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원(黃琪源) 교수 연보(年譜)
생년월일: 1948년 2월 11일
소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강의과목: 경관의 해석, 한국의 문화경관,
도시오픈스페이스 계획과 설계,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
정주해석학, 환경설계사특론 등
연락처: 02-412-2765
E-mail: hwangkw@snu.ac.kr

▶학력
- 197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학사)

- 1975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도시계획석사)

- 1978

미국 하버드대학 설계대학원 조경학과, 도시설계학과 (조경학/도시설계학석사, 록펠
러 장학생)

▶경력
1969. 1 ~ 1970. 1

향 건축동인 연구소

1973. 9 ~ 1976. 3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

1978. 7 ~ 1981. 2

KIST 지역개발연구소(도시설계연구실장/주택도시부장/해외유치 과학자)

1978. 9 ~ 1981. 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

1981. 2 ~ 1983. 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전임강사

1983. 4 ~ 2013. 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1987.10 ~ 1989. 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1997. 3 ~ 2000. 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고위정책과정 부주임교수

1998. 1 ~ 1999.12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주임교수

2000. 9 ~ 2004. 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원장,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2004. 1 ~ 2006. 3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장

2004. 1 ~ 2007. 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2013. 3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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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광고물 심의위원
회 위원,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색채심의위원회 위원, 남산 제모습찾기 100인
시민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문화환경조성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
원(조경), 관악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문화의 거리 조성
자문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조경학회 회원(상임이사, 간사, 편집위원장 역임), 한국조경가협회 회원, 미국조경가협회
(ASLA) 국제회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상임이사 역임), 한국전통조경학회 상임이사, 한
국미학회 회원, 한국습지학회 회원, 한국농촌계획학회 회원, 국제유물유적보존위원회(ICOMOS)
한국위원회 위원(부위원장 역임)

▶ 주요 저서
조경계획론(문운당, 1986, 공저)
조선조 정원의 원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1989, 공저)
한국전통조경(조경, 1992, 공저)
책 같은 도시 도시 같은 책(열화당, 1995)
우리의 도시주거(미건사, 1995, 공저)
도시계획론(보성각, 1998, 공저)
땅과 한국인의 삶(나남출판, 1999, 공저)
서울시 건축사(서울특별시, 1999, 공저)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공저)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유산(서경, 2007, 공저)
혼자 사는 재미 같이 사는 보람(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8, 공저)
도시락 맛보기(다빈치, 2009)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경관의 해석(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2012 조경학회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2 문화체육
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자벌레의 세상 보기(학고재, 2013)

