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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현대미술관 수직정원 식물구성 특성 고찰†

양건석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A�Study�on�the�Characteristics�of�Plant�Compositions�in�Vertical�Garden�

at� the�Museum�of�Contemporary�Art� Busan

Yang, Geon-seo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ABSTRACT

The article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lant compositions and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vertical garden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created by Patrick Blanc's work, and the contents of the 2018 vertical 
garden planting plan, and planting details.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plant 
compositions in the vertical garden of the study site. First, plant compositions was performed relatively well on the 
basis of plant properties, but plant composition according to plant production area was not considered. Second, the 
plant compositions was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cold resistance of the plant, but the salt resistance was not reflected. 
Third, 81% of the area of the vertical garden created in 2018 will be newly planted in 202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bove results when determining the plant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the vertical garden outside the 
building, and the need for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alternative plants.

Key Words: Vertical Garden, Planting Plan, Cold Resistance, Salt Resistance, Patrick Blanc 

국문초록

본 연구는 패트릭 블랑의 작품으로 조성된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에 대한 입체구조 파악과 2018년의 수직정원

식재계획, 보식계획, 식재상세도 등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식물배치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첫째, 식물 성상을 기초로

하여 식물배치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으나, 식물 생산지에 따른 식물배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식물보식을 위한

식물 구입에 어려움이 따랐다. 둘째, 식물의 내한성을 고려하여 식물배치가 이루어졌으나 내염성은 심도 있게 고려되지

않았다. 셋째, 2018년도 수직정원의 면적은 2021년에 면적의 81%가 새롭게 보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6종의 식물이

바위취 1종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건물외벽 수직정원의 식물선정 및 배치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고찰을 고려할

†본 연구는 2021∼2022년도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Yang, Geon-seo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unghak Campus, Dong-A University, 
South Korea, Phone: +82-51-200-7577, E-mail: ydrystone@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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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에서는 건축 벽면에 다채로운 식물을 이식하여 수

직기반의 벽면녹화가 많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식재하는 식

물의 특성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시공방식으로 벽면녹화를 구

현하고 있다. 벽면녹화는 그 형태에 따라 리빙월(living wall),

그린월(green wall), 수직정원(vertical garden) 등으로 다양하

게 일컬어지고있다. 특히, ‘수직정원’이란용어가일반적으로알

려지게 된 것은 프랑스의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Patrick Blanc,

1953∼) 자신이 수직벽면위에 연출한 정원을 설명할 때 ‘수직

정원’으로 사용하면서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그의 작

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조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패트릭 블랑의 대규모 수직정원 작품은 2018년

부산현대미술관의 외벽에 조성되었다. 조성배경을 살펴보면,

2018년 개관을 앞둔 부산현대미술관 건물 외관이 너무 평범하

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자, 미술관과 부산시가 이를 적극 수용

하고, 현대미술관의 정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그리고 강과 바다

가 만나는 기수지역 생태공원 ‘을숙도’라는 현대미술관의 위치

적 특성을 고려하여 패트릭 블랑에게 수직정원 조성을 2017년

9월에 의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1년의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은 일부 식물의

고사, 외래식물 침입, 식재기반 펠트훼손, 배수체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직정원 작품의 원형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식물재료 선택과 배치 그

리고 수직정원 시공방법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즉, 2018년에 계획된 식재계획도의 레

이아웃 디자인과 식물들이 수직정원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면

서 건강하게 식물의 생육도 도모하는 합리적인 식물선정 및 식

물배치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에 대한 구조의

특성과 식재계획도, 보식계획도, 식재상세도 등의 내용을 조

사․분석하여 수직정원의 식물배치의 특성을 고찰하여 수직

정원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식물배치의 기초검토사항을 도출하

였다.

2. 선행연구

수직적 벽면녹화에 대하여, 차욱진(2018)은 건축벽면을 녹

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벽면녹화 기술의 기능과 효과는 도시경

관개선, 도시녹지율증가, 소생태계조성, 에너지절감, 건물보호

효과 및 내구성증진, 소음경감, 기후조절기능 등으로 유사하다

고 하였다. 또한, 벽면녹화와 수직정원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은

홍(2018)의 연구에 따르면, ‘수직정원은 벽면녹화 및 입면녹화

등의 발전된 녹화 방식으로 지면과 수직적인 공간에 식물을 이

용하여 녹화를 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수직정원’

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벽면녹화와 차별되는 디자인 기

법과 형태, 시공 방식, 활용 및 유지관리까지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언급하였다. 특히, 홍광표(2017) 연구를 살

펴보면 실내형 수직정원에 사용되는 식물종(아열대 식물과 관

엽식물)의 배치는 지역의 특성이나 빛의 방향, 빛의 양을 고려

하여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펠트(Felt)형

수직정원 기반에 대한 연구에서 홍광표(2020)는 수직정원의

기반은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되어 있어 중력에 의해 수분 공

급조건(함수율)이 상․하부에서 다르고, 빛조건(조도)도 다르

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차이를 고려한 식물배치를 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벽면녹화와 수직정원에 대한 연구

는주로 새로운 식재기반에 관한 연구와 벽면녹화용 식물의 생

육특성에 관한 연구, 벽면녹화가 설치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을주제로 연구되었으며, 외부의 벽면녹화 및 수직정원의 식물

선택과 배치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트릭 블랑의 작품으로 조성된 부산현대

미술관 수직정원에 대한 입체구조 파악과 2018년의 수직정원

식재계획, 보식계획, 식재상세도 등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식물배치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행정구역은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남로 1191이며, 을숙도생

태공원(기수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을숙도 문화회관과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가 있다. 지형은 낙동강 퇴적층의 둔치도

로서 평지이고, 평균해발고도는약 15∼18m이다(그림 1 참조).

