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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gardens of a variety of sizes are being created due to the expansion of policy support for gardens by the 
Korea Forest Service. Accordingly, visual evaluation of the garden landscape for the general public and research covering 
the landscape aspect of a garden are important. In landscape research, adjectives are primarily used as visual evaluation 
tools for landscape images. In the case of landscape evaluation through the use of adjectives, it is important to select 
an adjective list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and to evaluate the landscape by means of landscape 
classification. However, domestic garden image adjective evaluation studies bear limitations in terms of objective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 landscapes by utilizing the list of adjectives employed in existing literature stud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d classify representative adjectives of the garden landscape image by focusing 
on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garden. In particular, adjectives related to color, texture, and shape, which are well-known 
visual characteristics of garden plants, were listed and were classified through a survey and factor analysis. The research 
process is subsequently divided into three steps: data collection, adjective suitability evaluation, and garden adjective 
classification. In the first steps, field surveys, literature reviews, and expert surveys were conducted in order to collect 
and select garden images, and to catalog adjectives. In the second stage,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by leveraging 
an SD method for landscape majors. Following the adjective suitability evaluation,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to select adjectives. In the third steps, a second survey was conducted for landscape majors, and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n SPSS statistical program, and then garden adjectives were classifi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 total of 16 pairs of garden adjectives according to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plants were selected. Second, representative adjectives of the garden were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col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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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산림청의 정원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로 다양한 규모

의정원이조성되고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목원에서는일반인

들이 쉽게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며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정보

자료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정책을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정

원이미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적 선호도를 평가하여 정원

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고 있다(국립수목원,

2021). 한편, 지자체의 관심 증가로 2020년 기준 산림청 등록

정원의수는수목원․식물원대비 41.8% 수준으로확대되었으

며, 2018년 기준의 정원시장의 규모는 2014년 대비 연평균 약

3.4%가 증가하였다(산림청, 2021). 이처럼 정원산업과 정원공

급의규모가더욱확대됨에따라일반인들의정원에대한관심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원에 대한 경관적 측면의

연구가 중요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원과 화훼장식물 등과 같이 초화류로 이루어진 경관을 도시

경관의한구성요소로써인지하며, 연구가진행되고있다(윤덕

규와 김건우, 2020).

국내 정원경관의시각적평가에대한연구는주로전통정원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탁영란 등, 2009; 안계복과 이원호,

2014; 윤상준등, 2015; 이행렬과신현실, 2021), 도시정원을대

상으로한연구는옥상정원(김지애등, 2009; 손은정과김신원,

2014; 이혁재, 2018)과 수직정원(이재홍, 2020), 실내정원(신현

철 등, 2013), 화훼경관(윤덕규과 김건우, 2020)을 대상으로 일

부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활용된정원경관이미지는관찰

자와 정원경관의 관찰 거리가 원경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lant material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garden, attractiveness of garden, 
and appropriateness of planting den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leveraged as a visual evaluation tool addressing 
the garden landscape in the future, and through this, it will serve to be able to contribute to objectively evaluating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a garden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plants.

Key Words: Garden Landscape, Adjectives,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Factor Analysis, Garden Plants, Planting 
Design

국문초록

최근 산림청의 정원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로 다양한 규모의 정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의
정원경관에 대한 시각적 평가와 정원에 대한 경관적 측면의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경관연구에서는 경관이미지의
시각적 평가도구로 형용사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형용사를 활용한 경관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경관의 특성을 반영한
형용사 목록선정과 경관분류별 경관평가가 중요시된다. 그러나 국내의 정원이미지 형용사 평가연구는기존 문헌연구에서
활용한 형용사 목록을 사용함으로써 정원경관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원의
시각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원경관이미지의 대표 형용사를 선정하고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원식물의
시각적 특성인 색채, 질감, 형태와 관련한 형용사를 목록화하고,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을 통해 형용사를 분류하였다. 
연구과정은 자료수집, 형용사 적합성 평가, 정원형용사 분류의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로 정원이미지 수집 및 선정, 
형용사 목록화를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단계로 조경전공자를 대상으로 어의구별척
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활용하여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형용사 적합성 평가 후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3단계로 조경전공자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SPSS 통계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실시한 후 정원형용사를분류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식물의 시각적 특성에 따른 정원형용사
는 총 16쌍이 선정되었다. 둘째, 정원의 대표 형용사는 ‘식물소재의 색채․형태적 특성’, ‘식재계획의 형태적 특성’, 
‘식재계획의 매력성’, ‘식재밀도의 적정성’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원경관의 시각적 평가도구
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물의 조합으로 구성된 정원의 시각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정원경관, 형용사, 어의구별척도법, 요인분석, 정원식물,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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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원과 주변 환경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으나(이혁재,

2018; 윤덕규와 김건우, 2020; 이행렬과 신현실, 2021), 정원이

가진 고유한 시각적 특성은 주로 정원식물소재의 시각적 특성

에의해서결정이되기때문에(Noel, 2006), 주변경관을동시에

평가하지 않고 정원식물이 피사체의 중심이 되면서 식물소재

의 색채와 질감, 형태가 명확히구분이 되는 근경 혹은 중경의

거리에서 촬영한 정원이미지를 대상으로 정원경관 평가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관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 평가를 진행한 연구는

