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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생태적 조경설계의 인식과 적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환경에 대

한 관심의 증가 이후 조경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고, 이를 반영하듯‘생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매력

적인 용어로서 역할하였다. 그러나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

나고 있는 생태적 조경설계는 아직 생태를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 그 실행과 

평가에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생태적 설계에서 설계가 가지는 창조와 미적 

재생산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생태적 조경설계의 생태성 판

단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경설계는 형태의 다양성을 소거

하였고 이미지화된 자연의 재현이라는 획일화된 조경을 낳았다. 이후 생태

적 조경의 전략은 안정적이고 닫혀있다고 인식했던 생태계를 불안정하고 열

려있는 생태계로 인식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중심의 비종결적 접근으로 접

어들었다. 부지의 생태적 맥락을 존중하고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생태 프로

세스 중심 설계는 생태에 대한 더욱 정밀한 이해와 설계 형태의 객관적 타

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념이 드러나기까지 걸리는 긴 시

간은 이용자의 인지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이전에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개념이 흐려지거나 삭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또한 개념의 복잡성과 

구현까지의 긴 시간은 설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일

반적인 풍경화식 경관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생태적 설계와 사고 양식에 대한 대안의 

부재로 인해 경관의 고유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진단하고 생태적 조경설계와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호

한 생태적 관점의 동시다발적 확산과 형태의 비결정성에 맡겨진 설계가 사

이트의 생태적 함의를 감추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진단한다면, 이를 포괄하

며 수정할 수 있는 다음 조경설계의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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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해 첫째로 생태적 설계가 가독적으로 보여지는 조경설계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둘째로 생태적 설계의 해석 틀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

는 기존의 설계 작품을 선정하여 분류 · 해석한다. 

생태와 설계를 통한 미적 실현의 통합, 즉 생태적 함의를 표현하기 위한 

조경설계의 전략이자 언어로서 조경설계에서의 ‘생태’는 요소(elements)가 

아닌 매체(media)로서 기능할 때 생태적 가능성과 의미를 가진다. 매체 이론

가 마샬 맥루한은 “매체가 메시지다(medium is message)”라는 제언을 통

해 커뮤니케이션 매개로서의 매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사

실을 함축한다. 매체는 전달과 인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그 범위로 하며, 매체의 형식은 내용에 영향을 미쳐 내용과 형

식이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매체가 담지하는 두 가지 사실은 조경설계의 매체에도 적용된다. 조경설

계에서 매체는 표현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뜻

한다. 우선 조경설계는 기초 조사를 위한 사이트의 답사와 자료 수집을 위

한 탐구, 그 다음 설계 개념의 인지와 적용이라는 설계의 과정과 이후 물리

적 재료로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설계가의 생각을 

구현하게 하는 모든 유무형의 지식 조건은 설계의 매체로 기능한다. 또한 

조경설계에서 부지의 생태적 제반 사항들을 고찰하여 이를 설계를 통해 적

용할 경우, 생태는 설계의 적용과 물리적 구현을 연결하는 매개인 매체로서 

역할한다. 설계가가 인지한 생태가 설계로 이어져 이용자가 이를 전달받을 

때 생태는 조경설계의 매체로서 역할하게 되며, 이러한 설계가-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은 설계 형태의 시각성에 의해 가능해진다. 생태가 가시화되는 

과정은 내용과 형태 사이의 연결이라는 매체의 성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 생태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이다. 

이는 정해진 공식이나 법칙을 가지는 어느 타 과학과 달리 지정학적 위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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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다른 생태적 상호작용을 거쳐 경관이라는 다양한 시각적 가치

를 만들어내는 생태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의 

가시화는 이용하는 이로 하여금 지역의 생태적 맥락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하며, 이 과정에서 생태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구현이 가능해진다. 또

한 이는 최근 실행되고 있는 생태적 설계의 흐름인 생태 프로세스 중심 설

계가 추구하는 형태의 결정짓지 않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된다. 

가시화된 생태를 통해 이용자는 설계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를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지역의 환경 가치인 생태는 커뮤니케이션 매개인 매체로서 

역할하게 된다.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가 시각적으로 드러난 조경설계 작품의 선정과 분

류는 생태가 조경설계의 매체로서 작용하는 과정을 구체화한다. 분류는 각 

설계가 나타내는 생태적 속성별로 나뉘었으며, 그 기준은 이안 맥하그의 레

이어 케이크(layer cake)를 따랐다. 지형·지질·토양·수문·식생·야생동

물·기후와 같이 가시적으로 쉽게 연상되는 언어로 이루어진 레이어 케이크

를 통한 설계의 분류와 해석은 설계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환경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오늘날 생태적 조경설계는 내용과 형태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분리는 전형적인 풍경화식 경관으로 회귀하고, 

이로 인해 사이트의 생태적 함의는 감춰지기 때문이다. 내용과 형태의 일치

는 설계가가 인지한 생태가 형태로 구현되어 이용자가 이를 전달받을 경우 

가능해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설계가가 생태의 형태적 구현을 위해 인지한 

모든 생태적 조건은 매체로서 작용한다. 