필요가 있음을 또한 대체식물 선정을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주제어: 수직정원, 식재계획, 내한성, 내염성, 패트릭 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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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패트릭 블랑이 조성한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

을 대상으로 식물선정 및 식재배치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조사․분석은 문헌조사, 식재계획

도면 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수직정원

에 관련된 논문과 조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문헌조사는 수직정원이 조성된 부산현대미술관의 건축물의

소재지 및 용도, 준공년도, 수직정원 벽면의 크기(면적), 설치

유형, 방위, 식재식물의 종 수, 관리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그리고 2018년 식재계획도의 식물목록표에 기입되어

있는 175종의 식물 특성에 대하여 화훼원예대감(1986), 한국의

조경수목(2012), 조경설계수목도감(2018) 등을 기초로 식물종

의 성질을 조사․분석을 하였다. 특히, 부산지역의 야외 수직정

원 조성 시 고려되는 사항을 기초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분

류의 기준은 주로 식물의 생리적 특성으로 첫째, 각각의 성상

에 따라 1년생 초본식물, 다년생 초본식물(낙엽, 상록), 관목식

물(낙엽, 상록)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식물 생산지에 따른 특

성으로 향토종(한국)과 외래종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셋째, 식

물의 서식 성질에 따라 내한성, 내염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식재계획도면 조사는 2018년도 ‘식재계획도’의 식물목록표를

기초로 식물들의 성상별, 생산지 특성을 고려하면서 수직벽면

위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2019년

보식현황, 2020년 보식현황, 2021년 보식계획도의 내용을 중첩

하여 조사․분석 후, 이를 비교․평가하여 식재수종의 변화과

정을 살펴보고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의 식물구성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현장조사는 2021년 6월 14일, 9월 28일, 10월 7일에걸쳐 3회

실시하였으며, 수직정원의 다양한 식물종의 관찰되도록 하였

다. 조사범위는 수직정원전체와 관리담당자와의 현장 미팅으로

진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부산현대미술관 환경과 수직정원 구조

2017년 10월, 패트릭 블랑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수직정원담

당자 및 부산지역 식물전문가와함께부산지역의 산과숲그리

고 해변가의 식물생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화훼

단지를 방문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초화류및 대량 공급에 대

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2018년 1월에 수직정원 계획․설계 및

공사범위․방식을 확정하였으며 3월에 식재할 최종 식물을 선

정하였고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에 50여 일에 걸쳐시공하고, 4

월 중순에 1,300m2의 수직정원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4만여 본

의 식물들을 벽면에 식재하였으나 수직정원 벽면의 피복율이

매우 낮아 개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직정원

의피복율을 높이고난이후, 2018년 6월 15일에 수직정원을 정

식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의 고사식물 중 25종 4,080본을 재식재하였으

며, 2020년의 고사식물 중 58종 11,170본을 재식재하였다. 2021

년 수직정원의 누적 재피복율은 약 81%이다(표 1 참조).

2. 수직정원의 구조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의 기본구조(그림 2 참조)는 수직

정원 기본 벽체가 건축벽에서 분리되어 내벽의 손상을막는 건

물의두번째 벽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벽면구조는금속프레

임, PVC 패널, 2겹의 폴리아마드 펠트 층, 그리고 펠트 안의

자동관수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금속프레임은 스레인레스 스틸재질로서 벽에단단히

고정되어 폴리우레탄 패널과 펠트 그리고 관수시스템, 식물스

그림 1. 부산현대미술관 위치도

표 1.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 개요

구분 주요�사항

소재지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생태공원�

(기수지역)

건축물의�용도 현대�미술관�

수직정원�준공 2018년� 4월(총�공사기간� 50일�정도)

수직정원�면적 1,300m2� (재피복율� 81%)

수직정원�유형 펠트�형식� +�점적�관계시스템

수직정원의�방위(향) 남향:�약� 70%� /� 동향:�약� 30%

식재식물�종�수 175종� 39,725본(설계도면�목록표)

관리형태(관수)
일일�관수(겨울� 2회,�기타� 3회)

(기온� 1°�이하�또는�강우�시�작동�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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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이며, 벽과 패널을 이격시키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격된 거리만큼의 공간은 겨울철 단열

및 여름철 자연 냉각시스템 역할을 하는 공기층을 제공한다.

