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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렇게정원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것과함께정원에사용

되는식재에대한관심과중요성도높아지고있으나, 아직까지

는 초화류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부족하고(송호범 2012), 초

본식물에 대한 선정기준 자료가 부족하여 초화류 선정에 있어

미숙한부분이많이보이고있는것(손관화, 2012)이 현실이다.

정원의 디자인은 정원을 구성하는 식물 하나하나의 개체적

특성을 이용하여 결합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하고, 최적의 자

리를찾아가는것(박은영, 2010)이라고정의할만큼, 식재의선

정과 디자인은 그 비중이 크다.

한편, 2013년도에 개최된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 중,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은 제1회가 2018년 10월 8일부

터 10월 16일까지 미래지테마공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정원 관련 5명의 교수들을

초청하여 작가정원을 조성하였다. 초청된 교수는 김영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박은영 교수(중부대학교), 이애란 교수(청

주대학교), 이주영 교수(국립한경대학교), 홍광표 교수(동국대

학교)이며, 이와 더불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정원 19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제2회는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청주시의문암생태공원에서열렸으며, 조성된정원은기업정원

1개소, 작가정원 7개소, 학생 및 시민정원 20개소로 총 28개소

였다. 이 행사에서 조성된 작가정원은 모델정원이라는 명칭으

로 공모되었고, 출품된 정원 가운데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7

작품이선정되었다. 올해작가정원의주제는 ‘청주소식, 웃음을

심다’로, 선정된 7개의 정원들은 약 1달 동안의 조성과정을 거

쳐페스티벌기간동안일반인들에게전시되었고, 전시 후에는

그 자리에 존치시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작가정원은 각 60m2로, 형태는 규정하지 않아서 작가들이

제출한 정원조성계획(안)에 합당하도록 작가가 임의로 결정하

였다. 정원의 조성 위치는 7개소의 정원의 위치를 조성될 부지

에 마련해 놓고,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작가들이 선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 청주가드닝페스티벌 행사에 조성된 7개

정원의 식재경향을 분석하여 각각의 정원에 도입된 식물이 무

엇인지? 도입된 식물들의 화기가 언제이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어떠한 식재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밝혀, 정원박람

회에출품되는존치정원의식재경향을파악함으로써, 정원 식

재 디자인을 위한 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는것이주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청주가드닝 페스티벌을 선택한 이유로는 박람

회 이후에 정원이 존치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서울정

원박람회, 태화강 정원박람회도 박람회 이후에 정원이 존치되

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존치되고 있어,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었다. 또한, 태화강정원박람회는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지속성에 문제가 있으며, 서울 정원박람회는 마을형 정원박람

회로 방향을 전환하여 대표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

Ⅱ. 연구방법

1. 이론적 고찰

1) 국내외 정원박람회
근대 정원박람회의 시작은 1851년 영국 런던만국박람회로

총 25개국 참가하였으며, 점차 세기를 거듭함에 따라 정원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도시의 문화회복과 균형 있

는사회발전지향의성격을지니게되었다(이호우, 2018). 도시

의 생활과 병행하여 자연을 갈구하는 현대인에게 정원은 단순

한볼거리이상의문화적의미와가치를지니는데, 정원박람회

지만, 박람회 개최기간을 최우선으로 조성되는 등, 정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식재 디자인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본 연구는 올해 두 번째로 연린 청주 가드닝페스티벌에 선정된 7개 모델정원을 대상으로 각각의 식재경향,
도입된 식물들의 화기 및 현상, 식재방식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원식재 디자인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각 정원의 식재계획도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도입식물의 종, 개화기, 식재방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각 정원별 도입된
수목의 종수는 차이가 크게 났으며, 박람회가 개최되는 시기를 고려한 수종선택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종 수
차이는 식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공사비 절감이 원인이었으며, 계절별 수종선택은 행사시기가 5월 말∼6월 초인 점으로

보아 봄, 여름에 개화하는 종이 집중되어 개최기간 중 이미지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의도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원박람회의 식재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매뉴얼의 개발 및 식재에
대한 심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식재디자인, 식물종, 개화기, 식재 방법, 심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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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에 대한 정보전달, 다양한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여, 정원박람회는 휴식과 삶의 질에 대한 열망뿐

아니라, 문화와 녹색의 패러다임이며, 하나의 유형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특화된형태의정원에서파생되어문화․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전달하였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화훼 무역과 전시를 위하여 1997년 고양

세계꽃박람회가처음으로개최되었으며, 2019년 현재서울․경

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등지에서 12개의크고

작은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추가로 기획되고 있다.

2015년에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과 2019년 제2호 태화강 국가

정원이 지정됨에 따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방정

원․민간정원 등 정원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어 박람회 등에 대

한 행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최된 대부분의 정원박람회는 획일적인 목적과 주

제로행사규모, 기간, 개최방식, 투자비용, 기대효과등이유사

하며, 차별성이없는전시형태가이루어지고있으며, 작가정원,

시민정원, 학생정원의 형태로 정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식재에

있어서는 독자성이나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정원관련 법규
수목원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규정하여 정원

조성에있어서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이주된요소라는것

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토

석이나 시설물에 비해서 다루기가 어렵고, 정원이 제 모습을

갖추는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원에서는 식물재료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3) 식재디자인의 개념
식재디자인(plating design)은 식재설계라고도 하며, 심미적

