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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장식 작품을 활용한 정원의 조형성 연구

오면

오면꽃예술학원 원장

A�Study�on� the� Formative�Characteristics�of�Garden�Using� Flower�

Decoration�Works

Oh, Myeon

President, Ohmyeon Floral Art Schoo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lucidate the basic theory of the formativeness of structures, which is preferred as 
a new genre in flower decoration, and how they are formed into works. Expression techniques and symbolic meanings 
of works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study, the types of expression techniques of structures constituting the 
structural frame of floral decorations were defined, and 39 types of flower works produced and published using actual 
structur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each type of structure expression technique. The flower decoration works to be 
analyzed were the works that the researcher produced and presented using actual structures at the exhibition, and the 
shape of the structures applied to the flower decoration works and the formative technique centering on the representative 
formative theories used in gardens and flower decorations, analysis of works, materials used, etc.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respectively. Since most of the structures that make up the framework of the work are composed of shipping 
materials, the principle of three-dimensional modeling was applied to the structural modeling, and the possibility of 
making various works could be seen through the basic modeling theory and method of making works. The representative 
structural modeling forms expressed in flower decoration are cross forming, bunch forming, parallel forming, square 
forming, horizontal forming, plant forming, wire forming, circle forming, cone forming, paper forming, texture forming, 
hanging forming, space forming, etc.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modeling expression techniques were 
divided into weaving, confusion, ladder, filling, striping, netting, knotting, propping, winding, threading, bending, plaiting, 
pressing, collage, conneting, float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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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화훼장식에서 새로운 장르로 선호하고 있는 구조물의 조형성에 대한 기초이론과 어떻게 조형되어 작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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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원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접근 가능한 휴

식과 힐링의 공간이면서, 식물이나 자연재료의 전시, 재배 및

심미적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

된 생태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원은 생태적, 문화적

의미를 담은 과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의도적으로 장소를 만든

계획적으로 의도된 공간으로서, 실내외, 지붕, 베란다 등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박미옥, 2015).

정원 기법의 하나인 화훼장식은 자연 속에서 식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형태와 색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구조물 특유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해석하는 재창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 틀 위에서 실내외 공간환경과 화훼재료의 미적 생태적 속

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꾸준히 변화, 발전하면서 생태적, 심리

적, 조형적, 미학적 이론의 바탕 위에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화훼장식 작품을 구성하는 조형미의 표현을 이루는 구조물

은 안쪽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그늘, 깊이, 라인, 어레인지먼트

그리고 부분적으로 구획들을 덮거나 겹치게 하여 다차원적 움

직임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서 움직

이는 경계를 눈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밖의 형태는 분명

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 화훼장식에서 더 구

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교차하는 라인 어레인

지먼트를 금기 시 하였다면, 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 다양화

되면서 형식-선적 디자인을 만들었고, 그 후에 구조들은 관찰

자 앞에서의 모습으로서의 어레인지먼트를 나타내는 대신에

어레인지먼트 자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손관화, 2004).

이러한 발전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것이 필요하며, 창조의 전제는 선입견이

나 틀에 박힌 기법이나 모방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의미있는 시도가 되려면 기

존의 형태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조형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론으로 조형원리를 세밀히 분석하는 능력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실제실내공간에서구현된작품을

사례로구조적인틀과작품의조형성특징을분석함으로써실내

정원과 이벤트정원 등의 정원디자인에 화훼장식 작품의 조형성

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화훼장식의 구조적 틀을 구

성하는 구조물의 표현기법 유형을 정의하였고, 각각의 구조물

표현기법 유형에 따라 실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제작 발표한 화

훼작품 39종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화훼장식 작품은 연구자가 작품전에서 실제 구조

물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발표 전시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정원이나 화훼장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조형이론을

중심으로 화훼장식 작품에 적용된 구조물의 형태, 조형 기법,

작품해석, 사용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Ⅲ. 이론적 고찰

1. 정원

박미옥(2015)은 정원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면서 동물과 식

로 만들어지는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실제 조형 이론이 적용된 작품 39종을 선정하여 각 작품의 조형 형태와

