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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문 분야로서 1860년대를 전후로 탄생한 현대 조경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최

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가치, 영역, 대상, 과제와 정체성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

며, 그 담론의 중심에는 명칭과 관련된 논의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1972년

‘한국조경학회’가 설립된 이래 한국 조경은 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며 성장

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경이 추구하는 직능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거리

가 좁혀지지 않고 건축, 토목, 도시, 임업 등과 명확한 경계가 형성되지 않

아, 조경이라는 전문 영역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 필자는 최근

확장된 영역과 전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한국 조경에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고찰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문 분야의 명칭으

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와 이것을 번역하여 도입

된 조경造景이라는 용어에 주목했다. 특정 분야의 명칭은 그 분야의 직능과

전문성, 즉 정체성을 대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조경의 가치, 영

역, 대상에 따른 새로운 이름에 대한 요구와 논쟁이 이를 반증한다. 연구 결

과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국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 자체에 내재된 문제라고 볼 수 있었다. 처음으로 현

대적 의미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탄생한 미국의

경우,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과 관한 다양한 논쟁이 존재해왔다. 랜드스

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주창자인 옴스테드는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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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과 건축architecture이 결합된 이 전문 분야의 명칭이 대중에게 새

로운 영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주로 식물 및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만 잘못 여겨지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옹호했다. 한편 세계조경가협회가 설

립되며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국제적인 명칭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전문 분야를 대변하는 뚜렷한 정체성과 그것을 대변하는

명칭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

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직능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 범위 등

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여전히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번역되어 도입된 조경造景이라는 명칭의 몇 가지 기원을 추적

했다. 전문 영역으로서 조경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

은 1972년 이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조경이라는 용어는 존재했다. 랜드

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기존의 직능과는 다른 새로운 전

문 분야를 주장하며 탄생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원예나 조원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오던 용어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며 제도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었다. 조경이라는 용어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도입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새롭게 용어를 조어했다

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를 가져와 새로운 의미를 부

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과정에서 등가 개념이 성립하지 못한 번역의

문제로 인해 전문 분야의 명칭이 동일한 기표와 기의를 공유하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전문 분야로서의 조경의 명칭에는 번역의

문제와 분야 자체의 문제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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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수십 년에

걸쳐 자리 잡은 것에 비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한국적 분야 명칭으로서의 조경은 그 발생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반성적 토론이 거의 없어 왔다. 본 연구는 주로 제도사에 주목해 온

기존 담론의 틀을 벗어나, 전문 분야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혹은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고찰함으로써 조경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주요어 : 조경, 전문 분야, 명칭, 정체성

학 번 : 2015-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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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조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러

한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없는 현실은 “조경 분야의 혼란과 정체성의 실종”

을 반증한다.1) 전문 분야로서 1860년대를 전후로 탄생한 현대 조경은 한 세

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오늘날까지 조경가들은 도시뿐 아니라 대형 도시 공원과 공원 체계,

국가 및 지역 공원, 대학교, 교외 공동체를 계획하고 설계했다.2) 이러한 조

경은 최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원, 공원, 광장의 영

역에서 조경의 역할을 내세우던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 뛰어들고 있

다.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환경을 구성하는 더욱 복합적

인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방법론 적용함으로써 조경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경의 탈중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이 끊

임없이 제기되고 있다.3) 비평가들은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체계적인 지식

범위와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4) 한편으로 이를 조경의 새로운 가

능성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5)

1) 배정한, “한국 조경의 새로운 지형도: 변화의 전략,” 「조경의 날 제정 및 한국조경 30주년 기념심포
지움」, 한국조경학회, 2002, p.1.

2) Joseph Disponzio, “History of the Profession,” In Leonard J. Hopper ed., Landscape Architecture
Graphic Standards,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7. p.8.

3) Karl Kullmann, “Disciplinary Convergence: landscape architecture and the spatial design

disciplin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11(1), 2016. pp.30-41.

4) Heidi Hohmann and Joern Langhorst, “Landscape Architecture: An Apocalyptic Manifesto”

[website], <http://www.public.iastate.edu/ ˜ isitdead/>, 2004.

Rudi van Ettege, Ian H. Thompson and Vera Vicenzotti, “Aesthetic creation theory and

landscape architectur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11(1), 2016, pp.80-91.

5) Peter Walker, “These Warnings May Focus Debate in an Overly Conservative and Complacent

Body,” Landscape Architecture 95(4), 2005, pp.44–45.



2

확장된 영역과 변화하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경은 한 세기 이

전에 탄생한 경관과 건축이 결합된 명칭에 속박되어 있다.6) 경관landscape과

건축architecture이라는 용어의 결합은 얼핏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이

전문 분야의 명칭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랜

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1860년대를 전후로 하여 프레

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칼베르 보Calvert Vaux가 전문

업profession 또는 학제discipline를 나타내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7)

이 용어의 주창자인 옴스테드 역시 이 용어에 대해 완벽히 만족하지는 못하

였으나, 대중에게 새로운 영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랜드스케이프 아키

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주로 식물 및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만 잘못 여

겨지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architec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8) 그러나 이러한 architect(ure)라는 명칭이 19-20세기에 유용했을지라

도 현대의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과 실천을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조경가들은 최근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새로운

역할과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andscape, landscape design,

landscaping,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science와 같은 대안적인 명칭

을 제시하고 있다.9) 이러한 명칭과 관련된 논쟁을 단순히 최근 발생하고 있

Simon Swaffield, “Social Change and the Profess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Twenty-First Century,” Landscape Journal 21(1). 2002. pp.183–189.

6) 조경은 미국의 프레드릭 옴스테드Fredric Law Olmsted가 자신의 직함으로 세계 처음으로 ‘경관건축

가landscape architect’를 사용함으로써 시작 되었다. 옴스테드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의 어의적 개념은 문자 그대로 ‘경관landscape’을 ‘건축architecture’하는 것이

었다. 조세환, “한국 조경의 도입,” 조세환 외, 『한국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전』, 파주: 조경,

2008, pp.21-22.

7) Joseph Disponzio. 앞의 글, p.5.

Charles Waldheim, “Landscape as Architect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2014, p.187.

8) Charles W. Eliot, Charles Eliot: Landscape Architect, a lover of nature and of his kind, who trained
himself for a new profession, practised it happily and through it wrought much good. Boston:
Houghton Mifflin. 1902, p.204.

9) Brian Davis and Thomas Oles. 앞의 글. 특히, 영국에서 조경으로 가장 규모가 큰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와 영국 조경가협회인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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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기상조의 의견들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서 본

격적으로 조경에 관한 인식 연구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부터 제기되었다.10)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가치, 영역,

대상, 과제와 정체성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담론의 중심에는 명칭과

관련된 논의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한국 조경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하게 산업화 시기에 정부

의 주도 아래 국가적으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도

입하여 자리 잡았다.11) 한국 조경은 ‘한국조경학회’가 설립된 이래 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며 성장해 왔으며 1972년은 한국 조경의 역사를 크게 구분 짓

는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12) 오늘날까지 수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해 왔

으며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를 낳았다. 한국조경학회를 포함한

조경 관련 기관에서 10년차마다 기념적인 행사를 가지면서 그 간의 조경사

를 기록해 왔고, 2013년에는 조경의 가치, 영역, 대상과 과제를 재정의한 ‘한

국조경헌장’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경이 추구하는 직능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건축, 토목, 도시, 임업 등과 명확한 경계

가 형성되지 못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조경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그 명칭은 여전히 전문 분야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인식과 동

떨어져 있다.

“변화하는 조경의 지형은 바다 건너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13) 확장된 영

Landscape Architecture는 최근 각각 그 이름을 Department of Landscape와 Landscape Institute로

바꾸었다.

10) Albert Fein, “Report on the profess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63(1),
1972, pp.34-47.

11) Landscape architecture를 도입함에 있어서 중국은 “원림건축園林建築”과 “경관건축景觀建築”, 일본

은 “조원造園”과 원어를 음역한 “란도스케프ランドスケープ” 혹은 “란도스케프 아키테쿠차ランド

スケープžアーキテクチャー”, 대만은 “경관건축景觀建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2) 1972년은 한국 조경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전문 분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해이다. 정영선,

“되돌아 본 한국 조경의 30년,” 「조경의 날 제정 및 한국조경 30주년 기념심포지움」, 한국조경학

회, 2002. p.4.

13) 배정한, 앞의 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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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전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문제는 한국 조경에서도 유효하다. 하지만 전

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서 한국 조경은 한 발짝 떨어져 있

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문 분야의 명칭과 관련된 담론이 한국에서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세기 이전에 경관과 건축이 결합된 명칭

에 속박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와는 다른 의미에서

한국 조경은 조경造景이라는 명칭에 속박되어 있다. 전문 분야로서 한국 조

경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한국 조경이 도입되던 1970년대에 머

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고

찰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

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와 이것을 번역하여 도입된

조경造景이라는 용어에 주목한다. 특정 분야의 명칭은 그 분야의 직능과 전

문성, 즉 정체성을 대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조경의 가치, 영

역, 대상에 따른 새로운 이름에 대한 요구와 논쟁이 이를 반증한다. 전문 분

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와 조경造景은 동일한

내포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외연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14) 같은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 조경의 도입되는 과정에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가 각각 저마다 다르게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

후의 전개와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와 조경이

라는 명칭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조경의 정체성

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제도사에 주목해 온 기존 담론

의 틀을 벗어나, 전문 분야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혹은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고찰함으로써 조경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4) Landscape architecture를 직역하면 ‘경관 건축’이다. 한국 조경造景은 landscape architecture를 의

역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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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동향

2.1. 한국 현대 조경사 연구

한국 조경이 도입된 1970년대 초에는 조경사에 관련된 연구가 매우 드물

게 이루어졌다. 조경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경사가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문석기는 1982년 조경 분야의 정립 이전과

분야 정립 과정, 분야 정립 이후의 성과에 관해서 고찰하였다.15) 이후 10년

단위로 한국 조경을 회고하고 진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김태경은 한국 조경 20년사에 대해 조경학과 개설 과정과 발전, 한국조경

학회와 관련된 활동상황, 학술발표, 작품전, 조경 분야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을 다루었다.16) 정영선은 한국 조경을 1972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19세기

후반 개항으로 시작된 근세조경과 함께 다반적인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현대조경 30년의 변화양상에 대해 조경 교육, 조경 사업, 주요 경향 등으로

연구하였다.17) 김경성은 조경학 도입 이후의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

는데, 이것은 한국 현대 조경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최초의 학위 논문이라

는 의의를 가진다.18) 조세환은 한국 조경의 태동, 그 도입배경과 과정, 특성

과 비전 등을 기술하였으며, ‘landscape Architecture’로서의 조경이 한국에

자리 잡게 된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과 조경가 오휘영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한국 현대조경의 성장․발전에 있어 조경가 오휘영의 역할을 강조

했다.19)

배정한은 1970년대 한국 현대 조경 초창기의 모습을 고찰․연구하였다.

반복적인 역사 회고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한국 조경 도입

15) 문석기,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 11(2), 1983, pp.3-14.

16)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20년사,” 「한국조경학회지」 20(40), 1993, pp.102-115.

17) 정영선, 앞의 글, pp.1-8.

정연선, “한국조경연구의 성찰과 평가,” 「환경논총」 31(1), 1993, pp.19-30.

18) 김경성, “한국 조경 근대사: 1945∼2000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9) 조세환,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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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도적 역할을 한 박정희와 조경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는 최초의 학술적

논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박정희가 조경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조경관은

개발의 은폐, 모순된 전통, 목가적 이상의 혼합물이었다고 진단했으며, 이는

이후 현대 조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20) 백정희는 한국

현대 조경 초기의 성장 발전에 주력적인 역할을 했던 조경가 오휘영의 가계

와 생애, 학문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조경의 정착기와 이후 발전에

대해 연구했다.21)

이외에 조경 전문 저널인 『환경과조경』에 2000년 오휘영은 ‘우리나라

근대 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0회 연재했고,22) 2006년에

는 권오준, 김윤제, 양병이, 오휘영, 정재훈 등을 중심으로 “조경野史: 기록되

지 않은 역사를 찾아서”라는 특별좌담회가 환경과조경 사옥에서 열렸다. 이

것은 근대적 의미의 조경이 가지는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위

한 시도였으며,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중요한 사건과 그에 관련된 인물

을 추려내고 그 인물들로부터 2007년부터 1년간 원고를 받아 『조경시공』

잡지에 소개하였다.23)

한국 현대 조경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주로 제도사를 중심으

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역사적인 평가나 비평적인

시각을 보인 적은 드물었다. 특히 한국 조경의 급속한 제도화는 시대적 상황

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서술하면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수목 중심의 녹화, 화장술 조경 등의 정체성 문제와 교육 인력의 과

잉 공급과 사업 물량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등은 이에 따른 불가피한 결

과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한국 조경 도입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

20) 배정한, “박정희의 조경관,” 「한국조경학회지」 31(4), 2003. pp.13-24.

21) 백정희, “한국 현대조경 정착기와 이후 발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2)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 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1)∼(10), 「환경과조경」 141∼150호, 2000.

23) 오휘영 외, 조경野史: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아서(1)∼(15), 「조경시공」 29∼46호,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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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사 외에 박정희 대통령과 오휘영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산업화라는

시대적 배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2.2. 조경의 정체성 연구

최근 확장되고 있는 조경의 영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체계적인 지식 범위와 실행가능성에 의문

을 제기했으며,24) 한편으로 이를 조경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파악하기도 하였

다.25) 특히 이론과 실천의 분야에서 확장되는 조경의 영역은 실제적으로 뚜

렷한 뿌리와 학문적 토대가 없다는 점이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된 지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

었다.26)

하이디 호만Heidi Hohmann과 요른 랑호스트Joern Langhorst는 21세기에

위기에 처한 조경의 현 상태를 연구·진단했다.27) 조경이 탄생하던 시기의 인

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 산업화 등의 18, 19세기의 조건들은 오늘날 유효하

지 않으며 현대의 조경은 타자가 되었다. 역사적·이론적 뿌리가 분명하지 않

으며 누구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조경은 다른 분야에 침범하면서 그 정

체성이 흐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 분야는 고유한 지식과 연구 대

상,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더 이상 조경은 그렇지 못

하며 다른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티머시 베어드C. Timothy Baird와 보니 슈치기엘Bonj Szczygiel는 19세

24) Heidi Hohmann and Joern Langhorst, 앞의 글.

