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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현대 조경은 산업사회의 잔해인 폐 산업부

지, 쓰레기 매립지, 폐 군사 기지 등 대규모의 교란된 부지의 공원화 사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도시적·생태적·문화적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

들 부지로부터, 새로운 설계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때 특히 “대형”이

라는 부지 조건은 파편적으로 논의되는 새로운 설계 담론들을 통합시키는 

중심 주제로 부상하였다. 

한편, 4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현대 조경은 서구의 조경을 소비하며 발

전해왔다. 이 40년의 역사 속에서 특히 최근의 10년은 국제 공모 방식으로 

공원을 설계하는 이벤트가 다수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은 1,000,000㎡ 이상

의 도심 속 대형 부지를 공원이라는 단일 용도로 설계하는 이례적인 사업이

었다.  

대형 부지에 설계되는 대형 공원은 동시대 조경 설계의 명백한 이슈이다. 

대형 공원 설계는 대형의 부지로부터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와 마주하며 다

양한 논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 공원이 함의하는 동시대적 

설계 쟁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형 공원 설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현대 조경의 이론적 실천적 기반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대형 

공원과 관련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비평적 활동이 된다.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 번째로 왜 대형 공원 설계에 주목하

는지, 그리고 특히 왜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에 주목하는지를 논한다. 대형 

공원은 그 설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며 조경 설계에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대형 공원이 조경 설

계의 이슈로 평가되기보다는 도시 개발의 성과로 평가되는 실정이다. 그럼

에도 한국 조경 분야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설계공모는 한국의 대형 공원 설

계를 조경 설계의 담론으로 이끌만한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연구의 두 번째 과정은 설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형 공원의 어떠한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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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가를 논한다. 선행된 서구의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대형 공원의 

설계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기존의 논의

를 분류하고 재해석하여 세 가지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대형 공원은 다원화되는 공공의 요구를 복합적으로 수용한다. 두 번째로 대

형 공원은 광역적 맥락에서 생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대형 공원은 기존의 목가적이고 정태적인 공원 미학을 뛰어넘는 새

로운 미학의 범주를 발견하고 실험한다. 이 세 가지의 논의에서 중심인 공

공성, 생태, 미학은 기존 공원 설계에서도 중요한 설계 개념으로 작용했지

만, 특히 대형 공원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로 고려되고 있다. 

도출된 세 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은 설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의 

대상은 한국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개의 대형 공원 설계공모인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2003),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2007),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2012)의 수상작들이다. 분석의 결과 첫째, 

다층적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에서는 다양한 활동 인프라의 구축이 

반복된다. 그러나 인프라의 구축에 비해 공공 문화의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공공성을 조율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 체제에 대한 방안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작동적인 생태를 통합하기위한 설계에서는 작동

성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과학적·기술적 생태 설계 방안을 

취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경 설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간-자연 

이원론의 문제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새로운 미학을 실험하는 

설계의 양상은 부지 특정성 또는 지역성의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부지 

특정적이고 지역적인 미학은 때때로 전통미에 대한 강박과 작위적인 표현으

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옴스테드 식의 목가적인 공원 미학을 뛰어넘는 대안

적 미학의 좌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형 공원은 공원이라는 공간의 역할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

한다. 설계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은 공원을 도시 내에서 보다 작동적이고 

유기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각도에서 설계상의 한계

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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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원 역할의 확장으로 인해 간과되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공원 본연의 역

할을 되돌아보게 된다. 공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원 설계의 성숙과 진화를 요청하는 바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대형 공원, 조경 설계 패러다임, 설계 분석,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학 번: 201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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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대규모의 부지들이 버려지고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산업사회에서의 기능을 잃은 폐 공업부지, 쓰레기 매립지, 군 기지 

등의 교란된 부지(disturbed site)1)이다. 교란된 부지의 특징은 지금은 폐기물

이 되었지만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반시설

이 있었다는 점이다. 공업부지는 공장이 운영되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짐으

로 인해 도시의 경제를 주도했다. 쓰레기 매립지는 도시가 배출하는 수많은 

폐기물을 관리하였으며 군사 기지 역시 국가와 도시의 안보를 담당했다. 그

러나 도시 산업이 변화하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한 21세기로 진입하면서 그

것들은 폐기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다. 남겨진 것, 특히 교란된 부지에 

대한 후기 산업사회의 해결책은 개발을 통해 지금의 낡고 오염된 상태를 회

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산업 사회에서 도시에 미쳤던 영향력을 되

찾는 것이었다. 

이때 교란된 부지의 회복과 재생을 놓고 다수의 개발 주체가 대안적 개발

의 방향으로서 공원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였다. 앨런 버거(Alan Berger)는 

탈공업화로 인해 버려진 경관에 대한 가변적인 재활용이 21세기의 중요한 

기반시설적인 디자인 과제 중 하나가 된다고 하였고,2) 리처드 웰러(Richard 

1) 엘리자베스 마이어(Elizabeth K. Meyer)는 이전에 산업 용지로 사용되어 더럽혀지거 
오염된 광범위한 범주의 경관을 설명하기 위해, "교란된 부지(disturbed site)"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이 부지들은 일반적으로 브라운 필드나 그레이 필드라고 불리고, 법
적으로는 환경보호국에서 지정한 수퍼펀드 부지, 전문적으로는 새로운 제조 부지, 황
무지, 독성 부지로 불린다. Elizabeth K. Meyer, “Uncertain Parks: 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Large Parks, ed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 2007, 배정한+idla(역), “불확실한 공원들: 교란된 부지, 시민, 그리고 위험 사회,” 
『라지 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65.

2) Alan Berger, “Drosscape,”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ed. Charles Waldheim, 
2006, 김영민(역), “드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
경, 2007, p.226.



- 2 -

Weller)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조경이 선진국의 사회 체계가 일차산업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후기 정보화 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근대적 

기반시설을 정리하는 거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말했다.3)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대형(large)”이라는 형용사가 공원 설계 담론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대형이 화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설계 대상지

로 주어진 교란된 부지가 기존 공원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지 특성이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복잡한 영향

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공원(large parks)”이 조경 설계의 

담론에서 쟁점화 되었다. 연쇄적으로 나타난 대형 공원들, 마드리드의 만자

나레스 리버 파크(Parque del rio Manzanares, 2,747,815㎡), 토론토의 레

이크 온타리오 파크(Lake Ontario Park, 3,743,342㎡), 뉴욕시의 프레쉬킬스 

파크(Fresh Kills Park, 8,903,084㎡),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Orange County Great Park, 5,325,663㎡) 등은 이들 논의를 더욱 구체

화시켰다. 결론적으로, 대형 공원은 그 규모가 압도하는 공간적 가독성으로

부터 이미 도시 및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쟁점적 설계 프로젝트라고 평가된

다. 

한편 2000년대 이후 한국 조경에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광역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면적이 1,000,000㎡ 이상인 대규모의 공원

을 설계하는 설계공모를 다수 진행하였다. 잦은 용도변경으로 골머리를 앓

던 1,156,498㎡ 면적의 성동구 뚝섬 부지는 유례없는 단일 용도로의 대규

모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어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2003)’를 통해 설계

안을 도출하였고,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부

지 중앙에 펼쳐진 6,982,000㎡ 가량의 대규모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계획하

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2007)’를 통해 그 설계

안을 도출하였다. 민선 4기의 도시 디자인 정책은 1,487,374㎡ 규모의 ‘여

3) Richard Weller, “An Art of Instrumentality: Thinking Through Landscape 
  Urbanism,”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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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한강공원(여의도 한강공원 국제 지명초청설계 공모(2007))’과 662,62 

7㎡ 규모4)의 ‘북서울 꿈의 숲(강북대형공원 마스터플랜 국제현상설계 공모

전(2008))’을 계획·설계하였다. 광교 택지 개발 지구에 포함되어있는 2,043, 

858㎡ 규모의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일대는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국제

설계공모(2008)’를 통해 ‘광교 호수공원’의 밑그림을 완성시켰다. 가장 최근

에는 용산 미군기지 이적지에 2,426,748㎡ 규모의 국가도시공원을 설계하

는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2012)’가 진행되었다. 

한국 조경은 사업의 양적 발전에 비해 오랜 시간 센트럴 파크 식의 설계

를 유지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대한 한계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동시대적 조

경 설계의 이론이자 쟁점으로서 대형 공원이 현재 한국 조경에서 나타나는 

점과, 세계적 규모의 설계공모를 연쇄적으로 진행해온 점은 한국 조경 설계

의 질적 성장에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대형 공원은 동시대 조경 설계의 명백한 이슈가 된다.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는 서구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형의 부지로부터 발생하

는 복잡한 문제와 마주하며 다양한 논의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에 내포하는 동시대적 설계 쟁점을 발굴하기 위

해 대형 공원 설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현대 조경의 이론적 실천

적 기반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대형 공원과 관련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비평적 활동이 된다. 한

국 조경은 빠른 속도의 양적 발달을 보이는 것에 비해 그 이론적 기반이 부

족하며 설계에 관한 후속 논의로서 비평의 기반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를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설계를 평가하

고 새로운 설계 쟁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4) 북서울 꿈의 숲 설계공모는 1단계 설계 범위로 662,627㎡의 면적을 제시했지만, 공원 
조성에 대한 최종적인 서울시의 계획은 전체 조성 면적을 892,769㎡로 설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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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연구의 도입부로서 본문의 Ⅱ장은 왜 대형 공원 설계에 주목하는지, 그리

고 특히 왜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에 주목하는지를 논한다. 따라서 먼저 서

구의 조경 설계 담론에서 대형 공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뒤이어 한국 조경

에서의 대형 공원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배경은 대형 공원 설계 연

구의 함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형 공원이라는 이슈를 이해하는 배경 지식

이 된다. 

Ⅲ장은 설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형 공원의 어떠한 쟁점에 주목하는가를 

논한다. 선행된 서구의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대형 공원의 설계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기존의 논의를 분류하고 

재해석하여 공공성, 생태, 미학이라는 세 가지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 내

용은 이후 설계 분석의 과정에서 분석의 틀로 활용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를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은 한국 조경 

설계에서 대형 공원의 설계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뚝섬 숲(안) 조성 현상

공모(2003), 최초의 국제적 규모의 조경 설계공모이자 도시와의 통합을 공

원의 구조적 좌표로 제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2007), 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부지 재생과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용산

공원 설계 국제공모(2012)이다. 이들은 한국 대형 공원이 새로운 설계 패러

다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한국 조경 설계의 역

사로도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공모의 출품작들을 분석할 때

에는 앞서 도출한 대형 공원의 설계 쟁점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에 초점

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계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형 공원 설

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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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연구의 동향

본 연구는 대형 공원의 설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와 같은 특성과 관련되는 연구로 “대형 공원”을 주제

로 한 연구와 “설계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3.1. 대형 공원에 관한 연구

대형 공원에 관한 연구의 시초로는 2007년 줄리아 처니악과 조지 하그리

브스가 편집한 책 『라지 파크(Large Parks)』가 있다.5) 이 책이 다루는 대

형 공원에 관한 연구는 2003년 하버드대학교 설계대학원의 “Large Parks 

Conference: The New Perspectives”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 편자는 대

형 공원의 논의가 공원에 대한 생각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 주장한다.6) 그리고 도시적 영향과 넓게 맞닿아 있는 부지의 복잡한 조건

들을 설계 쟁점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생태, 부지 특성, 미학, 공공

성, 장소성 등의 주제가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대형 공원에 관한 연구는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

지공간 국제 설계공모를 계기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박근현·배정한7)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의 설계공모의 출품작들을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이라는 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유준경8)의 연구는 대형 공원의 설

계 특성으로 불확정성을 논하였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설계 프로그램

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민영9)은 대형 공원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가치를 

5)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7, 배정한+idla(역), 『라지 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6) Julia Czerniak, “Introduction: Speculating on Sizing,”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서론: 크기에 대해 생각하기,” 『라지 파크』, p.19.

7) 박근현·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에 나타난 대형 공원
의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36(5), 2008, pp.13-25.

8) 유준경, 『현대 대형공원의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9.

9) 조민영, 『한국 현대 대형공원에서의 정체성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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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자, ‘지역성’과 ‘차별성’을 분석의 틀로 삼아 설계를 분석하였

다. 박훈10)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중요성을 더해가는 도시 공원 계획의 의

미와 중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규모 공원의 계획과 입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왕기11)는 도시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을 논하기 위해, 북서울 꿈의 숲 설계를 대상으로 설계 전략 및 언어를 분

석하였다.

