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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에서 나타나는 정원시설물의 재료 특성과 의미변천†

-� 코리아가든쇼를� 대상으로� -

박은영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전공 교수

Changes� in�Material� Characteristics� and�Significance�of�Garden�

Installations� Shown�at� the�Garden�Show

-� Focus� on� the�Korea�Garden�Show�-

Park, Eun Yeong

Professor,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targeted the garden installations of the Artist Garden section in The Korea Garden Show held from 
2014 to 2021. It aimed to interpret the changes and significance of materials according to themes and time, based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s intended subject, used materials, and the installations’ design characteristics 
in color, form, and texture. The garden installations used materials with properties suitable to express a given theme, 
and the budget and the exhibition type (whether it can be dismantled or be permanent) influenced the material selection. 
In terms of exterior design characteristics, newer works adapting recent trends of filling a garden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nstallations used darker colors with low saturation. When it comes to forms, works with the ‘healing’ theme 
had tendencies to use more non-linear and atypical forms. As for textures, the permanent installation-type gardens used 
durable materials to express the theme of nature through rough textures. The study has its meaning in regarding the 
garden installations at the garden exhibition as works of art consisting of functional structures complete with theme 
delivery, atmosphere creation in space, and functionality, as well as analyzing the changes in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us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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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원은일반적으로주택의외부공간을심미적이며실용적인

목적으로조성한뜰을의미하고, 이것은 주거문화와더불어그

시대의생활문화와예술, 사회의 가치체계등이응축된장소라

할수있다(김다경등, 2019). 개인의삶을중심으로인위적공

간속에서자연을받아들이고함께하는형태로인류문화와함

께 거듭 발전해 왔던 기존의 정원 영역과 정의가 현대에 와서

는공공정원의개념이대두되기시작하였다. 정원은일과는다

른 여가활동의 하나로서 문화적 자연의 범례로의 의미를 가지

게 하며, 삶의 질 향상과 결합하여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다(권진욱, 2019). 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장

소로써 사회적 기능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때로는 특별한 의미의 기념물이나 시설물로 인해 흥미를 돋구

고 자극을 유발하여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정원에 대한 수요의 관심과 급증은 2015년에 시행된 ‘수목

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기폭제가 되어 정원

문화활성화와정원산업에큰영향을주게되었다. 또한, 2013

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청주시, 전주시등 지방자치단체에서다양

하게 개최되는 정원박람회가 현대인의 정원에 대한 인식과 관

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원박람회는 정원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빨리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다양한형태의정원형식과가치, 재료의

사용 등을 폭넓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동시대 정원의 표본적

인역할을하고있다. 그러하기에 일반적이고일상적인정원에

비해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공간연출이 필요하며 특히 공모로

선정된 작가정원에서 사용되는 식물과 시설물은 작가의 의도

와주제를담아현시점의가장이슈가될수있는재료를통한

형식으로관람객을향해메시지와감동을선사할수있도록구

성하고 있다.

특히, 정원박람회에서의 시설물은 창의적 또는 심미적 태도

를담은하나의예술작품으로서(박미옥등, 2017) 주제의전달,

공간의 분위기조성, 기능성을 갖춘실용적인구조물로써의역

할을한다. 또한, 정원박람회에서시설물은전체예산에서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면 중심시설로서 시선

을 먼저 끌게 된다. 박람회가 끝나고 난 후유지관리 측면에서

도 시설물은 식재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연유에서정원박람회에서나타나는정원시설물에대

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원작가는의도한컨셉을표현하기위해어떤시설물

을 사용하며, 어떤 재료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가?

둘째, 컨셉에 따라 조성한 정원시설물의 형태, 색상, 질감의

외형적 디자인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정원박람회에서 나타나는 정원시설물의 재료나 디자

인 특징은 개최연도에 따라 변화가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개최되었

던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의 정원시설물을 대상으로 작가의

의도된주제의표현특성, 사용된 재료, 정원시설물의 형태, 색

상, 질감의 디자인 특성을 바탕으로 주제와 시간에 따른 재료

의 변천과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정원박람회의 발전

19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시작으로 하여 2010년 경기 정

원문화박람회, 2014년 코리아가든쇼, 2015년 서울정원박람회

등 일련의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정원을 소개

하고 보급하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권진욱, 2019).

