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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를 열면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정원문화의 확산과 

대중화, 생활화를 앞당기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원은 개인이 휴식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

상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토지이용패턴으로 볼 때, 개인이 정원을 만들 수 있

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도시공간

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

실에서 도시공간에 정원을 도입하여 공공이 향유할 수 있는 공

공정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을 앞두고 미집행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마련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때 2개 이상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

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도시공원의 조성과 더불어 도시정원의 조성을 위한 법적 기

반을 만들 수 있다면 도시에서의 녹색공간이 확충되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

은 물론 도시의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도시의 품격도 높이는 일거다득의 효과

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기조발제

자는 물론 주제를 발표하실 분과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진지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발제를 해주실 독일의 Manfred Köhler 교수님과 일본의 

코시미즈 이사장님께 이러한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주제발제자와 토론

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해주신 산림청의 김재현 청장님과 (사)한

국정원디자인학회의 홍광표 회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





개  회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멀리서 오

시는 동안 옷깃을 여미었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후덕 국회의원님과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홍광표 회장

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님, 

기조강연을 위해 독일에서 오신 맨프래드 쾰러(Manfred Kӧhler) 교

수님과 일본에서 오신 코시미즈 하지메(Koshimizu Hajime) 이사장

님,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를 모시고「정원, 도시에서 꽃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심포지엄은 도시정원의 조성

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요즘 사회적 패러다임을 논할 때 정원을 

빼 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만큼 정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정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정원이 국

민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특히, 도시정원은 미세먼지와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이외에도 도시민이 잠시 쉴 

수 있고 이웃과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 주는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 층 더 구체화시키고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만들어 지난달 15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

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서 꽃피게 되고 그 문화가 정착되어 산업화

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청년·시민정원사, 정원해설사 등 정원전문가의 

양성과 정원소재의 재배·생산 등 정원분야를 사람중심의 생산성 높은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잘 추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사항과 제언들을 바탕으로 정원문화가 국민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산림청장 김재현





인사말씀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의원께서 

주최하시고, 산림청과 저희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주관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원은 개인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공공을 위한 정원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그러한 도시정원은 도시공원이 갖지 못했던 디테일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갖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에 대한 논의는 개론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원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정원의 조성과 그것의 작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담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도시민들을 위한 정원은 도시의 

얼개 속에서 건축과 어떻게 상관하여야 하고, 도로와 어떻게 접속되어야 하는지 그

리고 각종 도시계획시설과의 조합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정원의 조성과 작동현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감성과 정서라는 아나로그적 공간을 제

공하여 더 넓은 범위의 연결성과 더 빠른 속도(velocity)로부터 충격에서 벗어나 인간

이 가지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렇듯 도시정원이 

가지는 효용가치는 단순히 도시에 녹지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상의 공간을 창조한다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에는 독일의 Manfred Köhler Neubrandenburg 교수님과 일본의 

코시미즈 일본 도시녹화기구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기조발제를 해주십니다. 도시

정원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진 두 분을 초청하여 훌륭한 지견을 듣게 된 것

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제발제를 해주실 권진욱교수님, 진혜영연구관

님, 박은영교수님, 이혁재소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토론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여러분

들과 청중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 홍광표





행 사 일 정

1부

13:00 – 13:30 참가등록

13:30 – 14:0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 김재현 산림청장

▪ 환영사 : 윤후덕 국회의원

▪ 귀빈소개

기념촬영 및 자리정돈

2부

14:00 – 15:00 기조발제

1. 도시옥상정원, 전략적 인프라로써 도시정원의 생태적 영향

   유럽도시의 자연친화적 빌딩/녹색건축물

  Manfred Kӧehle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 Neubrandenburg

2. 도시의 녹지(정원, 공원, 삼림)의 조성수법

  都市の緑（Garden, Park, Forest）の造成手法

  輿水 肇 Koshimizu Hajime

  ▗公益財団法人　都市緑化機構　理事長

15:00 – 15:20 휴식(Tea Time)

3부

15:20 – 16:40 발제

1. 도시재생과 정원의 작동

  권진욱▗영남대학교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교수

2. 도시에 조성되는 정원의 식물소재와 식재양상

  진혜영▗국립수목원 연구관

3. 최근에 개최된 정원박람회의 정원조성경향

  박은영▗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4. 공공주택단지에 조성되는 정원의 조성작법

  이혁재•홍광표▗태양환경연구소 소장•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6:40 – 17:00 휴식(Tea Time)

4부

17:00 – 18:00 종합토론

▪ 좌장   조세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토론자   서주환▗경희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오충현▗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상익▗산림청 산림보호과장

  최희숙▗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부장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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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oof Garden

Ecological effects of ueban gardens as an infrastructure strategy

Construction with nature on buildings in European cities

02 輿水 肇 Koshimizu Haj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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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01

基調發題

Keynote Speech

도시옥상정원,

전략적 인프라로써 도시정원의 생태적 

영향

 유럽도시의 자연친화적 

빌딩/녹색건축물

만프래드 쾰러 ▗ Manfred Kӧehle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 Neubrandenburg

1. Origin: 뉴브란덴브르그의 그린루프센터, FBB, FLL, 

EFB, WGIN 소개 

1.1 그린루프센터, 노이브란덴부르크의 주된 토픽:

- 옥상녹화(Roof vegetation): 1999년부터 대학교 빌

딩 옥상에서 진행된 장기실험 및 베를린의 테스트

필드(1980년대부터)

- 리빙월(Living walls): 2011년부터 다양한 회사들의 

상품군 테스트 진행

- 실내녹화(Indoor greening): 식물생장에 대한 테스

트 진행

1.2 WGIN 네트워크: 

- Homepage홈페이지: 

  http://www.worldgreenroof.org/

- Facebook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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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worldgreen/

- www.wgicbengaluru.com : 2018년 6월 4일~6일

- WGIN - 분기별: 5000명의 구독자

- 그린인프라 분야의 국가단체 및 기업들 간의 네트

워크

- 본사: 토론토, 스티븐 펙 (Treasurer), 

- 대표: 맨프레드 쾰러교수, 독일

2. 도시공간의 재사용 및 개조

2.1 유럽 도시내에서의 재활용:

  예: 철도공간, 베를린 사례조사, 1953, 1989, 2015 

년도의 사진을 참고로 

2.2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원으로 전환:

   인터넷에서 검색가능 Gleisdreieck/Südgelände

- Urban nature의 결합/조화에 관한 “Natura urbana”

필름 감상 가능.  

- 링크참조: 

http://www.berlin.de/senuvk/natur_gruen/naturschu

tz/veranstaltungen/de/bahnbrechende-natur

2.3 기존공항을 재사용

- Tempelhof(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슷한 300ha 면

적), - Adlershof, - Gatow, 

  도시 자연을 조합한 새로운 도시 공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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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G)에서 녹색인프라(GI)로

   예. 옥상-벽면-인도어-그린

3.1 그린인프라: 옥상(Roofs) – 벽면(Facades) – 실내

(Indoor) :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

From Koehler et al. 2012: Bauwerksbegrünungen

3.2 옥상(Roofs)-벽면(Facades)-실내(Indoor) :

    더 많은 생물다양성, 녹색건물 프로젝트로 인한 

도시 내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는 예

3.3 리빙월(벽면녹화)의 수명(온대기후)

- 짧은 전시기간(1년)

- 1-5년간의 중간 전시기간 

- 장기전시(45 년이상) 덩굴식물에 적합, 리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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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장 긴 기간은 20년

- 재건축 주기는?

3.4 생태적 혜택: 

  조건(Criteria) / 계산(Calculation)

  ① 종 풍부도 / 최소1종

  ② 서식지 품질 / 알파, 베타, 생물다양성

  ③ 수분보유량 / 연간강수량

(Liter/m² x Jahr oder% of annual rain)

  ④ 먼지감소 / in gr/m² oder concentration value

  ⑤ 이산화탄소 고정 / 기후변화

  ⑥ 차단수치 / u-value

  ⑦ 냉각효과 / 증발산

3.5 정원, 디자인품질

   수직 녹화 프로젝트에 대해 논할 때, 보증 가능한 

유지 보수 레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유

지보수 고, 중, 저품질의 예를 통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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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리빙월 

  - 다수의 조건들의 통합적 예를 설명할 것임. 

4. 유럽커뮤니티의 NBS 와 GI

  앞에서 언급한 EU의 사례를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27개국 EU회원국에서 그린인프

라를 강조하고 있음.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ecosystem

s/index_en.htm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ecosystem

s/strategy/index_en.htm

- 데이터포털 : Oppla등 https://www.oppla.eu/

- 다양한 정보의 요약 등을 포함한 시각화된 정보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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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린 캐피탈 녹지도시-선두주자-후발도시

5.1 녹지도시(Green Capitals)

  유럽 내 “녹지도시(그린캐피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2010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첫 우승 

도시는 스톡홀름이며, 2017년 수상 도시는 독일의 

에센이다. 

  이 프로그램은 녹색도시 선두주자들과 그들의 다양

한 녹지화 노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임. 

http://ec.europa.eu/environment/europeangreenca

pital/

6. 가이드라인 및 규범의 필요

  독일에서는1978년 이후로  FLL-가이드라인이 있음. 

  처음 제정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벽면 녹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곧 완성단계.  

7. 교훈 – 현재의 예제로부터

  드디어, 베를린에서 첫 에코 주택프로젝트의 성공

을 가늠할 설문조사가 있었고 결과가 도출됨. 

BUGA(연방가든전시 1985)의 일환으로, 4명의 건축

사를 초청하여 에코주택: 공간절감, 에너지절감, 녹

지, 영속농업(퍼머컬쳐)의 한 형태로써의 결합된 도

시 가드닝을 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에코 주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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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들의 주인들의 만족도는? 2015년 설문조사

를 통하여 미래녹지 주택프로젝트를 위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8. 미래비전-다음은?

8.1 BGL-landscaping association

  미래 트렌드를 주도하는 조경회사 정보: 

  BGL; Landscaping association, 독일

  - 종업원수114.000 

  - 현재진행중인 좋은 개발사례

  - 750억 유로의 매출과 2016년 4.7%의 성장

  - 고객의 60%는개인고객

  - Source:

https://www.galabau.de/pressemitteilungen-detail

s.aspx?newsid=15219

비전: 모든빌딩을 cubic---column---pyramide 형태의 

녹지로 전환

결론: 독일내 전환 전략

  생물 다양성과 그린인프라의 통합, 도시자연(Urban 

Nature)을 위한 백서

  http://www.bmub.bund.de/…/gruen-in-der-stadt-

fuer-eine-l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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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재 논문

2004: Köhler M: Ecological green roofs in Germany.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제7권 4호(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Revegetation Technology. Vol 7, No 4), 29: 

August 2004, 8 – 16. ISBN 122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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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01

基調發題

Keynote Speech

Urban Roof Garden,

Ecological effects of urban gardens 

as an infrastructure strategy

 Construction with nature on 

buildings  in European cities

Manfred Kӧehle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 Neubrandenburg

1. Origin: Green roof center Neubrandenburg, FBB, 

FLL, EFB, WGIN

1.1 Green roof Center, Neubrandenburg, our topics: 

- Roof vegetation: long time survey, since 1999 on 

top of the University building, and some further 

test fields in Berlin (since the 1980th).

