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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기능에 대한 연구

박미옥

나사렛대학교 에코그린센터

A�Study�on�the�Functions�of�Gardens�as�the�Ecosystem�Cultural�Services

Park, Miok

Division of Eco & Green,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fine the cultural and ecological concepts of gardens and ecosystem cultural services.

The cultural functions of gardens were analyzed by the theoretical frame established through this study. As results elements

such as aesthetic function and values, enjoyment of nature landscape, opportunities for recreation and leisure, inspiration

for creative activity, ecocultural phenomena etc. were derived as elements of ecosystem cultural services. The types of

gardens were classified as cultural, spatial, academic and legal sights, and the concepts of ecoculture and ecosystem cultural

services were established and the value of ecosystem cultural services was analyzed. The cultural services of gardens were

categorized as aesthetic value, eco-tourism, eco-healing, place, cultural heritage, spiritual inspiration, religious inspiration,

ecological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scientific knowledge, structure, function, and the ecosystem services indices

were deriv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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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원의 문화적, 생태적 개념을 정립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개념과 문화서비스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로서,

문헌연구를 통해 생태계 문화서비스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서 정원을 대상으로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정원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태계 문화서비스 구성요소로는 심미적 기능으로서 미적 가치와 자연풍경 감상, 레크레이션 및 여가활동

의 기회 제공, 창작활동을 위한 영감 제공, 생태문화적 현상 등으로 도출하였다.

정원의 유형을 문화적, 공간적, 학술적, 법제적 관점에서 각각 분류하였고, 생태문화와 생태계 문화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여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정원을 가치를 분석하였다. 정원의 문화서비스를 심미적 가치, 생태관광과 에코힐링,

장소성과 문화적유산, 영적 종교적영감, 생태환경교육 및과학적지식등으로 구분하고, 각항목별구조와 기능, 생태계

서비스 지표를 설정하였다. 생태계 서비스 지표는 상태지표와 성능지표로 구분 설정하였다.

주제어: 상태지표, 성능지표, 생태문화, 정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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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생태계로부터 인류가 얻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

으로설명하고있는데(Costanza and Folke, 1997), 생태계서비

스는인류의복지와관련되어있으며, 생태자원이 인류에게제

공하는혜택을생태복지의개념으로설명하기도한다. 이와 같

이 생태계로부터 받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며, 맑은

물과같은생태계의산물과폐기물분해와같은생태적형성과

정들을 포함한다.

생태계 서비스의 초기 연구자들은 생태계 서비스를 ‘생태계

및 생물종이 인간의 삶을 위한 요소들을 생산하는 조건과 과

정’(Daily, 1997) 또는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Costanza and Folke, 1997) 등으로 정의하

였다. 생태계 서비스의 개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정착된

것은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MA 또는MEA)의 연구결과이며, ‘생태계와생물다양성의경

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

은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에 대한 틀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들 MA(2005)와 TEEB(2010)에서는 생태계 서비스를 인

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된 정의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유무형

이익과 직접적, 간접적 이익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Costanza and Folke(1997)는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으

로부터생태계서비스개념을정립하고, 구성요소를제시하면서

전 세계 생태계 서비스 총액이 연간 33조 달러에 이른다고 계

산하였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 연구에서 특히 문화서비스는 생태복

지와도 관련이 높다. Boyd and Banzhaf(2007)와 같은 연구자

들은 생태계 구성요소가 인간복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쓰는 것

으로 정의하여 생태계가인간의 복지와 연관이있음을 보였다.

Church et al.(2011)은 생태계문화서비스의개념을인류가생

태계로부터 얻는 문화적 상품과 혜택을 상승시키는 환경적 현

상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자원이 제공하는 문화적 상품과 서비

스를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정원은우리생활주변에서가장쉽게일상생활을통해

경험할수 있는문화서비스의 대표적인예라고 할 수있다. 예

부터 사냥터나 채소원 등 실용적 의미의 정원과 휴양 감상을

위한정원이발달해왔다는기록들이전해지고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케이트 폭스(Fox, 2005)는 영국인의 문

화를소개한 [영국의발견, Watching the English]이라는책에

서 이렇게 말했다.

“영국인들은 그들의 성(집)에 작은 정원을 만든다. Every

Englishman's castle has its miniature ‘grounds'.”