둘째, 실질적인 수직정원의 벽면 역할을 하는 방수처리 PVC

패널은약 1cm의두께로서금속프레임에 고정되어전체 면적

에 강한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반영구적인 재질 폴리아미드로 만든 두 겹의 펠트 층

은 폴리우레탄 패널 위에 공압 스테이플로 고정되었다. 이 두

겹의 펠트 속에 배수관으로 물이 공급되면 펠트 조직에 따라

균질하게 수분이 공급․확산되어 식생활착에 도움을 주고 있

다. 맨 앞의 펠트는 식재계획 레이아웃에 따라 가로로 컷팅하

여 식재주머니를 만들고 그곳에 식물을 심었다. 뒤쪽의 펠트는

식물의 뿌리가 건물의 벽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자리하게 되면

벽이쉽게손상되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관수체계 구축에 있어서, 부산은 염분 섞인 바닷바람

과 태양에 노출되는 일수가 많아 수분공급량이 충분하여야 한

다. 패트릭 블랑이 제시한 ‘관리지침서’에서 ‘수직정원 상부 배

수관들의 유속은 시간당 16리터가 되어야 하고, 하단부 유속은

시간당 12리터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배수지역 극대

화를 위해 반드시 수직정원 최상단에 설치되어야 하고 수분공

급이 안 되는 지역 없도록 배선작업을 해야 하며, 중․하단부

배수관들도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그림

3 참조). 홍광표(2017)는 ‘펠트 사이에 식재된 식물이처음에는

펠트와 고정 장치에 의해 지탱되지만 나중에 뿌리가 자라면서

식물 스스로버틸수 있는 능력을갖게 되도록하고 있다는 점

에서 다른 수직정원의 구조적 장치와 차별화,’되었음을 고찰하

였다.

특히, 펠트형수직정원의구조에서 식물의고사및 펠트의 훼

손등의하자가발생하는다양한이유중에영양분과수분을유

일하게 공급해 주는 관수체계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3. 수직정원 식재수종 분석

본 조사․분석은 ‘식재계획도(2018)’를활용하여 부산현대미

술관 수직정원의 식물구성 기법을 고찰하였다.

2018년 3월에 패트릭 블랑이 직접 손으로 그린 구상도는 a,

b, c 세부분으로 분할하여 스케치로 기록하였다(그림 4, 그림 5,

그림 6 참조). 이러한 식재구상도에서 출발한 식재계획도는 건

축 입면도 위에 손으로 자유롭게 곡선으로 레이아웃이 그려지

고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분할되어 생긴구획안에는 식재하

여야 할 식물종의 명칭이 기입되어 있었다. 이 도면은 전산화

(CAD) 과정(계획도면 및실시설계도면)에서도 패트릭 블랑이

직접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 진행하였다.

4. 식물 성상 구분에 의한 식물배치 분석결과

2018년도(초기) 식물배치도에 따른 각각 식물종의 분포면적

산출하고 백분율로 표시하였다(그림 7, 표 2 참조).

수직정원 식물 종을 조사한 결과, 1년생 초본류 식물배치는

그림 2.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의 구조

�

그림 3. 펠트 위의 설치된 관수용 튜브와 밸브

그림 4. 부산현대미술관 식재구상 입면 및 향 구분

그림 5.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 2018년 개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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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다년생상록초본으로섬기린초(Sedum takesimense),
해국(Aster spathulifolius Maxim.), 삼백초(Saururus chinensis),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맥문동(Liriope muscari), 돌
부채(Bergenia), 바위취(Heuchera amaricana) 에베레스트사초

(Carex oshimensis ‘Everest') 등이배식되었고, 다년생낙엽초본

으로 갯국(Ajania pacifica (Nakai) K. Bremer & Humphries),

갯제비쑥(Artemisia japonica subsp. littoricola Kitam.),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섬초롱꽃(Campanula takesimana), 돌단풍(Mukdenia
rossii (Oliv.) Koidz.),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s), 상록관

목으로 마삭줄(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asiaticum),
자금우(Ardisia japonica), 줄사철(Euonymus fortunei var.그림 6. 3개 구획의 식재구상도(패트릭 블랑, 2018. 03. 22.)

그림 7. 2018년 식재계획의 성상형 식물 구분에 따른 배치 분석

표 2. 2018년 선정된 식재수종의 성상 분류 및 배치면적

분류
식물종

수(%)

면적(m2)
%

남측 동측 면적계

1년생�초본류 0 - - - -

다년생�낙엽�초본류 61(35) 425 171 596 45.8

다년생�상록�초본류 73(42) 299 128 427 32.8

낙엽�관목 32(18) � 50 � 37 � 87 6.7

상록�관목 9(5) 126 � 64 190 14.7

합계 175(100) 900 400 1,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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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ans(Siebold &Miq.) Rehder), 모람(Ficus oxyphylla), 남
천(Nandina domestica Thunb.) 등이며, 낙엽관목으로 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황금병꽃(Weigela subsessilis L.
H. Bailey), 섬댕강나무(Abelia coreana var. insularis (Nakai)

W. Lee & Y. Paik), 작살나무(Callicarpa), 산수국(Hydrangea
serrata), 꼬리풀(Veronica) 등이 배식되었다.

이들 식물 종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식물은 돌나물과

(Crassulaceae), 범의귀과(Saxifragaceae), 사초과(Cyperaceae),

천남성과(Araceae), 국화과(Asteraceae), 원추리과(Hemero-

callidaceae), 백합과(Liliaceae), 베고니아과(Begoniaceae), 쐐

기풀과(Urticacea), 협죽도과(Apocynaceae) 등이었다.