- Living walls: Testing different products of 

companies since 2011 

- Indoor greening, Test installation about plant 

performance.

1.2 The WGIN network: 

- Homepage: http://www.worldgreenroof.org/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world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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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gicbengaluru.com 4th to 6th of June 2018

- WGIN – quarterly: about 5000 recipients

- Network between related national association 

and individual corporate members in the field of 

Green infrastructure.

- Office: in Toronto, Steven Peck (Treasurer), 

- President: Prof. Dr. Manfred Köhler, Germany,  

2. Reuse and transforming urban spaces 

2.1 Re-use in European cities:

   e.g.Railway areas, the case study Berlin, with 

some images of the years: 1953, 1989, 2015, 

2.2 Transformation into a new type of City park:

   you find more in the web about  Gleisdreieck / 

Südgelände 

- There is a film documentation of the 

incorporated urban nature, called “Natura 

urbana” link: 

http://www.berlin.de/senuvk/natur_gruen/naturschu

tz/veranstaltungen/de/bahnbrechende-natur

2.3 Re-use former airports

- Tempelhof  (300 ha similar to Central Park NYC),  

- Adlershof, - Gatow, 

  A new type of urban parks with the 

incorporation of urb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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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eenery „G“ become Green Infrastructure „GI“ 

e.g. Roof– Facade– Indoor- Green

3.1 Green Infrastructure: Roofs – Facades – Indoor: 

   A tool box for new housing projects: 

From Koehler et al. 2012: Bauwerksbegrünungen

3.2 Roofs – Facades – Indoor:

   more Biodiversity, some examples how to 

incorporate more urban biodiversity into 

greening building projects.

3.3 Life span of Living walls (in temperate climate)

- Short (1Year) Exhibitions

- Mid time 1-5 years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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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time lasting (45 and more years) easy for 

climber, Living wall: longest experiences now 20 

years

- What about reconstruction intervals? 

3.4 Eco – benefits: 

   Criteria / Calculation 

① Species richness / Minimum 1 species

② Habitat Quality / Alpha-, Beta – Biodiversity

③ Water retention capacity 

   / Liter/ m² x Jahr oder % of annual rain     

④ Dust reduction 

   / in gr/m² oder concentration value

⑤ CO2-fixation / Climate camber 

⑥ Insulation value / u-value 

⑦ Cooling capacity 

   / Evaporation cooling in KJo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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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arden-, design quality  

  Talking about vertical greening project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maintenance level you 

can Guarantee: some examples of low, medium, 

and high maintenance quality will be given. 

3.6 Living walls

- multi criterial connection as one example, it will 

be explained in the lecture.

4. NBS and GI in the European Community

  It follows an introduction, who on the level of 

the EU at the moment Green infrastructure is 

highlighted within the 27 member states –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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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ecosystems/i

ndex_en.htm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ecosystems/s

trategy/index_en.htm

- Big data portals: like Oppla          

https://www.oppla.eu/ 

- Infographics with an overview of various 

information.

5. Green Capitals – Front runner – Follower Cities

  It will be given an explanation about the 

programe of “Green capitals” in Europe. This 

exist since 2010, first winner was Stockholm, the 

Green capital of this year 2017 is Essen, 

Germany.

  This is a way to promote the front runner cities 

and their greening actions.

http://ec.europa.eu/environment/europeangreencapit

al/

6. The Need on Guidelines and Norms 

  In Germany, there exits since 1978 the FLL- 

guideline structure. The green roof guidelin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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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in this library. The new one for green 

facades will be available soon (Yellow press 

stage).

7. Lessons learned – existing examples

  Finally some survey about the success of one of 

the first Eco housing projects in Berlin and the 

results of a survey. As a contribution to the 

BUGA (Federal garden exhibition 1985) four 

architects were invited to build, what they 

understood as eco house: space saving, energy 

saving, greenery, integrated urban gardening in 

the type of Permaculture.

  These houses should be “low cost”, affordable.

  How happy are the owner of these buildings? A 

survey done in 2015 allows some conclusions for 

future green housing projects.

8. BGL-landscaping association, 

  Finally some landscaping contractor information 

as future trends: 

  BGL; Landscaping association, Germany : 114.000 

employees, 

  Tendence of good developement: ongoing. 

  7,5 Milliarden Euro plus 4,7% in 2016 

  60% private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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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www.galabau.de/pressemitteilungen-details.

aspx?newsid=15219 

Vision: Transforming all buildings by greenery, the 

type of   …Cubic ---- Column ---- Pyramide form 

Conclusion: Transforming strategy in Germany: 

Integration of Biodiversity and Green infrastructure, 

the „White book“ for urban nature.

http://www.bmub.bund.de/…/gruen-in-der-stadt-fuer-

eine-leb…/

My only publication in Korean language: 

2004: Köhler M: Ecological green roofs in German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Revegetation 

Technology. Vol 7, No 4, 29: August 

2004, 8 – 16. ISBN 122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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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02

基調發題

Keynote Speech

도시의 녹지(정원, 공원, 삼림)의 

조성수법

코시미즈 하지메 ▗ Koshimizu Hajime

공익재단법인 도시녹화기구 이사장

1. 도시녹화의 진행과 녹화의 경위

1950년대는, 도시에의 산업의 집중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의 

환경악화, 무질서한 택지개발에 의해 삼림의 파괴가 

문제가 되어,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녹지로 

완화해보려는 시책이 시도되었다. 성목을 이용한 

기능식재 또는 묘목의 밀식에 의한 자연재생형의 

녹화가 실시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도시에의 각 기능과 인구집중

은 계속되어, 택지조성이 도시근교에서 더욱 활발해

졌다.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역사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고도에서는 “고도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의 보

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6년에, 대도시에서는 

“수도권 근교녹지 보전법”이 1966년에 제정되었다. 

녹지보전지구가 마련된 도시 근교림의 개발을 억제

하는 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강제력은 약하고, 

녹지의 보전과 창출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4 ▪

1970년대의 필적할 만한 사항은, “도시공원 등 정비

긴급조치법”이 1972년에 공포되어, 도시공원 등 정비 

5개년계획이 책정되고, 1인당 공원면적을 4.2m2을 

실현하라는 목표아래, 전구에서 도시공원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1977년에는 건설성 도시국장으로부

터 각 지자체장에게 통달한 “녹지마스터플랜책정의 

추진에 대해서”에 의해 시가지화 구역면적에 대하여 

총량으로 30%이상의 녹지를 확보할 것, 도시계획 구

역 내 인구에 대하여 1인당 20m2의 도시공원을 정

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실행되었다. 

1980년대가 되면 “녹지의 날”이 국민의 휴일로 제정

되어, 1990년에는 “국제 꽃과 녹지의 박람회”가 개최

되어, 경제우선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2천3백만인 

이라는 예상을 깨는 입장자가 방문하여, 가드닝의 시

대, 남성중심의 도시녹지에서 여성에 의해 일상 생활 

속 꽃가꾸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의 도

시녹지보전법의 개정에 의해 “녹지기본계획”제도가 

창설되어, 시가지에 있어서의 녹지의 보전과 창출에 

관한 매5년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계획세우기가 전

국의 도시에서 실행되었다. 이 법률은 2004년에 “도

시녹지법”으로 개정된다. 그리고 “도시공원법”도 개정

되어, 대여한 토지나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의한 

효율적인 도시공원정비의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이때부터 도시의 녹화는 나라의 시책으로 실행되

는 것과 동시에 각 지방공공단체가 각시의 상황에 맞

추어 독자의 녹화시책을 전개해 나가는 지방 활성화

의 시대로 변환되었다. 

동경도는 “녹지기본계획”에서 녹지의 정비목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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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으로, 보다 리얼리티가 있

는 녹지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

연의 보호와 회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과 

함께 대지면적에 대하여 20%이상의 녹화를 의무화하

고, 대지만이 아닌 옥상등의 건축공간에도 그 대상을 

넓혀, 옥상녹화를 일반적인 녹지로써 인지하는 계획

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것이 전국의 공공

단체로 확산되어, 민유지의 녹화조성이 건축공간, 즉 

옥상과 벽면으로 확산된 계기인 것이다. 

2000년대 이후는, “녹지기본계획”의 책정이 전국적

으로 진행되어, 개발허가와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하

여 부동산가치의 향상을 제시하면서 “민유지의 녹화

를 유도하는 시책”과, “녹화지역제도”, “풍치지구 제

도”등에 의해 민유지의 녹지를 보전하는 시책과, 도

시공원을 확실하게 늘려나가는 시책 등이 하나씩 실

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나라와 지방의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어, 공원 

정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감소하게 된다. 인구감

소, 고령화, 출산부족의 시대가 되어, 종래의 행정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시민과 민간주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국민, 시민의 관

심은 대규모지진, 기후변동에 의한 재해대책으로 바

뀌었고, 도시의 녹지에 대해서도 안전한 피난지로의 

기능, 구원활동, 물자의 집적, 운송에 관한 시설로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글로벌한 환경문제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보

전, 환경교육의 장소로서의 녹지의 역할에도 주목도

가 높아져, 동식물과의 접촉체험의 장소, 향토종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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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종, 에콜로지컬 네트워크의 의미와 녹지의 온실효

과가스의 흡수효과, 녹화에 의한 열섬효과 억제 등이 

학교교육의 테마가 되었다. 

2. 주목할만한 녹화사례(2014년~2016년에 조성된 것)

2.1 대일본인쇄 이치가야 공장

공장의 기능갱신(교체)에 맞추어 인쇄공장의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업무기능을 집약하고 사무공간을 

고도 이용함으로써 열린 공간을 만들었다. 거기에 주

변주택지와 조화하는 녹지(이치 가야의 삼림)를 창출

한 계획. 공장의 한 지구는 도쿄도 신쥬쿠 도시마스

터 플랜에서 도시형 산업과 거주기능이 공존하는 재

개발 촉진지역이다. 건물사이의 녹지와 삼림을 연속

적으로 배치하고 2개의 제공공원(기업이 만든 부지내

의 녹지를 공원으로 신주쿠에 양보한 것)을 주변도로

부터 영내를 통과할 수 있는 관통통로와 광장형 공터 

등과 연계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의 밀집환경을 개선

한 설계이다. 2만㎡의 이 삼림은 이치가야에서 도쿄

의 서쪽에 이어 무사시노대지에 과거 존재했던 참나

무, 졸참나무의 이차 숲과 또 그 이전의 가시나무·느

티나무 숲이라는 자연식생의 재생을 목표로 한 식재

설계이다. 이 녹지는 사무실의 기능 향상, 대기정화, 

기온 상승의 억제 등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라는 지

역적 차원의 환경창조를 꾀한다는 목적을 사실감 있

게 실행하는 만큼, 수분과 풍부한 녹색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를 좋은 환경자산으로서 차세대에게 계

승되어나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지하공장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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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 빛을 도입할 수 있는 통층 구조공간을 설계

하여, 지하공간의 쾌적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비로는 자사가 만든 양면 집광의 태양광발전 패

널을 설치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을 도모하였

다.

