수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지역 미세먼지 현황 분석
신지환(제주대 대학원 석사과정), 조상만, 임현우, 박수국

조경 BIM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원 소프트웨어 비교 연구
박재민(청주대 교수), 김복영, 강아람

박사학위논문 세미나
13:30 – 15:00 (동시 진행)

좌장 김진오 (경희대학교)

생태적 유역관리를 위한 댐 홍수터 내 수변생태벨트 적지 및 효과 분석: 금강 수계
댐 구간 사례 중심으로
반권수(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박사)

현대 도시에서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과 표현 특성
손은신(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Data-Driven Park Planning
심지수(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을 중심으로
김지나(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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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2: 좋은 조경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서 법과 제도
∙ 조경가들의 활동하는 환경으로서 법과 제도 / 조경진흥법의 성과와 미래 /
제2차 조경진흥계획은 무엇을 담아야 하나?
∙ 13:30 – 15:00 (동시 진행)

13:30 – 13:35
13:40 – 14:00
14:00 – 14:20
14:20 – 14:40
14:40 – 15:00

소개 및 진행
순천대학교 교수 최정민

건축 서비스 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파급 효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염철호

조경진흥법의 성과와 미래
한경대학교 교수 안승홍

제1차 조경진흥계획의 성과와 한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국

토론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오순환

선진엔지니어링 전무 서은실

라펜트 전무 최자호

콜로키움3: 용산공원 기본설계와 국민소통
∙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용산공원 조성과정에 대한 조경계의 관심 제고
∙ 15:10 – 16:30 (동시 진행)

15:10 – 15:15
15:15 – 15:25
15:25 – 15:35
15:35 – 15:45
15:45 – 15:55
15:55 – 16:30

소개 및 진행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혜영

용산공원 조성 과정과 현황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단 사무관 박지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구조 및 운영
플레이스온 소장 박영석

GM의 운영 계획 및 현황
도시공감협동조합 소장 이준형

연구공모 참여팀 연구 소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영범

토론: 용산공원의 오늘과 내일

설계포럼: 춘천 캠프페이지 국제설계공모와 대형공원 담론
∙ 공모에서 담론으로 “춘천 캠프페이지 국제설계공모전”
∙ 15:10 – 16:30 (동시 진행)

15:10 – 15:15
15:15 – 15:30
15:30 – 15:45
15:45 – 16:00
16:00 – 16:15
16:15 – 16:30

인트로: 발굴과 기획 대상으로서의 공원
서울대학교 교수 정욱주

대형공원 설계 담론의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영민

대형공원 기획과 프로그래밍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안계동

대형공원의 기억과 기록, 파괴와 창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아연

대형공원과 숲
HLD 소장 이호영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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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차 이사회
개회선언 및 성원확인
학회장 인사
부의 안건
16:40 – 17:20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2020년 사업 및 결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
2021년 신입 회원 및 이사 추가 인준
제25대(2021~2022년) 집행부 인준(변경) 및
편집위원회 위원 인준
제5호: 편집분과 위원회 규정 개정(안)

2021 정기총회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학회장 인사
2020년 사업결과 및 감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17:20 - 18:00

의안처리 및 기타 토의
정년퇴임 교수 공로상 증정
2020년 우수논문상, 저술상, 2021년 우수졸업생 시상
2021년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시상
공지사항 안내 및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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