인자 및 생태적 인자를 고려한 식물의 기능적 이용을 다루는

것이다(한국조경학회, 1990) 인공적인 재료가 아닌 살아있는

식물재료를다루기때문에시간에따른변화를예측하고공간

을구성하여야하며, 식물의 생육환경에대한고려가필수적이

다(정소영, 2016). 식재디자인 과정에서 이용되는 식물재료는

단지 심미적인 이용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식물재료를 심미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건축물의 경계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이질감을 완화

하는역할을하고, 건축적으로이용할때는공간을창조하거나

시선을 차폐하고 유도할 수 있다. 기후 조절이나 공학적으로

이용할때에는그늘을제공하고, 바람을차단하거나바람의통

로로활용하기도하며, 침식을방지하고동선을유도하거나눈

부심을방지하는등(정원계획과설계, 2008) 목적에맞는식물

선정 또한 식재디자인의 과정이다. 정원박람회에 출품된 정원

작품들의 경우에는 장소가 제한적이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식재디자인의 개념보다는 심미적 측면

이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로 작용한다(정소영, 2016).

2. 연구 대상지의 선정

본연구에서대상이된작가정원은 2019년도청주가드닝페

스티벌에서 공모한 작품 중에 선정된 7개소이며, 작품명을 보

면, ‘멜로디풍경’, ‘조이풀가든’, ‘미소원’, ‘웃음기록원’, ‘동심원’,

‘택배왔어요’, ‘옐로비타민가든’으로 모두주제를함축적으로표

현하고 있다(그림 1).

3.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작가정원의 식재경향의 분석

은작가들이정원을조성한후제출한준공도면가운데에서식

재계획도를 1차 자료로 삼았다. 이 자료는 작가정원조성을 주

관한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학술적 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1차 자료를 통해 각각의 정원에 도입된 식물재료를 파악하

고, 그 식물재료들이 식재된 방식을 파악한 후, 현장에서 식재

가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오차를 최

소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식물의 종을 파악하여 몇 종의 식물이 정원에 도

입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것은 최근 정원의 품질을 평가하

기위한기준으로종다양성을포함하고있음을중요하게생각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정원에 도입된 식물들의 개화기를 분석하였다. 식물은

꽃이필때가장아름답다. 따라서정원의아름다움은 4계절고

루 꽃이 필 경우, 아름다움을지속적으로감상할 수 있다는 측

면을 고려하여 각 정원별로 도입된 식물들의 개화기를 분석하

는 것이다.

셋째, 식물종들이어떻게식재되었는지를분석하였다. 이것은

목본식물의식재와초본식물의식재그리고목본식물과초본식

물의 배합 혹은 둘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식물종을 목본류, 초본류, 넝쿨류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여, 각 유형별 식재종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폈는

데, 이것은 지금까지조성된작가정원이대부분목본류가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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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풍경(Melody Punggyeong)

조이풀가든(Joyful Garden) 미소원(Misowon)

웃음기록원(Usumkilokwon) 택배왔어요(From_Nature)

동심원(Dongshimwon) 옐로우비타민가든(Yellow Garden)

그림 1. 7 Research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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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이번 2019 청주가드닝페스티벌에서는 그러한 경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기 위함이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식물종의 도입

각작가별로정원에도입된식물종들을살펴보면, 표 1과같

다. 표 1을 토대로 해서 각 정원에 도입된 식물종을 살펴보면,

미소원이목본류 16종, 초본류 75종, 넝쿨류 1종으로단연압도

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이풀가든(16-31-1), 동심원

(12-27-3), 웃음기록원(12-19), 멜로디풍경(10-18), 택배왔어

요(10-10-1), 옐로비타민가든(6-3-3) 순이었다.

특히, 미소원은 초본류가 월등하게 많이 식재되어 다른 정원

들과 차별화되었으며, 도입된 초종 역시 특이한 것들이 많았다.

미소원은조경시설물을최소한으로배치하고, 식재중심의디자

인이돋보이는작품이다. 반면에옐로비타민가든은목본 6종, 초

본 3종, 넝쿨 3종으로매우열악하였는데, 이것은디자인자체가

식물보다는시설물을중심으로하는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

이며, 노랑색을 주제로 하여, 식물도입에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옐로비타민가든을제외한모든정원에서는목본

류보다초본류의도입이많았는데, 이것은목본류의식재효과가

초본류보다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보인다. 특히, 조

이풀 가든은 구조물을 돋보이게 하기위해 배경이 되는 식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화류로 식재한 것이 특징이며, 동심원은 철

근으로 조성된 울타리로 형태를 만들고, 배경을 제외한 중심부

표 1. Introduction of plant species

멜로디풍경

(Melody 

Punggyeong)

Woody plant

(10 species)

문그로우(Juniperus scopulorum), 덜꿩나무(Viburnum erosum Thunb.), 공조팝나무(Spiraea cantoniensis Lour), 
조팝나무(Spiraea prunifolia var. simpliciflora), 당단풍(Acer pseudosieboldianum), 소나무(Pinus densiflora), 

무늬사철(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국수나무(Stephanandra incisa), 
일본황금조팝(Spiraea japonica L. f.), 물싸리나무(Dasiphora fruticosa)

Herbaceous plant

(18 species)

꿩의 다리(Thalictrum aquilegiifolium), 빈카마이너(Vinca minor Apocynaceae), 금계국(Coreopsis drummondii Torr. & 

Gray), 비비추(Hosta longipes), 무늬비비추(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분홍꿀풀(Prunella), 
매발톱꽃(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분홍바늘꽃(Chamaenerion angustifolium), 
솔채(Scabiosa tschiliensis Gruning), 옥잠화(Hosta plantaginea Aschers), 패랭이꽃(Dianthus chinensis), 