삼림은 지하공장시설 위에 만들어진 인공지반의 녹

지이다. 숲의 조성에 필요한 식물기반의 두께를 확보

하는 한편, 지하구조물의 과중부담을 최소화하기 때

문에 인상재를 이용하고 있다. 임내의 보행로 아래에 

포장이나 사람의 중량을 지탱하는 강도와 수목뿌리

가 신장할 수 있는 다공질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숲

의 경사면에는 빗물의 침투를 촉진하고 빗물로 표면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한 섶을 이용한 장치를 계단식

으로 설치하였다. 숲속의 건전한 생육과 충실함을 도

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학교에서 낙엽을 모아 그것을 

깔거나 나무의 씨앗을 모은 발아시킨 포트묘에 의한 

보식작업은 초등학생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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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개도

그림 3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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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이노빌딩의 전정

히비야 공원에 접한 입지를 살려, 보행자네트워크기

능을 중시한 원로의 설계. 정원림을 목적으로 한 수

종구성과 재래종을 이용한 지피식재, 공원과 정원의 

중간을 인상되게 하는 디자인은, 공개공지의 설계에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다. 아주 섬세하고 정성

있는 녹지의 설계는, 오피스빌딩이기는 하지만, 역사

가 있는 이이노홀이라는 다목적홀의 존재감을 계승

하는 것도 성공하였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LEED-CI의 

플래티늄인증을 시작으로 복수의 환경인증을 취득하

였다. 

그림 4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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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평면배치

2.3 오오테마치의 모리(삼림)

"도시를 재생하면서 자연을 재생하는"이라는 개발 

컨셉 아래 교목의 수목군에 의한 식재로 조성된 녹색

이다. 고층고밀개발이 진행된 사무공간으로 야성을 

가진 자연을 느끼게 하는 녹색의 경관을 공공공간으

로 정비하였다. 도쿄 근교의 수림지 실측조사에서 나

무간 경쟁과 공존의 모습을 실물대에서 유래한 "나무

의 다양한 밀도", "여러 세대에 걸친 나무들", "상록

과 낙엽의 혼합"의 세 개의 교목의 육성계획을 이끌

어 냈다. 녹음이 조성되는 곳이 인공 지반의 상부이

기 때문에 식재공사의 3년전부터 조경 시공사의 수

목 밭에서 가상의 인공지반을 만들고 설계도에 나타

낸 수목군의 유닛을 실물로 만들어 나무의 육성상황

을 검증했다. 이를 프리포레스트공법이라 이름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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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정된 상태로 된 단계에서 그대로 이전한다는 기

법을 제안하고 채용됐다. 

그림 6 완성된 모습

그림 7 프리포레스트 개념도

수종은 이미 오늘의 대지에서 저지대의 경계에 존재

하던 북가시나무 숲의 식생을 바탕으로 그 임분 구성

을 배식의 기조로 한. 앞면 층에는 철쭉류, 수국류의 

관목 꽃나무와 자금우, 훗키꽃 등의 피복율이 높은 



42 ▪

목본성 식물과 초본지피을 밀식하고 경관향상과 비

바람에 대한 지표면보호 기능이 발휘되도록 했다. 재

배지의 경계부를 높이2m의 강화 유리로 감싸고 수목

군의내부를 평온하고 바람의 영향이 적은 차분한 환

경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사람에게 쾌적하고 생물

에게도 안정된 환경이 준공 후 2,3년에서 곤충과 새

의 종수가 많은 생물상이 재현됐다. 이 지역의 생태

계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것을 상정한 계획도 실현

되고 있다.

3. 앞으로의 도시녹화시책

2008년을 정점(1억3천만명)으로 인구 감소사회로 변

화하였다. 또 인구 구성도 노인이 25%나 되어, 도시

의 구조를 지금까지의 연장선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났다. 지방 도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보

다 현저하고 지방을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과

제가 되었다. 사회자본 정비는 끝을 고하고, 도시 공

원정비도 1995년 최고치(1조3천억엔)의 사 분의 일로 

변하고 안전과 시민참여를 고려하는 관리, 사회 자본

으로서 공원관리에 임할 필요가 커졌다. 도시 녹지는 

양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시대에서 공원의 리모델링

을 통한 긴 수명을 찾는 시대로 바뀌었다. 사회의 성

숙화와 시민의 가치관의 다양화, 도시 인프라의 안정

된 정비를 배경으로, 지속 가능하고 매력있는 괜찮은 

도시의 형성, 개성과 활력있는 도시 만들기의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오픈스페이스의방식이 요구되며 오픈스페이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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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중시하는 스테이

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가 늦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녹지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소

방지대가 되는 공터의 녹화, 피난지나 방재 거점이 

되는 공원의 확보이다. 또 도시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고 매력 있는 새로운 녹색공간이 된 녹화기술의 개

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식생회

복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 가스의 흡수량을 국제적 기

준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유엔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

에 보고하게 되는데, 보전계 녹지에 관한 산정 방법

의 확립과 산정의 정밀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 시

민 차원에서 유엔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목표인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녹지에 대한 몰두의 구체적 

목표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확산 되었다. 녹

색은 녹색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

의보다 광범위한 분야에도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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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02

基調發題

Keynote Speech

都市の緑(Garden, Park, Forest) 

の造成手法

輿水　肇 ▗ Koshimizu Hajime

公益財団法人　都市緑化機構　理事長

1. 都市化の進行と緑化の経緯

1950年代は、都市への産業の集中により人口が増加

し、大気汚染、水質汚濁、騒音振動などの環境悪化、

無秩序な宅地開発による森林の破壊が問題となり、そ

れらを少しでも緑で緩和しようという施策がとられた

。成木を用いた機能植栽あるいは苗木の密植による自

然再生型の緑化が行われた。

1960年代にはいっても都市への諸機能と人口集中は

続き、宅地造成が都市近郊でますます盛んになった。

緑を保全するため、歴史的な景観を保つ古都にたいし

ては「古都における歴史的風土の保存に関する特別措

置法」1966年、大都市では「首都圏近郊緑地保全法」19

66年が制定された。緑地保全地区が設けられ都市近郊

林の開発を抑制する政策がとられた。しかし強制力に

乏しく、緑地の保全や創出が効果的に行われたとは言

えない状況であった。

1970年代の特筆すべき事項は、都市公園等整備緊急

措置法1972年が公布され、都市公園等整備5箇年計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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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策定され、一人当たり公園面積を約4.2㎡を実現する

という目標のもと、全国で都市公園の整備がすすめら

れたことであった。1977年には建設省都市局長から都

道府県知事あてに通達した「緑のマスタープラン策定

の推進について」により、市街化区域面積にたいして

総量で30％以上の緑地を確保すること、都市計画区域

内人口に対して一人当たり20㎡の都市公園を整備する

ことが目標として打ち出された。

1980年代に入り、第1回全国都市緑化フェア1983年

に大阪市で開かれ、緑ゆたかなまちづくりに向けて市

民の緑化に関する意識の高揚と知識の普及をはかるイ

ベントが毎年開か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金融市場

を主導とする経済環境の乱高下により、都市の計画的

な土地利用や、道路、公園などの都市社会資本の整備

は、経済条件の変化により秩序だって行われるという

状況が失われていった。

1989年になると「みどりの日」が国民の祝日として制

定され、1990年には「国際花と緑の博覧会」が開催され

、経済優先の時代という思いに反し2千3百万人という

予想を超える入場者があり、ガーデニング時代、男中

心の都市緑化から、女性による日常生活における花の

まちづくりへのきっかけとなった。1995年の都市緑地

保全法の改正により、「緑の基本計画」制度が創設され

、市街地における緑の保全と創出に関する毎5年後を

目指した総合的な計画づくりが全国の都市で始まった

。この法律は2004年に都市緑地法と改められることに

なる。さらにそこでは、都市公園法も改正され、借地

や土地の立体的な利用による効率的な都市公園整備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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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進などが盛り込まれた。このころから、都市の緑化

は国の施策として行うと同時に、かく地方公共団体が

各市の状況に応じて独自に緑化の施策を展開するとい

う地方活性化の時代へと移っていった。

東京都はその緑の基本計画で、緑の整備目標が仮想

のものではないかとの認識から、よりリアリティのあ

る緑の創出を目指すべきだと考え、自然の保護と回復

に関する条例を改正し、開発に伴う敷地面積に対し20

％以上の緑化の義務を、大地だけにとどまらず、屋上

などの建築空間にも広げ、屋上緑化をパブリックな緑

として認知する計画へと政策の方向を転換した。これ

が全国の公共団体へ広がり、民有地の緑化助成が建築

空間、すなわち屋上や壁面へと広がるきっかけとなっ

た。

200年以降は、緑の基本計画の策定が全国で進み、

開発許可や事業者との協定を通して不動産価値の向上

を示しつつ、民有地の緑化を誘導する施策や、緑化地

域制度や風致地区制度などによる民有地の緑を保全す

る施策や、都市公園を確実に増やしてゆく施策などが

徐々に実行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

国や地方の財政状況が厳しくなり、公園整備事業費

や維持管理費が減少していった。人口減少、少子高齢

化の時代に入り、従来行政が提供していたサービスを

、市民や民間主体で提供するという考えが芽生えて来

た。国民、市民の関心は、大規模地震、気候変動にと

もなう災害対策へと移り、都市の緑地に対しても、安

全な避難地としての機能、救援活動、物資の集積、輸

送に関する施設の整備がすすめ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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グローバルな環境問題への関心の高まりから、環境

保全、環境教育の場としての緑の役割にも注目が集ま

り、動植物との接触体験の場、郷土種と外来種、エコ

ロジカルネットワークの意味や、緑地の温室効果ガス

の吸収効果、緑化によるヒートアイランド抑制などが

学校教育のテーマにもなってきた。

2. 注目される緑化事例 

  (2014年から2016年に造成されたもの)

2.1 大日本印刷市ヶ谷工場

工場の機能更新（建て替え）にあわせて印刷工場の

機能を地下に配置し、業務機能を集約し、事務空間を

高度利用することによりオープンスペースを生み出し

た。そこに周辺住宅地と調和するみどり（市ヶ谷のも

り）を創出した計画。工場のある地区は、東京都新宿

都市マスタープランで、都市型産業と居住機能が共存

する再開発促進地区とされている。建物間の緑ともり

とを連続させ、さらに２つの提供公園（企業が造った

敷地内の緑地を公園として新宿区にゆずったものを、

周辺道路から敷地内を通り抜けられる貫通通路と広場

状空地などと関連付けることで、周辺地域の密集環境

を改善した設計となっている。２万㎡のこのもりは、

市ヶ谷から東京の西方に続く武蔵野台地にかつて存在

していたクヌギ・コナラの二次林やさらにそれ以前の

シラカシ・ケヤキ林という自然植生の再生をめざした

植栽設計となっている。この緑は、オフィスの機能向

上、大気浄化、気温上昇の抑制など周辺地域の環境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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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という、地域レベルの環境創造をはかるという目的

をリアリティのあるものにするほどの、うるおいと豊

かな緑景観をもたらしている。これを良質な環境資産

として次世代へ受け継がれていくことが期待されてい

る。地下の工場空間へは自然光を導入できる吹き抜け

空間を設計し、地下空間の快適性の向上を目指してい

る。この装備には自社製の両面集光の太陽光発電パネ

ルをとりつけ、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活用をはかった

。

もりは、地下の工場施設の上に造られた、人工地盤

の緑である。森の造成に必要な植栽基盤の厚さを確保

する一方、地下構造物への過重負担を最小限にとどめ

るため、かさ上げ材を用いている。林内の歩行路の下

は、舗装や人の重量を支える強度と、樹木の根が伸長

できるポーラスな材料で構成されている。森の傾斜面

には、雨水の浸透を促進し、雨水による表面土壌の流

亡を防ぐための粗朶（そだ）を用いた装置を階段状に

設置した。もりの健全な生育と充実を図るため、周辺

の学校から落ち葉を集めそれを敷きならしたり、樹木

の種を集め発芽させたポット苗による補植する作業を

小学生の参加によって行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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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１．完成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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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計画図

