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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맞이하며….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조경의시간을타고참열심히달렸던것같다. 1973년도에대학에

서 조경학을 접하며 시작된 조경분야에대한 학습, 현장에서의실무,

대학강단에서의강의와연구그리고보직, 조경분야를위한봉사활동

등 일련의 일들에서 이제 쉼표를 찍는 느낌이다. 참 박진감 넘치게

치달았던한텀(term)의시간들, 이제 그시간들을되돌아보는시간이

되었다.

옛날의어느날, 나스스로궁금할것같았던때가있었다. 정년을

맞이하면내게 다가오는첫 감정은 무엇일까? 대체로대학에서 정년

을하는사람들은대개 5년전에막연하게정년을생각하게되고, 3년

전에 ‘준비를해야지…’ 하다가 1년전엔본격적 정년 모드로진입한

다. 그리고어느덧정년을맞이하게된다. 나의그궁금증에대한답은

정년직전에찾을수있었다. 고백하자면 ‘새삼스럽게 새로운자격증

을 하나 취득했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게으름 피울 수 있는

자격증’이라니!

인생이란태어나서부모님의슬하에서성장하던고등학교시절까지를제1막, 대학에들어가서전문가로서사회

적 생활을 하는 시절을 제2막, 그리고 제3막은 정년 이후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다. 인생 제2막을 살아오는 마지막, 그리고 제3막을 맞이하는 첫 장면에서 ‘마음껏 게으름을 필 수

있는 자격증을 땄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인생에서누려야하는 3가지여유, 즉 3여(餘)가있다고한다. 하루중에는일과를마치고맞이하는저녁시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일 년 중에는 낙엽이 지고 추수를 하는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여유가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을 한 후에는 인생의 여유를 즐기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정년 후의 제3막이라면

당연히 게으름 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할 시간이다.

허나, 나의 제3막에서 말하는 개으름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가필(加筆)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야말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는 것’, 그것으로 대체된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정년과 개으름과 하고 싶은

일들과 여유의 연결, 그래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며 행복을 느낀다. 그러는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움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현역에서열심히뛰고있는조경계후배, 후학들에게미안한마음이앞서기때문이다. 조경계스승으로서

또 선배로서 무언가 더 봉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일진데…, 또 내가 느끼는 이 정년의 희열을 당신들과 함께

나누지 못해서다.

그래서 기원의 마음을 남긴다. (사)한국정원디자인 학회 홍광표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과 임원들이 그

일들을 열심히 해 주시고, 후일 당신께서 정년의 시점에 들어섰을 때 오늘 나의 이 정년의 호사 느낌을 나에 대한

기억과 함께 마음껏 누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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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 교수님 이력(1973~2018)

학력

- 1994年 2月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박사

- 1981年 8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석사

- 1977年 2月 영남대학교 조경학학사

경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주임교수

- 경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교무처장, 학생처장 역임)

- 국제공원및레크레이션행정연맹한국위원회(Ifpra Korea)

위원장

-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IFLA-APR) 총회 대

회장

-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회장

-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 (사)한국조경학회 고문

- (사)한국전통조경학회 고문

-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고문

- (사)한국조경협회 고문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위원회 자문위원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및 주변부 종합정비계획 수립 상임

자문

- 국토교통부 용산국가공원 추진협의회 의장

- 국토교통부 용산국가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용산공원추진위원회콘텐츠발굴소위원회위원

장

-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자문위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

- 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국문학관설립위원회위원(부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포럼 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4대강살리기 자문위원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자문위원

- 국방부 군공항기지이전 선정위원 및 실무위원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재조성 PA자문위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심의위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술 전문

위원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재 조성 추진 시민위원

-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 MP

- 서울특별시 가락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기술 자문위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3대 건설기술 자문위원

- 서울특별시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자문위원

- 수도권 광역경제개발 위원회 자문위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기술 심의위원

-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PM(Project Manager) 자문위

원

- 전라남도 경관계획 총괄경관계획가(MLP)

- 전남도 기본 경관․공공디자인 마스터 플래너(MLP)

- 당인리 서울복합화력 공원화 현상공모 총괄전문가(PA)

