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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esign is an experimental work on how to creatively inherit the contents of traditional gardens through certain
means and methods for building modern Korean gardens.

The focus of this design wa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introduced into a traditional garden, the use of
modern materials, and the modernization of gardening.

In this design, the concept of design was defined as 'an imaginary garden met in dream' and conceived design language

and design strategy accordingl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reatively succeed traditional gardens, and this work shall not be considered as the answer

to the creative succession of the tradition. Therefore, many attempts shall be made in the future, and a discussion space

will be set up to openly discuss tradition and moder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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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설계는전통정원이 가진내용을현대정원에어떠한수단과 방법을 통해창조적으로 계승할것인가에대한하나의

실험과정으로 진행한 작품이다.
본설계에서주목한내용은전통정원에도입된요소에대한새로운해석과현대적재료사용, 그리고작법의현대화였다.
본 설계에서는 설계의 개념을 ‘꿈에서 만난 상상정원’으로 정하고, 이것에 대한 설계언어와 전략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정원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 작업이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정답이라고 볼
수는없다. 따라서 향후 많은시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담론의 장이 마련되어서공개적으로 전통과 현대의소통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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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탄작가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 그리고 (사)한

국조경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탄 여울공원에 조성한 10

개의 정원을 말한다. 이 10개의 정원은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

는장으로서정원에대한가치관이확산됨에따라도시공원속

공공정원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작가정원 조

성을 주관한 (사)한국조경사회는 조경관련단체에 작가정원을

조성할작가를추천받고, 선정위원회를열어 10인의작가를 선

정하였으며, 2017년 6월 13일 참여 작가명단을 발표하였다. 선

정된 작가는 김용택, 박성혜․민병은, 안계동, 윤영주, 이재연,

이선화, 임춘화, 정주현, 조동범, 홍광표 등 10인이었으며, 박성

혜․민병은은 진행과정에서 참가를 포기하여 신현돈이 대신

참여하여 정원을 조성하였다.

동탄작가정원의조성주제는 ‘동탄(東灘), 정원을 담다’로, 조

성규모는 개소당 150m2였고, 조성지원금은 개소당 5000만원이

었다. 정원을 조성에 있어서 토지기반작업(객토, 정지작업, 관

수․전기설비, 안내판 설치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

하였고, 나머지모든공정은작가들이맡아서진행하였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작가들은 2017년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원을조성하기로협약하고, 정원 조성에 대한계약을체결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원을 조성하였다.

본 작가는 작품의 주제를 ‘동탄이 꾸는 꿈(몽탄)’으로 정하

고, 정원의이름을 ‘몽탄원’이라고명명하였다. 본 작가는이정

원에 한국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습을 창조적으로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작품의 컨셉을 이 목적에 집중시켰

다. 본 작가가 전통정원을현대적으로풀어내는데있어서주목

한골자는전통정원에도입된요소에대한새로운해석과현대

적 재료의 사용, 그리고 작법의 현대화였다.

이러한 설계전략을통해서만들어진몽탄원에서는지금까지

조성된정원과는 차별화되는몇 가지 특징을 볼수 있는데, 설

그림 1. 제출도판

계언어의 새로운 창안, 재료의 현대화, 작법의 기계화 등은 전

통정원에서보였던내용은전달하면서형식적으로다른모습의

정원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인이었다.

Ⅱ. 설계의 내용과 범위

본 설계는 한국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작

가는이설계의전과정에서전통을현대적으로해석하기위한

방법을찾는데주목하였는데, 본 설계에서 적용한방법은내용

적으로 전통정원과 동일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재료와 작법을

달리하여 현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었다.1)

특히 한국전통정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하고 할 수 있는

못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건축을 위해 훼손한 지형의 복원과

관상을 목적으로 조성한 후원의 화계(花階)에 대한 새로운 해

석그리고, 한국전통정원에서고대로부터지속적으로조성해온

삼신산(三神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가장 두드러진 발상의

전환이 빚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의내용적범위는현황분석, 도입요소의결정, 기본구상,

기본계획이었으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1동

510-6 동탄 2신도시 여울공원을 대상으로 설계를 진행하였고,

설계대상지의 면적은 동서13.2×남북16.6m로 219m2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현황

몽탄원이 조성된 동탄 여울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로 지정된법적지위를가진도시공원이다. 몽탄원이

조성될 당시에는 여울공원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작가정원이

조성되고준공식을하면서이공원도준공되어지금은동탄주

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몽탄원이 조성된 부지는 여울공원에 조성된 10개의 작가정

원 중 북측편에 자리를 잡고 있다. 10개의 작가정원은 기존

그림 2.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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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립된 공원설계도 상에서 부지를 정한 까닭에 정원 모두

접근동선은 양호하며, 특히 몽탄원은 동측의 공원순환동선과

남측, 서측의내부동선으로둘러싸인곳이어서매우좋은조건

을 갖추고 있다.