図2．全開図

2.2 イイノビルの前庭

日比谷公園に面した立地を活かし、歩行者ネットワ

ーク機能を重視した園路の設計。庭園林を目指した樹

種 構 成 と 、 在 来 種 を 多 用 し た 地 被 植 栽 。 P a r k 

とGardenの中間を印象つけるデザインは、公開空地の

緑の設計の新たなイメージ造りに成功している。きめ

細かい丁寧な緑の設計は、オフィスビルではある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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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あるイイノホールという多目的ホールの存在感を

継承することにも成功した。日本初のＬＥＥＤ－ＣＩ

のプラチナ認証をはじめ複数の環境認証を取得した

写真２．完成後

図3．平面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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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大手町の森

「都市を再生しながら自然を再生する」という開発コ

ンセプトのもとに高木の樹木群による植栽で造成され

た緑である。高層高密の開発が進んだオフィス街に野

性をあわせもつ自然を感じさせる緑の景観をパブリッ

クスペースとして整備した。東京近郊の樹林地の実測

調査から、樹木同士の競争と共存の姿を実物大でイメ

ージし、「樹木の多様な密度」「多世代にわたる木々」「

常緑と落葉の混交」の三つの高木育成計画を導き出し

た。緑が造成される場所が人工地盤上となることから

、植栽工事の3年前から造園施工会社の樹苗畑で仮の

人工地盤を造り、設計図にしめされた樹木群のユニッ

トを実物大でつくり、樹木の育成状況を検証した。こ

れをプレフォレスト工法と名付け、安定した状態にな

った段階でそのまま移設するという手法を提案し、採

用された。

写真3. 完成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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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4．プレフォレスト概念図

樹種は、とう今日の台地から低地の境界に存在して

いたアカガシ林の植生をもとに、その林分構成を配植

の基調とした。林床にはツツジ類、アジサイ類の低木

花木と、ヤブコウジやフッキソウなどの被覆率の高い

木本と草本地被を密植し、景観の向上と雨風に対する

地表面保護の機能が発揮されるようにした。植栽地の

外周部を高さ２ｍの強化ガラスで囲い、樹木群の内部

を静穏で風の影響のすくない落ち着いた環境を作り出

すことに成功し、人にとって快適でかつ生物にとって

も安定した環境となり、竣工後２，３年で昆虫や鳥の

種数の多い生物相が再現された。この地域の生態系ネ

ットワークの核となることを想定した計画も、実現し

つつある。

3. これからの都市緑化施策

2008年をピーク（1億3千万人）に人口減少社会へと

変化した。また人口構成も高齢者が25％となり、都市

の構造をこれまでの延長線ではとらえられない状況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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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まれてきた。地方都市でもこの状況は著しく、地方

をどのように創成するかが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る。

社会資本の整備は終わりをつげ、都市公園の整備費も

1995年のピーク時（1兆3千億円）の四分の一変わり、

安全と市民参画を考慮する管理、社社会資本としての

公園のマネジメントに取り組む必要が大きくなった。

都市緑地は量の拡大を目指す時代から公園の改修と長

寿命化を求める時代へと移った。社会の成熟化と市民

の価値観の多様化、都市インフラの安定した整備を背

景とし、持続可能で魅力ある高質な都市の形成、個性

と活力ある都市づくりの実現、市民の生活の質の向上

を目指すために有効なオープンスペースのありかたが

求められ、オープンスペースの機能を最大限に引き出

すことを重視するステージへと移行すべきであるとい

う意見が多くなっている。

　

しかしこれまで整備が遅れており、これからも必要

な緑は、大規模災害発生時に住民の安全を確保し、迅

速な救助活動への着手を可能とするため、延焼防止帯

となる空き地の緑化、避難地や防災拠点となる公園の

確保である。また都市環境改善に効果があり、かつ魅

力ある新たな緑空間となる緑化技術の開発が求められ

る。

　

またグローバルな環境問題に対応するため、植生回

復活動による温室効果ガスの吸収量を国際的基準に基

づき算定し国連気候変動枠組み条約事務局に報告する

ことになっているが、保全系緑地に関する算定方法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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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立と算定精度の向上にも取り組んでいる。さらに、

市民レベルでは国連が示す持続可能な目標SDGｓを達

成するための緑へのとりくみの具体的目標を明らかに

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認識も広がってきた。緑は緑を

専門とする分野や人々だけでなく、それ以外のより広

範な分野にも関心をもたれつつ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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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1

發題

Presentation

도시재생과 정원의 작동

권 진 욱▗Kwon, Jin Wook

영남대학교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교수

Yeungnam University

“유토피아를 포함하지 않은 세계지도는 쳐다볼 

가치조차 없다. 

유토피아는 인류가 언제나 도달하고 싶어 하는 단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1)

-오스카 와일드-

1. 디스토피아로부터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

하비(D. Harvey, 2001)는 ‘도시의 모습’과 ‘유토피아

의 모습’은 오랫동안 서로 뒤섞여 왔다는 인용과 함

께 유토피아들이 특이하게 도시적 형태로 묘사되었

으며, 하느님의 도시, 신의 도시, 영원한 도시 등과 

같이 ‘도시’라는 단어는 은유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문

화적 보편성을 전달하기도 한다.

도시와 연계하여 환경과 자연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상향에 대한 추구는, 물론 유토피아적 장르에 관하

1) A map of the world that does not include Utopia is not 

worth even glancing at, for it leaves out the one 

country at which humanity is always landing. (Oscar 

Wild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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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e Contemporaine, 1922 Broadacre city, 1932 High Rise of Homes, James 

Wines, 1981

여는 1516년 토마스 모어경의 습작과 그 이전 플라

톤, 호머의 ‘오딧세이’ 등에서 읽을 수도 있지만,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배경을 두며 그 맥락을 연계 지

을 수 있다. 

하워드(E. howard)는 모리스(W. morris)와 같은 사

상가와 유토피아 소설에 심취하여 도회성과 자연성

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를 구상하였는데, 1902년 

‘내일의 전원도시(Garden Cities of To-morrow)'를 출

간한 것이 한 예 가 될 것이며, 19세기 푸리에(F. C. 

Fourier), 오웬(R. Owen), 생시몽(C. Saint Simon)등과 

같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였던 개념적 

도시들과 라이트(F. L. Wright)와 르 코르뷔지에(C. J. 

Le Courbusier)의 1932년 ‘브로드에이커 시티

(Broadacre City)’ 그리고 1935년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가 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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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근대의 유토피아적 

사유들은 결국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세기 자본

주의의 발달과 노동자 혹은 빈민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박애주의(Philanthropism) 전

략으로 사회적 보조와 위생주의적 축이 근간을 이루

었기 때문이다(홍태영, 2010).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르 코르뷔지에의 ‘현대도

시(La ville contemporaine)’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가 제시한 유토피아적 사유는 사실상 대도시 인구과

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과 효율성에 중점을 인

간본질의 측면이 밀려난(임석재, 2008), 20세기 현실

적인 자본주의적 도시 구상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20세기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산업주의가 

현실 속에서 가능한 형태들을 실험해 보는 세기에 

불과하였으며, 때로는 유토피아적 실험에 그치거나 

아주 현실적인 적응 혹은 현실화된 정책(홍태영, 

2010)으로 변모한 현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유토피아적 이상향에 대한 전망으로 부터 

근대인들의 삶과 그들 사회의 현실은 디스토피아로 

직면하고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디스토피아

는 공간적 유토피아에 대한 한계를 의미하며, 환경과 

관련한 도시재생의 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적 유토피아에 대

한 사유는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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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에 대한 감성과 향유

정원 즉 'garden'은 헤브라이어 'gan'과 'oden' 또

는 'eden'의 합성어인데, gan은 울타리 또는 둘러싸

는 공간이나 둘러싸는 행위를 의미하며, oden은 즐

거움이나 기쁨을 의미한다. 즉 정원은 미관이나 위락 

또는 실용을 목적으로 하며, 대게 식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에 대한 광의어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국어의 정원에 대한 어원을 짚고 간다

면,  한국은 과거에 주로 원림(園林), 임천(林泉), 정원

(庭院)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19세기 후반 일제 강점

기에 정원(庭園)이라는 말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음

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원과 공원의 명칭을 사전적의미로 구분 짓

는 공공성, 영역성, 규모,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은 현

대에 접어들어 더욱 모호하며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어쩌면 그것은 공원의 등장과 함께 예견된 상황이었

을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에 의한 근대화가 가속되어 19세

기를 맞이하였을 때, 유럽의 사회정세는 특권계급 소

유의 대 정원을 점차로 허가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원에 공공성을 부여한 공원이 만들어졌

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적 구분의 무의미함은 파리의 녹지유형

으로도 발견 할 수 있다. 1564년 튀를리 정원(Jardin 

des Tuileries) 조성 이래 2012년까지 총 461개소가 

조성되었는데, 실체적 유형은 공원(Parc), 정원(Jardin), 

소공원(Square), 전망광장(Esplanade),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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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nade, Mail)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계기석, 

2013), Le Petit Robert2)에서 정의한 공원(Parc)과 정

원(Jardin)의 정의에 대한 객관성을 벗어난 주관적 적

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정원과 공원의 상관성을 수학적 기

호로 표현한다면 ‘정원 ≧ 공원’의 관계로 보아야 하

지 않을까.

정원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원의 역할적인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원시

의 정원은 사람들의 생활에 위로를 주었으며’, ‘정원

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여가에 의해 얻게 되는 최고

의 표현이며(J. Benoist-Mechin, 2005)‘, ’정원은 삶을 

키워가는 것이기에 생산적 일과는 완전히 다른 윤리

(R. P. Harrison, 2012)‘라고 설명한다. 또한 정원을 향

유함으로서 얻는 것은 ’정원은 가장 오래된 문명의 

표현방식으로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의 원형을 볼 

수 있다(배정한, 2004)‘는 것과, ’정원은 여러 예술 가

운데에서 가장 많이 외부의 일상세계로 개방되어 있

다(신이치, 2005)‘는 것이다. 아울러 ’정원의 원칙은 

언제나 낙원에 최대한 가까워야 한다(G. Clement, 

2011)‘는 미학적 가치를 전달하기도 한다.