- 부안군 수생정원 전문가 디자인단장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위원

- 인천광역시 건축위원

-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

- 용인시 도시경관위원

- 고양시 경관위원

- 고양시 도시공원위원

- 아산시 도시설계자문위원

- 아산시 도시경관자문위원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 부천시 건축심의위원

- 태백시 태백관광개발공사 자문위원

- 연천군 은통지구 신도시 조성사업 총괄계획가(MP)

- 서산군 어메니티 자문위원

-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녹색건축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 LH공사 총괄건축가(MA)

- LH공사 총괄조경가(MLA)

- LH공사 설계자문위원

- LH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자문위원

- LH공사 친환경인증 심의위원

- 한국토지공사 자문위원

- 한국도로공사 기술심의위원

-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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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분야 자문위원

- (사)한국경관학회 이사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 (사)한국지리정보학회 이사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자문위원

- (사)하천협회 자문위원

- 월간 환경과조경 자문위원

- 우정사업조달 사무소 설계 자문위원

- 골프매거진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위원

- YTN No.1 골프장 선정위원

연구

- 태도모형에의한도시환경평가연구(한양대박사학위논문,

1994)

- 에너지 보존형 조경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서울대석

사학위논문, 1981)

- 새마을운동 정신의 시대 변화성과 가치 진화 연구((사)한

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2018)

- 스마트도시 내 공원 조성사례 분석을 통한 스마트공원 구

축전략((사)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2018)

- 서양미학과한국미학의특성비교분석((사)한국바이오텍

경관도시학회, 2018)

- 주민참여 녹화사업의 사업 성과와 사회적 자본 연구((사)

한국바이오텍 경관도시학회, 2018)

- 용산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연구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2018)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제임스 코너 담론에 대한 비판

적 소고((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2018)

- 도시 재래시장 공간을 활용한 입체공원 조성 선호도 분석

및 전략 연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8)

- 지역사회개발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한계에

대한연구: 새마을지도자교육과육성을중심으로(한국바

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8)

- 아파트단지 수경시설 비활성화 원인 분석에 기반한 활성

화 전략 고찰(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8)

-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의 재생효과 분석: 신사동 가

로수길을 대상으로(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8)

- 도시하천의 장마철 식물상 변화 연구: 포천천을 사례로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8)

- 아파트조경공간의 도시공원․녹지적 활용에 대한 주민의

식 차이 분석: 서울시 사례연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

회지, 2018)

- 도시 생명경관작동원리고찰(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지, 2017)

- 해외 도시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고찰: 독일․영국의도시를중심으로(한국바이오텍경관도

시학회지, 2017)

- 도시농업 현황분석 기반의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정책

연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7)

- 자연형 하천 복원 공사 후 식물상 변화: 포천천을 사례로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7)

- 도심 세종대로 메가 공원화의 생명경관 재생 효과(한국바

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7)

- 제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공원의비전과가능성: 개념과

전개, 전략(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7)

- 주민인식에 기반한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이용 영향 요

인 분석: 계획․설계, 유지․관리,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017)

- 생명경관도시의뉴노멀(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7)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생명경관도시: 개념과전개 그리고

전략(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지, 2016)

- 아파트 단지 조경요소별 입주민의 가치인지도 대비 공사

비 측정의 상대적 적정성 분석: 공공기관 시행 수도권 분

양아파트를 중심으로(한국조경학회지, 2016)

-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 분석(한국조

경학회지, 2016)

- 아파트단지조경공사비의공종별경년변화특성분석: 공

공기관시행의수도권아파트단지를중심으로(한국조경학

회지, 2015)

- 보길도세연정(洗然庭)의 공간구조 형식에 내재한 전통색

채 분석(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14)

- 민간기업 조경공사에서 나타나는식재설계 변경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한국조경학회지, 2014)

- 소쇄원에 나타나는 전통 색채 분석과 의미 해석(한국전통

조경학회지, 2014)

-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 및 변경 적합성에 대한 인식

분석(한국조경학회지, 2014)

- 조경설계공모의 문제점 및 요소별 중요도 분석(한국조경

학회지, 2013)

- 델파이 분석을 통한 조경설계공모 과정의 문제점 분석(한

국조경학회지, 2013)

- 아파트 단지 조경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특성 분석(한국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4 no. 2

IV�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4권 제2호(2018년 12월)� �

조경학회지, 2013)

- 4대강 친수공간과 연계한지역개발전략(한국수자원학회지,

2012)