주로 선호도 평가의 도구로 형용사를 활용한다(백선경, 2008;

박연선등, 2015; 채주석등, 2016). 형용사를활용한경관의시

각적평가에서중요한점은경관자체의특성을반영한형용사

목록선정과 경관의 유형별 경관평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

적인경관평가가진행되어야한다(반영운등, 2012). 그러나형

용사를 활용하여 정원경관 이미지를 평가한 선행연구(주신하

와 임승빈, 2003; 서주환 등, 2008; 구지연, 2013; 이우성 등,

2017)는 대부분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해 경관형용사를 구축하

여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정원의 시각적 특성에 따른 객관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원경관이미지의 형용사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정원식물의 시각적 특성인 색채, 질감, 형태에 대한 정원

형용사를 선정하고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시행하여 국내 정원이미지를 수집하고, 전문가 평

가를통해대표이미지를선정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분석을통

해 색채, 질감, 형태관련 형용사를 수집․선별하여 목록화하였

다. 셋째, 조경정원전공자를 대상으로 어의구별척도법(SD법)

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형용사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

고, 정원형용사를선정하였다. 넷째, 선정된정원형용사를대상

으로설문조사를추가시행하고, 요인분석을 통해국내정원형

용사를 분류하였다.

Ⅱ. 연구사

1. 정원경관과 조망 거리

정원경관이란, 정원과 경관이 조합된 단어로써 일반인들이

정원을 바라보고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정원이미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원경관과 유사한 용어로 윤덕규와 김건우(2020)는

화훼경관을 도시경관의 구성요소로써 정원보다 상위단위의 도

시적스케일의것으로해석하였다. 그는 정원과 화훼경관을상

이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정원을 도시경관의 구성요소로 연

구한 초기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 도시경관 혹은 농촌경관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경관이미지를 선정하기 위

해 조망 거리와 경관통제점(조망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장철규 등, 2011; 이원호와 김재웅, 2013; 신민지와 신지훈,

2015; 이임정, 2016). 조망점과 정원과의 조망 거리에 따라서

관찰자가 경험하는 정원의 시각적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관평가 연구에서는 조망 거리에 따른 경관이미지 기준 선정

이 중요하다.

기존의 경관이미지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원경을

활용한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원이미지를 대상으

로한시각적평가연구(염혜리와주신하, 2017)에서는조망점

과 조망 거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정원경관이미지

선정기준이명확하지않은한계가있다. 정원이미지의경우, 근

경에서는 정원식물소재 자체를 감상하게 되며, 중경에서는 정

원식물소재가 결합되어 조화롭게 식재된 정원의 형태와 식물

조합에 대한 감상이 가능하다. 또한, 원경에서는 정원과 정원

주변의환경을동시에감상하고, 시각적으로평가하게된다. 본

연구는 정원식물소재의 시각적 특징을 중심으로 형용사를 도

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식물소재와 식물소재

의조합을관찰할수있는조망거리의기준을 ‘중경’으로설정

하고, 조망점의 기준은 ‘정원 외부’로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에

활용한 정원 경관이미지의 주요 피사체는 식물소재와 식재조

합이며, 정원의 주변 환경과시설물이포함된이미지는최대한

배제하여 식물로 구성된 정원자체의 시각적 이미지만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2. 형용사 활용 정원이미지 평가 연구

정원이미지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정원,

도시정원, 수직정원을 대상으로시각적특성및선호도에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현정, 2020; 이재흥, 2020; 수능비와 서

주환, 2021). 정원의시각적이미지를표현한연구로는수직정

그림 1. 조망거리에 따른 관찰자의 정원 관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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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간의 경관적 이미지 분석 연구(이재흥, 2020)가 수행되었

으며, 염혜리와주신하(2017)는 형용사를활용하여정원박람회

출품작을대상으로정원스타일을유형화하였다. 최근에는도시

정원, 수목원등을대상으로형용사를활용하여정원이미지가이

용자의선호도및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들이수행

되었다(김서현, 2017; 박주영, 2017; 수능비와서주환, 2021).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원 경관 요소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객

관화시키기위하여형용사를도구로활용하고있으며, 주로 기

존 연구의 경관형용사에 한정한 형용사 목록을 참고하고 있어

정원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구체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원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색채형용사, 질감형용사, 형태형용사

등시각적특성을지닌형용사쌍을추출하고설문조사를거쳐

적합성평가후최종적으로형용사목록을선정하였다. 형용사

를활용한이미지분석평가에는기존의선행연구에서주로활

용하고 있는 어의구별척도 및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염혜

리와 주신하, 2017; 김현정, 2020; 수능비와 서주환, 2021). 어

의구별척도는 SD Method라고도 하며, 물리적 크기보다 추상

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김현정, 2020).

대립되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조합하여 평가자가 느끼는 경

관의특성을측정하는방법으로, 정원경관의 미적인측면에대

하여 사람의 심리 또는 이미지와의 적합성을 측정하기에 적합

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3. 식물의 시각적 특성 관련 형용사

식물의시각적특성은식물의개별적, 집단적외관의특성을

포함하여색채, 질감, 선과패턴, 형태로 구성된다(박은영과유

병림, 2004; 손관화, 2012; Alezander, 2009; Nick, 2018).