식재 종수와 배치면적 차이의 경우, 낙엽초본류 61종보다 상

록초본류 73종으로 상록초본의 종이 많았으나, 배치면적은 낙

엽초본류가 45.8%를 차지하였다. 이는낙엽종이 상록종에 비

해 부피가 크고 성장률이 빠른 것이 반영된 배치의 결과이다.

그러나 상록관목 9종은 낙엽관목 32종보다 그 종의 수는 적었

으나, 낙엽관목 6.7%의 면적보다 상록관목이 14.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패트릭 블랑이 겨울철 낙엽식물 갈변에

대비한 상록성 식물을 배치하여 수직정원의 녹색을 유지하려

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식물배치도에서 상록초본식물과 낙엽초본식물이 서로 인접

해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패트릭 블랑이 단순히 낙엽성 식물

과 상록성 식물을 부자연스럽게 별도의 구역으로 구별하여 배

치한 것이 아니라, 두종류가 사선방향의크고 작은병렬배치로

식재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직정원 벽면의 중부와 상부에 관목이 배치되어 있

었다(그림 7 참조). 이러한 배치는 크게 성장하는 관목층이나

큰 키의 초본류 종을 상부에 배치하는 것으로, 다른 식물의 생

육을 방해하지 않게 고려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패트

릭 블랑이 수직 정원의 식물 배치에 자연림의 계층 구조와의

유사성을 갖게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5. 생산지별 식물배치 분석결과

선정된 식물종의 원산지가 수직정원의 배치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물 종을향토종과 외래종으로 분류

하고, 식물 배치도상에 도시하였다(그림 8, 표 3 참조).

수직정원에 사용된 90여 종의 향토(남한/경상지역) 원예종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한

바닷가 근처기수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해국, 겟제비쑥, 벌개미

취,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섬개야광나무(Cotoneaster
wilsonii), 남천등이 식재되었다. 그리고향토종과 외국산 수종

의 식물 배치면적비율은 51%와 49%로 비등하게 배치되었다.

이는 패트릭 블랑은 식물 선정 및 배치 시, 식물 종의 생산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즉, 지역 자생종이

수직벽면에 쉽게 정착되도록 배치하였으며, 한편, 하자가 발생

그림 8. 2018년 식재계획의 생산지별 식물 구분에 따른 배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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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구입이 용이하고 보식 및 관리가 쉬운 식물들을 선정하

고 배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6. 식물 내한성과 내염성 분석결과

부산의 낙동강 기수지역 외부환경에 조성된 수직정원은 겨

울(12∼2월) 평균기온(최고 8℃∼최저 —2℃)에서 어느 정도

의 내한성과 내염성에 적합한 식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식재계획도의 식물 종을 내한성에 약함, 보통, 강함 등

으로 식물을 분류하였다. 또한, 내염성에약함, 보통, 강함등으

로 식물을 분류하고, 식물 배치도상에표시하고 분석하였다(그

림 9, 그림 10, 표 4, 표 5 참조).

내한성에 강한 수종은 모두 57종으로전체 수종의 33%를 차

지한다. 반면 내한성이약한 수종은 모두 8종으로 5%로 선정하

였다. 그리고 내한성이 강한 수종으로는백두산떡쑥(Antennaria

dioica (L.) Gaertn.), 구름매발톱(Aquilegia flabellata f. alba),
섬초롱꽃(Campanula takesimana Nakai), 비늘고사리(Dryopteris
lacera (Thunb.) Kuntze), 사초과(Cyperaceae) 등의 식물들이

식재되었다.

내한성이 강한 수종들은 대부분 일정한 시간에만 햇빛이 들

어오는동향의 벽면 하부에서 중부까지 배치되었다. 즉, 낙동강

과 기수지역에 위치한 부산현대미술관의 건물에 하루두번해

풍과 육풍이 불어올 때, 건축면의 측면에 빠른 바람길이 형성

되어 기온이 낮아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한성 식물이

배치되었다(그림 9 참조). 그리고 내한성이 약한 수종들은 대

부분햇빛이 잘드는남향의벽면전체에 분포되어 배치되었다.

즉, ‘그림 7’과 ‘그림 9’의 남측면을 비교해보면 바람도 거의 없

고 햇빛이 잘 드는 벽면에 대부분 낙엽 초본류와 낙엽관목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염성에 강한 수종은 모두 25종으로 전체 수종의 14%를

차지하였다. 반면 내한성이 약한 수종은 모두 41종으로 24%

로 선정하였다. 내염성이 강한 수종으로 해국, 섬꽃초롱이, 줄

사철, 범부채(Belamcanda chinensis (L.) DC.), 자란, 층꽃나무

(Caryopteris incana (Thunb. ex Houtt.) Miq.), 자금우 등의

식물이 식재되었다. 즉, 패트릭 블랑은 내염성에 따른 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10, 표 5 참

조).

