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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pread garden culture in a city, show gardens exhibited at Garden Expo have been preserved in urban 
parks to be used as a rest place to develop the culture. However, it is time to supplement the facilities and reorganize 
the maintenance system to remodel the gardens as they have not been managed well after the Exp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eference material in setting the direction of garden remodeling, and reestablishing the garden 
maintenance and operation system based on the maintenance level.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maintenance characteristics, quantified the deterioration degree of garden facilities, 
In addition,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garden facilities and 
the deterioration degree for the maintenance characteristics of the gardens through an interview with a gardener. 

The deterioration degree index of herbaceous plants was very high among the deterioration degree of garden plants 
in 6 public gardens, with between 60.0 and 92.0, as most herbaceous plants planted were degraded or withered, and 
that of the garden facilities was very high with 84.0 for lighting facilities and 90.0 for landscaped facilities.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matching the garden maintenance index and the deterioration degree, the slope of the 
graph was —0.4022, which showed a gentle (—) effect, and F=15.16 (p<0.001), which indicated that the regression 
model was suitable. The maintenance level of the gardens was β=—0.4022 (p<0.001), indicating that the garden 
maintenance level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terioration degree of the gardens. 

In the course of this study, the deterioration degree of the garden sites was identified after 10 years, but there 
was a limitation in that as the evaluation of the deterioration degree-maintenance activities was not performed every 
2∼3 year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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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0년부터 도시녹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박람회가

한국에서 첫선을 보였고, 이후 정원박람회 또는 가든쇼 등의

형태로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한 순천만 국

제정원박람회가열려, 해외에서열리던국제규모의정원박람회

를 한국에서도 개최되는 등 정원선진국 못지않은 정원문화 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쇼가든은 행사 이후에 공원 내부에 존치하며,

공공의 정원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또한정원문화의확산을위해정원사양성과정, 정원가꾸기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김정철과 김도균, 2020), 공공공간에

조성된 정원에 대한 수준향상과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욕구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행사이후 존치형 정원을 공공조경 관리

에포함되어관리가진행됨에따라, 지속가능한 정원관리에미

비한 상황에 처하거나, 아예 지자체에 의해 없어지는 등, 공공

정원으로서 당초 목적을 상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정원의 장기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정원 리모델링

을 위한 시설보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정원박람회를 통해 조성된 공공정원과 관련한 연

구는박람회출품정원의유형구분(염혜리와주신하, 2017), 시

각적표현특성(권진욱, 2019), 초화류식재경향(정봄비, 2015), 식

재디자인 경향(정소영, 2016), 정원시설물 연구(김인혜, 2020)

등이 대부분이었다. 정원박람회 존치 작품 실태 및 개선 방향

(박다연, 2019)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태조사 수

준으로 정원관리와 정원 노후도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degree-maintenance activities on a periodic basis after garden remodeling, and on ways to activate gardening education 
courses and hands on gardening programs using gardens. 

Key Words: Garden Culture, Garden Expo, Garden Remodeling, Garden Plants, Garden Facilities

국문초록

도시 내 정원문화확산을 위해 정원박람회의 전시 정원을도시공원 내에 존치하여 정원문화의 홍보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중이나, 박람회 행사이후 정원관리가 미흡하여 정원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보완 및 관리체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 운영되어온 공공정원의 관리 수준과 정원식물 및 시설물의 노후 정도를 파악하고, 정원의
관리도를 기반으로 정원관리 및 운영체계를 재확립하고, 정원 리모델링 방향 수립에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원박람회 이후 유지관리되어온 공공정원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관리 특성을 분석하고, 

정원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를 계량화하며, 정원 노후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정원의
관리 특성을 관리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정원 시설의 노후도와의 관계를 선형회귀분석 하였다.  

6개 공공정원의 정원식물 피해도 중, 식재된 초화류의 대부분이 퇴화 및 고사로 인해 초화류 피해도 지수가 60.0∼
92.0로 매우 높았고, 정원시설의 노후도 지수는 조명시설이 84.0, 수경시설 90.0으로 매우 높았다. 정원관리 지수와 정원
노후도를 대응하여 선형회귀분석 결과, 그래프의 기울기는 —0.4022로 완만한 (—)의 영향이었고, F=15.16(p<0.001)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정원의 관리도는 β=—0.4022(p<0.001)로 나타나 정원관리도가 정원 노후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었다. 유사한 정원관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원마다 노후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코티지가든등의초화류관리미흡과정원박람회행사를위해급하게식재한수목의집단적고사및시설구조체파손으로