2) 공원(Parc): 밤 동안에 가축을 가두어 두기위하여 사용되는, 가

볍고 이동 가능한 울타리, 가축을 가두어 두기위해 둘러싸인 

땅, 주차를 위하여 도시 내에 설치한 장소, 사냥감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쳐있거나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장소, 성이나 대저택

에 부속되면서 완전히 둘러싸이고 나무가 심겨진 땅, 일반대중

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된 공간 등. 정원(Jardin): 유용식물을 

재배하거나 위락을 목적으로 둘러싸인 토지, 거처에 인접하여 

잔디나 덤불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둘러싸인 위락이나 관상

용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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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Lausanne Garden Festival Public farm, PSl, MoMA Temporary garden, Le 

Havre

그러므로 정원은 결국 생활과 삶에서 가지는 자연

의 경험이며, 생활의 소재이다. 여기에서 경험을 한다

는 것은 무엇인가를 겪어온 일련의 생활을 의미하는

데 정원의 경우 단순히 자연만을 가지고 경험의 대

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원 속에 자

연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생활과 연계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배우고, 창조하는 과정을 거치

면서 경험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재생과 정원

근대 이레 도시공간에 대한 지형은 도시재건,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으로 언급할 수 있다. 굳이 시기적으

로 구분 짓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도시재

건(urban reconstruction)’, 1970~1980년대 ‘도시재개

발(urban renewal, urban redevelopment)’을 통한 기

존 도시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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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게 된 것과, 그 이후 재 슬럼화 현상의 초

래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도시재생’적 개념을 

언급할 수 있으나, 각 국가 및 도시의 현황을 고려한

다면 통시적 패러다임에 의한 구분과 해법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 할 것이다.

한편 도시재생이란, 도시와 관련한 일련의 정비 사

업을 포괄적의미로 수용하는 것인데, 도시에 대한 물

리적 환경, 산업과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분별 혹은 종합적 측면의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면 공간적 재생으로부터 

시간적 재생의 개념을 연계할 수 있는데, 결국 물리

적 환경쇠퇴로 인한 지역 내 부정적 악순환의 매커

니즘을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선을 통하여 긍정적 

순환구조로 전환시키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사업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재개

발 및 재건축 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경제ㆍ

물리ㆍ사회ㆍ환경적 개선을 추구하는 종합적이며 통

합적인 비전이자 행동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원을 염두에 두어 도시재생을 계획한다면 어떠한 

범주에서 접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도시재생의 유

형에 대하여 김영(2015)은 5개의 유형(물리적ㆍ환경

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문화적 재생, 복

합적 재생)을 제시하였고, 굳이 정원과 짝짓기를 한

다면 ‘물리적ㆍ환경적 재생’의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환(2010)은 도시재생에 대한 관점을 도

시정체성의 유지와 이미지 확립, 구체적 도시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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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도시 및 국가 경재정책 달성의 목표 등으로 요

약하는데, 이에 견주어 본다면 도시재생에 대한 정원

의 역할을 구분 짓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과 정원에 대한 연결고리를 랜드스

케이프 어바니즘을 통한 해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즉 생태성 회복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생물종다양성 등을 확보하고, 도시 인프

라를 경관 인프라로 전환하여 생태와 융합된 문화영

역을 조성하는(조세환, 2010) 제안들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근대 이후 부활하는 정원에 대한 사유

를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신화적 자연의 동경이 아

닌, 인간의 삶과 대화하는 문화적 자연에 대한 추구

(배정한, 2004)”로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근대 이후 서구의 사회와 문화를 지탱해 왔던 모더

니티의 이원론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도시의 배타적

이며 대립적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의 변화’, ‘탈장르화에 의한 영역의 붕괴’, 

‘도시의 복합성과 경관의 조화’, 그리고 ‘생태학적 프

로세스’ 등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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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정원

초록 소소정원 - 약 100㎡

옥상정원

한겨레신문사 옥상정원 - 약 150㎡

발제 02

發題

Presentation

도시에 조성되는 정원의 식물소재와 

식재양상

진 혜 영▗Jin, Hye Young 

국립수목원 연구관

Korea National Arboretum

도시의 정원은 장소의 제약, 환경의 특수성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다. 부족한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형태의 정원인 옥

상정원, 실내정원, 베란다정원 등은 가정 뿐 아니라 

회사, 병원, 공공기관 등에 치유, 휴식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외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원 

형태로는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하여 도시의 미관

을 향상시키는 게릴라정원, 포켓정원과 빗물 저장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빗물정원, 텃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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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정원

명진병원 건강검진센터 ‘숲마루’ - 약 660㎡

빗물정원

세종문화회관 가로 녹지대 - 약 1.6㎡

이웃과 소통하는 커뮤니티정원 등이 있다.

1. 게릴라정원(Guerrilla Garden)

- 게릴라정원은 오랜 시간 비어있어 지저분한 쓰레

기가 모이거나 혹은 탈선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변질될 수 있는 땅에 정원을 만들어 땅의 관리를 

못하고 있는 개인이나 국가, 지방자치정부에게 메

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게릴라정원에 적합한 야생화:

① 생육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수종(급하게 조성, 

사후관리 불가) 

②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종

③ 화려한 색상과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시선을 끄는 

수종

④ 다양한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잡초의 침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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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 반그늘

식재되어 있는 

원예종
가우라, 꽃기린초, 다알리아, 로즈마리, 루드베키아, 분꽃, 베로니카, 제라늄 등

게릴라 

가든을 

위한 

야생화

붉은색 

꽃

봄: 매발톱, 백리향, 얼레지, 

자주괴불주머니,  털부처꽃, 할미꽃

여름: 범부채, 제비동자꽃

가을: 산구절초, 큰꿩의비름, 한라구절초

봄: 금낭화, 앵초, 족도리풀

여름: 노루오줌, 동자꽃, 상사화, 

가을: 꽃향유

노란색 

꽃

봄: 노란꽃창포, 산괴불주머니

여름: 각시원추리, 곰취, 미나리아재비, 

물레나물, 애기똥풀, 애기기린초, 좁쌀풀

가을: 감국, 갯국, 산국, 털머위

봄: 개복수초, 노랑매미꽃, 피나물

여름: 미역취, 원추리

가을: 노랑물봉선

흰색 꽃

봄: 백선

여름: 한라개승마

가을: 갯기름나물, 까실쑥부쟁이, 바위떡풀

봄: 둥굴레, 바위말발도리, 산마늘, 

은방울꽃 

여름: 옥잠화

가을: 단풍취, 참취

보라색 

꽃

봄: 각시붓꽃, 깽깽이풀, 벌깨덩굴, 현호색

여름: 도라지, 두메부추, 배초향, 용머리

가을: 구절초, 박하, 벌개미취, 층꽃나무, 해국

봄: 맥문동, 처녀치마

여름: 꼬리풀, 비비추, 산수국

가을: 배초향, 용담

지피식물 긴병꽃풀, 맥문동, 바위취, 백리향, 뱀딸기, 세잎양지꽃, 양지꽃, 좀씀바귀

표 1 게릴라정원 야생화 제안

2. 옥상정원 (Roof Garden)

- 옥상정원은 건물이 허용할 수 있는 중량에 따라 

저관리 경량형, 혼합형, 관리 중량형으로 분류된다. 

저관리 경량형의 경우 세덤류의 지피식물을 주로 

활용한 옥상 녹화의 형태이며, 혼합형의 경우 토심 

20cm 이하에서 생육가능한 지피식물·관목류로 

구성되고, 관리 중량형의 경우 사람 이용을 전제로 

조성된다.

- 옥상정원에 적합한 야생화:

① 강한 햇볕과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수종

②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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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심 10cm 이하에서도

생육 가능한 야생화
기린초, 넓은잎기린초, 돌나물, 땅채송화, 섬기린초, 애기기린초 등

옥상정원에 적합한 

야생화

갯패랭이, 금낭화, 꿀풀, 두메부추, 매발톱, 물싸리, 분홍할미꽃, 

섬백리향, 술패랭이, 양지꽃, 용머리, 이질풀, 패랭이, 한라개승마, 

할미꽃 등

표 3 옥상정원 야생화 제안 (저관리중량형, 혼합형의 경우)

채광, 온도, 습도 조건을 

만족한 실내에 적합한 

야생화

∘ 긴병꽃풀, 벌깨덩굴, 털머위, 백서향, 홍도비비추, 좀비비추, 백화

등, 넉줄고사리, 넓은잎기린초, 애기기린초, 마삭줄, 줄사철나무, 멀

꿀, 모람 등

표 4 실내정원 야생화 제안

③ 토심이 20cm 이상 확보된다면 모든 야생화가 

식재가능

3. 실내정원 (Indoor Garden)

- 실내정원은 실내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식물의 

발견으로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실내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주로 사막기후에서 살고 있는 식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건축 설비의 발달과 함께 

일부 난대 식물도 실내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 등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최대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채광, 온도, 습도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 실내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

① 채광(보조광선: 유효 파장 500∼800nm 유효광도 

500Lux 이상, 조명시간 12∼14시간/일 이상) 

② 온도(주야 온도차 10℃ 내외로, 13∼25℃ 유지)

③ 습도(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유지)



▪ 73

양  지 반그늘

관목
꼬리조팝나무, 산철쭉, 찔레꽃, 

버드나무류(갯버들, 내버들, 키버들 등) 등
-

초화

갈풀, 고추나물, 골풀, 꽃창포, 낙지다리, 대청 부

채, 물레나물, 박하, 범부채, 부처꽃, 사초류(솔잎

사초, 왕비늘사초, 왕삿갓사초), 정향풀, 제비동자

꽃, 좁쌀풀, 털부처꽃 등

꿩고비, 낙지다리, 돌단풍, 동의나물, 

미나리아재비, 속새, 참좁쌀풀, 콩제비

꽃, 피나물 등

표 5 빗물정원 야생화 제안

4. 빗물정원 (Rain Garden)

- 빗물정원은 주택이나 다양한 건물 그리고 건물과 

연결된 도시개발 지역에서 흘러넘치는 빗물을 최

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움푹하게 파여

진 정원으로 최근에는 ‘토지에 떨어지는 빗물과 

눈을 담아두고, 수로로 나르고, 전환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 빗물정원에 적합한 야생화:

① 도시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수종 

② 빗물이 고였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수종

③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종

④ 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수종(가로수 하부에 조

성되는 경우)

5. 커뮤니티정원 (Community Garden)

- 커뮤니티가정원은 정원의 울타리를 넓혀서 공동체

를 형성하는 동네를 위한 정원으로,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지역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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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 반그늘

봄

가락지나물, 각시붓꽃, 광대나물, 금붓꽃, 금

창초, 꿀풀, 넓은잎기린초, 돌마타리, 띠, 매

발톱, 머위, 물싸리, 섬초롱꽃, 세잎양지꽃, 

애기기린초, 양지꽃, 이질풀, 자주괴불주머

니, 조개나물, 태백기린초, 할미꽃, 현호색 

등

금강제비꽃, 금낭화, 긴병꽃풀, 남산제비꽃, 

노랑매미꽃, 노루귀, 노루삼, 당개지치, 대사

초, 돌단풍, 둥굴레, 미나리냉이, 바위취, 뱀

딸기, 벌깨덩굴, 복수초, 산마늘, 애기나리, 

앵초, 얼레지, 우산나물, 윤판나물, 은방울꽃, 

족두리풀, 참꽃마리, 처녀치마, 초롱꽃, 피나

물 등

여름

금꿩의다리, 기린초, 꽃창포, 냉초, 도라지, 

두메부추, 마타리, 물레나물, 물싸리, 범부

채, 붓꽃, 뻐꾹채, 산파, 섬기린초, 섬백리향, 

술패랭이, 엉겅퀴, 용머리, 제비동자꽃, 타래

붓꽃, 털중나리 톱풀, 한라개승마 등

곰취, 까치수염, 꼬리풀, 꿩의다리, 노루오줌, 

도라지, 동자꽃, 멸가치, 미역취, 비비추, 뻐꾹

나리, 산수국, 상사화, 원추리, 월비비추, 자주

꽃방망이, 좀비비추, 쥐오줌풀, 참나리, 터리

풀 등

가을

감국, 갯국, 고사리, 구절초, 까실쑥부쟁이,

물억새, 박하, 벌개미취, 산구절초, 산국, 산

부추, 산비장이, 선괴불주머니, 수크령, 실새

풀, 쑥부쟁이, 억새, 오이풀, 자주쓴풀, 큰기

름새, 큰꿩의비름, 털머위, 해국 등

각시취, 개미취, 고려엉겅퀴, 고비, 등골나물, 

과남풀, 관중, 꽃향유, 넉줄고사리, 노랑물봉

선, 놋젓가락나물, 단풍취, 더덕, 물봉선, 미역

취, 배초향, 산비장이, 산오이풀, 세잎돌쩌귀, 

속새, 솔체꽃, 수리취, 십자고사리, 영아자, 용

담, 진범, 참취, 한라돌쩌귀 등

표 6 처뮤니티정원 야생화 제안

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적인 활동공

간을 확보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꽃과 채

소 등의 식물을 가꾸면서 즐기고, 관리 등에 있어

서 책임을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녹지 확보방안, 도시재생운동이다.

