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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플라워 가든쇼 창풍원(窓風園)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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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pungwon was designed for Goyang Flower Garden Show at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20. 
Themed around the four seasons in Korea, it was planned to allow the visitors to appreciate rest and contemplation. 
Entitled “Changpungwon: Embodying the four seasons,” the garden is themed around the four seasons in Korea and 
gives an interpretation of the garden with windows being the main object. It contains elements that exhibit our ancestors’ 
love of nature and the spatial beauty of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 The focus is on showcasing the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of the windows as an intermediary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beauty through landscapes and visual 
channels seen through the windows. Changpungwon embraces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gardens and uses topography 
to present many-sided charm of each element. The main idea is delivered through the gardens named Sagyewon, 
Hwadamwon, Baramwon, Bitgureutwon, and Changmaruw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expresses 
the key idea of the exhibition with a range of garden elements, which are structured with new thinking and approaches 
to deliver diverse values and messages including na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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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창풍원은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고양플라워 가든쇼 전시에 출품한 정원설계 작품으로 한국의 사계정원을 테마로
박람회 방문자들에게 쉼과 사유를 향유하도록 계획된 정원이다. 한국의 사계정원을 테마로 한 ‘창풍원(窓風園), 사계를
담다’는 창호를 주제로 정원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자연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선조들의 자세와 한국 전통가옥인
한옥의공간적 미를 보여주는 요소를 담은 것이다. 따라서 창호를통해보이는 경관 혹은시각적 통로를 전통적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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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원에대한시민들의지속적인관심으로우리나라에서는다

양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김영준과 이행렬, 2020),

공간의재생, 활성화, 참여(정나라와정명길, 2016)뿐만아니라,

정원소재의 개발과 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정원산업의 발전에

도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원의 영역확장과 지자체의여가, 축

제에 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박람회는 정원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크다(박은영, 2012). 그 중

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화훼분야의 꽃 수출, 소재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급성장하였으나, 현재 디자인 측면에서의 새로

운 변화에 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플라워 가든쇼, 시민참

여정원혹은또다른정원박람회의형식을추가하여운영하고

있다(서민규와 박은영, 2020).

정원박람회에서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과 면

적에 조성하는 작가정원(가든쇼, garden show)은 그 시기와

소재, 연출방법에 따라서 작품의 결과물이 상이하며, 관람객들

의 경험 또한 공간(야외공간)이 전해주는 분위기와 당시의 상

황에 따라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펼쳐질 수 있다. 비록

COVID19로 인해 올해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연기되었으

나, 고양 플라워 가든쇼에 제출한 작품 ‘창풍원(窓風園)’을 중

심으로 한국의 사계정원과 쇼가든의 한계 그리고 가능성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정원 디자인설계․시공작품’의 공모에는 한국의 사계

정원을 비롯하여, 창작정원, 세계문화정원 등 3가지 테마로 진

행되었으며, 각테마정원마다약 84m2(12m×7m)의정원부지가

주어졌다. 가든쇼의 특성상다양한연출사항이요구될수있어

공통적이고필수적인사항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주최측

에서제시한연출사항은입체감있는정원연출과다양한포토

존, 꽃과식물이중심이되는고품격플라워정원연출, 다양한

오브제 및 점경물 적극 활용, 작품 설명 및 식물 라벨 등의 사

인물 필수 연출등이었으며, 조성 현장은 블록마감된 광장 부

지이므로정원작품조성시별도의기반조성을위해상토및경

계작업 등의 구역 마감 작업이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의

사계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연출방안은 한국 기후에 적합

한사계절화단모델정원연출, 한국전통문화와정서가담긴

다양한 전통 오브제와 소재를 활용한 정원, 다년생 다생 식물

류와 동양적 색채의 정원 문화가 묻어나는 식물 위주로 식재,

우리나라 전통 문화 정원의 교육적 가치를 담은 모델 정원 구

성 등의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계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성, 전