표 3. 2018년 선정된 식재수종의 생산지 분류 및 배치면적

분류
식물종

수(%)

면적(m2)
%

남측 동측 면적계

향토수종(남한) 90(51) 603 172 775 59.6

외국산�수종 85(49) 297 228 525 40.4

합계 175(100) 900 400 1,300 100

그림 9. 2018년 식재계획의 내한성 식물 구분에 따른 배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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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8년 초, 부산을 방문한 패트릭 블랑을 초빙하여 세

미나를 진행할 때, 바닷가 염분에 의한 식물 피해를 어떻게 줄

일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하여 패트릭 블랑은 먼저, 부

산지역에 자생하거나 적응된 식물을 조사하여 식물선정에 반

영할 것이며, 또한, 해변도시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 오

사카 등에 조성된 수직정원 건설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림 11에서

보여주는 2019∼2021년 보식현황과 보식계획의 도면에서 2018

년 조성된 수직정원이 3∼4년 이후에 다양한 이유로 고사하거

나 훼손 및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

후의 연구과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7. 보식현황과 계획에 따른 배치 분석결과

2018년 조성된 식물배치는 원래의 식물 57종과 식생면적의

29%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18종은 보식 또는 수종을

대체하였다. 보식 면적은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다(표 6 참

조).

2019년 보식은 주로 동측면 하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건

물외벽의 펠트형 수직정원 하부로 쏠린 과도한 수분공급은 식

물을 죽게 하였고 펠트를 부식시켰다. 이에 손이 닿는 하부를

우선하여 펠트 부분교체 및 보식을 진행하였다. 2020년 보식은

주로 높은 부분에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높은 곳의 식물들은

관수시설에서 공급되는 수분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거

나 바람에 의해 펠트가 건조되면서 고사한 식물이 많이 발생하

여 이를 보수하였으며, 옥상에서접근하여 손이닿거나 보수하

기가 용이한 부분에 집중하였다.

2021년 보식은 남측면과 동측면의 꺽이는 높은 모서리 부분

을 집중하여 보식을 진행하였다. 이는 그 부분이 급수 관리의

그림 10. 2018년 식재계획의 내염성 식물 구분에 따른 배치 분석

표 4. 2018년 선정된 식재수종의 내한성 분류 및 배치면적

분류
식물종

수(%)

면적(m2)
%

남측 동측 면적계

내한성�약함 8(5) � 83 � 53 136 10.5

내한성�보통 110(62) 582 202 784 60.3

내한성�강함 57(33) 235 145 380 29.2

합계 175(100) 900 400 1,300 100�

표 5. 2018년 선정된 식재수종의 내염성 분류 및 배치면적

분류
식물종

수(%)

면적(m2)
%

남측 동측 소계

내염성�약함 41(24) 122 � 98 220 16.9

내염성�보통 109(62) 661 247 908 69.9

내염성�강함 25(14) 117 � 55 172 13.2

합계 175(100) 900 400 1,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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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과 건물 바람의 미기후 영향으로 과도한 증발이 발생하

여 식물들이고사되었음을알수있었다. 이부분을보수하기위

하여사다리차를이용한고지대의펠트복원및관수설비점검과

보식을 하였다(그림 12 참조). 특히, 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L. f.) Ker Gawl.), 수크령 ‘리틀 버니'(Pennisetum
alopecuroides ‘Little Bunny'), 매화꼬리풀(Penstemon cordifolium),
앵초(Primula sieboldii E. Morren), 털수염풀(Stipa tenuissima),
무늬빈카(Vinca major var. variegata Loud.) 등은 바위취

(Saxifraga stolonifera Meerb.)로 대체되었다. 주로 고사하거나

훼손된 부분의 식물종 구입과 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결과라고

추측된다. 패트릭 블랑의 초기 식물소재가 환경에 의해 인위적

으로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작품 유지를 위한 미학적인 해결방

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 식물배치

의 특성으로 첫째, 식물 성상을 기초로 하여 식물배치가 비교

적 잘 이루어졌으나, 식물 생산지에 따른 식물배치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둘째, 식물의 내한성을 고려하여 식물배치가 이루어

졌으나 내염성은 반영되지 않았고, 셋째, 2018년도 조성된 수직

정원의 면적에 비해 2021년도에 81%가 보식면적으로 합산되

었음을 고찰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패트릭 블랑의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은 수직

외벽에 175종의 식물들이 그의 디자인 패턴대로 다양한 방식으

로 혼식식재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화훼류 및 목본류(관

목류) 수종이매우풍부한 벽면녹화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

한 시도는 수직정원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종의 수

를 많아지게 하여 식물재료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정원디

자이너에게 자유롭게 식물을 배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그림 11. 2019∼2021 보식현황 및 보식계획에 따른 배치 분석

표 6. 2019∼2021 보식 현황에 따른 분류 및 배치면적

분류
식물종

수(%)

면적(m2)
%

남측 동측 면적계

2018�식재유지 57(33) 208 168 376 29.0

2019�보식현황 37(21) 203 � 76 279 21.4

2020�보식현황 44(25) 237 103 340 26.2

2021�보식계획 37(21) 252 � 53 305 23.4

합계 175(100) 900 400 1,300 100

� �

그림 12. 사다리차를 이용한 보식(좌), 유지관리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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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디자인의 구성을 높아지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직 정원’의 식물구성을 위해서는 식물의 성상

