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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hor took note of relations between visual and narrative instruments to deliver space design and themes focusing

on creativity and artistry with plants, which one may expect from garden shows, being the main object.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Multi-Persona Garden presented at the Goyang Flower Garden Show, 2020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looking into the theme setting process, design strategies expected from gardens, and expressions that fit

the nature of the event as an exposition. The overall concept of the garden is the ‘multi-persona,’ as a metaphor of us

forgetting who we really are but living a life shaped by what others see. The theme was materialized with five spaces,

entitled “Self”, “Personas”, “Today’s Persona”, “Social Persona”, and “Persona of the Past” respectively. In the center an

object was set as a visual focus and an expression of self, serving as an instrument to allow the audience to experience

countless personas surrounding the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at, as a way for crystal-clear delivery of the

given theme to the visitors, the garden incorporated various values legitimately expected from gardens and new thoughts

and approaches to deliver the message in the space.

Key Words: Garden, Creativity, Artistry, Visual Instrument, Narrative Instrument, Theme Setting

국문초록

정원박람회가 가져야 하는 식물을 주 소재로 한 창작성과 예술성 중심의 공간연출과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이

고 서사적인 매개수단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플라워 가든쇼에
출품된 ‘멀티 페르소나 정원’을 대상으로 주제의 설정방법과 정원이 담아야 하는 디자인 전략과 박람회로서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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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원의 영역확장과 지자체의 여가, 축제에 관한 수요를 해결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원박람회가 정원산업의 한 축으로 발

전되어 가고 있다(박은영, 2012). 그 중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

는 화훼분야의 꽃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급성장하였으나, 현재

디자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변화에 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플라워 가든쇼 혹은 또 다른 정원박람회의 형식을 추가하여 운

영하고 있다.

정원박람회는 인간의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표현을 하고, 공

간의 재생, 활성화, 참여(정나라와 정명길, 2016)를 유도하는

전시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정원문화를 대중에게 보급해왔다.

정원박람회에서는 식물을 통해서 주어진 주제로 공간을 구성

하고 장면을 연출하여 관람자에게 짧은 시간내에 감동과 미적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정원박람회

의 경우, 정원=자연의 등식이 성립하지도 않으며, 정원이 자연

을 넘어서지도 정원이 자연에 종속되는 것도 아닌 2차원적인

프레임 속에 3차원적 공간을 담고 있다(권진욱, 2012). 정원박

람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일상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자연의 신

비로움과 어우러진 예술적 조형성 혹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단순한 유희의 차원을 초월하여 정원이 미적인 영역에서 작동

가능한 예술성에 바탕을 두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설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정의도 즉, ‘이 정원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설계가는 자기나름의 예술성을 토대로 의도된 공간을 조

성하기 위해 직유나 은유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자 한다. 정

원박람회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일정기간 전시하고 철거

하는 쇼가든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공

간연출이 필요하며, ‘정원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

법’으로 독특한 발상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

하는 창작정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주

제를 전달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는 매개수단이 필

요하다.

정원박람회에서 주어진 주제의 전개와 설정한 주제를 잘 전

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시각적인 혹

은 서사적인 매개수단을 통해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시각적

인 매개수단은 장면구성, 연출계획을 통해 이미지를 보강하고,

새로운 체험을 유도하기 수월하다. 결과적으로 경관인식의 폭

이 넓어질 수 있다. 서사적인 매개수단은 시퀀스가 있는 하나

의 이야기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지고,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있는 이야기(김경래, 2002)의 구성으로 공간에서 경험하고 느

낄 수 있는 오감을 활용하여 이야기와 테마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여 이용자의 기억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이경진과

김중재, 2014). 시간상에서 연속적인 경관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며,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관람자에게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적인 서술, 상황중심의 배열이

가미되어 총체적인 경험을 자연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기억, 연상 등이 합쳐져서 새로운 가치를 갖는 경관이 형성되

도록 조성하는 기법이다.