통문화, 전통정원, 재현, 현대적 해석 등에관한 관계설정이 중

요하다. 올바른 전통문화의 계승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

또는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로 재해

석하고, 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윤주철과 이관희,

2007). 특히 전통정원의 창조적 계승은 일단 도입요소에 대한

새로운해석이요구된다. 전통의 현대화작업은다양한노력과

시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최근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는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정원박람회 혹은 가든쇼에

출품한 많은 작가들은 한국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목적을두는경우가많다(홍광표, 2018). 특히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통정원에 도입된 요소에 대한 새

로운 해석과 재료의 사용, 그리고 작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본연구를위한개념적접근은자연속에서자연을즐기는선

조들의 자세와 한국 전통가옥인 한옥의 공간적 미를 보여주는

요소를 한국의 사계정원의 테마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이

다. ‘창풍원(窓風園), 사계를담다’는 한국정원의요소중 경관

혹은 시각적 통로로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를 이어주는 매개

체로써 창호에 집중하여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기능과 미

를 함께 연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연구를통해서박람회에주어진주제를표현하기위한요

소의 도출과 메시지 전달을 위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으로

활용될수있으며, 시사점으로는불특정한다수관람자를대상

으로 주어진 한국의 사계정원의 테마와 한국정원의 현대적인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설계적인 기법을 실질

적인 공간에 반영해 보았다는 점이다.

과 현대를이어주는매개체로써그기능과미를함께연출하는것에초점을두었다. 창풍원의도입요소는한국의전통정원
의 대표적인 마루와 창호, 화계, 담장을 반영하였으며, 지형을 통해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다각적으로 보여지는 멋을
담고자 하였다. 주제의 전달을 위해 사계원, 화담원, 양치원, 바람원, 빛그릇원, 창마루원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박람회에 주어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원 속 요소를 통해 자연과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함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한국성, 전통정원, 한옥, 창호, 공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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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신현돈(2015)은타슈켄트서울공원설계과정에서구현된한

국정원의 설계요소를 고찰하였다. 전통의 단순한 재현으로 인

한대중적보편성과시대성의결여및전통성과실험적해석에

서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국성을 드러내기 위한 최

소한의전통성표현으로는고려시대민가정원기록을참고하면

신선사상을 사상적 근간으로 삼고, 곡지 구현과 화원(花園) 및

화오(花塢), 격구장(擊毬場), 정자(亭子), 객관원(客館苑), 석가

산(石假山) 등이고조선시대대표적인정원설계요소는 ‘화계',

‘전통담장', 벅수, 솟대, 물확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권진욱 등(2013)은 설계가가 한국정원을 설계함의 있어 보

편적한국성을드러내고, 최소한의 전통성을표현하기위한기

본요소로 ‘수목', ‘정자', ‘방지', ‘화계', ‘담장' 등을적용의최소

단위로 제안하였다.

안계복 등(2016)은 `코리아 가든쇼’의 K-garden 현상공모에

서 출품된 작품의 한국정원 구현 양상을 분석했다. 출품된 정

원은 템퍼러리 가든(temporary garden) 형태이며, 한국정원의

테마는 전통적인 방지원도형적인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비교

적 폭넓은 테마가 설정되었다. 한국정원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직접적인 형태로 도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홍광표와 최송훈(2018)은 에스토니아 한국정원, 무우원(無

憂園) 조성을 위해 전통정원의 주요한 계승요소인 삼신산, 못,

입수로, 누마루, 담장과 화계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도 한국전통정원의 조성은 국내외의 조성 대상지에 따라 전략

과표현방법의차별성을가지는것이중요하며, 그대로의 재현

과 답습보다는 많은 세월을 거쳐 이루어낸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그 가치를 존중하고, 현대의 공간에 잘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창풍원에 도입 가능한 한국 정원의 요소