별, 생리적, 환경적특성을충분히고려하여야하며, 식재유지․

관리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이루어지는

건물외벽의 수직정원 조성사업 시 식재계획에서 기본계획․설

계 수준에서 기초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식물선정 및 식

물배치 결정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고

찰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직으로 구성된 연구대상지

현장접근의 한계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만족스

런 연구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의 미흡했던부분으로 첫째, 부산현대미술관 수

직정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수직정원들을 조사․분석․

비교․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패트릭 블랑에 의해

선정된 식물의잎과꽃의색․질감에 관한 성질과 식물성장 형

태의 차이, 높이 및 성장방향에 따른 다른 식물과의 입체적인

차이가 식물배치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부산현대미술관 건물외벽의 펠트형 수직정원은

한파 등 여러영향으로 인한 식물 고사, 펠트의노후화, 그리고

계절적 영향으로 갈변한 식물들로 인한 미적 구현의 어려움,

관수(급수)와 배수 및 운영․관리 체계보완 등의 문제점이 도

출되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패트릭 블랑이 선정했던 식물이 고사한 이후 같은 종의

식물로 보식하기 어려울 때, 이를 대체할 식물선정 지침서 등

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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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산 현대미술관 수직정원 식재수종(2018)과 2019~2021년 보식현황

번호 식물명 학명
보식현황(년도별)

2019 2020 2021

1 섬댕강나무
Abelia� coreana� var.� insularis� (Nakai)�W.� T.� Lee� &�W.� K.�

Paik

2 석창포 Acorus� gramineus� Sol. ○

3 무늬석창포 Acorus� gramineus� var.� variegatus ○

4 갯국 Ajania� pacifica� (Nakai)� K.� Bremer� &� Humphries ○ ○

5 주름아주가 Ajuga� pyramidalis� ‘Metallica� Crispa’

6 아주가 Ajuga� reptans� cv.� Atropurpurea ○

7 일당귀(왜당귀) Angelica� acutiloba� (Siebold� &� Zucc.)� Kitag. ○

8 백두산떡쑥 Antennaria� dioica� (L.)� Gaertn.

9 구름매발톱(흰꽃하늘매발톱) Aquilegia� flabellata� f.� alba

10 자금우 Ardisia� japonica� (Thunb.)� Blume ○

11 벼룩이울타리 Arenaria� juncea ○

12 갯제비쑥 Artemisia� japonica� subsp.� littoricola� Kitam.

13 은쑥 Artemisia� schmidtiana�Maxim. ○

14 해국 Aster� spathulifolius�Maxim. ○ ○

15 범부채 Belamcanda� chinensis� (L.)� DC. ○

16 범부채� ‘헬로�옐로우’ Belamcanda� chinensis� ‘Hello� Yellow’ ○

17 크라시폴리아�돌부채 Bergeniacrassifolia ○ ○

18 퍼푸레아�돌부채 Bergenia� purpurea ○ ○

19 자란 Bletilla� striata� (Thunb.)� Rchb.� f.

20 백자란 Bletilla� striata� (Thunb.)� Rchb.� f.� (White) ○

21 무늬자란 Bletilla� striata� ‘Variegata’ ○

22 실새풀� ‘드라곤�마쉬’ Calamagrostis� arundinacea� ‘Dragon�Marsh’� (DDPN))

23 작살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

24 흰작살나무 Callicarpa� japonica� var.� leucocarpa� Nakai

25 새비나무(털작살나무) Callicarpa�mollis� Siebold� &� Zucc.

26 포스카르스키아나(초롱꽃) Campanula� poscharskyana ○

27 흰겹섬초롱꽃 Campanula� punctata� ‘Wedding� Bells’ ○

28 섬초롱꽃 Campanula� takesimana� Nakai

29 무늬북사초 Carex� augustinowiczii� ‘Variegata’

30 상록무늬사초� ‘아이스�덴스’ (Carex� morrowii� ‘Ice� Dance’) ○

31 상록사초� ‘실크�타슬’ Carex� morrowii� var.� temnolepis� ‘Silk� Tassel’ ○

32 오니소포다사초 Carex� ornithopoda

33 무늬오니소포다사초 Carex� ornithopoda� ‘Variegata’ ○

34 에베레스트사초 Carex� oshimensis� ‘Everest’ ○

35 에버골드사초 Carex� oshimensis� ‘Everg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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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랑줄무늬지리대사초 Carex� siderosticha� ‘Banana� Boat’

37 황금갓무늬지리대사초 Carex� siderosticha� ‘Golden� Edger’ ○

38 사초� ‘스노우라인’ Carex� ‘Snow� Line’ ○

39
테스타세아사초�

‘프레이리�파이어’
Carex� testacea� ‘Prairie� Fire’

40 층꽃나무 Caryopteris� incana� (Thunb.� ex� Houtt.)� Miq. ○

41 흰층꽃 Caryopteris� incana� f.� candida� Hara ○

42 웰리치구절초� Chrysanthemum�weyrichii

43 은방울꽃 Convallaria� keiskei�Miq. ○

44 황금흰말채 Cornus� alba� ‘Aurea’