▶ 주요 논문
“도시계획 시설의 내용과 기준”, 도시문제, 10(12): 8-21 (1975).
“80년대 도시상: 물리적, 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15(1): 42-53 (1980).
“조경교육의 구조와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11(1): 1-10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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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覺言語構成에 의한 環境設計理論”, 環境論叢, 13: 44-61 (1983).
“透視圖 硏究 試論: 景觀構成에 미친 影響을 중심으로”, 環境論叢, 14: 37-72 (1984).
“文化景觀論에 의한 都市景觀의 解釋理論 및 技法”, 環境論叢, 15: 94-107 (1984).
“우리나라 사찰의 옥외계단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2(2): 73-88 (1984, 공저).
“綜合的인 地形設計方法 略論”, 環境論叢, 17: 71-95 (1985).
“19세기 歐美의 環境設計史 槪觀”, 環境論叢, 18: 81-95 (1986).
“놀이의 재인식: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 도시문제, 22(6): 33-44 (1987).
“도시의 국지경관: 의미와 개선”, 도시문제, 22(11): 18-30 (1987).
“庭園의 原型 試論”, 環境論叢, 20: 85-97 (1987).
“汎神과 秘學의 世界”, 터전, 1: 15-20 (1988).
“模型과 籌算이라는 道具”, 터전, 2: 4-8 (1989).
“風景畵에 나타난 景觀”, 環境論叢, 24: 26-74 (1989).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55-68 (1989).
“도시화와 지방행정: 도시녹지의 확보와 관리방안”, 地方行政, 39(441), 44-50 (1990).
“오픈 스페이스와 無爲自然”, 한국조경학회지, 18(3): 194-195 (1990).
“지방 도시문화환경의 경제·사회적 의미”, 문화정책논총, 3: 177-185 (1991)
“우리나라 도시의 환경설계”, 도시문제, 27(287): 35-44 (1992).
“林泉高致에 나타난 郭熙의 自然觀”, 環境論叢, 30: 152-191 (1992).
“한국인이 보는 경관”, 建築. 36(1): 3-8 (1992).
“園冶 · 興造論 硏究(1): 主者論을 중심으로”, 環境論叢, 31: 112-140 (1993, 공저).
“한국 항만도시의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I)”, 한국조경학회지, 20(4): 76-92
(1993, 공저).
“한국항만도시의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II)”, 한국조경학회지, 21(2): 17-33
(1993, 공저).
“도시경관과 도시계획”, 한국조경학회지, 21(3): 117-121 (1993).
“園冶 · 興造論 硏究(2)”, 環境論叢, 32: 40-89 (1994).
“園治 · 相地論 硏究(1): 通論을 중심으로”, 環境論叢, 33: 196-224 (1995).
“‘景’과 관련 술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고찰: 관련된 한자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
회지, 22(4): 23-36 (1995).
“계성의 원야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223-241 (1995, 공저).
“園治·相地論 硏究(2): ‘山林地’를 중심으로”, 環境論叢, 34: 34-63 (1996).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한국조경학회지, 24(1): 110-113 (1996).
“정주공간 구성을 위한 커뮤니티설계 모형 연구 - 조건불리지역 산촌을 중심으로 -”, 농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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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2(2): 67-80 (1996, 공저).
“도시 건축의 조형미”, 도시문제, 32(340): 6-7 (1997).
“園冶·相地論 硏究(3): ‘城市地’를 중심으로”, 環境論叢, 35: 28-53 (1997).
“주민 의식에 나타난 주거환경의 쾌적성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의 질을 중
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25(1): 3-17 (1997, 공저).
“경주 양동마을 변천의 해석: 보전대상 추출을 중심으로”, 國土計劃, 32(5): 265-296 (1997, 공
저).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國土計劃, 32(5): 169-184 (1997, 공저).
“計劃原理로서의 어메니티 槪念에 관한 硏究”, 國土計劃, 33(5): 17-33 (1998, 공저).
“園冶 · 相地論 硏究(4): ‘郊野地’를 중심으로”, 環境論叢, 36: 167-189 (1998).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 한국조경학회지, 25(4): 61-81 (1998, 공저).
“園治 屋宇論 및 立基論 硏究”, 環境論叢, 37: 91-157 (1999).
“園冶의 ｢墻垣論｣과 ｢門窓論｣ 硏究”, 環境論叢, 38: 125-158 (2000).
“園冶의 選石論 硏究”, 環境論叢, 39: 162-223 (2001).
“도시문화를 담아내는 가로환경의 조성”, 도시문제, 36(390): 50-60 (2001).
“공원의 미래사를 잘 쓰기 위해서”, 도시정보, 227: 2-3 (2001).
“그린 맵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9(1): 113-123 (2001, 공저).
“한국 조경의 문화적 전통 시론”, 環境論叢, 42: 55-81 (2004).
“아름다운 도시 그리기”, 建築, 49(8): 42-47 (2005).
“경관으로 보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유적”, 美術史學硏究, 252: 353-368 (2006).
“계획 및 경관: 재래 정기시장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연구 -서천군 한산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44-49 (2006, 공저).

▶ 주요 논설
<오목거울>, 건축문화 연재 (1987. 10~1988. 12).
<투시하는 세계>, SPACE 연재 (1988. 1~1988. 6).
<자벌레>, 건설교통저널 연재 (1996. 1~2004. 4).
<황기원 칼럼>, 건축인/POAR 연재 (1996. 10~2004. 8).
<터무니 없는 조경>, 환경과조경 연재 (2006. 3~2006. 11).