창풍원에 도입가능한 한국 정원의 요소 화계, 담장, 정자,

방지, 누마루, 창호, 점경물(신병철, 2003; 권진욱등, 2013; 신

현돈, 2015) 중에 부지의 면적, 지형과 더불어 한국사계정원에

서창호를통해보이는경관의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정원박

람회의 조건에 부합하는 도입 가능 요소를 창마루, 화계, 담장

으로 설정하였고(그림 1),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마루
창마루는 주제로 삼은 정원에서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기 위

한 조합한 시어(詩語)로서 누마루의 골격과 창호의 중요한 기

능을 합쳐 착안해낸 용어이다. 누각형태의 창마루는 ‘정’과 ‘루’

의 기능을 하며, 담장과울타리의경계이자공간을연결시키는

문으로연출하였다. 창마루에도입한 ‘아자창살’은 과거왕실의

침전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보편적으로 백성들의 살림집에

사용된창살무늬(http://hanok.org)로우리에게도친숙한경관

을 제공하며,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이 창마루는

관람객간의통로이자개인과집단의만남공간, 성역과속계의

드나듦까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2) 화계
과거 뜰 뒤편에 조성된 화계는 구릉지에 조성된 주거특성상

비탈면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지만, 이러

한지형은우수의흐름을유도하고, 다양한일조환경으로유실

수와 화목류가 잘 자라는 유기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한국전

통조경학회, 2016). 창풍원속화계는다채로운식재연출을통

해 미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정원 속 작은 생태계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담장
한국정원에서 담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은 안과 밖 혹

은공간을분할하며, 건축물과함께적극적으로공간을한정하

는수직요소로작용한다(유경상, 2002). 정원속에서담장은공

간을분할하기도 하며, 시선을 유도하고, 빛과바람, 사람과 자

연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Ⅲ. 설계의 내용과 범위

설계의 내용은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플라워가든쇼에

그림 1. 창풍원에 도입 가능한 한국정원 요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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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3개의 테마 중 ‘한국사계정원’을 통해 정원에 표현하기

위해 개념의 선정과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관

람하는 관람객에게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주제를 재해석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였다. 설계의과정은대상지분석, 주제의설정, 공간구성, 동

선계획을 한 후 이를 통해 식재와 시설물 계획을 진행하였다.

설계 대상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의 고양국제꽃

박람회장 내 주제광장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2). 서측에는 한

울광장이 있고, 동측에는 고양꽃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다. 주제

광장 중앙 중심부에 라운드형의 배치로 조성될 계획으로 전체

박람회의부지중중앙부로완전히개방된공간에위치하게되

어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정원박람회 공모의 특성상 설

계당시는 대략적인 위치 외에 어떤 대상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없이 평탄지형에 12m×7m의 직사각형의 크기, 인터록킹 블록

의포장위에조성된다는가이드라인, 세 개의테마정원(한국사

계정원 4개, 창작정원 4개, 세계문화정원 4개) 중 제일 안쪽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전제만 주어져 있다(그림 3). 따라서 이러

한 박람회의 공모전에서 대상지의 분석과 대상지 주변의 관계

설정보다는 대상지의 조건에 상관없는 범용성과 작품내부의

완결성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다.

Ⅳ. 결과 및 고찰

1. 개념 및 설계 전략

설계의 개념으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창풍원에서 경험되길

바라는점은 잠깐의 쉼과 삶의 방향에 대한 고찰이다. 창너머

로펼쳐지는자연안에서쉼을통해온전한자신으로써바라보

려는마음을담고자하였다. 우리에게익숙한현대의편리함에

서 벗어나 마주하는 정원은 궁극적으로 내면에 다다른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스스로의

인생을되돌아보는성찰의시간을경험하게한다. 마루에서느

껴지는 안락함과 창을 통해 스며드는 볕, 지형 속으로 향하는

시선의 깊이와 자연물의 생명력, 동선의 흐름에 따라 창과 살

너머로 반복되며, 투영되는 경관의 변화가 정원을 향유할 수

있는 모멘트를 제공하도록 하였다(그림 4).

