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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작가부 공모 참가 작품 심사 결과

■ 작가부 심사결과

- 경연작 7작품(접수순) 선정

- 예비작 2작품(순위별) 선정

작품 번호 대표자 작   품   명

11 정주현 Tiny Table Garden (작은 탁자 정원)

15 황신예 투영된 숲

16 김재혁 역전다방

17 박준서 석정(石亭)

19 김효성 찰나원

22 최혜영 Floating Lounge

23 조원희 그늘정원

(예비1) 10 김영민 감각정원

(예비2) 14 김맹상 물들때즈음

* 작가별 작품 전시 대상지는 총괄감독과 협의 하여 재조정함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학생부 공모 참가 작품 심사 결과

■ 학생부 심사결과

- 경연작 25작품(접수순) 선정

- 예비작 5작품(순위별) 선정

작품 번호 대표자 작   품   명

3 윤재용 품안에 자연을

7 주보미 자연감성

9 송진웅 바람의 정원

10 엄혜리 작은 정원 큰 감각(보이기 시작한 소리, 들리기 시작한 정원)

12 이상은 한평 힐링 정원을 누리다

13 남희연 흐노니; 무언가를 굉장히 그리워 하는…

23 박혜성 Maze Of Mirrors

28 경민혁 [지구촌]  知(알 지). 俱(함께 구). 村(마을 촌)

32 강희혁 LOOK

35 남희수 나를 찾는 정원

36 안소연 A Bee C D E

39 정광용 옛 추억의 향기

45 김태진 녹빛, 스스로 – 초록으로 물들이다

52 류광하 우리들의 아지트

59 오송수 NATURE PUB

62 김지영 談笑園

64 홍진아

66 이상민 사진속으로

69 박세영 Hello? Alice

70 신영재 식물들의 사생활

71 황은결 내곁에서 멀어진 자연을 그린다… 정원아, 돌아와줘

80 손원석 3016

82 박혜진 영감원

89 김세훈 Window; 소리와 풍경을 담다

103 이현미 바다, 한평에 머물다

(예비1) 74 조영호 Into dream

(예비2) 79 서은비 순천, 꽃에 물들다

(예비3) 14 이우성 DYSTOPIA_새로운 시작

(예비4) 16 고아현 고정민이의 사진첩

(예비5) 21 이진석 육감적인 육감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일반부 공모 참가 작품 심사 결과

■ 일반부 심사결과

- 경연작 25작품(접수순) 선정
- 다문화/장애우 등 3작품(접수순) 선정
- 예비작 6작품(순위별) 선정

작품 번호 대표자 작   품   명

1 엄호정 [風園] : 바람이 선물한 정원
2 강병옥 우리가 사는 세상
4 김종렬 천상오찬 天上午餐
8 이채민 일상, 정원을 담다
9 편지영 부유: 흩어진 빛
13 박현경 나무의 꿈
16 서승완 가만가만히 나무아래 요정마을정원
21 이정윤 동심(童心) 그리고 동심(動心)
24 허재용 도심 속 정원, 색을 입다(레드정원)
26 윤문선 우물에서 긷는 감성
27 배연숙 오픈카페 정원
36 김다영 비밀
38 이경진 a piece of greem "작은조각, 다양한 감각, 다양한 경험"

40 김명윤 금빛정원-Golden Garden Time
41 김영태 BUS STOP
42 이은경 TIME FOR PLEASURE  
46 문형숙 씨앗 정원
55 고광준 폴리 팜(Folly farm) 가든
61 김홍천 (무제)
69 이은옥 작은 거인의 정원
70 이옥주 우리집 스테미나 정원
78 배미경 정원을 그리다_Drawing garden
79 최용 평롱(平弄)_저 달을 건져스랴
80 이선아 질문의 정원
81 고자희 아찔한 1.2

(다문화등) 20 최성희 장애인을 위한 오감 테라피정원

(다문화등) 52 로즈마리 팔리리오 (무제)

(다문화등) 77 나우봉 나 버리지마

(예비1) 39 최서영 하늘땅 별땅

(예비2) 82 윤정화 되살림 예술 정원(renaissance pres de la baie de Suncheon)

(예비3) 54 김미경 호기심

(예비4) 73 신영순 갯벌정원

(예비5) 64 김춘화 베란다 정원

(예비6) 48 장경선 예술을 감각하라



■ 심사평(심사위원회)