표현기법 및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화훼장식의 구조적 틀을 구성하는 구조물의 표현기법

유형을 정의하였고, 각각의 구조물 표현기법 유형에 따라 실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제작 발표한 화훼작품 39종을 분석하였

다. 분석대상 화훼장식 작품은 연구자가 작품전에서 실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발표 전시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원이나 화훼장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조형이론을 중심으로 화훼장식 작품에 적용된 구조물의 형태, 
조형 기법, 작품해석, 사용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작품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는 대부분 선적재료에

의해 구성되므로 입체조형의 원리를 구조 조형에 적용하여 기초 조형이론과 작품제작 방법 등으로 다양한 작품제작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화훼장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물 조형 형태를 교차조형, 다발조형, 병렬조형, 사각형

조형, 수평조형, 식물조형, 와이어조형, 원조형, 원추형조형, 종이조형, 질감조형, 매달음조형, 공간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조물 조형 표현기법들의 유형 및 특징은 weaving, confusion, ladder, filling, striping, netting, knotting, 
propping, winding, threading, bending, plaiting, pressing, collage, conneting, floating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제어: 정원디자인, 화훼장식물, 조형기법, 화훼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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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 자연생태 공간으로서 식물이나 자연재료의 전시, 재배

및 즐거움과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된 자연생태공간이며, 문화

공간으로서 자연과 인공을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원은 생태적, 문화적 의미를 담은 과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의도적으로 장소를 만든 계획적으로 의도된 공간으로서,

실내외, 지붕, 베란다 등 모든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은 우

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쉽게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늘 가까이 하기를 기대하며, 정신문화를 제공하여 주

기도 한다. 정원은좁은 의미로보면개인 주택의뜰이라 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의 공원과 녹지를 포함한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2. 화훼장식물

손관화(2004)는 “화훼장식(花卉裝飾)은 화훼식물을 주 소재

로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능력을 이용하여 공간의 기능과 미적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식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화훼장식은화훼만이아닌대상공간그리고인간의창의력과

표현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야만 화

훼장식물로서의 기능과역할이확보된다는 것을설명하고 있고,

이것을설치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화훼장식인 것이다(윤덕규과

김건우, 2019). 화훼장식은꽃꽂이보다훨씬포괄적인 의미를가

지고 있으면서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감, 색감, 질감, 입

체감을 이용해 장식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강귀옥(2001)은 “인간이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연, 그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생명체 중 인

간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식물이다. 이 식물 속에

내재된 생태적 미적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인간의 미적 창

조 본능에 의해 재창조된 것이 꽃 장식이다”라고 하였다.

진미자(2001)는 “화훼장식물의 기본 틀은 자연 속에서 식물

이 가지는 여러 가지 형태와 색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소

재 특유의 아름다움을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

태적, 심리적, 조형적, 미학적, 이론의 바탕 위에 예술 작품으로

발전되고 있다. 꽃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장식의 주된 미적

가치를 꽃에 두어 왔던 전통에서 유래된다”고 하였다.

3. 조형미와 화훼조형

조형이론은독일에서 조형학을 중심으로확립된 이론으로서,

화훼장식 작품에는 조형이론의 법칙과 요소를 적용하여 조형

을 만들어 간다. 조형의 법칙의 요소들은 질서, 표현형식, 초점

또는 생장점, 식물의 양, 배치, 구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화훼장식 조형들은 구성을 평가하거나 분

석하기 위한 요소들로도 사용된다(박후남, 2018).

화훼장식 조형물은 다른 어떤 조형물보다 예술적이고 특히

실내공간을 장식하는 하나의 조형물로서 자연이 주는 화려함

을 가까이느낄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꽃이라는 자연

이 만든완성된 대상을살려 조형으로 조합하여독창적이고개

성적인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이다(조연용, 2010).