시각적․서사적인 매개수단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총합적

인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이야기의 다양한 전달

방식에서 관람객 스스로의 개입과 역할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시각적․서사적인 매개수단을 통한 전개

는 시․공간에 결부된 재현형식으로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것

이 필요하며, 공간의 형태와 구조, 크기 등의 공간언어와 이

미지 전달을 위한 시각언어가 조합되어 설계자의 ‘의도’와

‘은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박은영

등, 2017).

본 연구는 2020년고양국제꽃밤회 고양플라워가든쇼의 주어

진 3개의 테마 중 ‘창작정원’에 출품한 작품으로 식물을 주 소

재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독특한 발상이드러나도록 하는 창

작성과 문화적 사고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성 중심의실험

정원이 연출되도록 기존 정원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형식으로

주어진 주제를 매개수단을 통해 어떻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벤트성에 부합하는 표현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원의 전체적인 컨셉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잊은

채주위의 시선을 신경쓰며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표현한 ‘멀티 페르소나’로 설정하였다. 주제의 전달을 위해 ‘자아’,
‘가면들’, ‘오늘의 가면’, ‘사회적 가면’, ‘과거의 가면’의 5개 공간으로 설정하고, 중심공간에 자아의 표현을 위해 시각적인
초점인 오브제를 설정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가면들을 매개수단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박람회에 주어진 주제를 관람객에게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함으로 특히 정원이 본래 가져야 하는 다양한 가치와
함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창작성, 예술성, 시각적 매개수단, 서사적 매개수단, 주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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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페르소나의 개념과 특징

페르소나(Persona)라는 용어는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나타

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한다(이정명,

2012).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

(Carl Gustav Jung)은 인간은 내적 인격과 외적 인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으며,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로 정의하였다(김종선과

하지수, 2017). 페르소나는 개인과 사회가 ‘어떤사람이 무엇으

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서로 타협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개인

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된 역할에 따라 다른 페르소나를드러내

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

(이부영, 2011). 개인의 다중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이 될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타협에 의해만들어진 페르소

나라는 의미(김종선, 2016)를 현시점에서 관람객에게 던져 볼

수 있는 메시지로 정원디자인에서 주제를 전달해 가는 과정에

서 가면이라는 표피적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제삶에서 페르소나를만들게 된 원인을 정원의 형식안에서

시각적․서사적인 매개수단을 통해 분명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시각적 매개수단과 서사적 매개수단

서사적인 매개수단은 상관되는 맥락 속에서 장면들로 구성

되는 하나의 완결적인 에피소드이며, 서사적인 내용적 층위의

최소 단위로서 이것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게 되

는 것이다(김현정, 2008). 또한, 서사는 시간 구성 측면에서 연

속적으로 진행되거나 비연속적으로 구성되며, 공간구성 측면에

서는 사건중심, 상황중심의 배열을 전제로 하고, 내용적 측면에

서는 사건과 공간 경험을 총체하여 서술하고 있다(이경진과 김

중재, 2014). 이 기본적인 스토리와 장면을 연결하여 관람자가

인지할 수 있는 매개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스토리

텔링은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양식으로서 스토리

(story)․담론(discourse)․서사(narrative)가 담화로 변하는 과

정의세가지 의미를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유인

두, 2004). 여기에서 서사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 용

어로서 기본적으로 스토리와 담론의 층위를 함의하고 있다(김

태환, 2009).

또한, 시각적인 정보요소들이 유기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

어 있어 정보전달의 기능성외에도 관람객의 감성적교감을 이

끌어 낼 수 있으며, 열린해석을 유도하는 개방성을 지닌다(서

연화, 2016). 시각적인 매개수단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통합되고 총체적으로 전달된다(박은영 등, 2017). 시

각적인 매개수단의 유형은 그림․조각과 같은 정적 유형, 영

화․동영상과같은 동적 유형, 마지막으로 시공간을 통하여 이

야기를 전달하며 관람객의 능동적 행동을 이끌어주는 상호작

용적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서연화, 2016). 이 중에

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의 유형에 해당된다.