정원은 다양한 식물이 조화롭게 배치된 하나의 식재조합이

며, 정원식재계획에서는식물의미적인특징을고려하여개별

식물과 식물군을 조합하여 결정된다(박은영과 유병림, 2004;

박은영 2010). 따라서 정원의 시각적 평가에 있어서 식물의 시

각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본 연구는 정원의 시각적

특성과 관련한 세부형용사를 분류하는 것이기에 선행연구 분

석의키워드를색채, 질감, 형태형용사로설정하여문헌을고찰

하였다.

형용사는 사물의 형용,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품사로써,

색깔크기, 모양, 감정이나느낌등으로구분하여나타날수있

다. 시각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공간환경, 농촌경관,

화훼디자인 등에서 감성어휘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성희, 2011; 한명흠, 2011; 김보미, 2015), 감성어휘는 색깔,

형태, 특징, 크기, 재료, 판단 등으로 구분된다(백선경, 2008).

색채형용사를활용한선행연구는주로어플리케이션, 제품디자

인, 화훼디자인 작품을 대상으로 색채이미지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여화선 등, 2011; 이종숙, 2014; 박연선 등, 2015).

화훼디자인 작품의 경우, 계절성을 고려한 식물소재가 사용되

었지만, 실내장식 위주로 진행되어 실외에 조성된 정원식물의

소재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질감형용사는 인테리어 공간, 제품디자인 등에서 감성기반

평가의 척도로 연구되고 있으며(한명흠과 오인욱, 2010; 채주

석 등, 2016), 직물소재를 중심으로 이미지 선호도 분석연구가

수행되었다(고수경, 2002; 배현주, 2003). 문헌검토 결과, 질감

형용사와관련한연구는색채및형태형용사연구와비교하여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형용사는 정원의 식재조합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

표이며, 이는 경관형용사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경관형용사

와 관련한 연구로는 농촌경관의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연구

(유준완 등, 2019)와 도시경관 분석을 위한 경관형용사 선정

및 적용 연구(주신하와 임승빈, 2003)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도시가로경관, 생태축복원지, 자연탐방로, 화훼장식물등다양

한 경관을 대상으로 경관이미지가 이용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서주환 등, 2008;

구지연, 2013; 윤덕규와 김건우, 2019). 기존 경관이미지 분석

연구에서는녹지, 경관축, 스카이라인등다양한평가지표를활

용하여이미지를분석하고있으며, 본 연구에서는중경에서바

라본 정원의 식물소재와 식물조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

용가능한 형용사에차이가있다. 또한, 쇼 가든, 전시기획의 성

격을 가지는 박람회 작품, 화훼장식물 등은 일시적 작품으로

시설물이나 오브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식물소재

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표 1 참조).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정원경관의 구성요소를 주변환경, 관찰거리,

피사체, 식재기반, 식물소재, 식재기법의 6개 항목으로 구분하

고, 24개의 세분류항목을 기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신지훈, 2003; 방광자, 2005; 조현길 등, 2009; 이주형과 최봉

수, 2011; 손관화, 2012; 진상철, 2015; 위재경과박상욱, 2020).

이를 토대로 정원분류 기준과 본 연구에서의 정원이미지 선정

범위를제시하였다(표 2 참조). 정원경관이미지의주요피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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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식물이며, 시설물이나주변환경이촬영된이미지는제외하

였다. 식재기반은 자연지반과 화단에 해당하는 정원을 선정하

였다. 식물소재는 소관목, 초화류, 지피류, 세덤류, 그래스류를

연구내용 도출�형용사 연구자

색채

화훼디자인�작품에서�색이�주는�이미지가�작품의�선호도에�미치는�영향�연구 7개 여화선�등(2011)

화훼디자인�작품의�색채를�분석하여�사계절�색채에�부합하는�배색으로�분류하고�계절별�특

성에�따라�형용사�이미지�배색을�유형화
10개 이종숙(2014)

한국의�지역색채�어플리케이션�개발을�위한�색채감성형용사�연구�및�도출 260개 박연선�등(2015)

질감

공간�환경에�대한�감성평가�척도�개발� 5쌍 한명흠과�오인욱(2010)

시각정보가�지니는�감성을�이용하여�지능형�이미지�검색�실현을�위한�방법�연구 13쌍 백선경(2008)

제품디자인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감성을� 객관화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

표�감성어휘�추출
28개 채주석�등(2016)

형태

일반적인�도시�경관분석에�활용가능한�도시경관�분석도구�및�분석기법�연구 12쌍 주신하와�임승빈(2003)

북한산� 둘레길을� 대상으로� 경관적� 측면에서� 길에� 대한� 이미지� 및� 선호도� 분석,� 이용� 만족

도�및�상관성�분석
27쌍 조우현과�임승빈(2013)

농촌관광이�활발히�이루어지는�농촌마을�경관이미지�분석,�요인분석을�통해�추후�관광객�유

도�및�경관개선을�위한�방안�제시
26쌍 유준완�등(2019)

생태축�복원사업�시행�전후의� 경관선호도�및� 경관형용사를�활용하여�복원사업�시행에�따른�

이미지�선호�변화요인�탐색
24쌍 이우성�등(2019)