정원박람회는 정원산업부흥, 정원문화에 대한확산, 신진작

주제의 표현 특성, 사용된 재료, 정원시설물의 형태, 색상, 질감의 디자인 특성을 바탕으로 주제와 시간에 따른 재료의
변천과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정원시설물은 주어진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물성의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예산, 
전시의형태(철거형인지 존치형인지)가 재료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외형적인 디자인특성에서는 전체 정원에서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최근 작품일수록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형태에서는 ‘힐링’에 관련된
주제일 때 비선형적이고 비정형적인 형태의 작품이 많았다. 질감에서는 존치형의 정원일수록 내구성이 좋은 단단한
재료를 이용하여 거친 질감으로 자연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이 논문의 의의는 정원박람회에서의 정원시설물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주제의 전달, 공간의 분위기 조성, 기능성을 갖춘 실용적인 구조물로써 사용한 재료의 특성과 의미의
변천을 해석하였다는 데 있다. 

주제어: 정원재료, 작가정원, 코리아가든쇼, 디자인 특징,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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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발굴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며(Park, 2015), 이 중에

서 방문객들의 가장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은 공모전을 통해

선출된 작가정원의 작품이다. 이것은 정원박람회가 산업의 부

흥과기술의진보적인성격을넘어자연을매개로한디자인으

로써그시대상과문화적인단편을반영하며, 흥미로운 유희적

차원의 다양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권진욱,

2013). 따라서정원박람회에전시되는정원들은대중성과공공

성을바탕으로시대적인예술현상을수용하며, 새로운정원에

대한 실험을 표현하고, 여러 예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외부

의일상세계로개방되어관계하는예술의모습을지닌다. 작품

의 구체적인 의도나 내용을 찾아내기위해서는주제, 디자인적

인특징(색상, 형태, 질감등), 재료등과함께작가의의도등을

해석해야 한다(윤민희, 2011). 따라서 예술의 한 분야로 정원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정원 작품이 가지는 컨셉과 외

형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권진욱, 2019).

정원박람회는주어진주제, 동시대의 이슈, 사회적인요구에

부응하는 컨셉을 작가의 예술성을 통해 보여주므로 표현예술

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박은영, 2011). 특히, 현대로 올수록 다

양한요소들이공존하며, 작가는 의미 부여나예술성의표현을

주제의 전개를 통해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체험될 수 있

는지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실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내구

성, 예산, 철거 여부, 유지관리 등의 문제들과맞물려예술성과

실용성의 관계 속에서 가시적인 정원시설물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며, 표현 가능한 재료를 통해 의미전달을 하고자 한다.

2. 정원시설물의 개념

존스턴(Johnston, 2007)은 그의책 Hybrids에서 ‘현대정원
에서의 예술성을 표현하는 구성요소는 아마도 식물을 유일한

재료로써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는과거의정원과현대의정원에서의재료를통해표현하는시

설물에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인 정원에서의 가장 중심은 식물소재로 장식적인 오브제가 추

가되어정원의미를추구하였으며, 그 시대의노동력을기반으

로한재료의사용과가공법으로소박하게제작되었다. 현대사

회로 오면서 노동력 절감, 문화적인 예술사조의 영향, 기술의

발전 등의 총체적인 변화로 예술성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달라

지고 있으며, 정원박람회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정원에서의 시설물은 주로 장식적인 요소로 기능

을 발휘하였다. 이때 사용된 시설물은 독립적인 형태로 주로

오브제(object)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정원에서

의시설물은예술적인특성을굳히기위해사람에게주목을끌

수 있고, 상징이나 기념성을 담당하거나 공간을 잘 기억할 수

있는랜드마크(landmark)의 역할을할 수도있게된다(박은영,

2011). 이것은 장소에서 새로운 의미나 활기, 신선함을 전달하

기위한단일의시설물과예술과기능의관계가복합적인시설

물로 나타나게 된다. 기능을 발휘하는 정원시설물은 시각적 대

상(visual target), 또는공간을주도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좋은시설물은정원에재미와활력을더하거나재치와상상

력으로 정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형태를

새롭게만들거나기존의것을깨뜨리기도한다. 그러므로정원

작가는자신이표방하는주제를보다잘표현하기위해다양한

재료로많은개념속에표현을위한외형적인특징을추가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3. 선행 연구

정원박람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시설물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정원박람회를 대상으로 한 박은영(2011)의 첼시플라워

쇼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브제를 대상으로 정원에서 나타나는

오브제의 예술성에 관한 연구와 현대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영과 투명성의 재료에 대해 쇼몽가든페스티벌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재료에 관해 연구하였다(권진욱, 2013).