- 상상어린이공원등에설치된야외아동용자가발전운동기

구의에너지소비량에대한연구(한국초등교육학회, 2012)

-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의 창의 놀이 행태 분석 연구(한국

조경학회지, 2012)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하위지표 개발을 중심으로(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지, 2012)

- 한국골프코스구성요소의정량적변화분석(한국조경학

회지, 2012)

- Identifying the Introduc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Indust-

rialization(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

chitecture, 2012)

- 한국조경 40년되돌아보기와미래전략(생태조경분야세계

석학 초청 특강 발표논문,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2)

- 4대강 친수공간과 연계한 지역개발 전략(한국수자원학회

심포지움, 2012)

- 한국별서정원설계의기호학적해석(한양대석사학위논문,

2011)

- 도시 에코 인프라: 가치와 구축 전략(대한건축학회지,

2011)

- 한국 골프코스 설계 변화 추이 분석: 수도권 회원제 골프

장을 대상으로(대학골프학회, 2011)

- 옛길을 활용한 수원화성의 역사․문화 탐방로 네트워크

계획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11)

- 민간개발주도형 도시공원・녹지확보를위한공원복합용
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한국조경학회지,

2011)

- 도시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한국조경학

회지, 2011)

- 네트워크분석적의사결정방법(ANP)을이용한서울시한

강르네상스 책의 전략적 관리방안(한국조경학회지, 2011)

- An Introduction of Park-Based Mixed Use District

around Urban Large Parks and Green Space(한국조경

학회, 2010)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10)

- 중국 현대 도시공원에 나타난 전통원림 요소에 대한 선호

도 분석(한국전통조경학회, 2010)

- 도시조경기본계획(한국조경학회학술심포지엄, 2010)

-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관점에서본 공원복합용도지구 도

입(한국계획 관련 학회 공동심포지움, 2010)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파크바니즘(한국조경학회 세계

석학초청 국제심포지엄, 2010)(Landscape Urbanism and

Parkbanism,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ndscape

Urbanism, KILA, 2010)

- 조경을 통한 도시 그린인프라 구축과 디자인(대한지방 행

정공제회, 2010)

- 도시환경과 그린디자인(대한지방 행정공제회, 2010)

- 조경과 도시의 혼성과 융합: 내일의 공원도시를 제창하며

(IFLA APR 기조발제, 2009)

- 신라왕경의 공간구조 및 상징성과 첨성대(KAIST 발표,

2009)

- 개발제한구역관리에대한공무원인식분석(한국조경학회,

2009)

- 도시 군부대 이전적지의 공원화 방향에 대한 시민인식 분

석(한국조경학회, 2009)

- 조경과 도시의 융합 그리고 과제(한국조경학회심포지엄,

2009)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창립50주년기념계획관련학회장

좌담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도시재생 전략(충남발전연구원,

2009)

- 휴먼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시스템의 아동용 야외운동

기구 개발(한국조경학회학술심포지엄, 2009)

- 도시워터프론트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 디자인 전략

(한국조경학회 심포지엄 프로씨딩 논문, 2008)

- 주변 도시경관 가꾸기(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8)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통한 21세기 도시공간설계전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 21세기 브랜드 도시 만들기(대구-경북연구원 주제 발표,

2008)

- 국립공원공원집단시설지구리모델링모형연구(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7)

- 경주 남산마애석불의경관인식론적해석(한국전통조경학

회, 2006)

- 앙코르 왓의 경관 형식과 의미 해석(한국전통조경학회,

2005)

- 합리적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사유지 문제의 갈등해소 대

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 생태공원 이용 후 평가(한국조경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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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전통조경요소의현대적계승고찰-말레이시아푸트

라자야 신도시 사례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 웹 사이트를 통한 조경수목 유통정보활용 실태분석(한국

조경학회, 2004)

- 초등학교환경교육을위한학교조경실태분석(한국조경학

회, 2004)

- 한국조경학회지 게재논문 조경소재 시공분야의 연구경향

(한국조경학회, 2003)

- 도시교량경관의이미지와조화성분석(한국조경학회, 2002)

- 북천지역 자연학습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Ⅰ),

(Ⅱ)(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02)

- 21세기 경주도시조경의 과제와 방향(경주지역발전협의회

경주발전연구원, 2002)