Rudi van Ettege, Ian H. Thompson and Vera Vicenzotti, 앞의 글.

25) Peter Walker, 앞의 글.

Simon Swaffield, 앞의 글.

26) Karl Kullmann, 앞의 글.

Simon Swaffield and M. Elen Deming, “Research strategies in landscape architecture: mapping

the terrain,”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1), 2011, pp.34-45.

27) Heidi Hohmann and Joern Langhorst,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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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 미국에서 전문 분야로 탄생한 조경의 정체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

구했다.28) 19세기 말 미국은 다양한 분야가 직업occupation이 전문업

profession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목격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비교적 명확

한 정체성을 형성한 법이나 의학과 같은 전문 분야와 달리, 조경은 인접 분

야인 건축이나 도시 계획과의 뚜렷한 경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발전해 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분야가 전문업으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권한

authority, 자격 면허licensure, 그리고 대중의 인정wide public approbation이

필요하다. 조경 분야는 짧은 역사에 비해 다루는 대상과 범위가 급속도로 확

장되면서 대중으로부터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고

뚜렷한 전문업으로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루디 반 에테거Rudi van Ettege, 이안 톰슨Ian H. Thompson, 베라 비센

조티Vera Vicenzotti는 조경의 불균형한 이론 전개에 대해 연구했다.29) 1970

년대 이후 조경은 이안 맥하그Ian McHarg를 주축으로 하는 생태적 계획·설

계와 피터 워커Peter Walker로 대표되는 예술을 지향하는 설계 두 흐름 사

이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부유했다. 조경은 “종합과학예술”이라는 타이틀을

표방하며 다학제적인 특성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조경은 기능

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에 치중한 나머지 미적 개념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들은 실증주의와 합리성을 중시한 조경이 다른 분야의 연구 방법론에

심취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된 미적 개념을 통해 조경의 정체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30)

28) C. Timothy Baird and Bonj Szczygiel, “Sociology of Professions: The Evolu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United States,” Landscape Riew 12(1), 2008, pp.3-25.

29) Rudi van Ettege, Ian H. Thompson and Vera Vicenzottii, 앞의 글.

30) 이와 같은 경향은 많은 비평가들에 연구되었다.

Elizabeth Meyer, “Susta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3(1), 2008, pp.6-23.

Eva Gustavasson, “Meaning Versus Signification: Toward a More Nuanced View of Landscape

Aesthetic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7(2), 2012, pp.28-31.



9

칼 쿨만Karl Kullmann은 세계적 도시화 현상에서 건축과 조경, 도시 계

획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31) 그는 세계화와 더불어 도시와 경관, 인공과

자연, 인공 구조물과 지형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건축과 조경, 도시 계

획의 경계 역시 흐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조경은 주로 수

동적인 자세를 취했고 건축의 전문적·학제가 조경의 전통적인 영역으로 확

장되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조경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결

과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해석했다.

조경의 정체성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조경이 인접 분야와 달리

뚜렷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조경의 발전과

정에 있어 그동안 정체성 논란의 근저를 이루는 문제들은 조경의 전문성과

학문성 간의 상충 문제, 그리고 조경이 응용 학문이라는 학문적 성격으로부

터 기인하는 기초 학문과의 관계 문제와 조경의 성장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과학주의 편향에 따른 분야의 탈중심화 문제, 지식의 정당화 문제 등과 같은

수많은 인식론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조경이 독립된 전문 분야로서

의 지위 획득에 관한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론적 문제로부터

인식론적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같은 조경의 정체성 문제는 전문 분야 자체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논

란으로도 나타났지만, 최근 그 명칭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조경을 대변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로도 나타났다. 실제로 이 문제는 조경과 관련한 학과

명칭의 다양화로도 나타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landscape과 관련된 수많은

전문 분야, 학회, 학과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그 동안 대표성을 가지고 사용

해 온 조경이라는 명칭에 대한 재고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31) Karl Kullmann, 앞의 글.



10

2.3. 조경의 명칭 연구

조경 전문 저널인 「Studies in the H 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Volume 34, Issue 3, 2014)에서 찰스 왈드하임Chrles

Waldheim과 조셉 디스폰지오Joseph Disponzio 등이 조경의 기원과 명칭, 정

체성을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32) 이들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전문 분야의 명칭에 주목하였다. 전문 분야로서 조경이 수

행하고자 하는 전문 직무의 특성과 지식체계의 경계를 전문 분야의 명칭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으며, 특히 찰스 왈드하임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의 명명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초기 도시를 설계

하는 역할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역할을 주장

하였다.33)

조셉 디스폰지오는 landscape architect(ure)의 기원을 프랑스식 표현인

architecte-paysagiste로 보고 있다.34) 이 명칭은 프랑스의 건축가, 기술자이

자 정원 디자이너인 장 마리 모렐Jean-Marie Morel이 자신의 다양한 전문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 명칭은 프랑스에서 통용되었으며

옴스테드가 센트럴 파크를 설계하던 당시 프랑스를 방문하며 기반정비, 도시

화 그리고 대형 공공 공원의 관리와 관계에 대한 아르쉬떼 페이사지스트

architecte-paysagiste의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한다.

에드워드 아이젠Edward Eigen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새로운 전문 분야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주목했다.35) 센트

32) Special Issue: Landscape Architecture in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2014.

33) Charles Waldheim. 앞의 글. pp.187-191.

34) Joseph Disponzio, “Landscape architect/ure. a brief account of origins,”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2014, pp.192-200.

35) Edward Eigen, “Claiming landscape as architect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2014, pp.22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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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파크가 조성되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옴스테드와 보, 그리고 앤드류 잭슨

다우닝Andrew Jackson Downing 간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연구하였다.

Landscape architecture의 명칭에 관한 옴스테드의 발언과 이해관계자들의

논쟁을 통해 전문 분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브라이언 데이비스Brian Davis와 토마스 올레스Thomas Oles는 찰스 왈

드하임의 연구에서 나아가 경관과 관련된 새로운 전문 분야의 명칭을 제시

했다.36) 경관landscape과 건축architecture을 연관시키는 것은 옴스테드 시대

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확장된 조경의 영역에 따른 전문 직무

의 영역과 지식 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서 landscape

science를 제시했다. 경관을 건축과 연관 짓는 것은 명확한 뿌리나 실체가

없으며 오히려 지리학이나 임학을 근본적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서 조경에 관한 국내 연구는 없으나, 건축도시공간

연구소는 2015년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건축사 제도 형성과정 건축사 호칭을 통해 고찰한 바 있다.37) 특히 건

축사 제도의 형성과정을 언어학적ž비교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현재 건

축사 개념의 모호함과 호칭 갈등의 기원, 그리고 업무 범위의 제도적 문제점

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전문 분야의 명칭에 관한 연구는 분야의 특수성과 학문적 기

반, 정체성 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정 분야의 명칭에

관한 연구는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문 혹은 개념의 정당성과 존

립 기반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조경의 가치, 영역, 대

상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과 관련하여 전문 분야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한

국 조경에 있어서도 전문 분야의 명칭에 대해 신중하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

36) Brian Davis and Thomas Oles. 앞의 글.

37) 이강빈, 성은영,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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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서 랜드스케이

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와 이를 번역한 조경造景이라는 용어에 대

한 고찰을 바탕으로 조경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확인하자 한다. 이와 같은 시

도는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담론을 이끌

어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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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조경의 정체성을 전문 분야의 명칭을 통해 언어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가 탄생한 미국과 이후 조경으로 번역되어 도입된

1970년대 전후의 한국을 중심으로 한다.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명칭과 정체

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경 도입 이전에 한국에서 기존에 조경과 유사한 역할

을 해온 분야가 도입 이후의 조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검토한다. 본

연구는 조경이 기존에 존재해온 조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도입하여 탄생한 조경이 그 명칭에 담고자 했던 정체성과 전

문 분야의 역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되어 왔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문 분

야의 명칭과 정체성 사이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호학, 전문 용어

학, 번역학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성한다. 기호학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호, 즉 언어를 지배하는 법칙과 기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호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학문으로 전문 분야와 그것을 지칭

하는 명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다음으로 전문 분야와 관련된

용어나 명칭은 주로 번역에 의해 도입되고, 그 특성상 주로 언어학자가 아닌

전문 분야의 종사자에 의해 번역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 용어학

과 번역학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와 조경이라는 용어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언

어학적·비교사적 연구를 진행한다.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서 한국의 조경造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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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입의 과정에서 영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

역한 것이다. 동일한 전문 분야의 명칭을 두고도 같은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

아에서 중국은 원림건축園林建築과 경관건축景觀建築, 일본은 조원造園과 원

어를 음역한 란도스케프ランドスケープ 혹은 란도스케프 아키테쿠차ランドス

ケープžアーキテクチャー, 대만은 경관건축景觀建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경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조원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서 조경造景은 같은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

에서도 매우 독특한 명칭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 분야 명칭의 도입 과정을 언어학적·비교사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한국 조경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문 분야로

서 landscape architecture와 조경은 동일한 내포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외연

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전문 분야로서 landscape architecture에 관한

명칭 논쟁은 주로 architecture라는 용어의 개념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한다.

즉 새로운 명칭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적 전문 분

야로서 landscape architecture가 전개됨에 있어서 architecture를 뚜렷한 하

나의 축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landscape architecture의 정체성

은 전문 분야와 architecture의 관계 사이의 함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담론은 한국 조경에서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명칭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기존 명칭의 적합성 논의 역시 한국 조경이 제도화 되

던 시기 이후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마지막 3단계는 1, 2 단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조경의 정체성과 특수

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도시에 목가적 공원(자연) 풍경의 도입’

을 출발로 진화해온 미국 조경과는 다르게 조경이 ‘정원 만들기’, ‘나무 심는

분야’ 등으로 조경학이 태동하기 이전의 정원술gardening, 또는 단순한 나무

심기 등의 ‘식재 기술’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1972년

한국 조경이 도입되는 시기에 각종 개발로 인한 훼손 부지 녹화 사업에서

그 당시의 임학, 원예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목 소재 및 기술과 관련하여 조



15

경造景이라는 이름으로 수목, 식재, 조원 등을 중심으로 조경 사업의 주도권

을 잡고 추진해온 데에서 원인을 찾았다.38)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조경의

정체성 문제를 단순히 다른 분야의 영역 침범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은 1, 2 단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번역되어 도입된 조경造

景이라는 명칭의 몇 가지 기원을 추적했다. 전문 영역으로서 조경이 사회적

인 인정을 받고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2년 이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

미 조경이라는 용어는 존재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기존의 직능과는 다른 새로운 전문 분야를 주장하며 탄생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원예나 조원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오던 용

어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며 제도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조경의

정체성 문제에는 ‘조경’의 용례 차이로 인해 조경의 직능과 사회 인식 사이

의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이 초기 과정의 난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조경’

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조경’과 뚜렷한 차별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성장해 온 한국 조경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3.2. 연구의 방법

한국 조경의 도입 시기 형성된 정체성과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한국 조

경의 정체성 문제를 비교함으로써 도입 과정, 특히 전문 분야의 명칭이 어떤

식으로 조경의 정체성을 형성했는지 연구한다. 또한 한국 조경의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사적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 현대적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탄생한 1860년대

미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본다. 각각 번역

되고 도입되는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전문 분야의 명칭이 그 정체성에 미치

38) 조세환, 앞의 글,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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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번역되어 도입

되는 과정을 문헌을 통해 살펴본다. 해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탄생 과정은 ‘landscape architecture’를 특집으로 다룬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Volume

34, Issue 3, 2014)와 조경 전문 저널인 『Landscape Architectur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한국 조경과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포함하여 『환경과조경』과 『조경시공』의

특집을 통해 연구한다. 동아시아 중 일본 조경은 랜드스케이프landscape 전

문 분야의 역사와 현 상황을 다룬『ランドスケ一プ研究Journal of the

Japanese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Volume 79, Issue 4, 2016)의

특집을 통해 파악한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도입

되는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서 조경이 채택된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인식은 당시에 어떻게 형

성되었나를 확인한다. 앞의 1.2.장의 관련 연구 동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의 연구는 제도사를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 명칭으로서 조경이라는 용어와 정체성에 관한 다각도적인 분석을 위해

신문 라이브러리 등의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1970년대를 전후로 한 조경 용

어의 용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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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

1970년 조경사학자인 알버트 페인Albert Fein은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

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정체성을 진단하였다.39) 이 연구는 랜

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전문 분야의 구성원에 한정

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건축, 토목, 도시 계획의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활

동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인터뷰와 견해를 통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냈다.

페인에 따르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1970년대

이전부터 전문 분야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 연구를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

야의 끊임없는 재정의를 통해 이론적ž실천적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와 같은 주장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새로

운 영역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멈추고 경계를 한정한 결과, 1920년대 도시

계획과 지역 계획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에서 독립

하여 새로운 전문 분야로 자리 잡은 것에 기인한다.40)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재정의 문제는 많은 부분 분야의 명칭과 관련

이 있었다. 이 연구의 인터뷰와 설문에서 다수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전문 분야의 명칭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냈다. 영

국의 조경가협회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s의 회원이자 쉐필드 대학

University of Sheffield의 건축학과 학장인 아놀드 웨들Arnold Weddle은 인

터뷰를 통해 “landscape”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의 자문

위원인 애드먼드 베이컨Edmund Bacon은 “land design”,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ng”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39) Albert Fein, “Report on the profess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63(1),
1972. pp.34-47.

40) Albert Fein, “A Report on Landscape Architectur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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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진행된 전문 분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명칭에 대한 논쟁

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페인에 따르면 전문 분야는 교육,

역사에 대한 인식, 대중의 인식,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정체성이 강화된다.41)

이때 명칭은 전문 분야가 다루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중의 인

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페인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변화

하는 시대적 환경과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전문 분야의 새로운 이름에 대한

요구가 이를 반증한다. 본 Ⅱ장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연구에서 다

루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

으로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 사이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호학,

전문 용어학, 번역학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성한다.