즉, 공간에 대한 시각적․서사적 매개수단의 전개는 시퀀스

에 의한 시․공간을 결부하며, 전달 매체로서 정원은 표현 요

소․표현 방법․표현 재질에 의한 총합적인 이미지로 메시지

가 전달되어서 관람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Ⅲ. 설계의 내용과 범위

설계의 내용은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플라워가든쇼에

부여된 주테마는 ‘한국사계정원’, ‘창작정원’, ‘세계문화정원’ 중

1개의 영역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이 정원은 ‘창작정원’을 주테마로 하였다. ‘창작정원’의 테마 속

에서 정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공간

에 담아낼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시각적이고 서사적인 매개수단을 설정

하여 관람객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주제를 재해석

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설계의 과정은 대상지 분석, 주

제의 설정, 공간구성, 동선계획을 한후이를 통해 식재와 시설

물 계획을 진행하였다.

설계 대상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의 고양국제꽃

박람회장 내 주제광장에 위치하고 있다. 좌측에는 한울광장이

있고, 우측에는 고양꽃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는 중심 원형의광

장에 조성될 계획이다. 이곳은 전체 박람회의 부지 중 중앙부

로 완전히 열린공간에 위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

는곳이다. 호수공원의 특성상 오후에는호수에서불어오는 바

람의 영향이 있는 지역이다. 박람회 공모전의 특성상 디자인이

결정된 후 대상지가 정해지는 형식으로 84m2(대략의 크기

12m×7m)의 면적만 주어져 있으며, 평탄지형에 철거형이면서

바닥은 인터록킹 블록의 포장 위에 조성될 계획이다(그림 1).

Ⅳ. 결과 및 고찰

1. 주제의 설정

정원의 전체적인 컨셉은 “스스로의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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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가면)를 설정하였다. 현재를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

리의 본 모습인 본연, 내면, 스스로를 잊은 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살아갈때가 많다. 이를 ‘창작정원’에서의 메시지로서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에 자아의 공간을 위치시켜 전체적으로

강력한 시각적인 초점이 되도록 하며, 각 구역별로 가면들, 오

늘의 가면, 사회적 가면, 과거의 가면으로 장면들이만들어지도

록 각 구역별로 공간을 조성하고, 하나의 가면으로써참여하게

되는 참여형 정원이 되도록 하였다. 정원박람회의 주제는 현시

대에서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나타내

는 것이 관람객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정원이당연

히 가져야 하는 휴양, 미적인 기능에 부가하여 의도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주제 전개를 위한 전달방식과 장면구성을 위한

표현방식으로 시각적․서사적 매개수단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

해 주제를 좀 더 선명하고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에 수월

한 기법으로 판단되었다(그림 2, 그림 3).

2. 공간구성 및 동선계획

공간구성에 있어서 박람회 특성상 정원의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시각

적 매개요소와 시각적 매개요소를 다층적으로 배치하였다. 공

간은 동선을 따라 담겨야 하는 의식의 흐름을 기-승-전-결의

순차적이고 연속적인 4개의 영역으로 배분하고, 주제의흐름을

의식의 경로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공간을 조성하였다.

중심부의 둥근 오브제를 두어 주제의 시작점을 알리면서 중요

한 시각적인 초점을 만들고, 각각의 서사에 맞는 내용이 잘 드

러나는 공간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머무르고 지나가고, 주제

를읽어나가며 관람객의실제 동선과 공간의 이야기흐름이 동

일하게 움직이는 상태로 관람객에게 체험과 상호교감이 되도

록 유도하였다. 설계에 반영할 공간과 주제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페르소나의 단계별 의미를 5개의 공간으로 구체화 시켰

다. 이를 통해 ‘자아’, ‘가면들’, ‘오늘의 가면’, ‘사회적 가면’, ‘과

거의 가면’의 세부적인 공간을 도출하였다.