인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원 조성 후 10년 경과된 노후도를 파악하였으나, 2∼3년 주기로 노후도-관리도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원의 리모델링 후 주기적인 노후도-관리도의 관계성 평가와 함께 정원을
이용한 정원교육, 정원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제어: 정원문화, 정원박람회, 정원 리모델링, 정원식물, 정원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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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0년 이상 장기 운영되어 온 공공정원의 관리 운영 수

준은 어느 정도인지, 장기 관리에 따른 정원식물 및 시설물의

노후정도는어떤수준인지, 노후정도의편차가나타나는요인

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시흥시 옥구공원에 조성되고 관리되어온

공공정원을대상으로장기간의관리특성을분석하고, 정원시설

물의노후화정도를계량화하고, 노후화에영향을미치는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연구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본연구는장기운영되어온공공정원의관리운영수준

과정원식물및시설물의노후정도는어떤수준인지를파악하

여, 공공정원의조성및관리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정원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공공정원 콘텐츠 변화를 위한 정원

리모델링 방향 수립에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향후 정원박람회 등 존치형 공공정원 조성에 참여하는 정원

작가 및일반인, 학생들에게공공정원의계획, 조성, 관리 상황

에서정원조성자의원래의도가지속가능하게살아있고, 정원

의원형이유지될수있는방안모색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

되었다.

Ⅱ. 이론적 고찰과 연구사

1. 이론적 고찰

1) 정원박람회의 개념과 활용
정원박람회는 정원을 주요 소재로 한 박람회로 정원과 관련

된화훼나문화산업 전체를 다루는 전시로 정의(박다연, 2019)

할 수 있다. 1851년 영국의 만국박람회 이후 정원이 박람회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독일과 영국 등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

다. 국내에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에 공공정원을 조성하고, 박

람회 종료 후 정원을 존치하여(박다연, 2019)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박람회가 2010년부터 시작하였다.

초기의 정원박람회는 이벤트로서 정원관련 축제를 통해 대

중들에게인식변화를불러일으켰으며, 정원이 전시축제의중

요한 소재가 되도록 하는 모티브가 되었다(조경진, 2012).

또한 독일 등에서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계획에 의한 도

시개발 또는 환경계획의 일환으로 적용되기도(조경진, 2012)

하였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박람회장이 공원으로 남겨져 시민

들이활용할수있게되었다(고정희, 2008). 베를린의브릿츠가

르텐(Britzer Garten)의 경우, 시 소유의전문업체인 “그린베

를린(GmbH)”이공원의운영과마케팅을담당하며, 증가한공

원을효과적으로운영및관리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박다

연, 2019).

네덜란드플로리아드(Floriade)는 10년마다엑스포라는전시

성 행사가 아닌 녹지가 지속적으로 도시의 중심에 존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라펜트, 2018), 국내에서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만 정원으로 상시 운영하여 2014년

기준 관광객이 540만 명으로 입장료 등 세외수입만으로도 150

억 원에 이르러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서순규, 2013).

이와 같이 도시 내 공원을 활용하여 공공정원 조성 및 정원

문화 활성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박람회(조소현, 2016)가 국내

에서는 활성화되는 동향이다.

2)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공공정원
2010년 최초 개최된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공공정원은모델

정원, 실험정원, 시민정원 등 여러 유형이 있다(경기농림진흥

재단, 2010). 이들 정원을 통해 시흥시는 옥구공원을 제2의 개

장식으로서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

제를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옥구공원 내에 조성된 공공정원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델정원은 표 1과 같다.

아울러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도와 선정된 시, 경기농

림진흥재단이 주관하여 2년마다 한 번씩 도내 주요 도시의 공

원에비엔날레형식의국내최초공원리모델링을위한정원박

람회이다(조소현, 2016). 노후한공원의재활성화, 활용증진을

목적으로 박람회 기간에 조성된 정원이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시켜 도시공원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박

다연, 2019).

3) 정원분야 관리 지침
정원분야 관리업무의 수행 항목은 여러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고, 공정의 세분화 정도에 따라 방대한자료로 추출할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민간 조경부분의 관리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에서발간한민간조경관리매뉴얼(수원시, 2018)의 수목 및 시

설물관리항목을아래와같이추출하였다(표 2 참조). 이는정

원의 관리 수준을 공공의 공원관리 수준과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2. 공공정원 조성 및 관리 선행연구

최근 정원 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원관리주요항목도출(류윤진등, 2016), 실용정원조성및

관리를 위한 기초 DATA BASE 구축(조효진 등, 2017), 시민

정원사 인증 및 활동 활성화 방안(이양주 등, 2017), 주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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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관리 특성에관한분석(정나라 등, 201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조성 후 장기간유지되어온정원의평가를통한

개선방안과 관리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미약한 상황이었다.