또한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는 낙원으로서의 에덴동산이야

기가기록되어있다. 동방의에덴에동산을만들었는데, 에덴에

는강이흐르고다시사방으로흘러나간다. 그곳에는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고 있고, 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

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가꾸

며, 이름을 붙이는 등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역사적사실로볼때동서양을막론하고다양한문화

를통해사람들은정원을만들거나, 자연을 정원으로끌어들여

벗삼아즐겼음을알수있다. 이러한사례들은정원이곧고대

문화의 중심 공간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현대의 정원 개념

이 태초부터 인류와 함께 한 문화적 원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원에는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기능이 이미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서비스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생태계 문화서비스 연구 및 특히 정원의 생

태계문화서비스기능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

다. 따라서 정원의 생태문화적 기능을 규명하고, 생태복지로서

의 정원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로서의 개념 정립 및 현상 규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라 하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기존의 인간

중심적 문화가 아니라, 인간과 생물 및 환경이 어우러진 생태

계를중심으로하는생태문화적사고로전환되어야한다는시

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인류문화의원천이라할수있는

정원의 문화적 기능을 생태계 서비스 문화서비스라는 관점에

서해석하기위한이론적틀을제안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

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정원의 문화적, 생태적 개

념을 정립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개념과 문화서비스를 고찰하

였다.

아울러 Costanza and Folke(1997), Daily(1999), MA(2005),

de Groot(2010), Hermann et al.(2011) 등의방법에의해생태

계문화서비스의이론적틀을설정하고, 정원을 대상으로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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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방법

정원과 문화

정원의 개념 정립

문헌연구

정원의 유형 분류

-문화적 관점

-공간적 관점

-학술적 이론 및 접근방법 관점

-법제적 관점

▼

생태문화 생태문화 정의 및 개념 문헌연구

▼

생태계 문화서비스

이론적 틀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서비스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틀 개발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로서의 가치

▼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정원의 기능 분석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특성 및 지표

-심미적 가치

-생태관광과 에코힐링

-문화적 다양성과 장소성

-영적 종교적 영감

-생태환경교육 및 과학적 지식

사례연구 : 

이론적 틀의 

적용

표 1. 연구내용 및 방법

계 문화서비스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론적 틀을 적용

하여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정원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Ⅱ. 본론

1. 정원과 문화

1) 정원의 개념

정원은 사람을 위한 공간, 야생동물과 식물 등 자연생태 공

간으로서식물이나자연재료의전시, 재배및즐거움과치유를

목적으로조성된자연생태공간이며, 문화공간으로서자연과인

공을연결하는수단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이정원은생태적,

문화적 의미를 담은 과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의도적으로 장소

를 만든 계획적으로 의도된 공간으로서, 실내외, 지붕, 베란다

등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정원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쉽게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

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이상향을 추구하여 생활 주변에 이상

향을만들고자하였다. 동양문화에서는음양오행사상이나신선

사상에 입각해서 신선의 세계를 생활공간에 끌어들였고, 서양

에서도 종교적 배경에 따라 천국과 이상향을 상징하는 파라다

이스를 여러 가지 형태와 용어로 만들어 왔는데, 이들이 오늘

날의 정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대의정원형태는아름다운꽃과더불어채소등농작물을가

꾸는앞마당이나사냥터와같은폐쇄적공간, 연못이나저류지

와 같은 수공간 등을 포함하는 실용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원은좁은의미로보면개인주택의뜰이라할수있고, 넓

은 의미로 보면 도시의 공원과 녹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정원(庭園)’, 서양에서는 ‘garden'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한편으로 ‘원(苑)’이라고 할 때는 ‘원(園)’에

비해 좀 더 넓은 의미로서 공원이나 넓은 초원과 같은 형태의

목초지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원(園)’이라는 글자를 생태문화적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큰 입 구(囗)’는 정원을 감싸고 있는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인

‘담장’을 의미하고, ‘흙 토(土)’는 정원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대지 또는 생명의 근원인 서식처로서의 ‘땅’을 나타낸다. ‘작은

입구(口)’는 물을담고있는연못이나수생비오톱을상징하며,

마지막으로 ‘옷의(衣)’는 정원을삶의기반으로하는생명으로

서의 식물 또는 꽃과 동물의 모자이크를 상징한다.