“공동토론: 살아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 인간의 생활환경과 조각”, SPACE, 1978년 9월
호(공저).
“조경과 도시설계: 터전을 가꾸는 두 일손”, 환경과조경, 198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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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위한 조경: 올림픽과 달라질 환경과 달라져야 할 디자인”, 환경과조경, 1983년 6월
호.
“도시개발 일사”, SPACE, 1985년 3월호.
“빌딩조경: 건물과 대지안의 조경”, 환경과조경, 1987년 5월호.
“한국전통도시 형태와 공간구성 - 조선시대 향읍의 공공공간”, SPACE, 1987년 5월호.
“건축U조경”, 건축문화, 1987년 8월호.
“시각언어 구성에 대한 환경설계이론”, SPACE, 1987년 12월호.
“더불어 사는 문화의 뿌리”, SPACE, 1988년 10월호.
“건축학도의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며”, SPACE, 1989년 1월호.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환경문화 - 변화와 전통”, SPACE, 1989년 2월호.
“용산 미8군부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 환경과조경, 1989년 7월호.
“80년대 건축 · 도시환경 현황과 반성 - 도시와 스포츠: 새로운 관계의 모색”, SPACE, 1989년
12월호.
“세기말과 세기초: 건축환경의 변화와 대응 1”, SPACE, 1990년 5월호.
“서울천도 600년: 서울의 광역녹지/미래의 모습”, 1991년 3월호.
“환경 - 환경을 보는 방법들”, SPACE, 1991년 6월호.
“오는 것과 가는 것”, 환경과조경, 1992년 8월호.
“간+간”, SPACE, 1992년 9월호(공저).
“集住 - 집주의 환경과 공동의 생활”, SPACE, 1993년 8월호.
“부산의 문화경관을 지향하는 해양건축”, 이상건축, 1993년 12월호.
“서울 - 문화도시 만들기”, SPACE, 1996년 5월호(공저).
“無爲自然建築: 가능한 패러다임인가?”, 이상건축, 1997년 6월호.
“경관이라는 화두”, 환경과조경, 1999년 11월호.
“생태 또는 애니메이션”, 환경과조경, 1999년 12월호.
“한낱 벼루가 되어”, 환경과조경, 2000년 1월호.
“1972 + 3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환경과조경, 2002년 1월호.

▶ 연구책임 주요 프로젝트
<공원계획/설계>
독립기념관 및 독립공원 기본계획 (1983) / 독립기념관 추진 위원회
올림픽공원 기본계획 및 설계 (1983) / 서울시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1984) / 서울시
빠리공원 기본계획 및 설계 (1986)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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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기본구상 및 계획 (1989~90) / 서울시
평창 이효석 문학동산 조경설계 (1994~5) / 평창군
원주 토지문학공원 기본계획 및 설계 (1996) / 한국토지공사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2000) / 여주군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2003) / 태백시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 (2009) / (재)아름지기

<문화 관광 계획/설계/연구>
전주 도시문화환경 조성계획 (1985) / 전주시
내장산 4계절 관광개발계획 (1987) / 정주시
금강 연안 문화권 개발계획 (1988) / 군산시
호명산 종합 리조트 개발 기본계획 (1989) / 에머럴드
대도시 문화한경 개선방안 (1990) / 문화부
용인 자연농원 재정비 마스터플랜 (1991) / 중앙개발
용인 자연농원 문화환경 조성계획 (1991) / 중앙개발
원주 오크벨리 조성 기본계획 (1992) 한솔그룹
서울대학교 문화업무단지 기본계획 (1996) / 서울대학교
안성 구포동 착한 의견의 모친성당 역사경관 보존계획 (1997) / 천주교구포동교회
평택 성당 역사경관 보존 및 정비 기본계획 (1997) / 천주교평택성당
이효석 기념관 조성 기본계획 조성계획 (1998~2000) / 평창군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주변 명소화를 위한 연구 (2001) / 송파구청
문화환경 진단 지표 개발 (2003) / (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역사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2005) / 문화관광부
한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기본계획 (2005) / 서천군
판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기본계획 (2005) / 서천군
효석 문화마을 정비 기본계획 (2005) / 평창군
한운사 영상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2005) / 괴산군
문화유산국민신탁 10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8) / 문화재청

