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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를 통한 실용형 생활정원 모델 조성

이애란

청주대학교 공과대학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교수

Practical� Life�Garden�Model� in�Garden�Exposition

Lee, Ai-Ran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Design, College of Science,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creating a life garden with the function and effect of the garden based on the daily value

of the garden for the exhibition model garden of the garden fai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writers' garden in

Cheongju Garden Expo 2018, and the theme was “Your Smile” was set up to express the small joy in the garden, which

is the theme, and it was designed as a garden of memories, a garden of colors, and a garden that was made together.

The space plan brought to life the concept of space in the housing garden and was designed to view the rest area, grass

yard, and surrounding environment at the entrance and the central section. It was created as a garden that was created,

explained, and used by experts and college students and civic volunteers. It was created as a garden created and utilized

by experts, college students and civic volunteers. Due to the high utilization of the gardens, regular maintenance of the

plants and facil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empirical learning places for family and neighborhood living

communities through green space in living environment by displaying garden model which is the subject of creation.

Key Words: Practicality, Life Garden, Model Garden, Community, Garden Educat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원박람회의 전시용 모델정원을 대상으로 정원이 가지는 일상 속 가치에 기초를 두고, 정원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생활정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8년 청주정원박람회 내의 작가정원으로 주제인 정원에

서의 소소한 즐거움의 표현을 위해 ‘당신의 미소’라는 주제어를 설정하였으며, 디자인 전략으로 추억의 정원, 한국의

형과 색 담기, 함께 만드는 정원으로 하였다. 공간계획은 주택정원의 공간개념을 살렸으며, 입구부와 중정의 휴게공간과

잔디마당, 주변 환경을 조망하고 설계하였다. 전문가, 대학생과 시민봉사자가 함께 만들고 해설하며 이용하는 정원으로

조성하였다. 정원에대한활용도가높아식재와시설물의정기적유지관리가요구되었다. 본연구는조성의주제인일상생

† 본 연구는 2020년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연구과제지원비(특별연구과제)를 지원받아 연구함.
Corresponding author: Lee, Ai-Ran,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Design, College of Science,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South Korea, Phone: +82-10-5222-5675, E-mail: arlee@cju.ac.kr



이애란 : 정원박람회를 통한 실용형 생활정원 모델 조성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1호(2020년 4월)� � 19

Ⅰ. 서론

1. 정원의 사회적 성장

정원은개인의삷속에서녹색요구(biophilia)를 위해인위적

공간속에서 자연을 포용하는 공존의 형태를 시작으로 인류문

화와함께성장해왔다. 정원의법률적정의는식물, 토석, 시설

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수목원ㆍ정원

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주거지 주변의채소

와 과일을 가꾸거나, 꽃과 수목을 일정한 영역에서 가꾸는 것

(Hunt, 2000)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원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살펴보면, ACS Garden(2017)에서는 정원의기능및

효과에대해 스트레스해소, 분위기 조성, 어린이 놀이, 성인과

노약자를위한레크레이션, 문화 활동, 식량 생산, 꽃과 화목류

생산, 주택 내 기온조절, 외부공간과의시각적청각적완충, 재

산형성, 식물채집전시, 노동, 서비스, 외부인이나동물로부터

재산 보호, 뱀, 개미 등 해충 피해 최소화 등을 들었다. 보편적

인 정원 기능에 대해 김완순(2015)은 국민건강보건, 도시재생

환경개선, 지역공동체활성화, 생물다양성회복, 산업화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수준 향상, 도농상생 효과 등으로 확장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원의 가치와 효과는 국가 및 사회적으로 정원문화

가 확산됨을 통해 정원문화의 대중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정원문화산업의기폭재인정원박람회는전시생산유통

판매와홍보에초점을맞춰국가와지자체의정책과산업활성

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정원사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대중화와 실용화에까지 이

르고있다. 예로 생활권의실용정원과공동체정원은이러한박

람회와 지자체의 적극적 도움에 힘입어 과거의 도시농업의 생

산형 텃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원의 치유적, 심미적, 사회적

가치에 목표를 두고, 지역공동체의 사회통합 유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르고 있다(이애란, 박재민. 2018).