대형 공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연구가 각 쟁점을 중심으

로 설계 분석과 특성 도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 공원 설계 분석에서 더 나아가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

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3.2. 설계 분석에 관한 연구

설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전통적으로 분석의 틀을 구축하여 그것을 통해 

설계안의 특성과 경향을 보는 방식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발존(Lodewijk 

Baljon)12)의 라빌레뜨 파크 현상설계 분석은 그 틀은 점·선·면의 그래픽적 

구성, 공원의 레이아웃과 공간적 응집력, 디자인 전략, 그리고 고전주의

(classicism), 풍경화식 양식(landscape style), 모더니즘(modernism)과 같은 디

자인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 김수연13)의 여의도

공원 설계 분석틀은 현상설계 자체와 사회·문화·역사·정치·경제와 같은 

주변의 형성 배경, 그리고 부지의 입지를 분석하는 컨텍스트(context) 분석과 

설계안에 대해 설계 개념, 프로그램 설계언어와 관련된 내용(content)분석과 

   사학위논문, 2009.

10) 박훈, “대규모공원의 도시적 의미와 계획특성 연구 –국내·외 도시공원을 중심으
    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14(3), 2012, pp.63-74. 
11) 김왕기, 『도시대형공원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설계전략 언어 평가: 북서울꿈의숲
    공원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2) Lodewijk Baljon, Designing Parks, Amsterdam: Architectura & Natura Press, 1992.

13) 김수연, 『조경설계 작품분석에 관한 연구: 여의도공원 현상설계공모안을 중심으
    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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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form) 분석으로 이루어진 텍스트(text)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의 등장과 더불어 변화된 설계 표현 방식에 

의해 2000년대 이후의 논의에서는 다이어그램이라는 설계 매체가 설계 분석

에서 중요시 된다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신근혜14)는 시각화하기 어려운 새

로운 설계 패러다임을 설계안에 시각화하는 방식으로서 다이어그램의 역할

을 정의하며, 다운스뷰파크의 설계 사례에서 다이어그램의 전개 양상을 연

구하였고, 배정한15) 역시 다이어그램이라는 매체가 동시대의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에 의해 변화해온 양상을 다운스뷰파크의 사례를 통해 연구하며, 

다이어그램이 설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이상민16)은 이러한 설계 매체를 주요 설계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여 

한국의 현대 조경설계 작품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설계 분석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다. 김영대17)는 설계에 대

한 동시대적인 사후평가와 비평이 전무한 상황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설계 

분석을 통한 설계 경향의 도출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경작품을 추출하고, 분석틀에 의해 그것들의 개황, 시설 및 식재 현

황, 주요 설계 언어,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주된 경향을 여섯 가지의 관점에서 비평하였다. 김아연18)은 

브리지 파크 설계 분석을 통해 현대 조경설계의 경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6가지의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현대 조경설

계의 한계와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배수현19)은 현대 조경설계의 특징으로 

14) 신근혜, 『환경설계의 다이어그램적 설계사고에 관한 연구: 다운스뷰 공원 설계경기
   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5)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전략적 매체로서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
   학회지』34(2), 2006, pp.99-112.
16) 이상민,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7) 김영대, “현대 한국조경작품의 설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23(2), 
   1995, pp.71-92.

18) 김아연, “브리지파크 국제설계경기에 나타난 현대 조경설계의 경향,” 『한국조경학
   회지』33(5), 2005,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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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정적 특성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총 10

개의 설계 사례를 놓고 그들의 전략과 설계 형태를 분석하였다.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설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틀, 분석의 

대상, 분석의 목적 및 방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을 명확히 제

시함으로써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19) 배수현, 『현대조경설계에 나타나는 비결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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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형 공원 패러다임과 한국의 대형 공원

1. 설계 패러다임으로서 대형 공원

조경 설계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듭해왔으며, 대형 공원은 이러한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

형 공원이 동시대의 설계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현대 조경 설계를 이어온 설계 패러다

임의 변화를 추적해보도록 한다. 

현대 공원의 시초인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는 도시 인구가 과밀화되

는 현상과 이로 인해 공공의 위생이 위협을 받는 환경 속에서 도시의 악을 

해독하는 목가적인 녹색의 공공 공간으로서 발생했다. 20세기 초는 당시 예

술 전반에서 나타난 모더니즘의 경향을 이어받아 기하학적인 형태의 예술적 

설계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세기 말의 환경오염과 난개발에 대한 반성은 

규범적 환경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맥하그(Ian McHarg)를 중심으로 생태 조

경 계획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조경 설계는 반복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진화

된 설계를 추구했다. 이를테면 센트럴 파크 식의 목가적인 자연미와 박제된 

생태계의 고전적 개념을 넘어서는 것, 환경주의에 대응하는 실천적 설계와 

예술적·미적 설계의 이원화를 극복하는 것, 개발 과정에서 도시·건축 등의 

타 분야와 협업하여 통합적 공간 설계를 제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

한 목표는 이론적으로 ‘경관(landscape)’이라는 용어의 의미 회복과 재정의

의 과정으로 이어졌고, 경관과 도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이분법적 관점

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새로운 어바니즘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landscape urbanism)’의 개념을 생산했다.20) 그리고 이들 논의는 다수의 실

20)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조한다. James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Charles Waldheim, 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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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이고 대안적인 공원 설계가 도출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문화적 자연을 

지향하는 라빌레뜨 파크(La Villette Park),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진화된 기능

과 형태를 지향하는 다운스뷰 파크(Downsview Park), 폐 산업 부지 및 쓰레

기 매립지를 공원화함으로써 해당 부지와 일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IBA 엠셔 파크(IBA Emscher Landscape Park), 빅스비 파크(Byxbee Park) 등

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Ⅱ-1. 후기 산업사회의 실험적 공원 설계 사례: 

라빌레뜨 파크(좌), IBA 엠셔 파크(중), 빅스비 파크(우)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들 부지가 “대형(large)”이라는 점은 

설계 담론에서 쟁점화 되었다. 기존에 도시 내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

고 있었던 부지, 다양한 과거 이용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지, 광역적 맥락에

서 생태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부지 등 이들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설계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가운데 복잡한 쟁점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형”이라는 조건이 공원 설계에 필요조건으로 요구되기 시작했고, “대

형 공원(large parks)”이 설계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다. 

일례로, 줄리아 처니악(Julia Czerniak)은 대형 공원이 도시화와 환경오염

이 심화되는 현대의 도시를 구원할 대안적인 개발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도시·환경·생태·문화 등 다른 분야의 논의 속에서도 발견

된다고 하였다.21) 제임스 코너(James Corner) 역시 “효과적으로 설계된 대

Landscape Urbanism Reader, 2006, 김영민 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
서출판 조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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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공원을 지니지 못한 도시는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22)이라고 주장하며 

도시 공간에서의 대형 공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린다 폴락(Linda 

Pollak)은 프레쉬 킬스의 공원화 사례를 놓고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확립된 공원 설계의 미학적 전통에 

도전하는 접근들의 촉진제로 작동한다”고 말하였다.23) 폴락의 논의에 의하

면, 대형 공원은 기존 공원 설계의 미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낯설고 새로운 

경관을 창조한다. 아니타 베리즈베이시아(Anita Berrizbeitia)는 “대형 공원

의 설계와 조성은 종종 공공 행정과 중간 과정의 재정 변화 및 진행 도중에 

개정을 요구하는 공공 절차로 인해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과 

불균등한 수준의 개입 및 관리를 통합하는 비종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24) 대형 공원은 설계 방법의 진화와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형 공원이 동시대의 조경 설계 담론에서 쟁점화 될 수 있었

던 이유는, 동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조경 설계의 자발적인 진화의 욕구를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형 공원은 도시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동

시대적 상황에서 도시적, 생태적 기능을 감당한다. 대형 공원은 장식적이고 

수동적인 기존의 공원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설계 방식을 촉

진시킨다. 즉, 대형 공원은 반복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화된 설계 

패러다임의 실험장이 된다. 

21) Julia Czerniak, “Introduction: Speculating on Size,” Large Parks, ed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2007, 배정한+idla(역), “서론: 크기에 대해 생각하 
    기,”『라지 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p. 18-63.

22) James Corner, “Foreword,”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서문,”『라지 파크』, 
    p.14.

23) Linda Pollak, “Matrix Landscap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Large Park,”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매트릭스 경관: 대형 공원에서 정체성의 구축,”
  『라지 파크』, p.98.

24) Anita Berrizbeitia, “Re-placing Process,”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프로세스
    의 재장소화,”『라지 파크』,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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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조경과 대형 공원

대형 공원은 그 설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며 조경 설계에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다수 발생한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는 동시대적 설계 패러다임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다음은 한국에서 대형 공원이 쟁점화되는 양상과 그것이 조경 설계의 쟁점

으로서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공간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형 공원의 발생

20세기 말부터 나타난 전 세계적인 환경주의와 세계화, 성숙한 문화 환경

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국토 개발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왔다.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정책이 도로 건설, 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 등의 대규

모 토목공사로 귀결되었다면, 현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연 환경의 

보존,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환경 개선, 풍성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 공간과 문화·예술 활동 시설의 확보 등으로 귀

결되었다. 특히 민선 3기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청계천 복원, 대중교

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35만평의 서울숲 조성 등 일련의 사업의 성과는 

정치적인 성과로 이어짐으로써, 유사 정치 공약과 정책안을 증대시키는 결

과를 낳기도 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창

조 및 혁신도시 프로젝트, 도시 디자인 정책,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2000년대 이후로 연쇄적으로 발생한 한국의 대형 공원은 이러한 개

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공간 정치 및 정책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민

선3기가 시작된 2002년 7월부터 ‘서울숲 조성’을 필두로 나들이 공원, 푸

른 수목원, 암사역사생태공원 등의 중대형 도시계획 공원의 신규조성이 추

진되었다.25) 민선 4기의 ‘여의도 한강 공원,’ ‘마곡 워터프론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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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꿈의 숲’ 등의 대형 공원 조성 사업 또한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

간 정책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들 개발은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그림 Ⅱ-2. 공간 정책의 확대로 생산된 대형 공원: 서울숲(좌), 북서울 꿈의 숲(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및 지방 도시의 신도시 건설 계획에서도 

대형 공원 조성 계획은 주요한 개발 전략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청은 도시 중앙의 장남평야 일대를 비워 공원화함으로

서 비위계적·탈중심적·민주적 도시의 철학적·물리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중앙녹지공간 계획은 공원과 도시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

해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26)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았다.27) 수도

권 과밀 문제의 대안인 수원과 용인 일대의 광교 신도시 사업의 경우도, 해

당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거점인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 일대를 공원화

함으로써 신도시의 구조적·환경적·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25) 최용호, “뚝섬 부지 개발 논의 및 서울숲 조성 의의,”『환경과 조경』 2005년 9월
    호, pp.48-49.
26)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찰스 왈드하임(Charles Waldheim)이 기획한 1997년 랜드스
    케이프 어바니즘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통해 처음 논의되었다. 이는 경관(landscape)
    과 도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이분법적 관점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새로운 어바
    니즘으로, 조경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27) 임승빈,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설계 기본 방향 구상,” 『환경과 
    조경』 2006년 11월호, pp.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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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설계 지침: 

설계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하도록 지시하였다. 

더불어 부산 하얄리아부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용산 미군기지 등 오랜 

시간동안 한국 주요 도시를 점유하였던 대규모 미군기지는 철수 및 이전을 

합의하면서 새로운 공간 정책의 주제로 부상하였다. 해당 부지는 생태적·

도시적·문화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합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개발 방

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원으로의 개발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부지 재생과 활용에 적절한 좌표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해되었다.