정원 박람회 출품작 분석을 통한 정원 유형 구분(염혜리,

2017), 전통재현 특성(이송민, 2020), 시각적 표현특성(권진욱,

2019), 초화류 식재경향(정봄비, 2015), 식재디자인 경향(정소

영, 2016), 정원시설물 연구(김인혜, 2020) 등 정원박람회이후

존치된 정원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박람회장 정원관리와 관련된 연구로 정원박람회 존치 작품

실태및개선방향(박다연, 2019)을 제안하는연구가경기정원

문화박람회의 모든 정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실태파악

및 문제 제기, 박람회 운영방향 제안에 관한 연구이었다. 그러

나 박람회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공정원을 대상으로 정원관

리수준과정원노후도와의관계성에대한연구는미미한실정

이었다.

이와 같이 정원박람회 이후 존치된 정원의 관리수준과 장기

간 경과 후 노후도 평가를 통한 정원개선 방향과 관련된 연구

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정원박람회로 조성된 공공정원의 정원식물, 시설

정원명 면적(m2) 정원명(작가명)

200
해피어반�키친가든

(임춘화)

200
한일�우정의�정원

(⼩森造園)

200
갤러리�가든

(경기도시공사)

200
자연이�숨쉬는�정원

(그린컬쳐)

140

마당,�그리고�담�

너머�이야기

(문현주)

200
지지배배�정원

(황용득)

자료출처:�도시,�정원을�꿈꾸다(경기농림진흥재단,� 2010).

표 1. 2010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주제정원(공공정원) 조성 현황

분야　 정원관리 세부�관리항목

정원

식물

관리

수목관리

전정(상록,�낙엽,�생울타리)�

시비,�병충해�방제�

제초,�관수,�방한�

지주결속�재점검

잔디관리
잔디깎기

제초

초화관리
식재�교체

제초�

정원

시설물

관리

휴게�편익시설�관리
파손,� 부패� 및� 부식,� 변형,� 연결부�

상태�점검,�관리

관리시설�관리
파손,� 부패� 및� 부식,� 변형,� 연결부�

상태�점검,�관리

수경시설�관리 작동�상태,�수질관리,�누전검사

경관조명�관리
파손,� 부식,� 변형,� 누전검사,� 조명등�

작동�여부

환경조형시설�관리 파손,�부식,�도장,�표면오염�관리

조경구조물�관리 파손,�부식,�변형,�작동상태�관리

조경포장�관리
균열,�변형,�파손,� 재료박리�및�이탈,�

침하�및�들뜸,�마모�관리

방부�및�방식 부재의�교체�및�방식�조치

변형�수리 변형의�수정�및�부재의�교체

오염물�제거 오염물질의�제거�및�교체

재도장 도장으로�인한�오염�방지

침하�및�들뜸�보수 기초�조정�및�보수

표면�오염�세척 오염부�세척�및�도장

표 2. 정원관리 세부관리항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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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노후상태와 정원관리도를 추출하기 위해 현장 가시평가 및

정원관리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0년간 관리특성이 정원의

노후도에 미치는 영향성과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연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2010년 제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위해 조성된 정원

중, 주요작가들이조성한주제정원으로한정하였다. 기업체및

시민, 학생 참여정원은 박람회 행사를 위한 쇼가든에 가까운

성격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표 1 참조).

2) 자료의 수집
자료는 2010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조성 과정이 담긴

정원문화박람회히스토리북과가이드북, 정원조성을위한설계

도서및정원작가의정원디자인제안서등자료를수집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정원박람회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공정원의 식물 및 시설물

의노후화정도가어느정도진행되었는가, 정원구성요소들의

노후화가 진행된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공공정원의 식물 및 시설물의 준공시점 대비 훼손, 부식, 파손

정도를 표 3과 같이 정원별로 구분하여 코딩 처리 및 점수화

하였다.

공공정원의 10년간 관리 특성을 관리담당자의 인터뷰를 통

해 정원관리 항목별로 점수화하였다.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원관리 활동의 정도가 공

공정원시설의노후도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선형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였다.

