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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garden cultural indicators as a basic step for measuring the Garden Culture Index. Detailed 
attributes and components in terms of garden environment, garden experience, and garden management were identifi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In order to objectively derive the components of garden culture, a panel of garden experts 
was selected, and a total of two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A total of 116 garden culture component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first Delphi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econd Delphi analysis, 42 garden culture components were finally 
derived by removing 6 evaluation elements with low CVR values of less than 0.29 out of 48 componen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laying the sociological foundation for the dissemination of garden culture and garden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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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원문화지수 측정을 위한 정원문화의 평가지표 개발의 기초단계로서,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가진다.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정원환경․정원체험․정원운용 측면의 세부속성 및 구성요소들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전문가 패널을 선정하여 총 2차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총 116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가 파악되었고, 이 중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거나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48개의 평가요소들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2차 델파이 분석결과, 48개의 구성요소 중에서
타당도가 낮은, 즉 CVR값이 0.29 미만인 6개의 평가요소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최종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원문화지수 측정을 위한 정원문화의 평가지표 개발의 기초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정원문화
보급 및 정원조성을 위한 사회학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문화지수, 문화지표, 정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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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에서 정원에 대한 역할은 장소

적 가치가 내재된 ‘공간적인 의미’와 인간 삶의 질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의미’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의식에 대응한 ‘환경․생

태적 의미’를 가진 복합적 구성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원에 대한 활성화의 기폭제는 정원박람회가 담당하였는데,

1997년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인정박람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개최된 이래 현재(2021년) 전국적으로 13개 이상

의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국가정원’, ‘지방정원’의 조성 등과 생활밀착형 정원 공간을 마

련하며 도시환경 재생의 수단으로 정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

련의 노력들은 정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그리고 공유가

치가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늘날 정원은 우리에게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을 부각시키

며 다의적 환경의 다양성 속에서 공공문화로서 공존의 생활방

식을 체화하고 있는데, 정원과 관련한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질적으로 승화시키며 교양을 형성하는 의식적 활동으로

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대와 사회 어디나 존재

하는 보편적 현상의 결과로 다가온다. 따라서 정원문화는 정원

에 대한 ‘전체성’을 가지며, 정원을 매체로 사회질서가 전달되

고, 재생산되며, 경험(체험)되는 의미 체계와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를 가지므로 정원의 문화적 요소와 문화현상은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원의 문화에 대한 속성은 심리․제도․정치․지리․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

의하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수량화하기 어렵다고 지적되기

도 하며(Huntington, 2000), 문화의 경쟁력은 지표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과 정서에 의해 그 역량과 경쟁력을

판단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며, 문화를 통한

경쟁력의 창출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

경쟁력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결국 ‘문

화지수’가 담당하는데, 문화와 관련하여 산출된 양적인 자료나

통계를 통하여 단일 항목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

수준에 대한 비교까지도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종합적

인 문화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 들을 종합적으

로 계산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배태영, 2010).

그러므로 정원과 관련한 문화적 현실과 현상 그리고 유․무

형적 자산에 대한 기준척도를 통하여 대비․비교하기 위한 표

준화된 종합 수치화 작업의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정원

문화지수(Garden Culture Index)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배경

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원문화지수 개발과 관계하여 정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생활양식의 총체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정

원문화에 대한 구성요소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정원문

화지수 측정이 가능한 정원문화지표를 도출하는데 사용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

원박람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총체적 행위와 기 조성된 정원

의 환경적 특성 그리고 관련 연구를 토대로 ‘정원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명하고, 정원문화를 이끌어주는 물리적 측면의 물질

문화 인자와 이용․정신․가치 등과 관련한 비물질문화 인자

에 대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민간)영역에서 정원의 문화지

수 측정을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 개발의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

을 담당할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정원의 의미와 가치

정원은 그 지역의 풍토가 반영된 인간의 정신문화를 반영하

며, 정원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삶의 문화로서 의미를

가진다(박은영, 2011). 또한, 정원에 대한 가치의 본질을 파악

하는 과정은 정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동시대 사람들의 문화

적 이해와 가치가 반영되어야하는 복합적 구성체(조혜령과 성

종상, 2016)로서 정원을 이해하고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정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은 고대에서부터 끊임없이 유전되고 진화되어온 정원이 담고