동선계획은 주요 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U자 형태

로 오브제 중심의 주동선을 계획하였다. 이와 구분되는 부동선

은 시설물 근처까지 가서 사진을 찍도록 배려하며, 순간에 사

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때를 대비하여 계획하였다. 들어와서

단순히둘러보고 가는 사람과머물면서 사진을찍고싶어 하는

동선을 분리하여 정원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정원박람회 특성상 관람객들은 주어진 내부공간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대상지를 관람할 수 있으므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정원의안과밖을 대조되는 분위기로만

들어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의도를 담아 시선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 관람객의 시각적인

경험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 한층 폭넓은 사람들의

그림 1. 박람회장 내 내부 위치도

그림 3. 개념도

정원박람회

주제

전달방식 표현방식

주제전개 장면구성

시각적 매개수단 서사적 매개수단

그림 2. 주제전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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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과 시선을 유도하고자 하였다(그림 4∼그림 6).

3. 공간별 계획

1) 자아
정원의 중앙부에 스스로의 나 ‘자아’가 위치하여 나 자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향의 페르소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동

선을 지나며 형성되는 그림자와 실루엣은 페르소나처럼 항상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서사적인 매개수단으로 설정하였

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페르소나를띄고 있어도 그 안에 있

는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내얼굴을 가려주는 가면처럼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모습

이 아닌 적절히 가리기 위해불투명한 가면을커튼으로 표현하

였다. 커튼 안에서는 나는 변하지 않는 ‘나’ 이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그림자나실루엣은 내가 아닌 나의 이면의모습이 보여

질 수 있도록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보여주고 싶

은 모습만 기록하는 포토존으로 활용하여 사진에 찍혀져서 나

타나는 신비스러운 모습을 시각적인 매개수단을 통해 표현되

도록 계획하였다(그림 7).

2) 가면들
우리는누군가에게항상 다양한 시선으로 비춰진다. 어떤순

간에는 따뜻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초라하게 보

일 수도 있다. 또, 누군가는 우리를 존경하기도 하고 무시하기

도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선들이 신경 쓰이기에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면 속에 나를 점점 더 감추게 된

다. 나를 보는 시선에 신경쓰면서 감춰진 나의 내면을 숨긴채

겉모습의 치장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강한 색상의 초본류와

그라스류를 혼합하여 중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

양한 타인의 시선을 시각적인 매개수단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꽃들사이의 동선을 통해 서로 바라볼수 있는

포토존으로 활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시선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인 상황을 서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림 8).

3) 오늘의 가면
보여주는 모습만 치장을 하는 나의 내면은 외면만큼 화려하

기

승
전

결

부동선

주동선

그림 4. 공간구성과 동선계획

그림 5. 마스터 플랜 그림 7. 자아 공간의 이미지

그림 6.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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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미처가리지못한, 무너져버린곳에서 그모습을엿볼

수 있다. 하지만 밖에 보여지는모습을 위해 오늘도 나는 화려

하게 치장을 한다. ‘부모로서의 나’, ‘자식으로서의 나’, ‘직장 동

료로서의 나’, ‘다른 곳에서는 친구로서의 나’ 등 다양한 나를

선택하여 그모습으로 그 시간을살아가고 있음을 서사적인 매

개수단으로 설정하였다.

방의 외부에는 크고 볼륨감이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화려

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상징하는 방의 내부는

덩굴식물을 사용하여 오히려 소박한 모습으로 대별되도록 하

였다.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가렸지만미처가지리지못한벽의

틈으로 고독한 나의 내면이 보여지도록 하였다. 내부에는 나를

상징하는 마네킹이 오늘 사용할 가면을 찾고 있으며, 서랍 안

에는밖에서 보여지는 화려한모습을 상징하는 수종이 가득심

겨져 있다. 수많은 화려한 꽃 중 오늘사용할 가면을찾는모습

으로 현대인들의 모순성을 시각적인 매개수단을 통해 표현하

고자 하였다(그림 9).