뱀무(Geum japonicum Thunb.), 모나르다(Monarda didyma), 체리세이지(Salvia microphylla), 
안개꽃(Gypsophila elegans), 정향풀(Amsonia elliptica (Thunb.) Roem. & Schult.), 
아가판서스(Agapanthus africanus (L.) Hoffmanns), 본홍안개꽃(Gypsophila muralis)

Vine plant

(1 species)
아이비(Hedera helix)

조이풀가든

(Joyful Garden)

Woody plant

(16 species)

산딸나무(Cornus kousa), 노각나무(Stewartia koreana), 문그로우(Juniperus Scopulorum), 

둥근소나무(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황금측백(Thuja orientalis), 삼색버드나무(Salix integra), 
공조팝나무(Spiraea cantoniensis Lour), 화살나무(Euonymus alatus), 
수수꽃다리(Syringa oblata Lindl. var. dilatata (Nakai) Rehder), 나무수국(Hydrangea paniculata), 

불두화(Viburnum opulus f. hydrangeoides), 꽃댕강나무(Abelia mosanensis T. H. Chung), 
미스킴라일락(Syringa patula ‘Miss Kim’), 블루메트(Felicia amelloides), 삼색조팝(Viburnum strgentiifor. Sterile), 
전등싸리(Melilotus suaveolens Ledebour),

Herbaceous plant

(31 species)

무늬비비추(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작약(Paeonia lactiflora), 원추리(Hemerocallis fulva), 
큰꿩의 비름(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 Ohba), 옥잠화(Hosta plantaginea), 
사계소국(Chrysamthemum moriforium Ramat.), 가자니아(Gazania longiscapa DC. 'Sunshine'), 

바늘꽃(Epilobium pyrricholophum Franch. & Sav.), 샤스타데이지(Chrysanthemum burbankii Makino), 
솔채(Scabiosa tschiliensis Gruning), 블루세이지(Salvia farinacea Benth), 은사초(Csrex ligulata), 
산수국(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iebold & Zucc.) Wilson), 황금조팝(Spiraea japonica L.), 

비비추(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수국(Hydrangea serrata), 분홍달맞이꽃(Oenothera speciosa), 
황금층꽃(Caryopteris incana (Thunb.) Miquel), 은엽층꽃(Caryopteris incana (Thunb.) Miquel), 
은쑥(Artemisia Schmidtiana), 향기패랭이(Dianthus chinensis L), 휴케라(Heuchera 'Silver Scrolls'), 

흰색장구채(Silene oliganthella Nakai), 무늬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겹델피늄(Delphinium grandiflorum L), 
노랑달맞이꽃(Oenothera fruticosa ‘Fyrverkeri’), 춘절국(Rhodanthemum gayanum), 
로니세라(Lonicera japonica Thunb), 라벤더(Lavandula species), 사초(Carex), 물양귀비(Hydrocleys nymphoides)

Vine plant

(1 species)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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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미소원

(Misowon)

Woody plant

(16 species)

수양버들(Salix babylonica), 갯버들(Salix gracilistyla Miq.), 목향(Aucklandia lappa Decaisne), 
붉은병꽃나무(Weigela florida), 공조팝나무(Spiraea cantoniensis Lour), 소사나무(Carpinus turczaninowii Hance), 
은행잎조팝나무(Spirea blumei G. Don), 말발도리(Deutzia parviflora Bunge), 

사계덜꿩나무(Viburnum rhytidophyllum Hemsl. ex Forb. & Hemsl.), 산앵두(Vaccinium koreanum. Nakai), 
황금중산국수나무(Physocarpus intermedius C. K. Schneid.), 마취목(Pieris japonica (Thunb.) D. Don ex G. Don), 
백당나무(Viburnum opulus for. hydrangeoides (Nakai) Hara), 미스킴라일락(Syringa patula ‘Miss Kim’), 

산수국(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iebold & Zucc.) Wilson), 

분홍때죽나무(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Herbaceous plant

(75 species)

애기나리(Disporum smilacinum A. Grey), 산파(Allium maximowiczii Regal), 

사계패랭이꽃(Dianthus chinensis L. var. chinensis), 아주가(Ajuga reptans L.), 
빈카마이너(Vinca minor Apocynaceae), 봉의 꼬리(Pteris multifida Poiret), 은방울꽃(Convallaria keiskei),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양지꽃(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원추리(Hemerocallis fulva), 감국(Chrysanthemum indicum L.), 리아트리스(Liatris spicata), 
분홍장구채(Silene capitata Kom.), 일월비비추(Hosta capitata Nakai), 주걱비비추(Hosta clausa Nakai),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Nakai), 비비추(Hosta longipes), 매발톱꽃(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무늬옥잠화(Hosta plantaginea), 정향풀(Amsonia elliptica), 섬초롱(Campanula takesimana), 
노루귀(Hepatica asiatica), 분홍아주가(Ajuga reptans), 패랭이꽃(Dianthus chinensis L.), 
노랑꽃창포(Iris pseudacorus), 노루오줌(Astilbe rubra var. rubra Hook. f. & Thomson), 작약(Paeonia lactiflora), 