있는 ‘자연의 장소’와 ‘문화적 장소’의 상호관계적맥락을 파악

하며 해석할필요가 있다(조세환, 2018). 결국, 정원에 대한 가

치는 ‘장소적 역할, 심미적 역할’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부터

생성되며 ‘물질 문화적 요인’과 정신문화와 행동문화의 ‘비물질

문화적 요인’으로 표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원의 기능과 역할은 마치 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진화하는 것처럼 확장성을 가진 진행형임을 알 수 있는데, 현

대에는 공공정원의 유형으로부터 단일목적의 기능을 넘어 복

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원은 작업공

간이자 생산 환경이며, 자연성을강화시킨열락의 장소가 되기

도 하며(신상섭과 이명우, 1998), 자연미와 인공미가 결합하는

주거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박정선 등, 2005), 사람들과 사람

들이 만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의 장(고정희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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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원은 공원, 도시숲, 수목원, 식물원, 오픈스페이

스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적 영역이므로 이용자 중심의

공간 기능과 생태환경 보호와 물순환 등의 생태적 기능, 그리

고 심미적 아름다움과휴양 치유 등의 문화적 기능을 내재하여

야하므로, 그 기능은 ‘문화적 기능’, ‘생태적 기능’ 그리고 ‘사회

적 기능’으로 요약된다(박미옥, 2017)(표 1 참조).

2. 정원문화와 정원문화영역

정원은 문화의 속성을 내재한 동시에 공간적 특성또한 함유

한다. 보편적으로 문화에 대한 접근은 ‘문화 콘텐츠의 속성’과

‘문화 공간적 특성’을 포괄한 개념으로 다가가야 하며, 이는 하

나의 문화를 통하여많은 부분들이 관계하는 ‘전체성’을 의미한

다(김학수, 2019). 그러므로 ‘정원문화’의 의미는 “정원을 매체

로 하여 그안에 담기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 내용물’과

과정에 의하여 표출되는 ‘문화적 현상’까지의 범주를 포괄적으

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원문화의 영역은 크게 ‘물질문화’, ‘비물질문화(정신문화,

행동문화)’로 구분1)하여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

질문화’는 정원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이용 및 이용법, 정원 자

료 이용 및 이용법, 정원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등을 다룬

다. ‘정신문화’는 정원의 철학, 이념, 인식, 관념을 바탕으로 정

원에 대한 사고방식, 이용동기, 정서, 가치 등을 파악하는 요소

로 구성되며, ‘행동문화’는 정원 운영과 이용에 따른 이용행태,

참여, 기능효과, 이용편익 등을 파악하는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정원문화의 영역은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도출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되며, 정원문화의 구성요소는곧 ‘정원

문화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정원문화지표’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원문화지수’가 정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측정 가능

한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각 정원의 특성에 따른 보편적 문화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한다면, ‘정원문

화지표’는 “정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측정 가능한 구성요소

로 분류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정원문화지수’는 ‘정원문화지표’로부터 시작되며,

‘정원문화지표’는 ‘정원문화통계’를 통하여 ‘정원문화지수’의 종

합수치를 구현하는 것이라 하겠다(표 2 참조).

Ⅲ. 연구방법

1. 연구 내용별 접근방법

1) 선행연구를 통한 정원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 파악
앞서 실시한 정원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내용과 선

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정원문화의 영역을 물질문화와 비물질

문화(정신문화, 행동문화)로 구분하여 관련 요소를 1차적으로

파악하였다. 비물질문화의 경우 정원의 문화적 속성에 대한 ‘정

신, 가치, 사회성, 공유성’ 등의 정신문화와 ‘만족도, 의식, 편리

성, 이용행태, 제도․정책’ 등의 행동문화로 나뉠수 있다. 물질

문화는 정원과 관계한 공간과 시설물,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

법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자료를토대로 1차적으로 작성한 정원문화 구

성요소들을 검토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토대로 정원문화의 영역별 구

성내용(분야) 및 요소를 파악하였다.