41) Albert Fein, 위의 글,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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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분야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전문 분야’는 전문업profession과 학제discipline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각 영역의 경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42) 로버트 딕Robert G. Dyck은 설계와 관련

된 분야는 주로 실무의 영역에 기초한 광범위한 지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 전문업과 학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43) 이와 같은 정의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경의 이론과 실천의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다룬

다. 전문 분야는 전문업과 학제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지식의 개념을 형성하

고, 이것은 미래의 지식을 형성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구조를 위한 토대

를 제공한다.44)

일상생활 속에서 전문 분야라는 말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 혹은 그 직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직업occupation과 구별되는 직업으로서 전문 분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전문 분야(profess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profettus’란 말로 그 뜻은 ‘신앙을 고백하다’, ‘주장하다’, ‘대학에서

가르치다’ 등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독일어의 ‘Freier Beruf’는 ‘자유직업 또

는 자유전문직업’으로도 해석되며, 불어로는 광범위하게 일반 직업을 의미하

고 있어 영어의 profession은 이들보다 더 전문적인 의미를 내포한다.45) 즉

“선언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수요에 따라 특별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업”46)에 해당된다.

42) 황기원, “조경교육의 구조와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11(1), 1983, p. 2.

43) Robert G. Dyck, “Discipline vs. Profession: A Comment on the Meaning of Design,” Journal of
P 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3(2), 1994, pp.143-146.

44) John Beck and Michael F. D. Young, “The Assault on the Professions and the Restructuring of

Academic and Professional Identities: a Bernsteinia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6(2), 2005, pp.183-197.

45) 구혜영, 사회 사업 전문직 확립을 위한 접근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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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문 분야란 높은 학문적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전문적 기술

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권한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특성을

지닌 형태의 직업, 혹은 분야를 의미한다.47) 통계청(2007)에서 발간하는 ‘한

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 개발 및 개선하고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급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

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

다.48)

이 분류에 따르면 전문 분야는 다시 과학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 분야, 공학 전문가 및 기술 분야, 보건ž사회복지 및 종교 관

련 분야, 교육 전문가 및 관련 분야, 법률 및 행정 전문 분야, 경영ž금융 전

문가 및 관련 분야, 문화ž예술ž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 분야로 분류되고 각각

의 집단은 다시 소분류, 세분류로 나누어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직업은 선사시대부터 진행되어 온 노동이 분

화되면서 발생하였다면, 전문 분야는 비교적 근대에 들어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49) 그러나 전문 분야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그리고 전문 분야 내부

의 요구에 따라 점차 분화되어가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직업

이 전문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문 분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문 분야

사회학Sociology of professions에서 이루어지며, 크게 특성 이론적 접근법,

46) 황기원, “한국의 조경교육 30년: 회고와 전망,” 『한국조경학회지』, 2002, p.56.

47) 전병재, 안계춘, 박종연,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 서울: 사회비평사, 1995.

48)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전: 강문인쇄사, 2007, p.26.

49) Timothy Baird and Bonj Szczygiel(2008) “Sociology of Professions: The Evolu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United States,” Landscape Riew 12(1),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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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론적 접근법, 권력 이론적 접근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50)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분야 사회학에서 다루는

세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특성 이론적 접근법

전문 분야의 이론에서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 이론

적 접근법은 전문 분야와 일반 직업 분야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문 분야만의 특성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 분야를 정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들이 공식화될 수 있다고 믿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특성 이론

적 접근법에서 보는 전문 분야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51)

첫 번째는 체계적 이론이다. 전문 분야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가 수

행하는 기술의 바탕이 되는 체계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전문 분야와

비전문 분야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이며 그러한 체계적인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권위이다. 이것은 실무와 조사 연구, 그리고 제도화

된 교육에 의해 정립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인가이다. 전문 분야는 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인정

받는다. 사회적 인가는 대부분 전문가를 배출할 자격이 있는 교육 기관을 결

정하여 권한을 주거나 자격 시험을 관장하는 등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권한이 단순히 지역 사회에 의한 인가인지, 일반 사회의 인가인지에

따라 전문 분야에 부여되는 권한과 특권이 차이가 난다.

네 번째는 윤리 강령이다. 전문 분야는 자체적인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

다. 이것은 사회적 인가로 얻어지는 전문 분야의 특권이 남용의 소지가 있어

50) 김현수, 『전문직 자격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51) Ernest Greenwood,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2(3). 1957. 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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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는 전문 분야의 문화이다. 전문 분야에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

치와 규범, 상징들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 분야의 수행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전문 분

야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특징들은 서로 위계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각 전문 분야나 연구

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진다. 루이스 메이휴Lewis B. Mayhew와 패트릭

포드Patrick J. Ford는 사회적 수요, 개별성, 뛰어난 능력의 선언, 사회적 공

인, 체계적 지식, 제도, 직업 윤리, 집단을 전문 분야의 특징으로 꼽았다.52)

특성 이론적 접근 방식의 장점은 전문 분야와 비전문 분야 간의 차이를 분

명히 해 줄 수 있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에 따라 전문 분야의 지

위나 권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전문 분야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변화 과정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1.2. 과정 이론적 접근법

한편 과정 이론적 접근법은 전문 분야의 여부를 전문 분야와 비전문 분

야의 이분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변화의 흐름으로 파악해야 한다

는 관점이다.53) 이 방식은 모든 분야는 자연적으로 전문 분야를 지향하고 있

으며 중요한 것은 과정과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과정 이론적 접근법에

서 보는 전문 분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생계를 목적으로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문 분야의 업

무를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 전문 분야와 관

련된 집단, 즉 협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전문 분야의

52) Lewis B. Mayhew and Patrick J. Ford, Reform in Graduate and Professional Education,
London: Jossey-Bass Publishers, 1974. pp.1-3.

53) Harold L. Wilensky, “The Professionalization to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196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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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영역이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의 종사

자들과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종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여섯 번째 단

계에서는 그 전문 분야와 관련 전문 분야의 갈등이 첨예화되며,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단계

는 특정 전문 분야의 윤리 강령이 만들어지게 된다.

과정 이론적 접근법은 하나의 전문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이해하

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특성 이론적 접근법에 비해 전문 분야와

비전문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54)

1.3. 권력 이론적 접근법

마지막으로 권력 이론적 접근법은 특성 이론적 접근법과 과정 이론적 접

근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전문 분야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

는 권력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55) 권력 이론적 접근법에서 전문 분야는 기

능이나 기술의 우성보다는 그 영역에서의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권한을

사회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정치적 권력 투쟁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전문 분야란 어떤 특정한 시점과 사회에서 전문 분야로서

지위와 특권을 획득한 직업을 일컫는 말과 같다. 권력 이론적 접근법은 또한

대중들이 그 직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정 사회에

서 전문 분야에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중이 그 전문 분야를 전문 분야

로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특정 전문 분야의 수준은 대중

과 정치적 권력이 전문 분야의 필요성을 얼마나 신임하는가에 따라 결정된

다.

권력 이론적 접근 방식은 권력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문 분야의 변화와

54) Sharan B. Merriam, Ralph G. Brockett,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Jossey-Bass, 2007.

55) Eilot Freidson, Professional Powers: A Stud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ormal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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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이라

는 하나의 요소로 전문 분야를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전문 분야에 관한 특성을 통해 조경이라는 분야는 사회적 수

요, 개별성ž특수성, 전문 분야에 대한 선언, 사회적 공인, 체계적 지식, 제도,

직업 윤리, 집단 등을 통해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권력 이론적 접근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전

히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는 대중적인 인지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정부 주도로 전문 분야로서 조경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위의 기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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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분야의 정체성

정체성은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대답되

어지는, 자신에 대한 자기다움의 사상을 뜻한다.56) 정체성의 개념은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치, 행동, 사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합,

개인의 자기 인식, 유일성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정체성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직업 정체성이다.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 ‘일’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자신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는 집단 및 하위문화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과 느낌을 갖게 하는 핵심

적인 기반인 동시에 공통의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집단의 가치로 개인의

역할을 판단하도록 하는 주된 근거가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대의 직업

정체성은 자아상, 자아 존중감, 개인적 동기 등을 형성하고 유발하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자아와 인성을 타인과, 더 나아가 사회 구조에 해당하는 사회

의 직업 구조, 계층 구조 등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57)

전문 분야의 정체성은 여러 연구에서 전문성 인식, 직업적 전문성, 전문

직 태도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전문성이라는 개

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문성이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때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소유하고 활용하며 전문 분야의 가치와 윤

리를 신봉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문 분야의 정체성은 직업 정체성의 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성 정도와 그 직업에 속한 구성원들이

갖는 전문 분야의 정체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것

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직업이 사회로부터 하나의 전문 분야로 인

정받는 것과 그 직업의 구성원들이 높은 전문 분야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6)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사회학적 관심』, 서울: 박영사, 1979.

57) Neil J. MacKinnon and Tom Langford, “The Meaning of Occupational Prestige Scores: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35(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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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전문 분야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58) 일반적으로 전문 분야의 구성원들

은 전문 분야의 속성들을 내면화시킴으로써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전문 분야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의 전문화와는 구분된다. 성공적인 전문 분야 사회

하는 특정 전문 분야의 문화를 습득시키고 역할을 익히게 함으로써,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제공하고 전문적 행동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은 한 개인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특정 전문 분야의 구성원이 되어 그 전문 분야에 동일시되어가

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의 정체성은 두 가지 의

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전문 분야로서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로써 다른

전문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

람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59) 전자의 개념은

특정 분야가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업인가 하는 사회적 평가를 기반

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개념은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 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특정 전

문 분야의 명칭은 이 두 가지 정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 분야의 명

칭은 그 분야의 직능과 전문성을 대변하는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의 개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전문 분야 구성원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후자의 개념에 있어서

‘나(전문 분야)는 누구(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

서 하나의 지표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즉 1970년 페인의 랜드스케프 아

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 정체성 연구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재

58) 박종우,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59) 박종우,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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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제가 많은 부분 분야의 명칭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각 전문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가 그 전문 분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Ⅱ.3장에서는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 사이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호학, 전문 용어학, 번역학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기호학은 언어를 지배하는 법칙과 기호 사이의 관계를 규

명하는 학문으로 전문 분야와 그것을 지칭하는 명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해를 돕는다. 다음으로 전문 용어학은 전문 분야와 관련된 용어나 명칭을 연

구하는 학문으로 전문 분야의 명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 분야의 명칭의 특성상 주로 번역에 의해 도입되고, 언어학

자가 아닌 전문 분야의 종사자에 의해 번역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

역학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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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분야의 명칭

3.1. 기호학

전문 분야의 명칭에 관한 논의에 앞서서 현대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기호학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기호학semiotics은 사람

들이 사용하는 기호를 지배하는 법칙과 기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호

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해석하며 공유하는 행위와 그 정신적인 과정을 연

구하는 학문이다. 기호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을 이룬다. 철학이 인간사상을

탐구하고, 심리학이 인간의 정신구조를 탐구하는 기본학문인 것과 마찬가지

로 기호학은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체의 구조와 그것이 재현하는 사상성

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기호학은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징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기

호학이다.60)

현대 기호학은 구조주의 기호학인 소쉬르 기호학과 실제주의 기호학인

퍼스 기호학으로 양분된다. 두 기호학사이에 차이는 있어도 기호의 본질과

구성요소, 의미작용의 법칙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inand De Saussure는 기호를 ‘기표signifiant’와 ‘기의

signifié’의 결합체로 정의했다.61) 전문 용어의 명칭에서 기호학이 중요한 것

은 기호로서 명칭이 가진 기표와 기의의 관계 때문이다. 기호의 감각으로 지

각되는 물리적 형태를 기표라 하고,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정신적 측면,

즉 개념/의미를 기의라 한다. 즉 기표는 ‘물리적 실체’로 ‘소리’, ‘글자’, 영상

등과 같은 것이며 기의는 기호가 대변하는 ‘정신적 개념’을 말한다.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에 대한 도식은 <그림 2-1>과 같다.

60) 김경용, 『기호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61) 이는 내포와 외연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Paul Cobley and Litza Jansz, 조성택, 변진경 역,

『기호학』, 서울: 김영사, 200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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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는 기표와 기의를 합해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때 기표가 일반화된

의미로 해석되는 과정을 의미작용이라 한다. 구조주의에서 의미란 구조를 이

루고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한 차이에서 형성된다. 즉, 요소들 사이에

조합방식이 의미인 것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논리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다. 이것은 기표와 기의가 아무

런 상관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체의 관습에 의해 자연

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의미한다.62)

예를 들어 <그림 2-2>와 같이 ‘장미’라는 기호를 살펴보자. 장미라는 기

호의 기표는 문자로서 ‘장미’이며, 기의는 ‘꽃받침과 꽃잎을 가진 식물’이라는

지시적 의미를 가진 1차적 개념 외에도 정신적 의미를 가진 ‘사랑, 고백, 열

정’ 등의 2차적 개념을 가진다.

그림 2-1. 소쉬르의 기호학 그림 2-2. 소쉬르 기호학의 예

한편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기호를 기표에 해당하는

‘표상체representamen’와 기의에 해당하는 ‘해석체interpretant’, 그리고 이들

이 지시하는 탐구 대상인 ‘대상체object’를 설정함으로써 삼원적 기호학을 정

의하였다.63) 소쉬르의 기호학이 기표와 기의를 통한 의미작용이라는 이원적

62) 이동성, “기호와 사물 그리고 존재: 기호의 존재론적 의미,” 『동서언론학회』 12(1), 2009,

pp.99-101.

63) Charles S. Peirce, James Hoopes eds., 김동식, 이유선 역, 『퍼스의 기호학』, 서울:나남, 200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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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학이라면 퍼스의 기호학은 대상체를 포함한 기호의 기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표상체는 대상체와 관계를 가지며 이 관계에서는 해석체를 함의 한

다. 해석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까다롭다. 해석체는 ‘해석

자’가 아니다. 해석체는 ‘주어진 기호로부터 촉발되는 의미효과’이다. 일반적

으로 해석체는 ‘우리가 한 기호를 접하게 될 때 우리 관념 속에서 발생하는

기호’로 이해될 수 있다.64) 퍼스의 3원적 기호학은 <그림 2-3>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그림 2-3. 퍼스의 기호학

이 구조에서 대상체와 표상체는 지시당하고 지시하는 직접적인 관계에

놓고, 표상체와 해석체는 상징당하고 상징하는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달리 해석체와 대상체는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65) 퍼스에 의하면 기호는 어떤 경우에도 대상을 직접

지시할 수 없다. 해석체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호가 아니며, 의미작

용은 이러한 삼원적 기호관계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호와 의미

는 단일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동일한 어떤 것은 해석 작용에 따라 수

많은 상이한 기호들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는 어린 시절 필자에게 금

504.