45 흰말채나무� ‘케셀린기’ Cornus� alba� ‘Kesselringii’

46 히어리 Corylopsis� gotoana� var.� coreana� (Uyeki)� T.� Yamaz. ○

47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wilsonii� Nakai ○

48 도깨비쇠고비 Cyrtomium� falcatum� (L.� f.)� C.� Pre

49 넉줄고사리 Davallia� mariesii� T.�Moore� ex� Baker

50 황금송엽국 Delosperma� congestum� ‘Gold� Nugget’ ○ ○

51 산국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

52 포천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tenuisectum� Kitag. ○

53 좀새풀� ‘노턴�나이트’ Deschampsia� cespitosa� ‘Northern� Lights’ ○

54 꼬리말발도리 Deutzia� paniculata� Nakai

55 홍화말발도리 Deutzia� x� hybrida� ‘Strawberry� Fields’ ○

56 장백패랭이 Dianthus� repens�Willd.

57 상록패랭이 Dianthus� sinensis ○ ○

58 용머리� ‘후지�블루’ Dracocephalum� argunense� ‘Fuji� Blue’ ○ ○

59 용머리� ‘후지�화이트’ Dracocephalum� argunense� ‘Fuji�White’

60 비늘고사리� Dryopteris� lacera� (Thunb.)� Kuntze

61 애기족제비고사리 Dryopteris� sacrosanta� Koidz.

62 뱀딸기� ‘헬레퀸’(무늬뱀딸기) Duchesnea� indica� ‘Harlequin’ ○

63 노랑자주천인국 Echinacea� paradoxa ○

64 에키나세아(자주천인국) Echinacea� purpurea ○ ○

65 자주천인국� ‘메그너스�화이트’ Echinacea� purpurea� ‘Magnus�White’

66 무늬오갈피 Eleutherococcus� sieboldianus� ‘Variegatus’

67 나무꽃향유 Elsholtzia� stauntonii� Benth.

68 속새 Equisetum� hyemale� L. ○

69 능수참새그령 Eragrostis� curvula ○

70 줄사철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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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황금줄사철 Euonymus� radicans� for.� aureomarginatus ○ ○

72 벌등골나물� ‘핑크�프로스트’ Euonymus� radicans� for.� aureomarginatus

73 대극� ‘블랙버드’ Euphorbia� ‘Blackbird’

74 흰대극 Euphorbia� esula� L.

75 털머위 Farfugium� japonicum� (L.)� Kitam. ○ ○ ○

76 아메시스티나�김의털 Festuca� amethystina

77 블루훼스큐� ‘엘리자�블루’ Festuca� glauca� ‘Elijah� Blue’ ○

78 모람 Ficus� oxyphylla�Miq.� ex� Zoll.

79 왕모람 Ficus� pumila� L. ○

80 황금개나리 Forsythia� koreana� ‘Seoul� Gold’

81 왜성개나리 Forsythia� viridissima� ‘Bronxensis’

82 갯봄맞이 Glaux� maritima� var.� obtusifolia� Fernald

83 벌개미취 Gymnaster� koraiensis� (Nakai)� Kitam.

84 풍지초� ‘올�골드’ Hakonechloa�macra� ‘All� Gold’ ○

85 풍지초� ‘아우레올라’ Hakonechloa�macra� ‘Aureola’ ○

86 크리스마스�로즈 Helleborus� orientalis ○ ○

87 홍도원추리 Hemerocallis� hongdoensis�M.� G.� Chung� &� S.� S.� Kang ○

88 노랑원추리 Hemerocallis� thunbergii� Baker ○

89 미국�고산바위취 Heuchera� amaricana ○

90 콜로란타�고산바위취 Heuchera� chlorantha

91 고산바위취� ‘카산드라’ Heuchera� ‘Kassandra’

92 고산바위취� ‘메직�컬러’ Heuchera� ‘Magic� Color’

93 상귀네아�고산바위취 Heuchera� sanguinea ○

94
상귀네아�고산바위취�

‘믹스코랄벨’
Heuchera� sanguinea� ‘Mixed� Coral� Bells’

95
상귀네아�고산바위취�

‘레드코랄벨스’
Heuchera� sanguinea� ‘Red� Coral� Bells’ ○

96 자엽고산바위취 Heuchera� vilosa� ‘Palace� Purple’ ○

97 알프스민들레 Hieracium� pilosella� L.

98 비비추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

99 흑산도비비추 Hosta� yingeri� S.� B.� Jones ○

100 어성초� ‘플로레�플레노’ Houttuynia� cordata� ‘Flore� Pleno’ ○

101 약모밀(어성초) Houttuynia� cordata� Thunb. ○

102 미국수국� ‘안나벨라’ Hydrangea� arborescens� ‘Annabelle’

103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Hydrangea� paniculata� ‘Limelight’ ○

104 산수국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Siebold� &� Zucc.)� E.� H.�

Wi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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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큰꿩의비름 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 Ohba ○

106 둥근잎꿩의비름 Hylotelephium� ussuriense� (Kom.)� H.� Ohba ○

107 망종화 Hypericum� patulum� Thunb.