2)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객관적 도출
정원문화의 구성요소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정원

대분류 중분류 가치영역

문화적�

기능

심미적�아름다움 아름다움,�조형미,�경관�등�

휴양치유 시민휴식,�치유,�정원휴양

영적�종교적�영감 종교적�숭배,�영적�상징

문화유산과�고유성 장소성,�문화유산,�역사성,�상징성

생태적�

기능

생태환경�보호 생물서식처,�도시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 탄소저감,�열섬완화

물�순환 LID,� 수질정화,�대기환경�개선

방재�조절 재난방재,�소음방지

사회적�

기능

관광 ․레크레이션 정원문화�관광,�전통정원놀이

지역주민�

삶의�질

커뮤니티�활동,�일자리�창출,�

녹지환경

교육 생태교육,�체험학습,�교육훈련

산업화 생산,�먹거리,�정원산업

자료:�박미옥(2017)�논문을�바탕으로�재작성하였음.

표 1. 정원의 기능에 따른 가치

구분 개념 특성

정원문화

지표

정원문화에�대한�수리적�

측정을�위한�항목과�척도

평가를�위한�영역,�항목,�

구성요소

정원문화

통계

정원문화지표를�통하여�생성된�

계량적�수치
정원문화지표의�측정�수치

정원문화

지수

정원문화�현재에�대한�

표준화된�종합수치

비교�가능한�표준화된�

종합수치�구성

자료:�문화관광부(2002)의�연구를�바탕으로�재구성하였음.

표 2. 정원문화지표·통계·지수의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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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정원작가, 교수, 관련공무원, 시민정원사 등)을 선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친 델파이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1차 델파이설문은 정원문화 영역별 구성요소에 대한

반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며, 1차 결과를 분석하여

응답 사례별 유형화 및 유사문항에 대한 통합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다.

2차 델파이설문은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얻어진 구성요소

를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을 작성하

고 각 평가요소별 중요성을 정원전문가 패널에게 질문하는 방

법으로 진행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항목간의 일치 정도를 추

정하기 위해신뢰도 분석 및 각 구성요소별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n; CVR)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타당도가 낮은 항목은 제거하여 객

관적인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확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정원전문가 선정
델파이기법은 전문가의직관을 통해 정원문화의 구성요소를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전문가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안진성,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를 위한 전문가는 정원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였으

며, 전문가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능력, 참여의 성실성,

분야별 전문가의 수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정원전문가 집단은 델파이조사를 위한 전문가들로

서 교수, 공공기관종사자, 작가, 시민전문가를 대상으로선정하

였음.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답할 참여 전문가들의

논리적 형평성과 회수을 증대를 위하여 고정 패널로 정하였다.

교수의 패널은 정원연구를 수행하는 조경/정원 관련학문 전

공의 박사학위 수여자로 총 10명의 관련학과 교수를 선정하였

다. 건축/도시분야전문가 패널은 정원과건축도시의 연관성을

오려하여 이와 관련한건축및 도시 학과 교수 7명과 소장 4명

을 선정하였다. 공공기관 종사자 패널은 정원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자로 시청, 도청 소속 공무원 8명, 정원 및 수목원 내

상시근무 공무원 4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적 형평성을 고

려하여 수도권 6명, 충청권 2명, 호남권 3명, 영남권 1명으로 구

성하였다.

정원 작가 패널은 정원박람회에서 작품을 출품한 경험이 있

거나 조경설계/조경디자인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민 전문가는 정원교육 수료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객관적 도출을 위한 정원전문가 패널

의 분류와 선정인원 및 사회적 특성인 학력수준, 관련분야 종

사 년 수, 분류별 패널 수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2) 델파이 자료수집 및 분석
이전 선행연구 단계에서 파악된 정원문화 영역별 구성요소

에 대해 정원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종합 분석 및 정리하여 최종적

인 정원문화 영역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는 총 50명의 정원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개방형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4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5점 리커트척도(5: 매우 필요하다, 4: 필요하다, 3: 보통이다,

2: 필요없다, 1: 전혀필요없다)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으로 작

성하였고, 각 구성요소별 중요성을 전문가 패널들에게 질문하

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조사

에서 도출된 구성요소 중 CVR2) 값이 낮은 항목의 요소를 제

거하고 최종적인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2차 조사에

서는 1차 설문을 응답한 고정 정원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이

메일을 발송하여 총 4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델파이조사의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은 총 2개월로 설정하였