국내정원박람회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정소영(2015)의

2015년도 개최된 대한민국 한평정원페스티벌,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전시된작품을식물재료, 구조재와포장

재의무생물재료, 색채뿐만아니라주제, 예산, 작가의업역등

비가시적 특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염혜리(2017)의 연

구는 2014년, 2015년, 2016년에조성된국내정원박람회출품작

을대상으로시설물과식재, 정원의스타일유형을조사․분석

하였다. 정원시설물을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도입된 횟수에

대해살펴보았다. 윤덕규등(2019)의 연구에서는고양꽃박람회

장 화훼장식물의 유형을 오브제적 형태와 쇼가든의 형태를 구

분하여선호도를조사하였다. 김인혜(2020)의 정원박람회에조

성된 작가정원의 시설물 연구에서는 4개의 정원박람회에서 존

치 중인 42개의 정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유형, 재료, 시설물

의 빈도수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인 ‘코리아가든쇼’의 작품을 분석한 연

구로는 고양 꽃박람회 내 코리아가든쇼의 작가부분에 출품한

작품을대상으로 ‘힐링’ 주제의유형에작품의선호도와치유감

을분석하였다(박은영과이형숙, 2014). 코리아가든쇼현상공모

출품작을 통한 한국정원의 구현 양상 분석(안계복 등, 2016)과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의 식물 의미에 관한 연구(이정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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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 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염혜리(2017), 김인혜(2020)의 연

구에서 정원박람회의 도입시설물을 기능별 분류 기준으로 유

형(식재시설물, 조형물, 전통조형물, 휴게용 시설, 수경시설, 놀

이시설, 공간구분형 시설, 자연물)을 분류하고 있으나, 정원시

설물을 단순히 기능적인 분류로만 분석하기보다는 작가는 정

원시설물을 시각적인 의미, 주제의 표현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으므로, 주제를 표현하기위한외형적인디자인특징과재료

에 대해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코리아가든쇼’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박람회로 정원작가를

발굴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2014년부터 산림청과 고양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와함께주최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

지고양국제꽃박람회기간중고양호수공원에서 4회차까지개최

되고 중단되었으나, 2020년부터 다시 산림청의 단독 주최하에

2020년 5회차는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21년 6회차는울산태화

강국가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0년 순천의 개최는

Covid-19로 인해 2021년봄으로연기되면서 2021년 5월개최되

었고, 울산의 개최는 같은 해 11월에 개최되었다(표 1 참조).

코리아가든쇼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로서는 유

일하게 중앙정부에서 주최하는 정원박람회이다. 매년 특정 주

제를 주최측에서 제시하며, 작가들은 주어진 주제를 해석하여

각자의 작품에 담아낸다(이정희 등, 2017). 2014년의 주제는

‘힐링가든(도시인에게 힐링을 주는 가든)’, 2015년의 주제는

‘내삶에들어온정원, 2016년의주제는 ‘K-가든가장한국스러

운 멋’, 2017년의 주제는 ‘토닥토닥 삶의 위로를 주는 정원’,

2020년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 정원’이다.

2021년의 주제는 ‘정원, 그 안에 자연을 담다’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2014년부터 2021년도 작품으

로 실외에 조성된 70개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2021년

도 작품은 13개 중 8개만이 실외정원(5개 실내정원)이었으므

로 이것만 포함시켰다(표 2, 그림 1 참조).

표 2. 코리아가든쇼 연도별 작품 리스트

년도 작품명 작가 번호

2014

OUTDOORLIVING을� 통한� 열린� 정원 권혁문 A1

화계비원 임춘화 A2

오!� 평창 이순오 A3

잉태� 그� 아름다운� 시작 김기범 A4

자연과의� 조우 김상윤 A5

Outernet� Garden 김옥경 A6

The� 향수 박경탁 A7

걸음을� 멈추어라! 박대수 A8

진흙밭정원 오만수 A9

놀멍쉴멍� 정원놀이 오진숙 A10

쉬고쉬는� 작은� 정원(휴휴소원) 정원석 A11

광풍제월 주광춘 A12

건조한� 일상에� 작은� 사건� -� Happy�

Happening
최윤석 A13

내려놓음 최지현 A14

시경원,� 기억과� 흔적이� 있는� 정원 홍광호 A15

윤회 주미옥 A16

마음이� 자라는� 플레이가든 권아림 A17

2015

꿈꾸는� 다락방 강연주 B1

소잃은� 외양간 김지환 B2

정원에� 몸을� 담그다 김영준 B3

나만의� 공간� -� 품 김기범 B4

Themed� Streets� 2x17� cells 김옥경 B5

Dr.Rabbit� project� Vol.� #1 김종보 B6

어,� 거미줄에� 걸렸네 김현희 B7

사람과� 자연이� 동행하는� 향유원 김효성 B8

In� The� Garden� Hour
박선희�

박주현
B9

내� 집안의� 산하 신동석 B10

어느� 노부부의� 낮잠 신은희 B11

도시락원 윤준 B12

Garden� Designer’s� Green� Office 이순오 B13

가화만사성 정문순 B14

자연빛으로� 물들인� 정원 조성희 B15

표 1. 코리아가든쇼 개요

개최� 연도 주최 주관 개최 선정 작품당� 조성비

2014 산림청,� 고양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한국조경신문,� (사)푸르네정원문화센터 4∼5월 17개 5백만� 원