108 대청부채 Iris� dichotoma� Pall. ○

109 부채붓꽃 Iris� setosa� Pall.� ex� Link ○

110 영춘화 Jasminum� nudiflorum� Lindl. ○

111 니포피아(촛대수선) Kniphofia� ensifolia ○

112 송엽국 Lampranthus� spectabilis� (Haw.)� N.� E.� Br. ○

113 산일엽초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114 일엽초 Lepisorus� ussuriensis� (Regel� &�Maack)� Ching

115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F.� T.�Wang� &� T.� Tang ○ ○

116 개맥문동 Liriope� spicata� (Thunb.)� Lour. ○

117 섬괴불나무 Lonicera� insularis� Nakai

118 포도카파�괴불나무 Lonicera� maackii� f.� podocarpa

119 비스카리아�동자꽃 Lychnis� viscaria

120 석산 Lycoris� radiata� (L’Hér.)� Herb. ○ ○

121 자엽좁쌀풀 Lysimachia� ciliata� ‘Firecracker’ ○ ○ ○

122 리시마키아(=�엘로우체인) Lysimachia� nummularia� L.� ‘Aurea’ ○

123 벌깨덩굴 Meehania� urticifolia� (Miq.)�Makino

124 베르가못� ‘파이어�볼’ Monarda� ‘Fireball’ ○

125 핑크뮬리 Muhlenbergia� capillaris ○

126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 ○

127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

128 밤일엽 Neocheiropteris� ensata� (Thunb.)� Ching

129 해변국화 Nipponanthemum� nipponicum

130 황금숙근달맞이 Oenothera� fruticosa� ‘Yellow� River’ ○

131 소엽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L.� f.)� Ker� Gawl. 바위취

132 왜란(애란) Ophiopogon� japonicus� ‘Kyoto� Dwarf’ ○ ○

133 좀바위솔 Orostachys� minuta� (Kom.)� A.� Berger

134 구골나무 Osmanthus� heterophyllus� (G.� Don)� P.� S.� Green ○

135 수호초 Pachysandra� terminalis� Siebold� &� Zucc. ○

136 수크령� ‘리틀�버니’ Pennisetum� alopecuroides� ‘Little� Bunny’ 바위취

137 코베아펜스테몬 Penstemon� cobaea

138
코디폴리아펜스테몬�

(매화꼬리풀)
Penstemon� cordifolium 바위취

139
펜스테몬� ‘허스커�레드’�

(자엽나도매화꼬리풀)
Penstemon� digitalis� ‘Husker� 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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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피그메우스펜스테몬

(작은매화꼬리풀)�
Penstemon� hirsutus� var.� pygmaeus

141
피그메우스펜스테몬알부스

(흰작은매화꼬리풀)�
Penstemon� hirsutus� var.� pygmaeus� f.� albus

142 윌콕시펜스테몬 Penstemon�wilcoxii

143 섬국수나무 Physocarpus� insularis� (Nakai)� Nakai

144 자엽질경이 Plantago�major� ‘Rubrifolia’

145 왜성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Astra� Blue’ ○

146
도라지� ‘하코네�화이트’�

(흰겹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Hakone�White’

147 둥굴레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

148 미역고사리 Polypodium� vulgare� L.

149 무늬가락지나물 Potentilla� anemonefolia� (Variegated)

150 앵초 Primula� sieboldii� E.� Morren 바위취

151 황산앵초 Primula� veris ○

152 분홍꿀풀(꿀풀� ‘벨라�딥�로세’) Prunella� grandiflora� ‘Bella� Deep� Rose’

153 흰꿀풀 Prunella� vulgaris� f.� albiflora� Nakai

154 병아리꽃나무 Rhodotypos� scandens� (Thunb.)�Makino

155
셀비아� ‘퍼플�낙아웃’�

(자엽셀비아)
Salvia� lyrata� ‘Purple� Knockout’ ○

156 단삼 Salvia� miltiorrhiza� Bunge

157 죽절초 Sarcandra� glabra� (Thunb.)� Nakai ○

158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159 바위취 Saxifraga� stolonifera�Meerb. ○ ○

160 돌나물 Sedum� sarmentosum� Bunge

161 섬기린초 Sedum� takesimense� Nakai ○ ○

162 백정화 Serissa� japonica� (Thunb.)� Thunb. ○ ○

163
가는잎조팝� ‘후지노�핑크’�

(홍화가는잎조팝)
Spiraea� thunbergii� ‘Fujino� Pink’

184 무늬반호테조팝 Spiraea� x� vanhouttei� ‘Pink� Ice’

165 털수염풀 Stipa� tenuissima ○ 바위취

166 스토케시아� ‘알바’(흰꽃풍차국) Stokesia� laevis� ‘Alba’

167 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Celak. ○

168 마삭줄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 ○

169 무늬뻐뚝나리 Tricyrtis� formosana� ‘Gilt� Edge’

170 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Hemsl.

171 무늬빈카 Vinca�major� var.� variegata� Loud. 바위취

172 빈카 Vinca�minor�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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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L.� f. ○

174 나도양지꽃 Waldsteinia� ternata� (Stephan)� Fritsch

175 황금병꽃 Weigela� ‘Olympiade’� (Briant� Rubid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