그림 Ⅱ-4. 용산공원 조성 지구 계획(좌)과 용산 공원 기본 계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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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계획된 대형 공원은 공간 정책의 변

화 및 확산에 따른 대안적 도시 개발의 한 결과물로 인식된다. 시기상으로 

한국의 도시는 후기 산업사회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개

발, 이를테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거 및 도시 환경의 개선, 자연과 

도시의 통합적 개발, 폐기 부지 재생 등의 개발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그것

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대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2. 한국 조경 설계의 발달 과정에서 대형 공원의 함의

한국 사회에서 대형 공원은 개발의 측면, 공간 정책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이들은 명백히 한국 조경 설계의 발달 과정과 연관된다. 이들 대형 

공원이 비교적 조경 설계의 관점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점은 한국 조경의 내

적 부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절은 한국 조경 설계의 발달 과정에서 대형 

공원이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의 조경 설계는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쳤는가? 사실상 

한국 조경의 40년사 안에서 공원 설계의 발달은, 서구의 설계 패러다임이 

다양한 변화와 실험을 거쳐 온 것과 다르게 그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미미

하다. 일례로 90년대까지 한국 조경 설계는 보편적으로 센트럴파크 식의 설

계를 이어왔다고 평가받는다. 최정민은 “옴스테드 양식은 미국적 학문 풍토

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의 조경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어 마치 공원이란 이

런 식으로 밖에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공원 설계에 자주 활용되었고 대학 교

육에서도 교수들의 설계 지도에 주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 

대공원이나 올림픽 공원, 많은 근린공원들에도 적용되었다”고 논하였다.28) 

한국의 조경은 실제적으로 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설계를 실험할 만한 

의미 있는 현상공모 또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가 보편적인 틀인 

28) 최정민, 『옴스테드 양식이 한국현대조경 작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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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곡선과 녹색의 장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90년대 서구

의 조경 설계 분야가 기존의 옴스테드 양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 

실험을 전개한 것에 비해, 동일 시기의 한국의 조경 설계는 그 발전이 미미

했다고 평가받는다.29) 

그러나 2002년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한 월드컵 공원과 정수장의 시설

물을 재활용한 선유도 공원은 서구 조경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포스

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post-industrial site)의 재생 작업과 연속성을 보

이면서 한국 공원 설계를 성장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특히 선유도 공

원은 기존의 한국 공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물성, 미적 감각을 발생시키는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조경 설계의 변화에 기여한 작품, 사회적으로 조

경의 위상을 높인 작품 1위로 선정되었고, 미국 조경가 협회(ASLA) 디자인

상을 비롯해 국내외의 유수한 건축·조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연쇄적으로 진행된 2003년 뚝섬 숲(현 서울숲) 조성 현상

공모부터 2007년 행정중심복합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2009년 광

교 호수공원, 북서울 꿈의 숲, 2012년 용산공원 설계공모 등 다수의 국제적 

규모의 설계공모는 동시대의 서구 조경 설계의 이론과 쟁점을 빠르게 추적

하며 설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이들은 점차 대형의 

부지를 기반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대형 공원이라는 설계 패러다임이 2000

년대 이후의 한국 공원 설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9) 배정한, “한국 조경의 변화와 주요 작품,” 『한국 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
    전. 한국 조경 백서 1972-2008』,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8,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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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시기별 나타난 서구의 공원과 한국의 공원 비교: 서구의 경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쟁점을 생산하는 다수의 공원 설계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한국은 그러한 설계가 2000년대 이후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2.3. 대형 공원 설계공모

그렇다면 한국의 대형 공원을 설계 담론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인

가? 이에 대한 답으로,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다수의 국제 설계공모는 의미

가 있다. 라빌레뜨 파크 설계공모(1982)와 다운스뷰 파크 설계공모(1999)

가 그러했듯이, 설계공모는 그 시대의 설계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이자 새로

운 설계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30) 그러므로 본 절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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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에서 주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세 개의 설계공모인,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2003),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2007), 용산

공원 설계 국제공모(2012)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이 새로운 설

계 경향과 담론의 기척점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양한 매체와 학

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공모의 수상작들은 본 연

구의 후반에 논의될 설계 분석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

a. 배경 및 설계 방향

구 분 내 용

시행 일시 2003. 01. 16 ~ 2003. 03. 15

시행처 서울특별시 조경과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번지 일대

면적 1,156,498㎡ (약 35만평)

공모 방식 국내 현상공모

수상작

 - 당선작: 서울숲,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외

 - 우수작: 서울숲, 조경설계 서안㈜ 외 

 - 가작: 공생의 고리, ㈜도화종합기술공사

         O2·CENTRE, 서인조경㈜ 외

         숲 New Tech Forest, ㈜우대기술단 외

표 Ⅱ-1.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 개요 

2003년 서울시 동북부에 위치한 성동구의 뚝섬 부지, 서울시 최초의 정수

장이 있었던 부지이며 경마장으로 운영된 바 있고 지금까지 체육공원으로 

이용되었던 이곳에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부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 당국의 개발 의지가 고조되어 있는 땅이었다. 따라서 부지 활용과 

30) 이상민,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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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계획이 자주 바뀌기도 했다. 만약 서울숲 부지를 주거업무지역으로 

개발한다면, 약 4조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곳은 명백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원 녹지로 계획되었고,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1,156,498㎡라는 대규모의 공원 녹지 사업이 진행되었

다. 

뚝섬 녹지 개발의 기본 방향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

용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대형 숲 개념의 공원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뚝섬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과 지리적 특수성, 문화공간으로서의 특

성을 최대한 발굴하여 매력적인 명소로 조성하여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인 공원의 형태는 설계공모를 통해 도출하였는데, 이때 설계 지

침은 구체적인 고려 사항으로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다양한 이용을 모색

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식재 수목의 선정에 있어서 수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숲 내에 동물을 방목하여 자연 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대상지 내외부의 통행 변화

를 예측하여 동선과 교통의 규모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공원과 연계하여서 

유치 가능한 문화 공공시설물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개발 이전에 이용되었

던 뚝도 정수장은 폐쇄 예정이지만, 장소의 기억을 살려 물을 주제로 재활

용하는 개념을 제시하여야 했다. 또한 한강 고수부지, 중랑천 고수부지 등과 

연결을 통해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였다. 

공모 결과, 생명의 숲, 참여의 숲, 기쁨의 숲이라는 세 가지의 방향을 제

시한 동심원의 “서울숲” 안이 최종 설계안으로 당선되었고, 같은 이름의 

서안의 “서울숲” 안이 가작으로 당선되었다. 전반적으로 설계 출품작들은 

주최 측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인 ‘숲’의 개념을 설계에 제시하려는 태도

를 보인다. 그리고 단순히 숲의 이미지를 빌려오기보다는 숲의 생태적 특성

을 반영하려는 태도가 엿보이며, 숲을 조성하는 가운데 식수행사 등을 마련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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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 당선작: 동심원의 "서울숲"

b. 설계공모의 의의

한편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는 한국 조경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

닌다. 일례로 월간 잡지 『환경과 조경』은 이와 관련한 특집을 3회나 기획

하였고,31)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지면을 채우는 비평과 에세이를 작

성하였으며, 제목이나 연구 대상에 ‘서울숲’이 들어가는 학술 원고도 다

수 발표되었다. 이들 논의는 서울숲 조성에 대한 대중적으로 다소 들뜬 심

리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31) 월간잡지 환경과 조경은 현상공모가 완료된 2003년 5월호에 서울숲 설계와 관련한 
‘서울숲 공모’를 특집기사로 실었고, 같은 해 6월호에는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 
리뷰”라는 제목의 특별기획을 구성하였으며, 서울숲이 완공된 2005년 9월호에는 
“서울숲_서울숲이 조성되기까지”를 특집으로 기획하여 설계분야부터 시공 및 관리 
분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록하였다. 편집부,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 『환경과 조
경』, 2003년 5월호, pp.45-98. 편집부/성종상 외,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 리뷰,” 
『환경과 조경』, 2003년 6월호, pp.106-119. 편집부/고영창 외, “특집: 서울숲, 환경
과 조경,” 『환경과 조경』, 2005년 9월호, pp.4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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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시행 일시 2007. 03. 09 ~ 2007. 08. 28

시행처 행중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장남평야 일대

면적 6.982㎢ (약 200만평)

공모 방식 2단계, 국제 설계공모

수상작

 - 1등: Ancient Futures, 노선주 (해인 조경)

 - 2등: Long Views, 김종규 (한국예술종합학교)

 - 3등: Carved Park, 민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光風)

표 Ⅱ-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개요

조명하고 있다. 

이들 논의의 주된 내용은 서울숲을 한국 조경설계의 주요한 변화 지점으

로서 평가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종화 교수는 이번 공모전

을 통해 조경가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진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32) 이상민은 서울숲의 설계 언어와 전략이 기존의 설계와는 다른 

태도가 존재하며, 따라서 서울숲 현상공모라는 사건이 한국 조경 설계가 전

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33) 그러나 설계 개념과 전략, 형태 간

의 연결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며, 모델로 삼았던 서구의 공원 설계 사례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

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후의 공원 설계에 대한 과제로서 서구의 설계 패러

다임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과 한국적 현실에 맞는 설계 방법의 실험을 논의

하게 되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a. 배경 및 설계 방향

32) 조수연, “INSIDE: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 『환경과 조경』, 2003년 5월호, p.97.

33) 이상민,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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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형 공원 사업이다. 2004년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되면서, 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연

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건설청은 도시 중앙

의 장남평야 일대를 비우고 도시 기능을 그 주변부에 환상형으로 배치하는 

실험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중앙부를 공원화함으로서 비위

계적·탈중심적·민주적 도시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앙녹지공간 계획은 도시 경관 전체의 수평적 판과 틀이 될 수 있는 유연

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았다.34) 

설계를 위해 행중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 심사를 위해 출신 대륙·국가·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

여 국내 3인, 국외 4인, 예비 심사위원 2인으로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35) 

이는 국내 조경계에서 실질적으로 처음 진행된 국제 설계경기이다. 공모 방

식은 1단계로 설계 아이디어와 개념을 공모하였고, 여기서 10개의 팀을 선

정해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제안하는 2단계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설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비전과 지침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여기에는 환상형 도시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형태가 될 것과 도시와 격리된 

종래의 소극적 공원 개념을 넘어서 소통과 생성의 작용을 통해 도시와 대화

하는 역동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장소가 될 것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장기적

34) 임승빈,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설계 기본 방향 구상,” 『환경과 
    조경』 2006년 11월호. pp.162-165.
35) Mark Francis,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미국 (심사위원장) 
   Julia Czerniak, 교수/Syracuse University, 미국
   Peter Latz, 조경가/Latz+Partners, 독일
   Binyi Liu, 교수/Tongji University, 중국
   김기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한국
   김영준, 건축가/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한국
   양병이, 교수/서울대학교, 한국
   Paolo Burgi, 조경가/Paolo Burgi Landscape, 스위스 (예비 심사위원)
   안상수, 교수/홍익대학교, 한국 (예비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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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인 만큼 열린 접근과 과정 중심적 설계를 통해 도시의 장기적 성장

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유연하고 다기능적인 공간이 되도록 할 것

을 강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지의 경관을 활용하여 공원 이용의 즐

거움을 더하는 설계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금강과 제천, 이와 연관

된 제방과 저류지 등의 수공간에 대한 보존과 활용 방안의 제안이 필수적이

다. 또한 다채로운 공간과 시설을 제안함으로써 공연과 예술 활동, 문화재의 

보존과 학습을 유도한다. 더불어 도시구조적, 환경적, 경관적 거점으로서 주

변 지역과의 연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지 서측의 중심행정타운과 

만나는 경계부의 활용방안, 공간의 내외부 교통축을 효율적으로 제안하고 

설계한다. 장남평야, 원수산 및 전월산, 금강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한국적 

향토 경관(vernacular landscape)에 대한 해석이 설계안의 밑바탕 될 수 있

다. 

공모의 최종 당선작은 나눔과 공존이라는 오래된 지혜로부터 새로운 삶의 

유형을 나타낸다는 의미의 “Ancient Futures”가 선정되었다. 

그림 Ⅱ-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노선주 등의 "Ancient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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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중앙의 텅 빈 개방 공간을 농경지로 채우는 중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리고 대상지의 수평적이고 연속적인 경관을 극대화시키고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 해법을 제시한 “Long Views”와 기존 대상지를 보존하

고 표면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는 탄력적인 전략으로 ‘음각된 공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Carved Park”가 각각 2, 3등으로 선정되었다. 

b. 설계공모의 의의

전체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설계공모의 출품작들은 관조

와 휴식 위주의 전통적인 공원보다는 도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동적·생산적 공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36) 그리고 이러한 의도로 설계된 10개의 결선 

작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이들 작

품이 매우 한국적인 문화와 경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면서도, 국제적

인 공원 설계 경향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37) 그러나 문제점

과 한계 또한 나타났는데, 설득력보다는 선언적 수준의 아이디어와 이미

지,38) 확고한 정체성 구축의 실패, 복잡한 설계 쟁점, 지속가능성 개념의 모

호함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39) 

한편 배정한은 본 설계공모의 당선작과 여러 출품작에 대한 심도 있는 후

속 논의를 요청하였다.40) 이는 기존 한국 조경 분야에서 부재했던 이론 및 

비평에 대한 반성이자 필요성의 제언이고, 대규모 설계공모를 계기로 그와 

같은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태도로 보인다.

36) 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의 과정과 의의,” 『환경과 
    조경』2007년 10월호, p.106.

37) 편집부, “10개의 결선작에 대한 총평,” 『환경과 조경』2007년 10월호, p.110.
38) 배정한, “대형 공원, 생산, 프로세스,” 『봄, 디자인 경쟁 시대의 조경』, 조경비평 
    봄,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8, pp.26-45. 
39) 박근현·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에 나타난 대형 공
    원의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36(5),  2008, pp.13-25.