으며,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의 설문지 배포 및 설문 수집은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각 항목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배려하

여 4주 간의 기간을 유지하였다.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연구단

계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직업�및�분류
1차�델파이�참여�

전문패널�수

2차�델파이�참여�

전문패널�수

학력

수준

대학원�이상 33 31

학사 11 9

계 44 40

종사�분야

정원�및�조경 35 31

건축 4 4

도시계획 3 3

기타 2 2

합계 44 40

관련분야

종사�년�수

5년�미만 4 4

5∼10년�미만 8 7

10∼15년�미만 14 12

15∼20년�이상 18 17

계 44 40

표 3. 정원전문가 패널의 사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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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선행연구를 통한 정원문화의 영역별 구분

선행연구를 통해 정원문화지수 영역별 구성요소를 1차적으

로 파악하였다. 정원문화의 영역은 크게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정신문화, 행동문화)로 구분하였다.

물질문화는 정원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이용 및 이용법, 정

원 자료 이용 및 이용법, 정원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법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정신문화는 정원의 철학, 이념,

인식, 관념을 바탕으로 정원에 대한 사고방식, 이용동기, 정서,

가치 등을 파악하는 요소로 구성하였고, 행동문화는 정원 운영

과 이용에 따른이용행태, 참여, 기능효과, 이용편익등을 파악

하는 요소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파악한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구

분은 표 4와 같다.

2.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파악

선행연구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작성한 정원문화 구성요

소들을 검토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해 본 연구진들 간의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과정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구분한 물

질문화, 비물질문화(정신문화, 행동문화)의 용어는 일반시민

및 관리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원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이용 및 환경구성요소와

관련한 물질문화는 ‘정원환경’의 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원에 대한 사고방식, 참여, 태도, 정원 관리에 대한 가치관 등

과 관련한 정신문화는 ‘정원운용’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정원

이용프로그램, 이용행태, 사회적 교류 등과 관련한 행동문화는

‘정원체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또한, ‘정원환경’, ‘정원체험’,

‘정원운용’ 영역별 기준항목(중위계층)을 2가지로 구분하여 재

정리하였으며, 1차적으로 작성한 정원문화 구성요소(하위계층)

가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소로 재작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파악한 정원문화 구성요소는

표 5에 정리되었으며 건조환경에 대한 특성 6개, 자연환경에

대한 특성 4개, 프로그램적 특성 4개, 일상활동적 특성 5개, 태

도에 대한 특성 4개, 관리체계에 대한 특성 5개 등 총 28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가 파악되었다.

3.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정원문화 구성요소

1) 1차 델파이 분석결과
정원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가지 문화영역

인 정원환경, 정원체험, 정원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

류하여 총 6가지의 정원문화의 특성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앞

서 파악된 총 28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표 5 참조)를 바탕으

로 반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28개

정원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사항을 파악하고,

더나아가 제시된 분야의 요소 이외에 추가로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구성요소(하위계층)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1차 델파이 조사분석 결과, 6개 정원문화 특성항목에필요한

구성요들로 총 116개의 평가요소들이 나열되었다. 건조환경에

대한 특성은 토지특성, 조화성, 재료, 외관, 역사성, 안전성, 시

설물 등 25개의 요소들이 도출되었고, 자연환경에 대한 특성은

23개의 환경, 기후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식생, 수종, 조화성

등과 관련된 요소들이 파악되었다. 프로그램적 특성은 개방성,

계절성, 교육, 다양성, 만족도, 사회연계성, 용이성, 행사, 해설,

정원활용 등과 관련된 26개의 요소가 도출되었고, 일상활동적

특성은 16개의 경험, 다양성, 만족도, 목적, 시설물, 지식, 커뮤

니티, 휴식 등과 관련된 요소들이 나열되었다. 태도에 대한 특

성은 관리, 교육, 기대성, 사용자특성, 연계성, 의지, 재방문 등

13개의 요소가 나열되었으며, 관리체계에 대한 특성 역시 관리

교육, 관리매뉴얼, 관리시설, 인력/전략/서비스, 모니터링, 시민

참여 등 13개의 요소가 파악되었다.

앞서 파악한 총 116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별 의미가 유사

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거나 제거하

여 최종적으로 총 48개의 평가요소들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고,

또한 정원문화 구분영역(상위계층)과 정원문화 특성항목(중위

계층)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문화 구성요소(하위계층)을 재

분류하였다(표 5 참조).