솔나리(Lilium cernuum Kom.), 즈이나(Clethra alnifolia L), 금꿩의 다리(Thalictrum rochebrunianum), 
애기원추리(Hemerocallis minor Mill.), 우단동자(Lychnis coronaria), 두메부추(Allium senescens L.),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바위취(Saxifraga stolonifera Meerb), 해국(Aster spathulifolius Maxim.), 
큰꿩의 비름(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 Ohba), 노랑숙근코스모스(Cosmos sulphureus Cav), 
목마가렛(Chrysanthemum frutescens), 큰 금매화(Trollius macropetalus), 백산풍로초(Geranium sanguineum L.), 

부처꽃(Lythrum anceps), 동의나물(Clatha minor Nakai), 꽃창포(Iris ensata var. spontanea), 
돌단풍(Mukdenia rossii (Oliv.) Ohwi), 비욘드골드(Festuca glauca beyond blue), 
리틀제브라(Miscanthus sinensis ‘Little Zebra’), 분홍낮달맞이꽃(Oenothera odorata Jacq), 

숙근사루비아(Salvia nemorosa L), 관중(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개고사리(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처녀치마(Heloniopsis koreana), 자란(Bletilla striata), 
세덤(Sedum makinoi), 은쑥(Artemisia laciniata Willd), 꿀풀(Prunella asiatica Nakai), 참나리(Lilium lancifolium), 

우산나물(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함수화(Michelia figo (Lour.) K. Spreng.), 
뻐꾹나리(Tricyrtia macropoda Miquel.), 춘절국화(Rhodanthemum gayanum),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부처손(Selaginella tamariscina), 바니테일(Lagurus ovatus L.), 설화(Bergenia), 

리시마키아(Lysimachia barystachys Bunge), 자주달개비(Tradescantia reflexa), 모닝라이트(E. ‘Moring Light’), 

무늬갈풀(Phalaris arundinacea L.), 골풀(Juncus effusus var. decipiens), 홍띠(Imperata cylindrica), 
속새(Equisetum hyemale), 김의털(Festuca ovina L.) 

Vine plant

(1 species)
참으아리(Clematis terniflora DC.)

웃음기록원

(Usumkilokwon)

Woody plant

(12 species)

문그로우(Juniperus scopulorum), 남천(Nandian domestica Thunb), 삼색병꽃나무(Weigela florida f. subtricolor), 

낙상홍(Ilex serrata Thunb), 수국백당(Viburnum sargentii Koehne for. Sterile Hara), 
미스킴라일락(Syringa patula ‘Miss Kim’), 공조팝(Spiraea cantoniensis), 설구화(Viburnum plicatum), 
자엽중산국수나무(Physocarpus intermedius (Rydb.) C. K. Schneid), 목단(Paeonia suffruticosa Andr), 

화이트핑크셀렉스(Salix integra), 갈퀴조팝(Spiraea trichocarpa Nakai) 

Herbaceous plant

(19 species)

베로리카(로열블루)(Veronica spicata L.), 그린라이트(Miscanthus sinensis 'Green Light'), 
리아트리스(Liatris spicata), 램스이어(Stachys byzantina K. Koch), 꿩의 다리(Thalictrum aquilegifolium), 

삼색조팝(Spiraea japonica L), 무늬비비추(Hosta longipes (Franch. & Sav.), 솔채(Scabiosa tschiliensis Gruning), 
바늘꽃(Epilobium pyrricholophum Franch. & Sav), 비욘드블루(Epilobium pyrricholophum Franch. & Sav), 
휴케라(Heuchera sanguinea), 자엽휴케라(Heuchera sanguinea), 매발톱꽃(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바위솔(Orostachys japonica),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아스틸베(Astilbe spp.), 
백두산금매화(Trollius ledebourii), 아가판서스(Agapanthus africanus (L.) Hoffmanns.), 
무늬억새(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

Vine plant

(0 spe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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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초화류로디자인되었다. 웃음기록원은중심에있는모래놀이

터 주변에 초화류 중심의 식재디자인이 되어 있었다. 택배왔어

요는 택배상자를 상징하는 철재 박스안에 식재를 하였으나, 식

재를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접근해서 철재 매쉬를 통해서만 볼

수있는한계가있다. 또한, 넝쿨류의식재는동심원과옐로비타

민가든이 3종으로많았고, 다른정원은대체로 1종정도도입하

였다. 넝쿨류를한종도도입하지않은정원도 1곳이나되어, 넝

쿨류의 도입이 왕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개화기

각 정원에 도입된 식물들의 개화기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각 정원마다봄꽃이나가을꽃에비해서여름꽃

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을꽃은 희귀할 정도인데, 이

것은 가드닝페스티벌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열

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페스티벌 기간 중에 꽃을 볼

수있어야정원을보는이들에게좋은평가를받는다는생각을

가지고 식물을 선정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굳이 청주가드닝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정원박람회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가을에

열리기때문에국화과식물인해국, 산국, 감국혹은구절초종

류가 많고, 사초류가 주로 심겨지고 있다.