40) 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의 과정과 의의,”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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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a. 배경 및 설계 방향

구 분 내 용

시행 일시 2011. 12. 27 ~ 2012. 04. 23

시행처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위치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1가~6가, 서빙고동, 동빙고동 일대

면적 2,426,748㎡ (약 73만평)

공모 방식 RFQ(참가의향서), 국제 지명초청설계공모

수상작

- 1등: Healing: The Future Park, West 8+이로재 외

- 2등: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 

       신화컨설팅+서안알앤디 디자인 외

- 3등: Openings seoul's new central park, 

        Field Operations+삼성에버랜드 외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 

        조경설계서안+M.A.R.U. 외

- 가작: MULTIPLI-CITY, CTOPOS+SWA 외

       Sacred Presence Countryside in Citycenter, 

       동심원+Oikos Design 외

       Yongsan Madangs, 그룹 한+Turenscape 외

       Connecting Tapestries from Ridgeline to River, 

       CA조경기술사사무소+Weiss/Manfredi 외

표 Ⅱ-3.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개요 

용산 미군 기지의 이전 합의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는 부지의 활용 방안

으로 공원화를 계획하였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2011년 용

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고, 2012년 기본 설계안을 마련

하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가 진행되었다. 설계공모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국내외 설계팀 중 8개의 팀을 지명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공모의 심사를 위

해 출신 대륙·국가·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내 4인, 국외 5인, 예비 심

사위원 1인으로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41) 

41) Christophe Girot, 교수/University of ETH Zurich, 프랑스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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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에서 원칙으로 삼는 용산공원의 비전은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

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하고 생태적 복원을 지향하며 미래의 도시 문화를 창출하는 공원이 되

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설계의 기본 방향은 국가적 상징성과 지역적 정체성

을 경관으로 재현하고,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는 생태·경관축을 형

성하며, 유연한 경계를 지니며 도시로 확산되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리고 공원은 규모의 특성상 크고 작은 공원들이 연합하는 형태를 띠면서 하

나의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지에 남아있는 역사적 건축물은 

선택적으로 보존되고 재활용되어야 한다. 다양성과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하

며, 조성·운영·관리에 있어서 참여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방안이 구축되어

야 한다. 각 단위 공원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의해 생태축 공

원, 문화유산 공원, 관문 공원, 세계문화 공원, 유비쿼터스 에코 놀이공원, 

생산 공원 총 6개로 제안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경우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 

8개의 설계안 중 최종 설계안으로 선정된 작품은 네덜란드 조경 설계 팀 

West 8과 한국 건축 설계 팀 이로재가 함께 설계한 “Healing: The Future 

Park”이다. 이 작품은 한국적 경관을 상징하는 삼천리금수강산을 공원의 

남북 녹지축을 잇는 녹지축 공원에 도입함으로서 강한 가독성과 정체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았다. 2등 작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는 공간의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2개의 네트워크, 2개의 밴드, 5

개의 유역이라는 합리적인 공간 구성 논리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았다. 3등

    Julia Czerniak, 교수/Syracuse University, 미국
    Charles Waldheim, 교수/Harvard University, 미국
    Hu Jie, 교수/Tsinghua University, 중국
    Richard Weller, 교수/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호주
    김영대, 교수/영남대학교, 한국
    김성홍,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한국
    온영태, 교수/경희대학교, 한국
    송호근, 교수/서울대학교, 한국
    김기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한국 (예비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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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대상지의 잠재된 요소들을 열어준다는 개념의 “Openings Seoul's 

new central park”와 공원 사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가 선정되었다.

그림 Ⅱ-8.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당선작: 

West8+이로재의 "Healing: The Future Park"

b. 설계공모의 의의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는 199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여년의 시간 동안 

논의된 용산 군이적지 활용 방안 및 기본 계획 연구의 결과물이다. 용산공

원에 대한 그간의 성과는 공원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서울시 지자체의 권한

을 국가로 옮겨오고, 관련 전문 분야를 동원한 다각도의 사전 연구 및 계획

을 실시하며,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라는 

조경 분야 고유의 사업이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

적이다.  

대다수의 설계는 공원의 전체적인 틀과 함께 도시 맥락과의 관계를 고려

하였으며, 생태·문화·역사 전반에 아우르는 설계 전략을 공원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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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해 제시하였다. 그러나 출품작들은 전반적으로 기본 계획의 구성

과 틀을 넘어가지 않는 일관된 설계안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공원이 구체

화되는 양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이처럼 설계안이 구체적

으로 그려지지 않은 경우, 실시 설계가 늦춰지는 상황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된 설계안이 그 핵심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후속 과제로 임

승빈, 김성홍 등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현재 제안된 설계 개념의 핵심을 유

지하는 것을 논하였다.42) 구체적으로는 설계에 관련한 중심 결정권자로서 

조경마스터를 도입해 10년 이상 사업에 관여 할 수 있는 설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 논의되었다. 용산공원 설계공모를 통한 한국 조경의 미래 과제

는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반 인프라의 구축으로 나

타난다. 

4) 종합

이들은 설계공모라는 사건을 통해 한국 조경에서의 설계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설계 그래픽과 표현 방법이 변화하였고, 소셜 네트

워크와 IT기반 시설이 적용되는 등 기술과 문화의 변화에 따른 공원 프로그

램 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은 대형 공원으로 나타나

는 동시대의 설계 패러다임을 한국 사회에 도입, 성장, 정착시키는 과정의 

각 지점들로써 이에 따른 특징이 두드러진다.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는 동시대적 대형 공원 설계의 개념과 방법을 

가장 먼저 수용한 공모로 해외 설계의 선례를 소비하고 모방하는 양상을 보

인다. 다수의 개념 다이어그램과 시간을 고려한 전략 등이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서울숲의 설계안들은 기존 한국 사회에서 대형 공원 설계에 접근하

는 방식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조경에 공원 설계의 변화의 

42) 배석희, “첫 국가공원, ‘미래 향한 치유공원’ 당선,”『한국조경신문』, 2012.04. 25. 
   배석희, “용산공원, 조경 마스터 도입 돼야,” 『한국조경신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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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43)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는 공원 설계를 위한 국제

공모로는 한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전 준비 과정

이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불어 국내외의 설계가들이 동시대의 공원 

설계 이슈를 다채롭게 반영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각 설계안들이 제시

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설계 개념은 그것의 실현가능성

에 대하여 의심을 받았으며 실제로 시공 과정에서 문제에 부딪혔다. 따라서 

행정도시 설계공모는 이후 시공과 비평을 위한 후속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

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주어지게 되었다.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설계공모로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대형 공원 설계의 발전 양상을 진단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된

다. 아직 많은 논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범지구적 대형 공원 설계 양상의 

고착화가 두드러지며 이에 따른 한계점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해온 점과 유사한 사례를 적극적으

로 연구하고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최초의 

국가공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한국적인 경관과 공원상에 대한 다양한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43) 이상민·조정송,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6), 200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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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형 공원의 설계 쟁점 

대형 공원은 동시대의 조경 설계 패러다임을 이끄는 주요 설계 프로젝트

로서 다양한 쟁점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대형 공원 설계에서 쟁점화되는 

논의는 무엇인가? 다수의 연구는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도시·환경·생태·공공

성·부지·문화 등을 논한다. 2003년 하버드 대학교 설계 대학원 컨퍼런스와 

2007년 출판된 책 『라지 파크(Large Parks)』의 논의가 이들을 총체적으로 

논하고자 한 대표적인 연구이다.4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층적인 논의들 

중 특히 대형 공원 설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세 가지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그것은 공원 설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공공성, 생태, 미학

의 논의이다. 이들 세 가지는 대형의 부지 속에서 특히 진화된 형태의 설계 

해법을 찾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전개되는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분석에서 분석의 틀로 

활용될 것이다. 

1. 다층적 공공성의 구현

공원의 기원이 되는 영국의 하이드 파크(Hyde Park), 독일의 티어가르텐

(Tiergarten), 프랑스의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 등을 보면, 왕이나 귀족

의 정원 또는 사냥터를 노동자 계급과 새로운 중산층에게 개방하면서 공원 

개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족에게만 허용되었던 여가 공간이 이때

부터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도 허용되었다. 이는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동

시에 공원에서 논의되는 공공성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현대 

44) Large Parks Conference: The New Perspective, April 2003,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 tectural Press, 2007, 배정한+idla(역), 『라지 파
   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 31 -

도시 공원의 시초인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는 공원의 공공성을 사회적 

차원으로 한층 확대시킨다. 뉴욕시의 공공 위생과 사회 문제를 놓고 다수의 

전문가 집단이 공공 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서 센트럴 파크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폭력과 범죄를 교화하는 

공원으로서 계획되었다. 센트럴 파크의 설계가인 옴스테드는 도시 공원을 

‘가장 높은 차원의 민주적 발전’이라고 불렀으며 남녀노소, 계층에 상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확

신했다. 돈 미첼과 리처드 반 뒤센은 공원의 공공성이 불평등과 불의에 대

한 저항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논하기도 했다.45) 이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

고 호소하는 각종 시위와 집회 활동이 공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의 논의는 공원의 공공성에 보다 급진적이고 자발적인 특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동시대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신자유주의의 침투에 대한 시민

사회론의 대두, 국가우선 사회에서 개인우선 사회로의 전환 등 시대적 변화

에 따라 진화·확장하고 있다.46) 공공성을 구현하는 물리적 장으로 동시대

의 공원은 이러한 공공성의 변화된 개념에 대응하는 새로운 설계를 모색하

는 것을 미래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공성의 가치가 공원 담론에서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근현대 공원은 철저하게 수동적 여가활동의 장으로 설계되었다고 비

판받는다. 이는 점차 확대되는 이용자층의 자발성과 다양한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인 설계자 중심의 공원 설계를 양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원에서의 무분별한 공적 활동과 투쟁 및 시위 활동이 도시 환

경을 어지럽히고 불편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싶

은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45) Don Mitchell and Richard Van Deusen, “Downsview Park: Open Space or Public 
    Space?,”CASE: Downsview Park Toronto, eds. Julia Czerniak, New York: Harvard 
    Design School PRESTEL, 2001, p.105.

46) 염철호·심경미·조준배,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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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공원의 공공성과 관련한 두 가지 모습: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하이드 파크(좌), 통제와 감시-텐안먼 광장(우)

이러한 문제 속에서 대형 부지의 공원화는 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고 있다. 큰 부지의 특성상 대형 공원은 단일한 대중을 만나

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대형 공원은 다수의 개인 혹은 집단의 의견이 상충하는 장이 된다. 결

과적으로 대형 공원은 설계가 중심의 일방적인 설계를 거부하고 다분야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설계를 지향한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비행장 

부지는 폐쇄가 결정되면서 그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이해 집단이 논쟁하였다. 부지가 지역사회의 문화·환경·경제 등 다양한 영역

에 두루 영향을 미칠 만큼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공원화 방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공원은 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

과 기술을 마련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설계 방식을 취하였다.47) 토론토의 레이크 

온타리오 파크(Lake Ontario Park) 설계에서의 디자인 샤렛(design charretes)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하는 설계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는 

4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Orange County Great Park)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ocg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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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풍력 발전기를 원하는 환경주의자들과 논쟁하였

고, 생태 복원주의자들은 비자연적인 가마우지 집단이 도태되기를 원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것 또한 공원의 정당한 구성 요소로 바라보고자 했

다.48) 이 디자인 샤렛에서의 토론은 바른 설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이용적·문화적 측면

을 수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설계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 한편으로는 대형 공원이 소형 공원에 비해 재원 확보와 유지 관리가 

더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필수적으로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협력이 수반되기도 

한다. 일례로 센트럴 파크 컨서번시(Central Park Conservancy)와 같은 민

간단체는 공원의 유지 및 관리, 설계 및 시공 이후 이용에 따른 보수와 재

정비 등에 고무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49) 따라서 최근에 설계되는 대

형 공원들은 개인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을 

설계의 한 전략으로 삼아 공원의 유지 및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들 사례를 미루어보았을 때, 공원의 공공성의 가치는 대형이라는 규모

를 통해 회복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공원 설계의 상호 소통적 

태도는 대형 공원에 요구되는 다층적인 공공성에 응답하는 다양한 결과물을 

양산할 것이다. 