서양의 ‘정원(garden)’이라는 용어도큰틀에서는동양의정

원 개념과 유사하여, 히브리어로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인 울타

리를의미하는 ‘gan’과낙원이나극락과같은즐거움을주는땅

이라는 의미의 ‘oden’ 또는 ‘eden’의 합성어이다. 즉, 인공적 또

는 자연적 울타리와 같이 일정하게 둘러싸인 위요된 땅으로서

방어적의미와더불어삶의즐거움과기쁨을주는땅이라는의

미를 갖는다. 또한, 낙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파라다이스(pa-

radise)’ 역시 고대 페르샤어에서 유래하는데, 왕궁의 궁원이나

사냥터와 같은 폐쇄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박미옥(2015)은 정원작품의개념및속성을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분석한바있다. 정원은 창의적이고심미적인태도를

담은 예술적 작품이며, 한편으로는 기술적이고 생태적인 태도

를 담은 과학적이며 산업적인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러한정원작품이탄생하기까지계획설계와조성관리의과학

적프로세스를담은디자인과정을거치며, 정원상품으로서의

산업적 의미와 더불어 장소성을 담고 교육적인 의미까지도 포

함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원에는 조형미의 원리와

요소, 생태계 구조와 기능 및 형성과정 등이 반영되며, 주제와,

재료, 공간 및장소등이만족될때다양한유형의정원이형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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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원 개념 (박미옥, 2015)

그림 2. 정원의 속성 (박미옥, 2015)

2) 정원의 유형

정원의종류는정원에대한인식의범위와더불어어떤관점

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누거나, 예술적 사조에 따라 나누거나, 각 나라

별 문화권별 특성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또는 자연적이냐 인

공적 성격이 강하냐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본연구에는정원양식을결정하는배경으로서 1) 동서양종

교, 사상, 민족 등의 문화적 관점, 2) 정원이 조성되는 지형 등

물리적 형태에 따른 공간적 관점, 3) 정원조성을 위한 예술사

조, 생태계구조와기능등이론적접근방법의관점, 4) 정원산

업을 육성 규제하기 위한 법률 등 법제적 관점 등으로 구분하

여 정원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문화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동양 문화권의 정원문화와 서양 문화권의

정원문화에는몇가지차이가있으며, 세부 문화권에서도차이

가 나타나고 있다. 동양에서는 유불선 등종교적 배경 아래 노

장사상, 신선사상, 음양오행, 풍수사상, 선(zen)사상 등 자연순

응적이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끌어오거나 재현한다. 여기에

는 개인의 수양과 공공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포함한다. 고대

서양은 자연순응형으로서 동양사상과 유사하며, 예를 들어 북

유럽의 위그드러실 등 토착 종교적 문화를담고 있다. 중세 이

슬람 문화권에서는 경전인 코란의 교리를 중심으로 낙원을 표

현하고있으며, 근대서양의인본주의사상은기독교, 휴머니즘

등 사람 중심의 사고를 통해 자연을가꾸고, 예술적 감정을 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공간이나 학술적 이론, 문학이나 예술, 사회

적 흐름이나 정치적 영향 등 각 시대적 배경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정원문화 사조를 낳는다.

(2) 공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에서 지형에 따라 평면적이거나 입체적인 모습

을 지닌다. 평면기하학식 정원은 주로 평지 지형인 프랑스, 이

집트 등에서 발달하였으며, 비교적 넓고 평탄한 지형에 강한

축선을중심으로한기하학적구조와조형미요소와원리를적

용하기도한다. 풍경식 정원은평면기하학식정원이조성되기

어려운 지형을 중심으로 자연 생태계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

며, 풍경화나 자연주의 등 문화와 예술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노단식 정원은 주로 산지 지형인 이탈리아, 우리나라 등

에서발달하고있다. 예로써이태리르네상스노단식, 우리나라

의 후원양식 등이 있으며, 창덕궁 낙선재 후원 화계가 대표적

사례로언급된다. 입체식정원은건축물과관련하여벽면, 지붕

등에 발달한 옥상정원, 수직정원(vertical garden), 선큰가든

(sunken garden) 등을 포함한다.