상호� 가로경관에� 대한� 이미지� 평가� 및� 선호� 특성� 분석,� 향후�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 가로�

경관디자인�구현�방안�제시
19쌍 구지연(2013)

유형별� 화훼장식물의� 경관이미지와�선호도를�분석하고�경관이미지�요인분석을� 통해� 도시민

이�선호하는�화훼장식�방향에�대한�기초자료�제시
14쌍 윤덕규와�김건우(2019)

화훼장식물이�가진� 대중예술로서의�발전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이용자의�시각적� 만족을�

고려한�화훼�장식디자인�창출에�필요한�기초자료�제시
17쌍 서주환�등� (2008)

표 1. 형용사 선행연구 분석

대분류 세분류 적용여부 선행연구

주변환경
실외 해당

농촌진흥청(2012)
실내 -

관찰거리

근경 -
환경부(2000),

신지훈(2003),

윤호선과�

안동만(2012)

중경 해당

원경 -

피사체

(주요구성요소)

식물 해당
홍광표와�

오정남(2017),

이주형과�

최봉수(2011),

유윤진과�

조동길(2015),

정나라�등(2015)

시설물 -

주변공간 -

식재기반

암석 -

조현길�등(2009),

농촌진흥청(2012),

진상철(2015)

벽면 -

화단 해당

수공간 -

표 2. 국내 정원이미지 선정기준

대분류 세분류 적용여부 선행연구

식재기반

옥상 -
조현길�등(2009),

농촌진흥청(2012),

진상철(2015)

화분 -

자연지반 해당

식물소재

교목 -

손관화(2012),

곽영길(2017),

김은진(2014),

이주형과�

최봉수(2011),

방광자(2005),

윤평섭(2008)

대관목 -

소관목 해당

초화류 해당

지피류 해당

세덤류 해당

그래스류 해당

식재기법
단일 해당 위재경과�

박상욱(2020)혼합 해당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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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에 활용한 이미지를 선정하고, 교목과 대관목은 제외하였

다. 관찰거리는 정원이미지 중 관찰자와 정원의 거리가 90cm

∼120cm인중경의거리에서촬영한정원이미지를선정하여식

물소재의 시각적 특징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2. 연구과정 및 분석방법

연구과정은 자료수집과 형용사 적합성 평가, 형용사 분류의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

여국내정원이미지를수집하고, 문헌조사를 통해형용사어휘

수집및선별후목록화하였다. 둘째, 조경전공자 대상으로 SD

법을 활용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형용사 적합성을 평가하였

다. 셋째, 적합성 평가 결과 선정된 형용사를 대상으로 2차 설

문조사를 시행하고,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형용사를 분류하였다.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정원이미지 수집과 형용사 어휘 수집으로 구분

된다. 먼저, 정원이미지의 수집은 국립수목원에서 제공받은 사

진과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조성된 정원을 직접 현장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은 산림청의 가보고 싶은

정원 100선에 선정된국내정원과최근 5년간블로그, SNS, 가

드닝 잡지에 수록된 실제 국내에 조성되어 1년 이상 관리되고

있는 정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이미지 134개소는조경정원경력 10년 이상의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정원이미지의 대표성을

평가하였다.

정원식물의개별적, 종합적인형태에따라정원의이미지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관찰자가 인지하는 느낌이 상이해진다.

이에 식물소재의 시각적 특징으로는 색채, 질감, 형태(초장,

선과 패턴)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였다(박은영과

유병림, 2004; 박은영, 2010; 손관화, 2012; Alexander, 2009).

식물조합의 시각적 특성으로는 형태적 특징(식재간격, 식재수

량, 식재패턴, 식재밀도, 식재기법(단일, 혼합)(손관화, 2012)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각항목간의다양성과차별성을기준

으로 정원이미지의 대표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의견수렴 방법

은 총 2회에 걸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인의 전문

가 중에서 3인 이상이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의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형용사 목록은국내학회지논문을대상으로총 17개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색채, 질감, 형태형용사를 중심으로 총

170쌍의형용사를목록화하였다. 이후선택, 통합, 귀속, 제외로

선별기준을마련하여형용사의중복성을검토한후총 48쌍의

형용사를 선정하고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2) 어의구별척도법(SD법)에 의한 설문조사
어의구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법)에의

한경관평가실험은 1차, 2차로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목

적은 전공자를 대상으로 정원경관이미지에 대한 형용사의 적

합성을 평가하고, 신뢰도가 높은 형용사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설문대상은N 사무소의조경전공자와 D 대학교의조경학과학

생총 54명이다. 16개 정원대표이미지를보여주고선행연구에

서추출한 48쌍 형용사를 SD법에의한 7단계 평가척도를사용

하여 표기하게 하였다(1점: 가장 적합, 7점: 가장 비적합).

2차 설문조사 대상은 1차 설문조사 대상자를 제외하고, K

대학교와 D 대학교의 조경전공자 108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

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총 2회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직

접조사방법을활용하였다. 대표이미지와형용사설문지를각각

준비하여개인별로배포한후대표이미지사진을 5초간바라보

게 한 뒤 설문지에 체크하게 하였다. SD법에 의한 5단계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1점: 가장 적합, 5점: 가

장비적합). 총 110부를현장에서배포하고회수하였으며, 누락

된 데이터가 없는 유효 설문지 108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

다. 설문지의 구성은국내정원대표이미지 16개와 형용사 적합

성평가를통해도출된형용사 16쌍으로 구성하였다. 일반현황

으로는 일반사항으로 성별, 나이, 학력, 관련전공 유무를 질문

하였다(그림 2 참조).