- 커뮤니티정원에 제안하는 야생화:

① 계절별로 특색을 나타내는 야생화

② 관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흔하지 않는 

종 

③ 관리의 주체가 있어 지속적으로 야생화를 심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잡초관리가 까다로워도 되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야생화



▪ 75

발제 03

發題

Presentation

최근에 개최된 정원박람회의 

정원조성경향

박 은 영▗Park, Eun Young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Joongbu University 

1. 정원박람회의 시대 

최근 들어 정원은 박람회를 통해 수요를 늘려가고 

이용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2013년 순천정

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지자체로서는 

중요한 산업진흥책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국내 정원

박람회는 고양시의 “고양 국제 꽃박람회”와 그 기간 

중 열리는 산림청의 “코리아 가든쇼”, 경기도의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등이 대표적이며, 2015년부터 새롭

게 서울시가 “서울 정원박람회”의 개최를 선언하였다. 

이외에도 부산시를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

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생활의 관심이 확대될수록 박람

회 내용은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현대의 박람

회는 상업적 목적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이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어 단순히 박람회장에서 신기

한 디자인을 구경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원박람회는 도시민의 휴식과 삶의 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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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 뿐 아니라 문화와 녹색 패러다임의 변화에 힘

입어 특화된 형태의 정원에서 파생되어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Park, 2012).

2. 정원박람회에 나타나는 주제

정원박람회는 일정한 주제를 통해 정원의 개념이나 

생각을 공간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으므로 주제를 

자세히 읽으면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나아가 

그 문화 속에 배태된 자연관 내지 당면한 사회의식

을 읽을 수 있다. 정원박람회의 주제는 주최 측에서 

주어지기도 하고(Chaumont-sur-Loire, France, 우리나

라 대부분의 경우), 그 시대의 선언적이고 공통적인 

주제를 제출하는 방식(Chelsea Flower Show, 

England)을 사용하고 있다(Park, 2016). 

서울정원박람회의 2015년 주제는 “정원아 어디 있

니?-서울에 사는 정원입니다”, 2016년 주제는 “정원

을 만나면 일상이 자연입니다.”, 2017년 주제는 “너, 

나, 우리의 정원”이었다. 코리아 가든쇼의 2014년 주

제는 “힐링가든-도시민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에 휴식

을 주는 정원”, 2015년 주제는 “내 삶에 들어온 정

원”, 2016년 “가장 한국적인 멋을 담은 신한류 정원”, 

2017년 “토닥토닥, 내 삶에 위로를 주는 정원”이었다. 

경기정원박람회의 2012년 주제는 “공원! 도시농업을 

품다”, 2015년 주제는 “공원에서 정원문화를 만나다”, 

2016년 주제는 “정원, 우리의 일상으로”, 2017년 주

제는 “정원, 도시의 숲이 되다”이었다. 

주로 정원박람회를 위해 주어지는 주제는 선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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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훈적인 대범주에 속하는 목표지향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외의 사례에서 보면 쇼몽의 경우 

“잡초!(2003)”, “카오스 만세! 정원에서의 정돈과 혼란

(2004)”, “모빌!(2007)” 등 새롭고 실험적인 주제를 부

여하고 있다. 

정원박람회에서 전시주제는 관람객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작가는 의미부

여나 예술성의 표현을 주제의 전개를 통해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체험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

(Hong, 1992)으로 매우 다양하여 늘 새로운 작품을 

전시해야 하는 박람회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며, 실

험적이고 독특하고 새로운 정원을 갈망하는 이들에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내 정

원박람회에서 주어지는 주제는 비슷비슷하여 각 박

람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작가정원에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붙였던 주제를 

살펴보면 크게 지극히 일상적인 주제이거나 이상향

을 추구하거나 힐링이나 휴식을 주제 등이 많이 눈

에 띄었다. “이야기가 있는 엄마의 뜨락”, “내 아이의 

그림 그린 정원”, “내 남자의 정원”, “아빠와 나”, “가

든 아메리카노” 등 개인적 관심인 행복, 희망, 안전, 

가족, 놀이 같은 평범한 일상과 작은 사건 같은 주제

로 바뀌고 있다. 이는 서울 정원박람회와 같이 낡은 

공원의 리노베이션을 위해 공원 속에 들어가거나, 국

립수목원 생활정원, 순천 한평 정원, 커뮤니티 가든 

공모전과 같이 작은 규모의 생활정원이 확대된 개념

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Jeong and Jeong, 2016). 이상향을 추구하는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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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다락방”, “Azit”, “푸른 문”, “내 마음의 동굴”, 

“나만의 공간-품”, “실낙원(Paradise Lost)” 등으로 소

재, 오브제를 통해서 이상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에게 정원이라는 공간은 개인적 희망, 소망, 이상

을 실현하려는 이상향이다. 정원 박람회에서 이상향

을 표현하는 것은 장소나 환경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고 주제를 전개한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Park, 2016). 정원을 갖고 

싶어 하고, 정원에 이상향의 가치를 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공통된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

다. 힐링을 추구하는 주제는 “숲의 울림”, “일상의 들

어온 숲 오피스”, “하늘과 바람과 별”, “소요정원”, “심

연의 정원”, “삶의 풍경”, “힐링 정원”, “세심원-마음이 

쉬는 자리”, “내려놓음” 등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

었다. 환경, 생태, 야생, 평화 등 주제는 여전히 현대

인에게 중요한 주제(Park and Lee, 2014)로서 자리잡

고 있다.

3. 정원박람회에 나타나는 공간구성

정원박람회는 관람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눈길을 

끌어야 하는 특성상 체험을 유도하는 자극을 제공하

고 수단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호감과 매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Park, 2015). 그러므로 새로운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인 미적 체

험과 풍부하게 인식되기 위한 공간구성과 전시연출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츄럴리즘(naturalism)이후 

정원에서 자연스러운 식재가 주요 관심으로 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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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적인 선 자연식재 차경 파고라

푸른문

Garden 

designer’s 

garden office 

너를 담다 우연히 본 서울
show me the 

garden
제 2의 자연

면서 식재는 상당부분 자연적인 스타일의 효과를 높

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Park, 2011). 그러나 전

체 정원의 골격은 부지의 규모에 따라 직접적인 시

공의 수월성을 위해서나 인상적인 장면 연출을 위한 

강한 직선의 정형적인 선을 이용해 공간을 구성하기

도 한다. 또한 면적이  협소한 박람회 전시의 특성상 

주변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차경을 통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때론 시각적인 

프레임을 제공하여 틀 자체가 조형물이 되기도 하며 

그를 통해본 차경된 경관으로 정원의 영역을 확장하

는 수법이다.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중심에 지붕을 

얹은 조형물 혹은 파고라 형식의 건축물이 활용된다. 

이는 햇빛 또는 비 등을 피하기 위한 휴식의 공간으

로써 나타나기도 하는데 박람회 특성상 존치되어지

면서 공원의 성격도 함께 부여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 정원박람회에 확장되는 표현양상

정원디자인의 추세는 공공성을 지닌 대중예술의 형

태로서 과거 식물 위주의 소재를 통하여 공간을 구

성하는 꾸밈, 관조, 장식을 넘어선 예술적인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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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기를 원하며(Park, 2011), 사회적 이슈와 시대

정신을 반영(Yoon, 2009) 하거나, '확장되는 표현의 

영역'을 가지며 표현예술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Kwon, 2013). 그러나, 형태위주로 정원을 이해할 

때는 풍부한 정원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할 수 없다

는 인식하에  일상생활의 장으로서의 정원,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정원,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장으로

서의 정원, 그리고 메타포로서의 정원 등 다양한 의

미가 현대 정원 작품에서 내재되어 있으며(Zoh, 

2002), 정원박람회 또는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수용

하고 있다. 

정원박람회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과 설

계가의 예술성을 보여주므로 표현예술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표현예술로서의 성격이 강조될수록 작품철학

이나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실험성, 예술가로서의 

자율성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Park, 2011). 따라서 현

재 정원박람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를 살펴보면, 

구조물은 목재, 석재, 콘크리트 블록, 철, 투영되는 재

료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물이 사용되고 

있다.

목재는 다루기 쉽고 목재가 가진 따뜻한 성질과 

자연적인 소재로써 정원에 알맞은 재료이다. 또한 박

람회의 한정된 시공금액으로 인해 목재의 사용은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석재는 담장, 경계, 바

닥재, 조형석 등으로 사용되며 주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석재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최근 정

원박람회에서 자주 사용 되어지는 콘크리트 블록은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로 가변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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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석재 콘크리트 철재 투명 물

풍경의 증식 아빠와 나 가든아메리카노
내 아이의 그림 

그린 정원
정원을 입다 담 일상의 경계 

인공적인 소재이다. 구조물로 활용되어 큰 스케일로

써 나타나기도 하며 때론 가벽, 경계석, 조형물로 활

용되어진다. 각관형태의 철 구조물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콘크리트 블록과 각관 또한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투명 혹은 반투명 재질로써 유리, 

아크릴판재와 빛이 반사되는 소재인 스테인리스 재

질 등은 협소한 정원의 규모에서 시각적인 차단을 

막거나 도리어 동선의 유도를 위한 가벽으로써의 역

할로 사용된다. 정원에서 친숙한 물은 반사되는 거울

효과와 유동적인 특성상 동적효과를 줄 수 있다. 최

근에는 미스트효과, 떨어지는 소리 등 다방면에 걸쳐 

활용된다. 크게는 방형또는 원형의 못이되기도 하며 

작게는 수반 등으로 이용하여 수중 식물을 도입하기

도 한다. 물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큰 경기정

원박람회에서 주로 나타났다. 