64) 김미주, “퍼스의 기호학 연구,” 『예술연구』 14(1), 2008, p.14.

65) 김봉주,『개념학: 의미론의 기초』, 서울: 한신문화사, 1988.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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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것, 따라서 부모의 시선을 피해 한 모금 마셔보고 싶었던 욕망의 기호

였고, 지금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기호이다. 동일한 커피는 또한 그것을

즐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휴식의 기호일 수 있겠지만 원두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커피공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수단 혹은 고단함의 기호일 것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커피교역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커피가 설탕과 함께 어떻게

유럽의 근대 도시문화의 지표가 되었는지, 그것이 제국주의의 역사와 얼마나

긴밀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커피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체들은 계

속해서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이 해석체들은 비록 우리의 정신에 떠오른

관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우발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주관

적이고 자의적인 연상이 아니다.

그림 2-4. 기호의 삼각형

언어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림 2-4>와

같이 기호의 삼각형 안에 기호 체계를 위치시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용어의 특성을 이 기호의 삼각형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

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의 명칭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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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어와 전문 용어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전문 용어에 와서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전문 용어technical terms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체계 내에서 특정

학문분야 또는 특정 주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을 가리킨다.

전문 용어학terminology은 이들 개념들이 한 문화 혹은 하위문화 안에서 어

떻게 등장하여 존재하게 되었는지, 개념 간에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해당 개념들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연구ž분석함으로써 용례를 기록하

고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는 학문 분야이다.66)

모든 전문 분야에는 그 분야의 고유한 이론 체계를 형성하는 전문 용어

들이 있다. 전문 용어들은 그 분야의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의 집합체로서 그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중추적인 길잡이가 된다. 또한 전문 용어

들은 그 분야의 학문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전문 분야의 명칭이 가지는 개념으로서 기의와 물리적 형태로서 기표가

일치해야 전문 분야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전달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전

문 용어는 기표가 의미하는 상징보다는 기표와 대상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림 2-5>와 <표 2-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의성, 자의성을 갖는

일반어와 달리, 전문용어는 개념과의 일의성 투명성 등을 가진다.67) 적절치

않은 전문 용어의 사용은 사회 전체의 개념에 혼란을 미칠 수 있으며 기능

적 문맹functional illiteracy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전문 용여는 해외로부터 유입이 많고 정착과 확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

에, 용어 유입 초기에 올바른 조어가 이루어져야 한다.68)

66) Lynne Bowker, “Terminology,” In Mona Baker and Kirsten Malmkjær,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1998, p.286.

67) 국립국어원,『전문 용어 연구, 정리 현황과 과제』, 서울:태학사, 2007, pp.14-15.

68) 이현주,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 방법론에 대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1(1), 2013, pp.3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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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일반어와 전문 용어 비교 (I: 해석체, R: 표상체, O: 대상체)

일의성 하나의 개념에 단 하나의 용어 명칭이 주어져야 함

투명성 용어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함

개념우위성
지칭할 대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

에 가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야 함

경제성
만들어진 용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사

용될 수 있어야 함

일관성 그것이 속하는 개념 총체와의 관련 하에 정의해야 함

표 2-1. 전문 용어의 특성

특히 오늘날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 용어들은 대부분이 영어에서

도입되어 한국에서 번역된 용어들이다. 번역을 통해 도입되는 용어들은 올바

른 번역된 후에 점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대체로 용어의 정착은 올바른 도

입, 즉 적합한 번역이 가장 중요한 선행 요건이다. 따라서 번역에 관한 신중

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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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문 용어의 번역

번역의 핵심은 원어source language에서 목표어target language로 번역하

는 과정에서 등가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언어권마다 문화와

언어 개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등가가 쉽게 성립되기 어렵다. 특히 일상

어는 문맥에 적합한 의미로 번역 단위를 확대해서 직역 또는 의역할 수 있

지만, 전문용어는 각 용어가 독자적인 개념으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욱 신중한 번역이 필요하다.69) 올바른 전문 용어 형성을 위해 의미 혼동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와 목표어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림 2-6>

그림 2-6. 번역 등가의 개념과 조건

번역의 오류가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원어와 목표어 사이의 개념 구

조 차이에 있다. 예를 들어 영어와 한국어는 동족어kindred language도 아니

고 어원도 크게 다르므로 단어의 개념 구조도 매우 다르다. 하나의 단어는

어떤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며, 이 개념 구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감정, 행동, 생활 방식, 관습 등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신 세계의 총

화가 일정한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번역의 오류가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언어학적 측면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 있다. 사회 언어학에서는 한 집단 내에서 개

69) 김효중, "번역 등가의 개념과 유형 설정," 『번역학연구』 1(2), 2000, p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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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언어 사용이 언어 공동체 전체에 일치하는 행동을 ‘언어동화

convergence’라 하고, 그 반대의 행동을 ‘언어이화divergence’라고 한다. 전문

용어의 번역과 사용에는 동화보다 이화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

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에 순응해야 할 사회적 보상도 압력도 크게 작용하

지 않고, 개념의 간접 대응에 의한 의미의 불투명성, 번역의 곤란성, 번역의

불확정성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어의 번역과 사용이 개별적인 독

자성에 더 치중되고 있다.

번역의 오류가 발생하는 세 번째 원인은 번역 자체의 잘못에 있다. 번역

은 원어의 총체적인 의미 정보를 가능한 상실하거나 불필요한 첨가, 혹은 왜

곡하지 않고 목표어로 올바르게 전환하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이와 같은 번역의 기본 원칙은 의미의 분석, 전이, 재구성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70) 번역의 오류가 내포하는 문제점은 용어의 혼란, 독자성 부족,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이다. 용어와 관련된 개념이 풍부한 언어권의 원어를

개념이 부족한 언어권의 목표어로 번역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합

한 번역을 계속해서 검토해야하며, 번역을 통한 전문 용어의 정착과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Ⅱ장에서는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 사이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해 기호학, 전문 용어학, 번역학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성했

다. 또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를 다루었다. 다음 Ⅲ장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

명칭의 역사와 한국 조경의 도입 과정을 분석하고 Ⅱ장의 논의를 토대로 전

문 분야로서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해 언어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70) Eugene A. Nida, “Science of Translation,” Language 45(3), 1969, p.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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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탄생과 전개

1.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명칭의 역사

영어식 표현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용

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길버트 메송Gilbert Meason의 『이탈리아의 위대

한 화가들의 경관 속 건축물에서(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Great Painters of Italy)』(1828)에서였다<그림 3-1>. 메송은 이탈리아식 풍

경화 안에 있는 건축물을 언급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었다. 12년 후에

존 클로디우스 라우던John Claudius Loudon이 험프리 랩턴Humphry Repton

의 작품을 모은 그의 출판물인 『고(故) 험프리 렙턴의 조원과 경관 속 건축

(The Landscape Garde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Late

Humphry Repton)』(1840)의 표지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었다. 표지에 사

용된 ‘landscape architecture’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렙턴의 작품을 묘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메송과 같이 경관에 포함

된 건축물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추론이 타당하다.71)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1860년대를 전후로 하여 옴스테드와 칼베르 보가 전문 분야를 나타내기 위

해 처음으로 사용했다. 주목할 점은 옴스테드와 보에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

트landscape architect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주어진 임무가 공원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맨해튼의 155번가 위쪽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계획이었다는 점

이다.72) 이에 관해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의 편지(The Papers of Frederick Law

71) Joseph Disponzio, “Jean-Marie Morel and the Inven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radition

and Innovation in French Garden Art: Chapters of a New History, eds. John Dixon Hunt and

Michael Cona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pp.153.

72) 1860년 4월, 맨해튼 155번가 위쪽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계획 책임자로 옴스테드와 그의 파트너 칼

베르 보가 ‘landscape architect’로 임명된 것이 미국에서 전문가의 직함으로 landscape architect가

명시된 최초의 기록이다. 이는 조경가에게 주어진 최초의 담당 업무가 공원의 설계가 아니라 도시

계획이라는 점을 뜻한다(Charles Waldheim, “Landscape as architect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2014). 이제까지는 센트럴파크 조성 책임자였던 옴스



37

Olmsted)』(1998)의 편집자는 옴스테드와 보의 전문적인 설계 활동을 묘사하

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용어의 첫 번째 용례라고

언급하고 있다.73)<그림 3-2> 당시의 조경가들은 도시뿐 아니라 대형 도시

공원과 공원 체계, 국가 및 지역 공원, 대학교, 교외 공동체를 계획하고 설계

했다. 도시 계획이 독립적인 분야가 되기 전까지 조경의 중심은 도시를 계획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의 도시, 가로, 공원, 정원에 원칙

을 세우며 도시미화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그림 3-3>

그림 3-1. Gilbert Meason,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Great 

Painters of Italy, 1828(cover)

그림 3-2. Henry Hill Elliott to 

Frederick Law Olmsted (c. April 

1860), 

테드와 보가 1863년 5월 14일 공원 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들의 이름 앞에 landscape

architect라고 쓴 것을 첫 기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73) Charles E. Beveridge and David Schuyler eds., The Papers of Frederick Law Olmsted, Vol. 3:
Creating Central Park, 1857–1861,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3,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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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anhattan North of 155th Street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전문 분야의 명칭을 누

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크

게 5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프랑스의 건축가, 기술자이자 정원 디자이너인 장 마리 모렐

Jean-Marie Morel이 자신의 다양한 전문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조경의

프랑스식 표현인 아르쉬떼 페이사지스트architecte-paysagiste를 19세기 이전

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이 전문 분야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현대 조경의 기원

이라는 견해이다.74)<그림 3-4> 초기에 장 마리 모렐은 자신의 다양한 전문

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건축가이자 풍경화가(architecte et

paysagiste)로 언급했었다. 이후 19세기에 ‘그리고(et)’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아르쉬떼 페이사지스트architecte-paysagiste라는 명칭

을 사용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장 마리 모렐이 사용하던 아르쉬떼 페이사

지스트architecte-paysagiste라는 명칭이 통용되었고, 1854년에는 불로뉴 숲

Bois de Boulogne의 설계도에 ‘조경가(Service de l’architecture -

paysagiste)’라는 직인이 찍혀져 있었다.75)<그림 3-5> 이후 옴스테드가 1589

74) Joseph Disponzio, 앞의 글, p.153.

75) Joseph Disponzio, “History of the profession,” In Hopper eds., Landscape Architecture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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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 불로뉴 숲을 방문했을 때, 불로뉴 숲의 개선과 관련해서 옴스테드는

설계도에 찍힌 ‘Service de l’architecture - paysagiste’라는 낙인을 봤을 것

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반정비, 도시화 그리고 대형 공공 공원의 관리와

관계하는 파리의 실천으로서 landscape gardening의 확장된 영역을 목격했

다는 점이다. 또한 시기상으로 1857년 옴스테드가 처음 감독관으로 임명되었

을 때부터, 이후 1858년 수석 건축가로 승격될 때까지 그는 조경가의 직함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불로뉴 숲을 방문하고 1859년 12월 말 그가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이후 옴스테드가 도시개선과 관련하여 수락한 모든 전문적인

의뢰에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전문 분야로서의 명

칭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76)

그림 3-4. Jean-Marie Morel, 

Anonymous protrait, c. 1811.

그림 3-5. ‘Service de l’architecture 

paysagiste’ 직인. 1854

Standards,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7. p.5.

76) Charles Waldheim, 앞의 글,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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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견해는 첫 번째 견해와 달리 옴스테드의 비즈니스맨으로서의 특

성을 강조한다.77) 이 견해는 옴스테드가 불로뉴 숲의 기반정비, 도시화 그리

고 대형 공공 공원의 관리와 관계하는 파리의 실천으로서 landscape

gardening의 확장된 영역에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 있지만, 실제로 옴

스테드는 디자인이나 설계와는 거리가 먼 비즈니스맨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다. 당시 조원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특권을 누리던 건축가의

이름을 빌려옴으로써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고자 했다는 견해이다. 옴스

테드는 1886년 동료인 찰스 엘리엇Charles Eliot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

이 시급이나 일당을 받는 조원가와 달리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로서 중요한 책무에 맞게 변호사와 같이 좋은 조건으로 대우 받아

야 한다고 언급했다.78) 전문 분야의 명칭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로 주장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이유가 일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옴스테드에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

의 직무를 통한 공원의 설계는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도구였

다.79) 이후 옴스테드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원관이나 지속적인 공원 설

계와 도시계획에서의 역할을 볼 때 이 견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세 번째는 옴스테드가 워싱턴시에 체류하고 있던 1862년 1월에서 1863년

1월 사이에 칼베르 보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

을 단독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이다.80) 보가 건축가와 구

별되는 조경가라는 직업적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건축가building architect가 아니라, 경관을 전문 대상으로 하는 건축가

landscape architect라는 용어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1865년 보

77) Brian Davis and Thomas Oles, 앞의 글..

78) “A Letter Relating to Professional Practice from F. L. Olmsted, Sr., to Charles Eliot,”

Landscape Architecture, July 1921, p.189.

79) Cathrine W. Thompson, “Historic American Parks and Contemporary Need,” Landscape Journal
17(1), 1993, p.2.