2015 상동 ㈜한국조경신문 4∼5월 15개 3.5백만� 원

2016 상동 국립수목원,� ㈜한국조경신문 4∼5월 10개 5백만� 원

2017 상동 상동 4∼5월 10개 10백만� 원

2020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라남도� 순천시 5월 10개 45백만� 원

2021 산림청 국립수목원,� 울산광역시 11월 13개 10∼4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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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년도 작품명 작가 번호

2016

한시원 윤지동 C1

와정� -� 5월� 처마아래� 풍경에� 내려앉다 박종완 C2

세종처럼... 김옥경 C3

내� 안의� 화려함� -� 단청� 서수현 C4

고봉 양재수 C5

어느� 시인의� 약속 윤영주 C6

마중물 윤환기 C7

첩첩산중 차용준 C8

춘.흥� -� 어느� 봄날의� 흥겨움 최규환 C9

조각조각..삶을� 엮다 황신예 C10

2017

세심원� -� 마음이� 쉬는� 자리 최재혁 D1

내� 마음의� 동굴� -� Cave� of� the� Heart 김지영 D2

Red� Roots,� 할머니 정효연 D3

친구름� 정원 김기범 D4

그루잠� 잠깐� 깨었다가다시든� 잠 김철중 D5

이프� �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가꿀� 수�

있다면�
노회은 D6

마음풍경원� -� Mindscape� Garden 박지혜 D7

낮과� 밤,� 마음을� 비추는� 시간 서빛나래 D8

B612 차용준 D9

로그오프� 가든 한라영 D10

2020

“초대장”� -� Invitation� to� Nature 주광춘 E1

정원의� 속도 황신예 E2

The� Garden� of� An� Apple� Tree 강희원 E3

You� Can� Live� Here,� Too 권아림 E4

차경;� 자연을� 얻는� 방법 이현승 E5

Ring 정홍가 E6

리틀포레스트 최윤정 E7

Cloud� room 심준보 E8

일상풍경 정성희 E9

이누이트의� 새로운� 겨울 임우성 E10

2021

공생� -� 자연에� 기대어 박병훈 F1

구름에� 달가듯이 권지민 F2

오래된� 미래 서광원 F3

슬하정원 한라영 F4

Re� -� 다시돌아오다 김기범 F5

자연의� 틈,� 간원 최진영 F6

자연극장 이창민 F7

수플,� 곶 김단비 F8

2. 연구방법

연구의방법으로코리아가든쇼의공모에서선정된작가정원

에 조성된 작품을 분석하였다. 작품에 대한 시설물의 재료 사

용과외형적인특징은매년박람회개최기간중에현장조사를

바탕으로진행하였으며, 미비한내용은언론매체의작품사진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 정원시설물의 주제에 따른 유

형과재료에 대해 각 작품별로분석을 진행한 후, 다음 단계에

서 시설물별로 각 정원 작품 간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정원

시설물에서나타나는색상, 형태, 질감의외형적인특징을분석

하였다. 이때 주관적인 파악을 막기 위해 사진(○○대 학생 10

명)을 보여준 후평균값의의견을통해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정원시설물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의내용적인측면에서정원박람회에정원시설물을작가

는 어떻게 예술성과 기능성을 공간에 부여하는지를 기조로 하

여 재료를통한컨셉과 외형과의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원시설물을 구성하는 재료를 파악할 때 작가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겠으나, 주제를 표현해내는 주재료에 대해서 분

석을 진행하였으며, 외형적인 디자인 특징분석에 있어 기술적

인 분석보다는 시간에 따른 전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시적인 변화 속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1. 주제에 따른 정원시설물의 기능과 재료 사용

코리아가든쇼의 주제에 따른 정원시설물의 기능과 재료 사

용을 살펴보면(표 3 참조), 2014년의 ‘힐링가든(도시인에게 힐

링을 주는 가든)’의 주제에서는 주제의 직접적인 의미의 표현

으로 정원에서의 쉼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시설물인 파고라,

테이블, 의자의 사용으로 휴게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 주어진

주제인 힐링의 표현에는 목재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 의미전달

에서 수월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초기로 저예산, 철거형

전시의형태로진행되어단독, 독립된형태인오브제적인조형

물로써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2015년 ‘내삶에들어온정원’의 주제에서는파고라, 벤치등

