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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like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culture, the Japanese garden style has been long remained in the garden 
field, But it is time to differentiate the styles of Korean modern private gardens and escape from the Japanese garden 
style based on the influx and expansion of overseas gardening sty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rivate gardens and to provide data on the application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Japanese garden style so that it can be developed into a unique garden style by grasping how much of the Japanese 
garden factors have been applied to Korean modern private gardens by period, and what are the factors that consistently 
remain. This study extracted and quantified Japanese garden factors applied to modern private gardens shown in garden 
magazines by planting type and facility type, and grasped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the Japanese garden factors by 
period. Although Korean private gardens are developing with the diversification of garden styles and the expansion 
of garden materials such as planting trees and flowers compared to the past, it was shown that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continues in the Korean garden culture. The application index of the Japanese garden factors 
was 40.0 points from postwar to 1970, 20.3 points from 1971 to 1980, 26.0 points from 1981 to 1990, 7.3 points 
from 1991 to 2000, 17.8 points from 2001 to 2010, and 16.3 points from 2011 to 2019. The application index tended 
to decrease with a slope of 4.1 from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 It was shown that pruned pines such as Juniperus 
chinensis Kaizuka Variegata and pruned royal azaleas were frequently applied with an application frequency of 1.0 
or higher among the Japanese garden factors. The frequency of application of facility factors such as laying stepping 
stone, intentional arrangement of natural stones, stone pagoda, or stone lanterns, was also high by 1.0 or higher. The 
reason for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Japanese garden factors in Korean private gardens was found to be largely 
influenced by the practical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Japanese garden factors at the garden construction site, in 
a situation where garden personnel who design and construct a garden have little clear understanding of garden culture 
and garden styles. Therefore, this study raised the necessity of fostering technical personnel for garde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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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제 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고,

한국은사회․문화적으로건실한성장과국가발전을이루었으

나, 우리의 생활․문화 저변에 일본 문화의 잔재가 미미하게나

마이어지고있다. 특히정원분야는급격하게변화하는사회문

화와 달리 건축물과 함께 일본정원 양식이 길게 남겨져 있다.

최근 도시 내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원사 양성과정, 정

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과거 대저택 중심의 정원

에서 개인의 주택 내 공간, 농촌 주택정원, 아파트 세대 내 발

코니공간등개인주택정원에다양한유형이나타나고있으나,

부지불식간에 일본정원 양식의 식재기법, 정원 첨경물 적용이

아직까지도이어지고있다. 또, 한국현대개인정원에서일본식

정원의 잔재, 해외정원 양식의 유입 등으로 한국 현대 개인정

원은 양식과 개성, 정체성을 확립하고(김정철, 2020), 해외 정

원양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한국 현대 개인정원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일본정원 양

식 적용과 변천 양상의 파악이 필요하나, 개인정원은 사유의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조동범 등,

2007)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극복하기위해정원 잡지

등에 게재된 개인정원에 대한 각종 사진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대 개인정원에 잔재하는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 특성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국내 일본정원과 관련된 연구로 정종오(1982) 등은 한국․

중국․일본의 고대 정원의 특징을 비교하거나, 정옥헌(2007)

등은고대일본정원조성방식과철학적의미등정원사적관점

에서 연구와 고산수식 정원을 국내에 소개하는 연구가 주류였

who should continuously escape from the Japanese garden factors remained in Korean private gardens, and apply an 
independent and unique Korean garden style.