4) 정원 노후도 및 정원 관리도 평가방법
조성 후 10년이 경과한 공공정원의 식물 및 시설물의 노후

정도를 지수화하기 위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통

해 가시판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판정기준 판정수치

정원

식물

피해도

(X1)

교목류�노후상태

(X11)

벚나무,�소나무�등�교목�성장상태�

정도

(0)왕성한�생육,� (1)보통생육,� (2)부분적�생육�장애(병해충,�영양장애�등),�

(3)수형의� 1/3고사,� (4)수형의� 1/2고사,� (5)완전고사/제거

관목류�노후상태

(X12)

철쭉류�등�관목의�성장상태�및

수형조절�정도

(0)왕성한�생육,� (1)보통생육,� (2)부분적�생육�장애(병해충,�영양장애�등),�

(3)군락의� 1/3고사,� (4)군락의� 1/2고사,� (5)군락의�완전고사/제거

초화류�노후상태

(X13)
초화류�퇴화�및�고사�정도

(0)왕성한�생육,� (1)보통생육,� (2)부분적�생육�장애(병해충,�영양장애�등),�

(3)군락의� 1/3고사,� (4)군락의� 1/2고사,� (5)군락의�완전고사/제거

정원

시설물

노후도

(X2)

휴게�편익시설�

노후상태(X21)
파손�및�부식,�노후�상태�정도

(0)정상유지,� (1)부분적�변색,�부식� (2)일부�부재의�부식,�파손�

(3)주요�부재의�부식,�파손� (4)시설�전반의�부식,�파손�

(5)시설�전반의�부식,�파손�심각�또는�이용불능(철거필요)

관리시설�

노후상태(X22)
파손�및�부식,�노후�상태�정도

(0)정상유지,� (1)부분적�변색,�부식� (2)일부�부재의�부식,�파손�

(3)주요�부재의�부식,�파손� (4)시설�전반의�부식,�파손�

(5)시설�전반의�부식,�파손�심각�또는�이용불능(철거필요)

수경시설�

노후상태(X23)
작동�상태�및�전기안전�상태�정도

(0)정상유지,� (1)펌프설비�고장,� (2)전기설비�고장� (3)수조설비�파손�

(4)펌프�고장�및�수조설비�누수(방수파손)�

(5)수경시설�전반�파손�및�작동불능(철거필요)

환경조형시설�

노후상태(X24)
파손�및�부식,�노후�상태�정도

(0)정상유지,� (1)청소불량,� (2)부분적�변색,�부식� (3)일부�부재의�부식,�파손�

(4)주요�부재의�부식,�파손� (5)시설�전반의�부식,�파손�심각�또는�미관악화(철거필요)

조경구조물�

노후상태(X25)
파손�및�부식,�노후�상태�정도

(0)정상유지,� (1)부분적�변색,�부식� (2)일부�부재의�부식,�파손�

(3)주요�부재의�부식,�파손� (4)시설�전반의�부식,�파손�

(5)시설�전반의�부식,�파손�심각�또는�이용불능(철거필요)

경관조명�

노후상태(X26)
점등�상태�및�전기안전�상태�정도

(0)정상유지,� (1)일부�등기구�고장,� (2)등기구�전반�고장� (3)전기회로�누전�

(4)전기회로�단선�및�전원철거� (5)경관조명시설�전반�파손�및�작동불능(철거필요)

조경포장�

노후상태(X27)

균열,�파손,�재료박리�및�침하�등�

노후상태�정도

(0)정상유지,� (1)부분적�균열,�파손� (2)일부�포장의�균열,�파손�

(3)포장면적의� 1/3파손,� (4)포장면적의� 1/2파손,� (5)포장면�전반�파손

자료:�상록활엽수�동해피해도�조사(이기원과�김도균,� 2017)�응용,�경기만�해안지역�상록활엽수�동해피해도�조사(김정철,� 2018)� 응용.

표 3. 정원식물 및 정원시설물 요소의 노후도 지수 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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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진행된가시판단분석은주로공해또는동해로인

한 수목의 피해 정도를 소정의 판별기준을 설정하고, 육안으로

판단하여지수화하였다. 이기원과김도균(2017)의난온대성상

록활엽수의 동해피해도 산정 지수, 김정철(2018)의 경기만 상

록활엽수 동해피해도 산정식 등을 응용하여 공공정원의 10년

경과 후 노후도 지수 산정기준을 개발하였다.