정원환경 영역은 정원기반시설(공급측면) 영역으로 명칭을

그림 1.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연구단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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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행연구를 통한 정원문화 구성요소의 영역별 구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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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였고, 세부특성항목으로 공간구조 및 이용시설의 특성,

자연 소재에 대한 특성, 지역 환경과의 관계성 등 3개의 특성항

목으로 구분하였다. 정원체험 영역은 정원이용 및참여(수요측

면) 영역으로명칭을 변경하였고, 세부특성항목으로 정원프로

그램에 따른 특성, 정원 공간 활용에 대한 특성, 정원 이용객

인식에 대한 특성 등 3개의 특성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정원운

용 영역은 정원관리 및 가치(공급측면) 영역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고, 세부특성항목으로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특성, 사

회적 공헌및홍보에 대한 특성 등 2개의 특성항목으로 구분하

였다.

2) 2차 델파이 분석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

종 도출되었던총 48개의 평가요소들을 5점 리커트척도를 활용

한폐쇄형 설문으로 작성하였고, 각 구성요소별중요성을 전문

가 패널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44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

였고, 이 중 91%에 해당하는 40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구

성요소별 중요도(평균값) 검증차원에서 수행하였으며, 평균값

이 3.0 미만인 평가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정원문화 구성

요소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 간의 CVR을 통해 검증하였다.

CVR은 패널자 수에 따라 그 최소값 기준이 다른데, 본 연구

본 연구의 2차 델파이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패널수는 40명이

므로 각 구성요소의 CVR 값이 0.29 이상이면 본 연구의 구조

속에서는 타당한 구성요소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Lawshe, 1975)(표 6 참조).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도출되었던 총 48개

의 평가요소들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결과, 모든 평가요

소가 평균 3.5 이상으로 정원문화의 평가지표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총 48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들에 대한

CVR의 비율은 델파이 패널수 4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29의 범위 안에 있는 요소만 정원문화의 구성요소로서 내용

타당도가 있으므로 CVR값이 0.29 미만인 6개의 구성요소는 정

원문화 구성요소로서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

조).

<공간구조 및 이용시설의 특성>에 있어서는 총 7개의 평가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자연소재에 대한 특성>에 있어서는 ‘수

공간의 기능과 미적가치’(CVR=0.10) 요소를 제외한 총 5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영역
특성항목

(중위계층)

구성요소

(하위계층)

정원

환경

건조환경에�

대한�특성

(6개)

건물의�위치�및�규모

건물의�용도�및�기능

이동동선의�편리성

지형,�지물(조형물)의�이용�적절성

경관�구성요소의�변화�정도

인근�지역의�관광문화자원과의�연계성

자연환경에�

대한�특성

(4개)

식생에�대한�표본상태

식재수종의�다양성

배식기법의�특성

식생천이과정에�대한�고려

정원

체험

프로그램적�

특성

(4개)

시설�프로그램의�활용성

(박람회,�작가/학생정원,�가든쇼�등)

정기�문화행사�프로그램의�활용성

(공연�프로그램,�시민참여�프로그램�등)

이용자�프로그램�참여의�용이성

정원�교육�및�학습�프로그램의�활용성

일상활동적�

특성

(5개)

신체적�건강�편익을�위한�이용

정원�산책의�용이성

이웃/친구/가족�간의�교류

소속감�증대

심리적�혹은�정신적�안정

정원

운용

태도에�대한�

특성

(4개)

정원�가치의�중요성�인식

정원�재방문에�대한�의사

이용자�프로그램�참여에�대한�의지

정원을�통한�삶의�질�향상에�대한�기대

관리체계에�

대한�특성

(5개)

정원관리자의�전문가적�수준

정원�관리매뉴얼의�상태

정원�운영주체의�철학(가치관)

참여형�조성관리�현황�

(전문가�자문,�지역민�참여�등)

정원에�대한�홍보자료�구축�및�활용

(SNS(인스타,�페북),�팜플렛,�포스터�등)

표 5.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정원문화의 구성요소(2차)

패널수(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5 30 35 40

CVR�최소값 0.99 0.99 0.99 0.78 0.75 0.62 0.59 0.56 0.54 0.51 0.49 0.42 0.37 0.33 0.31 0.29

p=0.05.