화훼조형의 표현방법으로는 추상적 표현, 사실적 표현, 상징

적 표현, 의장적 표현으로설명하고 있다. 화훼조형은 공간적인

형태의 시각적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며,

인간이 주체가 되어 절대미의 대상인 자연을 소재로 재구성하

여 표현한 입체 조형예술이다. 조형예술은 창작성을 핵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표현도 가능하므로

원하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

연의 시간성과 변화의 과정까지도 포함한 자연의 4차원을 표현

하는 시 공간예술이다.

4. 화훼장식

우리나라에서는 화훼장식을꽃꽂이라는 용어로많이 사용하

며 일반화되어 있다. 서양에서는꽃꽂이를 의미하는플라워어

레인지먼트(flower arrangement)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손관화(2004)는 화훼디자인은 관상화훼식물을 주소

재로 한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능력을 활용하여 공간의 기능과

미적효율성을높여주는 장식물을 제작하거나설치 및 유지 관

리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최근 화훼장식의 경향은 전통적인 꽃꽂이의 개념에서 그 범

위가 확장되어 보다 예술적이고 조형적인 작업을 요구하고 있

다. 이것은 과거 취미 생활수준의 꽃꽂이가 발상이나 표현의

확대로 인하여 꽃과 식물을 소재로 한 조형예술로 발전하였음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하정미, 2004).

Ⅳ. 결과 및 고찰

1. 구조물 조형 형태 및 표현기법

화훼장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물 조형 형태를

교차조형, 다발조형, 병렬조형, 사각형조형, 수평조형, 식물조

형, 와이어조형, 원조형, 원추형조형, 종이조형, 질감조형, 매달

음조형, 공간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조물 조형 표현

기법들의 유형 및 특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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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의 기본 형태

1) 교차 조형

교차기법은 선형적, 식생적 구성에서도 교차를 이루며, 기본

베이스를 가볍게 구성하고, 기술적으로는 줄기가 겹치지 않게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표현한다. 투명성을 강조

할 수 있으며, 대형작품에 적합한 조형기법이다(표 2).

2) 다발 조형
모든 선이 1초점 또는 1생장점으로부터 부챗살처럼 다방면

표 1. 구조물 표현기법 및 특징

표현�기법� 기법�특징

Weaving 직물을�짜듯이�난잎이나�잎새란을�많이�사용하며,�가로,�세로�한�줄씩�엮어�형성하는�기법

Confusion 가지�소재들을�일정한�규칙이나�방향�없이�섞어�묶어주는�기법

Ladder 세로의�긴�가지를�두고,�가로로�잔가지나�잎으로�매듭짓는�짜기를�하는�기법

Filling 가지를�교차시켜�나타나는�삼각형의�면을�잔가지나�잎으로�메우듯�채워�짜는�기법

Striping
속새나� 대나무� 등의� 직선� 가지를� 이용하여� 발� 모양으로� 직선으로� 엮어� 짜거나,� 가늘고� 휘는� 가지를� 이용하여� 원반� 모양으로�

돌려�짜는�기법

Netting
철사나� 직선의�가지� 등의� 소재를� 십자로�놓고� 꼬아주면서� 다시� 다른� 것을� 덧붙여� 꼬아주는�형태로�계속해서�엮어� 가면� 그물�

모양으로�프레임이�형성되는�기법

Knotting 프레임의�기초�작업을�형성�후�가지와�여러�가지�소재들을�연결하여�케이블�타이�등으로�고정시키는�기법

Propping 직선의�가지를�자연스럽게�표현할�때�가지와�가지를�기대거나�교차하는�기법

Winding 휘어지는�소재를�선으로�감기는�형태로�표현하거나,�뭉치로�휘감아�부피감�있게�표현할�수�있는�기법

Threading 철사나�와이어�등에�잎이나�토막�낸�가지�등을�꿰어�장식적으로�표현하는�기법

Bending 직선인�소재나�가는�가지를�곡선을�표현하고자�할�때�탄성을�이용하여�구부리는�기법

Plaiting 가는�가지나�덩굴성�식물을�땋아서�내리는�기법

Pressing 소재를�짧게�잘라�촘촘히�고정시키는�기법

Collage 면에�말린�소재들을�이질적인�느낌으로�붙여�구성하는�기법

Connecting 직선적인�가지를�연결하여�하나의�입체적인�구성을�표현하는�기법

Floating 별도로�프레임을�만들어�매다는�기법

표 2. 교차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교차 Propping

수직교차로�기본�뼈대로�잡고�수평교차로�묶는�작업.