가시판단 측정기준은 표 3과 같은 기준으로 수치화하여 다

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Y=(X11+X12+X13+X14+X21+X22+X23+X24+X25+X26

+X27)/50×100

정원 식물, 정원 시설물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점수화하는

지수식의최대값 50이나, 각 정원의 도입시설에따라합산하여

지수식의 최대값으로 설정하였다.

10년간의 정원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원관리 담당자

의인터뷰를통해정원관리활동을표 4와같이점수화하여정

원노후도 지수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정원 관리업무 수행 항목은 민간조경관리 매뉴얼(수원시,

2018)의 수목 및 시설물 관리 항목에서 추출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정원 노후도 분석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이후존치된공공정원이 10년이 경과한

상황에서정원의노후도정도를정원식물, 정원시설물별로조

사 및 분석하였다.

구분 판정기준 판정수치

정원

식물

관리

(Y1)

수목

관리

전정관리(상록수,�낙엽수,�

생울타리)(Y11)
교목�및�관록류의�수형관리�상태�정도 (0)없음,� (1)연� 1회�관리,� (2)연� 2회�관리

시비�관리(Y11)� 시비�적기에�적정�시비�시행상태 (0)없음,� (1)연� 1회�시비,� (2)연� 2회�시비

병충해�방제(Y11)� 주기별�병해충�방제�시행상태 (0)없음,� (1)연� 1회�방제,� (2)연� 2회�이상�적기방제

제초�관리(Y11) 주기적�제초관리�정도
(0)없음,� (1)연� 1회�제초,� (2)연� 2회�제초,� (3)연중�수시�

제초

관수�관리(Y11) 주기적�관수관리�정도
(0)없음,� (1)연� 1회�관수,� (2)연� 2회�관수,� (3)연중�수시�

관수

방한�관리(Y11) 주기적�월동관리�정도 (0)없음,� (1)있음

잔디

관리

잔디깎기�관리(Y12) 주기적�잔디깎기�정도
(0)없음,� (1)연� 1회�깎기,� (2)연� 2회�깎기,� (3)연� 3회�이상�

깎기

제초�관리(Y11) 주기적�제초관리�정도
(0)없음,� (1)연� 1회�제초,� (2)연� 2회�제초,� (3)연중�수시�

제초

초화

관리

초화류�교체�관리(Y13) 초화류�보식�및�계절별�꽃화단�관리�정도 (0)없음,� (1)연� 1회�보식/교체,� (2)연� 2회�보식/교체

제초�관리(Y11) 주기적�제초관리�정도
(0)없음,� (1)연� 1회�제초,� (2)연� 2회�제초,� (3)연중�수시�

제초

정원

시설물

관리

(Y2)

방부�및�방식�관리(Y21) 부재의�교체�및�방식�조치�정도 (0)없음,� (1)연� 1회�관리,� (2)연� 2회�관리

변형수리�관리(Y21) 변형의�수정�및�부재의�교체�정도 (0)없음,� (1)간헐적�수리,� (2)주기적�수리

오염물�제거�관리(Y21) 오염물질의�제거�및�교체�정도 (0)없음,� (1)간헐적�관리,� (2)주기적�관리

재도장�관리(Y21) 도장으로�인한�오염�방지�정도 (0)없음,� (1)간헐적�관리,� (2)주기적�관리

침하�및�들뜸�보수(Y21) 기초�조정�및�보수�정도 (0)없음,� (1)간헐적�관리,� (2)주기적�관리

표면�오염�세척(Y21) 오염부�세척�및�도장관리�정도 (0)없음,� (1)간헐적�관리,� (2)주기적�관리

경관조명�관리� (Y26) 등기구�전기안전�관리�정도 (0)없음,� (1)간헐적�관리,� (2)주기적�관리

수경시설�관리� (Y23) 수질�및�수경시설�관리�정도 (0)없음,� (1)간헐적�관리,� (2)주기적�관리

자료:�민간조경관리�매뉴얼(수원시,� 2018)�응용.

표 4. 공공정원의 정원관리도 지수 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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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 노후도 지수 분석
공공정원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 경과에 따른 정원

식물 및시설물의 노후도 지수는 15.2∼54.4로, 정원의 운영 및

관리활동의 차이와 정원 특성에 따라 편차가 컸다.

공공정원의 식물 및 시설물의 노후도 지수를 종합한 결과,

‘해피어반 키친가든’ 44.4, ‘한일 우정의 정원’ 15.2, ‘갤러리 가

든’ 26.8, ‘자연이숨쉬는정원’ 31.1, ‘담너머이야기정원’ 50.5,

‘지지배배 정원’ 54.4로 노후도 지수가 높았다(그림 1).