표 6. 델파이 패널 수에 따른 CVR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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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상위계층)

특성항목

(중위계층)

구성요소

(하위계층)

평균

(Mean)

표준편차

(S.D.)
CVR

정원

기반시설

공간구조�및�

이용시설의�

특성

(7개)

①�건물과�정원의�이용�관계�여부 4.13 0.76 0.65�

②�건물/건조물과�정원의�조화성 4.33 0.69 0.75�

③�정원�규모에�따른�정원활동(산책,�교육,�행사�등)을�위한�공간의�다양성 4.25 0.87 0.65�

④�동선�계획의�적절성 4.25 0.67 0.75�

⑤�지형,�지물�이용의�적절성 4.03 0.70 0.65�

⑥�정원�내부�경관의�다양성 4.00 0.82 0.55�

⑦�사회적�약자를�고려한�디자인�적용 4.08 0.80 0.65�

자연�소재에�

대한�특성

(6개)

①�정원�규모에�따른�식재수종의�다양성 3.98 0.73 0.55�

②�식생에�대한�지역성(기후적�특성,�자생수종) 4.38 0.67 0.80�

③�식생에�대한�계절성(꽃,�색상�등) 4.28 0.68 0.75�

④�생물�다양성(동 ․식물)을�위한�환경�제공 3.98 0.62 0.60�

⑤�자연소재(수목,�물,�흙,�돌�등)�활용의�다양성 4.08 0.76 0.60�

⑥�수공간의기능과�미적�가치(∨) 3.73 0.82 0.10�

주변�환경과의

관계성

(5개)

①�정원의�접근성(대중교통,�도보�등) 4.38 0.77 0.65�

②�정원의�개방성�및�공공성(공유지,�사유지�등) 4.03 0.73 0.50�

③�주변�녹지�혹은�수공간과의연계성 3.85 0.80 0.30�

④�지역�관광문화자원과의�연계성(∨) 3.65 0.89 0.05�

⑤�디자인�및�재료사용의�지역성(역사성)(∨) 3.70 0.61 0.25�

정원이용�및�

참여

프로그램에�

따른�특성

(6개)

①�정원�규모에�따른�주제정원의다양성(전시정원,�치유정원,�놀이정원,�가드닝�등) 4.28 0.72 0.70�

②�연령대별�이용�프로그램의�다양성 3.95 0.90 0.35�

③�프로그램의�계절별�활용성 4.15 0.74 0.70�

④�문화행사�프로그램�구성의�다양성(공연,�전시,�시민참여�프로그램�등) 4.20 0.65 0.75�

⑤�교육�및�학습�프로그램의�다양성 4.05 0.75 0.60�

⑥�부대시설과의�연계�프로그램�운영(카페,�도서관,�게스트하우스�등) 3.93 0.80 0.60�

공간�활용에�

대한�특성

(5개)

①�일상적�가드닝활동(도시농업�등)의�실천�가능성 3.98 0.70 0.50�

②�여가활동을�위한�장소적�활용성 4.08 0.66 0.75�

③�휴식을�위한�공간의�적합성 4.28 0.68 0.75�

④�자원봉사�참여를�위한�장소적�활용성(∨) 3.53 0.91 0.00�

⑤�식물소재�등�자연�학습장소로서의�활용성 4.03 0.70 0.55�

이용객�인식에�

대한�특성

(7개)

①�정원�재방문에�대한�의사(만족도) 4.40 0.59 0.90�

②�정원을�통한�삶의�질�향상(행복지수) 4.55 0.55 0.95�

③�신체적�건강�편익의�증진 4.05 0.81 0.50�

④�심리적�혹은�정신적�안정 4.38 0.63 0.85�

⑤�이웃/친구/가족�간의�교류�증대 3.90 0.74 0.45�

⑥�공동체�활동�및�소속감�증대(∨) 3.60 0.84 0.15�

⑦�정원�산업에�대한�가치�및�중요성�인식(∨) 3.80 0.79 0.25�

정원관리�및�

가치

관리�및�운영�

체계에�대한�

특성

(7개)