48) Nina-Marie Lister,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Large Parks,, ed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2007, 
   배정한+idla(역), “지속가능한 대형 공원: 생태적 설계 또는 설계가의 생태학?,”
  『라지 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57.
49) John Beardsley, "Conflict and Erosion: The Contemporary Public Life of Large 
    Parks,"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갈등과 침식: 동시대 대형 공원에서의 공공 
    적 생활,”『라지 파크』,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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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동적 생태계의 통합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인해 인간의 활동과 개발에 대한 태도는 지속가

능성을 내세운 보다 실천적인 해법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조경 설

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의 생태 환경을 고려한 전-개념적

(preconceptual) 설계를 제시한 이안 맥하그(Ian L. McHarg)의 생태적 조경 

계획50)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는 환경 보존주의의 입장에서 자연의 외형이 

아닌 내형, 즉 ‘생태’라는 과학적 체계와 자연의 과정을 설계에 적용하였

다. 이는 조경 설계에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적 시스템을 확립시켜 주었

으며, 조경의 실천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공헌하였다.51) 

그림 Ⅲ-2. 맥하그의 생태 조경 계획: 지리정보체계(GIS)를 이용한 대상지 분석

그럼에도 맥하그 식의 설계는 조경 설계의 문화적·감각적 표현과 이용적 

측면을 평가절하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를 계기로 조경 설

계는 환경적 문제에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회적·문화적·예술적 

50) 맥하그의 생태적 조경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한다. Ian L. 
    McHarg, Design with Na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5.
51) 권정삼은 다수의 기존 논의에 근거하여 맥하그의 생태적 조경 계획의 성과를 논하였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의 논문의 Ⅱ장을 참조한다. 권정삼, 『이안 맥하그
    의 조경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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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태적 설계’의 방법을 다각도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 기인한 설계가

들은 생태적 요소와 과정을 설계 언어로 치환하는 일종의 예술적 은유를 시

도하였다. 이는 생태적 가치를 공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어떠한 환경적 의

식 혹은 영감을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이들 설계는 인간과 자연의 관

계와 그 문화적 파급성 측면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되었다.52)

그림 Ⅲ-3. 포스트모더니즘 설계 사례: Micheal Van Valkenburgh의 Teardrop 

Park(좌), Lawrence Halprin의 Ira Keller Fountain(우) 

그러나 도시화 현상과 이에 따른 생태계 구조의 변화는 자연의 보존과 개

발의 양면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안

적인 생태적 설계를 요구하였다. 명백하게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자연 이원

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때, 동시대적인 환경 변화 가운데 논의된 

응용 생태학의 다양한 관점이 설계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경관생태

학, 보존생물학, 도시생태학 등의 연구는 생태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변화와 

작동을 거듭하는 ‘시스템’으로 이해시킴으로써, 기존 조경 설계에서 인식

52) 포스트 모더니즘적 조경 설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한다.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ed. Michel 
    Cona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1, 
    pp.18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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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공간’이라는 생태계의 이미지를 역전시켰

다. 더불어 이들 응용 생태학은 인공 환경인 도시와 생태계를 구분되지 않

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관계

성을 한계로 삼아온 전통적인 조경 설계의 문제점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였다. 결과적으로 동시대의 조경 설계에서 생태적 설계는 작동하는 생태계

를 인간의 활동 공간인 공원과 통합시키는 방안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생태적 설계의 논의 속에서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대형의 부지가 쟁점화 된다. 줄리아 처니악은 넓은 면적의 땅이 

변화하는 생태 시스템에 대한 적응적 관리를 보장하고, 자연 시스템 그 자

체를 설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논하였다. 그리고 현대 공원 설계에서, 생

태적 변화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적응의 측면을 의미하는 탄력성(resilience)

과 생태적·문화적·경제적 생존을 위한 수용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

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공원의 조건으로서 대형의 부지를 언급하였

다.53) 

또한 실제적인 논의를 이끈 경우로, 1999년 다운스뷰 파크 설계공모는 생

태계를 공원에 통합시킬 수밖에 없는 부지의 생태적 맥락을 설계 지침에 제

시함으로써 대형 부지의 생태적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다운스뷰 공원화 

사업은 사전 부지 조사 가운데 나이아가라 단층으로 형성된 분지, 오크 리

지 빙퇴석, 온타리오 호수 등으로 구성된 광역 토론토 생물권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으로써 생태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설계공모

의 주최 측은 이러한 부지의 복잡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생태적 기능과 문

화적 기능이 통합되는 도시 공원을 구현할 것과, 특히 “적응적이고 자기-

조직적이며 열린 시스템과 합치하는 생태계의 해석”을 요구했다. 2001년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프레쉬킬스 매립지 공원화 과정에서도 부지의 생태적 

53) Julia Czerniak, “Legibility and Resilience,”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가독성
    과 탄력성,”『라지 파크』,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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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관련한 논의가 주요 설계 고려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이곳

은 거대한 자연학습장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립지 

내의 지질·토질·수계·식생·야생동물 서식지 등 자연 시스템과 봄·가을

에 포착되는 대규모의 철새의 움직임 등이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림 Ⅲ-4. 대형 부지의 생태적 가능성: 광역 토론토 생물권의 맥락에서 본 

다운스뷰 부지(좌), 프레쉬킬스 파크의 조류 생태계(우) 

대형 공원은 명백히 큰 부지라는 조건을 통해 생태계를 생태적 설계를 실

험해볼 수 있고, 또 마땅히 주어진 조건에 의해 생태계를 통합시켜야만 한

다. 따라서 대형 공원 설계에서는 시스템으로서의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했던 오래된 조경 설계

의 목표를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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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미학의 발견

목가적 풍경으로 대표되는 픽춰레스크 미학은 센트럴 파크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공원 미학이다. 이는 도시 악에 반대되는 선하고 순수한 자연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공원 미학은 자연의 이미지를 시각적

으로 박제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미학적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

어 풍경화식 경관의 장식적인 측면은 문명의 이기를 위장하는 태도로서 위

선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공원 설계 분야는 목가적 미학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미의 영역을 

탐구하게 되었다. 이때 환경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예술 활동과 미학 이론

은 조경 분야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대지예술은 어떠한 오브제에 의한 아

름다움이 아닌 환경적 맥락에 내맡겨지는 한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

움을 제시하였고, 환경미학은 기존의 이원론적 관조적 미학의 개념을 역전

시킴으로서 경험적이고 다감각적인 미학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평면적이고 

제한적이었던 미학의 범주를 공간적이고 다감각적인 차원으로 이끌었다.54) 

이러한 미학적 도전이 발생하는 가운데, 동시대의 대형 공원은 그것을 구

현할만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설계로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부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 놓여있기 때문에 목가적인 정돈된 아름다움

을 뛰어넘는, 예측하지 못한 미적 요소를 담지하고 있다. 일례로 린다 폴락

(Linda Pollak)은 프레쉬킬스 파크(Fresh Kills Park)가 조성될 대규모의 쓰레

기 매립지에서 새로운 미적 감각의 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다. 그녀는 프레

쉬킬스의 통제되지 않는 자연과 내적·외적 교란이,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

문에 숭고미(the Sublime)의 차원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한다.55) 수잔 해링턴

5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한다. 배정한, “조경이론으로서의 환경  
    미학,” 『한국조경학회지』25(4), 1998, pp.89-106.
55) Linda Pollak, “Matrix Landscap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Large Park,”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매트릭스 경관: 대형 공원에서 정체성의 구축,”『라
    지 파크』,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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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 Herrington)은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Duisburg Nord Park)와 같은 포

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설계 사례를 통해, 대형의 폐 산업 부지가 다층

적인 시간의 흔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이 제시하지 못하는 시

공간적 차원의 감각을 제공한다고 말한다.56) 

그림 Ⅲ-5. 대형 부지의 미적 가능성: 

통제되지 않는 자연의 내적·외적 교란을 나타내는 Fresh Kills 부지(좌), 

시공간적 차원의 감각을 나타내는 Duisburg Nord Park(우) 

이들 논의에 의하면 대형 공원은 기존의 공원 설계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시간성, 복잡성, 낯선 감각, 다양한 감각 등의 미적 요소를 분명하게 인식하

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공원에서의 미적 경험의 수준을 숭고의 

경험으로 확장시켰다. 따라서 대형 공원 설계에서의 미학적 실험은 기존의 

설계가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과 미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처럼 부지가 발생시키는 미적 기회가 확대되고 풍성

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타난다. 일례로 린다 폴락은 프레쉬 킬스 

파크의 녹색 언덕이 치유의 상징이 되는 목가적 시나리오 속에서 구원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발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연을 통제하려는 개

발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57) 엘리자베스 마이어 역시 교

56) Susan Herrington, “Framed Again: The Picturesque Aesthetics of Contemporary 
    Landscapes,” Landscape Journal 25(1), 2006, p.26.
57) Linda Pollak, “Matrix Landscap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Large Park,”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라지 파크』,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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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된 부지에 형성되는 대형 공원이 인간의 이용이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

도록 그 부지를 세척하기 위한 개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오염에 대한 위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58) 하그리브스는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

에서 시간성의 미적 경험을 논할 때, 이곳은 유태인의 강제 노역이 이루어

졌다는 점과 나치의 전쟁 무기 생산지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함

의하는 바가 있으나, 공원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한다. 즉 이 공원의 미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업적 숭고는 

문제적 찬양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59) 

그림 Ⅲ-6. 새로운 미학의 한계: 치유의 상징인 목가적 경관 이면에 자연을 통제하려는 

개발주의적 태도를 담지하고 있는 프레쉬킬스 파크의 Lifescape안 조감도(좌), 

부지의 역사적 함의를 감추고 있는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의 경관(우)

이러한 비판점은 대형 공원 설계를 통해 새로운 미적 경험이 발생하고 그

것이 대중적으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수록, 공원이 담지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적 논의들이 묵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폐 산업 부지의 오염된 

경관이나 쓰레기 매립지의 혐오스러운 경관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기에 대한 반성

58) Elizabeth K. Meyer, “Uncertain Parks: 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불확실한 공원들: 교란된 부지, 시민, 그리고 위험 사
    회,”『라지 파크』, p.69.

59) George Hargreaves, “Large Parks: A Designer’s Perspective,” Large Parks, 배정
   한+idla(역), “대형 공원: 한 설계가의 시각,”『라지 파크』,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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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선의 촉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나 공원 설계를 통해 녹색 만능주

의가 나타나고 단순하게 아름다운 감각으로 치환되는 것은 반성과 개선 의

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대 조경설계가 대형 공원의 미학적 목표로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윤리 의식의 촉구이다. 일본인 미학자 유리코 사이

토는 일상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미적 특질이 인간이 판단하는 도덕성으로부

터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설계에 도덕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60) 따라서 대형 공원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는 가운데 미적인 도덕적 

판단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적인 미학의 구현이 요구된다. 

60)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2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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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대형 공원 설계의 비판적 분석

공공성, 생태, 미학의 쟁점은 공원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그 조건들은 역

할과 기능이 확장되고 진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형 공원

은 이들 쟁점으로 인해 기존의 공원과는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대형 공원

은 공공성의 다층화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작동적인 생태를 통합시키

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는가? 공원 설계의 미학적 실험과 진화의 양

상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 세 가지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앞의 Ⅱ장 2절에서 논의한 한국의 주

요 대형 공원 설계공모의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한다. 

1. '다층적 공공성'의 설계 양상과 비판적 평가

1.1.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의 설계 지침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이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공모의 출품작들은 숲 조성에 시

민 참여를 도모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행태를 분

석하여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참여와 관련한 설계 아이디어로, 최종 당선작인 동심원의 “서울숲” 

안은 나무를 직접 심는 식수 행사를 개최하고, 필요한 나무를 사고파는 나

무 은행을 운영하며, 시민이 만든 예술 작품을 공원의 조형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소속의 독립 부서

로서 ‘서울숲 관리단’을 설립하여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서안의 “서울숲” 안 역시 동심원의 설계안과 유사하게 식수 행

사, 탄생목 심기, 목요일은 나무를 생각하는 날, 환경 조형물 만들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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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부지 북서측에 위치한 성수중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생태·환경·역사·문화 관련한 교육 및 시민 활동을 도모하는 ‘열린 시민 학교’

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림 Ⅳ-1. 동심원의 “서울숲”의‘참여의 숲’ 다이어그램(좌)과 콜라주(우)

다양한 공원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환경적 조건을 분석하고 그

에 따라 단위 공간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서안의 “서울숲”안의 경

우, 교육과 문화, 생태탐방, 스포츠, 휴식과 산책 등의 카테고리에 따라 공간

을 구분하고 그 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공생의 

고리”안은 습지 생태의 숲, 재생의 숲, 열린 참여의 숲, 자연 생태의 숲, 물

의 정원, 에너지의 숲이라는 6가지의 테마 공간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단위 

공간을 더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령별·시간별·계절별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그것을 공간 구성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동심원의 “서울숲”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활동을 반영한 ‘기

쁨의 숲’전략을 도출하였고, “O2 Centre ” 의 ‘12개의 테마 숲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주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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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다양한 공원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 전략: 

서안의 “서울숲”의 공간 구상 다이어그램(좌), "공생의 고리"의 6가지 테마 

공간(우위), "O2 Centre"의 '12개의 테마 숲' 다이어그램(우아래)

  

전반적으로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의 출품작들은 참여와 공간의 다

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아이디어를 다수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내용이 선언의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은 한계로 나타난

다. 일례로, “O2 Centre”, “New Tech Forerst ”와 동심원의 “서울숲” 마스터

플랜에 제시된 단위 공간의 수는 각각 46개, 49개, 51개이며, “공생의 고리”