자작나무를� 수평� 배치하고,� 마른� 스틱들을� 병렬� 배치하여�

위쪽� 부분을� 교차로� 구조물을� 구성,� 칼라를� 통해� 교차를�

이룬�작품.

칼라,� 맨드라미,� 아이

비,�스틱,�드라이�잎

교차 Propping
마른�나뭇가지를�수평으로�와이어는�수직으로�배치하여�자

연�가지들을�사선�교차한�작품.

칼라디움,�덩굴장미,

아스클레피아스�등

교차 Propping
말채나무로� 기본� 수평� 형태로� 교차하여� 전체를� 구성하고,�

꽃의�가치를�살려서�배치한�작품.

안스리움,� 장미,� 신종�

셀럼,�아스파라거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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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개되고, 한 점을향해 구성된 방사형이다. 선 교차는 거

의 볼 수가없다. 구조물은 대칭적 질서로 구성되며, 내부적 질

서는 비대칭적 장식적 효과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표 3).

3) 병렬 조형
균형, 색, 형태를고려하여수직방향과수평방향의평행은물

론이고, 사선, 곡선 등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2줄이상의 선이나

형과 형 사이의 간격과 방향이 같은 평행선을 유지한다(표 4).

4) 사각형 조형
기하학적 형태는 모든 시각적인 대상을 배제하고, 대상과는

무관한순수한 형태인 원, 삼각형, 사각형으로 간결하게응축된

단순화된 형태들이다. 사각형 조형은무겁고엄격한 경계를 상

징하며, 차갑고 어두운 색상인 파랑을 통해 아주 확실하게 표

표 3. 다발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다발 Netting

기본� 골조는� 와이어로� 제작하고,� 마른� 스틱을� 붙여

서�구조물을�제작.�

1초점부터� 부챗살처럼� 구조물을� 제작,� 식물이� 구조

물과의�대비효과를�주는�작품.

안스리움,� 네펜데스,� 칼

라,�독일�아이비�등

다발 Netting

나무를� 일정한� 모양으로� 자르고,� 원형� 형태의� 구조

물로�잡아�글루건을�사용하면서�고정함.�

재질감의� 효과를� 표현한� 작품.� 꽃을� 소량으로� 사용

하여�효과를�극대화함.

장미,� 안스리움잎,� 호접

란,�송악,�립살릭스�등

다발 Netting

무늬목을� 사각형으로� 자르고� � 접시형� 형태의� 와이

어�구조물에�붙여�전체적인�형태를�구성.

무스카리,� 반다� 등을� 사용� 색채와� 운동성을� 표현.�

대외효과를�준�작품.

반다,� 무스카리,� 덴파

레,�무늬목,�등라인�등

표 4. 병렬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병렬 Pressing

갈대를� 엮어서�면� 구조를� 만든� 사선� 병렬� 디자인이

며�엮는�기법.

사선�병렬의�형태를�구성하고,�포말리니어�느낌으로�

꽃을�사용한�작품.

칼라,� 맨드라미,� 갈대�

등

병렬 Pressing

기본� 뼈대를� 굵은� 와이어로� 용접한� 장식적� 파랄렐�

작품.

와이어를� 수직으로� 고정,� 위쪽에� 가벼운� 느낌을� 주

고자�상단부에�꽃을�배치하고�긴장감을�준�작품.