①�관리자에�대한�지속적인�전문가�교육 4.55 0.60 0.90�

②�정원�관리�메뉴얼의활용(관리종류,�유형,�우선순위�등) 4.48 0.64 0.85�

③�전담�조직의�편성� 4.33 0.69 0.75�

④�관리운영�인원의�적절성 4.18 0.71 0.75�

⑤�지속적인�정원�모니터링 4.50 0.68 0.80�

⑥�정원�및�수목정보안내판,�해설사�운용 4.08 0.62 0.70�

⑦�자발적�참여�유도 4.10 0.79 0.49�

3-2

사회적�공헌�및�

홍보에�대한�특성

(5개)

①�지역�경제를�위한�수익�및�일자리�창출 3.95 0.85 0.45�

②�정원문화확산�및�보급화 4.50 0.64 0.85�

③�지역적�랜드마크의�역할 3.95 0.75 0.60�

④�정원�관련�정보�전달에�대한�적극성(홍보,�출판물,� SNS�등)� 4.18 0.59 0.80�

⑤�타�분야와의�연계성(도시재생,�문화예술산업�등) 4.25 0.74 0.65�

표 7.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평가요소들의 중요도(평균값) 및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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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5개의 구성요소 중 2개

의 요소인 ‘지역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성’(CVR=0.05), ‘디자

인 및 재료사용의 지역성(역사성)’(CVR=0.25)이 제거되어 총

3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프로그램에 따른특성>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가 타당도가 있

는것으로파악되어총 6개의구성요소가최종적으로도출되었으

며, <공간 활용에 대한 특성>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참여를 위한

장소적활용성’(CVR=0.00)은타당도가낮은것으로분석되어구

성항목에서 제거되었으며, 총 4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이용객 인식에 대한 특성>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 활동

및 소속감 증대’(CVR=0.15)와 ‘정원 산업에 대한 가치 및 중

요성 인식’(CVR=0.25)이 제거되어 총 5개의 구성요소가 도출

되었고,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특성> 부분에 속해 있는 7

개의 구성요소 모두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회

적 공헌및홍보에 대한 특성> 역시 모든 구성요소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총 5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즉, 총 2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1차 델

파이 조사 때 추출된 48개의 구성요소 중에서 타당도가 낮은,

즉 CVR값이 0.29 미만인 6개의 평가요소를 제거하여 최종적으

로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최종으로 도출하였다.

총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으로 도출된

정원문화 구성요소는 표 8과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원문화지수 측정을 위한 정원문화의 평가지표

개발의 기초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반개방형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1차 델파이 조사의

분석 결과, 6개 정원문화 특성항목에 필요한 구성요들로 총

116개의 평가요소들이 나열되었고, 이 중 평가요소별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거나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48개의 평가요소들을 1차적으로 도

출하였다. 2차 델파이 분석결과,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최종 도출되었던총 48개의 평가요소들을 5점 리커트척

도로 평가한 결과, 모든 평가요소가 평균 3.5 이상으로 정원문

화의 평가지표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원문화 평가요

소 중 평균이 높은 상위 4개 요소인 ‘정원을 통한 삶의 질 향

상’,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 ‘정원문화확산 및

보급화’, ‘식생에 대한 지역성’와 평균이 낮은 하위 3개 요소인

‘디자인 및 재료사용의 지역성’, ‘지역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

성’,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장소적 활용성’에 대해 t-test와
ANOVA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정원전문가 특성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

았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정원전문가 전체 패널의 수가

40명으로 전문가별 특성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기에

는샘플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몇몇선행연구에서는

정원과 공원에 대한 조경전문가와 일반인 인식의 차이가 어

느 정도 있으며 도시공원의 지역성 표현에 있어서도 조경설

계 전문가와 행정가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한진 등, 2011; 박미옥, 2018). 따라서 전문가

그룹인터뷰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정원문화지수 산정을 위

한 지표도출 시 일반인 및 관리자 등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총 48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들에 대한 CVR의 비율

은 델파이 패널수 4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29의 범위 안

에 있는 요소만 정원문화의 구성요소로서 내용 타당도가 있으

므로 CVR값이 0.29 미만인 6개의 구성요소는 정원문화 구성요

소로서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2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1차 델파이 조사 때 추출된

48개의 구성요소 중에서 타당도가 낮은, 즉 CVR값이 0.29 미

만인 6개의 평가요소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2개의 정원문화

구성요소를 최종으로 도출하였다.