Key Words: Garden Culture, Garden Magazine, Korean Traditional Garden, Dry Landscape Garden, Pond Spring Garden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시대를 지나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원 분야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와
달리 일본정원 양식이 길게 잔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정원 양식의 유입으로 한국 현대 개인정원의 양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외 정원양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개인정원에 잔재하는 일본정원
요소가 시대별로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가와 지속적으로 잔재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현대 개인정원이 가진
개성 표출을 강화하고, 고유한 정원양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본정원 양식 적용현황과 영향요인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정원관련 잡지 등에 나타난 현대 개인정원에 적용된 일본정원 요소를 식재유형, 시설물
유형에서 추출하여 계량화하고, 시대별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현대 개인정원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참여한주체에 따라 일본정원 요소적용 영향요인을선형 회귀분석으로도출하였다. 한국개인정원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정원양식이 전파되고, 정원소재의 다변화 방향으로 발전 중이나,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 한국
정원문화에 잔재하여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지수는 전후∼1970년까지 40.0, 1971∼1980년까
지 20.3, 1981∼1990년까지 26.0, 1991∼2000년까지 7.3, 2001∼2010년까지 17.8, 2011∼2019년까지 16.3로, 한국전쟁이
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지수는 4.1의 기울기로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일본정원 요소 중 가이즈까향나무와
같은 전정한 소나무류, 전정한 철쭉류의 적용빈도가 1.0 이상으로 즐겨 적용되었고, 징검돌 놓기, 의도적인 자연석 배치, 
석탑, 석등 등 시설물 요소의 적용 빈도가 1.0 이상으로, 주로 도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개인정원에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이 지속되는 원인은, 정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정원 전문 인력이 정원문화 및 정원양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원시공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일본정원 요소를 적용하는 영향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개인정원에 담긴 일본정원 요소의 지속적인 탈피와 독자적이고 독특한 한국정원 양식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제어: 정원문화, 정원잡지, 고정원(古庭園), 고산수식 정원, 지천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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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래에는 김진성(2009) 등이 전남지역에 잔존하는 일본인

거주지에 포함된 일본식 정원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현대 개인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53∼

2019년 사이에 조성된 개인정원에 포함된 일본정원 양식이 어

느정도적용되었고, 시대적 변화에따라어떻게잔재하는가에

대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한국 현대 개인정원

에포함된일본정원양식의적용이어떻게변화되었으며, 계속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조성되어온현대개인정원을소개한문헌자료를활용하여, 일

본정원 요소를가시판단을통해추출하고, 일본정원요소의적

용특성을계량화하고통계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여 독립변수의 특

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선형모형을 산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다(이

훈영, 2010).

이에 본 연구는 현대 개인정원에 잔재하는 일본정원 요소가

시대별로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가와 지속적으로 잔재하는 요

인이무엇인가를파악하여, 한국 개인정원이가진개성표출을

강화하고 고유한 정원양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본정원 양

식 적용 현황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향후 개인정원을 조성하고자 정원교육을 수강하는 학생 및

일반인에게정원양식에대한정확한지식을전달하고, 일본 정

원문화의아류가아닌, 한국 정원문화의독창성을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Ⅱ. 이론적 고찰과 연구사

1. 이론적 고찰

1) 일본정원의 개념과 분류
일본정원(日本庭園)을 Gunter Nitschke(1991)는 높은 수준

으로 추상화되고 양식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축소된

풍경을 조성하는 전통적인 정원으로 규정하였다.

일본정원을크게분류하면, 교토사찰을중심으로모래와바위

등으로조영한카레산스이식(枯山水式) 정원과에도시대(1603∼

1867)에 큰 못에 암석 및 수목 등으로 축경식(縮景式)수법으로

조영된 치센식(池泉式) 정원(이경재, 2017), 다실(茶室)과 그곳

에이르는좁은길공간에꾸며지는챠테에(茶庭)는자연을간소

하게 재현(김용안, 2009)한 로지(露地)로 구분할 수 있다.

宮元健次(2002)는 정원에 면하고 있는 건물 활용에 따라 정

원분류를 하였다. 불상이 모셔진 건물 앞 정원은 정토식(淨土

式) 정원, 건물에 사는 사람 개인용도로사용할때는침전조계

(寢殿造系) 정원, 건물이 몇 채 있어 여러 사람이사용할 때는

서원조계(書院造系) 정원으로 구분하였다.

2) 일본정원 양식과 정원요소
일본정원의 양식은 여러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으나, RHS

Encyclopedia of Garden Design(Chris Young and RHS, 2018)

은 아래와 같이 일본정원 양식을 정의하였다(표 1).

일본정원요소는크게물, 암석, 수목식재, 경물(景物)의 4대

요소로 구분(田中昭三, 2002)하였고, 이경재(2017)는 일본정원

요소로 15가지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3) 현대정원의 개념과 특징
현대정원에대한개념은명확하게정의된바가없으나, 산업

혁명 이후 현대사회라고 칭하는 19세기 이후의 정원으로 정의

할 수 있다(유윤진과 조동길, 2015).