(3) 학술적 이론 및 접근방법 관점

학술적 이론 및 접근방법에 따라 조형이론에 근거한 심미적

접근과 생태적 형성과정에 근거하여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도

입한생태적접근 및복합적접근 등이있다. 심미적(형식미학

적) 접근방법은 경관의 우세요소(선, 색채, 형태, 질감 등)를

우세원칙(통일성과다양성)에따라연출하며, 생태적접근방법

은 자연형성과정에 따라 생태계 구조와 기능과 변화의 원리를

적용하여정원을구성한다. 한편, 복합적접근은이러한심미적

접근과 생태적 접근을 통합한 융복합적 접근으로서 예를 들면

가장 생태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시각이다.

(4) 법제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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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법적제도적정원으로는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

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원을 국가가 조성 운영하는 국가정원,

지방자치단체가조성운영하는지방정원, 법인단체또는개인

이 조성 운영하는 민간정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마

을, 공동주택, 주민 공동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 운영하는 공동

체 정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원

은 주로 주택정원과 같은 민간정원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오피스빌딩과 같은 복합건물이나 공동주택은 민간정원 또는

공동체정원의영역으로구분될수있다. 그러나, 지금의민간정

원 개념은 좁은 의미의 주택정원이나 오피스정원 등에서 점차

확대되어개인이조성운영하는넓은면적을갖는대규모정원

을 주로 지칭하게 된다. 순천만정원과 같이 국가가 일정한 예

산을투입하여조성하고관리하는경우국가정원으로볼수있

다.

2. 생태문화

생태문화란생태학적원리를바탕으로문화현상을이해하고

해석하는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문화적현상을바탕으로생

태계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말한다(구본학

과 박미옥, 2009).

생태학은생물상호간의관계및생물과환경과의관계를연

구하여 밝혀내는 과학으로서 정원에 내포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단위종별개체 및개체군 등작은

범위보다는 군집, 생태계 등 큰범위의 생태적이해및 해석에

관심을갖는다. 나아가개별단위로서의정원의수평적관계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려는 경관생태학적 접근도 적용된다.

한편으로 문화란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예절,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며,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

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을 말

한다.

본 연구에서 생태문화란 생태학적 원리와 문화적 원리가 유

기적으로 연계된 개념을 말한다(그림 3, 4). 즉, 자연생태계에

서나타나는생태계구조와기능등의생태학적원리와사람들

의삶과관련된문화적현상이상충되지않고서로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융복합적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다른 말

로 표현하면 생태학적 대상을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

하거나 또는 문화적 현상을 생태학적 원리로 해석하는 융복합

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옥, 2014).

그림 3. 생태문화는 문화적 형성과정과 생태적 형성과정의 

융복합적 현상(박미옥, 2014)

그림 4. 생태문화에서의 생태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박

미옥, 2014)

3. 생태계 문화서비스

1)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는 우리 생활 주변의 생태자원이 갖는 기능과

가치에기반을두고있다. 또한, 중앙정부와지자체에서는시민

들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

MA(2005)와 TEEB(2010)에서는 생태계 기능을 생태계 서

비스의관점에서공급서비스(provisioning service), 조절서비스

(regulating service), 부양서비스(supporting service), 문화서비

스(cultural service)로 각각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자인 De Groot et al.(1997)은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서비

스, 조절서비스, 서식지 및 부양서비스, 문화 및 어메니티로 구

분하여구성요소를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구본학(2009)은습

지생태계를 대상으로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생산, 조절, 서

식처, 정보(문화)기능에해당하는구성요소를 제시한바있다.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 그리고 인류 복지

등과연계되는개념으로서, 사람을둘러싸고있는생태계의구조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1� no.� 2

120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1권 2호(2015년 12월)� �

그림 5. 생태계 서비스의 적용범위(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자료: Patrick ten Brink, 2013

와기능, 그리고 생태계구성원으로서의사람들의생활과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는 작

게는지역적범위에관련되지만, 크게는국가적, 국제적으로관

련된 복합적인 기능과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그림 5).

생태자원을 보호 보전하기 위한 법정 보호구역으로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의 생태적 보호구역

과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 명승 등과 같은 문화적 보호

수단으로 지정된다. 국제적으로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

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생태적 및 문

화적기준에의해지정된다. 이렇게 생태자원은다양한서비스

와 더불어 문화적 의미를 강조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생태계

서비스의 한 요소라고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Lobo(2001), Norberg(1999), Folke et al.(2002)

등 연구자들도생태계서비스유형을몇가지방법으로구분하

고 있다. 기능에 따라서 조절, 운반, 서식처, 생산, 정보 서비스

등으로구분하거나, 조직에따라서특별한종과관련된서비스,

외부 입력 조절 서비스, 생명체 조직과 관련된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기도한다. 또한, 서술적유형분류로서재생가능한자원

재, 재생불가능한 자원재, 물리적 구조 서비스, 생물학적 서비

스, 생물지화학적서비스정보서비스, 사회적문화적서비스등

으로 분류한다.