의휴게기능을갖는시설물과주제에서 ‘들어온’ 이라는용어가

내포된뉘앙스로구획, 경계, 내부지향적인컨셉의표현으로담

이 많이 사용되었다. 재료의 사용은 여전히 목재의 비중이 높

으며, 역시 저예산, 철거형 전시, 주제의 표현으로추가된재료

가 콘트리트 블럭으로 담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2016년의 주제인 ‘K-가든 가장 한국스러운 멋’에서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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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리아가든쇼 작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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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관람객에게 가장 쉽게 인지될 수 있

는전통성을부각한정자, 평상, 담 등의시설물이많이나타났

다. 재료의사용에서도목재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았다. 전통

적인느낌을살리면서도저예산, 철거형전시의상황에서가장

다루기 수월한 재료인 목재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2017년의 주제 ‘토닥토닥 삶의 위로를 주는 정원’에서는 다

시 위로, 힐링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의자, 테이블, 해먹, 쉘

터, 파고라등의휴게시설이많이등장하였다. 재료에서는이전

보다철재의비중이높아지고, 대나무, 라탄, 그물망 등소재에

서다양성이나타나고있었다. 여전히철거형전시였지만, 예산

이 기존 3회차의 박람회보다 증액되었고, 다른 지자체의 유사

박람회들이 생겨나면서 작가들은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 작

품 간의 차별화를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

용하게 되었다.

2020년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 정원’이다.

Covid-19로 실제로는 3년 만에 열리게 되고, 철거형에서 존치

C9 C10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1 F2 F3

F4 F5 F6 F7 F8

그림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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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코리아가든쇼 정원시설물의 주제와 외관성 상관성 분석

정원 시설물

번호 주제 기능 주재료 형태 색상 질감

A1 지친,� 거실� 같은,� 휴게� 파고라 목재 직선,� 정형 어두움,� 무채색 매끈함,� 딱딱함

A2 어머니,� 독립된,� 휴게 벤치 목재 비선형,� 비정형
짙은� 갈색,

따듯한� 색감
딱딱,� 쿠션� 완화

A3 강원도� 평창� 형상화 파고라
가공하지� 않은�

목재
비선형,� 비정형

자연을� 그대로�

갈색
거침,� 딱딱함

A4 문명의� 틀,� 이끼정원 오브제 목재,� 이끼 비선형,� 비정형
자연� 그대로

녹색
거침,� 부드러움

A5 자아,� 힐링 오브제 거울 정형,� 비선형 어두운� 느낌� 딱딱함,� 매끈함

A6 기술발전,� 자연과의� 대화
의자,

테이블
목재 비선형,� 비정형 따듯한� 느낌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음

A7 서민의� 정원,� 빨래터 건조대 목재 정형,� 비선형 밝은색
부드럽고� 포근한�

질감

A8 삶의� 가치� 되돌아보는� 시간 테이블,� 의자 목재 비선형,� 비정형 밝은색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음

A9 동작체험,� 놀이정원 오브제 진흙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황토색 부드러움

A10 어린이정원 벽면,� 오브제 목재 비선형,� 비정형 밝은색 거침,� 딱딱함

A11 전통적� 테마� 테이블,� 의자 목재 비선형,� 비정형 어두운색 거침

A12 한국� 전통공간,� 한국의� 멋 계단,� 의자 콘크리트,� 목재 선형,� 비정형 어두운색 거침

A13 선물과� 깜짝� 쇼� 트럭,� 소파 철재,� 천 비선형,� 정형 붉은색,� 흰색 매끈함,� 딱딱함

A14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 평상 목재� 데크,� 돌 선형,� 정형 짙은� 갈색 딱딱함,� 거침

A15 땅이� 갖고� 있는� 재료,� 기억과� 흔적 오브제 석재 비선형,� 비정형 무채색 딱딱함,� 거침

A16 다시� 태어나는� 희망 오브제 플라스틱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밝은색 매끈함

A17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놀이시설 목재 비선형,� 정형 유채색,� 밝은색 거침,� 부드러움

B1 어린시절� 다락방의� 향수
파고라,� 테이블,

의자
목재,� 타일,� 데크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B2 과거� 어릴적� 풍경 벤치� 겸용� 담 콘크리트� 벽돌 선형,� 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B3 심신을� 치료� 욕실 욕조 플라스틱 비선형,� 비정형 무채색,� 밝은색 딱딱함,� 매끈함

B4 시골에서� 자라며� 친구들과� 추억회상 그늘� 막� 대나무 비선형,� 비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딱딱함,� 매끈함

B5 인생의� 여정 돌담 돌,� 콘크리트 선형,� 비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딱딱함,� 거침