청주가드닝페스티벌이나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원문화박람

회의경우, 전시된정원이존치된다는것을생각한다면, 당장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꽃이 피는 식물을

중심으로정원을조성한다는것은정원이 4계절고루아름다워

표 1. 계속

동심원

(Dongshimwon)

Woody plant

(12 species)

산사나무(Crataegus pinnatifida), 줄댕강나무(Abelia tyaihyoni Nakai), 덜꿩나무(Viburnum erosum Thunb), 
황금국수나무(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좀작살나무(Callicarpa dichotoma), 
까마귀밥나무(Ribes fasciculatum Siebold & Zucc. var. chinense Maxim.), 

눈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블루매트(Felicia amelloides), 물싸리(Potentilla fruticosa var. rigida), 
수국(Hydrangea macrophylla), 말발도리(Deutzia parviflora), 삼색조팝(Spiraea japonica L.), 

Herbaceous plant

(27 species)

샤스타데이지(Chrysanthemum burbankii Makino), 플록스(화이트)(Phlox drummondii), 램스이어(Stachy byzantina), 

아스틸베(Lysimachia barystachys Bunge),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은사초(Csrex ligulata), 
자주꽃방망이(Campanula glomera var. dahurica), 뱀무(Geum aleppicum Jacq), 꿀풀(Prunella asiatica Nakai), 
휴케라(Heuchera sanguinea), 하이베리쿰(Hypericum indorum),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오이풀(Sanguisorba officinalis L.), 원추리(Hemerocallis fulva), 아일랜드 이끼(Chondrus crispus Stackh.), 
오색패랭이(Dianthus deltoides), 꿩의 비름(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 Ohba), 빈카(Vinca rosea), 
정향풀(Amsonia elliptica), 패랭이(Dianthus deltoides), 솔채(Scabiosa tschiliensis Gruning), 

리아트리스(Liatris spicata), 즈이나(Clethra alnifolia L), 춘절국화(Rhodanthemum gayanum), 
블루세이지(Salvia farinacea Benth), 안개꽃(Gypsophila elegans Bieb), 부레옥잠(Eichhornia crassipes) 

Vine plant

(3 species)

붉은 인동(Lonicera sempervirens L.), 으름덩굴(Akebia quinata Dencaisn), 

클레마티스(Clematis hybrida Grandiflora Hort)

택배왔어요

(From Nature)

Woody plant

(10 species)

남천(Nandian domestica Thunb), 눈주목(Taxus cuspidata var. nana),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 
산앵두(Vaccinium koreanum. Nakai), 옥향(Juniperus chinensis var. globosa), 목수국(Hydrangea macrophylla), 

수국(Hydrangea macrophylla), 수수꽃다리(Syringa oblata Lindl. var. dilatata (Nakai) Rehder),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무늬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S. et Z.)

Herbaceous plant

(10 species)

숙근사루비아(Ligustrum obtusifolium S. et Z.),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백합(Meretrix lusoria), 

큰꿩의 비름(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 Ohba)), 작약(Paeonia lactiflora), 
에린지움(Eryngium maritimum L.), 노루오줌(Astilbe rubra Hook. f. & Thomson var. rubra), 
그린라이트(Miscanthus sinensis 'Green Light'), 무늬억새(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서양꼬리풀(Veronica linariaefolia Pall.)

Vine plant

(1 species)
영국장미(Rosa hybrida)

옐로비타민가든

(Yellow Vitamin 

Garden)

Woody plant

(6 species)

은행나무(Ginkgo biloba), 주목(Taxus cuspidata), 개나리(Forsythia koreana), 측백나무(Thuja orientalis), 
덴마크무궁화(Hibiscus athenacus), 스카이로켓(Juniperus scopulorum cv. Skyrocket )

Herbaceous plant

(3 species)
무늬억새(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모닝그라스(Miscanthus sinensis), 잔디(Zoysia japonica Steud.)

Vine plant

(3 species)

으름덩굴(Akebia quinata Dencaisn), 으아리(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아이비(Hedera he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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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lowering time

Melody Punggyeong

Spring 패랭이꽃(Dianthus chinensis)

Summer

물싸리(Dasiphora fruticosa), 꿩의 다리(Thalictrum aquilegiifolium), 뱀무(Geum japonicum Thunb), 
아가판서스(Agapanthus), 정향풀(Amsonia elliptica), 체리세이지(Salvia greggii), 모나르다(Monarda didyma), 

금계국(Coreopsis drummondii L.), 빈카마이너(Vinca minor), 솔채(Scabiosa mansenensis), 옥잠화(Hosta), 
비비추(Hosta longipes), 분홍바늘꽃Chamaenerion angustifolium)

Autumn 아이비(Hedera) 

조이풀가든

(Joyful Garden)

Spring

공조팝나무(Spiraea cantoniensis), 화살나무(Euonymus alatus), 수수꽃다리(Syringa), 

불두화(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꽃댕강나무(Abelia x grandiflora), 
미스킴라일락(Syringa pubescens subsp. patula ‘Miss Kim’), 작약(Paeonia lactiflora), 가우라(Oenothera lindheimeri), 
휴케라(Heuchera), 로니세라(Lonicera nitida ‘Variegata’)

Summer

산딸나무(Cornus kousa), 노각나무(Stewartia pseudocamellia), 나무수국(Hydrangea paniculata), 

무늬비비추(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원추리(Hemerocallis), 큰꿩의 비름(Hylotelephium spectabile), 
옥잠화(Hosta), 가자니아(Gazania), 샤스타데이지(Leucanthemum × superbum), 솔채(Scabiosa mansenensis), 
블루세이지(Salvia farinacea), 삼색조팝(Spiraea japonica L.), 산수국(Hydrangea serrata), 

황금조팝(Spiraea japonica L. f.), 향기패랭이(Dianthus chinensis. var. senperflorens), 비비추(Hosta longipes), 
수국(Hydrangea macrophylla), 분홍달맞이꽃(Oenothera speciosa), 흰색장구채(Silene firma. Siebold & Zucc.), 
무늬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Variegata’.), 겹델피늄(Delphinium grandiflorum L.), 

노랑달맞이꽃(Oenothera speciosa Nutt.), 전등싸리(Melilotus officinalis), 라벤더(Lavandula), 
물양귀비(Hydrocleys nymphoides.)