우리나라의 정원은 크게 고정원(古庭園)과 현대정원으로 구

분할수있다. 한국고정원(古庭園)은고대에서조선시대까지로

규정할수있으며, 현대정원은 19세기개항이후를의미(유윤진

과 조동길, 2015)하나, 일제 강점기에서한국전쟁까지의 혼돈시

대를 제외하고, 1953년 이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대정원은 사유공간이라

는 점 때문에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문적

연구 영역에서 다뤄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조동범 등, 2007).

2. 일본정원 관련 선행연구

일본정원에관한선행연구는 1980년대초기부터한국과중국,

일본의 고정원(古庭園) 양식에 대한 비교연구(정종오, 1983)와

일본의 소구기실(1983)도 한국전통조경학회에 소개하였다.

1990년대에들어서는일본정원의주요유형인고산수식정원

구�분 정원의�특징

정원의�특징

-�철학적,�전통적,�종교적�요소�포함

-� 주로� 관조하는� 경관을� 즐기며,� 균형� 잡힌� 비대칭�

및�시각적�공간�구성

-�자연의�경치를�줄여,�정원에�이를�표현

정원

요소

식물

요소

-�단풍나무,�동백나무,�벚나무

-�분재,�이끼,�대나무

-�전정한�소나무류,�전정한�철쭉류�등

시설

요소

-� 일본식�석등�및�석탑,� 일본식�연못,� 자갈깔기,� 목조�

다리,�대나무�울타리�등

표 1. 일본정원 양식의 특징과 정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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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로, 공간의 구성기법에 관한 연구(정옥헌과 이훈,

2007)와 정원구성과상징성에관한연구(이훈과정옥헌, 2008),

정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윤성호, 2015) 등이 진행되었다.

소석천후락원(小石川後樂園) 등 일본정원의 수경 구성수법

에 관한 연구(백지성, 1993)와 일본 고정원(古庭園)의 수공간

공간구성기법 연구(채민규, 2006) 등도 진행되었다.

국내일본정원에관한연구는미미한상황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던 일본식 정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목포 이훈동 정원의 일본식 정원 특징 연구(김진성, 2009)

와 해창(海倉) 주조장(酒糟醬) 일본정원의 공간구성원리 및

특성연구(김상범등, 2011), 한국 내일본식정원의특성비교

분석(김종용, 2016)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는 현대정원에서 일

본정원 요소와 적용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

으로, 본 연구에서 일본정원 요소의 포함 정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정원 관련 잡지에 나타난 현대 개인정원에 적용

된 일본정원 요소를 식재유형, 시설물 적용유형 등에서 추출

하여 계량화하고, 시대별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 정도를 파

악하였다. 또한, 현대 개인정원의설계과정과시공과정에참여

한 주체에 의한 일본정원 요소 적용 정도를 영향요인 분석하

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연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진행하였으며, 1982

∼2019년까지 발간된 국내 조경, 정원 관련 잡지 및 정원 관련

간행물에 소개된 개인정원으로 하였으며, 상업적 정원이나 입

장료를 받는 수목원 내 정원 등은 제외하였다.

2) 자료의 수집
자료는 국내에서 발간된 조경, 정원 관련 잡지와 정원 관련

정부 간행물에 소개된 개인정원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산림청자료실, 인터넷등에서수집하였다(표 3). 잡지

의 특성상 정확한 정원조성 연대가 모호한 경우, 잡지의 내용

중 조성 연대를 유추 또는 파악 가능한 내용을 기초로 조성시

정원요소 요소�설명

연못[치센,�池泉]� 일본정원에서�못을�치센이라�부름

계류[쿄크스이,�曲⽔]� 치센으로�흘러드는�아름다운�물길로�곡선으로�조성되어�있어�쿄크스이(曲⽔)라고�함

폭포[타키,�瀑]� 물길을�이용하여�소규모�폭포를�조영

쓰하마[州浜]� 사면이�바다인�일본�해안�지형형상을�쓰하마(州浜)라고�함,�조약돌�등을�깔아�맑은�물을�보여�주기도�함.