설계의 전략으로창풍원은한국전통정원가운데서도민간정

원에서 자연과 그에 따르는 시간을 천천히 음미하며 검소하게

즐길줄아는안빈낙도(安貧樂道)의 정신을담고자하였다. 초

기정원을구상하는과정에서현대인들에게우리전통가옥의특

징 중 하나인 창호와 이 프레임을 통해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

다움을 상기시켜주고자 하였다.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식 가옥

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마을에서 도시로 변모하며 창 너머로

펼쳐진풍경이인공적인경관으로주를이루게되었으며, 마당

혹은창너머로펼쳐진고즈넉한자연풍경은곁에서멀리떨어

져비로소찾아가야만하는대상이되고있으므로이창풍원은

일산호수공원

주엽역

대상지

그림 2. 대상지 위치도

그림 3. 박람회장 내 내부 위치도

그림 4.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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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고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창문너머로 펼쳐진 고요한

자연 속에서 잠시나마 평안을 느끼며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창풍원의 주요한 설계요소인 창호는 전통가옥인 한옥을 상

징하는대표적인요소가운데하나이다. 이러한창호가한국적

풍경을 상징하는 연유는 창(窓)과 문(門), 창호(窓戶)가 생성

해내는 미적 풍경뿐만 아니라, 외국의 창과 문을 구분하여 사

용하는 관습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양식 때문이다. 이처럼 과

거의 전통문화에 담긴 창호를 통해 안과 밖을 연결하고, 세상

과소통하는통로로활용가능하며, 특히정원에서시시각각변

화하는자연을담는빛그릇이되기도하고, 자연과사람을소통

하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한다.

창풍원은창밖의경치를안으로들여와감상하며, 세상과소

통하는 지혜를 담은 정원으로 창을 여는 순간 나와 자연이 하

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정원으로써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2. 기본계획

1) 공간구성 및 동선계획
창풍원은크게세개의공간으로구성하였다. 초입부분의진

입공간과휴게공간, 중심부분의산책과전망공간, 후면공간은

녹지공간으로 구분되도록 영역을 설정하였다(그림 5). 좀 더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창풍원의전체구조는방지방도의형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부지경계와 중앙부 녹지를 방형으

로 표현하였고, 내부공간은 화담과 아자살담장으로 구획하며,

창마루를 통해 진입하는 형태이다. 전체구조를 비정형의 형태

로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자연적인 느낌을 주도록 설정하였다.

후면은지형의변화로정원속작은소생태계를조성하고자공

간의 깊이를 극대화하였으며, 주변과의 경계를 맺음과 동시에

다양한 식재경관을 구성하기 위해 화계를 계획하였다. 수직적

요소인 창과 순환식 동선체계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동방향

과 시선에 따라 정원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선사한다.

공간 프로그램은 정원으로 들어서는 진입부 중심과 정원 안

으로산책하며즐기는중정중심의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정

원박람회의 특성상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정원

을 상징하는 창마루를 진입공간에 배치하였다. 이는 한국정원

의고유한정취를드러냄과동시에휴게기능을겸하며, 관람객

으로 하여금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치원을 중심

으로 회유하는 산책로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도 정원의 깊이를 향

유할 수 있도록 지형의 변화와 경관석, 다관형 수목의 배치하

였다.

동선체계는전체정원박람회장에서연결되는진입부와정원

안으로관람할수있는주동선으로구성되며, 창마루와양치원

사이에는잠시머무를수있는휴게기능을겸한부동선으로계

획하였다. 정원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동선을 통한 접근은 제

한적으로 하였으며, 보다 오래 머무르며 내딛는 걸음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폭 800mm의 디딤석을 교차

형태로 배치하였다. 주 조망점은 주동선의 중앙에서 화계쪽을

바라보는 곳에 설정하였고, 진입부에서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둘러볼 수 있는 부 조망점을 설정하였다(그림 6).

설계의과정인 대상지분석, 주제의설정, 공간구성, 동선 계

획후최종작성된기본계획도와조감도는다음과같다(그림 7

∼그림 9).