- 21c 지식기반사회의 경주 도시조경의 과제와 방향(한국조

경학회, 2001)

- 경주시 도심 공간 자전거도로 체계 계획(경주대학교논문

집, 2001)

- 신라왕경의 경관형식과 공간범역의 해석(한국조경학회,

2000)

- 한국과 일본의역사도시경관관리법규의비교(한국조경학

회, 2000)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Historic City between Kyongju and Nara(한국

조경학회, 1999)

-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연안역 개발(대한토목학회, 1999)

- 신라왕경의 도시상징성 연구(한국조경학회, 1999)

- 경주 도시주거환경의질적평가(경주대학교논문집, 1999)

- 경주 도시경관평가에관한연구(경주대학교논문집, 1999)

- 경주시가지고분군경관해석(경주대학교문화재연구소, 1998)

- 첨성대의 경관인식론적 해석(한국조경학회, 1998)

- 경주도시환경평가 : 성취도 모형의 개발과적용(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7)

- 경주도시교통환경평가(경주지역발전협의회 경주발전연구

원, 1997)

- 평가적 이미지와 태도모형(경주대학교논문집, 1996)

- 도시내재자의 관점에서 본 경주 관광환경평가(한국관광-

레저학회, 1996)

- 도시환경에대한시민의가치도분석(한국조경학회, 1993)

-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분석(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1993)

- 경주의 역사성과 도시개발의 조화방향(대한지방행정공제

회, 1993)

- 역사도시의 현재와 미래(대한지방 행정공제회, 1993)

- 녹지환경으로서의주택외부공간에관한연구(한국관광대

학논문집, 1990)

- 우리나라 자연보호의 체계적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대학교환경연구, 1981)

- 도시재생과 조경정책(한국조경학회 심포지엄 논문)

- 공공디자인의뉴패러다임으로서의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한양대학교․한국토지공사 심포지엄 발표 논문)

- 내일의 한강르네상스디자인: 비전과전략(녹청련 세미나

발표 눈문)

- 4대강 살리기의 창조적 문화경관 도입방안(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심포지엄발표)

- 4대강 살리기의 그린 스포츠 활성화 전략과 실천 방안(한

국생활체육협의회 심포지엄 발표)

- 저탄소 녹색 도시재생 전략과 실천 방안(충남발전연구원

심포지엄 발표)

- 저탄소 녹색 도시재생: 그린 인프라 구축 전략과 실천(충

남발전연구원 연구집)

- 역사도시 경주 시가지 관광활성화 연구

저서　

- 1997年 : 경주문화의 이해, 대구, 도서출판 중문.

- 1999年 : 새로 읽는 경주문화, 대구, 도서출판 중문.

- 1999年 : 조경설계론, 서울, 기문당.

- 1993年 : 한국의 미술․일본의 미술, 동경 소화당.

- 2005年 : 도시와 인간, 나남출판사. 서울.

- 2008年 : 한국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전, 도서출판

조경. 파주.

- 2010年 : Landscape Review, (사)한국조경학회 편

- 2018年 : 한국 현대조경 태동의 역사 : 빛과 프리즘 그리

고 무지개, 서울, 기문당.

- 2018年 : 진화도시학의 서막 : 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시

대의 전개, 기문당. 서울.

- 2018年 : 야사(野史)로 읽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 : 조

경의 변화와 적응 그리고 진화, 서울, 기문당.

수상

- 1981年 : 서울대 환경대학원 우수 졸업 논문상 수상

- 2010年 : 제13회 올해의 조경인상 수상

- 2011年 : 제8회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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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年 : 2013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 2011年 : 한양대학교 대학원 최우수경영상 수상

- 2012年 : 한양대학교 대학원 최우수경영상 수상

- 2018年 : 대통령 표창 수상

연구 및 설계 프로젝트

- 부안읍 도시재생․활성화 전략 계획: 정원문화도시 부안

(2016)

- 신대도시농업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2015)

- 6차산업형공공수생․습지식물정원및생태저류지조성전

략 연구(2015)

- 당인리 서울복합화력 공원화 현상공모 PA(Professional

Advisor)(2013)

- 주민참여형조경사업추진방안연구(경기도시공사) (2013)

- 동탄신도시공원및도시농업조성에대한인식조사연구,

경기도시공사(2012)