� 총평

  생활문화 변화에 따라 정원 인식 확산과 생활 녹지 공간의 재생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제3회 대한민국 한평

정원 페스티벌』은 이번 경연작품 접수에서 전국 211개 응모작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의 한평정원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문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연에서는 작가부가 주민 생활권에 들어서게 되는 만큼 

이에 경험이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많이 참가하여 수준 높은 생활

권 정원 조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부, 일반부도 과거와는 달리 수준 높은 표현으로 실제 작품 조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앞으로 2개월 여 간의 준비 기간과 1개월 여의 전시기간을 감안하

여 더욱 업그레이드 된 좋은 작품으로 대한민국 한평정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각 부문별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총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작가부

  옛도심을 꽃피우는 새로운 감각적 정원을 주제로 삼고 있듯, 작품

들은 쇠퇴해가는 원도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으며, 공동체적 삶, 공간으로서의 정원, 생활공간의 확장

으로서 공공의 거리 등 원도심 활력과 모임공간 재생이라는 의미가 

잘 담겨 있어 보입니다.

  평가는 우선 주민 생활권의 대상지이므로 이와 맞물린 관계성과 활

용가능성, 안전성, 실현성에 비중을 두고 이를 통해 골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신선한 감각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공간을 

대상지로 하였기 때문인지 조성개념이 명확한 편이며 이용성에서는 

예년보다 수준이 상승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원의 새로

운 트렌드를 보여주거나 정원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부지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들이



었으나 일부 작품은 현황의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작품 중에는 심미적으로 매우 좋은 작품들이 있었으나 식재 설계에 

대한 관리성, 계절성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 조성과

정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 된 작품이 되길 기대합니다.

� 학생부

  학생부다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 다수 눈에 띄었습

니다. 학생부 작품은 제3의 자연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작은 정원

의 참신함, 큰 감각의 의미성을 1차로 우선하였으며, 주어진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작은 정원을 과감하게 표현한 작품에 비중을 주

었습니다. 특히 식물과 자연을 삶에 좀 더 가깝게 느껴보게 하려는 

시도들에 눈길이 갔으며, 공감각 정원을 표방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

습니다. 그러나 공모 주제가 포괄적이어서 다소 보편적인 정원 제안

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CG(컴퓨터 그래픽)의 질이 높아 작품의 표현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시공성에 의문이 가는 작품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설계의도의 표현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작품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추상적이고 실제 시공가능성이 다소 

부족한 작품들의 경우 보다 실무와 실현 경험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으면 하며, 학생들의 정원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는 활동

이나 실습의 연계가 교육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

려한다면 더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

다.

� 일반부

  “감각을 담은 정원, 예술이 된 정원”이 주제였으나, 예술적 감각

을 담은 작품은 많지 않았고, 주로 일상을 담은 정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감정, 인생의 시간,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담은 정원이 많아 정원

과 인생, 생활 공간과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부 작품은 주제에 맞는 정원을 가급적 우선하였으며, 스토리텔



링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작품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정원 아이

디어의 실현 가능성은 소재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도 비중을 두었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과 유지관리가 수월한 작품에 비중을 두

었습니다. 다문화, 장애우 등의 작품도 기대가 될 정도의 수준이었으

며, 전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재미있는 작품이 다수 출품되었

으며, 도면이 없거나 기본적인 표현력이 부족한 작품들이 더러 있으

나 대부분 참가자들의 경력이 현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여 여기서 

우러나오는 실제 조성 작품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쇼

가든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할 때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정원 작품을 위

해 앞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상지 규모를 벗어난 정원 구상 작품들은 공간과 소재의 매

칭에 관한 안내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 7. 8.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전시·경연작품 심사위원회 위원장  박 율 진

※ 작품 조성에 따른 사전 설명회 개최

  1. 일시 : 2016.7.23.(토) 

  2. 대상 : 작가부.학생부.일반부 심사통과자 60명 (팀 )

        (학생부·일반부 경우 팀원 중 1인 이상 참여)

  3. 장소 : 작가부-순천시청 정원산업과 집결 (10:30)

           학생부/일반부- 순천만국가정원내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 홀(2층) 집결( 13:30) 

  4. 안건 : 작품조성에 따른 장소배정 및 공지 

  5. 불참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