Autumn

능사계소국(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소희황금층꽃(Caryopteris incana var. angustifolia S. L. Chen & R. L. Guo), 은엽층꽃(Cladonia rangiferina), 

춘절국(Brachyscome angustifolia)

미소원

(Misowon)

Spring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공조팝나무(Spiraea cantoniensis), 말발도리(Deutzia setchuenensis Franch.), 
산앵두(Vaccinium koreanum), 황금중산국수나무(Physocarpus opulifolius ‘Diabolo’), 마취목(Pieris japonica), 
백당나무(Viburnum opulus), 분홍때죽나무(Styrax japonica), 은방울꽃(Convallaria majalis), 

금낭화(Lamprocapnos spectabilis),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양지꽃(Potentilla fragarioides),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은행입조팝(Spiraea blumei G. Don), 노루귀(Hepatica maxima), 
패랭이꽃(Dianthus chinensis), 작약(Paeonia lactiflora), 바위취(Saxifraga stolonifera), 동의나물(Caltha palustris), 

처녀치마(Heloniopsis koreana), 함수화(Michelia figo Speng), 참으아리(Clematis terniflora),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미스킴라일락(Syringa pubescens subsp. patula ‘Miss Kim’) 

Summer

목향(Inula helenium), 사계덜꿩나무(Viburnum plicatum ‘Lanarth'.), 산수국(Hydrangea serrata),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리아트리스(Liatris spicata (L.) Willd.), 분홍장구채(Silene capitata Komar.), 

일월비비추(Hosta capitata (Koidz.) Nakai), 무늬비비추(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무늬옥잠화(Hosta plantaginea (Lam.) Aschers.), 정향풀(Amsonia elliptica), 바위초롱(Campanula qgawa Gikyou.), 
분홍아주가(Ajuga reptans), 노랑꽃창포(Iris pseudoacorus), 노루오줌(아스틸베)(Astilbe thunbergii Miq), 

솔나리(Lilium cernuum Komarov), 즈이나(Clethra alnifolia L.), 
금꿩의 다리(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H. Lev.) Nakai.), 
애기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우단동자(Lychnis coronaria), 두메부추(Allium senescens. L. 1753.), 

큰꿩의 비름(Hylotelephium spectabile), 노랑숙근코스모스(Coreopsis verticillata ‘Zagreb’), 
목마가렛(Chrysanthemum frutescens), 큰 금매화(Trollius macropetalus (Regel) F. Schmidt), 
백산풍로초(Geranium thunbergii), 부처꽃(Lythrum anceps (Koehne) Makino), 꽃창포(Iris ensata), 

비욘드골드(Festuca glauca beyond blue.), 리틀제브라(Miscanthus sinensis ‘Little Zebra’.), 
분홍낮달맞이꽃(Oenothera biennis L.), 숙근사루비아(Salvia nemorosa L.), 
자란(Bletilla striata (Thunb. ex Murray) Reichb. fil.), 꿀풀(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참나리(Lilium lancifolium), 

우산나물(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뻐꾹나리(Tricyrtis), 춘절국화(Rhodanthemum gayanum), 
바니테일(Lagurus ovatus L.), 설화(Bergenia crodifolia Sternb.), 리시마키아(Lysimachia nummularia L.), 
자주달개비(Tradescantia spathacea),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섬초롱(Campanula takesimana Nakai)

Autumn
감국(Chrysanthemum indicum),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ura.), 
해국(Aster spathulifolius Maximowi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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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측면에서볼때, 분명히문제가있다. 따라서박람회

에조성될정원의심사에서계절별로꽃이피는식물을얼마나

균형감있게도입했는가를살펴점수를주는것이필요하며, 이

렇게 될 경우에는 작가들이 계절에 따라 꽃이 계속 피는 정원

을만들수있을것으로본다. 영국의많은정원들이꽃을통해

서계절에따라다양한경관을얻는다는것을벤치마킹할필요

가 있다.

3. 식재 방법

1) 멜로디풍경
멜로디 풍경은 부지 중앙을 사선으로 관통하는 콘크리트로

만든 길이 있고, 후면부에는 역시 콘크리트로 만든 옹벽이 있

다. 이러한설계조건을살려서후면부옹벽너머에는문그로우

를 열식하여 배경으로 삼고, 길을 따라가며 식재를 했다. 식재

표 2. 계속

웃음기록원

(Usumkilokwon)

Spring

삼색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낙상홍(Ilex serrata. Thunb. 1784.), 수국백당나무(Viburnum sargentii), 
공조팝(Spiraea cantoniensis Lour.), 목단(Paeonia suffruticosa Andr.), 휴케라(Heuchera sanguinea), 
자엽휴케라(Heuchera villosa ‘Palace Purple’), 

매발톱꽃(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Summer

남천(Nandina domestica. Thunb. 1784.),  미스킴라일락(Syringa pubescens subsp. patula ‘Miss Kim’), 

자엽국수나무(Physocarpus intermedius (Rydb.) C. K. Schneid.), 설구화(Viburnum plicatum Thunb), 

갈퀴조팝(Spiraea trichocarpa Nakai.), 삼색조팝(Spiraea japonica L.), 백두산금매화(Trollius ledebourii Rchb), 
베로리카(로열블루)(Veronica spicata L.), 꿩의 다리(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1858.), 
무늬비비추(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솔채(Scabiosa mansenensis), 

바위솔(Orostachys japonica (Maxim.) A. Berger.),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L.) Kitam. 1939.), 
아스틸베(Astilbe spp.), 아가판서스(Agapanthus), 리아트리스(Liatris spicata (L.) Willd.), 

램스이어(Stachys byzantina), 바늘꽃(Epilobium pyrricholophum. Franch. & Sav. 1879.)