장미,� 글로리오사,� 아이

비,�스틸글라스�등

병렬 Pressing

장식적� 파랄렐� 작품으로� 스틱을� 검정으로� 칠하고,�

하단부에는� 플로랄� 폼을� 고정시켜� 선을� 통해서� 면

구조화를� 형성함.� 상단부에� 하얀� 꽃들을� 사용하여�

명암대비효과를�잘�나타낸�작품.

호접란,� 호야,� 마늘쫑,�

베고니아렉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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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색상파랑은무겁고 아래로 가라앉는듯하며,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표 5).

5) 수평 조형
수평형은 수평적인 선이 강조되는 길고 나지막한 화형을 이

루며, 대칭이나 비대칭이 가능하다. 전형적인 수평형은 테이블

장식에많이 사용하는데, 좌석에앉아있는 손님들의 시선을 방

해하지않도록높이를 결정한다. 수평형은낮은삼각형과비슷

하게 만들지만 사방에서 볼 수 있다. 곡선을 이용하면 부드러

운 느낌의 테이블 장식으로 높이가 완만하게 제작하여 약간의

곡선이 되도록 하면 수평적 타원형이 된다(표 6).

6) 식물조형
자연의특성과환경에최대한가까운형태로표현하는것을말

한다. 자연적 구성이라고도 하며, 소재들의고유한 가치, 형태, 리

듬감, 표현 등 자연의 법칙을최대한 고려하는 디자인이다(표 7).

표 5. 사각형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사각형 Threading

사각�꽃다발�작품으로�치킨�망으로�사각형을�만들

고,� 그� 속에� 스틱� 등을� 고정,� 형태를� 더욱� 강조하

고자� 꽃들은�안쪽에� 배치하고,� 접착제� 스프레이를�

뿌려서�구성한�작품.

리시안셔스,� 호접란,� 장

미,� 열매,� 스틱,� 와이어,�

접착�스프레이�등

사각형 Connecting

목재를� 이용한� 작품이며,� 굵은� 철사를� 드릴을� 사

용해�유리관에�고정함.�

정적�효과와�대비를�주고자�내부적�공간에�비대칭

으로�표현한�작품.

안스리움,� 호접란,� 라넌

쿨러스�등

사각형 Winding

외부공간에� 잘� 어울리는�정사각형� 작품이며,� 내부

적�공간도�무늬목을�사용하여�엮는�기법으로�대칭

적�질서를�잘�표현한�작품.

무늬목,� 칼라,� 라넌쿨러

스�등

표 6. 수평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수평 Confusion

테이블�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 마른� 나뭇

가지로�선의�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교차를�통해�

수평적� 형태를� 제작,� 꽃들도� 사선� 교차로� 수평적�

효과를�잘�나타낸�작품.

칼라,� 아스파라거스,� 안

스리움잎,� 극락조화드라

이잎�등

수평 Confusion

직사각형� 자작나무를� 먼저� 고정하고,� 우측으로� 굵

은� 와이어를�고정� 배치하면서�무게감의� 균형을�맞

추기�위해�우측에�꽃들을�많이�배치한�작품.

반다,� 글로리오사,� 호엽

란�등

수평 Pressing
기본� 뼈대에� 글루건을� 사용하여� 대패� 살을� 붙여�

형태를�만들고,�수평적�병렬을�강조한�작품.

상사화,� 석죽,� 대패밥,�

스틸글라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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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와이어 조형
와이어는 가늘고날카로우며 구부릴수 있고탄력이 있어강

한느낌을갖고 있고, 또한 물리적힘에 의해휘어지면 그 모양

이 변함없이 유지되고단단하게 지탱되기도 한다. 이외에뼈대

(골조)가 되어 종이류, 천, 플라스틱, 비닐등의 재료와 함께사

용되어 구체적이면서 공간성이 있는 다양한 표현을 더욱 살릴

수 있고, 소조의 재료인 석고, 지점토 등의 재료와도 사용되어

소조 작품으로 제작할 수 있다(표 8).