데지마[出島]� 해안지형�중�바다로�돌출된�반도모양�형상을�말함.�수변지형�변화를�주는�현상

아리소[荒磯]� 해안�경관�중�암석이�거친�풍랑을�맞고�서�있는�형상을�표현

섬[시마,�島]� 정원�내�치센(池泉)을�조영하고,�그�속에�작은�섬을�조영

디딤돌,�징검돌

[시키이시-도비이시,�敷⽯-⾶⽯]�

비가� 많이� 내리는� 일본은� 원로(園路)가� 물이� 고여� 있거나,� 진흙이어서� 걷기� 힘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땅에서�

건축물�마루에�오르는�디딤돌을�조영

돌수각[쵸즈바치,�⼿⽔針]� 일본정원�차정(茶亭)�입구에�배치하는�손을�씻는�돌그릇.�

석등[이시도로,�⽯籠]� � 등에서�비롯된�것으로�석등�안에�불을�밝히게�되어,�나무등,�석등,�철등으로�구분,�석등이�대부분

목교[바시,�橋]� 치센이�있는�정원에서�대부분�다리를�조영.�이�다리�또한�돌,�나무,�흙�등으로�독특하게�디자인

수목
정원�경관을�아름답게�꾸미기�위해�수목�식재.�대부분�꽃,�열매,�단풍을�감상할�수�있는�수종�선택

벚나무류,�소나무류,�대나무류,�단풍드는�나무류,�소철,�철쭉류,�강전정한�수목�등

유키츠리[雪弔り]� 나무�중심에�말뚝을�세우고�새끼를�묶어�겨울에�눈이�새끼를�타고�땅에�눈이�떨어져�눈피해를�막는�장치

대나무담[타케카키]� 정원마다�대나무를�엮어�울타리로�사용

축산[츠키야마,�築⼭]� 치센을�조성하기�위해�파낸�흙으로�정원�내에�야트막한�산을�조영.�토쿄에서�후지산을�닮은�축산을�함.

표 2. 일본정원의 주요 요소(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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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설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시대변화에따라일본정원의요소가어느정도적용되었는가,

어떻게변화되었는가를분석하기위해일본정원구성요소중개

인정원에 주로 적용되는 항목으로 전정형 소나무류, 전정형 관

목류도입, 일본고정원(古庭園) 양식과유사한연못, 계류, 소폭

포, 의도적돌놓기, 석탑, 석등, 대나무담적용등정원요소를표

4와 같이 정원별로 구분하여 코딩 처리 및 점수화하였다.

현대개인정원의일본정원요소적용점수화자료를엑셀프

로그램과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시대별 일본정원의 양식

반영정도와 일본정원 반영에 영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계단계에 참여한 정원인력 특성과 시공단계에 참여한

정원인력 특성으로 나누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하였다.

회귀분석은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력의크기를

파악하여, 독립변수의 특정한값에대응하는종속변수값을예

측하는선형모형을산출하는방법으로, 독립변수들의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큰 독립변수

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 정도를 기술할 수 있다(이

훈영, 2010).

독립변수의 수가 k개인 다중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잡지명 년도 출판사 정원�갯수

아름다운�정원 1987 환경과�조경 10

아름다운�주택정원 1996 환경과�조경 43

주택정원 2002 환경과�조경 29

찾아가야할�정원100 2016 국립수목원 37

월간�가드닝
2013∼

2019
한국조경신문 47

자료출처:� 환경과� 조경(1987),� 환경과� 조경(1996),� 환경과� 조경�

(2002),� 국립수목원(2016),� 한국조경신문(2013).

표 3. 한국 개인정원을 소개한 주요 정원잡지

구분 판정�기준 판정�수치

정원

식재

특성율

(X1)

교목류�식재특성

(X11)

소나무,�향나무�등�수목을�전정을�

통한�수형조절�정도
(0)�없음,� (1)�있음(강한�전정형�교목�도입)

관목류�식재특성

(X12)

전정한�철쭉류,�전정한�상록성�

관목류�등의�도입�정도

(0)�없음,� (1)�전정한�철쭉류/상록관목류�도입,

(2)�전정한�두�가지�관목�병행도입

초본류�식재특성

(X13)