Autumn

동심원

(Dongsimwon)

Spring

산사나무(Crataegus pinnatifida for. pinnatifida), 줄댕강나무(Abelia mosanensis T. H. Chung ex Nakai), 
까마귀밥나무(Ribes faciulatum), 말발도리(Deutzia grandiflora var. baroniana Diels), 

플록스(화이트)(Phlox paniculata L.), 꿀풀(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휴케라(Heuchera sanguinea),
정향풀(Amsonia elliptica), 으름덩굴(Akebia quinata)

Summer

황금국수나무(Stephanandra incisa var. incisa (Thunb.) Zabel, 1885), 좀덜꿩나무(Viburnum erosum Thunb.), 

작살나무(Callicarpa japonica), 물싸리(Dasiphora fruticosa), 수국(Hydrangea macrophylla), 
삼색조팝(Spiraea japonica L.), 샤스타데이지(Leucanthemum × superbum), 아스틸베(Astilbe spp.), 
맥문동(Liriope muscari), 자주꽃방망이(Campanula glomerata), 뱀무(Geum japonicum Thunb.), 

하이베리쿰(Hypericum androsaemum), 램스이어(Stachys byzantina), 
오이풀(Sanguisorba tenuifolia Fisch. var. parviflora Maxim.),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꿩의 비름(Hylotelephium erythrostictum (Miq.) H. Ohba (1977)), 솔채(Scabiosa mansenensis), 

리아트리스(Liatris spicata (L.) Willd.),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오색패랭이(Dianthus deltoides), 
패랭이(Dianthus sinensis L.), 빈카(Vinca major subsp.), 즈이나(Clethra alnifolia L.), 
춘절국화(Rhodanthemum gayanum), 블루세이지(Salvia farinacea Benth.), 안개꽃(Gypsophila elegans Bieb.), 

부레옥잠(Eichhornia crassipes), 붉은 인동(Lonicera japonica), 클레마티스(Clematis patens C. Morren & Decne.)

Autumn

택배왔어요

(From Nature)

Spring
왕벚나무(Prunus × nudiflora), 산앵두(Vaccinium koreanum), 무늬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작약(Paeonia lactiflora)

Summer

남천(Nandina domestica), 목수국(Hydrangea paniculata), 수국(Hydrangea macrophylla), 
수수꽃다리(Syringa oblata var. dilatata),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숙근사루비아(Salvia nemorosa),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백합(Lilium longiflorum), 큰꿩의 비름(Hylotelephium spectabile), 
에린지움(Eryngium planum), 노루오줌(Astilbe chinensis), 서양꼬리풀(Veronica rotunda var. coreana), 
영국장미(Rosa centrifolia cv.)

Autumn

옐로비타민가든

(Yellow Vitamin Garden)

Spring 개나리(Forsythia koreana), 으름덩굴(Akebia), 으아리(Clematis mandshurica Rupr.), 아이비(Hedera)

Summer 덴마크무궁화(Hibiscus rosa-sinensis ‘Athenacus’)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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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컨셉은 멜로디를 상징하는 하늘거림이었는데, 대체로 식물

종을 키가 크고 흔들림이 연출될 수 있는 바늘꽃과 같은 초종

을 도입하였다. 콘크리트 길을 중심으로 다층식재구조를 가지

고 있다. 한효주 작가는 환경조경을 전공으로 하고, 현재 건설

사 디자인 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그림 2).

2) 조이풀가든
경사진지형을잘이용하여오르막동선을만들고, 후면부에

배경목으로산딸나무와문그로우를식재하였으며, 북동쪽에지

에도 산딸나무와 불두화를 심어 옆의 정원과 차폐되도록 하였

다. 따라서 이 정원의 경우에는 목본류를 경계부에 심어 배경

목이나 다른 정원과의 차례용도로 식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본류는동선을따라가며좌우로심어, 정원을회유하는

사람들이 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원의 경계를 식재

로구분하는경우가많은데, 조이풀가든에서는경계를불분명

하게 하여 정원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김새롬 작가는 조경

학과 출신으로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그림 3).

3) 미소원
중앙부에 수양버들을 심어 중심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후면

부에는 모과나무, 목향, 병꽃나무, 갯버들, 공조팝나무 등을 심

어 배경목으로 삼았다. 한편, 초본류는 마운딩한 언덕 상부와

동선과 만나는 하부에 식재하였는데, 이것은 정원을 회유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한 의도적인 식재로보인다. 또

한, 중심부에는 빗물을 일정량 머금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

생식물을배치하여레인가든형태로조성하는등, 다양한기후

에도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한것이 보인다. 중심부와 경

계부의 교목과 마운딩, 다층식재구조가 조형물이나 구조물이

없는 정원에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승훈

작가는영국에서정원을전공하고있어, 다양한식물을사용하

면서도 레인가든과 같은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 디자인 속에

숨은 공법을 찾는 재미도 겸할 수 있다(그림 4).