4) 사회적 가면
누구나 다른 누군가에게 늘 멋지고 세련되며 행복한 모습으

로 비춰지길 바란다. 또한, 그런 모습의 누군가를 보며 부러워

하며 동경하게 된다. 하지만 그건 단편적인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하지 않은 면이 보인다는걸알면서도모르는척

외면하면서살아가고 있다는 서사적인 매개수단을 설정하였다.

이 공간은 커뮤니케이션 벤치와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포

토존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진으로 보이지 않

는 공간은 자갈 포장, 깨진 벽, 그라스류의 식재 등 거친 질감

을 이용하여곱고 단정한 느낌과병치하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벤치는 그 안에서의 내부지향적인 소통을 상징

한다. 보여지는모습이 행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주변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를 바라기 때문이다(그림 10).

5) 과거의 가면
지금의 내가 있듯 과거의 나도 있다. 과거의 내가 어떠했든

얼마나 화려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에겐 의미있는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너무도 작은 기억으로 서서

히잊혀지게될수 있는 그런기억과 의미로 인해 현재의 나는

더욱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가꾸며 좋은 모습만 비

그림 8. 가면들 공간의 이미지

그림 9. 오늘의 가면 공간의 이미지 그림 10. 사회적 가면 공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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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지기 위해딱딱한 프레임 속의 유리상자에 나를 가두게 된다.

다양한 크기의 유리상자 내부에 다양한 꽃을 식재함으로써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의 나는 화려하거나 초라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한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검은 현무암의 다양한 갈림길

의바닥포장은선택에 따라나에대한기억또한변화하는인생

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과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4. 식재 계획

식재 계획의 기본방향은 정원박람회로서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수종과 시각적인 매개수단으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수종을

염두에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식물의 질감, 형태, 색상을 고려

하였다.

전체적으로 색상이 선명하고 꽃의 크기가 커서 화려한 느낌

을 감지하는 수종으로 주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면의 겉면을

부각시켰다. 그중 산수국은겉은 화려하지만화려한겉면은 꽃

받침이고, 자신의 진짜 꽃은 작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

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꽃이다. 이와 대별되는 낡고 초라한

느낌은 덩굴류와 그라스류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본질

을 가린 화려한 수종과 대비되어 있는 느낌을 나타내며, 자칫

여러색감으로들뜰수 있는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거

친 질감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세부설계로는교목으로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공간의골격을

조성하고, 외부의 경계와 적절한 차페를 위해 회양목과 사철나

무를 식재하였으며, 동선을 이끌 수 있도록 둥근 옥향을 식재

하였다. 수선화는 나르시즘의 상징인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로 식재하였으며, 털수염풀은호수공원에서불어오는 바람

을 이용하여외부의 시선에흔들리는 자신을 표현하였다. 삼색

조팝나무, 비비추, 휴케라 등의잎을볼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

여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우단동자꽃,

라벤더, 애니시다, 무스카라, 마가렛 등은 시각적인 초점이 될

수 있도록색상과 형태, 높이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커뮤니티

벤치에서는 앉았을 때 머리 위에 꽃이 쏟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여 백당나무를 계획하였다. 앞은

포토존을 위해 화려한 덴마크 무궁화와 향기나는 유리호프스

를 배치하였다(그림 12).

5. 시설물 계획

시설물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양한 재료들의 적절한 조합과

표현방법을 통해 정원의 주제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사용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많은 가면들, 현재에서 과

거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체를 이미지로 중첩시켰다.