이끼류,�대나무류,�분재형�소형�

초본류의�도입�정도

(0)� 없음,� (1)� 이끼류,� 대나무류,� 분재류� 도입,� (2)� 이끼류+대나무류� 등� 두�

가지�병행도입,� (3)� 이끼류+대나무류+분재류�동시�도입

정원

시설물

특성율

(X2)

연못시설�도입특성

(X21)

연못,�곡수,�섬(치센,�야리미즈,�

시마)�일본식�연못시설�도입�정도

(0)�없음,� (1)�일본식�연못시설(치센,�야리미즈,�시마)�중�한�가지�도입,�

(2)� 일본식� 연못시설중� 두� 가지� 도입,� (3)� 일본식� 연못시설중� 세� 가지� 이상�

도입

수경시설�도입특성

(X22)

소폭포(타키),� 돌수각(쵸즈바시)�

등과�유사한�일본식�수경시설�

도입�정도

(0)� 없음,� (1)� 일본식� 수경시설(타키,� 쵸즈바시,� 대나무�수로� 등)� 중� 한� 가지�

도입,� (2)� 일본식�수경시설�중�두�가지�도입,� (3)� 일본식�수경시설�중�세� 가

지�모두�도입� �

돌쌓기,�놓기�특성

(X23)

자연석을�일본식�철학과�의도성을�

가지고�놓거나�쌓는�정도
(0)�없음,� (1)�있음

동선포장�특성

(X24)

원로에�디딤돌,�징검돌(도비이시)과

유사한�포장재료�도입�정도
(0)�없음,� (1)�있음

첨경물�도입특성

(X25)

정원에�일본식�석등(이시도로),�

석탑(세키토),� 불상(호토께)과�

유사한�일본식�첨경물�도입�정도

(0)�없음,� (1)�일본식�첨경물(이시도로,�세키토,�호토께�등)�중�한�가지�도입,�

(2)�일본식�첨경물�중�두�가지�도입,� (3)�일본식�첨경물�중�세�가지�모두�도입

구조물�도입특성

(X26)

일본식�목조건축물,�목교,�석교�등�

구조물�도입�정도

(0)�없음,� (1)�일본식�목조건축물,�목교,�석교�등�도입

(2)�일본식�목조건축물+목교�등�두�가지�시설�도입

대나무담�도입특성

(X27)
일본식�대나무로�엮은�울타리�도입 (0)�없음,� (1)�있음

자료:� 수목피해도조사표(국립환경연구원,� 1988;� 이경재� 등,� 1991),� 상록활엽수� 동해피해도� 조사(이기원과� 김도균,� 2017),� 경기만� 해안지역� 상록활

엽수�동해피해도�조사(김정철,� 2018)을�응용함.

표 4. 한국 개인정원의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지수 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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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속변수,

: 상수,

    : 기울기,

 : 독립변수

: Y를 측정할 때 발생 오차

4) 일본정원요소 가시분석
현대 개인정원의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 정도를 지수화하기

위해정원잡지등에게재된사진및설명자료를활용한가시

판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진행된가시판단분석은주로공해또는동해로인

한수목의피해정도를소정의판별기준을설정하고, 육안으로

판단하여 지수화 하였다. 이경재 등(1991)의 환경오염에 의한

수목피해 판단 지수, 이기원과 김도균(2017)의 난온대성 상록

활엽수의 동해피해도 산정 지수, 김정철(2018)의 경기만 상록

활엽수 동해피해도 산정식 등을 응용하여 일본정원 요소 적용

지수 산정기준을 개발하였다.

가시판단 측정기준은 표 4와 같은 기준으로 수치화하여 다

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Y=(X11+X12+X13+X21+X22+X23+X24+X25+X26+X27)
/20×100

정원식물, 정원 시설물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점수화하는

지수식의 최대값은 20로, 계산된 일본정원 요소 적용 정도 지

수화 분석 결과값을 산정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시대별 일본정원 양식 영향

한국전쟁이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조성된개인정원에

적용한 일본정원 양식의 영향 정도를 시대별, 요인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1) 시대별 일본정원 요소 적용지수
조사대상 166개의개인정원을조성된시대별로구분하고, 각

정원에적용된일본정원요소적용지수를그래프로표현하였다.