이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유형을 de

Groot et al.(1997), 새천년생태계서비스평가(MA, 2005), TE-

EB(2010) 등에서제안한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

스, 부양 및 서식처 서비스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에서문화서비스를구성하는각요소들을좀더세분하면다음

과 같다.

첫째, 심미적기능으로서미적가치와자연풍경감상등을포

함한다. 경관이 지니는 심미적 질과 형식미학적 기능 즉 구조

적다양성, 푸르름, 평온등을포함한미적가치를의미한다. 여

기서는 눈으로 인지된 경관형태의 수 또는 면적, 그리고 미적

가치의 표현 등이 중요하다.

둘째, 레크레이션 및 여가활동의기회를 제공한다. 매력적인

야생경관과 같은 경관요소가 관련되며, 인지된 경관과 야생형

태의 수와 면적 등이 중요하다.

셋째, 문화, 예술, 디자인등창작활동을위한영감을제공한

다. 예술활동을 위한 경관 형태 또는 생물을 통해느끼는 영감

의 가치 등이 관련되어 있다. 영감가치를 가진 경관 형태 또는

생물의 수와 면적 등이 중요하다.

넷째, 문화서비스는 문화유산과 경관적 고유성을 제공한다.

앞에서 거론한 문화유산의 경우와 같이 경관형태와 생물의 문

화적 중요성이 관련되어 있다.

그외에도문화서비스는영적종교적영감, 교육과문화탐방

등 생태문화적 현상들을 포함한다.

2)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가치

정원은 일상생활을 통해 문화서비스의 핵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있는대표적인사례로서, 작게는 개인 주택앞마당에

서부터 크게는 고궁의 정원, 공원의녹지등 여러가지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집약체이다.

왕이나 귀족들의 사냥터, 채소를 기르는 실용원, 꽃과 짐승

을 가꾸는 작은 공간, 물을 가두어 저장하거나 물고기를 기르

는연못, 떠나간사랑을기리는무덤, 낙원즉이상향을현세에

재현등의목적으로조성되거나, 기존 자연공간을정원으로끌

어들이기도 한다.

정원은 자연과 문화의 축에서 나타난 하나의 양식으로서 문

화적자연이나미적감상과체험등을아우르는다양한의미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원은 야생의 자연과 대비하

여 ‘제3의 자연’으로불리기도하는데, ‘제1의 자연’과 ‘제2의 자

연’ 및 ‘제3의 자연’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박미옥(2015)은

이러한 제3의 자연 개념에 재생을 의미하는 ‘제4의 자연’과 기

반환경을 의미하는 ‘0의 자연’ 개념을 포함하여 전체를 아우르

는 ‘원자연’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와같이정원은인류의문화적행위의결과라는점에서생

태계 서비스 중 문화서비스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특성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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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원은 다양한 의미체(박미옥, 201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원은 생태적 공간이면서 문화적

공간이기도하다. 즉, 정원은자연과문화라는배경에서지역의

풍토에따라고유하게형성된일종의양식으로서, 문화적 자연

이나미적감상과체험공간등다양한의미를내포하는문화적

행위의산물이며, 다음과같은의미를지니는특별한공간이다.

1) 자연이면서 동시에문화적 행위, 2) 유토피아 즉낙원을 꿈

꾸는이상향의현실공간, 3) 실용적공간, 4) 권력을과시하기

위한 수단, 5) 메모리얼 : 기념 및 추모의 공간, 6) 예술적 공

생태계 문화서비스
구조와 기능

생태계 문화서비스 지표

문헌연구 본 연구 제안 상태지표 성능지표

미적 가치 : 

자연풍경의 감상

심미적 가치 (조형미, 경관 등)

(Aesthetic values)

사람들이 자연 지역의 풍경을 즐기

며 미학적 기쁨을 주는 환경에서 거

주 선호

․인지된 정원경관의 수/면적

․정원경관의 심미적 질 형식

미학적 기능

․시각적 선호도, 만족도

휴양 : 관광 또는 

여가활동의 기회

생태관광과 에코힐링

(Ecohealing and ecotourism)

휴양, 생물다양성, 생태관광 - 생태

계는 사람들의 휴식이나 레크리에이

션을 위해 올 수 있는 장소로서 중

요한 가치

․비오톱 등 생태적 질과 경관

․탐방프로그램 개발 운영.