4) 웃음기록원
웃음기록원도다른정원들과마찬가지로후면부에목본류를

도입하고, 중심부 외연부에는 초본류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식

재되어있다. 모래놀이터에서노는아이들을보면서식재를즐

길 수 있도록 벤치를 배치하는 등의 배려가 특징이며, 중심의

모래놀이터는 비움의 공간으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김용태

작가는 조경학과 출신으로 아파트 단지의 조경설계를 주로 하

고 있다(그림 5).

5) 동심원

정원의 후면부에 황금국수나무, 덜꿩나무, 산사나무, 까마귀
그림 2. 멜로디 풍경

그림 3. 조이풀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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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나무 등 대부분의 교목과 관목을 심어 배경 식재한 것을 볼

수있으며, 초본류는 이형철근으로제작한조형물내부에식재

하였는데, 이는조형물과식재와의상관성을높이고, 의자에앉

은사람들에게가시성을높이기위한식재방법인것으로보인

다. 조경진 작가는 조경학과 출신으로 조경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로 초화류를 돋보이게 하는 간단한 시설물의 배치가

눈에 띈다(그림 6).

6) 택배왔어요
철제로 만든 박스 속에 식재를 하였고, 정원의 후면부에는

왕벚나무와눈주목, 산앵두를심어배경목으로삼았다. 이 정원

의 특색은 철제박스 속에 목수국, 수국, 백합, 작약, 영국장미

등을식재하여 마치 선물상자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 속에 식재를 한 것은 여름철 복사열에 견

딜 수 없는 환경을연출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물을 갈

아심거나제초혹은시비등을할때공간의여유가없어작업

동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어

려울것으로보인다. 윤종호작가는조소학과출신으로택배왔

어요도 한편의 미술적인 작품이다(그림 7).

7) 옐로비타민가든
노랑색이라는 개념을 은행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두 그

루의 은행나무를 공간의 좌우에 식재하였다. 한편, 스카이로켓

을 후면 경계부에 식재하고, 우측경계부에는 측백나무를 열식

하여경계식재를하였고, 전면부직선동선좌우에는주목을심

는 유도식재기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좌측공간에는 무늬억새,

그림 4. 미소원

그림 5. 웃음기록원

그림 6. 동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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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그라스와같은사초류를식재하였으나, 초본류가미미하게

식재되어 초본류에서 얻을 수 있는 계절감을 표현하기는 어려

울것으로보인다. 심준보 작가는장신구금속디자인학과출신

으로, 금속재질의 휀스 및 차양막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그

림 8).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주 가드닝페스티벌의 작가정원에서 볼 수 있는

식재의경향을파악함으로써, 정원 식재 디자인을위한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식물의 조사, 개화

기의 파악, 식재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청주 가드닝페스티벌에 전시된 작가정원

에 도입된 수목의 종수는 각 정원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

은 작품의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식물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사비의 절감과 연관

된것으로보인다. 특히, 식물을사용함에있어, 도면과실제시

공된 식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로는 도면

상에 표기된 식물이 계절상 구하기 어렵거나, 개화기가 맞지

않은경우가있었고, 시장조사를 하지않은상태에서설계하였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식물재료는 정원공사에 있어서

가장중요한요소이지만, 공사비를 조절하기가장쉬운요소이

기도 하여, 시공시 공사비가 부족하면 가장 쉽게 식물 소재를

바꾸거나 양을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도입된 식물의 화기를보면, 여름꽃이가장많고, 다음

으로는봄꽃이많았다. 상대적으로가을꽃은매우적었는데, 이

것은 페스티벌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 말에 개최된

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즉, 페스티벌기간중에보는이

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있겠다. 청주 가드닝 페스

티벌뿐만 아니라, 서울정원박람회, 태화강 정원박람회에서는

작가정원을존치시키고있다. 존치시키는정원은 4계절의모습

을 담고 있어야 하지만, 박람회 기간만을 고려한 식재는 지양

되어야 한다.

셋째, 식재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경계부에 나무를 심어 경

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정원의 후면부에 나무를 심어 정원

이 시각적으로 산만하게 가시되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선을 따라 회유하면서 정원을 관상한

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작은 면적의 정원에서는 동선 주변으로

식재를 하는 것이 보는 이들에게 정원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제

언을한다면, 전시될 정원을 선정하거나조성된정원을평가할

때 분명한 심사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급히 인식해야

한다는것이다. 특히다양한식물종을도입한정원이나사계절

고루 꽃을 볼 수 있도록 식재된 정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 7. 택배왔어요 그림 8. 옐로우비타민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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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매

뉴얼에따라서심사를한다면, 정원의종다양성이높아질것이

고,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

는정원이조성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이러한매뉴얼

의 개발로 인하여 정원소재의 다양성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품종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

지만, 매뉴얼의 개발은 작가의 개성과 창작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있어서는한계가있다는지적도있다. 따라서심사매뉴

얼은 심사를 위한 것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되므로, 매뉴얼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식물소재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소유하고있는

작가들에의해사계절동안다양한꽃을볼수있는모델정원을

개발한다면, 식물소재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으며, 식재디

자인을하는데있어서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국립수목원을

비롯한국내의다양한수목원에서각종정원박람회에참여하여

여러 모델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본 얻어진 식재경향은 정원산업, 특히 화훼

및원예사업에있어서소중한데이터로사용될수 있으며, 4계

절이뚜렷한우리나라기후의특성상, 다양한경관을연출하는

방법 및 식재디자인의 방법을 간접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

줄 수 있으며,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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