8) 원 조형
원은 역동적인 운동성을 나타내지만, 느낌으로는 편안하고

집중되는 것처럼 힘의 느낌이 난다. 3차원적인 표현에서 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원의 형태로 가면 그느낌들이 훨씬더 강

조된다(표 9).

9) 원추형 조형
구조물의 원추형으로 구성된 디자인은높이와 대칭성이강조

표 7. 식물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식물 Planting
철� 오브제에� 식물을� 환경과� 운동성을� 고려,� 식물을�

심고�배치한�작품.�

에리카,� 후체아,� 시클라

멘,�이끼,�나무�등

식물 Planting

U자형�느낌으로�본체를�철골조로�용접하고,� 자연� 대

나무살로� U자형� 안� 구조를� 묶어서� 제작.� 안쪽� 밑쪽

에�식물을�심어서�과소비율�효과를�잘�나타낸�작품.

러브체인,� 아이비,� 백묘

국�등

식물 Planting

바구니� 형태를� 표현한� 작품이며,� 안쪽에� 비닐을� 대

고�흙을�모은�뒤�그�위에�마치�자연을�옮겨�놓은�듯�

식물을�심은�작품.

아이비,�허브류�등

표 8. 와이어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와이어 Floating

원형의� 형태로� 철제를� 용접� 후� 안쪽� 내부공간을� 와

이어� 교차를� 통해� 고정하고,� 중앙� 쪽에� 유리관을� 고

정,�가벼운�느낌을�준�공간장식�작품.�

맨드라미,� 칼라,� 안스리

움,�풍선초,�다알리아�등

와이어 Ladder
와이어를� 사용하여� 사각� 형태를� 만들고,� 꽃들을� 바

인딩기법으로�고정�후�완성한�꽃다발�작품.

양귀비,� 아이비,� 튤립,�

상사화�등

와이어 Floating

굵은� 와이어를� 이용,� 리스형태를� 제작.� 와이어를� 펼

쳐서� 바깥쪽에� 유리관을� 묶는� 기법으로� 고정� 후� 옥

시페탈룸을�사용하여�가벼운�느낌을�표현한�작품.

옥시페탈룸,� 트리안,� 난

잎�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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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형태이다. 입체적으로구성되지않으면수직형, 삼각형으로

보이기쉬우며쉽다. 원추형 조형은반구형의 중심이 위로높게

진출된 형태로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사방형 디자인이다. 높이와

지름이 3:1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인다(표 10).

10) 종이 조형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이집트의 건축 기둥에는 파피루스

(papyrus)와 연, 야자수를 이용하여 돌기둥에 조각 문양으로

사용해 왔으며, 파피루스 종이를 제작해 여기에 상형 문자로

글을썼다. 파피루스는 다년생 식물로, 크기는최고 4m에 이른

다. 구조물의 형태를 제작하고, 종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

품에 붙여 다양하게 이용된다(표 11).

11) 질감 조형
구조물의 질감 조형에서텍스쳐라고 하며, 즉 표면구조를 의

미한다. 표피가 거칠고 부드러운또한 실크와같은 특수성처럼

표 9. 원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원 Threading

시작도� 끝도� 없는� 의미를� 갖는� 리스를� 마른� 들풀을�

사용,� 서로� 얽히게� 하여� 사이사이에� 글루건으로� 고

정.� 질감의� 효과를� 강조하여� 바른� 선들이� 구조화한�

작품이며�바닥�공간에�적합한�작품.

마른잎

원 Filling

용수초에� 철사를� 사용,� 교차를� 통해� 리스의� 형태를�

만들고�원� 구조물에는�꽃을� 사용하여�장식적�효과를�

강조한�작품이며,�로비공간에�잘�어울리는�조형작품.

용수초,� 맨드라미,� 거베

라,�칼라,�온시디움�등

원 Connecting

철근으로� 기본� 골조를� 만들고� 안쪽은� 끈으로� 병렬�

배치해� 수직평행을� 이루고,� 그� 위에� 선형적� 효과를�

강조한�작품.