3) 요인분석을 통한 형용사 적합성 평가 및 분류
적합성 평가의 기준은 반영운 등(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평균값이 중심값보다높은값(1점: 가장 적합, 7점: 가장 비적

합)을 나타내는경우우선제거하였으며, 요인분석을진행하여

요인값이 0.5 이상인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국내 정원 관련 형

그림 2.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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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 선정과 분류를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과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각항목에대한신뢰도

는 Cronbach's α값으로 검증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정원대표이미지 선정

정원경관 대표이미지는 조경정원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

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미지 적합성을 평가하였

다. 평가결과, 총 16개의 이미지가 선정되었다(그림 3 참조).

각 이미지에대한식물소재의특징으로색채(화색, 잎색), 식재

수종의 종류(형태, 질감)를 분석하였다. 식물조합의 특징으로

식재 수종 수, 식재방식(단일, 혼합), 패턴 유무를 분석하였다.

또한 식재계획의 특성을 제시하여 정원 대표이미지간의 차이

점을 나타냈다(표 3 참조).

2. 정원형용사 목록화 및 적합성 평가

1) 정원형용사 목록화
정원형용사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문헌을 검토하

여 형용사 어휘를 선정하였다. 색채, 질감, 형태형용사를 중심

으로 국내 학회지 및 학위논문 총 17개를 분석하였으며, 중복

된 어휘를 제외하여 총 170쌍의 어휘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형용사에서 정원이미지 파악에 적합한 형용사를 선

별하기 위하여 형용사 170쌍 어휘목록에서 적합한 어휘는 선

택, 유사의미는통합, 하위항목은귀속, 부적합한어휘는제외

하는 선별․분류과정을 통해 최종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형용사는 색채형용사 18쌍(주신하와 임승빈,

2003; 김신원 등, 2007; 백선경, 2008; 한명흠과오인욱, 2010;

구지연, 2013; 조우현과 임승빈, 2013; 김서현, 2017; 염혜리와

주신하, 2017; 이우성 등, 2017; 유준완 등, 2019; 윤덕규와 김

건우, 2019; 김현정, 2020; 이재흥, 2020; 수능비와 서주환

2021), 질감형용사 5쌍(백선경, 2008; 한명흠과 오인욱, 2010),

형태형용사 25쌍(주신하와 임승빈, 2003; 김신원 등, 2007; 백

선경, 2008; 서주환 등, 2008; 구지연, 2013; 조우현과 임승빈,

2013; 김서현, 2017; 박주영, 2017; 염혜리와 주신하, 2017; 이

우성 등, 2017; 유준완 등, 2019; 윤덕규와 김건우, 2019; 김현

정, 2020; 이재흥, 2020; 수능비와 서주환, 2021)으로 총 48쌍

의 형용사 쌍을 목록화하였다(표 4 참조).

2) 정원형용사 적합성 평가
정원형용사 적합성 평가를 위해 조경전공자 54명을 대상으

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형용사 48쌍과 16개 정원이

미지를 SD법에 따른 7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설문결과는 평균

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특성으로성

별은 남성이 20명(37%), 여성이 34명(63%)이며, 연령은 20대

가 39명(72%), 30대가 15명(28%), 관련전공자 54명(100%)이

었다. 학력은학사재학 29명(54%), 석사졸업 15명(28%), 학사

졸업이 10명(19%)이었다.

이미지 연구범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그림 3. 정원 대표이미지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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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색채 형태�및�질감 식물조합의�특징