토양은 성토된 토양으로 토질은 양토성이어서 물 빠짐이 양

호한 편은 아니었다. 따라서 초본류 식재를 위한 공간은 양호

한물빠짐과양분을보유한좋은흙으로대체해주어야할필

요가 있었다.

식생은 공원조성과정에서심어놓은느티나무가부지의북측

경계부와 동측 경계부에 심어져 있었으며, 후면부에는 산딸나

무가 다수 심어져 있는 나대지 상황이었다.

시설물로는텐트를설치하기위해조성해놓은데크가있었다.

경관적으로 보면, 부지 동측 편에는반도유보라아파트가공

사 중이었다. 반도유보라 아파트와 정원조성부지 사이에는 8차

선 도로가 지나고 있었으나, 지하도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며, 소음에 대한 문제도 크게 드

러나지않았다. 부지후면부에군식해놓은소나무는배경적요

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잠재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2. 도입요소

몽탄원의 도입요소는 한국의 전통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을중심으로하였으며, 그것의 의미는전통적인의미를담

되 표현형식은 현대적으로 해석하였고, 재료는 현대적인 것들

을 사용하였다.

1) 영지(影池)
한국의 전통정원에서 못이라는 존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못에는 연지와 영지가 있는데, 연지는 연꽃의

a. 남서측에서 본 경관 b. 북서측에서 본 경관

c. 남측에서 본 경관 d. 토양과 식생

그림 3. 부지현황

식재기반이되는것이며, 영지는 그림자를비추기위해조성되

었다. 본 설계에서는 이두 가지 유형의 전통적인못 가운데에

서 영지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전통정원에 도입되었던 못의 형태는 방형으로 조성

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몽탄원에 도입한 못도 예의 방형으로

계획하였으며, 못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이트의 중심에 자리

를 잡도록 하였다.

2) 삼선도(三仙島)
삼선도는신선이사는세개의섬이다. 전통정원에서는봉래,

영주, 방장의 세 섬을 도입하거나, 하나의 섬을 도입하여 봉래

선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신선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3) 수계(水階)
한국전통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계이다. 한국의 건축공간은 항용 배산임수하는 자리를 길지

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공간 후면부에 절토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한지형안정과관상을목적으로화계를도

입하였다.

화계는돌을쌓아단을조성하고, 각단에키가크지않은관

목이나 초본류를 식재하거나, 장독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즉, 식물재료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화계였던 것이다.

몽탄원에서는 이렇게 화계를 도입해 온 전통정원의 규범성

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수계를 도입하였다. 수계라는 것은

단을조성하고, 식재기반을 만든후식물재료를도입하는것과

는달리, 수조를만들고그수조에물을흘리게하여물을채운

다음 수생식물을 도입하는 시설이다.

지금까지 전통정원에 도입한 요소를 그대로 도입해온 지금

까지의관행적정원조성기법이라는측면에서볼때, 수계의 도

입은 매우 특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누마루
누마루는 못 주변에 건축하는 정자나 재실의 누마루를 상징

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영지를 둘러싸도록 계획하였다. 누마루

에 앉으면 영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5) 투시형 담장
정원은말그대로부지경계부에담장을두어공간을제한하

고, 외부와의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담장은 석

담, 토석담, 토담, 바자울등다양하였으며, 쌓기방식도여러가

지였다.

몽탄원에서는 지금까지 정원은 담장 안에 조성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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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전통적인사고는따르되, 담장을 새로운개념으로형식화하

여 도입하였다.

3. 개념 및 설계전략

본 설계에서 추구한 목적은 전통정원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정원요소의새로운해석과그에따른재료와작법의현대화작

업이었다. 이러한 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설계에서는설계의

개념을 ‘꿈에서만난상상정원’으로정하고, 설계언어를만들고,

설계전략을 구상하였다. 본 설계에 적용한 설계개념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물없는영지는상상의못으로주변의물상들이못에투영되

는전통적인정원의설계언어를대신하여못에꽃을심어그것

이 물에 비치는 모습으로 영지를 상상한다.