식물의 사용은 대나무와 자작나무가 공간을 만드는 

골격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그라스류와 봄에 개최되는 코리아 가든쇼는 수

국 등 봄에 피는 식물과 가을에 개최되는 경기정원

박람회와 서울정원박람회는 국화과 식물, 분홍바늘꽃

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앞서의 일상성과 힐링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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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자작나무 그라스 수국 국화과 텃밭

따로 또 같이
Dr. rabbit 

project vol.#1 서경원 세종처럼 신명나는 정원
놀멍쉼멍 

정원놀이

제의 전면에 나타나면서 텃밭의 조성빈도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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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4

發題

Presentation

공공주택단지에 조성되는 정원의 

조성작법

이 혁 재 ∙ 홍 광 표▗

Lee, Hyuk Jae ∙ Hong, Kwang Pyo

태양환경개발(주) 소장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sun e&d. co. Ltd ∙ Dongguk University 

1. 공동주택단지의 변화

공동주택이란 대지(垈地)·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각 세대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Apartment house)는 각 세대의 단위평면으로 이루

어지는 주택들이 수평으로 연결되고 상하층으로 집

합되어 형성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할이 산야

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할이 농경지와 도시 및 

촌락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을 위한 택지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현대사회가 불가피하게 

만들어 내는 도시의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아파트는 1932년 일제에 의하여 세워진 서울 

충정로의 5층짜리 유림아파트가 처음이었다. 1970년

대 이후부터 서울의 반포·여의도·잠실 등의 지역을 비

롯해서 전국 여러 도시에 학교와 시장·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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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충정로 유림아파트 그림 8 여의도 시범아파트 그림 9 반포 주공아파트

조경지역·주차장 등 사회적 편익시설을 갖춘 대규모

의 아파트단지들이 형성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에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 안양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아파트가 일반

적인 주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아파트의 

건설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읍·면단위에서도 

일반화되는 건축형태가 되고 있다. 

통계청(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의하면 2016

년까지의 아파트 공급량은 총 10,029,644호로 총 주

택수인 16,692,230호에 비하면 주거형태의 약 60%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인구 46,490,115명 

중 53%에 달하는 25,008,212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을 제외하면 아파트에 거

주하는 인구비율은 더 늘어나,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유형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재개발에 의해 2011

년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고 2015년까지의 조

사결과 102.2%를 넘겼으며, 인구감소화와 주택보급량

의 확대로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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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거유형별 거주 세대

한편, 현재까지의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공간은 건

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는 형태이거나, 

주차장과 건축물의 경계 역할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

분이었다. 이러한 형태는 대규모 신도시가 계획되던 

1980년대~199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자동차의 보

급에 따라 지상의 공간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되

었고, 휴식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00

년대 이후, 건축기술의 발달과 자동차의 보급에 의해 

대규모의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게 되고, 인공지반

녹화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차장상부공간을 조경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산위주의 

사회에서 환경과 공생하는 사회로의 시대적 변화, 삶

의 질의 향상으로 조경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

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주체가 다

양한 브랜드를 앞세워서 조경공간의 특화를 시도하

고 있다. 그 이유는 조경공간에 의해 아파트의 가치

가 향상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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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G단지

미사강변신도시

P단지

반포재개발

A단지

잠원재개발

R단지

서초재개발

R단지

입주년도 2017년 1월 2016년 9월 2016년 8월 2016년 6월 2016년12월

세 대 수 3481 1066세대 1612세대 843세대 421세대

동    수 35 11개동 15개동 7개동 4개동

층    수 29 29층 38층 35층 33층

용 적 율 217.41% 209.82% 299.73% 299.98% 299.99%

건 폐 율 13.98% 14.01% 19.73% 16.86%

연 면 적 540,610㎡ 200,648㎡ 346.883㎡ 153.551㎡ 78,370㎡

대지면적 177,828㎡ 66,654㎡ 61,998㎡ 34,873㎡ 16,527㎡

시    세 328만원 577만원 1844만원 1338만원 1158만원

표 1 조사대상지의 기본데이터

여기에서는 최근 분양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 단지 

5곳을 대상으로 하여 조경공간을 어떠한 형태로 조

성하고 있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최신 트랜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원의 개념을 도입한 조경공간에 있어서 정원

이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최신 아파트 조경의 트랜드

최신의 아파트 조경단지의 트랜드를 파악하기 위하

여, 2016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 중에서 김포

한강신도시와 하남미사신도시의 아파트단지 2곳과, 

서울시내의 재건축단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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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으로는 식재, 포장, 시설물, 구조물, 수경시

설, 커뮤니티 시설, 정원이다. 식재는 식재종수와 식

재패턴을 조사하였고, 포장은 포장재료의 종류를 파

악하였다. 시설물과 구조물은 그 재료와 형태를 조사

하였고, 수경시설은 유형과 면적 등을 조사하였다. 정

원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테마와, 식재, 소재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 조성된 아파트의 조경공

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2.1 특화된 공간, 정원의 도입

일정규모의 특화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고도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는 

잔디밭과 수목만으로 조성된 공간이나 모래사장으로 

조성된 놀이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에는 수경시설

과 커뮤니티 시설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

한 형태의 특화된 공간이 조성되어 주민의 휴식공간

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화된 공간으로는 정원, 비오

톱, 운동시설, 놀이시설이 있다. 운동시설과 놀이시설

은 과거에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정원과 수생비오톱

은 최신의 트랜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사용

되는 정원의 개념은 일정한 구획을 가진 공간에 일

정한 테마를 가지고 다른 공간보다 다양한 종류의 

식재와 다양한 소재의 포장, 마감재를 사용한 디자인

된 공간으로 휴식을 위한 시설물이나 식재나 조형물

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정원공간이 가

지는 가장 큰 특징은 장소의 특징이다. 기존의 조경

공간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공간을 잔디밭이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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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김포한강 산수원 그림 3 반포 허브가든

그림 4 미사강변 락가든 그림 5 잠원 수생비오톱 그림 6 서초 부띠크 가든

률저인 식재로 채우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단지 내

에서의 역할이 보조적이었으며, 단지내의 동선과 그 

주변에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에서의 정원공간은 조경공간과

는 별도로 자기만의 공간에 목적을 가진, 장소성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우 장소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명을 하고 장소의 

특징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다양

한 허브류가 식재된 허브정원, 책을 읽을 수 있는 리

딩정원,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산수원, 고급스러운 휴

식공간을 연출하는 부띠끄가든, 수경시설이 있는 어

번오아시스, 건조한 사막을 연출한 락가든과 같이 특

화된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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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G단지

미사강변신도시

P단지

반포재개발

A단지

잠원재개발

R단지

서초재개발

R단지

교목 40 27 22 33 29

관목 41 28 38 25 16

지피식물

수생식물
123 66 84 49 35

합계 204 121 144 107 80

표 2 수종

2.2 식물종류 및 식재패턴

상기와 같은 특화된 공간 중, 정원에서는 식물이 

가장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공간에

서는 20종 내외의 수목과 초화류를 사용하여 일률적

으로 디자인된 것과 상반되게 정원공간에서는 30종

이상의 초화류와 관목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허브가든, 락가든, 윈터가든, 수생비오톱, 키친

가든과 곳에서는 테마에 어울리는 식물이 식재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식재들도 단순한 패턴이 아닌 지

피식물, 초화류, 관목류, 교목류를 다양한 패턴으로 

식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코르텐이나 인조벽돌

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특

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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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김포한강 식재패턴 그림 8 반포 식재패턴

그림 9 잠원식재패턴 그림 10 서초 식재패턴 그림 11 미사강변식재패턴

2.3 바닥재 및 디자인 패턴  

바닥 포장도 정원공간에는 색상이 다르거나 질감이 

다른 페이빙 블록을 사용하거나, 자갈, 석재, 잔디블

록 등을 사용하여 다른 공간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고급포장재를 사용하여 개인정원의 이미지를 보여주

고 있으며 포장재를 달리함으로서 일반 조경공간과

는 다른 정원만의 공간성을 표시하는 수법으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한편, 단지의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포장 전체를 정원과 같은 고급 소재의 블록을 사용

하여, 단지 전체를 정원화 하려고 시도한 곳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도 소규모의 정원에서는 다수

의 소재를 사용하여, 정원과 일반조경공간과의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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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김포한강 일반조경 포장 그림 13 김포한강 정원 포장 그림 14 반포 일반조경 포장

그림 15 반포 정원 포장 그림 16 서초 일반조경 포장 그림 17 서초 정원 포장

한 차이점을 나타냈다.  

2.4 휴식공간 및 시설물  

휴식공간에 사용되는 퍼걸러나 벤치와 같은 시설물 

또한 단순하게 휴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공간에 특화된 디자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파빌리온 

형태의 디자인과 패브릭 소재의 소파가 배치된 곳도 

많이 있어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디

에나 있을법한 디자인이 아닌 그 장소에 맞는 소재

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휴식공간은 수변공간이나 놀이공간주변에 배치되

어 커뮤니티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중앙

에 대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각 아파트 

동마다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정원과 연계하

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휴식공간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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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김포한강 커뮤니티센터 그림 19 반포 파고라

그림 20 미사강변 파고라 그림 21 센트럴 가든 그림 22 서초 휴식처

정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2.5 수경시설  

계류, 케스케이드, 폰드와 같은 수경시설을 조성하

거나, 비오톱이나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규모 단지에서는 단지 곳곳에 각

각 차별화된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단지에서는 단지의 중

앙부분에 규모가 있는 생태연못이나 경관연못을 설

치하고 계류나 케스케이드를 활용하여 물이 순화되

도록 조성되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정원이나 커뮤니

티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경

시설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까다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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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김포한강 분수 그림 24 반포 생태연못

그림 25 잠원 계류 그림 26 미사강변 폰드 그림 27 서초 생태연못

만 일반적인 공간과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건설되는 단지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석가산과 같은 형태의 폭포와 수생식물원

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경시설 주변에는 물과 

어울릴 수 있는 사초류와 수생식물을 도입하고 바닥

분수와 같은 친수시설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 

하지만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녹조의 흔적이 그대

로 남아 있는 곳이 있었고, 수처리 시설이나 설비시

설이 그대로 노출되어있어 흉물이 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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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G단지

미사강변신도시

P단지

반포재개발

A단지

잠원재개발

R단지

서초재개발

R단지

포장 14종 9종 15종 9종 7종

시설물

파고라 : 7개 파고라 : 5개 파고라 : 6개 파고라 : 2개 파고라 : 0개

벤치 : 30개 벤치 : 27개 벤치 : 25개 벤치 : 30개 벤치 : 20개

커뮤니티 : 2개 커뮤니티 : 1개 커뮤니티 : 1개 커뮤니티 : 1개 커뮤니티 : 3개

조형물 15개 5개 14개 5개 3개

수경시

설

폭포, 바닥분수, 

석가산

계류, 폰드, 

바닥분수

폭포, 석가산, 

바닥분수, 

벽천, 계류, 

폰드, 

케스케이드, 

생태연못, 

계류, 

바닥분수

생태연못, 

계류, 폰드, 

벽천

기타시

설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표 3 시설물

  

3. 결론

본 연구는 최근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조경공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조경공간을 일반

조경공간과 정원공간으로 나눌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정원공간은 정원으로써의 구획이 일정하게 정

해져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그에 맞는 식재, 시설물, 

포장패턴, 조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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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조경공간 정원공간

주제 일정한 주제 다양한 주제

수경시설 생태연못, 계류, 케스케이드 폰드, 벽천, 석가산, 폭포

커뮤니티

공간
건축물형태 파빌리온 형태

식재

한정된 종수

층을 가지지 않는 단순 식재

단순한 식재패턴

다양한 종수

여러 층을 가지는 다층 식재

디자인된 식재패턴

포장
일률적인 패턴

한가지 종류

다양한 패턴

여러 가지 종류

조형물 조형물이 주된 디자인 하나의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

시설물 편의위주의 시설물
디자인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 

감상공간을 제공

소재 한정된 소재사용 무한정적인 소재의 사용

장소성
동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식재공간, 부수적인 공간

동선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

휴식공간이나 감상공간으로 목적을 가진 

공간

표 4 일반 조경공간과 정원공간의 차이점

경공간에는 획일적인 패턴의 포장과 단순한 식재패

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상기의 표와 같이 조경 공간 안에 정원공간을 별도

로 마련하는 경우가 현재의 트랜드인 것을 알 수 있

다. 정원은 개인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직접 가꾸거나 관리해야 하는 공간, 울타리로 

한정된 공간이 정원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나, 현재의 

아파트의 조경공간에서는 공공의 공간 안에 정원과 

같은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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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일정한 주제에 의해 다양한 식재와 여러 소재가 

디자인된 독립적인 공간”

4. 향후 과제 

단지의 조경이 발달하게 된 것은 2가지의 기술적인 

발전과 사회적 변화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건축기술의 발달에 의해 주차장의 지하화가 가

능해져 조경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건축물에 녹화를 

하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하가 걸리는 

것이다. 식물은 성장하며 그 하중이 늘어나고, 뿌리를 

발달시켜 슬라브를 파괴할 수 있으며, 물이 필요하므

로 방수가 필수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됨으로써 대규모의 조

경공간이 제공될 수 있으며, 차가 다니지 않는 쾌적

한 정원의 조성이 가능한 것이다.  