식재계획의�특징
화색 잎색 식재수종�종류

식재

수종수

식재

방식

패턴

유무

a -
갈색,�

분홍색
그래스류 2종 혼합 무

Ÿ 곡선형태의�그래스류를�식재하여�부드러운�질감을�표현

Ÿ 분얼단위로�식재하여�초폭에�따른�덩어리의�느낌을�강조

b
연보라색,�

노랑색
연녹색

고사리류,�

마가렛트

3종�

이상
혼합 무

Ÿ 잎�소재가�거친�느낌을�주는�고사리류를�자연적으로�식재

Ÿ 식재밀도를�낮추어�바크가�포설된�지반이�노출되도록�식재

c -
진녹색,

올리브색

그래스류,

향나무

3종�

이상
혼합 무

Ÿ 선적인�느낌의�수종을�선정하여�거친�느낌을�강조

Ÿ 직선형태의�그래스류를�하부에�식재하고,�수고가�높고�

수직적인�형태의�관목(향나무)를�중앙에�군식

d -
노랑색,

연두색
댑싸리 1종 단일 무

Ÿ 형태가�동일한�수종을�일정한�간격으로�규칙적으로�식재

Ÿ 연속적인�느낌을�강조

e 흰색 녹색 마가렛트 1종 단일 무

Ÿ 형태가�동일한�수종을�연속적으로�밀식

Ÿ 일정한�초장의�수종을�선정하여�높이의�변화가�없도록�

식재하여�평면적인�느낌을�강조

f

분홍색,�

녹색,�

연두색

빨간색,�

녹색

에키네아,�

콜레우스,�국화

4종�

이상
혼합 유

Ÿ 3종�이상의�일정한�초장의�초화류를�혼합하여�밀식

Ÿ 동일한�종류의�초화류를�일정한�면적으로�패턴화하여�

연속적으로�식재

Ÿ 식물과�식물간의�경계를�직선으로�구분

g

노란색,�

연두색,�

보라색,�

흰색

녹색
꽃양배추,�

매리골드,�베고니아
3종 혼합 유

Ÿ 3종�이상의�일정한�초장의�초화류를�혼합하여�밀식�

Ÿ 동일한�종류의�초화류를�일정한�면적으로�패턴화하여�

연속적으로�식재

Ÿ 식물과�식물의�경계를�곡선으로�구분

h

분홍,�

노란색,�

주황색

녹색

루피너스,�

임파첸스,�꽃잔디,�

황금사철�등

5종�

이상
혼합 무

Ÿ 6종�이상의�다양한�초장의�초화류로�혼합하여�밀식

Ÿ 명도와�채도가�높은�색상의�초화류를�선정

i

분홍색,�

흰색,�

자주색

녹색 작약 1종 단일 무

Ÿ 동일한�수종을�연속적으로�밀식

Ÿ 화색과�잎색이� 5:5�비율인�식물을�선정하여�화색�및�

잎색의�주조색을�동시에�강조

j

보라색,�

노랑색,�

분홍색,�

흰색

녹색,�

연녹색,�

자주색

초롱꽃,�양귀비,�

노랑창포,�꽃잔디,�

부처꽃,�창포

6종�

이상
혼합 무

Ÿ 6종�이상의�다양한�초장의�초화류를�혼합하여�밀식

Ÿ 녹색계열이�주조색이나,�이와�대비되는�색의�초화류를�

식재하여�보라색,�노란색,�붉은색으로�포인트를�줌

k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과꽃,�옥잠화,�

꽃창포,�

루드베키아�등

5종�

이상
혼합 무

Ÿ 6종�이상의�다양한�초장의�초화류를�혼합하여�밀식

Ÿ 녹색계열이�주조색이나� 3종�이상의�초화류를�활용하여�

보라색으로�포인트를�줌

Ÿ 중앙에�설치된�산책길�양옆으로�초장이�낮은�초화류를�

배치하여�시야가�확보되도록�식재

l
분홍,�

자주색

초록색,�

흰색,�

연두색

플록스,�

그래스류,�수국
5종이상 혼합 무

Ÿ 5종�이상의�다양한�초장의�그래스류,�초화류를�혼합하여�밀식

Ÿ 중앙의�산책길�양옆으로�초장이�높은�수종을�식재하여�

위요감을�가지도록�식재

Ÿ 글래스류의�경우�초폭이�넓고�초장이�높은�식물을�선정하여�

분얼�단위로�식재하여�덩어리�느낌을�강조

m - 녹색 회양목,�잔디 2종 혼합 유

Ÿ 정형적�패턴에�따른�식재방식으로�회양목을�경계식재수종으로�

활용

Ÿ 경계식재화단�내부는�하부에�잔디식재하여�내부공간의�

식재밀도를�낮춤으로써�경계식재를�강조

표 3. 정원대표이미지별 식물소재 및 식물조합의 시각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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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색채 형태�및�질감 식물조합의�특징