삼선도는전통정원에서못에만드는원형상의세개의섬대

신에수직적기둥형식을조형물로도입하여삼선도를상상한다.

무산십이봉은 삼선도와 마찬가지로 영지 바닥에 수키와 12

개를 연속하여 박아 넣어 무산십이봉을 상상한다.

누마루는 못과 상관하여 만드는 정자나 재실의 누마루 대신

에 영지에 접하도록 데크를 설치하여 누마루를 상상한다.

수계는화계를대치할수있는새로운개념으로화계와형식

적으로는 유사하나, 물이 흐르고 수생식물을 심어 전혀 다른

경관을 만들었으며, 수계를 통해서 화계를 상상한다.

투시형 담장은 전형적으로 조성해왔던 전통적인 담장의 개

념을뛰어넘어현대적차원에서의구획수단으로적용하였으며,

이 담장을 통해 전통적으로 도입하였던 담장을 상상한다.

4. 기본계획

1) 공간계획
몽탄원은 정원의 외부공간과 투시형담장으로 구획되며, 정

원은 영지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누마루가 있는 공간, 수계

그림 4. 조감도

그림 5. 기본계획도

가 자리 잡은 공간, 못과 누마루 외곽으로 정원을회유하는 동

선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원은 건물과 상관하여 조성되는 경우가 많으

그림 6. 완성된 정원의 모습

a. 공사과정(공간구획) b. 남측에서 본 공간구성

그림 7. 공간조성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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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몽탄원과 같이 건물 없이 정원만 만드는 쇼가든의 형식에

서는 공간계획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지

에대한집중성이강하게나타나도록자리를정원의중심에배

치하였다.

2) 동선계획
동선은사이트외부의공원내부동선으로부터연결되는진입

로와정원내의회유동선으로이루어지며, 수계와영지사이에는

동선을 겸한 작은 마당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동선은 정형적인공간구성에상응하여질서정연한꾸밈새가

연출되도록 하였으며, 기능적인쓰임새를 가지도록하였다. 단,

단순한동선체계를보완하기위하여수계앞에마당을두어머

무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공간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동선의 폭은 1.4m로 계획하였으며, 수계 앞마당은 길이

10.7×2.9m로 면적은 약 31m2로 계획하였다.

3) 시설계획

(1) 영지
영지는기존지형에서 1.0m를파낸다음, 하부 30cm에는좋

은 흙과 부엽토를 섞어 양호한 식생기반을 마련한 후 그곳에

찾아보기 어려운 진귀한 꽃들을 100종 이상 심어 마치 신선계

에서 영지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이 조성하였다.

영지의 형태를 정방형의 방지로 만든 것은 전통정원에서 볼

수있는못의이미지를연출하도록하기위함인데, 방지형태의

못이지만그내용은전혀다르게하여파격적인상상력을표현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통적인 요소에 대한 현대

a. 공사과정(원로 포장) b. 수계와 앞마당

그림 8. 동선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a. 공사과정(터파기) b. 영지와 삼선도

그림 9. 영지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2) 누마루
누마루는영지주변으로돌아가며원목(멀바우)을 사용하여

데크(deck)를 짜서 만드는데, 폭은 90cm로 하여 사람이 편하

게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시도는정자나재실을대치할수있는방법에대한시

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건축물을 도입할 때 나타

나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기도 하였다.

(3) 수계
수계는부지북단에 3단으로조성하였으며, 콘크리트구체를

쳐서 기반을 마련하고, 그 위에 수조를 놓아 완성하였다. 수계

의 규모는 한단의 길이가 6m이고, 폭은 70cm로 하였다. 각 단

에 놓은 수조는 벤치플륨관을 사용하였는데, 벤치플륨관은 길

이 2m, 높이 50cm 되는 것 9개를 조합하여 수조의 쓰임새를

갖도록하였다. 수계 하부에는폭 1.2m에깊이 70cm의저수조

를 만들고, 여기에 고인물이순환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를 하

였으며, 야간에는물이흐르지않도록자동제어장치를하여적

멸한 분위기를 갖도록 하였다.

이렇게만든수계에서는연꽃과부처꽃, 창포가꽃을피우고,

물양귀비와 물수선화가 모양을 내어 피어나며 각종 수생식물

들이 소리와 색과 향으로 신선향을 이루도록 하였다.