80) 황기원, 『경관의 해석』,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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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옴스테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스스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마치 옴스테드가 없는 시기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그 명칭을 사용한 것 같이 느끼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용어가 최

초로 사용된 시점과 보가 옴스테드에게 보낸 편지를 토대로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860년 4월이

었다. 즉 보가 기존의 건축계에 대한 투쟁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landscape architect라는 용어를 제시했을 수는 있으나, 옴스테드의 부재를

틈타 보가 단독으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1865

년 옴스테드가 보에게 답장을 하면서, 보가 자신의 부재를 틈타 랜드스케이

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

한 언급이 없었다. 단지 옴스테드가 편지에서 새로운 전문 분야의 명칭에 관

한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점으로 볼 때. 앞서 보가 말한 명칭

의 사용이라는 것은 둘이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이 아닌 보 단독 사업이나

설계에서 사용한 예라고 추측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영국의 윌리엄 앤드루스 네스필드William Andrews Nesfield가

1849년부터 자신의 직함으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조경가로서의 명칭이 사용된 예라는 주장

이다.81) 조경사학자인 니나 안토네티Nina Antonetti에 따르면 네스필드가 랜

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으로 활동한 것이 널리 알

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제안한 버킹엄 궁전의 정원 설계가 실행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가 제안한 설계서에는 도시 조직에서 경관이 작동하는 원리

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조경, 도시 설계, 지역 계획이라고 부

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제안서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landscape architect라고 자신의 직함을 표시하고 있다.<그림 3-6> 옴스테드

81) Nina Antonetti, “William Andrews Nesfield and the origins of the landscape architect,”

Landscape History 33(1), 2012,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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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센트럴 파크를 설계하기 이전까지 경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

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hictect라는 명칭에 대해 확신을 가지

지 못한 데 반해,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조원가였던 네스필드는 자신의 직

무와 관련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실제적으로 옴스테드보다 시기도 앞서고 조

원과 관련하어 풍부한 이론과 실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네스필드

사례는 충분히 타당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니나 안토네티의 연

구는 기존의 옴스테드에 한정되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

명칭의 기원에 대해 새로운 축을 제시한다. 그러나 네스필드가 자신의 직함

으로 사용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가 현대의 전문 분야

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의 특수한 경우라

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림 3-6. William Andrews Nesfield, final page of 

Report on Palatial Gradens proposed to be annexed to 

Buckingham Palace,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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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옴스테드와 보가 최초로 랜드스케이

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직함으로 임무를 부여받을 당시 공원 위

원회가 그 명칭을 부여했다는 주장이다.82)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의 편지

(The Papers of Frederick Law Olmsted)』(1998)의 편집자인 찰스 베버리

지Charles E. Beveridge는 옴스테드와 보가 1862년 그들의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까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피했으며, 오히려 최초로 그들에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맨해튼의 155번가 위쪽으로 도시를 확장

하는 계획을 의뢰한 공원 위원회였다고 말한다. 1888년 옴스테드가 공원 위

원회로 보낸 편지에서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

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 부여받은 것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83) 이와 같은 주장은 당대의 새로운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

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원 위원회가 실제로 새로운 전문 분야를 필요로 했고 그 명칭을

부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책임자인 옴스테드와 보

는 오랜 기간 공원 위원회와 함께 도시, 공원 등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

서 새로운 전문 분야의 명칭에 관해 논의했을 것이다. 즉 공원 위원회가 랜

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옴

스테드에게 부여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와 같이 전문 분야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옴스테

드가 이 용어를 가장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한 시기적으로도

그의 노년에 미국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가

설립되고 하버드 대학에 최초의 대학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82) Charles E. Beveridge and David Schuyler, eds., 앞의 글.

83) Frederick Law Olmsted to the Board of Parks Commissioners, Rochester, New York,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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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비고

1828
Gilbert L. Meas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Great Paintings 

of Italy

It was referring to the 

appropriateness of buildings in 

the landscape not the landscape 

itself.

1840

John Claudius Loudon, ed., The 

Landscape Garde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Late Humphry 

Repton

It was referring to the 

appropriateness of buildings in 

the landscape not the landscape 

itself.

1860

Frederick Law Olmsted and Vaux 

were assigned landscape architect by 

Commissioners for laying out the 

upper part of New York island.

planning of northern Manhattan 

above 155th Street

1863

The title landscape architect is used 

for the first time by the Board of 

Cnetral Park Commissioners in New 

York City.

-

1899
The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if formed at a meeting in 

New York.

-

1910

Landscape Architecture magazine is 

founded by three graduates of 

Harvard’s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Robert Wheerlright, Charles 

Downing Lay, and Henry Vincent 

Hubbard

-

표 3-1. Landscape architecture 명칭의 역사

architecture 교육이 시작되면서 전문 분야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가 센트

럴 파크를 비롯한 미국의 대형 공원들과 공원 체계를 정립하면서 전문 분야

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즉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시작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주창자인 옴스테드에서 시작하여 그 전개와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옳다. 그

렇다면 경관landscape와 건축architecture가 결합된 이 전문 분야의 명칭을

통해 옴스테드가 드러내고자 했던 분야의 직능과 특수성은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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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명칭의 의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hictecture는 경관landscape과 건축

architecture가 결합된 명칭이다. 미국 조경의 아버지인 옴스테드가 처음 사

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eture

의 어의적 개념은 문자 그대로 ‘경관’을 ‘건축’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이 명칭에 관한 옴스테드와 동료의 글을 중심으로 어의적 개념을 넘어 내재

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옴스테드는 1892년 MIT 건축과의 강의에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Landscape gardener나 landscape engineer라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Landscape architect도 마찬가진데, 이 단어는 영향력 있는 집

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이를 받아들였고, 내 직업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용어들에 비해 불쾌함이 가장 적었다. …… architect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설계를 통해 (특정한 형태를) 만들고, 개선하는 사람이

다. …… House Architect는 설계를 통해 집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사람이며, naval

architect는 설계를 통해 선박을 만들거나 개산하는 사람이다. Landscape

Architect는 설계를 통해 경관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사람이다.”84)

옴스테드는 아키텍트architect라는 용어를 설계가 혹은 디자이너라고 보

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를 경관을 설계하는 사람이라

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스스로 자신이 이 명칭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

라 부여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과거에 보와 주고받았던 편지

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전문 분야의 명칭에 대해서 소극적인 해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865년 그가 보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있다.

84) Frederic Law Olmsted, “Relation of Architecture to Landscape Architect. Use and Misuse of

Landscape Architecture Terms,” Frederick Law Olmsted Papers, microfilm reel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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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L.A.[sic]라는 비극적인 용어 때문에 줄곧 괴로웠다. Landscape라는 말은

좋은 단어가 아니고, Architecture도 그러하며 두 단어를 합한 것도 그렇다.

Gardening은 이보다 더 못하다. …… 그 예술은 Gardening도 아니고 architecture

도 아니다. 내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일은 더더구나 그것(Gardening이

나 architecture가)이 아니다. 그것은 조림 예술sylvan art로서 원예, 농업과는 구별

되는 예술이며, 조림 실용 예술sylvan useful art이다.”85)

옴스테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탄생한 초기

에는 이 명칭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는 도시의 공원과

정원, 공공 장소를 설계하고 가로나 도로에 나무를 심고, 마을의 도로를 배

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원이나 건축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고 언급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후에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

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명칭을 비교적 소극적인 해석의 방식을 취하며

수용하고 있다. 이 수용의 방식은 오랜 갈등과 절충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가 1888년 뉴욕의 공원 위원회로 보낸 편지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비록 처음에 그 명칭이 나에게 부여되었을 때는 반대했었지만, 나는

landscape gardener와 landscape architect 중 후자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architect라는 용어가 전문 영역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며, 경관

설계자를 묘목업자나 화초 재배자로부터 구별 지어주기 때문이다.”86)

이와 관련하여 찰스 왈드하임은 옴스테드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landscaper architect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키텍트architect의 역할

을 가져옴으로써 대중에게 새로운 영역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랜드스케이

85) Frederick Law Olmsted to Calvert Vaux, 1 August 1865.

86) Frederick Law Olmsted to the Board of Parks Commissioners, Rochester, New York,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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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주로 식물 및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만

잘못 여겨지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언급했다.87)

또한 옴스테드의 제자이자 동료인 찰스 엘리엇은 1896년 12월 찰스 애덤

스Charles Francis Adams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Landscape architecture는 art of design이다. 또한 농업, 임학, 조원, 공학, 그

리고 심지어 architecture조차 다룬다. Architecture라는 용어가 이와 같은 넓은 의

미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landscape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88)

엘리엇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전문 분야를

광범위한 디자인 예술로 생각했다. 또한 엘리엇은 전문 분야의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원예 대학이 아닌 디자인 대학에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9) 엘리엇과 오라스 클

리블랜드Horace William Shaler Cleveland는 공원의 보존, 보호, 설계와 숲

의 보호를 도시 개발의 경관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여겼다. 그들에

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북미 대륙을 도시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분야였다.90) 실제로 1905년 엘리엇은 보스턴

대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그림 3-7>

87) Charles Waldheim, 앞의 글, p.189.

88) Charles W. Eliot, Charles Eliot: Landscape Architect, a lover of nature and of his kind, who
trained himself for a new profession, practised it happily and through it wrought much good.
Boston: Houghton Mifflin. 1902, p.630.

89) Charles W. Eliot, Ibid.

90) Sonja Dumpelmann, “What’s in a word: on the politics pf language in landscape architect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2014,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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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Diagram of the existing (green) and planned (brown) components 

of the Boston Metropolitan park system designed by Charles Eliot and 

Sylvester Baxter, Harrisburg, PA: Mount Pleasant Press, J. H. McFarland 

Company, 1905

1870년대부터 클리블랜드는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 도시를 확장하고 설계

하는 역할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필요성을 주

장했다. 그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문명을 위해

토지를 적절하고 경제적이면서 우아하게 배치하는 예술이라고 언급했다.91)

91) Horace William Shaler Cleveland, Landscape Architecture, as Applied to the Wa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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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가 누군가에 의해 어떤 의도로 최초로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9세기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에 앞서 landscape gardening이 통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전과는 분명히 다른, 도시 및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문제와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한 현상이었다. Landscape gardening과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분명히 다른 전문 분

야이다. 우선 landscape gardening이 농경산업ž봉건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반

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도시ž산업사회를 배경으

로 한다. 또한 전자가 주로 사적 공간을 대상으로 개인적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반면, 후자는 광역적 차원에서 공공을 위한 공간에서 대중을 위

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는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 환경의 악화,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도시와 경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이 전문 분야의 명칭에 대한 사회적 공인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아

니라,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으로 옴스테드, 엘

리엇, 클리블랜드 등의 전문가들이 센트럴파크 이외의 주요한 국가적 프로젝

트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는 데서 강화되었다.92) 즉 초기 미국의 랜드스케

이프 아키텍처lanscape architecture는 도시 계획, 공원 조성, 시카고 박람회

설계, 도시 오픈 스페이스 제안 등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했다.

West, Chicago: Jansen, McClurg & Co., 1873, p.17.

92) 황기원, 『경관의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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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탄생 배경과 전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탄생 배경은 산업화시대

의 도시화의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 혁명 이후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 및 발전과정에서 도시 및 도시화가 발생하였고, 특히 자연이

결핍된 도시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도시환경이 약화 된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농촌인들은 보다 좋은 수입과 생활을 위해 농촌

마을을 떠나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

이 몰려드는 이른바, 급작스러운 도시화 현상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주택, 도

로, 상ž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는 물론이고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공

기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농촌인들이 전원의

고향 마을을 떠나 삭막한 도시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들이 살았던 농촌의

전원 경관에 대한 향수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렇듯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의 환경 문제와 자연이 있는 목가적 전원 경관에 대

한 향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

회적 문제로 다가왔다. 그러나 주택, 도로, 상ž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조차 제

대로 정비가 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도시에 자연을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꼭 해결되어야만 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농경사회에서 산

업사회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도시

공간에 자연의 결핍으로 비롯되는 대기ž수질 오염 등과 같은 보건ž환경 문

제, 자연과 전원에 대한 향수 등으로 인한 근로 의욕의 상실 등 사회ž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산업혁명이 발생한 영국의 경우, 이러한 도시환경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

상을 위해 왕의 궁전(런던의 하이드로 궁전Hydro Palace, 리젠트 궁전

Regent Palace)에 부속된 정원을 주말에 도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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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공원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공원은 오늘날의 현대적 개념의

공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공원의 소유권이 왕에게 있고,

주말에만 개방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오늘날과 같은 대중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앤드류 잭슨 다우닝Andrew Jackson Downing과 뉴욕 신문

편집자이자 신인인 윌리엄 커렌 브라이언트William Cullen Bryant는 1840년

대에 맨해탄 도시 한가운데 토지가 도시화로 압도되기 전에 시가 주도적으

로 광활한 중앙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뉴욕과 같은 도시가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화를 통해 도시 확산이 진행될 경우 미래에는 보다 심

각한 도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당대는

문론 미래 후손들의 건강과 복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에 자연을 도

입할 것을 역설하였고, 시민과 언론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뜻을 이루

게 되었다. 1858년에 옴스테드와 보의 설계에 의해 마침내 오늘날 세계 최대

의 도시 뉴욕의 중심지에 100만평 규모의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 만들어지

게 되었다.

옴스테드와 다우닝에 의해 고무 받은 도시 공원 운동은 1940년대까지 계

속되었고, 이 시기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주로 회

화에 기반을 둔 목가적 경관설계와 원예를 통한 미적 효과와 같은 기능적인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세기 전환점에서는 제이콥 리스Jacob Riis와

벤자민 마치Benjamin March 등이 도시 밀집으로 인한 도시 근로자의 휴식

과 건강을 찾아주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도시의 여가 공간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한편으론 1893년의 시카고 박람회 개최를 기점으로 도시 미화 운동을 전

개하였는데, 이것은 도시 오픈 스페이스를 거대한 공공 건물과 기념물의 건

축적 연장물로서 효용화하고자 하였다. 즉 도시의 자랑거리로서 도시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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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분수, 조각상, 그리고 정형적 경관으로 장식된 화려한 바로크 계획적

요소를 옮겨 놓은 것이었다. 이 운동은 적어도 1950년대까지 도시 중심 건축

물 주변과 공원 설계에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

옴스테드의 도시 공원은 자연에서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기회증대 제공

및 도시 기구를 분리할 목적으로 점차 공원과 공원, 공원과 야생자연지역을

연결시키는 오픈 스페이스 체계 계획으로 진화해 갔다. 이 체계 계획에서는

도시 공원, 공원 도로와 그린벨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로

구성되었다.