의 경우는 64개나 되는데, 이들 공간에서 예상되는 활동의 범주는 피크닉, 

생태 학습, 산책, 운동 등으로 매우 일반적이면서 동시에 한정적으로 나타난

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설계가 다층적인 활동의 공존과 혼합, 그리고 때때

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적 활동 집단 간의 갈등을 예측하기보다는 물리적인 

공간의 세분화에 집중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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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는 ‘뚝섬 숲(안) 조성 현

상공모’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층적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화적 활동 기반을 요구했다. 더불어 도시민이 공원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설계안은 문화·예술·역사·교육 등의 다층적인 단위 공간 프로그램을 제시하

고, 이용자들이 그곳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밴드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1등 안인 

“Ancient Futures”는 도시 

공간과 면하고 있는 대상지

의 북쪽과 서쪽 가장자리에 

소공원, 광장, 마켓, 아트센

터, 커뮤니티 센터 등을 연

속적으로 배치하였고, 2등 

안 “Long Views” 또한 

도시와의 연결성이 우수한 

96번 국도와 남쪽 제방도로

에 인공의 플랫폼을 더하여 

다양한 성격의 단위 공간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한

편 3등 안인 “Carved 

Park”는 대상지의 기존 경

관과 구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활동 공간만

을 음각의 형식으로 취하였

고,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 

그림 Ⅳ-3. “Ancient Futures”의 프로그램 

밴드: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공원의 북서쪽을 

중심으로 활동 프로그램 배치

그림 Ⅳ-4. “Long Views”의 인공 플랫폼: 

접근성이 뛰어난 96번 국도를 중심으로 활동 

프로그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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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발생시키는 단위 공간은 보행의 각 결절점에 제안됨으로써 파편화된 

구조를 보였다. 파편화된 단위 공간은 도시와 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역시 연속적이고 쉬운 접근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5. “Carved Park”의 단위 공간 구조: 연속적이고 쉬운 접근을 위해 도시와 

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기반으로 단위 공간이 구성된다. 

이들 설계는 단위 공간의 성격을 다양화는 것에서 나아가 단위 공간을 효

율적으로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 접근성의 용이함은 공

원 외부에 있던 도시민들의 공원 참여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설계 과정에 이용자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수평적 설계 과정

이 미흡하고, 공간 프로그램의 참신성 또한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다. 

한편 해당 부지에서 기존에 행해졌던 농업 활동을 도시 농업이라는 공원 

프로그램으로 치환한 “Ancient Futures”의 설계안은 설득력이 있으며, 동시

에 참신하고 지역 특정적인 설계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도시 농업 프로그램

은 기존의 농경지의 구조를 유지·개선하여 토질 및 환경적 요건에 따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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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의 범주와 종류를 설정한다. 그리고 거대한 경작 공간 내부에는 경작 이

외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필드 스테이션’을 배치한다. 

그림 Ⅳ-6. “Ancient Futures”의 

경작 프로그램(좌)과 필드 스테이션(우) 다이어그램

그림 Ⅳ-7. “Ancient Futures”의 농업 활동 포토몽타주

필드 스테이션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경작과 관련한 

전통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4절기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더불어 전문

적인 경작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민들을 돕기 위한 ‘농업 클러스터 작동 시

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시민-농업 전문가 간의 소통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원에 다양한 활동을 도입하는 것에 더해, 지역 특정적인 아

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전

문적인 활동에 있어서 다분야간의 협업과 참여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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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공간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또한 앞선 두 공모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공공성이 존중되는 설계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출품작

들은 단위 공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더불어 특히 전략적인 공간 배치에 

집중하였다. 이는 공원을 둘러싼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기존의 문화

가 공원의 내부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는 공원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시의 역사

적 문화적 유산을 공원 안에 아우르고자 2개의 밴드를 구축하였고, 

“Yongsan Madangs”는 활동의 촉매가 되는 경계로부터 공원의 구조를 만든

다는 ‘플랫폼’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Ⅳ-8.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의 2개의 밴드

그림 Ⅳ-9. “Yongsan Madangs”의 

'플랫폼' 전략

그리고 이들 공간의 운영 방안으로는 관-시민-기업의 통합적 운영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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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경향을 보인다.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의 경

우 문화·교육·환경·생산·복지·평화와 관련한 사회적 활동을 프로그램화하였

다. 이는 개인부터 단체 및 기업까지 두루 참여하여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

고 나누는 활동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공원에서의 공공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동시에 도시와 공원과의 관계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리고 무엇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만나게 되므로, 다층적인 공간의 

활용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림 Ⅳ-10.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의 다이어그램: 

공원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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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ed Presence”도 용산

공원의 설계 및 운영의 코

디네이터로 ‘Yongsan Park 

Trust’를 제안하였다. ‘Yon 

gsan Park Trust’는 관-시

민-전문가 간의 소통을 통

해 적응적인 설계 과정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는

다. 무엇보다 이들은 공원

의 운영에 있어서 요구되

는 각종 자원을 자급자족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따

라서 사회적 기부, 사회적 

, 사회적 자원의 순환 등을 

시민 자발적 활동을 통해  

                    

그림 Ⅳ-11. YPT('Yongsan Park Trust)'를 통한 

공원 내의 사회적 자원 흐름도: “Sacred 

Presence”

이끌고자 하였다. 

한편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는 자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1061개의 건물과 단위 공간을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소셜 렌트 프로그램’

을 제시한다. ‘소셜 렌트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용산공원 내의 공간들을 이

용하고 싶다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전

략은 대형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비용을 공원 

스스로 자족하고, 또 개개인의 시민 혹은 단체가 투자에 참여시킴으로서 공

간에 대한 주체의식을 높이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처럼 임대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단체가 공원을 점유할 수 있다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공공 공간의 

불평등한 사유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한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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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의 '소셜 렌트 프로그램'

1.4. 종합 및 비판적 평가: 문화적 기반과 탄력적 운영 체제의 부재

공원은 공공 공간으로서 도심 속 시민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요 기반

시설이다. 그리고 특히 대형 공원은 점점 진화·분화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

민들의 다양한 여가 및 사회 문화 활동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다층

적 공공성’을 구현할 것을 요구받았다.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를 

분석한 결과, 대형 공원은 다원화된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공간의 다

양화 및 세분화, 접근성과 소통 증대 등의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

다수의 출품작이 시민들에게 공원에서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공원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온라인 참여와 모니터

링을 제안했다. 대형 공원 설계에 있어서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과 접근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이끄

는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일례로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는 시민들이 

공원 설계안을 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을 마련하였

다. 프레쉬킬스 파크의 경우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략으로 공원 조성을 

알리기 위한 버스 광고와 포스터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잠재

적인 이용자들에게 앞으로 형성될 공원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그것이 어떻

게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일상적 관심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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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대형 공원 설계에서 참여와 소통의 전략 사례: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의 소통 공간(좌), 프레쉬킬스 파크의 커뮤니케이션 포스터(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 이면에, 실제적인 공공

활동과 관련한 문화적 기반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조경진은 “전

반적으로 새로운 감각의 공간을 창출하고자하는 노력은 볼 수 있으나, 새로

운 유형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담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

다”라고 논하기도 했다.61) 현대 조경은 공원의 외형과 물리적 기반을 만드

는 데에 집중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적 다원화

와 다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원 문화를 예비하여야 한다. 

더불어 다층적인 공원 문화의 한 기반으로, 적응적이고 탄력적인 공원 운

영 체제는 필수적이다. 대형 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공적 

활동의 충돌에 조정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설계안은 공원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조직(서울숲 관리단, 용산공원트러스트(YPT) 

등)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보다 실제적인 활동이 공

원의 설계 및 시공 이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의 적극적인 코디네

이션이 요구된다. 

61) 조경진, “공원 문화의 현실과 지평: 서구와 한국의 공원이용 변천과 비교를 중심으
    로,” 『환경논총』(45), 200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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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동적 생태계'의 설계 양상과 비판적 분석

2.1.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는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울시 동북부 지역에 

자연친화적인 대규모의 녹지 공간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숲’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설계 지침은 시설물보다는 식

재를 위주로 설계를 요구하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식재 수종의 선정과 

2003년 춘기에 우선 식재 가능한 단위 공간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설계안은 설계 지침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숲의 속성을 공

간에 도입하였다. 특히 숲의 외적 특성보다는 숲의 생태적 특성인 작동성과 

자기조직성 등이 반영되고 있었다. 일례로, 동심원의 “서울숲” 안은 살아있

는 유기체로서 숲을 조직하기위해 ‘진화’의 전략을 취하였다. 따라서 숲의 

구조와 종 다양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접한 아차산, 남산, 응봉산의 식생구조를 모델로 삼아 

자연스러운 천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숲의 구조와 맥락을 구축하였다. 

그림 Ⅳ-14. 진화하는 숲의 속성에 따른 단계별 공간 계획 제시: 동심원의 "서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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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생의 고리” 

안은 ‘숲의 고리’ 다이

어그램에서 야생 동물

의 서식 환경을 구축

하기 위한 생태 통로 

네트워크를 설명하였

고, “O2 Centre” 안은 

최소한의 이용만을 허

용하는 핵심 녹지 공

간에 천이·성장·순환·

서식의 생태계 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점 녹지를 구성하고

자 했다. 

그림 Ⅳ-15.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 강화 전략

:"공생의 고리"

이러한 설계는 작동적 생태계를 공원 안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대형 공원 설

계의 생태적 목표를 반영한다. 기존의 설계가 곡선, 부드러운 질감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시각적 특성을 강조해왔다면, 이들 설계는 작동하는 생태

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전략들은 2000년 다운스뷰 파크 등 서구의 설계 공모에서 

논의하는 설계 해법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

기도 했다.62) 다수의 설계안이 작동하는 생태계의 통합을 위해 네트워크, 생

장과 천이, 종 다양성 등의 생태학적 논의를 이끌고 있지만, 실제로 설계되

는 공간의 모습은 생태학습장, 습지원 등의 정형적인 생태 공간이다. 일례

62) 이상민,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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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O2 Centre”안은 설계의 중심 주제로 숲 생태계의 한 개념인‘천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원 생태계의 천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보다는 용어 자체를 단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종 다양성과 관련한  

소생물권 조성 계획이 단편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환경 수지 개

선, 환경 부하 저감 계획 등 기술적인 차원의 생태적 설계를 해법으로 제시

하였다. 또한 생태적 설계와 관련한 다이어그램들이 다운스뷰 파크 설계에

서 시도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보인

다. 일례로, 동심원의 “서울숲”안이 야생 동식물의 서식 환경 조성 및 종 

다양성 구현의 전략으로 제시한 다이어그램은 다운스뷰 파크 설계공모의 

“Emergent Ecologies”안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뚝섬 숲

(안) 조성 현상공모’의 설계안들은 대형 공원의 생태적 설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보다는 서구의 설계 패러다임의 수입에 의존한 설계를 진행하였다고 평

가된다.