추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원문화 구성요소에 대해

세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가

도출한 구성요소가 산림청에서 제시한 정원의 유형인 국가정

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한다. 이는 정원 4개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가

능한 정원문화지표 항목만을 선별하여 향후 정원문화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 평가 대상 정원 간의 편차오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정원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쌍대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정원문화 구성요소들의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정원문화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원문화 보급 및 정원조성을 위한 사회학적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개발된 정원문화지표를 토대로

지역별, 정원별정원문화지수의 비교 및 정원문화의 질향상을

위한 보완점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
주 1. 정원문화에 대한 물질문화 및 비물질문화의 영역 구분은 문화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선행연구(이시영, 2016)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본 연구
에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주 2. 정원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도 비율은 ‘CVR = (ne — N/2) /
(N/2)’ 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여기서 ne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패널의 수, 즉, 리커트식 5단계 척도에서 정원문화 구성요소에 대하여
중요한 항목이라고 4점(필요하다), 5점(매우 필요하다)에 응답한 응답
자들의 빈도수를 의미하며, 그리고 N은 전체 패널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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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성요소

공간구조�및�이용시설의�특성

(7개)

①�건물과�정원의�이용�관계�여부

②�건물/건조물과�정원의�조화성

③�정원�규모에�따른�정원활동(산책,�교육,�행사�등)을�위한�공간의�다양성

④�동선�계획의�적절성

⑤�지형,�지물�이용의�적절성

⑥�정원�내부�경관의�다양성

⑦�사회적�약자를�고려한�디자인�적용

자연�소재에�대한�특성

(5개)

①�정원�규모에�따른�식재수종의�다양성

②�식생에�대한�지역성(기후적�특성,�자생수종)

③�식생에�대한�계절성(꽃,�색상�등)

④�생물�다양성(동 ․식물)을�위한�환경�제공
⑤�자연소재(수목,�물,�흙,�돌�등)�활용의�다양성

주변�환경과의�관계성

(3개)

①�정원의�접근성(대중교통,�도보�등)

②�정원의�개방성�및�공공성(공유지,�사유지�등)

③�주변�녹지�혹은�수공간과의연계성

프로그램에�따른�특성

(6개)

①�정원�규모에�따른�주제정원의�다양성(전시정원,�치유정원,�놀이정원,�가드닝�등)

②�연령대별�이용�프로그램의�다양성

③�프로그램의�계절별�활용성

④�문화행사�프로그램�구성의�다양성(공연,�전시,�시민참여�프로그램�등)

⑤�교육�및�학습�프로그램의�다양성

⑥�부대시설과의�연계�프로그램�운영(카페,�도서관,�게스트하우스�등)

공간�활용에�대한�특성

(4개)

①�일상적�가드닝활동(도시농업�등)의�실천�가능성

②�여가활동을�위한�장소적�활용성

③�휴식을�위한�공간의�적합성

④�식물소재등�자연�학습장소로서의�활용성

이용객�인식에�대한�특성

(5개)

①�정원�재방문에�대한�의사(만족도)

②�정원을�통한�삶의�질�향상(행복지수)

③�신체적�건강�편익의�증진

④�심리적�혹은�정신적�안정

⑤�이웃/친구/가족�간의�교류�증대

관리�및�운영�체계에�대한�특성

(7개)

①�관리자에�대한�지속적인�전문가�교육

②�정원�관리�매뉴얼의�활용(관리종류,�유형,�우선순위�등)

③�전담�조직의�편성�

④�관리운영�인원의�적절성

⑤�지속적인�정원�모니터링

⑥�정원�및�수목정보안내판,�해설사운용

⑦�자발적�참여�유도

사회적�공헌�및�홍보에�대한�특성

(5개)

①�지역�경제를�위한�수익�및�일자리�창출

②�정원문화확산�및�보급화

③�지역적�랜드마크의�역할

④�정원�관련�정보�전달에�대한�적극성(홍보,�출판물,� SNS�등)�

⑤�타�분야와의�연계성(도시재생,�문화예술산업�등)

표 8.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정원문화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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