식재계획의�특징
화색 잎색 식재수종�종류

식재

수종수

식재

방식

패턴

유무

n - 녹색 회양목,�상추 1종 단일 유

Ÿ 회양목을�경계식재수종으로�활용

Ÿ 경계식재화단�내부는�텃밭으로�활용하여�작물을�식재

Ÿ 내부공간의�식재밀도를�낮추고,�내부지반(마사토)을�

노출시킴으로써�경계식재를�강조

Ÿ 정형적�패턴에�따른�식재방식으로�중앙의�축을�기준으로�

대칭을�이루도록�식재

o
빨간색,�

흰색

녹색,�

노란색

회양목,�황금사철,�

베고니아�등

3종�

이상
혼합 유

Ÿ 회양목을�경계식재수종으로�활용

Ÿ 경계식재화단�내부를�회양목과�같은�초장의�초화류로�

밀식하여�식재밀도를�높임

Ÿ 정형적�패턴에�따른�식재방식으로�중앙의�축을�기준으로�

대칭을�이루도록�식재,�식재밀도가�높임으로써�중앙의�축이�

강조됨

Ÿ 3종�이상의�수종선정으로�색채의�변화는�높지�않음

p
노랑색,�

흰색

녹색,�

노란색

맨드라미,�작약,�

에키네아,�소철,�

안개꽃,�황금사철

7종�

이상
혼합 유

Ÿ 초화류를�경계식재수종으로�활용

Ÿ 경계식재화단�내부를�다양한�초장의�초화류�및�소관목으로�

혼합하여�밀식

Ÿ 중앙의�축을�기준으로�대칭을�이루도록�식재,�식재밀도가�

높임으로써�중앙의�축이�강조됨

Ÿ 7종�이상의�수종선정으로�색채의�변화가�높고�다채로움을�강조

표 3. 계속

구분 형용사목록 정원 형태 색채 질감 분류

1 개방적인-폐쇄적인 ● ● ● 　 색채

2 경쾌한-무거운 ● ● ● 　 색채

3 깨끗한-지저분한 ● ● ● 　 색채

4 독특한-평범한 ● ● ● 　 색채

5 따뜻한-차가운 ● 　 ● 　 색채

6 밝은-어두운 ● ● ● 　 색채

7 부드러운-딱딱한 ● ● ● ● 색채

8 상쾌한-불쾌한 　 ● ● 　 색채

9 새로운-오래된 ● ● ● 　 색채

10 생기있는-생기없는 　 ● ● 　 색채

11 세련된-조잡한 　 ● ● 　 색채

12 시원한-답답한 ● ● ● 　 색채

13 안정적인-불안정한 　 ● ● 　 색채

14 정감있는-삭박한 　 ● ● 　 색채

15 친근한-낯선 ● ● ● ● 색채

16 편안한-불편한 ● ● ● ● 색채

17 화려한-소박한 ● 　 ● 　 색채

18 흥미로운-식상한 　 ● ● 　 색채

19 고운-거친 　 　 　 ● 질감

표 4. 형용사 목록화(48쌍)

구분 형용사목록 정원 형태 색채 질감 분류

20 매끄러운-까칠까칠한 　 　 　 ● 질감

21 복잡한-단순한 　 　 　 ● 질감

22 섬세한-투박한 　 　 　 ● 질감

23 여성적인-남성적인 　 　 　 ● 질감

24 예리한-무딘 ● ● 　 　 질감

25 곡선적인-직선적인 ● ● 　 　 형태

26 넓은-좁은 ● ● 　 　 형태

27 다채로운-획일적인 ● ● 　 　 형태

28 도시적인-전원적인 ● 　 　 　 형태

29 동양적인-서양적인 ● ● 　 　 형태

30 동적인-정적인 ● ● 　 ● 형태

31 빽빽한-허전한 　 ● 　 　 형태

32 수직적인-수평적인 ● 　 　 　 형태

33 아늑한-아늑하지않은 　 ● 　 　 형태

34 아름다운-추한 ● ● 　 　 형태

35 연속된-단절된 ● 　 　 　 형태

36 열린(개방된)-위요된 　 ● 　 　 형태

37 입체적인-평면적인 ● 　 　 　 형태

38 자연적인-인공적인 ● ● 　 　 형태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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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적합성평가기준은반영운등(2012)의 연구를참고

하여 평균분석결과, 평균값이 4점 이상인 형용사쌍을제거하

였다(SD; 1: 가장 적합, 7점: 가장 적합하지않음). 총 48쌍의

형용사 중에서 매끄러운, 곡선적인, 동양적인, 동적인, 아늑한,

자연적인, 자유로운, 장엄한, 전통적인, 확장적인의 10개 형용

사가 제외되었다. 이후 형용사어휘의신뢰성을확인하기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 Alpha의 계수는 0.923이

었으며,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관계수의 값이 0.5 이

하인 형용사 쌍을 제거한 후 형용사 16쌍을 선정하였다. 항목

이 삭제된 경우의 알파값이 0.923 이하로 분석되어 제외할 항

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5 참조).

총 16개 형용사 쌍에대하여최종적으로요인분석을진행하

여요인값이 0.5 이상의값을나타내는지를확인하였다(반영운

등, 2012).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에서추출된값이 0.4 이하이면

공통적이낮다고판정한다(신지훈등, 2014). 형용사 16쌍의정

원형용사에대한요인값은 0.5 이상의값을나타냈으며, 이를 2

차 설문조사분석에 활용하였다(표 6 참조).

3. 국내 정원이미지 형용사 요인 도출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를통해선정한형용사 16쌍과

16개 정원이미지를 SD법에 따른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조경

전공자 108명을 대상으로하였으며, 신뢰도분석과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이 48명(44.4%), 여성이 60명

(55.6%)이며, 연령은 20대 100%, 관련전공자 100%, 학력은학

사재학이 84명(77.9%), 석사재학이 20명(18.5%), 학사졸업은

4명(3.7%)이었다. 관련 전공자분포및성별에따른비율이적

정하게분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어 108명에대한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의 계수는 0.789로 신뢰

도가있다고판단하였다. 신뢰도값을낮추는형용사조화로운

-부조화로운, 깨끗한-지저분한, 연속된-단절된, 3개쌍이제거되

었다. 이후 형용사쌍 13개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전된 성분행렬은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인자가 4

개 추출되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88.5%였다(표 7 참조).