1862년 4월 새로운 전문 분야의 정체성에 대한 열의의 증거로, 옴스테드

와 보는 센트럴 파크의 ‘Landscape Architects to the Board’로 명확하게 그

들의 직함을 만들었다. 남북전쟁에 의해 중단된 이후, 1865년 7월 그들은

‘Landscape Architects to the Board of Commissioners of Central Park’로

다시 임명되었다. 그 다음해 5월에 옴스테드와 보는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Prospect Park ‘Landscape Architects’로 임명되었고, 미국의 새로운 전

문 분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이 진행되었다.93) 전문 분야

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옴스테드와 보의 센트

럴 파크 설계와 함께 진가를 발휘했다.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

처landscape architecture은 그들과 몇몇의 사람들의 업적에 의해 정의되었

다. 그들은 단지 설계뿐 아니라 거대한 도시 공원과 공원 체계, 국가 및 지

역공원, 대학교 계획, 교외 공동체를 설계했다. 전문 분야는 국가의 번영과

그런 번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과 함께 전개되었다.

19세기 말에 전문 분야의 집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1899년 미

93) Frederic L. Olmsted, Forty Years of Landscape Architecture, p.11,

David Schuyler and Jane Turner Censer, eds., The Papers of Frederick Law Olmsted, Vol. 6,
‘The Years of Olmsted, Vaux & Co., 1865–187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pp.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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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경가협회ASLA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전문적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

트landscape architect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력이나 식물 등을 팔거

나 상업적 이익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들을 회원으로 받지 않았다. 전문적인

협회의 창설에 이어서 새로운 전문 분야는 학문 과목과 전문적인 잡지를 곧

만들어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최초의 학문적

프로그램은 1900년 하버드의 로렌스 과학 대학Lawrence Scientific School에

서 예술과 전문 영역으로서 만들어졌다. 학과목과 학문 프로그램의 탄생과

1910년 만들어진 계간지인 『Landscape Architecture』의 발간이 새로운 전

문영역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했다.94)

종합해보자면 19세기 당시의 새로운 전문 분야는 landscape gardening,

landscape engineering, landscape improvement 등의 명칭과 경쟁 끝에 랜드

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etcture로 명명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나 용어는 기표가 의미하는 상징보다는

기표와 대상의 관계에 주목한다. 즉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명칭으로 옴스테드 등의 전문가들이 센트럴파크 이외의 주

요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는 데서 강화되었다. 결국 맨

해튼과 같은 대도시의 인프라와 도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하는 랜드

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ž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스케일에서 도시, 가로, 공원, 정원을

포함한 경관을 설계하는 행위”라는 기의를 함의한다.<그림 3-8>

94) Melanie L. Simo, The Coalescing of Different Forces and Ideas: A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Harvard, 1900–1999,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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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Landscape architecture의 언어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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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명칭과 정체성 논쟁

옴스테드의 성공적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 부흥

에 근거하여, 미국의 창설자들은 새로운 예술을 위한 가장 적합한 전문 영역

의 명칭으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최종적으로 채

택했다.95) 이 명칭을 기반으로, 또한 도시 체계와 도시 기반의 배치의 실천

에 대한 요구로 이 전문 분야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완전한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

미국조경가협회ASLA가 설립되었으나 이와 같은 전문 분야의 명칭이 수

월하게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선례들과 옴스테드의 위상에도 불

구하고, 협회의 많은 창설자들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

라는 용어를 조롱했다. 베아트릭스 페란드Beatrix Farrand는 노골적으로 이

용어를 거부했고, landscape gardener를 지속적으로 선호했다. 이러한 대립되

는 의견이 병존한 증거로, 미국조경가협회는 landscape gardener와 랜드스케

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 모두를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협회의 창설

자들의 더 큰 관심은 새로운 전문 분야를 상업적 활동이 아닌 ‘교양적 전문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협회는 노동력이나 식물 등을 팔거나 상

업적 이익관계 대신, 전문적인 설계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을 회

원으로 받았다.96)

전문 분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1948년

세계조경가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의 설립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정적인 명칭으로 공고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협회를 설립

95) 1915년 미국조경가협회는 전문 분야의 명칭을 두고 투표를 하였으며 총 37명 중 29명이 ‘랜드스케

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명칭을 적절한 명칭으로 선택하였다. Thaisa Way,

Unbounded Practice: Women and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Charlottesville &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9, p.25.

96) Melanie L. Simo, 100 Years of Landscape Architecture: Some Patterns of a Century,
Washington DC: ASLA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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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제프리 젤리코Geoffrey Jellicoe 경은 창립학

회장에서 물러서자마자 조경가라는 용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97) 이 분야

에 있어서 뚜렷한 하나의 국제적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탄한 사람이

젤리코가 마지막은 아니었다. 많은 종사자들이 오늘날까지 랜드스케이프 아

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명칭에 대해 그들의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

하고 있으며, 전문 분야에 대한 적절한 명칭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98)

19세기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탄생한 이래로,

전문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다년간의 논쟁은 분야로서의 정체성과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업무 범위의 간의 갈등을 드

러냈다. 옴스테드 역시 이 용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아키텍트

architect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새로운 영역을 알리는 데 도움

을 주고 조경이 주로 식물 및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만 잘못 여겨지는 경향

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를

수용했다.

이안 톰슨Ian H. Thompson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전문 분야의 명칭이 가져온 몇 가지 오해를 언급했다.99) 첫

번째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독립된 전문 분야라

기보다 건축의 하위 분야라는 것이다. 이것은 외과 전문의가 전문화된 의사

의 한 종류라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 두 번째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landscape architect를 landscape gardener로 착각하는 것이다.

97) 젤리코는 1860년에 열린 조경가 국제연합의 연설에서 조경이라는 전문업이 여전히 그 정체성을 찾

고 있으며, 그것을 대변하는 전분 분야의 명칭은 “모든 문화를 위한, 다른 영역과 뚜렷하게 구분되

는 하나의 단어”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eoffrey Jellicoe, ‘A Table for Eight’, in Space for

Living: Landscape Architecture and the Allied Arts and Professions, ed. Sylvia Crowe,

Amsterdam: Djambatan, 1961, p.18.

98) Sonja Dumpelmann, 앞의 글, p.223.

99) Ian H. Thompson, Landscape Architectur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6.



57

최근 조경의 새로운 역할과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후 많

은 이들은 전문 분야의 명칭에 대해 landscape, land architecture, rural arts,

landscape design, landscaping,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science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브라이언 데이비

스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위한 새로운 명칭을 제

안하였다. 그는 원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두 예

술 분야가 결합된 명칭으로, “landscape and architecture”로 해석되어야 하

는데 “landscape as architecture”라는 은유의 형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프

랑스식 표현인 architecte-paysagiste는 architecte와 paysagiste라는 두 명사

가 동등한 위치로 연결된 것이지, paysagiste가 architecte를 꾸며주는 형용

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학자인 로

만 야콥슨Roman Jakobson과 모레스 할레Morris Halle가 “인접성 장애”라고

이름붙인 은유의 남용에 해당한다.100) “spyglass for microscope”나 “fire for

gaslight”과 같은 표현으로 오늘날 우리는 “architecture for landscape”이라

고 말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는 명칭의 오류가 분야의 영역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 명칭에 관한

변화의 흐름은 유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 조경가협회인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는 1970년대 그 이름을 Landscape Institute로 바꾸

었다.101) 1929년 창립된 영국 조경가협회의 초대 협회장은 영국에서 최초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 중 한

명인 토마스 모슨Thomas Mawson이었다.102) 모슨은 영국 조경가협회의 협

회장을 맡기 이전에 Town Planning Institute의 협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도

100) Roman Jakobson and Morris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s-Gravenhage : Mouton, 1956.

101) 영국에서 조경으로 가장 규모가 큰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역시 최근 그 이름을 Department of Landscape로 바꾸었다.

102) 앞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명칭의 역사에서 언급한 윌리엄 앤드루스 네스필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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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공공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British Association of

Garden Architects로 계획된 협회의 이름을 ILA로 바꾸어 랜드스케이프 아

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강조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1970년대 쉐필드 대학의 건축학과 학장인 아놀드 웨들 등이 새로운

명칭으로 “landscape”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랜드

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설계를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생태계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과학적 접근, 행동 과학이 필요한 분야라는 이

유에서였다.103) 현재 LI는 landscape design, landscape manage, landscape

science의 세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중요한 landscape planning, urban design, environmental

assessment와 같은 분야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104)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명칭과 정

체성에 관한 논쟁을 종합해보면, 전문 분야로서 직능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지속해서 이론

적ž실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정

체성을 대변할 명칭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정체성 문제는 분야 자체

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도 나타났지만, 전문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명칭을 중심으로 한 담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담론의 형성은 어

떠한 명칭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

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새롭게 점검하는 기회

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103) Fein, 앞의 글, p.39.

104) http://www.gardenvisit.com/landscape_architecture/careers_jobs/landscape_institute_li_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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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architecture의 기원과 명칭, 정체성을 특집으로 다룬「Studies in

the H 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Volume 34, Issue 3,

2014)와 같은 연구는 전 세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원, 명칭, 정체성 그리고 변화에 주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다. 확장된 영역과 전문 분야로서 정체성 문제는 한국 조경에서도

유효하지만 앞의 Ⅰ.2의 관련 연구 동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서 한국 조경은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Ⅱ장의 논의를 토대로 전문 분야로서 한국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

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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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

1. 조경의 도입 배경과 정착 과정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배경에는 국가경제개발, 산업화, 국토개발 등의 사

건과 시대정신이 있었다.105) 한국 조경의 도입도 영국, 미국 등 서구 국가와

같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 3공화

국 시절, 1967∼1972년까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필두로 제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은 한국을 전통적 농업 사회로부터 산업 사회로 변

화시킨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산업은 급격하게 발전

해 갔고, 그에 상응하는 국토개발이 요구 되었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에서 국토개발의 최대 이슈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1968∼1970년의 2

년간에 걸쳐 건설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는 대규모로 산과 강을

헤치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건설공사였다. <그림 4-1>

당시의 경제개발은 2차 산업화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경주를 세계

적 관광도시로 개발하고자함으로써 3차 산업의 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71년에 대통령 경제비서실에 경주종합개발기획단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IBRD의 차관을 얻어 경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

들고자 추진되었다. 이때 경주종합관광개발에서는 도로와 치수, 상하수도 노

업개발, 철도장비, 교육시설장비, 자연보전, 불국사주변개발, 도시공원, 버스

터미널, 전기, 통신 등 11개 분야에 걸친 사업 등 관광도시 기반조성 및 환

경정비사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주에 있는 각종 문화재지

역, 공원 등에 대한 환경정비는 조경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 3공화국 시절에 ‘민족사상 선현유적’, ‘국난극복의 유적’, ‘전통문화유

적’. ‘6ž25동란 기념 유적’ 등 많은 문화유적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등의 정비

105) 조세환, 앞의 글.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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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진행된 현충사 성역화 사

업은 문화유적정비사업의 조경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주종합관광개발계획, 현충사를 비롯한 수많

은 사적지 정비 등 국토개발 및 문화유적 정비는 국토환경과 경관의 훼손

등 개발에 따른 복원과 정비, 새로운 경관의 연출 등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대두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197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환경조경학과

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이유로 첫째, 경제성장에 의한 환경문제에 대한 부작

용에 대응할 필요성의 절실함, 둘째 현충사를 비롯한 국난극복 사적지의 복

원 및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인된 산복절개면의 미적 회복 및 산사태 방지,

셋째 경주관광개발계획의 추진 등으로 조경 전문 분야가 육성되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106)

그림 4-1. 경부고속도로 개통. 1968.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국토 개발을 하는 데 있

어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107)을 찾고 있었다. 이에 미국에서 랜드스케

106) 황기원, “한국의 조경교육 30년: 회고와 전망,” 『한국조경학회지』, 200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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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전공한 뒤 공직에 있던 오휘영 박사

를 청와대에 발표자로 섭외했다. 1970년 8월 오휘영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랜

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대 건축학

과 윤정섭 교수의 자문을 들어 ‘조경造景’으로 번역하여 소개한다.108) 이후

1972년 4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서 ‘조경에 관한 세미나’

가 개최되었다.<그림 4-2> 아직까지 새로운 전문 분야의 명칭이 공인된 것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미나를

주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도시계획, 건축, 임학, 원예학, 고

고학 등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당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에 관해서는 조원, 조림, 경관, 조경 등 다양

한 용어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내용과 범위 등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 관

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 주도 아래 1972년 청와대에 조경ž건설담당비서관으

로 오휘영이 임명된 후, 1972년 12월 19일 조경학과의 개설, 1972년 12월 29

일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1974년 7월 2일 한국조경공사의 설립 등 급속도로

조경의 제도화가 진행된다.<그림 4-3> 양병이는 1973년 서울대학교에 조경

학과의 개설과 더불어 환경대학원이 설립된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라고 회고했다.109) 서울대학교에 하나의 단과대학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수년간의 내부 논의와 대학교 내에서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환경대학원 설립의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약 1년의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107)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 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1), 『환경과조경』 140호, 2000, p.49.

108) 오휘영은 청와대에서 landscape architecture를 ‘조경’으로 번역하여 보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언급했다: “70년도 초에 청와대에서 조경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영어 ‘landscape

architecture’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윤정

섭씨에게 의뢰를 했더니 ‘조경’, ‘조원’ 모두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경’이라는 용

어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한국조경학회지, 1992: 12).

109) 양병이, “조경학과의 설립과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라펜트기사[website], <http://www.lafent.com/
inews/news_view.html?news_id=10863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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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조경에 관한 세미나 속기

록, 1972년 4월 18일.

그림 4-3. 한국종합조경공사 설립, 

1974년 7월 2일.

