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공업지역의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한 다기능화
- 덕천로 48번길을 중심으로 이윤정(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현철, 이사벨라

4분과

생태환경

02	조경시설물 및 구조물의 국가건설기준코드 적용
- 설계기준 코드 및 표준시방서 코드를 대상으로 이기열(전남대학교), 김정인, 최은서

03	조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균열폭 계산식 비교
좌장 | 송원경(단국대학교), 박찬(서울시립대학교)

•주제: 2020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제 4분과 생태환경 발표장
•시간: 2020년 6월 26일 01:30 입장
•Zoom 회의 참가
	https://zoom.us/j/4100061885?pwd=dWVMRnpub2ZLN2d
xZ0JRZWRWV0tudz09
•회의 ID: 410 006 1885

이기열(전남대학교), 김정인, 최은서

04	조경공학분야 교육과정의 직무 연관성 분석
- 일반대학 4년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이기열(전남대학교), 김정인, 최은서

05	조경분야 전문공사업 업종 체계 개선 방안
안명준(조경시공연구소 느티)

06	조경유지관리의 업무 범위 및 기준 설정 방안
안명준(조경시공연구소 느티)

01	식생 군집분석을 통한 참조생태계 비교 평가

원수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송영근, 박은희, 서동진, 차재규

02	철원군 농민과 두루미류의 상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07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차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정용조(상명대학교)

김상원(서울시립대학교), 강보경, 한봉호, 곽정인

2020
(사)한국조경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03	군립공원의 관리효과성평가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연구
홍석환, 안로사(부산대학교 대학원), 허학영

2020. 6. 26. (금)
(사)한국조경학회 회의실

04	도로변 완충녹지와 인접 생활권 미세먼지 농도관계
홍석환, 톈완팅(부산대학교 대학원)

0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생태계 복원력 평가지표 개발
박유진(건국대학교 대학원), 이정아, 박세린, 이상우

06	강동구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그린웨이 특성화 연구
이현삼(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한봉호, 곽정인

6분과

작품전시

학회 홈페이지 게시로 발표 대체

01	곶자왈 숲의 열저감 효과 비교 분석

임현우(제주대학교 대학원), 조상만, 신지환, 박수국

02	Local climate zone(LCZ)에 따른 여름철 인간 열환경 분석
- 경기도 수원·용인시 신지환(제주대학교 대학원), 조상만, 임현우, 박수국

5분과

시공관리

좌장 | 강준석(서울대학교), 김호걸(청주대학교)

•주제: 2020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제 5분과 시공관리 발표장
•시간: 2020년 6월 26일 01:30 입장
•Zoom 회의 참가
	https://zoom.us/j/5566510205?pwd=RjMxbDI3bTJrWDNtM
U5Ea1dFd3VuQT09
•회의 ID: 556 651 0205

01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빗물 저류조의 유지관리
시기에 대한 분석
김재경(서울대학교), 정연욱, 강준석

03	지역 어메니티 자원에 기반한 스마트 공원체계 개발 전략 수립연구
- 세종시 5-1 생활권을 대상으로 이형숙, 양태진, 민병욱, 엄정희, 이정연(경북대학교 대학원)

04	식생바이오필터에 의한 실내 미세먼지(PM10, PM2.5)저감의
공조 특성 연구
최부헌(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태한

05	시공간 파라미터 기반 광화문 광장 미기후 측정
김유진, 김민기, 한유하(강릉원주대학교), 김정규

06	그린인테리어 식물소재 및 우선순위 선정 연구

한진실(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노희영, 조명현, 이동하, 조동길

07	광장의 재구성 : 집약, 연결, 확산

최혜영(성균관대학교), 서영애, 구선주, 허비영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주관
(사)한국조경학회

후원

학술발표

초청의 말씀

1분과

신록의 푸른 초여름이 되어, (사)한국조경학회에서는
2020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
을 기원합니다.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이 상 석

행사일정
행사내용

장소

이사회
- 개회 선언 및 성원 확인
- 학회장 인사
- 부의안건 인준

온라인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학회장 인사말
- 부의안건 인준
- 기타토의
- 정년퇴임 교수 공로상 증정
- 2020년도 박사학위 취득자 기념패 증정
- 2019년도 우수논문상, 저술상 시상
- 2020년도 우수졸업생 시상