수계는 전통정원의 화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한 방법이었

다. 지금까지우리는전통정원에도입된화계의존재를당연히

받아 들여왔지만, 경사지형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도시공간에

는굳이화계가필요없는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화계의새

a. 공사과정(목재깔기) b. 영지둘레에 만든 누마루

그림 10. 누마루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a. 공사과정(플륨관 높기) b. 수계의 작동과 수생식물

그림 11. 수계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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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개념인 수계와 같은 수경시설을 도입하여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

(4) 투시형 담장
정원의경계가되는담장은굵은철사를종횡으로짜서만든

투시형담장으로하였으며, 이러한 현대적물성을통해한국성

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장의 높이는 1m 정도로 하여

경계물로서의 기능도 가지지만, 시각적으로는 외부의 경관을

차경할수있도록하였으며, 외부에서는내부가쉽게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투시형 담장은 충전요소를 채우지 않고, 덩굴식물과

담장내부에키가낮은관목을심어과거에궁궐에서볼수있

었던 취병과 유사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장에는 으아리, 사위질빵, 붉은인동, 흰인동, 클레마티스

등 덩굴식물과 상록관목을 심어 초록의 취병이되도록 하였다.

4)조형물계획

(1) 삼선도
삼선도는 돌과 유리 그리고 철이라는 세 가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조형성을가지도록하였다. 철은징크를, 유리는유리

블럭을, 돌은 상주석을 썼는데, 하나는 세우고(2.1×0.8×0.8m),

다른 하나는 중간 정도의 높이로 세우며(1.7×0.6×0.6m), 또 다

른하나는낮게세워(1.0×0.4×0.4), 부등변 삼각형의배치가되

도록 하였다.

삼선도의재료를세가지로사용한것은시각적변화를주기

위한방법이기도하지만, 봉래, 영주, 방장의세섬이가지는이

a. 공사과정(철망 설치) b. 투시형 담장과 덩굴식물 

그림 12. 투시형 담장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a. 공사과정(유리블럭 설치) b. 삼선도(봉래·영주·방장)

그림 13. 삼선도 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미지를서로다른재료로표현하려는의도가먼저였다. 한국이

나 일본의 정원에서는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삼선도의 존재

를 표현하였지만, 현대정원에서는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삼

선도의 존재를 달리 표현하여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무산십이봉
무산십이봉은영지바닥에수키와 12장을연결하여놓고, 그

사이에포복성식물재료인백리향을심어마치멀리서보면 12

개의봉우리가나무위로잔잔히올라와있는것처럼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 역시 삼선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다 다양한

전통정원의 창조적 계승방법을 모색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있겠다.

5)포장계획
동선인 원로에는 시멘트블럭으로 포장을 하고, 포장면 사이

에잔디를심어정원으로서의이미지를연출할수있도록하였

다. 한편, 수계 전면부 마당은 원로의 규격보다 작은 시멘트블

럭을사용하여포장하였고, 군데군데블록을비워잔디를심어

마치 조각보를 보는듯한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며, 원로와 공간

성이 달리 나타나도록 하였다.

전통정원에서 볼 수 있는 포장은 마사토 포장이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현대정원에서는 마사토 포장이 우수시에 마사토의

유실우려가 있어 지속적인유지관리가어렵다는 문제가있다.

따라서전통의현대적해석혹은전통의창조적계승을위해서

는다양한포장재료에대한실험이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a. 공사과정(수키와놓기) b. 무산십이봉 완성형태

그림 14. 무산십이봉 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a. 공사과정(블럭깔기) b. 블록과 잔디의 콜라보

그림 15. 포장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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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식재계획
몽탄원에는 한국의 정원에서 전통적으로 심어 온 식물재료

를 도입하되, 한국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식물재료는그것이외래종일지라도도입하였다. 그것은한국성

을표현하기위해도입할수있는식물재료가매우제한적이라

는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였다. 특히초본류의경우에는그러

한 문제가 보다 심각한데, 최근에 원예종으로 개발한 초종들

가운데에는우리의야생화와이미지가비슷한것들이많아, 전

통정원에 심어진 초본류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높아졌다.

몽탄원에 도입한 나무와 꽃은 다음과 같다.

목본류는 교목으로 소나무 1주, 쪽동백 2주, 단풍나무 1주,

배롱나무 1주, 산수유 1주, 수수꽃다리 3주, 감나무 1주와 관목

으로 매실나무 1주, 산수국 7주, 백철쭉 20주, 말발도리 20주,

애기말발도리 5주, 꽃댕강 5주, 조팝나무 1주를 도입하였다.