본연구는정원이가지는근본적인가치에기초를두고, 정원

의기능과효과를전시하는정원박람회의모델정원을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성의 주제인 일상생활의 실용정원을 전시함

으로써생활환경의녹색공간을통해가족과이웃의생활공동체

에게 정원문화의 실증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정원교육과 실용정원

국제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도시화 문제와 삶의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역공동체 활동과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또한증가하고있다. 정원에대한지식이부족한일반인들

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교육이 진행

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관별로 민․관․학의 협력을 통한 시민

정원사 양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산된 정원사는

지역의 공공시설과 공원과 녹지, 공동체 정원 등에 직간접적으

로투입되어지역사회를위한공적활동까지참여하고있다. 정

원교육은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인성교육, 자연환경 교육, 지역

사회와의교류그리고공동체의식함양의장으로서역할을한

다(이애란, 2018). 특히 생활권정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형

녹지조성교육은지역사회의공동체문제와도시녹색인프라의체

계화된 점선면적 연결에 기여하고 있다(한봉호, 2014). 정원조

성을 통한 교육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비전문

가인일반인의공간설계에대한한계에조력자역할을하며, 참

여자간의 소통과전문적기술및요소선정에전문적협력을통

한 교육을 함으로써 학습효과와 조성의 완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생활형정원의경우, 주민들과직접소통하며정보를제공

하고, 사회적 형평성과예산의경제성, 시공 가능성을고려하여

사업을 이끌어 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이애란, 2018).

실용정원의 서양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수도원의 허브원과

채원에서 출발하여 전원의 생활을 통한 소규모의 실용과 감상

을 만킥하도록 전개되었다(박인혜, 2008) 또한 허브원, 채원,

작물정원을 가꾸는 ‘매력적인 생산정원’(오경아, 2008)으로 생

산과장식을주제로조성되고있다. 한국의 생활형실용정원은

한국인의생활속정원유형으로써개인, 가족, 지역민이손쉽게

조성할 수있는 정원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념으로

고유성(독자적 정체성), 대표성(지역성, 지방성 초월), 보편성

(국민 누구나 이견 없는 형식), 확장성(다양한 기능과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능별 주요 요소에

대한개방형델파이설문을실시한결과, 실용정원의 표준화를

위한주요기능으로관상, 휴식, 가꾸기, 생산, 교류, 교육, 치유

의 7가지 주택정원은쾌적성, 건강성, 자연성, 심미성측면에서

활의정원모델을 전시함으로써생활환경속녹색공간을통해가족과이웃의생활공동체에게정원문화의 실증적학습장소

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실용성, 생활정원, 모델정원, 공동체, 정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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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하고 있다. 휴게공간과 꽃/나무의 식재공간에 대한 선

호도는비슷하며, 그다음으로텃밭, 다목적공간(마당)을선호

하였으나, 체력단련/운동 공간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다(농

진청, 2018).

정원박람회 내 모델정원의 설계전략을 살펴보면 상징(장소

성, 역사문화), 환경(생태성, 자연성) 기능(경제성, 활용성), 경

관(미학)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박은영, 2016). 지역의 역사

문화의 컨텐츠인 역사적 인물이나 대표적 문화자산을 정원언

어로 스토리텔링하거나, 지역자연을 해석하여 담아내기도 하

며, 지역민의 삶의 내용을 담아 친숙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정원박람회를 통한 마을과 공원의 재생에 지역민들을 참여시

킴으로써 도시지역의 녹색조직을 다시 연결하고, 자연환경을

레크리에이션 편의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를 활성

화시키는 촉매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

다(Lee, 2016).

위의 고찰을 통해 본 정원조성의 차별성은 지역민들에게 생

활형정원교육시모델정원으로활용하기위함이다. 세부적으

로는주택정원의공간구조를이해하기쉽게표현하고, 각 시설

물과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또한, 생활 속에 적용

가능한수종을공간과의조화성, 생육환경, 유지관리등을고려

하여 배식함을 알리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Ⅱ. 개요 및 여건분석

1. 개요

청주는 인구 80여만 명의 중소도시로서 행정수도인 세종시

와접해있고, 오송생명과학단지와오창신도시를통한인구증가

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청주시는 기존산림청지원의

숲해설사 과정, 게릴라가드닝 등과 더불어 2015년부터 정원교

육과정을 통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민대

상의 정원문화활동에 힘입어 청주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

었다. 추진배경은 정원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마을 곳곳에 꽃

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시민의 증가로 시대 흐름에 맞춰 중부

권최초의문화행사를개최하는데있다. 추진목적은다양한시

민참여정원문화행사를통한정원에대한관심유도와공원이

용활성화를위함이다. 특히작가정원을통해행사의품격을높

이고, 새로운 정원디자인의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 높

은 작품으로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간적범위는청주시청원구오창읍의미래지농촌테마공원

내 연못습지원 일대이다. 이 중 작가정원은 습지원 남측의 장

방형 부지에 1개소 당 60∼100m2를 5인의 작가에게 배정되었

다(Table 1; Fig. 1).