B6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테이너 철재,� 거울 비선형,� 정형 유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B7 숲속� 거미줄에� 걸린� 이슬� 오브제 석재,� 목재 비선형,� 비정형 어두운색,� 무채색 거침,� 딱딱함

B8 걸어가며� 삶,� 추억� 회상 의자 목재 선형,� 정형 어두운색,� 무채색 매끈함,� 딱딱함

B9 꿈꾸는� 느낌� 연출 파고라 목재 비선형,� 정형 무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B10 산하의� 경관 라운지� 의자 목재 비선형,� 비정형 무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B11 어느� 노부부의� 여름� 일상 평상 목재 선형,� 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매끈함,� 딱딱함

B12 점심의� 도시락� 같은� 여유 책장
목재,� 콘크리트�

벽돌
비선형,� 정형 유채색,� 밝은색 거침,� 딱딱함

B13 일터이자� 휴게공간 가제보,� 의자 목재 비선형,� 비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거침,� 부드러움

B14 가족구성원� 행복� 오브제 목재 비선형,� 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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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정원 시설물

번호 주제 기능 주재료 형태 색상 질감

B15 현대인� 시각적� 피로를� 치유
오브제:� 빨래�

줄(대)
목재,� 천 정형,� 비선형 유채색,� 밝은색 부드러움,� 거침

C1 서생� 글공부 정자 목재 정형,� 비선형 무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C2 기와와� 처마를� 주를� 이룸 정자,� 평상 목재 비정형,� 비선형 무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C3 훈민정음� 한페이지에� 담아� 표현 기와담 진흙 선형,� 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C4 한옥의� 창,� 단청 벽 콘크리트 선형,� 정형 무채색,� 밝은색 딱딱함,� 거침

C5 고봉밥,� 한국� 특유� 문화,� 정 오브제 철재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매끈함,� 딱딱함

C6 한국의� 전통적� 사랑� 이야기 평상 목재 선형,� 비정형 유채색,� 밝은색 거침,� 딱딱함

C7 마중물이라는� 복고적� 소재 평상 목재 비정형,� 선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C8 명당� 같은� 정원� 표현� 산을� 형상화� 벤치 목재 비정형,� 비선형 유채색,� 어두운색 매끈함,� 딱딱함

C9 자연과� 인간의� 합,� 내재되어� 있는� 흥 파고라 목재 비정형,� 비선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C10 조각보,� 오방색 화단 잔디 비선형,� 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부드러움

D1 대나무숲에� 둘러싸인� 한적한� 고원� 벤치 대나무 선형,� 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매끈함,� 딱딱함

D2 현대인� 마음� 상징 동굴형� 쉘터 콘크리트� 비선형,� 정형 무채색,� 밝은색 거침,� 딱딱함

D3 오래된� 숲길,� 할머니 문,� 담 목재,� 석재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D4 공중의� 구름정원 벤치 철재 비선형,� 비정형 무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D5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 해먹 그물망,� 목재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부드러운� 질감�

매끈함

D6 상처를� 지닌� 이들� 위로,� 잎� 수로� 콘크리트 선형,� 비정형 무채색,� 흰색 딱딱함,� 매끈함�

D7 나의� 방,� 위로 의자,� 테이블 라탄 비정형,� 비선형 유채색,� 밝은색 거침,� 부드러움

D8 나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 용기 벤치 석재 선형,� 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D9 어린� 왕자� 모티브 파고라 철재 비선형,� 비정형 무채색,� 밝은색 거침,� 딱딱함

D10 일상으로부터� 잠시� 탈출 오브제 철재 선형,� 정형 무채색,� 흰색 딱딱함,� 매끈함

E1 자연,� 인위,� 정원,� 두� 세션 벽 철재 선형,� 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E2 다른� 속도,� 시선 벤치 목재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E3 기후� 위기� 속� 공존� 오브제 철재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친� 질감,� 딱딱함

E4 야생의� 생명� 방문 파고라 철재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E5 차경 파고라 콘크리트� 블럭 선형,� 정형 무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E6 숲과� 들판,� 강의� 순환� 테이블 유리 비선형,� 정형 유채색,� 밝은색 딱딱함,� 거친� 질감

E7 자연이라는� 안식처 파고라 철재,� 유리 비선형,� 비정형 무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E8 구름� 모티브 의자 콘크리트 비정형,� 비선형 무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E9 포트가든 오브제 철재 정형,� 비선형 무채색,� 밝은색 매끈함,� 딱딱함