2) 세부 공간별 계획
바람원은 진입부에서 근거리의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식재

대를 통해 거리감을 부여하고, 바람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의

부드러운 질감과 색감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다. 식재들의 수

고, 초장이 입구부에서 내부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도록 계획하

여 진입시에는 정원에 들어가는 아늑한 심리적 효과를 주고,

퇴출시에는 외부공간으로 나가며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그림 10).

순환동선 가운데 위치한 양치원은 지형적으로 물이 모이도

록하여 호습성 식재와 야생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식재가 생육그림 5. 공간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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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이다. 단아하고 멋스러운 색

상과형태를가진양치식물들은정원을깊이느끼기이전에마

음을맑게만들어주는역할을한다. 여러양치식물들의미묘한

색상, 질감 차이는 더욱 편안한 느낌을 제공한다(그림 11).

빛그릇원은 창의 살과 창호가 형태적 미와 자연적 요소가 중

그림 6. 동선체계

그림 8. 조감도-1

그림 9. 조감도-2

그림 10. 바람원 이미지

그림 11. 양치원 이미지

그림 7. 기본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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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되어시각적감각의다양성을제공하는정원이다. 창호에비추

는 빛의 따뜻한 색상과 울타리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시설,

식재와어우러져정겨운옛마당의분위기를연출한다(그림 12).

화담원은 정원의 지형과 경계를 이루는 부분으로 화계의 개

념을 적용한 화단공간이다. 여러 화목을 가꾸고 감상할 수 있

는 위치적 장점이 있으며, 독립적 식재들이 단아한 미를 발산

하는 정원이다. 식재들의 층위를 단계적으로 나열하여 자연스

럽게 이어지는 입구성을 가지는 영역이다(그림 13).

창마루원은 풍경을 담는 프레임이자 정원의 상징점, 시작점

으로 작용한다. 방문자들에게 기대감을 부여하고, 넓은 마루공

간은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구조로 쉼과전망을 제공한다. 측

면과 전면에 보여지는 창살문은 정원의 전체적 분위기를 조성

하는요소이며, 창마루의지붕살과창살은빛그릇원과같이빛

의 요소가 병치되어 시각적 감성을 자극한다(그림 14).

사계원은고요하고깊은자연속의생태적성격이담긴정원

이다. 계절에 따라 피우는 꽃과 단풍이 계절의 시간성을 느끼

게 해주며, 인위적 자연이아닌자연에 들어온것 같은 착각을

주도록자연석배치, 이끼피복등의자연요소를동시에계획하

였다. 독립적영역성을가지나자유로운시선을제공하는사계

원은숲내음이차분히다가오며, 개인적 은밀성을내포하는정

원이다(그림 15).

3) 시설물 및 포장계획
창풍원의 중심축이자 핵심시설인 창마루는 정원을 처음 마

주하는 진입부에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의 시선을 유도하며, 정

원내부로이어지는시선의프레임으로작동한다. 이 창마루는

전통정원의 제1위계 정원요소로써 정원 내에서 휴게기능을 담

당하며 조망점으로 역할을 지닌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4).

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된 아자살담장은 창풍원의 원근감

을 더하는수직적 요소이며, 마루의지붕과 담장의 창과살 사

이로 투영되는 풍경은 정원이 전하고자 하는 여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살창의 창호지는 정원이 조성되는 야외환경을 고려한 한지

(방수천창호지, 아크릴한지)를주소재로하였다. 이는한지고

유에 빛의 투과가 단아한 멋과 은은한 볕의 감촉을 전해주며,

한국적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활용될 것이다.