그림 Ⅳ-16. 다이어그램의 유사성: 야생 동식물 서식 환경 및 종 다양성을 설명하는 

동심원의 “서울숲”안(좌)과 James Corner+Sten Alen의 “Emergent Ecologies”안(우) 
 

2.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은 신도시의 거점 녹지 공간으로서, “경

관과 환경의 거점,” “친환경,” “녹색 심장,” “자연 생성소” 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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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개념을 그 설계의 기본 원칙과 비전으로 삼았다. 이는 총 2단계의 설

계공모 지침에서 구체화되는데, 1단계 설계 지침에서는 전월산·원수봉의 

주변 녹지 체계와 경관, 금강·제천의 하천 및 습지 구역, 중앙에 펼쳐진 대

규모 평야 등 해당 부지의 환경적 조건이 설계의 주요 기반으로 제시되었

다. 그리고 2단계 설계 지침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적인 운영 방안, 

생태적 공간에서의 교육 및 휴식 프로그램 도입 방안, 대상지 내외부의 경

관 자원 활용 및 연계 방안, 토지의 절·성토와 하천의 선형 변경을 최소화

하는 방안, 호안 정비 및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친환경 도시라는 신도시의 비전과 풍부한 생태적 환경 조건을 바

탕으로 중앙녹지공간 설계 출품작들은 생태적 설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를 도출하였다. “Ancient Futures”는 대상지의 풍부한 생태적·환경적 조

건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개념으로 “공존”을 논한다. 중앙녹지공간은 도시

와 자연, 인간과 자연의 공존뿐만 아니라 파편화 되어있는 대상지 내외부의 

생태적 환경의 공존을 추구한다. 따라서 관개 수로에 변화를 주고 금강의 

둑을 제거하여서 대평야와 강의 관계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주요한 설계 전

략으로 삼았다. 둑이 제거되면 강은 평야로 자연스럽게 넘친다. 대평야의 논

은 둠벙의 형태부터 건답의 형태로 다채롭게 변화하고, 이는 다양한 생물들

의 서식처가 된다. 그리고 이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자기조직력이 된

다. 평야의 논은 경작 프로그램과 공원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그 기능을 계

속 유지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설계안의 중심 전략이 되는 둑의 제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생태적 

환경의 변화와 교란을 수반한다. 예측할 수 없는 교란은 공원의 생태적 구

조 뿐 아니라 공원의 활동 구조와 도시와의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설계안은 둑의 제거에 수반되는 생태적 기술적인 논의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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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Ancient Future"의 생태 전략: 금강 둑 제거를 통한 

생태적 환경의 확장(위), 확장된 생태계: 예상되는 생태 통로 및 

서식지 다이어그램(아래)

“Long Views”안은 대상지의 지질학적 생태적 요소로부터 도출된 대상지

의 특성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것은 광역적인 수평 경관과 물과 농경지

에 의해 형성된 제방-평야-금강의 3단계 레벨의 내부 경관이다. 이 설계안

은 대상지의 강력한 특성으로서 수평 경관을 보존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

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지 내부의 공간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3단계

의 지형 위계를 무너뜨리고, 대상지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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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화”의 과정이 필요

하다. 자연화는 농경지를 

자연에 돌려줄수 있는 방법

인 동시에 최소한의 효율적

인 공원 활동을 돕는 방법

이다. 대상지는 스스로 천

천히 건강하게 자라나는 자

연이 된다. 그리고 일부의 

인공 언덕, 인공 플랫폼 등

을 통해 자연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동시에 

여가문화 활동을 하게 된

다. 이 설계의 경우 공원 

부지의 거의 대부분이 자연

화의 과정을 위해 이용에 
그림 Ⅳ-18. “Long Views”의 8단계의 자연화 과정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대형 공원의 생태적 설계가 지향하는 거

점의 작동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태적 목표를 

위해 공원의 본질적인 가치로서 여가 및 문화 활동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한편 “Carved Park”안은 기존 부지의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설계로 ‘음각’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대부분 경작지였던 기존의 토양이 공원

으로 개발될 때 엄청난 토목 공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면 개발

이 최소한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계획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 안의 가장 큰 장점은 구조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음

각된 각각의 공간은 필요에 따라 더 생성될 수 있고, 불필요할 때 쉽게 없

앨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예측할 수 없는 생태적 교란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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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Ⅳ-19. “Carved Park”의 음각 전략 

2.3.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의 지침에는 공원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나타난다. 용산공원의 비전은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

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목표는 “생태적 가치

를 복원”하고 “녹색 국토 환경”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설계

의 기본 방향 역시 산림녹지축과 하천습지축의 형성, 도시 미기후 조절을 

위한 바람길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성과 경영 과정에서의 탄소제로, 

도시 농업의 도입 등을 지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원 내부에 다양한 

비오톱과 녹지 이용 방식을 구축하고, 산림녹지가 자생적·다층적 식생 구조

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

고 도시 환경의 쾌적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한다. 수공간은 저류, 친수, 연결, 

저장,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해야 하고 광역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한

다. 또한 기본 계획을 통해 구성된 여섯 개의 단위 공원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이 별도로 제시되는데, 그 중 생태축 공원의 설계는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일정 지역은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고, 지표종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천이 과정을 유도하는 설계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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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의 1등 안인 “Healing: The 

Future Park”는 기본 계획에서 생

태축 공원으로 제안하는 공간을 중

심으로 생태적 설계의 전략을 제시

한다. 이때 시각적이고 생태적인 한

국 특유의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고

자 녹지축의 지형을 재구성하는 전

략을 취한다. 그리고 산맥으로 재구

성되는 이 공간에 생물 서식지 및 

종 다양성, 야생동물 이동경로 구

조, 4개의 저류지와 수체계 등을 고

려한 작동적인 생태계의 구축 방안

을 모색하였다.

“Openings Seoul’s new central 

park”도 생태축 공원 영역을 중심

으로 생태 전략을 나타냈다. 이 설

계안은 360에이커의 생태축 공간을 

북측과 남측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녹색 카펫으로 비유하며, 해당 지역

의 생태적 재생과 서식지 마련을 

위해 관련 임학기술을 동원하고 순

차적인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설계 

전략에서 주장하는 바는 기본 계획

에서 이미 논의된 바이며, 이들 설

계는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 Ⅳ-20. 서식지 및 생태 이동 

다이어그램: "Healing: The Future 

Park"(위)와 "Openings Seoul's new 

central park"(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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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안은 공원의 전체적인 맥

락 안에서 생태 전략을 제시한다. 이 설계안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숲과 

시공간적 완충제로서의 숲이라는 두 가지의 숲 개념을 통해 광역적인 생태

계의 개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숲은 자유로운 이용과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시공간적 완충제로서의 숲은 생태적 다양성과 안정적인 생

태계 성장을 위해 이용과 활동을 제한한다. 생물 서식 및 이동, 수 순환, 자

원 순환, 바람길 등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이를 증명한다.

그림 Ⅳ-21. “Yongsan Park for New Public Relevance”의 생태 전략: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숲과 생태적 완충제로서의 숲을 결합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안도 이와 유사하게 녹지 체계를 

공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 설계안에서 기존의 녹지는 공원 구

조의 뼈대이다. 그리고 기존의 녹지를 토대로 복원되고 재구성되는 숲, 관

리·경작지, 이용녹지의 세 가지 유형의 녹지는 공원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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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된다. 이들 설계는 녹지축 공원을 중심으로 생태 전략을 제시한 것

과 다르게, 공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태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대형 

공원의 생태적 목표인 통합의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림 Ⅳ-22. “Yongsan Park Towards Park Society”의 녹지 체계: 

공간 전체가 9단계(3단계의 Forest Green, 3단계의 Managed Green, 

3단계의 Functional Green)의 녹지로 나누어진다.

1.4. 종합 및 비판적 평가: 인간-자연 이원론의 고착화

대형 공원은 생태학의 다양한 개념을 설계에 끌어들였고, 자연의 생장과 

천이 유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구축을 통한 종 다양화,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 시스템 구축, 친환경 기술을 동원한 공원 조성 등의 전략을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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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전략의 성과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자원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63)의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갈렌 크렌츠(Galen Cranz)

는 동시대의 공원이 생태적·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도시적·문화

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논하기도 하였다.64)

그러나 다수의 설계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나 텍스

트들은 과학과 기술의 논리를 바탕으로 생태적 설계가 공식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완전한 작동적 생태계를 위해 공원의 일부를 인간의 접촉을 허용

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통합과 공존이라는 대형 공

원 설계의 목표를 벗어나, 오히려 완전한 자연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원 내

부의 공간에 인간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대규모의 제한된 공간을 만들었

다. 존 비어즐리는 대표적인 대형 공원인 불로뉴 숲의 사례에서 이러한 형

식의 설계를 지적한 바 있다. 불로뉴 숲은 완전한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인적이 닿지 않도록 조성한 ‘매시프 포레스티어(massif forestier)’와 잘 가

꾼 잔디, 호수, 코트로 이루어진 ‘호티콜(horticole)’ 이 두 개의 구성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각각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두 개의 공

원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65) 

현대 조경은 “인간-자연 이원론, 과학-예술 이원론의 난맥을 교정하고 

문화와 자연의 연속성을 지향하는, 생태학과 미학의 대화를 존중하는”66)설

계를 통해 현대 사회의 생태적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

63)‘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
    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공식화되었
    다.
64) Galen Cranz and Michael Boland, “Defining the Sustainable Park: A Fifth Model 
    for Urban Parks,” Landscape Journal 23(2), 2004, pp.102-120. 
65) John Beardsley, "Conflict and Erosion: The Contemporary Public Life of Large 
    Parks," Large Parks, 배정한+idla(역), “갈등과 침식: 동시대 대형 공원에서의 공공
    적 생활,”『라지 파크』, p.230.

66) 배정한, 『현대 조경 설계의 이론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4,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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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의 공원 설계는 특히 대형이라는 부지 특성으로 인해 생태적 통합과 공

존을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공원 설계가 인간-자연 이원론을 오히

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설계가들은 공원

이라는 공간의 목표가 완전한 생태계 구조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문화를 영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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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미학'의 설계 양상과 비판적 분석

3.1.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

‘뚝섬 숲(안) 조성 현상공모’는 식재와 시설물의 자연스러운 배치를 지

향한다는 점에서 픽춰레스크 미학의 전통에 머물러있다. 다수의 설계안이 

나타내는 넓은 잔디밭과 곡선의 산책로 등이 이를 증명한다. 

그림 Ⅳ-23. 목가적 경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감도

:동심원의 “서울숲”(위좌), “공생의 고리”(위우)

“O2 Centre”(아래좌), “New Tech Forest”(아래우)

그러나 환경의 다감각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실험적인 미적 설계도 곳곳에 

나타난다. 동심원의 “서울숲”안은 강바람의 촉각, 청각, 시각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바람의 언덕’과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사시나무를 식재하여 바람의 청각적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소리

나무 숲’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역의 고유의 자원을 미적으로 활용하는 설계가 나타난다. 동심

원의 “서울숲”안은 응봉산·초원·한강의 조화로운 경관의 조망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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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자 하였고, “O2 Centre” 역시 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응봉산과 한강으로의 조망축을 보존·활용하기위해 이용자의 시각 흐름을 

유도하는 설계를 제안하였다. 

그림 Ⅳ-24. 주변 경관을 활용한 설계

:동심원의 “서울숲”(좌), “O2 Centre”(우)

한편 서안의 “서울숲”

안은 개발 자원으로 사용

되면서 사라진 저자도를 

재현하였다. 이는 개발 문

명의 이기를 반성하고 미

래 환경의 생태적 복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제안

된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시간이라는 감각을 공간에

그림 Ⅳ-25. 사라진 저자도의 재현: 

서안의 "서울숲"

부여함과 동시에 개발과 관련한 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명백히 전통

적인 공원 미학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미학의 단초가 된다. 

3.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의 출품작들은 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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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강이 어우러져 형성된 대상지 고유의 한국적 향토 경관으로부터 미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대상지 고유의 미적 가치를 활용하여 공원에서

의 미적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례로 

“Ancient Futures”는 대상지에서 천년을 넘게 유지해 온 경작의 문화와 

경관을 설계에 활용하였다. 이는 농경지와 농경문화의 재현을 통해 전통이

라는 시간적 문화적 감각을 경험하고, 농업 경관과 도시 경관과의 통합과 

병치를 통해 생경하고 이질적인 감각을 경험하도록 한다. 

그림 Ⅳ-26. “Ancient Futures”의 미학: 

전통적인 농업 경관과 최첨단 도시 경관의 공존을 모색

(재래식 양수기인 용두레를 도시 농업에 사용하는 모습) 

“Long Views”는 해당 지역의 경관이 나타내는 강한 수평성과 연속성을 

대상지 고유의 미적 정체성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지는 내부의 소통과 

외부와의 소통을 방해하는 급격한 지형의 레벨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형

의 레벨차를 절·성토를 통해 완화함으로서 그 경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한 설계 전략으로 삼았다.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완만해진 내부 

평야는 자연화를 통해 천천히 자생적인 생태계의 경관을 구축해갈 것이다. 

“Carved Park”설계안 또한 대상지 특유의 수평성을 보존하기 위해 대상지

의 표면을 개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설계안이 제안하는 전략은 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미적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수평성

과 연속성이라는 미적 가치는 시각이라는 제한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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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설계안이 설계의 주요 전략으로 삼는 수평성의 보존을 통해 이용

자들이 미적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림 Ⅳ-27. “Long Views”의 미학: 수평 경관의 보존 및 극대화

그림 Ⅳ-28. “Carved Park”의 미학: 

대상지의 수평적 표면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 공간을 음각했다.

3.3.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용산공원의 다감각과 공감각의 미학을 실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적 정

체성을 미학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설계 지침은 이를 위해 “국가적 상징성

과 지역적 정체성의 경관적 재현”을 명시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표적 경관 요소를 공원의 각 공간에 유형화하고, 경관의 복원을 통해 공

원의 기능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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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계 지침에 근거하여 “Healing: The Future Park”는 ‘삼천리금

수강산’을, “Connecting Tapestries From Ridgeline To River”는 ‘태백산

맥’을 한국인의 자연관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재현하기위해 남북 생태축 공원을 중심으로 지형을 조작하였다. 