시기 내용

1972년 4월 18일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에서 ‘조경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72년 12월 19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조경학과 설치인가(대통령령 제 6405호)

1972년 12월 29일 한국조경학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 김장수 회장

1973년 1월 25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개설인가

1973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농과대학 조경학과,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조경학과 신입생 입학

1973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1부시장 

산하에 녹지국 신설, 조경과, 녹지과, 공원과 설치

1974년 7월 2일 한국조경공사의 설립 

표 4-1. 1970년대 한국 조경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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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번역어로서 조경

옴스테드에 의해 19세기에 만들어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전문 분야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경造景’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것은 오휘영이 1970년 8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영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hitecture를 ‘경관景觀을 조성造成한

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조경으로 작명하여 보고한 데서 비롯되었다. 랜드스

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도입함에 있어서 중국은 “원림건축

園林建築”과 “경관건축景觀建築”, 일본은 “조원造園”과 원어를 음역한 “란

도스케프ランドスケープ” 혹은 “란도스케프 아키테쿠차ランドスケープžアー

キテクチャー”, 대만은 “경관건축景觀建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나라의 문화에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경은 말 그대로 보면 ‘景(觀)을 만듦[造]’이다.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조경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 조원造園이라는 용어는 ‘(庭)園을 만듦[造]’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용어의 영어 대응어가 landscape gardening이라는 것

을 고려하면, landscape / architecture / gardening 이 세 단어 중 어떠한 것

과도 1대 1 대응을 하지 못한다. 즉 조경이라는 용어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

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문자 그대로 직역했다기보다는 의역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본 연구는 최근 확장된 영역과 전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한국 조

경에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한

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 조경가들은 랜드스

케이프 아키텍처lansd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조경이라는 용어에 대

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기도 했다. 『환경과조경』의 창간호, 당

시에 『조경』(1982)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잡지에서는 윤승중과 유병림은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의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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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경에 관한 대중적 인식은 공원이나 정원

을 디자인하는 기술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조원

(造園)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조경이라는 번역자체에 상당

히 제한된 뜻만을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겠지만…”110)

“우리가 쓰고 있는 조경이라는 말이나, 미국과 영국에서 쓰이는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Design’이나, 독일에서 쓰는 ‘Landschafts Architekten’,

혹은 일본의 ‘조원’이라는 말들이 한결같이 조경이라는 분야를 결코 적절하게 표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조경이라는 말 이외에 적절한 단어가

없다는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대와 나라마다 그 사회에서 조경이라

는 전문 분야를 요구하는 정도나 내용이 각각 달랐다는 데 더 큰 까닭이 있다고

생각된다.”111)

2.1. architecture의 번역

우선 architecture라는 용어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자. architecture의 번

역어로서 ‘건축建築’을 확립시킨 것은 일본 학계이다. 일본은 막부시대부터

서양어 번역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architecture의 번역도 몇 가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대 일본에서 architecture의 번역 용례를 분석한 정영숙

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12)

(1) 막부 말에 서양 건축이 이입되면서 architectur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2) ‘제반 예술을 통괄하는 원리,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 architecture는

1595년 『이태리-포르투갈-일본어 대역사전』에 ‘집을 짓는 학문’으로 번

역되었고, 에도 중기 경에 ‘집을 세우는 기술’, ‘집을 만드는 기술’ 등으로

110) 윤승중, “건축과 조경의 해후,” 『造景』, 1982년 12월 호, p.64.

111) 유병림, “造景이라는 것,” 『造景』, 1982년 12월 호, p.35.

112) 鄭英淑, “Architectureの訳言吾をめく"つて,” 『日本近代學研究』 (42), 2013, pp.7-26.



66

이어졌으며, 한편으로 ‘건축’이라는 조어도 등장했다.

(3) 에도 말기에는 『영화대역수진사서』(1862)에 ‘건축학’이, 『불어명

요』(1864)에 ‘조가술’이 새로 등장했고, 근세로부터 사용되어 오던 도편

수라는 의미로 ‘토료’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4)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현상은 지속되었으며, 메이지 20년 이

후에는 ‘건축’과 ‘조가’ 두 단어로 압축되었다. ‘영조(학)’ 등 기존의 건설행

위를 표시하는 단어도 있었지만 용례도 적고, ‘조가(술)’은 거의 공학관계

에만 한정되었다.

(5) 메이지 30년대에 도쿄대학의 ‘조가학과’가 ‘건축학과’로 개칭되면서,

architecture의 번역어는 ‘건축’으로 일원화 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최근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조가造家’가 아닌 ‘건축’이 채택된 이유

에 대해 연구했다.113) 기술로 도입된 건축이 학문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예술

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기존에 공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조가’라는 용어

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건축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건축이라는 용어

는 곧바로 한국과 중국 등 한문을 사용하는 국가로 확산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의 의미가 명확하게 같지는 않더라도 ‘조경’이라는 용어에서 사용되는

조造라는 한자는 전통적으로 architecture를 의미하는 한자로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술적 의미가 강한 명칭일

까.

당시 한국 조경계가 관련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랜드스

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새로운 용어로 번역하고, 대중에게

이해시켰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의 전문 용어가 번역되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제도화로 인

113) 이강빈, 성은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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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경이라는 용어는 한국

조경이 도입되기 이전에 인접 분야의 용어들과 혼동을 가져오면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황기원은 조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의 불균형에 대해 ‘조경’이라는 말 자

체가 가진 ‘만든다’라는 뉘앙스에서 문제를 찾았다.114) ‘만든다’라는 말 그 자

체에 현혹되거나 함몰되어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생태 조경이나 친환경적 조경은 말 그자체가 모순이며 새로운 대안을 한

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찾고자 했다. 즉 ‘만든다’, 혹은 ‘조성한다’라는 의미의

‘조造’라는 한자어는 일본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다학제적 특성을 가진 건축 분야에 채택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인공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뉘앙스에서만 한국 조경의 문

제점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 기존의 전통이 강한 조원造園과 원어를

음역한 란도스케프 아키테쿠차ランドスケープžアーキテクチャー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일본에서는 어

떠한 방식으로 번역되어 정착되었을까. 동일한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서 한국

의 조경과 일본의 조원을 비교해보자. 일본의 조원 전문 저널인 『ランドス

ケ一プ研究Journal of the Japanese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ume 79, Issue 4, 2016)에서 ‘란도스케이프의 업무ランドスケ一プの仕事’

특집을 통해 전문 분야의 역사와 현 상황을 다루었다.

2.2. 일본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번역과 정착

일본의 조원은 메이지 신궁 경내의 숲 후원 계획부터 시작하여 메이지

19(1886)년에 도쿄 농림 학교東京農林学校, 그리고 메이지 30(1897)년에 도쿄

114) 황기원, “한국 조경의 문화적 전통 시론,” 『환경논총』 42(1), 200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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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대학 농과 대학東京帝国大学農科大学을 거쳐 다이쇼 8(1919)년 9월부터

대학에서 처음으로 정식 과목 ‘조원학’ 강의가 시작되었다.115) 이후 다이쇼

12(1923)년의 관동대지진에서 방재 피난 장소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진 재

해 부흥 계획震災復興計画’에 의해 도쿄의 변두리 일대에 55개의 크고 작은

공원을 짧은 기간에 조성했다. 그 후에도 1939년 도쿄에 화재가 발생되어

‘전쟁 재해 부흥 특별 도시 계획戦災復興特別都市計画’을 통해 조원이 활성

화되었다. 즉 일본의 초기 조원 분야 역시 한국과 같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부터 시작되었지만, 관동 대지진, 태평양 전쟁 등의 재해로부터 도시를 복원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 조원의 전신은 다이쇼 13(1924)년에 우에하라 케이지上原敬二가 설

립한 동경 고등 조원 학교東京高等造園学校이며, 이후 일관되게 ‘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116) 1959년, 강산江山 학과장이 취임 후에는 ‘란도스케프 아

키테쿠차ランドスケ一プ アーキテ夕チュア’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당시에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조원학近代造園学’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 1970년 창간된『조원잡지造園雑誌』는 1994년 『란도스케프 연구ランド

スケ一プ研究』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원’인지 ‘란도스케프ランドスケ一プ’

인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조경에 대한 명칭 역시 메이지 이후

도 ‘원예園芸’, ‘정원 예술庭園芸’, ‘풍치 원예風致園芸’, ‘조원造園’, ‘풍경적 원

예風景的園芸’, ‘녹지緑地’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117)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일본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조원가造園家』를 특집으로 다룬 『일본조원학회』(1997)에서는 조

원과 란도스케푸 아키테쿠차ランドスケ一プ アーキテ夕チュア를 나누어 각

각 다른 분야로서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

115) 進士五十八, “歴史の流れの中でみる職能問題,” 『ランドスケ一プ研究』 79(4), 2016. p.303.

116) 進士五十八, “ランドスケ一プの職能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ランドスケ一プ研究』 79(4), 2016,

p.302.

117) 進士五十八, “職能問題に対する学会の動き,” 『ランドスケ一プ研究』 79(4), 2016,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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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8) 일본에는 조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들은 정원이나 공원

녹지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란도스케프 아키테쿠차ランドス

ケ一プ アーキテ夕チュア를 강조하고 일하는 사람은 도시 광장, 빌딩 주변

등의 디자인을 주된 일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학과도 분리되어 각각

다른 학문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랜드스케이

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메이지 신궁 조영

등과 관련되어 뚜렷한 특징을 가진 조원, 그리고 각종 전쟁 재해 복원 등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19세기 미국에서 탄생한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어느 정도 각자의 분야를 확립하며 서로

상호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때 조원이라는 전문 분야의 명칭을 랜드스

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두 분야

를 유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3.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와 랜드스케이프 건축

한편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건축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대한건축학회와 건축학

과의 논문에서 주로 등장하는 이 용어는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을 토대로

그것이 건축과 맺는 함의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

은 이 용어와 이론에 명확한 뿌리가 없다는 점이며, 종종 옴스테드와 같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landscape architect를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라고 언급

하기도 한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프랑스학연구』(32

권, 2005)에 실린 정인하의 “질 들뢰즈의 ‘주름’ 개념과 랜드스케이프 건

축”119)과 장은영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118) 浅川昭一郎, “造園学における歴史教育,” 『ランドスケ一プ研究』 60(4), 1997. p.296.

119) 정인하, ‘질 들뢰즈의 ‘주름’ 개념과 랜드스케이프 건축,‘ 프랑스학연구 3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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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관한 연구”120)를 참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이 ‘랜드스케이프 건축’

을 정의하는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랜드스케이프라는 것이 요즘 현대 건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아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는 하나로 정립된 것이

없고 의견이 분분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121)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주로 과거와 다른 랜드스케이프 개념이 건축에 영

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들은

1980년대 라 빌레뜨 공원La Villete Park 설계 경기 이후 현대건축에서 나타

나는 랜드스케이프라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을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고 정의한다. 램 쿨하스Rem koolhaas, MVRDV,

FOA, 제임스 코너James Corner 등이 1990년대에 들어와 랜드스케이프 건축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조경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확장된 개념이며, 한국 건축계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를 오역한 사례이다. 이것은 ‘건축의 조경화’로 볼 수

있는 21세기의 건축적 흐름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경향은 랜드스케프 어바

니즘landscape urbanism이라는 광의의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건축계는

“landscape”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landscape이라는 단어는 주로 풍경, 경치, 또는 경관, 조경 등의 단어로 번역

되어 사용된다. … 현대 건축에서의 새로운 개념이자 사고방식으로서의 landscape

와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122)

120) 장은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21) 장은영, Ibid, p.27.

122) 강병진, “랜드스케이프 건축개념을 이용한 외부공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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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불어의 paysage, 영어의 landscape는 우리말로 ‘조경’으로 많이 번

역되었다. 이것을 따를 경우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말도 ‘조경 건축’이라는 말

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겠지만 오늘날 영미권에

서 사용되는 landscape 말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정의되고, 따라서 ‘조경’이라는 말

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 없다.”123)

“현대건축의 영역에서 랜드스케이프 개념이 거론될 때에는 개념의 근대적 의미

가 잔존하고 있는 조경건축(Landscape architecture)과 혼용되어 두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124)

즉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경에서의 랜드스케이프를 단

지 건물의 주변을 장식하는 픽처레스크picturesque 개념으로 한정시킨다. 현

대 조경의 많은 토대가 건축에 빚을 지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건축에서

등장한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분명 조경의 연장선에 위치한 것이다. 이와 같

은 오역은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 문제로 귀결된다. 전문 분야

의 명칭으로 조경이 이전과 다른 명확한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건축

분야에 의해 그 의미가 왜곡되어 축소되는 경향은 더욱 조경 정체성의 혼동

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경관을 뜻하는 경景이라는 한자는 그 자체로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

다. 경관景觀은 대상인 경景과 보는 행위인 관觀이라는 말이 모여서 이룬 용

어이다. 그런데 이때 경景이라는 한자 자체가 햇빛이라는 뜻이며 인간이 무

엇을 본다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어 경관景觀이라는 개념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125) 종합해보면 조경造景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로 경관을 만드는 것이

123) 정인하, 앞의 글. p.334.

124) 홍지학, 김형준, 김광현, “현대건축에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층위 연구,” 대한건축학회

25(7), 2009,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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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造라는 한자어가 인공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지만 랜드스케이프 아

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미

상으로 크게 혼동될 점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1972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

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번역되어 도입된 조경이라는 용어가 이미 1970년

대 이전부터 원예나 조원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25) 황기원, “‘경’과 관련된 술어의 개념에 관한 고찰: 관련된 한자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

학회지』 22(4), 1995,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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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0년대 이전의 조경

전문 분야로서 조경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2년 이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조경이라는 용어는 존재했다. 김태경

은 1970년대 이전에도 대학에서의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나 소규모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부 일간지나 잡지제목에 조경이라는 말이 부분

적으로 쓰였다고 회고했다.126)

1960년대에 건국대학교에서 조경학 강의를 한 김형수는 1958년부터 자신

이 ‘관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조경을 사용했다고 밝혔고,127) 1965년에는

『원예와 조경』이라는 잡지가 창간되었으며<그림 4-4> <그림 4-5>, 1967

년 6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 6면에는 한국조경연구소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그림 4-6> 신문에 실린 『원예와 조경』 광고에는 “한국 유일의 원예

지!”, “농촌에서 도시, 직장에서 가정, 아마에서 프로까지 필수의 나침반”이

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128) 또한 『원예와 조경』이라는 잡지명을 선택

한 이유에 대해서는 창간호에 잡지의 발행인이자 한국원예사의 대표인 강태

봉이 “이 원예와 조경지는 채소ž과수ž화훼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된 육종ž파

종 및 병충해 등 모든 원예 분야는 물론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키 위해 조경

분야까지도 취급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한다.129) 1967년 6월 6일 『매일경제

신문』에 실린 한국조경연구소의 광고를 보면, 정원 설계와 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조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구소, 즉 단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130)

이 외에도 조경 모형, 조경 공사, 조경 전문가 등의 용어가 여러 신문 지

126) 김태경, 앞의 글. p.102.

127) 김형수, “조경의 의의,”『원예와 조경』 창간호, 서울: 한국원예사, 1965, p.117.