전후∼1970년까지조성된정원은 3개로, 정원모두에서일본

정원 요소 적용지수가 35∼50 수준으로 높았다. 1971∼1980년

까지 조성된 정원은 15개로, 2개의 정원은 순수 한국 고정원

(古庭園)으로 적용지수 0이었고, 8개의 개인정원은적용지수 5

∼20으로 부분적 일본정원 요소를 적용하였다. 나머지, 5개의

정원에서는 적용지수 35∼60까지 높은 수준의 일본정원 요소

를 적용하였다(그림 1 참조).

1981∼1990년까지조성된정원은 49개로, 8개의정원은일본

정원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고, 15개의 개인정원은 적용지수 5

∼25의 부분적 적용을, 26개의 정원에서는 적용지수 30∼60까

지 높은 수준의 일본정원 요소를 적용하였다.

1991∼2000년까지 조성된 정원은 20개로, 11개의 정원은 일

본정원요소가포함되지 않았고, 5개의 개인정원은적용지수 5

∼10, 4개의 정원에서 20∼45로, 현대에 이를수록 점차 일본정

원 요소의 적용이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2001∼2010년까지 조성된 정원은 52개로, 12개의 정원은 일

본정원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8개의 개인정원은 적용지수 15∼30, 15개의 정원에

서 35∼60으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1∼2019년까지조성된정원 28개 중, 10개 정원은일본정

원요소가포함되지않았고, 5개 개인정원은적용지수 5∼10, 6

그림 1. 한국 개인정원의 시대별 일본정원 요소 적용지수 그래프(조사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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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정원에서 20∼30, 7개의 정원에서 35∼65로 일본정원 요

소의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일본정원 양식

요소가 개인정원에 잔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시대별 일본정원 요소 적용지수 동향
개인정원이 조성된 시대별로 정원에 적용된 일본정원 요소

적용지수의 동향을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전후∼1970년까지 조성된 정원은 평균 40.0이었고, 1971∼

1980년까지 조성된 정원은 평균 20.3, 1981∼1990년까지 조성

된 정원은 평균 26.0이었다.

1991∼2000년까지 조성된 정원은 평균 7.3, 2001∼2010년까

지 조성된 정원은 평균 17.8, 2011∼2019년까지 조성된 정원은

평균 16.3으로 전반적으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이 4.1의 기울

기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광복이후 1970년대까지는 여전히 일본정원 기술을 습득한

인력과 일본정원 문화의 잔재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지수가

높았으며, 198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주택보급 시대에도 개인

정원에 일본정원 양식이 다수 적용된 정원이 많았다.

그러나 사회․문화․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해외 정원문화

의 지속적인 유입과 확산, 정원박람회 개최 정원문화 저변의

확대등이활발하였던 2010년대 이후에도, 일본정원 요소의적

용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는 이유로 우리나라 정원문화 저변에

일본의 정원문화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일본정

원 요소를 쉽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정원양식별 일본정원요소 잔재 정도
시대변화에따라개인정원에적용된일본정원요소중, 어떤

요소들이주로적용되었가를분석한결과, 전정한소나무류, 전

정한철쭉류, 징검돌놓기등이주로적용되었다(그림 3 참조).

적용빈도는 시대별 평균치로 적용빈도 1.0 이상은 일본정원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판별할 수 있었다.

정원식물 분야에서 가이즈까 향나무와 같이 전정한 소나무

류, 전정한철쭉류의적용빈도가 1.0 이상으로현대개인정원에

서도 즐겨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원시설물 중에는 징

검돌놓기, 의도적인자연석배치, 석탑, 석등등의일본정원요

소가 적용빈도 1.0 이상으로 즐겨 적용되었다.

전후∼1970년까지의 시대에는 전정한 소나무류, 전정한 철

쭉류, 징검돌놓기등정원요소가광범위하게적용되었고, 소폭

포, 돌수각, 연못, 계류, 석탑, 석등도 다수 적용되었다.