- 서초 보금자리 주택 조경설계 MLA(2012)

- 코오롱호텔가든골프장경관조성컨셉설정연구수행(2012)

- 용산공원 및 주변부 종합정비계획(2010)

- 한강공원특화계획 MP자문(2009)

- 파주신도시공원-녹지계획 MLA(2008)

- 블루원상주 골프리조트 조경자문(2008)

- 아산 신도시(탕정지구) 명품도시화 개발전략 연구

- 의정부시공원-녹지기본계획(2007)

- 성동구 재개발구역 공원화 기본계획(2006)

- 마포구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조성 기본계획(2006)

- 성동구 수경보도 조성을 위한 타탕성 조사 용역(2006)

- 동물이동통로 설정을 위한 생태환경조사 및 계획 연구

- 부천범박지구(대한주택공사 MA)(2005)

- 대구영경지구(대한주택공사 MA)(2005)

- 대구옥포지구(대한주택공사 MA)(2005)

- 아산신도시 기본구상(공원녹지계획)(20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원녹지계획(2004)

- 경주시 공원.녹지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 경주중앙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기본계획

- 경북-울산광역시 도경계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대곡댐식생조사연구

- 안동대학교 캠퍼스환경설계기본계획

- 경주북천문화․환경생태보전 자연학습단지조성 기본계획

- 경북 100주년 타임캡슐광장 기본계획

- 형산강 수자원 경주권 수계의 수질 환경조사와 자연형 하

천 보존 방안

- 경주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 마로니에공원 설계

- 롯데월드 조경설계

- 대한재 보험빌딩 공원설계

-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조경설계

- 문래 근린공원 설계

- 안동대학교 캠퍼스 조경설계

- 경북 100주년 타임캡슐 광장설계

- 경북-울산광역시 도경계 공원설계

- 서라벌 문화회관 광장 설계

- 능포 다원설계

- 양평 L씨 주택정원 설계

- 한양대학교 정문공원 설계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관 광장 설계

박사 배출 및 과정 지도

- 맹치영(2009) 논문: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에 관한 인식

분석 연구

- 이정석(2010) 논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이정언(2010) 논문: 도시대형공원주변부공원복합용도지

구 도입 모형 연구

- 김요섭(2011) 논문: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창의놀이 행태 분석

- 노준택(2011) 논문: 한국골프코스디자인의시계열적변

화 특성

- 이주희(2012) 논문: 조경설계공모 시스템고찰: 한계와 가

능성

- 강규범(2013) 논문: 도시 보행상업가로의 경관 선호 구조

연구

- 한희정(2014) 논문: 한국 별서정원에 나타나는 전통색채

분석과 의미 해석에 관한 연구

- 박재영(2014) 논문: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요인 및 변경

의 적합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박상진(2017) 논문: 주민 가치인식 기반의 아파트 조경공

사비 산정의 효율성 분석

- 김홍렬(2018) 논문: 용산공원 운영 및 관리 전략 연구

- 박도환(2018) 논문: 아파트단지 주민인식에 기반한 수경

시설 이용 영향요인 및 도입 활성화 방안 도출

- 이은영(2018) 논문: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공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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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략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강성우(2018) 논문: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을 활용한 도시

그린인프라 구축 전략 및 제도 연구

- 김점규(2018) 논문: 장마철도시하천의식물상변화및생

태적 복원을 위한 식물선정 전략연구

- 이애란(2018) 논문: 참여자유형에따른사회적자본의형

성 구조분석

- 전원흠(2018) 논문: 새마을운동의 진화과정 및 시대성과

가치지향 연구

- 이규리(2018) 논문: 도시 자연환경재생 구성요소 도출 및

재생효과 분석

- 이동관(2018) 논문: 도시농업활성화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 강경주(2019) 논문: 도시 작동적 경관 계획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최재현(2019) 논문: 도시녹지인프라구축을위한근린생

활권 전통 시장의 입체녹화 모형 연구 - 서울시 전통시장

을 대상으로 -

- 신혜실, 최봉수, 신용모, 이용자, 김재우, 황길식, 최재정,

유송영, 권진욱, 류제중, 이윤진, 김태원, 김종호, 안종현,

강서병, 김희년, 조상욱, 김태훈, 박대한, 윤덕규, 최정희이

상 4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