시간적범위는 2018년 7월 작가정원전시에대한청주시와의

협약식을시작으로현장답사, 설계와기반공사가진행되었다. 9

월부터 조성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0월 6일에서 14일까지 9일

간 가드닝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전시되었다.

2. 정원의 조성 과정

모델정원인 작가정원은 시민들에게 생활 속 정원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세부조성내용에 대한 교육용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였다. 진행단계는 1단계로 현장답사 후 주변 환경

과대상지에대한여건분석및정원에담을수있는기능의유

형을 설정하였다. 2단계로 물리적 조성은 기본개념과 설계, 조

경기반및구조물공사, 식재와시설물공사로나뉜다. 또한프로

그램으로 공사 후 체험활동, 시민교육과 세미나, 관리모니터링

을 실시하였다(Fig. 2).

3. 여건분석

자연환경은 대상지 북측으로 용두산 자락과 북동쪽으로 용

Fig. 1. Garden festival sitemap.

Division Contents

Title 2018 Cheongju Garden Festival

Site
Future Land Rural Theme Park

(Yongdu-ri 15-1 in Ochang-eup, Cheongwon-gu, Cheongju)

Slogan Garden! Small but sure happiness

Terms 2018. 10. 6. ∼ 10. 14. (9 days)

Series Designer model garden, citizens & student garden

Model 

garden

Area 5 designers, about 60∼100m2/EA

Work terms About 4 months

Contents Agreement, design, garden woork 

Table 1. Garden festival 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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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천이위치하고있으며, 동측 3km 반경에농어촌공사저수지

를 통해 계곡부로 개울이 흐르고 있다. 북측의 찬바람을 막아

주고, 전면의 낮은 구릉지는 산의 조망과 동서로 바람길을 열

어주며, 행사장주변으로는장방형평지형태를보이고있다. 남

측으로는 2차선 공원내 도로가 있고, 국도와의 완충녹지가 높

이차를 두고 있어 소음은 없으며, 광량과 바람, 물이 풍부하고

온습도가 적정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공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농촌체험의 테마공원으로 지

역특산물을통한전국최대규모의쌀축제등지역농산물을주

제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에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다. 특히 청

주시와 인근의 세종, 천안 등 충청권의 유일한 20만m2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으로이용객이증가하고있다. 대상지우측으로는

쌀전시장과농업작물체험장, 남측으로초가체험장등이있어

학교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좌측으로는 500대

규모의제2 야외캠핑장의개장이예정되어공사중에 있다. 또

한 1km에는 100여 가구의 한옥특화마을이 조성되어 평상시의

공원의 활용이 다양한 주제의 공간에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지의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높이차는 남측 도로보다 대

상지가약 3m정도낮으며, 중앙의습지원방향으로경사가이루

어져 있다. 연못의 평균수심은 약 1m이며, 건기 시는 30∼40cm

정도로갈대와줄등수생식물들이식재되어있다. 목재데크를

둘러 연못과 주변 모델정원, 잔디마당, 어린이생태놀이터가 배

치되어 있고, 보행로가 공간의 외곽으로 순환할 수 있게 조성

되어 있다(Fig. 3).

Ⅲ. 기본계획 및 설계

1. 기본방향과 주제

1) 기본방향
정원조성의 기본 방향은 정원의 일상성과 생활문화자산 활

용에두었다. 일상의 생활 속에존재해왔던주택정원의모습을

주변자연과 연동하여 이끌어내며, 사용하는 요소들은 최대한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소재를 차용하도록 하였다.