•주제: 2020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제 1분과 조경설계 발표장
•시간: 2020년 6월 26일 01:30 입장
•Zoom 회의 참가
	https://zoom.us/j/9438985624?pwd=aEpRY0ZYNGxSUER
TK3VISEUxUytRdz09
•회의 ID: 943 898 5624

학술발표

3분과 경관문화
4분과 생태환경

03	그늘정원의 식재모듈 개발을 위한 자연 식생구조 분석

05	데이터 중심의 설계 프로세스에서 조경가의 역량에 대한 고찰
이정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유미

리 크리스틴(서울대학교), 이유미

2분과

조경계획

좌장 | 박재민(청주대학교), 김유진(강릉원주대학교)

5분과 시공관리
6분과 작품전시

이사회 및 정기총회(URL)
https://zoom.us/j/93757138640?pwd=QTArcys5OVVJWFl1
bkg0cVJKMEczdz09
• 회의 ID: 937 5713 8640 / 비밀번호: 197212

•주제: 2020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제 2분과 조경계획 발표장
•시간: 2020년 6월 26일 01:30 입장
•Zoom 회의 참가
	https://zoom.us/j/7425242550?pwd=Ri9nM3IyYnZQUWxZO
UgvaThXcVRGdz09
•회의 ID: 742 524 2550

0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근린공원의 질적 가치 형평성
정미정(경북대학교 대학원), 정태열

연락처
(사) 한국조경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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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도시공원의 유형에 따른 인간의 정신생리학적(Psycho-physiological)
	영향에 관한 연구
박경진(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김건우

06	부산시 공원·녹지계획의 시민참여형 계획 사례연구

3분과

김현정(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김영민

07	겨울도시를 위한 기후민감형 도시설계
- 캐나다 에드먼턴 오픈스페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

온라인

이나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배광진, 장용준

02	소규모 조경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특성이 경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오세준(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유미

2분과 조경계획

04	전통시장 재생사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고찰
- 용문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

07	도시림의 서울지역 공동주택 시장가격에 대한 Hedonic Price
Model 연구

06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한 조경 설계의 양상변화

1분과 조경설계

이두리(강원대학교 대학원), 조현길

01	포항시 방재공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픈스페이스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임한솔(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정한

온라인

03	근린생활시설 대지의 조경실태와 개선방안
- 춘천시를 대상으로 -

박현빈(부산대학교 대학원), 김수령, 권영달, 자오쉐신, 김동필

04	공유 역사의 시각으로 본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춘계학술대회

14:00 - 16:40

좌장 | 김무한(공주대학교), 민병욱(경희대학교)

김규성(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김아연

정기총회

11:00 - 11:50

조경설계

정성진(경북대학교 대학원, 포항시 그린웨이추진단), 정태열

시간
10:00 - 11:50

※ 소속은 발표자에 한해 표기하였음.

02	공공공간으로서 서울시 도시양봉장 실태분석
윤승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김아연

이종원(건국대학교 대학원), 이상우, 홍성권, 조현길

경관문화

좌장 | 정해준(계명대학교), 이명준(한경대학교)

•주제: 2020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제 3분과 경관문화 발표장
•시간: 2020년 6월 26일 01:30 입장
•Zoom 회의 참가
	https://zoom.us/j/3764094325?pwd=Y0hXaEpGTi9HMVFn
RUxSTDFTS0xSQT09
•회의 ID: 376 409 4325

01	공원을 읽는 매체로서 소셜미디어
- 시카고 606 트레일을 중심으로 심지수(버지니아 테크 건축대학원)

02	19세기 북미의 어바니즘과 옴스테드의 공원상
신명진(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정한

03	유행성 단일수종 군락지 이용 실태 분석
- 핑크뮬리 군락지를 대상으로 최윤경(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김아연

04	대도시 주변 도농복합지역 면 소재지 중심가로의 경관적 특징에
관한 연구
김영태(전남대학교 대학원), 조동범

05	조선시대 유산기와 블로그 분석을 통한 현대 산림 향유 문화의
확장 가능성 발굴

함연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성종상, 박지은, 이나희, 리은주, 장림,
양유선, 조성아

06	참여자 인터뷰를 통한 중랑구 서울장미공원 축제 개선방안
배세준(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07	도시공원 장소기억 재현과 발현
- 성동구 응봉공원을 중심으로 조형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