또 하나는 건축물에 의한 인공지반은 천연지반과 

달리 토심이 얕고, 자연배수가 되지 않으며 토양 또

한 경량토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식재할 수 있는 특수녹화기법의 발달에 의해 

아파트 조경은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원의 

조성은 디자인이 전부가 아닌 디자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변화로써는 일보다는 휴식과 휴양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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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의 변화와  보다 질 높

은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천

만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여러 지자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정원박람회에 의해 다양한 정원과 초화류를 접

한 일반인들의 요구와 브랜드가치를 내세운 건설사

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기술의 개발에 의해 대부분이 인공지

반인 아파트 단지에서 다양한 패턴의 정원조성이 가

능하게 되었다. 식재의 기술은 발달하였지만, 식물소

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에 대응가

능한 수종의 개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향토종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아직까지도 많은 하자

(고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자인 우선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식재가능한 

수종의 리스트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경

시설물 중 수경시설 또한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특

히 수질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고, 관리

비의 부담이나 하자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수경시설이 많다. 수경시설은 가장 주목받는 시설중

의 하나인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안전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임

이 이번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단지중앙에 위치한 커

뮤니티 시설의 옥상부분에 작가정원을 조성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안전사고로 이어

져, 개방 후 3개월 만에 폐쇄된 곳이 존재하고 있었

다. 아름다움과 편의도 중요하지만 단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안전을 무시한 디자인과 

공법은 단지에 적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내의 조경

공간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정원이라는 개념의 공간

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트랜드인 것을 알 수 있었

다. LH에서 조성하는 동탄신도시나, 하남미사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에도 상기와 같은 특화된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모든 단지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공간과 환경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상기의 특징 역시 일부 고급단지의 경

우에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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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01

討論文

Discussion

오충현▗Oh, Choong Hyeon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Dongguk University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지역

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도시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약 17%에 해당한다. 도시의 인구집중이 매우 심각

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수도권으로 이 통계를 좁혀 보면 

한국의 도시화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서울을 포한한 경기

지역과 인천광역시의 도시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3%에 해

당한다. 이 면적 안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국토면적의 0.6% 범위 안에 우리

나라 인구의 약 2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는 한국의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50년대 한국의 GNP는 현재 아프리카 국

가들과 유사한 세게 110위권 밖이었다. 약 50여년이 지난 

현재는 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인

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을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았던 우리나라는 현재 92%의 인

구가 도시에 거주하며, 주요 경제 기반을 2,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가 되었다. 급격한 산업화는 도시화를 

수반하였다. 도시화 초기 충분한 국가 경제력이 뒷받침하

지 못하던 시기에는 가도시화로 인한 도시환경이 매우 열

악하였다. 하지만 산업화의 성공으로 가도시화는 점차 안

정을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1986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시점까지는 가도시화가 거의 극복되고 도시는 안정을 이

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도시에서는 다양한 공원들이 조성되었다. 

근린주구 이론에 근거한 근린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원

들이 도시개발과정에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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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기 시작한 신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공원

이 구비되었다. 하지만 과거부터 도시로 유지되던 기성 도

시공간에서는 공원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90

년대 후반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기성 도시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새로 선출된 민선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을 공원으로 보고 공

원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성 시가지 공간에서 공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녹지공간

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높지만 공원 조성을 취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도시개발 방식

이 포화도에 도달함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되게 되는 것도 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대안은 다양한 정원의 

조성이다. 공원은 공중을 위한 정원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이

라는 한계로 다양한 규정과 면적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인

구 고령화 및 과밀 도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의 도시들은 생활권 내 새로운 녹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원과 같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정원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정원은 소유권 문제나 도시계

획 일몰제와 같은 제도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과밀화된 도시에서 정원은 선

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기도 하다. 최근 인공

지반녹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원의 조성, 정원박람회의 활

성화, 도시농업의 활성화 등은 이와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앞으로 도시재생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정원정

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경계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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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02

討論文

Discussion

이상익▗Lee, Sang Ik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Korea Forest Service

대한민국에서 정원을 문화와 산업으로 인식하게 된 계

기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다.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440만 명의 방문객 유치

와 함께 11천명의 일자리, 6,79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하면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

였다. 이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와 가

든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원디자이너의 정원작품 

조성·전시, 정원소품 판매 등 정원산업의 발전가능성과 함

께 정원전문가 등의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정원발전을 위한 법률이나 민간부문의 정원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

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15년 7월)하고 정원의 개념 및 

구분, 국가정원의 지정,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마련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추진한 다양한 정원문화와 산업에 대한 일들

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국민

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

하고, 정원인프라 확충,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육성으로 

구분하여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17.11.15) 하였다.

정원인프라 확충은 생활권 내 정원 공간을 확대하기 위

하여 ’20년까지 시·도 거점별로 국가 및 지방정원을 확충

하여 공공정원의 롤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민

간정원의 개방·등록을 유도, 마을, 골목 등 자투리 공간에 

공동체정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문화와 소통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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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정원’으로 리뉴얼하여 숲의 독특한 생태와 지역문화를 

정원과 결합하여 숲이 가진 심미적 아름다움이 최대한 발

현되도록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심과 산촌

을 어우르는 정원인프라를 확충한다.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정

원, 수목원, 휴양림 등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융·복합하여 6

개 권역별 정원가도(庭園街圖)를 구축하고 정원관광산업으

로 연계되도록 만들고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의 대중

화를 위하여 정원에서 ‘할거리’, ‘먹거리’, ‘볼거리’ 프로그램

을 운영과 정원박람회, 가든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 나아가 

정원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 청년정원사, 시민정원사, 정

원전문가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별, 주제별로 세분화

된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원산업지원센터를 통

하여 정원창업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간시장을 적

극 육성하고 정원자재종합유통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 등 

정원식물과 용품의 판매·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원을 

산림분야 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한, 국민들이 정원을 쉽게 조성·관리 할 수 있도록 이지가

든 등 표준모델과 정원관리 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정원 

수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과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들

이 보다 쉽게 정원을 이용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은 2020년까지 이러한 과제들을 잘 추진하여 새

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정원을 산업화하여 지역 경제

에도 도움을 주는 국민모두가 행복한 정원을 만들어 나가

고자 한다.



▪ 107

토론문 03

討論文

Discussion

최희숙▗Choi, Hee Sook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부장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2010년 경기정원박람회를 필두로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등 현재까지 매년 각 지역의 정원박람회가 봇물처럼 개최

되고 있는 지금은 정원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정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최근 트랜드에 따라 붐이 일

어난 것일까?

정원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전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공중정원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어쩌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나무와 숲의 그 정원

을 가까이 두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문화가 시작되기 전 작은 마당 한켠

에 꽃과 나무를 항상 조금씩 식재하여 가꾸고 감상하며 살

아왔다. 그러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도

시를 덮기 시작하고 정원이라는 형태는 여러 가지로 접하

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이나, 단지 내 녹지 등

의 형태로 조금은 한발 물러선 거리에서 눈으로만 즐기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고, 또 2000년 전후 아파트의 가치에 

외부공간의 조경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는 작은 녹지나 

정원보다 장송과 대형목 위주의 값비싼 수목 위주의 식재

가 되어 더더욱 멀리서 바라보는 숲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2010년 전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가든쇼, 정

원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감상의 대상인 숲, 녹지보다는 가

까이서 가꾸고 감상하고, 치유 받는 정원이 현재까지 유행

하고 있는 것이다. 트랜드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욕구의 표현

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지금 정원의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하여 LH도 공동주택지구내 공공성을 갖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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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 of the Heart(김지영) 친구름 정원(김기범)

컨셉 : 토닥토닥 내삶에 

위로를 주는 정원
세심원(최재혁) 그루잠(김철중)

표 1 코리아가든쇼 수상작

동탄, 꿈을꾸다(홍광표) 동탄소원(김용택) 향기소리풀(안계동) 신작로의 꿈(이재연)

표 2 LH동탄 공공작가 정원 조성사례

원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정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키 위

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2017년 산림청이 주최한 코리아가든쇼 수상작을 위례신도

시 공원 내 이전 설치하여 정원에 대한 입주자들의 갈망

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탄신도시 공원에는 공공작가정원을 공모, 설치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세종시 공원 내에 본격적인 LH가든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공원이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 정원을 설치하여 가꾸고, 만

지고, 느낄 수 있는 정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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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H길이정원이다’사회공헌활동 사례 - 골목길 휀스활용 화분과 플랜트식재

LH의 공공작가 정원, LH가든쇼, 아파트단지 내 설치되는 

정원 등은 매년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의 작품과 달리 지속

가능성이 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혜영선생님의 “정원의 식물소재와 식재

양상”과 이혁재･홍광표교수님의 “식물종류 및 식재패턴”발

표내용처럼 장소에 맞는 식물소재 선택이 중요하고 개인

정원과 달리 공공정원의 관리문제 등을 고려한 생태적 자

생력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에 있어 정원은 도시재생이 재건축, 재개발 등

이 아닌 기존 도시에서의 리모델링으로 간다면 정원의 형

태는 장소적, 환경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곳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과 마당의 정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의 접근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나 또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골목

길 개선사업 시 진행하는 

녹색 공간 제공을 위한 식재 또한 길이 정원이 되는 또 다른 

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골목길은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기 전 아이들의 놀이 장소이며, 

평상 등을 활용한 어른들의

휴게장소이기도 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인주의 문화가 

급속히 퍼지면서 골목길은 길의 기능만을 가진 곳으로 

변했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시 골목길을 활용한 정원 

문화 사업을 한다면 짜투리 공간의 녹색서비스 제공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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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옛정취와 장소성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원은 어원에서와 같이 우리 삶에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 곳이다. 울타리를 친 마당이라는 

한계를 넘어 공공의 정원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곳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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