6개 공공정원의 정원식물이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도 지수

는 정원 내 식재된 초화류의 대부분이 퇴화와 고사로 인해 초

화류 피해도 지수가 60.0∼92.0으로 매우 높았다(그림 2).

교목류의 피해도 지수는 대부분의 정원에서 16.0 이하이나,

‘담 너머 이야기 정원’의 교목류 피해도가 60.0이었다. 이는 교

목으로 식재한 자작나무가 전체 고사한 결과로 파악되었다.

관목류 피해도 지수는 ‘지지배배 정원’ 52.0, ‘해피어반 키친

가든’ 40.0으로 관목이 지속적으로 고사된 결과로 파악되었다.

정원에 식재된 수목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성

장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나, 일부 교목 및 관

목의 장기간에 걸친 고사는 정원수목 식재과정 또는 정원 내

수목생육 환경에 문제점이 있음을 내포하였다.

정원시설의시간경과에따른노후도지수는정원내설치된

경관조명 시설과 수경시설이 대부분의 정원에서 기능이 상실

되어 노후도 지수는 최대 84.0으로 매우 높았다.

조경포장은 노후도 4.0∼48.0으로 포장재의 노후가진행되었

고, 조경구조물은 8.0∼36.0, 환경조형시설과휴게편익시설은

최대 36.0∼48.0으로, ‘해피어반 키친가든’과 ‘지지배배 정원’의

환경조형시설의노후화가크게진행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정원 울타리 등 관리시설은 ‘지지배배 정원’이 52.0, ‘자연이

숨쉬는 정원’ 44.0의 노후도였고, 나머지 정원들은 8.0~16.0의

노후도로 재질의 견고함과 보수관리 활동으로, 노후화 진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3).

2) 정원별 노후도 지수
분석대상 정원별 정원식물 및 시설물 노후도 지수 분석결과

는그림 4와같이정원의노후도가높은수준으로정원별로노

후도가높은시설물은수경시설과경관조명시설이었고, 정원식

물은 초화류의 훼손 정도가 컸다.

a. ‘해피어반키친가든’은영국식코티지가든(Cottage Garden)

으로다양한초화류의식재, 색의풍부한정원연출(RHS, 2013)

이라고볼수있으나, 초화류와관목류의피해도가 92.0, 40.0으

로지피식물이퇴화되거나고사된것으로판정되었다. 또한, 경

관조명은 등기구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64.0, 수경시설은 수조

의 방수 파손과 돌 붙임 시공이 탈락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상

태로 노후도 84.0이었다.

이러한원인은박람회를위한짧은정원조성기간으로인해

부실한 시공과 부족한 조성 예산으로 인해 내구성 자재를 적

용하지 못하여, 구조체 파손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었다.

b. ‘한일 우정의 정원’은 비교적 노후도가 낮았다. 초화류의

피해도가 60.0으로 나타난 이유는 일본정원에 즐겨 적용되는

이끼류가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고사하는 현상 때문으

로 파악되었다. 일본정원의 주요시설은정원조성후 3회에걸

쳐일본정원기술자들이직접시설보수를담당하여, 시설의 노

후도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경시설의그림 1. 공공정원 조성 10년 후 노후도 지수 종합

그림 2. 공공정원 식물의 10년 후 피해도 지수 그림 3. 공공정원 시설의 10년 후 노후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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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가높게나타난것은대나무수로의훼손과이용자에의

한 망실로 청문되었다.

c. ‘갤러리 가든’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한 정원으로 초화

류의 관리부실에 따른 고사로 피해도 84.0이었고, 대부분의 시

설은 양호한 상태로 노후도 4.0∼16.0 수준이었다. 수경시설과

경관조명의 노후도는 32.0, 48.0이었다. 이 정원의 노후도가 낮

은 원인으로 내구성 있는 자재의 적용과 함께, 조성기간과 예

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성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나머지 d, e, f의 정원들은정원식물의 피해도가 76.0 이상으

로 높고, 시설 노후도도 40.0∼84.0 수준으로 노후가급속히진

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 ‘마당, 담너머이야기정원’은식재한자작나무의전체고

사로인해정원의교목피해도가 60.0이었다. 이는성급하게진

행한 식재공정과 함께 시각적 효과만을 고려한 나머지 식물의

생육환경에 부적합한 식재의 결과로 판단되었다. 수경시설과

경관조명 시설은 정원관리자의 관리역량 부재에서 오는 시설

의파손으로현재기능이중지된현황이노후도 72.0, 84.0에 반

영되었다(그림 5).