E10 기후변화� 경고� 메시지 오브제 벽돌 비정형,� 비선형 무채색,� 밝은색 거침,� 딱딱함

F1 자연의� 품에� 안김 벽 콘크리트 정형,� 비선형 무채색,� 밝은색 딱딱함,� 거침

F2 인위,� 자연� 상생 오브제 철재 비정형,� 비선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F3 삭막해진� 현재 계단 철재 선형,� 정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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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전시로 변경, 예산의 증액, 개최장소 등 코리아가든쇼의 형

식의변화와함께정원시설물의변화도같이나타났다. 자연과

정원을이어주는 주제에 맞게 주변의 차경, 정원 밖에 수목 등

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오브제에 가까운 단독형, 독립형 시설

물의 범위를 넘어 전체 정원에서 동선 혹은 유닛형에 가까운

큰매스로정원시설물이등장하며, 재료의 사용에있어서도존

치형 정원에 맞는 콘크리트, 철재 등 내구성을 요하는 재료로

서의변화가두드러졌다. 자연을끌어들이고, 자연의변화를잘

담아낼수있는다이크로익 필름(dichroic film)의 재료 사용이

많은 작가의 작품에 동시에 나타났다.

2021년의 주제는 ‘정원, 그안에자연을담다’이다. 정원시설

물이 좀 더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원에서 장식적인

오브제로써의 기능보다는 시설물이 정원과 동화되어 전체적인

주제를잘이끌어내고있다. 재료의사용에서도콘크리트, 코르

텐, 거울, 철재 등내구성을고려하여 다양하게사용되며, 자연

을 정원 안으로끌고들어온 느낌, 자연과 동화된 느낌을표현

하기 위해 거친 질감의 재료 가공법으로 이미지를 표현해내고

있다.

2. 정원시설물의 외형적 디자인 특징 분석

1) 정원시설물의 색상 특징
개최연도에 따라서 초기작들은 작은 오브제에 가까울 때는

시각적인 포인트로서의 역할이 강하며 소품 위주의 밝은 색상

이많이사용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시설물이포인트가되

기보다는 배경, 혹은 주변의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것을 표현

되기 위해서 시설물이 두드러지는 색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 속에 차분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두운 색상을 많이 사

용하였다. 이는 초기작에서 시설물의 위치, 크기 등 비중이 작

을때에비해최근작의시설물비중이전체정원에서커지면서

오히려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상의 사용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주제에따라서는 ‘힐링’, ‘토닥토탁’ 등의단어일때는밝은유

채색, 혹은흰색으로많이표현하고, ‘내삶에들어온’과 같은주

제는진중하게받아들여차분하고어두운무채색이많이등장하

였다. 또한 ‘자연’에 관한 주제가 등장하면 어두운 색(갈색, 녹

색)으로 주변의자연색과가까운차분한색을많이사용하였다.

2) 정원시설물의 형태 특징
초기의 철거형 작품에서는 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휴게시

설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물로써 비선형과 비정형적인 형태를

많이취하였으나, 후기의존치형정원으로갈수록한방향으로

형태가나오기보다는각개별의주제에맞게다양한형태를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주제에 따라서 ‘힐링’에 관한 주제일 때는 비선형적이고 비

정형적인 형태의 작품이 많았다면, ‘내 삶에 들어온’의 주제에

서는 경계에 대해 구분짓는 것으로 내부완결적인 선형적인 형

태가 많이 나타났다.

3) 정원시설물의 질감 특징
초기 고양국제꽃박람회 장소에서의 설치는 철거를 전제로

하여 기초지반이 없는 상황이라 재료 사용과 구조물의 설치에

표 3. 계속

정원 시설물

번호 주제 기능 주재료 형태 색상 질감

F4 자연의� 태화강 오브제 철재 정형,� 선형 유채색,� 어두운색 거침,� 딱딱함

F5 고래,� 대나무,� 태화강 오브제 목재 비선형,� 비정형 유채색,� 밝은색 딱딱함,� 거침

F6 인간,� 시간,� 공간을� 바라보는� 곳 포장 콘크리트 비선형,� 정형 무채색,� 밝은색 딱딱함,� 거침

F7 정원을� 극장에� 빗대어� 표현 벽 거울 선형,� 정형 유채색,� 밝은색 딱딱함,� 거침

F8 울산� 간절곶 벽 콘크리트 선형,� 정형 무채색,� 밝은색 딱딱함,� 거침

그림 2. 정원시설물의 색상분석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8 no. 2

124�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8권 제2호(2022년 6월)� �

서 크기, 작업방식에서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설치, 해체를 수

월하게 할 수 있는 목재를 기초로 하여 박람회의 이벤트성과

시각적인 다양성을 추가하기 위한 천, 쿠션 등 부드러운 질감

의 재료로 된 소품과 작은 오브제가 사용되었다. 순천과 울산

국가정원내의 존치형 정원에서는 재료의 사용면에 있어서 내

구성에중점을 둔 석재, 철재 등의 재료들을 사용하다 보니 질

감에서 딱딱하고 거친 느낌이 많이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주제의 표현에 있어서도 ‘힐링’, ‘휴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질감, 혹은매끈한표면처리를통해느낌을표현하고

