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 한양조경 30주년 기념식

2006. 도시대학원 도시설계·경관생태조경학과 웹사이트 개설
www.ecola.co.kr

한양조경의 역사, 곧 대한민국 조경의 큰 줄기

2014.4.국내 최초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전공 개설
2014.4. 공학대학원 조경생태복원전공 웹사이트 개설
www.hela.co.kr

A Chronology of Hanyang Landscape Architecture History
2003.9.환경조경학 조경건설전공 → 도시공학과 조경학 전공(명칭 변경)
도시대학원 환경정보학과 →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명칭 변경)
1999.11.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환경조경정보학과 석사과정 신설
2003.12.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2007.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프로그램 시작
2004-2005.전국대학생 조경설계실기 경진대회
2000.3.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제1회 신입생 입학
2005.3.환경대학원 → 공학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조경·생태복원전공(명칭 변경)
2001.3.환경조경학 조경건설전공 전공주임 최막중 교수 취임
2006.12.도시대학원 도시설계조경학과 도시경관생태조경전공(명칭 변경)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ANYANG LANDSCAPE ARCHITECTURE 1981-201
1981.11.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설치인가
환경계획학과 4개전공/환경공학과 4개 전공

1996.10.환경과학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조경전공(명칭변경)
1997.한국 최초 도시대학원 설립 인가

1990.3.조경학 조경건설전공 전공주임 여홍구 교수 취임

1981.12.환경과학대학원 초대원장
유희준 교수 취임

1970

1970.2.

청와대
조경브리핑

오휘영 조경비서
담당관 임명

1970.12.
국내 최초 조경학과 신설
및 조경학회 창립

1996.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국내 최초 환경경영교육으로 인정

2012.4. 한국조경 40주년 / 한양조경 30주년 기념식 2016.2.공학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전공 결사 사수 운동 전개
* 기념식 1부 : 오휘영교수님 작품전시회(’12.4.4.~4.10)

* 기념식 2부 : 한조인의 밤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모금전달식(4.10)”
모교 발전기금 1억2천5백만원 / 오휘영 조경장학
기금 3천만원

2018.6.14.한양대 조경학 55년 기념 출판회 개최
한양조경 석·박사 동문 총 606명 입학

2018. 6. 14
조경학과 55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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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개설

1982.3. 환경계획학과 조경건설전공
전공주임 교수 취임

1988.3. 환경대학원 제2대원장 취임
1989.5. 제25차 IFLA 세계조경가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부회장으로 참석

1992.3. 조경학 조경건설전공
전공주임 교수 취임

1994.8. 환경대학원 제5대원장 취임

2002.3. 환경조경학고 조경건설전공
전공주임 교수 취임
2002.10. 조경의날 제정 및 한국조경30주년 기념식
오휘영 교수님 국무총리표창 수상

1998. 도시대학원 교수 취임
1998.11. 제33회 잡지의날 기념식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1992. 제29차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장

1999.12. 제1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공로상

1992 제29차 세계조경가협회 한국총회

1985. 한양대학교 조경동문회
‘한조회’ 발족 및 회칙 제정

원우회보’89~’00

1992. 국토개발기술사 조경
- 심장진(1982), 이유경(1987),
김부식(1998) 합격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
- 노송호(1993), 정종현(1995) 합격

1994. 국토개발기술사 조경
- 신용모(1985),
이세근(2000) 합격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
- 신용모(1985) 합격

2003.9. 환경조경학과 조경건설전공 전공주임 교수 취임
도시대학원 도시설계조경학과 학과장 취임

1995. 국토개발기술사 조경 1996. 국토개발기술사 조경 1997. 국토개발기술사 조경
- 임재홍(1986) 합격
- 구영일(1985),
- 하영빈(1989),
김윤곤(1987) 합격
노송호(1993),
조의섭(2005) 합격

1999. 조경기술사
- 허도행(1990) 합격
문화재식물보호기술사
- 노송호(1993) 합격

1998. ‘환경과조경’ 제1회 올해조경인
백인재(1987) 선정

2000. ‘환경과조경’ 제3회 올해조경인
최병권(1985), 김기성(1988) 선정
2001. ‘환경과조경’ 제4회 올해조경인
강호철(1982) 선정

한양스케이프’11~’18

2004. ‘환경과조경’ 제7회 올해조경인
성백진(1986), 임재홍(1988) 선정

2003. (사)한국조경학회 주관
‘제1회 자랑스러운 조경인 상’
이유경(1987), 윤성수(1984),
유의열(1988) 수상

(사)한국조경학회 주관
‘제2회 자랑스러운 조경인 상’
김기성(1988), 권오병(1996) 수상

2006. ‘환경과조경’ 제9회 올해조경인
조의섭(2005) 선정

- ‘도시재생 시대의 정원’ 기조강연

2011.3. 도시대학원 제9대원장 취임(’11~’12 대학원 최우수 경영 수상)
공학대학원 조경생태복원 전공주임 교수 취임

2009. 9.5
대회장/기조발제 2010.10. ‘21세기 녹색주도의 국토도시재생을 위한 조경과 어바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
IFLA-APR Congress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파크바니즘 : 21세기 공원도시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 도시전략
2014.9.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발기인 대표
2010.12.
‘환경과조경’
제13회
올해조경인(학술분야)
선정
- ‘정원생활화의 길’ 기조강연
2008.11. 도시학술제 논문발표
-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2012. (사)한국조경사회 고문
2014.12. 제11회 조경기술세미나
2016.10. 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 ‘조경부흥전쟁의 시작’ 기조강연
창립 및 초대 회장 취임
2008. ‘환경과조경’ 제11회 올해조경인
2009. ‘환경과조경’ 제12회 올해조경인 2011. (사)한국조경학회 주관

2009. 3.23.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취임

조세환 교수님

오휘영 조직위원장 환송사

1990. 국토개발기술사(조경)
- 백인제(1987) 합격

- A Convergence of Urban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2003.3. 오휘영 교수님 정년 퇴임식
1999.2. 국립공원협회 제10대 회장 취임

오휘영 교수님

2009.3.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취임 2011.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2013.9.‘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 협의회 의장 위촉
2018.8.31 조세환 전공주임 교수 정년퇴임
대통령 표창
(사)한국조경학회
고문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취임
2013.10.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제8회 자랑스러운 조경인 상’ 수상
2009.5. 인천 IFLA_APR 대회장 취임
2015.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고문
2016.1.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기조강연
2009.5. ‘한국조경의 정체성과 비전’ 학술심포지엄 발제

이유경(1987) 선정

이창환(1983) 선정

(사)한국조경학회 주관
2007.11. 한양대학교 중용연구실 창립20주년 기념식
‘제3회 자랑스러운 조경인 상’
유길종(1985) 수상
2006.12. 동문 등산 동호회 ‘한뫼회’ 결성 및 발족

‘제8회 자랑스러운 조경인 상’
김부식(1998) 수상

2010. (사)한국조경학회 주관
‘제7회 자랑스러운 조경인 상’
심창진(1982), 김요섭(2008) 수상

2018. 10. 25 제3대 조경학 전공주임

김건우 교수 채용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