2. 정원 노후도와 관리도 지수 분석

1) 정원식물 노후와 관리도 지수
조성 후 10년이 경과한 공공정원의 정원식물 피해도와 식물

관리도 지수를 각 정원별로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그림 6).

정원별로 도출한정원식물 관리도지수는 36.7∼46.7로낮은

식물관리 정도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 영향으로 정원식물의

피해도는 정원별로 24.0∼53.3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일 우정의 정원’과 ‘갤러리 정원’은 식물관리도 지수가 다

른정원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에따라식물피해도가

24.0, 40.0으로 낮았다. ‘해피어반 키친가든’은 46.7의 식물관리

도에 49.3의 노후도가 나타난 것은 초화류의 집중관리에 부족

함이있음을의미하였다. ‘담너머이야기정원’, ‘지지배배정원’

은식물관리활동이 40.0, 36.7로낮은관리도에따른식물피해

도가 각각 53.3으로 크게 나타났다.

a.� 해피�어반�키친�가든 b.�한일�우정의�정원

c.�갤러리�가든 d.�자연이�숨쉬는�정원

e.�마당,�담�너머�이야기 f.� 지지배배�정원

그림 4. 공공정원 정원식물 피해도 및 시설물 노후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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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시설 노후와 관리도 지수
공공정원의 정원시설 노후도와 시설관리도 지수를 각 정원

별로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정원별로 도출한 정원시설 관리도 지수는 23.8∼37.5로 정원

별로시설관리수준의차이가있었고, 이 영향으로 정원시설의

노후도는 11.4∼54.9로 편차가 심하였다.

관리도 대비 노후도 지수가 가장 낮은 정원은 ‘한일우정의

정원’으로일본의정원회사에서 2년 주기로시설관리에참여한

영향과 정원관리자의 주기적 시설 관리의 영향으로 정원시설

이 조성시점 대비, 노후도 11.4였다. 다음으로 관리도 대비 노

후도가 부분 상승한 정원은 ‘갤러리가든’, ‘자연이숨쉬는 정원’

으로 수경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작동불능으로 노후도가 부

분 상승하였다.

정원시설 관리도가 23.8∼31.3의낮은관리지수로인해정원

노후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정원은 ‘해피어반 키친 가든’, ‘담너

머이야기정원’, ‘지지배배정원’이었다. 이들정원은관리활동

의 부족이 주원인이지만, 정원시설물의 주요 부재가 파손되는

등 구조물의 비내구성에 의한 영구파손이 노후도 증가에 영향

을 준 것으로 청문되었다(그림 7).

a.� 해피�어반�키친�가든 b.�한일�우정의�정원

c.�갤러리�가든 d.�자연이�숨쉬는�정원

e.�마당,�그리고�담�너머�이야기 f.� 지지배배�정원

그림 5. 공공정원 정원식물 및 시설물 10년경과 후 사진

그림 6. 정원식물 피해도와 정원 관리도 비교

그림 7. 정원시설 노후도와 정원 관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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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노후와 관리도 영향성 분석
그림 8은 공공정원을 관리하였던 관리담당자들이 평가하는

각 정원의 관리도 지수와 정원 노후도를 대응하여 선형회귀분

석 결과를 산점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0.4022로 정원관리도 지수가 1 높아질

때마다 정원 노후도는 0.4022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F=15.16(p<0.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
하다고할수있었다. R2=0.351로 35.1%의설명력으로, 정원의
관리도는 β=—0.4022(p<0.001)로 나타나 정원관리도가 정원
노후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었다(표 5).

그래프에서 각정원의 관리도-노후도대응점들의위치가하

단에 분포함에 따라 전체 정원의 관리도가 낮고, 노후도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관리도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유사한 관리수준에도 정원의 노후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

로초화류의적극적인도입이많은영국식코티지가든에서정

원식물피해도가크게나타났고, 일부 생육환경여건에불부합

하는 수목의 집단적 고사, 비내구성 시설물의 훼손 가속화 등

의영향으로정원마다노후도차이가크게나타난결과로분석

할 수 있었다.

그림 9는 6개의 분석대상 정원별로 식물관리와 정원식물 피

해도를 대응한 그래프로, 기울기는 —0.1688로 완만하였다.