관람객에게 정원의 주제를 전달하고, 공간 공간마다 가면을쓴

한 명의 인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공간마다 하나의 가면

을 상징하고, 모두를 합한 가면이 한 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임을 표현하였다. 특히 시선을 은폐, 차폐하는 시

설물들은 인간의 이중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모습을 가리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

는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그림

자만 비출 수 있게 사방을 천막으로 가렸다. 사람의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 식재는최대한 단순화하여 계획하였다. 가

벽을세워안쪽의 화려한모습을 감추어, 밖에서는안의 정원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게 연출하였다. 벽의 안쪽 공간에는 사람이

사는 방처럼 연출하기 위해 서랍과 마네킹을 두었다. 서랍 안

그림 11. 과거의 가면 공간의 이미지 그림 12. 식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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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중한 것을 보관해 놓은 듯 화려한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무언가 고르는 듯한 모습을 하는 얼굴 없는 마네킹은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오브제이다. 자갈포장, 깨진 벽, 그라

스 등은낡고 거친모습앞에는 화려한색감을 가진 수종을 식

재하여 대비되면서 보기 안 좋은 장면을 가리도록 하였다. 하

지만틈틈이 보이는 그러한모습들은 미처가리지못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주제를 표현한 배경안에서 사람들이앉아

쉴 수 있게 만들고, 포토존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나뭇가지

처럼 뻗어나가는 패턴으로 현무암 바닥을 계획하였다. 바닥의

패턴은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되고, 그끝에는 유리 상자안에 식

재된 식물이 있다. 크기가 각자 다른 상자와 식물을 장치함으

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 등을 표현하였다(그림 13).

Ⅴ. 결론

본 연구는 2020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플라워가든쇼에 부여

된 주테마 중 ‘창작정원’에 속하는 작품으로 “스스로의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페르소나(가면)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리의 본 모습인 본연, 내면, 스스로를

잊은채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살아갈때많다. 이를 ‘창작정

원’에서의 메시지로서 전달할 예정이다.

설계에 반영할 공간과 주제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페르소나

의 단계별 의미를 5개의 공간으로 구체화 시켰다. 이를 통해

‘자아 ’, ‘가면들’, ‘오늘의 가면’, ‘사회적 가면’, ‘과거의 가면’의

세부적인 공간을 도출하였다.

정원의 중앙부에 스스로의 나 ‘자아’가 위치하여 나 자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향의 페르소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동

선을 지나며 형성되는 그림자와 실루엣은 페르소나처럼 항상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서사적인 매개수단으로 설정하였

다. ‘가면들’의 공간에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다양한 시

선으로 비춰진다. 나를 보는 시선들을 표현하기 위해 의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화려하고 강한 색상의 초본류와 그라스류를 혼

합하여 중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누군가가 나를볼

때 화려하기도 하지만 초라한기도 한 다양한 시선을 시각적인

매개수단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의 가면’에서는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가렸지만, 미처 가려지지 못한 벽의 틈으로 고독한

나의 내면이 보여지도록 하였다. 내부에는 나를 상징하는 마네

킹이 오늘사용할 가면을찾고 있으며, 서랍 안에는 밖에서 보

여지는 화려한 모습을 상징하는 수종으로 가득 심겨지도록 계

획하였다. 수많은 화려한 꽃 중 오늘 사용할 가면을 찾는 모습

으로 현대인들의 모순을 시각적인 매개수단을 통해 표현하고

자 하였다. ‘사회적 가면’은 커뮤니케이션 벤치와 화려한 꽃들

로 장식되어 포토존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진으

로 보이는 이외의 공간은 자갈포장, 깨진벽, 그라스류의 식재

등 거친 질감을 이용하여 곱고 단정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연

출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벤치는 그 안에서의 내부지향적

인 소통을 상징한다. ‘과거의 가면’은 다양한 크기의 유리상자

내부에 다양한 꽃을 식재함으로써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의 나

는 화려하거나 초라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한모습을 형상화하

였고, 현무암 포장의 다양한 갈림길에서의 선택에 따라 나에

대한 기억 또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본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주제를

관람객에게 명확 전달하게 하기 위해 정원이 가지는 시각적이

고 서사적인 매개수단의 설계기법을 통해 주제의 명확한 부각

을 위해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을 통해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안은 현재 국내의 처한 현실로 실제 조성되지

못한 점이 연구로서의 한계이다. 연구의 시사점은 이 설계에서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에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경험의 대상을 넘어 공간지각을 통

한 경험의 총체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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