<조경계획 및 설계>
담양 소쇄원 보존정비 계획 및 설계 (1983) / 문화재관리국
KOEX 조경 기본계획 (1986) / KOEX
한국전력 사옥 조경 특성화계획 (1987) / 한국전력

황기원(黃琪源) 교수 연보(年譜)

대전 EXPO 조경 기본설계 (1990) / 조직위원회
대전 EXPO 재활용온실 기본구상 및 설계 (1993) / 조직위원회
공주 문봉재(백제 토기박물관) 조경설계 (1993) / 웅진그룹
웅진 인삼 공주 공장 조경설계 (1996) / 웅진그룹
양재천 살리기 환경계획 및 설계 (1996) / 삼성그룹
서낙동권 하천환경정비 및 주변활용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4) / (주)조경포레

<도시환경 설계>
중앙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1985) / (주)중앙일보사
도시광고물 관리지침 (1988) / 서울시
도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본 지침 (1992) / 한국방송광고공사
정주시 시상 정립 기본계획 (1992) / 정주시
새암길 환경조성 기본계획 (1993) / 정주시

<도시산업환경설계>
KOEX 마스터플랜 (1986) / KOEX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1991) /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1995) / 한국토지공사

<대학 캠퍼스계획>
서울대학교 발전 장기 기본계획 (1986) / 서울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확충 종합계획 (1992) / 서울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발전관리 기본계획 (1993) / 서울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발전관리 기본계획 (1995) / 서울대
인천 가톨릭대학교 조경기본계획 (1995) / 인천 가톨릭대
서울대학교 문화업무단지 기본계획 (1996) / 서울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옥외교육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 (1999) / 서울예술대학
서울대학교 공간/환경관련 학술분야의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연구 (2002)
서울예술대학 옥외교육환경 조성 (2003) / 서울예술대학

<도시계획>
의주로 재개발 기본계획 (1973) / 서울시
소래 소도읍 도시계획 (1974) / 서울시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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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 (1978-81) / 청와대
원주시 도시발전 기본계획 (1979) / 원주시
천안시 도시발전 기본계획 (1979) / 천안시
목동지구 신시가지 개발 기본설계 (1983) / 서울시
이리종합 장기발전구상에 관한 용역 (1991) / 이리시
정주시상 정립 기본계획 (1992) / 정주시
서울시 도시계획 홍보책자 제작 (1993) / 서울시
흑암지구 농촌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 용역 (1993) / 정주시
광주 수완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1997) / 한국토지공사
안면도 종합발전계획 (1999) / 충청남도
시화 멀티테크노 밸리 제4공구 경관형성계획 (2002) / ㈜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기흥 구갈3지구 경관형성 기본계획 (2002) / 경기지방공사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2004) / 안양시

<도시설계>
부산 지하철 역세권 도시설계 (1980) / 부산시
충무시 지구상세계획 (1981) / 내무부, 충무시
잠실지구 도시설계 (1982) / 서울시
대학로․율곡로 도시설계 (1985) / 서울시

<주거환경 계획 /설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유형 개발 (1978) / KIST
마포 도화재개발지구 개발계획 (1984) / 우성건설
포항제철 주택단지 마스터플랜 (1986) / 포항제철
자원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1988) / 한국토지개발공사
포항제철 광양 주택단지 마스터플랜 (1989) / 포항제철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 기본구상 (1996) / 한국토지개발공사
공동주택 차별화를 통한 외부환경의 질적향상 연구 (2001) / 삼성물산

<문화유산>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 종합학술연구 (2007)
서삼릉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2004)

황기원(黃琪源) 교수 연보(年譜)

▶ 상훈
2001. 10. 서울대학교총장 표창
2011. 10. 서울대학교총장 표창
2013. 2. 옥조근정훈장

x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