알로카시아,� 백합,� 부들

잎,�이끼,�카피타타�등

표 10. 원추형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원추형 Connecting
고전적인� 형태를� 현대적인� 형태의� 느낌으로� 변화�

발전시킨�크리스마스�작품.
청미래넝쿨,�꽈리�등

원추형 Connecting

기본� 골조를� 철사로� 잡고� 엮는� 기법으로�형태를� 만

들고�과소비율로�꽃�배치.� 양� 대비와�능,� 수동�대비

를�잘�표현한�작품.�

호접란,� 덴파레,� 꽈리,�

스틸글라스�등

원추형 Threating
비더마이어�형태의�디자인이며,� 중앙�높이를�강조해�

원추형이�베리에이션된�작품.

리시안셔스,� 장미,� 잎

새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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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촉감을 주제로 구조물에 조형을 하는 것이다(표 12).

시각적으로확실하게알수있게구성해야한다. 한가지 색으

로 구성하는 편이 재질의 하나하나의 대비가 돋보여서 효과적

이다. 색채가많으면 재질감이약하게 되어버리는단점이 있다.

12) 매달음 조형

구조물의 매달음 조형은플로랄디자인에서 동적디자인이라

고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매달린형태 구성 속에반드

시 시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며, 자연적인 움직임이 있어야만

한다(표 13).

구조물의 매달음 조형에서는 공간과의 비율이 조형을 할 때

매우 중요하며 균형 또한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표 11. 종이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종이 Collage

기본�뼈대를� 수직으로�배치하고,� 기름종이를�붙여� 면

구성을� 하고,� 황금분할로� 선을� 사용해� 흥미로움을�

주는� 작품.� 굵은� 철사를� 수직으로� 고정� 후� 종이를�

찢어서�장식함.

칼라,� 잎새란,� 자작나무,�

스틸글라스,�네리네�등

종이 Collage

종이를� 접어� 부채형� 형태를� 만들고,� 안쪽� 내부에� 철

근으로� 구조를� 지탱하며,� 과소비율을� 표현하기� 위해

서�상부에�구조물을�제작하여�활용한�작품.

솔잎,� 호접란,� 아스파라

거스,�크리스마스볼�등

종이 Collage

종이를�사용하여�화기�모양을�만들고,� 유리관을�사용

하여� 꽃들을� 배치한� 작품.� 구조물은� 종이� 안쪽� 골조

로서� 기능적� 역할을� 하고,� 꽃� 배치를� 하면서� 약간의�

절지류를�이용해�고정함.

백합,� 마거리트,� 베로니

카�등

표 12. 질감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질감 Knotting

자연소재를� 이용한� 원형� 형태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가벼운� 꽃들을� 사용하여�재질감과�운동성을�잘� 표현

한�작품.�

리스의� 기본� 형태로� 수많은�자연소재로�반복적�교차

로�묶은�구조�형태.

수국,� 안개,� 플라타너스

잎,� 천일홍,� 스카비오사�

등

질감 Collage

화기� 안에� 리스의� 형태를� 만들고,� 열매를� 하나하나�

고정해�재질감의�효과를�준�작품.

리스의� 기본구조는� 플로랄� 폼으로� 제작,� 열매들을�

생화�본드로�고정하고,�질감을�구조화�시킨�작품.

블루베리

질감 Planting

자연이�주는�아름다움을�작품으로�표현한�작품.

자연의�돌을� 모아서�구조화시키고,� 소나무를�소량� 사

용하여�대비효과를�표현함.�

소나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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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간 조형
화훼장식에서 조형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공간

이다. 화훼장식작품이 놓인 공간은 단순하게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의미로 창조성이 있다

할 수 있다.

공간은 여백으로 디자인 형태를 구상할 때 모두 채워지는 공

간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지만, 화훼장식은 단

순히 작품을완성하여 공간을 채우거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여백을 활용하고 공간을 비워내는 방법으로 조형

구성에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넓은 의미의 공간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화훼장식을 조형할 때 공간분석 및 계획이라는 과정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표 14).