구분 형용사목록 정원 형태 색채 질감 분류

39 자유로운-형식적인 ● 　 　 　 형태

40 장엄한-소소한 　 ● 　 　 형태

41 전통적인-현대적인 ● ● 　 　 형태

42 조화로운-부조화로운 ● ● 　 　 형태

43 질서있는-혼란한 　 ● 　 　 형태

44 집중시키는-분산시키는 ● 　 　 　 형태

45 트여있는-막혀있는 　 ● 　 　 형태

46 풍부한-빈약한 ● ● 　 　 형태

47 한적한-혼란스러운 　 ● 　 　 형태

48 확장적인-한정적인 ● 　 　 　 형태

표 4. 계속

형용사�어휘
평균

(M)

표준편차

(SD)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삭제된�

경우�알파값

다채로운-획일적인 4.24 1.22 0.713 0.904

아름다운-추한 3.56 1.19 0.592 0.894

빽빽한-허전한 2.81 0.80 0.713 0.891

조화로운-부조화로운 3.28 0.51 0.712 0.894

깨끗한-지저분한 3.46 0.82 0.847 0.890

매끄러운-까칠까칠한 4.38 0.69 0.772 0.892

풍부한-빈약한 3.19 0.63 0.525 0.895

화려한-소박한 3.57 0.92 0.648 0.895

복잡한-단순한 4.30 1.07 0.545 0.909

생기있는-생기없는 3.11 0.67 0.865 0.891

연속된-단절된 3.50 0.81 0.592 0.894

세련된-조잡한 3.44 0.70 0.616 0.894

밝은-어두운 3.37 0.97 0.797 0.890

경쾌한-무거운 3.38 0.83 0.856 0.890

개방적인-폐쇄적인 3.22 1.10 0.633 0.892

입체적인-평면적인 3.71 0.94 0.771 0.890

Cronbach� α=0.923.

표 6. 형용사 어휘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값 항목 요인값

다채로운-획일적인 0.962 복잡한-단순한 0.798

아름다운-추한 0.937 생기있는-생기없는 0.767

빽빽한-허전한 0.913 연속된-단절된 0.752

조화로운-부조화로운 0.910 세련된-조잡한 0.737

깨끗한-지저분한 0.887 밝은-어두운 0.714

매끄러운-까칠까칠한 0873 경쾌한-무거운 0.681

풍부한-빈약한 0.818 개방적인-폐쇄적인 0.655

화려한-소박한 0.800 입체적인-평면적인 0.548

표 5. 형용사 어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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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은생기있는-생기없는, 경쾌한-무거운, 밝은-어두운, 화

려한-소박한, 다채로운-획일적인과연계된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다. 이는정원에활용되는다채로운식물의화색과잎색,

식물의형태적다양성에따른정원의밝고생기있는이미지혹은

그와반대되는이미지와연계되는용어로판단하여 ‘식물소재의

색채․형태적특성’ 요인으로명명하였다. 요인 2는입체적인-평

면적인, 복잡한-단순한, 개방적인-위요된, 매끄러운-까칠까칠한

과연계된 4개 형용사 쌍으로연계되어있다. 이를 정원의 전체

적인식재계획의형태에따른느낌과연계되는용어로판단하여

‘식재계획의형태적특성’ 요인으로명명하였다. 요인 3은아름다

운-추한, 세련된-조잡한의 2개형용사쌍으로구성되어있다. 전

반적인 정원의미(美)를 판별하는 어휘로판단하여 ‘식재계획의

매력성’으로명명하였다. 요인4는풍부한-빈약한, 빽빽한-허전한

의 2개형용사쌍으로구성되어있다. 정원의식재밀도와관련한

용어로 판단되어 이를 ‘식재밀도의 적정성’으로 명명하였다.

Ⅴ. 결론

본연구는국내정원경관이미지의시각적평가를위한형용사

를목록화하고분류하여정원경관평가의도구로활용할수있도

록 정원관련 형용사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

경전공자 대상의형용사적합성평가결과, 정원형용사는총 16

쌍이 도출되었다. 둘째, 정원이미지 16개와 정원형용사 16쌍을

대상으로 어의구별척도법에따라 설문조사를진행한후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정원형용사의 분류는 ‘식물소재의 색

채․형태적 특성’, ‘식재계획의 형태적 특성’, ‘식재계획의 매력

성’, ‘식재밀도의적정성’의 4가지특성으로분류되었다. 즉, 일반

인들은식물소재의조합으로결합된정원경관이미지를시각적으

로평가할때식물의시각적특성인색채, 질감, 형태를고려하고

있으며, 식물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식재조합의 특성으로써

식재밀도와 식재계획의 매력성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식물의 시각적 특성 및 식물조합의 특성과 관련

한 정원형용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경

관과 관찰자의 조망 거리 기준을 중경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중경의 범위에서 촬영한 정원이미지를 대상으로 연구하

였으며, 근경의 범위에서 식물조합의 전체적인 형태를 인식할

수 없거나 혹은 원경의 범위에서 주변 환경이 함께 촬영된 사

진이미지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자연지반과 화

단을 기반으로 하는 초화류 정원을 중심으로 정원형용사를 구

분하였기 때문에, 국내의 정원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형용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16개의 정원대표이미

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색채, 질감, 형태적 특성을 다

양하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의 화단정원에 한정한 정원

이미지를 연구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원의 시각적 특성이 반

영된이미지를확보하는데한계를가진다. 향후연구에서는정

원경관이미지의 주요 피사체로 식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포함된사진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함으로써국내정원형용사

목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원의 경관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원의 시

각적 평가를 위한 정원형용사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정원의 주

요 구성요소인 식물의 시각적 특성을 중심으로 형용사를 분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원경관

의 시각적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물의 조

합으로 구성된 정원의 시각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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