그림 Ⅳ-29. ‘삼천리금수강산’의 개념화:

“Healing: The Future Park” 

그림 Ⅳ-30. ‘태백산맥’의 개념화:

“Connecting Tapestries From Ridgeline To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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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의 심사평에 따르면, 이들 전략은 단절된 남북 생태축을 재구축했다

는 성과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존중하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문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관적인 측면을 제외하고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지형 조작은 한국 전통의 자연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 

전통의 자연관과 경관 문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경

의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전략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

연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한편으

로는 설계 지침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지침에 명시된, “국가적 상징성

과 지역적 정체성의 경관적 재현”이라는 목표는 “경관적 재현”이라는 말

을 통해 스스로 표현에 한계를 낳았다. 

한국적 상징성과 지역성을 표현하고자 한 또 다른 사례로, 전통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Healing: The Future 

Park”와 “Yongsan Madangs”가 한국인의 생활공간에서 전통적으로 존재

했던 오픈스페이스인 ‘마당’의 개념을 공원의 단위 공간에 대입하였다. 

구체적으로, “Healing: The Future Park”의 경우는 제거해야 할 건축물의 

자취를 남겨 마당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직접적이고 명

료하게 마당의 느낌을 표현했다. 

그림 Ⅳ-31.“Healing: The Future Park”의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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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Yongsan Madangs”는 마당의 다양한 크기와 용도로부터 아이디어

를 얻어, 공간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하는 ‘마당코딩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8개 데이터(집수구·녹지체계·오염도·건축물·주거·역사·업무·상

업)를 통해 대상지를 분석하여 특징적인 공간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다. 마당

코딩시스템에서 마당의 개념은 전통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지

만 응용된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Ⅳ-32.“Yongsan Madangs”의 ‘마당’

이처럼 용산공원 설계에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미에 대한 재발견은 고무적

이다. 대상지 고유의 특성을 미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지역성, 장소

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경관설계 및 환경설계의 대안적 방법으로 평

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 요소를 공원에 그대로 옮겨오는 식의 

설계는 작위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한국적인 미가 

전통적인 요소의 보존과 활용으로부터 온다는 식의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 72 -

3.4. 종합 및 비판적 평가: 지역 특정적 미학의 가능성과 한계

옴스테드 식의 미학을 벗어나 새로운 공원 미학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형 

공원의 목표 속에서 한국 대형 공원에 나타나는 미학적 실험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도시 경관과 자연 경관의 병치를 통해 감각적 충돌의 경관을 구

축하는 전략, 다양한 감각적 체험을 유도하는 단위 공간을 구성하는 전략, 

대상지 내부의 기존 시설물을 제거하지 않고 경관 요소로 활용하는 전략 등 

동시대의 미학적 실험이 나타난다. 그리고 특히 대상지의 경관 특성을 분석

하고 그것을 공간 구성 및 미적 요소로 활용하는 전략, 한국 문화의 전통미

를 공간상에 치환시키는 전략 등을 통해 해당 대상지에서만 나타나는 특수

한 환경적·미적 조건을 설계에 활용하는 지역성과 장소성의 미학, 혹은 한

국성의 미학이 나타난다. 일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의 출품작 

대다수는 대상지 주변의 원수산과 전월산, 금강 등이 대상지 내부의 장남 

평야와 어우러지는 특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는 공원의 철학적 좌표인 비위계와 소통을 상징하는 거대한 경관이 되었

다. 또 서울숲 공모에서는 한국 전통의 마을 구조 혹은 마을 숲 개념을 통

해 자연 및 커뮤니티 기반의 전통적인 공간 활용의 가치관을 투영하였다. 

대상지 고유의 특성을 미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범세계적 차원에서도 

미적 설계의 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미 지역성, 장소성에 관한 다수의 연

구가 경관설계 및 환경설계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이라는 개념의 지역주의와 이를 진화·통합시킨 글로컬리즘

(glocalism)67)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한편으로는 한국성에 대한 강박으로 전통 요소에 

대한 작위적인 차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 마당 등의 개념은 다수의 설

67) 글로컬리즘(glocalism)은 세계통합주의(globalism)와 지역중심주의(localism)가 결합해 
    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세계통합주의·지
    역중심주의, 동질화·이질화 등 이분법적 대립에 머무르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서
    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질서 체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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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요소이지만 실제 설계에서 그것의 공간적 특

성과 전통적인 미적 가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이름과 개념 그 자체만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영대는 한국 조경 설계에서 전통 요소의 활용을 비

판하며 “표면적인 것이거나 상투적인 것만을 설계 주제나 장소에 관계없이 

재현”한다고 논하기도 했다.68) 이러한 양상은 전통 공간의 개념이 공원 안

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기보다는 부유하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설계에서 

지역성의 미적 요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바

이다. 

68) 김영대, “현대 한국 조경작품의 설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23(2),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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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 평가 

한국의 대형 공원 설계는 대형 공원의 설계 쟁점으로 논의된 공공성, 생

태, 미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실험의 태도를 보였다. 다양한 이용의 공존을 

위한 공간의 세분화 전략, 작동적인 생태계의 통합을 위한 서식지·생태 이

동통로·생태축 구성 전략, 설계의 새로운 미학적 방향으로 지역 특정적인 

미를 발굴하고자 한 전략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상민의 연구에서는 서울숲 설계공모의 출품작들이 서구의 프레

쉬킬스나 다운스뷰 파크와 같은 국제 현상설계에서 크게 부각되었던 설계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한 바 있다.69) 배정한 또한 행정중심복

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설계공모의 출품작에서 최근의 설계경기에서 나타나는 

프로세스적 설계 전략이 다수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였다.70) 문제는 이들 설

계가 모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프레젠

테이션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공모의 출품작 대다수에

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를테면 설계 개념이나 전략이 공간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 설계의 개념과 내용이 분리되는 현상, 애매한 

설계 언어가 상호 연결고리 없이 부유하는 현상, 설계 개념과 아이디어가 

인상적인 이미지나 선언에 그치는 현상 등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므

로 한국 조경은 비판적이고 실험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대형 공원은 한국 특유의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발생하였다. 

환경·문화적 개발 정책, 신도시 건설 사업, 반환된 군사기지의 활용 방안 

등은 서구의 다른 대형 공원이 나타내지 않았던 거대 서사적 배경이 된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은 공원 조성이 국가 혹은 지자체 중심으로 계획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69) 이상민,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134.

70) 배정한, “대형 공원, 생산, 프로세스,” 『봄, 디자인 경쟁시대의 조경』, 파주: 도서
   출판 조경, 2008,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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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서사적 배경은 설계에 한계를 가져온다. 최영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의 설계안 대다수가 지배적인 도시 개념이 짜 놓은 틀 안에 갇

힌 단순하고 무난한 안으로 귀결되었다고 평하였다.71) 용산공원 설계공모의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안의 내용이 설계공모에서의 공원 

구조를 고정시키게 되었다. 이는 설계의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함으로써 창

의적이고 실험적인 설계를 저하한다. 아이디어가 제한을 받는다면 설계공모

라는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Ⅳ-33. 기본계획(좌)의 구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설계공모 출품작들

71) 최영준, “조경대잔치,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봄, 디자인 경쟁시대의 조경』,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8,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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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대형 공원은 후기 산업사회의 잔해인 대형의 버려진 부지를 재생시

키는 작업을 통해 발생하였다. 그리고 한국 조경 분야는 대형 부지의 재생 

작업이라는 배경 이외에, 친환경적이고 감각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동시대 

개발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대형 공원을 다수 조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형 

공원이 양산되는 가운데, 조경 분야는 공공성, 생태, 미학의 측면에서 공원 

설계의 새로운 목표를 발굴하였다. 그것은 첫 번째 다원화되는 공공의 수요

를 최대한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 두 번째 지속가능한 도

시 환경을 위해 공원 안에 생태계를 작동시키는 것, 세 번째 공원이라는 일

상 환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미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대형 공원 설계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첫 

번째로 다층적인 공공의 수요를 통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다수의 설계안은 

공원으로의 참여를 보조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공원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

되어 있으며 다소 선언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실제 공간 

안에서 예상치 못한 활동이 발생하고 또 때때로 이질적인 문화가 충돌을 일

으킬 때, 그것을 조율할만한 사회적·문화적 기반이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

이다. 두 번째로 공원 안에 생태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대다수의 설계안은 

생태학적·환경공학적 개념을 활용한다. 생물 서식지 보존, 생물 종의 다양

화, 생태 네트워크 구축,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친환경 개발 등의 전략

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략은 결과적으로 공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연으로서 보존되어야 할 공간을 극명하게 나누는 인간-자연 이원

론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로 공원에서의 새로운 미적 경

험을 위해 다수의 설계가 지역 특유의 미를 설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적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한 설계공모의 목표로 인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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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지 특정적인 미에 따라 공

원을 설계하는 대안적인 공원 미학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위

적이고 직접적인 전통 미의 활용으로 인해 오히려 어색한 경관을 만들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대형 공원은 공원이라는 공간의 역할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

한다. 설계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은 공원을 도시 내에서 보다 작동적이고 

유기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원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

다 폭넓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과 관련

한 동시대적 개발 패러다임에 응답하는 대안적인 개발의 한 분야로 부상하

였다. 비록 여기에는 한계 또한 나타났지만, 이후의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통해 그것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설계 방법이 생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공원의 역할이 확장됨으로써,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인 일상성과 

휴먼스케일을 잃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대형 공원은 도시적 거대 

담론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 공원 안에서 사소한 일상을 그려

볼 수 없다. 대형 공원은 높은 상공에서 공원을 내려다보는 도면을 보여주

기 때문에, 걸어가고 바라보고 만지는 등의 사소한 경험을 상상할 수 없다. 

공원이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개개인의 사소한 일상적 삶

을 보좌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러한 사소한 자기서사를 놓치고 있는 대형 

공원의 설계안들은 한계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대형 공원을 통해 논의되는 

동시대 조경 설계의 패러다임은, 간과되고 있는 조경 설계의 본질적 목표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을 한국의 대형 공원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국 조경의 발달 양상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의한 한국 조경 설계의 특수성을 인지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조경 설계와의 연관성을 놓치고 있다. 따라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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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조경 설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실천 영역에 있는 설계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쟁점화하고 

이론화하였다. 조경 설계의 현상을 쟁점화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은 또 다른 

설계 패러다임과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발생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

다. 조경 설계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속에서 발생하는 창조적인 작업인 것에 

반해, 그것을 해석하고 진단하고 이론화하는 연구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현상에 대한 탐구와 쟁점의 도출 및 

이론화 과정에 보다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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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has tried to transform the wreckage of the industrial 

society such as closed industrial sites, landfills, closed military bases 

into the parks. In addition, many designers have sought a new design 

methods and the direction from these sites that involved urban, 

ecological, cultural complex problems. In this situation, especially 

“large”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issue in order to integrate the 

fragmented landscape design discussions.

Meanwhile, Korea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has 

developed for 40 years, which repeated a western's landscape design. 

But the last 10 years,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has showed 

exceptional achievement designing more than 1,000,000㎡ large site to a 

park that was carried out a lot of international park desig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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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parks are obviously the main topic of contemporary 

landscaping design. The design of large parks causes various 

discussions. Therefore,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rge parks design and I tried to use them as a theoretical base in 

the research on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reasons that the 

designers pay attention to the design of the large parks as a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issue, and the meaning of the large 

parks in the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Large parks have presented 

a new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design paradigm. And the field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has show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through a lot of large parks design competitions. 

The second step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variety of design 

issues in large parks. Of them, I draw three issues. The first issue is 

that large parks accommodate the complex and multi-layered needs of 

various public. The second issue is that large parks could incorporate 

the ecological systems that operate in the regional context. The third is 

that large parks experiment a new aesthetics beyond the existing 

pastoral and static aesthetics of park design. These three -publicity, 

ecology, aesthetics- are an important design concept in the existing 

park design, but these factors are formed in more complex way, 

especially in large parks design. 

The third step is to analyze large park design focused on the three 

issues. Analysis objects are the design competition winners for the 

leading three large parks that occurred in Korea. These competitions 

are as following: Ttukseom Forest Park Design Competition(2003),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Central Open Space in Multi- 

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2007),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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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of the Yongsan Park(2012). 

The results of a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 variety of 

infrastructures are repeated in the design for supplying the 

multiple-used publicity. However, a lack of a description of the public 

cultural contents is found as a problem. Also, the research for the 

flexible operating system that adjust heterogeneous activities is also 

insufficient. Second, to integrate ecosystem in the park several 

designers use scientific and technical design scheme, which is derived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it did not provide an 

alternative beyond the human-nature dualism. Lastly, the new 

experimental aesthetics of the park's appears in the perspective of the 

site-specific. But sometimes, it seems to be obsessive about the 

traditional beauty and contrived representation.

As a result, large parks suggest a new role to the space of parks. 

Experimental design strategies and methods in the large parks designs 

transformed a park to an operated and organic space. However some 

problems have found in designs, so designers should review it. In 

addition, due to a new strategy of large parks, the intrinsic function of 

the park is overlooked. So recovering the intrinsic function of the park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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