정원을 생각하면 누구나 본인이 살아왔던 주택의 정원이 생

각난다. 대문과 주택 사이에 몇 개의 계단이나 진입로를 사이

에 두고 정원이나 화단이 있다. 덩굴장미의 화사한 꽃들과 대

추나무 등의 유실수, 늘 푸른 정원수인 소나무와 나라꽃 무궁

화, 이름모를낮은꽃과나무의열매들이계절따라열리는것

을이웃의정원에서도보아왔다. 또한, 정원의문학교육에주로

활용되어사랑받고있는 ‘타샤의정원’에나타난아름다운정원

풍경, 동식물의 스케치와함께진심어린글귀들을통해작지만

소중한 주택정원의 일상생활 속 자연미를 담도록 하였다.

2) 주제
주제어는 ‘당신의 미소’이다.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 소리 없

는 작은 웃음을 지을 수있는삶. 거대하고 화려하며 장식적인

구조물로 가득 채워졌던 도시의 무게에서 벗어나 내면의 휴식

을 취하기 위함이다. 정원 안에 쉼의 장소를 마련하고, 주변의

자연요소와매일의변화를돌아보는시간을담도록하였다. 차

한 잔 마시며 하늘과 공기와 바람을 느끼고, 산과 구름, 숲과

나무와꽃과더불어잠시미소지을수있는여유가정원의주

인 뿐 아니라, 객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디자인 전략
첫째, 추억의정원찾기이다. 누구나어릴적동화책속의동

물과친구가되고, 물과바람, 하늘을바라보며꿈을키웠다. 집

주변의 공터와 마당, 정원과 산을 뛰어다녔을 것이다. 어른이

되면서 잊혀진, 어릴 적 가족과 친구와 함께한 정원을 찾는다.

둘째,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서 추출한 한국적 형과 색을 활

용하였다. 생활문화에서필수적이었던문창살과조각보의조형

Fig. 2. Research process.

a. Farming experience zone

c. Yongdu river 

e. Korean traditional village 

g. Small forest 

b. Yongdu Mt.

d. Reservoir 

f. Camping area

h. Local road No510 

Fig. 3. Model garden surrou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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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의 전통색인오방색과오간색이상의아름다운천연의

색을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함께 하는 정원 만들기이다. 가족과함께, 이웃과함께

다시금꿈꾸던정원을함께만들고머물며, 가꾸어가도록한다.

여러 참여자들이 부문별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소소한 자취들

이 모여 각각의 공간과 용도로 사용되고, 구석구석 칠하고 심

은 요소들이 정원의 요소로 구성되도록 하였다(Fig. 4).

2. 분야별 설계

1) 공간설계
개인주택정원의 공간조성에 따라 진입공간, 휴게공간, 잔디

마당, 조망공간으로 구획하였다. 공간의 구성은 전정과 소로,

중정, 잔디마당과 배경공간인 숲과 연못이다. 진입공간인 전정

은주택의첫인상으로좁지만시각적인인지성을높이도록하

였다. 진입 후소로는 낮은 담장과 식재를 통해 중정으로유도

한다. 중정은 중앙에휴식의 마당으로확보하고, 주변으로 다양

한 식재공간이 위요감과 심미성, 실용성을 높였다. 잔디마당은

녹음 속 동적 활용공간으로 최대한 넓게 확보하였으며, 마당을

중심으로휴식처인데크공간과연못과숲이위요하도록하였다

(Fig. 5, Fig. 6).

2) 시설설계
정원의 대표적인 핵심요소는 낮은 담장들이다. 공간별로 기

능의 유형을 담고, 공간간의 연결에 대한 강약을 조절하는 방

법으로 담장의 폭과 길이, 높이를 이용하였다. 가장 외곽은

0.8m 내외의 시각적 경계를 상징화한 높이로, 내부의 담장은

연계한 배식계획과 조화하여 0.4∼0.2m의 높이를 설정하였다.

식물의 높이도 연동하여 지지형 구조체가 필요하거나, 번식의

영역성이 필요한 식물수종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시켰다. 또한,

담장의 입면에는 한국의 형과 색인 전통색상과 조각보의 패턴

을 활용하여 한국정원의 고유성을 살렸다. 다음으로는 자연재

료를활용한시설물이다. 통나무로만든대문, 고목개념의통나

무그루터기, 그늘막이있는흔들그네는최대한목재를사용하

여 시설물 제작하였다. 또한 미러(mirror) 마감의 화분은 거울

효과로 자연을 투영하여 공간을 더욱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

도록하였다. 작은소품으로는대문의중앙에풍경을달아바람

을소리화하였고, 각종동식물과정원풍경을담은자기질타일

을담장곳곳에붙였다. 휴게마당에는가족이함께즐기는원형

테이블을 가족형과 어린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다.