1971∼1980년 사이에는 전정한 철쭉류, 전정한 상록수의 적

용이 보편적,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1981∼1990년 사이에도

적극적으로 인위적으로 다듬은 정원수의 빈도는 1.1∼1.7이었

고, 정원시설물 요소도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1991∼2000년 사이의 기간에는 다양한 정원 작가가 활동하그림 2. 개인정원의 시대별 일본정원 요소 적용지수 동향

그림 3. 일본정원 양식요소의 연대별 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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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시대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빈도가 0.0∼0.6 수준으로

시대별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개인이 정원을 직

접 만드는 시대 흐름의 영향으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빈도도

0.5∼1.1까지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일본정원 양식별 잔재 동향
본 조사대상 개인정원의 정원양식을 RHS Encyclopedia of

Garden Design(Chris Young and RHS, 2018) 양식 분류를 기

반으로, 조사대상 정원의정원양식에포함된일본정원요소적

용지수(그림 4)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정원 중 코티지가든과 콘셉트가든 양식의 개인정

원에서는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이 0.0∼3.7로 징검돌 적용 등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패밀리가든, 컨츄리가든, 어반가든, 에콜로지가든 등에서도

적용지수가 평균 13.0∼18.3 수준으로 부분적인 일본정원 요소

의 적용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고정원(古庭園)의 조성을 목표로 한 정원에서

일본정원 요소 적용지수가 평균 10.8 수준으로, 일본정원 요소

와 한국 고정원(古庭園) 요소가 혼재하여 적용되는 현상을 확

인할수있었다. 일본정원의 조성을목표로한개인정원에서는

평균 43.6 수준으로 적극적인 일본정원 요소가 적용되었고, 적

용지수가 52.2인폴리지아가든은 1980년대 제주도에조성된정

원으로아열대식물과전정한소나무류, 전정한 철쭉류등이혼

재한 결과로 적용지수가 높게 나타난 특이값으로 판단함이 타

당하였다.

2. 일본정원 요소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개인정원의 일본정원 요소 적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원의 조성을 위한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

참여한 정원기술 인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정원의 설계단계에서 정원설계자 특성이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F통계량=20.699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수정된 R2=0.192로 19.2%의설명력을나타냈다. 분석결과, 정
원시공 사업자가 설계에 참여한 경우에 일본정원 요소 적용지

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주인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거나, 정원디자이너가 설계에 참여한 경우

의 유의확율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표준화 계수 β값을 통한 회귀식으로 더미변수 간의 상대

적 영향력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인 정원시공자 설계참

여와 비교한 결과,

- 정원주인 설계: 29.470—(16.692×1)—(17.220×0)=12.778

- 정원디자이너설계: 29.470—(16.692×0)—(17.220×1)=12.250

- 정원시공자설계: 29.470—(16.692×0)—(17.220×0)=29.470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종합하면 정원시공자 설계=29.470 > 정원주인 설
계=12.778 > 정원디자이너 설계=12.250 순으로, 정원주인과
정원디자이너가설계할경우, 일본정원요소적용지수에비교적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의 시공단계에서정원시공자가일본정원요소의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같았다. F=17.246으로 본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수정된 R2=0.164로 16.4%의 설명력을 나타냈
다. 분석 결과, 정원시공 사업자가 시공한 정원의 경우에 일본

정원요소적용지수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정원주인이 직접 시공에 참여한 경우의 유의확율은 0.000,

그림 4. 조사대상 개인정원의 양식특성과 일본정원 적용지수 분석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p)
유의

확률
B SE β

(상수) 29.470 2.031 　 14.513 0.000

설계자_

정원주인
—16.692 2.735 —0.456 —6.102 0.000

설계자_

정원디자이너
—17.220 4.211 —0.306 —4.090 0.000

F (p) 20.699

수정된(adj.)R 2 � 0.192

Durbin-Watson � 2.310

*� 유의확율(p)<0.05.
**� Reference� group:� 설계자_정원시공�사업자.

표 5. 개인정원 설계자의 특성에 따른 일본정원 요소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6 no. 2

164�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2호(2020년 8월)� �

정원디자이너가 시공에 참여한 경우의 유의확율은 0.001로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표준화 계수 β값을 통한 회귀식으로 더미변수 간의 상대

적 영향력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인 정원시공자 설계참

여와 비교한 결과,

- 정원주인 시공: 27.342—(14.942×1)—(16.957×0)=12.400

- 정원디자이너시공: 27.342—(14.942×0)—(16.957×1)=10.385

- 정원시공자시공: 27.342—(14.942×0)—(16.957×0)=27.342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종합하면 정원시공자 시공=27.342 > 정원주인 시
공=12.400 > 정원디자이너 시공=10.385 순으로, 정원주인과
정원디자이너가시공할경우, 일본정원요소적용지수에비교적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현대의 한국 개인정원에 잔재하는 일본정원 요소