․생태관광 에코힐링 프로그

램 수

․프로그램에 의해 방문하는 

탐방객 수

문화, 예술, 

디자인을 위한 영감 장소성과 문화적 유산

(Cultural diversity)

문화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의미

문화, 예술, 디자인을 위한 영감

․정원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으로 중요한 정원경

관 형태

․정원이 제공하는 장소성을 

나타내는 자원의 수

․정원으로부터 장소적 문화

적 영감을 얻는 사람의 수

문화유산과 고유성 

; 장소와 부속품

영적, 종교적 영감
영적, 종교적 영감

(Spiritual and religious values)

자연 생태계와 자연 요소(고대의 폭

포나 오래된 나무 등)는 윤리와 유

산 가치를 통해 표현되는 우주 공간

의 연속성의 의미와 이해 

․영적가치를 지닌 성스런 숲, 

나무, 동물 등 숭배 대상 존

재

․정원을 영적 또는 종교적으

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및 

시설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과 과학의 기회

생태환경 교육 및 과학적 지식

(Educational values & 

knowledge systems)

생태계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발달

되는 지식 체계의 유형에 영향을 미

치며 전통적 및 공식적 체계

․생태교육 프로그램

․흥미있는 탐방자원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

․생태조사 모니터링 등 연구

자료: de Groot et al.(2010), Costanza et al. (1997), Hermann et al.(2011), Daily(1999), MA(2005) 등을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

표 2.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정원의 기능과 지표 

간, 7) 도시녹지로서건전한생태계등을정원의의미로들수

있다.

생태계 문화서비스는생태계와의접촉으로부터사람들이얻

는 비물질적인 편익을 포함하며, 미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편익등을포함하는 내용으로 레크레이션과 정신 및 신체건강,

관광, 미적 감상과 문화, 예술, 디자인에 대한 영감, 영적 경험

과 장소의 의미 등을 포함한다.

De Groot et al.(2010)은 생태계 서비스 문화 및 어메니티서

비스로서 미적가치, 휴양 및 관광 여가활동, 문화 예술 디자인

을위한영감, 문화유산과고유성, 영적종교적영감, 공식적비

공식적교육과훈련을위한교육과과학의기회등으로구분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아우르는 복합

적 경관으로서의 정원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생태계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항목을 통합하여 표 2와 같이 정원의 문화

서비스 기능을 설정하고, 각 기능별로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

의 지표를 상태지표와 성능지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1) 심미적 가치

정원이 지니는 경관으로서의 심미적 질을 조형미로서 나타

낸다. 사람들은 자연 지역의 풍경을 즐기며, 미학적 기쁨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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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환경에서거주하려는경향과더불어, 인공미와더불어자연

미를유지하고있는경관을찾아나서며심미적아름다움과미

학적가치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이와 관련하여국립공원이

나 생태적으로 잘 보전된 자연자원 근처 또는 멋진 바다 전망

이 있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주택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다는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Costanza and Folke, 1997).

이를 바탕으로 상태지표로는 사람들의 지각에 의해 인지된

정원경관의 수와 면적을 지표로 하며, 성능지표로는 정원경관

의심미적질, 형식미학적기능, 시각적선호도및만족도등으

로 설정하였다.

(2) 생태관광과 에코힐링

다양한유형의정원에서의걷기와운동등신체적활동은신

체적 건강과 더불어 사람들이 긴장을 풀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

지시켜주는 정원의 기능이 점차 강조되어간다.

비오톱정원등생태적질과경관은정원의선호도와기능을

향상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생태계는 사람들의 휴식이나 레

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원

은 휴식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성을

위한 장소이며, 역사적 생태적 의미를 지닌 정원은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유용하다. 여가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의질적향상등으로인해생태적기반의생태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생태적의미를담은정원생태계와생물다양성은국가및지

역에 상당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며 문화와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활동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

로써 인식 증진에 기여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상태지표로는 비오톱

등 생태적 질과 경관, 탐방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설정하였

고, 성능지표로는 생태관광 및 에코힐링 프로그램의 수와 각

프로그램에 의해 정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수를 설정하였다.