128) 경향신문, 1965년 9월 11일 토요일 12면.

129) 강태봉, “창간사,” 『원예와 조경』 창간호, 서울: 한국원예사, 1965, p.21.

130) 매일경제, 1967년 6월 6일 화요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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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발견된다.<그림 4-7> 『동아일보』는 경복궁에서 4월 20일에 개막한

군사혁명일주년기념 산업박람회를 1962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14회

에 걸쳐 특집으로 보도했다. 이 군사혁명일주년기념 산업박람회는 발전하는

세계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오년계획관, 전기철도계획, 수리사업, 우주

선, 우주 등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962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에는 “운동

공원과 아동공원의 모형도 전시되고 있으나 一(일)백四(사)십四(사)억이란 자

금이 소요된다는 주석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녕 한강을 연결한 남산

의 조경(造景)모형과 함께 먼 훗날의 꿈으로”라고 실려 있다.131) 또한 1969

년 6월 18일자 경향신문에서는 경주 불국사 복원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앞

으로 불국사가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전형적이고 유일한 쌍탑가람(석가탑과

다보탑을 양쪽으로 배치하는)으로 멋있게 복원되고 주위환경(造景)이 나무랄

데없이 면모를 쇄신한다해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위환경과 조

경이라는 용어를 동의어로 활용하고 있다.132) 이후 1970년대 초반에는 지속

해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주위 환경, 조원의 의미로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

된다. 언론 매체에 나타난 1970년대 이전의 다양한 용례를 살펴보면 조경이

라는 용어가 원예나 조원과 유사한 의미, 혹은 주위 경관이나 환경을 나타내

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문의 분야에서도 조경이라는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1968

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에 개설되어 있던 조원학과 조원설계 과목을

폐강하는 대신에 조경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는데, 이 과목명이 현재 분야의

명칭을 조경으로 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

다.133) 1960년대에 임학과에서 조경학이라는 학과목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또한 김형수는 『원예와 조경』 창간호에서 자신이 1960년대부터 건국대학

교에서 조경학 강의를 맡았다고 언급했다.134)

131) 동아일보 1962년 4월 27일 금요일 9면.

132) 경향신문 1969년 6월 18일 수요일 4면.

133) 문석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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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70년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한 조경

이 도입되기 이전에 동일한 형태와 다른 의미를 가진, 일종의 동음이의어同

音異議語로서 조경이 이미 이론과 실천의 분야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림 4-4. 『원예와 조경』 창간호. 1965.

그림 4-5. 경향신문 1965년 9월 11일 토요일

134) 김형수, 앞의 글.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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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매일경제 1967년 6월 6일 화요일

그림 4-7. 동아일보 1968년 2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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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경이라는 용어와 전문 분야가 1972년 생겨났다고 하지만,

1965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인 『조원』(1965)에서는 “조원이란 쉽게

말해 정원을 만드는 일인데, 오늘날은 이를 조경이라고 일컫고 있다”라는 표

현이 등장한다.135)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기존에 학계에서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 명칭과 기원에 대해 정설로 받

아들여지던 내용, 즉 조경은 1972년에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를 도입함에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라는 사실과

는 차이가 있다. 비록 당시에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임학과 원예, 조원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조경이라

는 용어가 이후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정착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경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정리해보자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으로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만들어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1972년 새롭게 만들어 낸 말이라

는 의견이 있다. 지금까지의 조경사 연구는 대부분 이와 같은 견해에서 출발

하여 1972년을 한국 현대 조경의 시작으로 보았으며, 전문 분야의 명칭에 관

한 논의는 1972년 4월 1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조경에 관한 세미나’에서 조

경이라는 용어가 확정되었다고 본다.

“조경(造景)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낱말에 나타난 것은 꼭 30년 전이다. 지금은

이 낱말이 두루 쓰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일부러 만든 말이다. 조경은 영어

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한 말인데, 이 영어도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만들어

진 말이다.”136)

135) 문교부, 『조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5. p.1.

136) 황기원, “한국의 조경교육 30년: 회고와 전망,” 『한국조경학회지』, 200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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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1968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개설된 조경학이라는 학과목

명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보다 학술적인 부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1968년 임학과에서 조경학을 다루었다는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의견이 단순히 명칭 자체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혹은 임학

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8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에 개설되어 있던 조원학과 조원설계 과목

을 폐강하는 대신에 조경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는데 이 학과목명이 현재분야의

명칭을 조경학으로 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137)

세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문화재관리국 설치, 정신문화연구소

설립, 현충사와 같은 유적지 정비 지시에서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

데 이것이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조경과

조경학이 제도화되던 1970년대 이전부터 박정희가 조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저서와 일기, 행정 문서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138)

1960년대의 박정희가 생각했던 조경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녹화라고 지칭되

는 사업이다. 즉 이와 같은 주장은 조경이 급속화로 제도화된 이유와 초기

한국 조경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지만, 단순히 한 사람에

의해 이와 같은 전문 분야의 전개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박대통령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1962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관리

국 설치 정신문화연구소 설립, 현충사와 같은 유적지 정비 지시에서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

다.”139)

137) 문석기, 앞의 글. pp.3-4.

138) 배정한, “박정희의 조경관,” 『한국조경학회지』 31(4), 2003,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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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Ⅳ.4장에서 살펴본 언론 매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58년

부터 사용되어 오던 조경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종합해보면 1970년대 랜

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한 조경이 도입되기 이전

에 동일한 형태와 다른 의미를 가진 조경이 이미 이론과 실천의 분야에 존

재했고 1972년 이후 공식적으로 전문 분야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네 가지의 기원 중 어떤 것을 따르더라도 문제는 발생한다. 중

요한 점은 1972년 박정희는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

운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도입하고

자 했다는 점이다. 즉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전문 분야로서 도입된 랜드스케

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한국의 조경造景이 기존

에 사용되어 오던 용어와 같은 기표를 공유한 채 서로 다른 기의를 가지면

서 전문 분야로서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해보자면

조경이라는 용어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도입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새롭게 용어를 조어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

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를 가져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복원, 녹화 등의 의미로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

해 왔다는 점은 이 전문 분야의 명칭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139) 한국조경학회, 앞의 글.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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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의 정체성과 특수성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기존의 직능과는 다른 새

로운 전문 분야를 주장하며 탄생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원예

나 조원과 유사한 의미, 혹은 주위경관이나 환경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

어 오던 용어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며 제도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

국 조경의 정체성 문제에는 조경의 용례 차이로 인해 조경의 직능과 사회

인식 사이의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이 초기 과정의 난맥이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쳤을 수 있다. 즉 1970년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주로 식재를 활용

하여 소규모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의미”의 “조경a”와 1972년 랜드스케

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도입한 “국토 보존에 기여

하기 위해 토지와 경관을 계획ž설계ž조성하는 문화적 행위”로서의 “조경b”가

공존하면서 조경 정체성의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그림 4-8>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의 전문 용어가 번역되어 정착되기 위해서

는 등가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일대일 대응이 일어나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조경의 도입 과정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landscape architecture와 조경 간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이 일어나지 않고,

조경이라는 하나의 기표를 가진 두 개의 기호에 대응하는 일대다 관계가 성

립되었다. 원예 및 조원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오던 기존의 “조경a”와 새로

운 분야의 전문 명칭을 주장하며 도입된 “조경b” 간의 혼동이 생기면서 일

의성, 투명성, 일관성 등을 가지지 못해 전문용어의 의미전달에 혼란을 가져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9>

즉 새로운 전문 분야로서 조경은, 사회적 인식이나 실천적 분야에서는 같

은 명칭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기존에 쓰이던 조경으로 잘못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

어로서 조경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조경과 뚜렷한 차별성을 획득하

지 못한 채 성장해 온 한국 조경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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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역의 주창자인 옴스테드가 아키텍트architect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써 얻고자 했던 효과, 즉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주

로 식물 및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만 여겨지는 경향을 완화하고자 했던 의도

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그림 4-10>

조경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 초창기 한국조경학회에 임학이나 원예학

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조경학이 조경 수목에 치중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조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140) 아직까지도 일반

인들의 조경 분야에 대한 인식이 조경 수목을 심는 일로 협소하게 인식하는

것의 일부 원인은 초창기의 조경학회의 인적 구성에 영향을 받은 때문이기

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는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 조경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근본적으로 이전과 다른 명확한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4-8. 조경의 언어학적 해석

140) 조세환, 앞의 글.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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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조경의 정체성 혼동

그림 4-10. 한국 조경의 정체성과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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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조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다. 전문

분야로서 1860년대를 전후로 탄생한 현대 조경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최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가치, 영

역, 대상, 과제와 정체성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그 담

론의 중심에는 명칭과 관련된 논의가 위치하고 있었다. 필자는 최근 확장된

영역과 전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한국 조경에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고찰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

분야의 특성과 정체성, 그리고 명칭에 관해 살펴보았다. 전문 분야의 정체성

과 명칭에 관한 연구는 분야의 특수성과 학문적 기반, 정체성 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특히 전문 분야의 명칭은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주관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문 분야의 정당성과 존립

기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국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 자체에 내재된 문제라고 볼 수 있었다. 처

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탄생

한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과 관한 다양한 논쟁이 있었

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주창자인 옴스테드는 경

관landscape과 건축architecture이 결합된 이 전문 분야의 명칭이 대중에게

새로운 영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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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가 주로 식물 및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만 잘못 여겨지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옹호했다. 한편 세계조경가협회가 설

립되며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국제적인 명칭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전문 분야를 대변하는 뚜렷한 정체성과 그것을 대변하는

명칭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

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쟁을 종합해

보면, 전문 분야로서 직능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

지 않아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속해서 전문 분야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이나 유럽과 달리 오늘날의 한국 조경은 정부 주도로 급속하게 제도화된 이

후 성장에 집중하며 이와 같은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초기 미국의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에 대한 사회적

공인은 도시 계획, 공원 조성, 시카고 박람회 설계, 도시 오픈 스페이스 제안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조경이 제도화되던 시기

에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와 역사적 이해를 통해 신중하게 명칭을 결정

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명확히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

다. 전문 분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수십 년

에 걸쳐 자리 잡은 것에 비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

의 한국적 분야 명칭으로서의 조경은 그 발생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반성적 토론이 거의 없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가 번역되어 도입된 조경造景이라는 명칭의 몇 가지 기원을 추적

했다. 전문 영역으로서 조경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

은 1972년 이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조경이라는 용어는 존재했다. 랜드

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는 기존의 직능과는 다른 새로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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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분야를 주장하며 탄생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원예나 조원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오던 용어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며 제도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었다. 조경이라는 용어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도입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새롭게 용어를 조어했다

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를 가져와 새로운 의미를 부

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과정에서 등가 개념이 성립하지 못한 번역의

문제로 인해 전문 분야의 명칭이 동일한 기표와 기의를 공유하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전문 분야로서의 조경의 명칭에는 번역의

문제와 분야 자체의 문제가 공존한다.

한국에서 조경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과정의 초기에는 몇몇 이견이 있

었으나 정부 주도로 빠르게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

서 오히려 정체성이 불투명해진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전문

지식과 인력의 부족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단정 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는 전문 분야의 명칭으로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서 근본적으로 이전과 다른 명확한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해 사회적 인식 형

성에 영향을 준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 조경이 도입되고 약 40여년의 시간동안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는 대중의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 다방면에서 정체성의 혼동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 분

야로서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서 한국 조경은 다소 동떨어져

있다. 조경은 전문 분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칭을 필요로 하는가?

조경이라는 명칭에 대한 혼동이 단순히 번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문 분

야에 내재된 문제라면, 무엇이 전문 분야를 위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까? 이와 같은 담론의 형성은 어떠한 명칭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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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 전문 분야로서 조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 조경이 어떠한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담

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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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rofession, the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created around the

1860s has been steadily growing in the field of theory and practice

worldwide for more than a century and is experiencing unpredictable

changes in recent years. Critics have noted that the value, territory,

object, task and ident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as a profession are

evidently changing, and at the heart of the discourse is the discussion on

nomenclatu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1972, the Korean landscape has grown through

the turbulence of modern history. Nevertheless, the distance between the

function and the social awareness that landscape architecture pursues is

not narrowed, and a clear boundary between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urban planning, and forestry is not formed, and the identity of the

professional area of landscape is constantly challenged. I have notic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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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issue of the expanded area and the identity as a profession

is valid for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nomenclature and identity of the profess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omestic and foreign

discussions about the nomenclature and ident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as a profession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this end,

I have paid attention to the landscape architecture, which is the

nomenclature of the profession, and the term “Jo-Gyeong造景”, which was

introduced by translating it. The name of a profession can be seen as an

indicator of the function and specialty of the field, that is, the identity.

Demands and controversies for new names by changing values, areas,

objects of changing landscapes prove th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omenclatur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and the identity problem were

not simply confined to a specific country but could be regarded as a

problem inherent in the profession itself.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modern sense was born,

there were various debates about the title and identity of the specialty.

Fredrick Law Olmsted, the advocat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advocated the nomenclature of the profession to help publicize new areas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On the other han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and the

landscape architecture has been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nomenclature, there has been a persistent problem of the lack of a clear

identity and a name to represent it. As a profession, the debate about the

nomenclature and identity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is not clearly

defined, and various discourses are being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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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traced some origins of the nomenclature “Jo-Gyeong”,

which was introduced as a new area of expertise and translated into

landscape architecture. Jo-Gyeong has been recognized and popularized as

a professional area since 1972, but before that there was already the term

Jo-Gyeong. Landscape architecture was born with a claim to a new

special field t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functions, but in Korea, the

terms that have already been used in connection with gardening or

trimming have acquired new roles and are institutionalized. It is true that

the term Jo-Gyeong was introduced by translating the landscape

architecture, but it is correct to say that it has given new meaning to a

term that has a relatively different meaning, rather than a new term. In

this process, due to the problem of translation which is not established

with equivalence concept, the nomenclature of the profession has become

deformed without sharing the same sign and meaning. In other words, the

nomenclature of Jo-Gyeong as a profession coexists with the problem of

translation and the profession itself.

While the landscape architecture as a specialization has been

established over many decades, there has been little in-depth discussion

and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validity of Jo-Gyeong as the Korean

nomenclature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issue related to the

ident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by considering the terms used by the

members of the profession or the terms referri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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