의시대별잔재특성과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었인지

분석해, 부지불식 간에적용하고있는일본정원요소를파악하

고, 향후 정확한 정원양식의 적용과 독특하고 다양한 한국의

정원양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시대변화에 따른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지수는, 전후∼1970

년까지 평균 40.0, 1971∼1980년까지 평균 20.3, 1981∼1990

년까지평균 26.0, 1991∼2000년까지평균 7.3, 2001∼2010년

까지 평균 17.8, 2011∼2019년까지 평균 16.3으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이 4.1의 기울기로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2. 시대변화에따라개인정원에적용된일본정원요소중, 정원

식물분야에서가이즈까향나무와같은전정한소나무류, 전

정한철쭉류의적용빈도가 1.0 이상으로현재까지즐겨적용

되었다. 정원시설물 중 징검돌 놓기, 의도적인 자연석 배치,

석탑, 석등등의일본정원요소의적용빈도 1.0 이상으로다

수 적용되었다.

3. 전후∼1970년까지는 전정한 조형 소나무류, 전정한 철쭉류,

징검돌 놓기 등 정원요소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1971∼

1980년 사이에는전정한철쭉류, 전정한상록수의적용이보

편적,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1981∼1990년 사이에도 적극

적으로인위적으로다듬은정원수가 1.1∼1.7 빈도로적용되

었다. 1991∼2000년 사이에는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빈도가

0.0∼0.6 수준으로 시대별로 가장 낮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개인이 정원을 직접 만드는 시대 흐름의 영향

으로 일본정원 요소의 적용빈도도 0.5∼1.1까지 부분적으로

높게 적용되는 경향이었다.

4. 정원시공 사업자가설계에참여한정원의일본정원요소적

용은, 정원주인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에 비해 17.96,

정원디자이너가설계에참여하는경우에비해 19.31 높은영

향을 미쳤고, 정원시공 사업자가 정원시공을 맡은 경우, 정

원주인이 직접시공에참여하는경우에비해 15.899, 정원디

자이너가시공에참여하는경우에비해 18.690 높은, 일본정

원 요소 적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현대개인정원은 1990년대까지의압축개발시대에비해

최근에는 다양한 정원양식의 전파, 식재 수목 및 초화류 등 정

원소재의 다변화 방향으로 발전 중이나, 과거 일제 강점시대의

영향이 한국 정원문화에 잔재하여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정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정원 전문 인력의

정원문화 및 정원양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원시공 현장에서 정원조성이 이루어진 영향요인이 큰 것으

로 보였다.

광복과한국전쟁이후약 60년간한국현대개인정원은다양

한 양식과 특성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화려한 이면에 지속

적으로 잔재하는 일본정원양식의 영향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부족한상황에서본연구는우리나라현대개인정원에담긴일

본정원 요소를 파악하고, 독자적이고 독특한 한국정원 양식을

개발,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기반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

되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벚나무 등의 식물요소와 석탑 등 첨경물,

연못호안기법등은백제및신라의정원양식원형이일본정원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p)
유의

확률
B SE β

(상수) 27.342 1.888 　 14.482 0.000

시공자_

정원주인
—14.942 2.705 —0.406 —5.523 0.000

시공자_

정원디자이너
—16.957 5.023 —0.248 —3.376 0.001

F (p) 17.246

수정된(adj.)R 2 � 0.164

Durbin-Watson � 2.155

*� 유의확율(p)<0.05.
**� Reference� group:� 시공자_정원시공�사업자.

표 6. 개인정원 설계자의 특성에 따른 일본정원 요소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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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남아있어명료하게일본정원요소가적용된것으로판

별하기 모호한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대상지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식 대신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

헌에 나타난사진과 자료를 활용한가시평가 방식을채택하여,

현장조사 바탕으로 정밀한 정원양식 조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과거 조성된 정원이 현재까지 이어지

면서 반영되거나 변화된 정원요소 파악과 변화동향을 현장조

사를 기반으로 추가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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