(3) 문화적 다양성과 장소성

생태계다양성은문화의다양성에영향을미치는인자중하

나로서, 문화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화, 예술, 디자인을 위한 영감을 통해 정원에 장소성과 다양한

문화적유산을부여한다. 정원에담아전해온언어, 지식, 자연

환경과삶의흔적은인류역사를통해일상생활과밀접하게연

관되어 왔다.

그런의미에서정원은모든문화적관습과전통지식을구성

하는공통요소이며, 자연에 관련된관습을통해지역사회구성

원의소속감을형성하고, 장소의 고유한속성을정의하는데중

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원의 장소성과 문화적 유산으로서

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서, 상태지표는 정원 문화적

다양성과문화적으로중요한정원경관형태를설정하였고, 성

능지표로는 정원이 제공하는 장소성을 나타내는 자원의 수 및

정원으로부터장소적문화적영감을얻는사람의수를각각설

정하였다.

(4) 영적 종교적 영감

정원에는 자연 생태계와 자연 요소(노거수, 마을숲, 수경요

소 등)는 윤리와 유산 가치를 반영하여 연출함으로써 우주 공

간의 연속성의 의미를 포함한다. 성스러운 숲, 나무 또는 동물

의숭배등정원에담을수있는자연물과자연현상에대한종

교적인 가치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정원에 담고 있는 생물 다양성, 생태계, 자연풍경

은 인간의 예술과 문화의 많은 부분에 영감을 주는 근원이 되

어 왔고, 과학 분야에 갈수록 더욱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고대에는 나무나 동물들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으며, 특정한 숲이나 동굴 또는 산과 같은 지형들이 성

스럽거나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 이를

생활 공간에 끌어들여 생활종교로서 늘 접촉해 왔는데, 이를

현대적 정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적, 종교적 영감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상태지표는

영적가치를지닌성스런숲, 나무, 동물등숭배대상의존재를

설정하였고, 성능지표로는 정원을 영적 또는 종교적으로 중요

하게 여기는 사람 및 시설을 설정하였다.

(5) 생태환경교육 및 과학적 지식

생태계자연생태계는자연학습, 환경 교육(예 : 여행을통

해) 및 과학적 연구를　통해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년

수천에이르는간행물이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생태계는서로

다른 문화에서 발달되는 지식 체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적인지역은또한환경변화를감시하기위한중요한지역

으로써 표준화된 모델 자료로 활용 가능한 가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상태지표로서

생태교육프로그램과흥미있는탐방자원을설정하였고, 성능지

표로는생태학습프로그램운영및생태조사모니터링등의연

구를 각각 설정하였다.

Ⅲ. 결론



박미옥 : 정원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1권 2호(2015년 12월)� � 123

본 연구는 정원의 문화적, 생태적 개념을 정립하고, 생태계

서비스의개념과문화서비스를고찰하기위한연구로서, 문헌

연구를 통해생태계문화서비스의이론적틀을설정하고, 검증

을위해서정원을대상으로이론적틀을적용하여생태계문화

서비스로서의 정원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생태계 문화서비스 구성요소로는 심미적 기능으로서 미적

가치와 자연풍경 감상, 레크레이션 및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

창작활동을 위한영감제공, 생태문화적 현상등으로도출하였

다.

정원의 유형을 문화적, 공간적, 학술적, 법제적 관점에서 각

각 분류하였고, 생태문화와 생태계 문화서비스의 개념을 정립

하여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정원을 가치를 분석하였다. 정

원의 문화서비스를 심미적 가치, 생태관광과 에코힐링, 장소성

과 문화적 유산, 영적 종교적 영감, 생태환경 교육 및 과학적

지식 등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구조와 기능, 생태계 서비스

지표를 설정하였다. 생태계 서비스 지표는 상태지표와 성능지

표로 구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원문화라는 관점에서 정원의 생태적 문화적 기

능에중점을두고생태계문화서비스기능과지표를도출할수

있었으나, 정원을 정의하고 속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로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원의위치를정립하기위한연구와더불어전문가및일반인

들의 인식과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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