이는 유사한 관리수준에도 정원식물의 피해도 차이가 정원

별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초화류의 집중관리 미흡과 대나무

및 자작나무 등 수목생육 환경 부적응에 따른 집단적 고사로,

식물 피해도가 50.0∼60.0 사이에 몰려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정원은 피해도 24.0으로 유사 수준의 관

리에서도 수목이 정상적으로 생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

었다.

그림 10은 6개의 분석대상 정원별로 시설물 관리와 정원시

설물 노후도를 대응한 그래프로, 기울기는 —0.2235로 완만한

기울기였다. 정원시설 관리도 지수가 1 높아질 때마다 정원시

설 노후도는 0.2235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였고, 일본정원은 주기적인 시설

관리활동이반영됨에따라, 정원시설의노후화를눈에보이게

지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관리도 지수가 그래프의 하단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시설관리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반증하였고, 일시적 행사를 위해 급조한 시설은 노후도 증

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8. 정원노후도와 정원 관리도 영향성 분석

표 5. 정원관리도가 정원 노후도에 미치는 영향(p<0.001)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 2

B SE β

(상수) 52.413 4.323 　 12.125
15.160 0.351

정원관리도 —0.402 0.103 —0.593 —3.894

그림 9. 정원별 정원식물 관리도와 노후도 영향성 분석

그림 10. 정원별 정원시설 관리도와 노후도 영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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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정원박람회 이후 10년이 경과된 공공정원의 노후

도와 정원관리도 지수를 도출하고, 정원의 노후화가 가속화된

관리상의원인이무엇인지분석을통해파악하고, 향후 정원의

리모델링방향수립에참고자료제공을목적으로한본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10년이경과한공공정원의노후도는 25.7∼78.9로 정원

관리활동의 차이와 정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컸다.

둘째, 6개 공공정원의 정원식물피해도는정원내식재된초

화류의퇴화와고사로인해초화류피해도가 60.0∼92.0으로매

우 높았고, 교목류의 피해도가 높은 정원은 식물 생육을 고려

하지 않고 시각 경관을 고려해 식재한 수목이 대량 고사한 원

인으로 파악되었다. 정원별로 도출한 정원식물 관리도 지수는

37.60∼46.7로 낮은 식물관리도였고, 이 영향으로 정원식물의

피해도는 24.0∼49.3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정원시설의노후도는정원내설치된조명시설과수경

시설의 대부분이 기능 상실되어 노후도가 44.0∼84.0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정원별로 도출한 정원시설 관리도 지수는 23.8∼

37.5로 정원별로 시설관리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 이 영향으로

정원시설의 노후도는 11.4∼54.9로 차이가 심하였다.

정원시설의 노후도는 도입한 시설의 재질의 견고함, 시공품

질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컸고, 행사를 위한 성급한 시공의

결과물은 정원관리를 통해서 보정하기 어려운 시설의 훼손으

로 이어졌다.

넷째, 정원관리 지수와 정원 노후도를 대응하여 선형회귀분

석 결과, 그래프의 기울기는 —0.4022로 완만한 (—)의 영향이

었고, 유사한 관리수준에도정원의노후도차이가크게나타난

이유는 초화류의 적극적인 도입이 많은 영국식 코티지 가든에

서 정원식물 노후도가 크게 나타나고, 일부 생육환경 여건에

불부합하는수목의집단적고사, 비내구성 시설물의훼손가속

화등의영향으로정원마다노후도차이가크게나타난결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정원박람회 이후 현장에 존치된

공공정원이 10년간 운영결과, 정원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되어리모델링이필요한상황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원인

은정원관리전문인력을포함한정원관리체계가미흡한상황

에서, 공공정원의 관리활동 없이 사실상 방치된 영향 요인이

큰것으로보였다. 또한정원박람회정원조성과정에서촉박한

시간과한정된예산으로인해정원조성품질이저하된일부정

원은 정원관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를 막을 수 없는 구

조적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원박람회 도입 초기에 존치된 공공정

원의 10년 후 노후상태와 관리활동 실태파악을 통해 공공부분

에서 정원의 전문 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정원 리모델링 필요성

을제시하고, 향후정원박람회준비과정에서도반면교사로삼

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정원 조성 후 10년 경과한 노후도만을 파

악하였으나, 2∼3년주기단위로관리도와노후도평가를진행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원의 리모

델링후주기적인노후도-관리도의관계성평가와정원이용프

로그램 활성화 연구가 필요하였으며, 타 지역의 정원박람회장

에조성된정원의관리실태와의비교연구를지속진행할필요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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