초본류는 투구꽃, 산파, 두메부추, 산부추, 너도부추, 처녀치

마, 금꿩의다리, 삽주, 큰꿩의비름, 자주꿩의비름, 리아트리스,

해국, 구절초, 흰구절초, 한라구절초, 거북머리, 산비장이, 곰취,

한라개승마, 눈개승마, 할미꽃, 무늬둥글레, 호랑이바위솔, 정선

바위솔, 푸른옥바위솔, 와송, 둥근바위솔, 세잎양지꽃, 땅채송

화, 노루귀, 범부채, 섬초롱꽃, 돌나물, 옥잠난초, 맥문동, 속새,

옥잠화, 주걱비비추, 일월비비추, 좀비비추, 꿀풀, 꼬리풀(블루,

화이트), 왜성꼬리풀, 상록패랭이, 상록애기기린초, 애기기린초,

바위취, 독일붓꽃, 휴케라, 용담, 털머위, 동의나물, 노루오줌,

아스타, 은대난초, 부처손, 개부처손, 알프스민들레, 왜솜다리,

벌개미취, 애기석위, 은쑥, 둥근이질풀, 노랑숙근코스모스, 참나

리, 원추리, 우산나물, 아네모네, 붓꽃, 노랑잎왜성조팝, 백리향,

기린초, 클레마티스, 상사화, 리틀제브라, 꽃도라지, 자엽꿩의비

름, 코레우리 모닝스타, 하늘용담, 층꽃을 도입하였다.

덩굴식물로는 으아리, 사위질빵, 붉은인동, 흰인동을 도입하

였다.

수생식물은 부처꽃, 속새, 물수선화, 수련, 연, 시페루스, 물

수세미, 벗풀, 부들, 창포, 물양귀비, 물싸리, 물칸나, 무늬물칸

나, 마름, 물옥잠, 물배추를 도입하였다.

양치식물로는 고란초, 삼지구엽초, 고사리, 고비, 관중, 참취

를 도입하였다.

a. 공사과정(초본류 심기) b. 영지의 식물상

그림 16. 식재공사와 완공 후의 모습

사초류는 대사초골든라이트, 흰줄무늬대사초, 레드루스터,

루시우스, 포니테일을 도입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설계는 전통정원이 가진 내용을 현대정원에 어떠한 수단

과방법을통해창조적으로계승할것인가에대한하나의실험

과정으로 진행한 작품으로 실제 조성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

되고 있다.

본 설계에서 주목한 내용은 전통정원에 도입된 요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현대적 재료 사용, 그리고 작법의 현대화였다.

본 설계에서는 설계의 개념을 ‘꿈에서 만난 상상정원’으로

정하고, 이것에 대한 설계언어와 전략을 구상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없는영지는못에꽃을심어그것이물에비치는모

습으로 영지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삼선도는세개의섬을대신할수있는수직적기둥을

도입하여 삼선도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셋째, 무산십이봉은영지바닥에수키와를 12개늘어놓아무

산십이봉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넷째, 누마루는영지에접하도록데크를설치하여정자나누

마루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계는 단을 두어 물을 흐르게 하고, 수조에 수생식

물을 심어 화계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투시형 담장은 철망으로 제작하고 덩굴식물과 상록

관목을 심어 전통적인 담장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식재는 전통정원에서 사용하던 향토재료를 주로 사

용하되, 외래종 가운데에서도 한국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래종이라면 적극 도입하였다.

본 설계의결과, 전통정원의창조적계승은일단도입요소에

대한새로운해석이요구되며, 그러한 요소들을만드는데있어

서 현대적 재료의 과감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정원이 가진 정체성 즉, 한국성이

정원의 내용으로서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탄에서시도한전통의창조적계승을위한작업을통해이

러한 작업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

다. 작업결과, 전통정원의창조적현대화작업에는다음과같은

사항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제언으로대신하고자한다.

첫째, 현대정원의조성에있어서창조적계승을위한시도가

가능하려면 전통정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재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창조적 계승을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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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식물재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셋째, 전통의현대화작업은다양한노력과시도가필요한데,

이것은최근여러곳에서열리고있는정원박람회를통해서가

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통정원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 작업이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해답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향후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담론의

장이 마련되어서 공개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소통에 대한 논의

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많은 조경가들이 전통정

원에대해이해하고,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현대화작업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주 1.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대해서는 홍광표를 비롯한 정기호, 김학범, 박찬

용, 이재근, 이상윤의 ‘좌담; 역사경관의 재해석, 그리고 창조적 계승의
가능성과 과제’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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