정원 내 포장재는 정다듬으로 마감된 화강석 디딤석을 배치

하여 관람자의 보행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자연스러운 녹

지와의 경계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걸음을 거닐며 정원을 여유롭게 향유하고자 함이

며, 자연물인 지피식재와 이끼류가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자연

속의작은자연을경험하게하도록하는의도를내포하고있다

(그림 16).그림 13. 화담원 이미지

그림 12. 빛그릇원 이미지

그림 14. 창마루원 이미지

그림 15. 사계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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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계획
식재는 배경과 내부를 구분짓도록 각각의 공간에 따라 식재

개념을구성하였다. 식물재료의종류는교목 3주, 관목 8종, 초

화 12종으로 계획되었다. 각 공간의 식재개념과 기능은 첫째,

빛그릇원은아자살창과어우러져신록의싱그러움이돋보이며,

향기를지닌수종으로분꽃나무, 불두화, 하코네클로아, 호스타,

섬백리향을 선정하였다. 다관형의 관목들 하부에 식재된 밝은

색상의 지피식물들은 층위별 색상의 차이로 보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바람원은 경계를 구

분짓지 않으며 불어오는 바람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털수염풀, 조릿대, 보리사초 등의 수종으로 선정하여 진입성을

부각하고자하였다. 부드럽고거친질감, 색상차이가병치되어

깊이를느끼게하는기법으로활용되었다. 셋째, 양치원은우리

나라 고유의 양치식물 수종인 지네고사리, 일색고사리, 나도파

초일엽, 십자고사리를반영함으로써숲에서느끼는원생경관의

분위기를 통해 숲 속의 작은 자연을 연출하였다. 수직의 구조

물들이부분적그늘을주어식생환경을돕는요소로작용한다.

넷째, 사계원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교관목을 비롯한 목본

류와 포인트 식재가가능한매화나무, 단풍나무, 갈퀴조팝나무,

백당나무, 호스타를 통해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

다.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교목을 식재하여 반음지 환경이 조

성되어잎사이로드는볕에식생이더욱드라마틱하게보이도

록의도하였다. 다섯째, 화담원은형태미가있는단일식재를위

해삼색개키버들, 이스라지, 산앵두나무, 옥매를선정하고장식

적성격을가지며, 서로다른질감을통해더욱깊은정서를낼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7).

Ⅴ. 결론

창풍원은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의고양플라워가든쇼전시

에 출품한 정원설계 작품으로 한국의 사계정원을 테마로 박람

회방문자들에게쉼과사유를향유하도록계획된정원이다. 전

통한옥의 창살을 모티브로 정원을 디자인하였으며, 외부와 단

절보다는안과밖이소통하며관람객으로하여금그속에서자

연의 본원적 풍경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지닌다. 창마루를

통해정원을투영하고, 자연풍경과더불어스스로내면을성찰

하도록 이끈다. 자연과 가장 닮은 작은 자연을 통해 자연에 동

화되기도하고, 동감하는창구가되기도한다. 한국정원에서만

나는 창살과 자연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쉼과 누구에게나 요구

되는본질적욕망을성찰할수있도록도와주는매개체로작동

되길 소망하였다. 창풍원은 다양한 정원 속 요소를 통해 자연

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통로가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창풍원의 디자인 측면에서 전체구조는 방지

방도의 형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부지경계와 중앙부

녹지를방형으로표현하였고, 내부공간은화담과아자살담장으

로구획하며, 창마루를통해진입하는형태이다. 지형의변화를

통해 작은공간에서 공간의 깊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내고 주변과의 경계를 맺음과 동시에 다양한 식재경관을 구성

하기 위해 화계를 계획하였다. 수직적 요소인 창과 담장을 통

해이동방향과시선에따라정원을즐기는다양한방법을선사

그림 16.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그림 17. 식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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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설계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몇몇의 공통 및 필수 연출

사항은 정원을 구상하고 연출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성

격보다는오히려제한적요소로작용하였다. 물론가든쇼의전

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

하기위한지침이나,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관심도와의식수준

이과거보다향상된점그리고해외정원박람회와의차별화등

을고려할때상세한지침의지양이창의적이고실험적인정원

연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박람회에 주어진 주제를 표현하

기위해다양한정원속요소를통해자연과사람뿐아니라, 다

양한가치와함께메시지전달을위한새로운사고와접근방법

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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