포장재 또한 점토벽돌을 크기와 색상별로 구분하여 활용하

a. Childhood memories of family in garden and nature

b. Searching for Korean forms and colors

c. A garden made and used with family and neighborhood

Fig. 4. Design strategy.

Fig. 5. Space plan.

a. Entrance: wood gate and Korean quilt patterm wall

b. Resting deck: Korean quilt tables and chairs, flowers

c. Courtyard: Grass yard, rocking chair to pond view 

Fig. 6. Space surroun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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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정적휴게공간은밝은색상의정방형대형판을도입하고,

소로에는 난색 계열의 직방형의 소형판을 적용하였다. 연못과

연결되는 경사면은 굵은 자갈을 추가로 포설하고, 잔디마당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Fig. 7).

3) 식재설계
수종 선정은 생활정원의 기능과 심미성을 기준으로 장소의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중앙의 휴게마당

주변은 북쪽의 유실수원, 측면의 측백 하부 초화원, 남쪽의 관

목하부는 초화원으로 조성하였다.

세부적으로 특수목인 황금회화나무, 조형 둥근소나무, 옥매

화나무와 유실수인 모과나무, 대추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미니사과나무 등을 도입하였다. 좌측은 측백나무와 로켓향의

전면으로 국화류와 꿀풀, 호스타를 식재하고, 남측에는 담장경

계용 흰말채나무와 화살나무와 전면에 다양한 지피초화를 위

계를두어배식하였다. 잔디마당우측으로는대숲을주요수림

으로 하부에 새류와 수크령을 식재하여 자연스런 풍경을 연출

하였다(Fig. 8; Table 2).

Ⅳ. 조성 과정

1. 시공

1) 기반 및 구조물 공사
식재기반공사는우선식생토양으로양호한기반조성을위해

사질양토를 포설하여 개량하였다. 또한, 공간경계용 담장 설치

를 위한 기초공사와 담장용 조적공사, 포장공간의 다짐공사를

실시하고 연못방향과 부지경계로 경사를 두었다.

a. Wood gate b. Korean quilt c. Animal tile

d. Rocking chair e. Wind-bell f. Mirror pot

Fig. 7. Introduction facility case.

a. Fruit trees, ground covers

c. Evergreen treess, berries

e. Flame grass, ground covers  

g. Flowers

I. Waterfront plants

k. Korean grass

b. Vegetables, flowers 

d. Fence shrubs, flowers

f. Flowers in pots, bush

h. Bamboos, flame grass 

j. Shrubs, flowers

Fig. 8. Space planting design.

Class Science name

Tree

Pinus densiflora

Juniperus chinensus

Thuja orientalis

Thuja occidentalis ‘Emeraldgreen’

Phyllostachys bambusoides

Diospyros kaki

Prunus persica(L.) Batsch

Acer palmatum var. dissectum

Acer palmatum

Zizyphus jujuba

Prunus mume

Pseudocydonia sinensis

Lagerstroemia indica

Malus pumila Mill. Alps otome

Albizia julibrissin Durazz.

Betula platyphylla

Sopora japonicum ‘Gold’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Shrub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Cotoneaster integerrima Medik. 

Spiraea cantoniensis Lour.

Nandina domestica

Spiraea japonica cv.

Pyracantha angustifolia

Table 2. Garden plan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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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조물인 담장의 조적공사가 완료된 후 대학생 봉사단

이페인팅을하였다. 바탕면을고르고바탕색과전통색을 2차에

걸쳐채색하고, 보존액으로마감하였다. 통나무대문과중정의포

장공사는전공자들이설치하였으며, 조각보테이블의경우철물

유리 제조단지 내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Fig. 9).