표 13. 매달음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매달음 Floating

자연의� 줄기를� 와이어로� 전부� 고정� 후� 흘러내리는�

형태를� 표현한� 부케이며,�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고�꽃의�흐름을�강조한�작품.

반다,� 덴파레,� 프리지

아,�마디초�등

매달음 Floating
식물을� 이용하여�매달음을�표현한�작품으로�중간� 중

간에�바구니를�제작,�식물들을�고정한�작품.

틸란드시아,� 아이비,� 반

다,�호야,�홍화시계꽃�등

매달음 Floating

굵은� 와이어로� 전등� 느낌의� 골조를� 제작한� 천장� 장

식으로� 아마릴리스를� 거꾸로� 매단� 작품이며,� 꽃들을�

흥미롭게�배치한�작품.

아마릴리스,� 꽈리,� 아이

비�등

표 14. 공간 조형

구분 형태 기법 작품해석 재료

공간 Glue

합판을�자르고�방향성을�고려하면서�바크를�부착,� 재

질감을� 표현한� 작품.� 직사각형� 기본형� 형태를� 여러�

개� 반복하며,� 안쪽에� 곡선으로� 선을� 표현하고,� 마치�

식생적�느낌의�효과를�주며�질감이�구조화된�작품.

안스리움,� 거베라,� 칼라,�

글리오사,�맨드라미�등

공간 Glue

호텔로비에� 놓는� 대형작품으로,� 원추형� 형태를� 기본

으로� 합판을� 자르고,� 대나무살의� 리듬을� 고려해서�

글루로� 하나하나� 부착해� 여러� 면� 구조를� 제작,� 안쪽

으로�꽃들을�배치한�작품.

호접란,� 반다,� 넝쿨류,�

크레마티스�등

공간 Glue

각을� 갖는� 공간에� 잘� 어울리는� 형태로� 모던한� 느낌

을� 표현함.� 엄격한� 의미구조로� 자연스러운� 내부구조

를�통해�대비효과를�잘�볼�수�있는�작품.

맨드라미,� 덴파레,� 반다,�

호스타잎,�화초고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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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화훼장식에서 새로운 장르로 선호하고 있는 구조

물의 조형성에 대한 기초이론과 어떻게 조형되어 작품으로 만

들어지는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실제 조형 이론이 적

용된 작품 39종을 선정하여 각 작품의 조형 형태와 표현기법

및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작품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는 대부분 선적재료에 의해 구성

되므로 입체조형의 원리를 구조 조형에 적용하여 기초 조형이

론과 작품제작 방법 등으로 다양한 작품제작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화훼장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물 조형 형

태를 교차조형, 다발조형, 병렬조형, 사각형조형, 수평조형, 식

물조형, 와이어조형, 원조형, 원추형조형, 종이조형, 질감조형,

매달음조형, 공간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조물 조형

표현기법들의 유형 및 특징은 weaving, confusion, ladder,

filling, striping, netting, knotting, propping, winding, threading,

bending, plaiting, pressing, collage, conneting, floating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조는 일부 화훼의 시한성을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시

간 볼 수 있도록 실내정원이나 공간화훼장식의 한 영역으로서

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재료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또한완전폐기가 어려운플로랄폼의 사용도억

제할 수 있으며, 줄기 소재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자연의 모습

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wire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형상화하여 예술적 가치를높이고, 창조적인 조형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화훼장식 작품에 적용된 구조물 조형 형태 및 표

현기법을 중심으로 수행된 바, 작품의 입체성에 내포된 시각적

형태의 조형요소와 원리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파악하고, 입체로서의 형태와 구조적 상관

관계 및 시각적 특성을 지속적인 작업을 통하여확장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원 공간배치에 있어 개인정원이나

혹은 공공공원 조성의 경우에도 화훼장식 작품을 활용한 정원

의 조형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융합된 새로운

정원디자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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