있으며, ‘자연’, ‘전통’의 경우에는 거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와 가공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산의 책정에 따라서도 사용재료가 달라지고, 가공법에서

도 차이가 나타난다.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시판되는 벤치, 혹

은 소품에 가까운 오브제성의 조형물 사용에서 존치형 정원으

로 갈수록 규모도 크고, 단단하고 딱딱하며 거친 질감의 느낌

으로 자연을 더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원박람회에서 정원시설물의 변화 의미

주제에 따른 재료의 사용에서 ‘힐링’의 주제에서는 목재의

사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상’과 같은 주제일 경우에는

목재, 플라스틱, 벽돌과 같은 작은 크기와 일상에서 흔히 사용

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나타났다. 주제의 변화에 따라서

주제를표현하기위한시설물의기능이달라지고있으며, 재료

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었다. 정원시설물은 하나의 예술작품으

로서주제를전달하고, 공간의 분위기를이끌어내는표현예술

의 역할이 높다.

정원시설물의 외형적인 특징은 어떤 재료로 형태, 질감, 색

상을표현하는지가달라지고있으며, 이때 가장크게관여하는

것은 관람객에게 주제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메시지와 감동

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것이다. 형태는 주제의 표

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색상은 전체 정원에서의

정원시설물 비중과 관련이 높으며, 질감은 내구성과 자연과의

관계에 영향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철거형이냐 존치형이냐의 전시방식에 따라 재료의 선택 범

위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철거형일 경우는 다루

기 쉽거나해체 작업이 쉬운 목재의사용이 월등히높으며, 존

치형 정원으로 갈수록 철재, 콘크리트와 같은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예산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시설물

의 비중과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단일의 오브제가 아닌

유닛형혹은일체형의구조물의형태로조성되며, 재료의 선택

에 있어서도 콘크리트 블럭 등 값싼 재료의 사용에서 코르텐

등 단가가 높은 재료의 선택까지 예산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기술의 발달로 재료의 가공방법의 변화와 그

시기에유행하는다이크로익필름등과같은새로운재료의등

장이있었다. 이 외에도 작업기간, 전시의 기간, 박람회가 반복

되면서작가에게는새로운재료의사용에대한기대감등이작

용하였다고 본다. 특히, 2017년에서 2020년의 3년간 공백기 동

안 재료의 변화, 단순한 재료에서 재료간의 결합의 형태, 재료

를 받아들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Ⅴ. 결론

정원박람회에서의정원시설물은식재와더불어작가가추구

하는디자인을표현하고있다. 표현예술로서성격이강하며예

산의비중이크고, 관람객의 입장에서중심에위치하여시각적

그림 3. 정원시설물의 형태분석

그림 4. 정원시설물의 질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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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초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개최되었던 코리

아가든쇼 작가정원의 정원시설물을 대상으로 작가의 의도된

주제의표현특성, 사용된재료, 정원시설물의형태, 색상, 질감

의디자인특성을바탕으로주제와시간에따른재료의변천과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정원박람회 시설물 재료의 선택과 사용은 주제를 표현하고

자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물성, 물성에서 오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기능적인 면으로 휴게시설이나 시각적

인 초점이 되느냐 등이 중요하며, 기능적인 면이 부각될수록

내구성과 결합하여 재료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 박람회에서

의예산도재료선택에서상당히영향을미치고있으며, 철거형

인지 존치형 정원인지의 전시방식 또한 재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료를 통한 디자인 표현에 있어서 색상은 비중이 클수록

채도를낮추는어두운색을사용하여자연과동화되게하고, 오

브제의 조형성을 강조할수록 밝은색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태

는 주제의 의미해석으로 표현예술로서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

며, 질감은 내구성과연관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의 의의는 정원박람회에서의 정원시설물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주제의전달, 공간의분위기조성, 기능성을 갖

춘 실용적인 구조물로써 사용한 재료의 특성과 의미의 변천을

해석하였다는데있다. 한편, 분석방법에서조형예술작품에대

한주관적분석을피하기위하여가시적인외형적인접근방법

을 채택하였으나,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한 컨셉의 표현 재료의

선택에대한의도가반영되지못한점과디자인특징분석에대

한주관적분석의견이반영된연구한계를가진다. 차후연구에

는 정원시설물을 디자인하거나, 기성제품을 선택한 작가의 관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이 논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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