2) 식재공사
식재공사 전 설치하여야 하는 주요 구조물공사가 완료된 후

식재할 수종을 교목부터 순서대로 일자를 달리하여 반입하였

다. 대나무와자작나무의군식용식재와소나무및측백나무의

경계용 식재, 유실수목들을 우선 반입하여 공사하고, 관목류로

주요공간을선적으로영역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화단용지

피와초화류를식재하였다. 또한, 연못가의습생및수생식물들

보식하여 연못의 경사면과 데크 주변을 경관과 기능적으로 안

정화시켰다.

3) 이동형 시설물공사와 유지관리
이동형 시설물인 테이블과 의자, 그루터기, 디딤돌, 그네, 화

분, 풍경, 그림타일 등은 외부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후

설치하였다. 그네는 조립품을 반입하여 제작하였으며, 화분은

시판용 화분에 스테인리스를 덧붙여 거울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작하였다. 도자기타일은 정원입구의 문패, 동식물상, 공간별

전경을 담아 담장에 붙였다(Fig. 10).

2.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1) 전시행사와 프로그램
박람회기간동안개회식과봉사자들을위한감사패증정식이

진행되었다. 특히 사전에 시민정원사들에게 정원에 대한 해설

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을 통한 정원해설이 전시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일반인과학생대상의정원만들기공

Class Science name

Shrub

Erosum viburnum

Salix integra ‘Hakuro-Nishiki’

Kochia scoparia L. Schrad.

Rhododendron mucronulatum

Ground

-cover

flower

Callicarpa dichotoma

Abelia mosanensis T. H. Chung

Rhododendron yedoense 

Panicum virgatum ‘Northwind’

Dendranthema zawadskii 

Hylotelephium ussuriense 

Eragrostis spectabilis

Coreopsis drummondii L.

Ludwigia prostrata Roxb.

Pennisetum alopecuroides

Chrysanthemum morifolium

Chrysanthemum morifolium

Ophiopogon japonicus 

Symphyotrichum novibelgii

Hosta alba undulata

Hosta alba Marginata

Eupatorium tripartitum (Makino)

Iris pseudacorus L. 

Lobelia cardinalis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Miscanthus sinensis Adazio

Miscanthus sinensis Grasilimus

Carex humilis var. nana

Table 2. Continued

a. Painting the wall b. Clay brick paving 

c. Quilt type round table d. A log gate

e. Post-plant irrigation f. Clearance after paving

Fig. 9. Constr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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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통해 20개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열린

책방과다육이만들기, 그린월채우기, 우리꽃찾기등을 열었다.

또한, 시민정원사나정원교육자들을위해작가와함께하는정

원해설시간을 가졌으며, 관련학회 세미나를 통해 정부기관과

타 지자체, 전공학생들로 참여대상의 폭을 넓혔다.

2) 유지관리 모니터링
공원 내 존치 정원으로 사계절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개최후 4계절환경의변화를자료로남기고, 행정기관

과함께다년간의지속적운영관리를하였다. 모니터링결과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정원이용이 매우 활발하였으며, 연관하여

주요 식물의 유실이나 시설물의 보수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였다. 또한, 지피․초화의 경우는 매년 2회 정도의 집중적

관리와 보식이 이루어져야 경관적으로 관람자들에게 변화감

있는 정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Fig. 11).

Ⅴ. 결론 및 시사점

공공공간에서의 모델정원 전시는 지역민들에게 정원문화의

홍보와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교류공간을 내실화하는

데기여하고있다. 본 연구대상인청주정원박람회의생활형모

델정원 전시는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정원 대중화의

확산과 실용산업으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인 일상생활의 실용정원 전시는 생활환경 속 녹색공

간을통해가족과이웃, 그리고생활공동체에게정원문화의실

증적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성과정의 한계점으로는 설계와 시공 및 행사과정까지는

완결성을가지고진행되나, 박람회폐막후의지속적인관리에

대한예산과관리인력, 모니터링에대한행정적지원이부족하

였다. 지속적인 정원문화의 확산과 시민교육을 위한 모델정원

의조성은일시적작품이아닌지역민을위한영구적인전시작

품으로 유지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 Model garden surround view

b. A garden and a view from the entrance

c. Fruit, vegetable and flower plants surround resting deck 

d. Grass yard, rocking chair to pond and bamboo forests

Fig. 10. Model garden surround view.

a. Talk show with designers b. Sedum planting experience

c.  Entrance path in November d. the autumnal tints in November

e. Flower plant management f. Monitoring pond edge

Fig. 11. Program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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