둘째,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를 설계 매체로서 인식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과정은 설계가에게는 생태를 통한 미적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이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경관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대지와의 

소통이자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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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를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조경에서의 생태 전달을 위한 다양한 가

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의 삶에서 ‘생태’는 환경 

가치의 앎이고, 생태적 설계는 환경 가치의 미적 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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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생태적 조경설계, 매체, 생태, 형태 가독성, 지역성, 환경 가치

학  번: 2011 - 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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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생태적 설계에서 ‘생

태’에 대한 시각과 이를 통한 설계에의 적용이 뚜렷한 맥락 없이 확산된다

는 점, 둘째는 생태적 설계의 최신 트렌드로서 나타나는 생태 프로세스 중

심의 설계가 가지는 특징인 형태의 비결정성으로 인해 설계의 목표와 함의

가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의식 1. 생태적 설계에 대한 시각·실행의 동시다발적 확산

환경 문제의 대두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실천적 강령이 다양한 학문에서 이뤄지고 있고, 오픈스페이스를 구축

하는데 있어 가시적 역할을 하는 조경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담론으로 자연 그대로의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에 조경 작품에서도 환경

의 중요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를 입증하듯 오늘날 ‘생

태 조경’이란 단어를 각종 매체에서 볼 수 있다. 학문적 규범에서 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생태는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매력적인 용어로서 대중

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생태 하천이란 이름으로 산속 개울을 흉내 낸 형태

의 수변 공간에서 즐거워하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아파트 광고의 이미지처

럼, 조경설계에서 자연과 생태, 환경 시스템 속의 의미를 알기 이전에 자연 

형태의 외관을 모방하는데 그 이해가 그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임스 코너

(James Coner)는“디자인을 배재하고 생태적 개념만을 추구하는 것도 시대

를 퇴행하는 일임이 증명되었다. …… 조경 내에서 생태를 창조적이며 활발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미숙한 것이다. 이러한 실패들은 현대에 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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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루한 작업들에서 볼 수 있는데 ‘생태’적 디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고 말하며 생태 디자인에서의 생태의 부재에 대해 경고했다.

도시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원생의 자연이 존재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지속될 것인가? 자연의 외양을 모방한 조경설계와는 또 다른 양상

으로서 기존의 자연에 최소한의 인공적 개입만을 허용한 오픈스페이스(공원

과 녹지경관)를 생태적 설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도시 곳곳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상태를 생태적 경관으로 보며 그 

의미를 인공적 경관보다 높게 평가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들과 녹지경관 모두 형태적 ‧ 심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어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용되지 않는 공간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그 황량함이 시각적으

로 드러나게 된다. 

아직까지 조경설계에서 생태를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 그 관점과 실행의 

뚜렷한 방향이 없고, 이로 인해 설계에서의 생태를 판단하는데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생태적 설계의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한다.

문제의식 2. 프로세스와 비결정성에 맡겨진 설계

1969년2) 이후 현재까지 조경에 있어 생태는 각광받는 트렌드로서 끊임없

는 진단과 실행을 반복해왔다. “환경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둔 이른바 생

태적 조경계획 ‧ 설계는 조경의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조경의 

대사회적 역할을 교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는 배정한의 말처럼, 생태 

1) James Coner, "Ecology and Landscape as Agents of Creativity,”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eds. George F. Tomson and Fredrick R. Stein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6), p.85.

2) 1969년 출간된 이안 맥하그(Ian McHarg)의 『Design with Nature』는 조경의 학문과 실천영역에
서 환경주의의 도구로서의 조경을 제시한 전환점이 되었다. 다음을 참조할 것. Ian McHarg, 
Design with Nature, rev.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6.

3) 배정한, “Deconstructing the Dichotomy between Ecology and Art in Contemporary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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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는 환경의 상호작용을 위한 자연에의 몰두를 촉구하는 중이다. 

시대에 따라 생태적 조경의 중심 전략 또한 변화한다. 대지 적합성과 적

응성을 기반으로 한 맥하그(Ian McHarg)의 생태적 조경에서부터 마샤 슈왈

츠(Martha Schwartz)와 피터 워커(Peter Walker)를 중심으로 한 대지에 작가

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조형적 소재로서의 생태를 지나, 현재는 안정적이

고 닫혀있다고 인식했던 생태계를 불안정하고 열려있는 생태계로 인식하고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중심의 비종결적 접근이 설계에 나타나는 새로운 트렌

드로 접어들었다. 생태계의 예측 불가능함은 부지에 반영되어 “특정 시점

의 완결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설계보다는 부지의 맥락을 존중하고 시간

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동적 설계안”4)으로 나타난다. 이는

“생태계가 닫혀있고 위계적이고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구조라는 인식”5)이 

“생태계가 열려있고 복합적이고 자기-조직적이며 갑작스럽지만 규칙적인 

동적 변화의 주기를 따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측 불가능하다는 인식”6)으

로 변화한 생태에 대한 관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조경설계의 시공까지의 긴 

시간과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개념이 흐려지거나 아예 삭제되기도 한다. 그 

예로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수상작인 <오래된 미래>는 

‘제방 허물기’를 통한 생태적 프로세스에 의한 사이트 형성과정을 대표로 

설계안이 내세웠던 ‘작동하는’, ‘연속적인’, ‘비종결적인’, ‘변화무

쌍한’과 같은 개념들7)은 2012년 현재 ‘수목원’, ‘도시 숲’으로 대변되

Architecture,”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6(2), 2003, p.48.

4)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4), p.91.

5) Nina-Marie Lister,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in 
Large Parks, ed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한 + idla 역, 『라지 파크』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p.39.

6) 위의 글, p.39.

7) 한국조경학회 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작품집』 (서울: 와일드카드, 
200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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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이미지 컷의 변화

는 ‘그림 같은’, 혹은 ‘녹색의’개념들로 대체되었다.8) 이는 “느린 진

행, 모호한 비전, 공원 형성의 논쟁적 프로세스”9)로부터 유발된 것이다.

생태 프로세스 중심 설계는 사이트 생태 자체에 대한 고려와 생태 과정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객관적 적합성 측면에서 생태적 설계의 창

조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이트가 어떠한 함의

를 나타내고 있는지 해석하기 어려우며, 설계의 주제가 생태라 할지라도 그 

생태적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설계에 함의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태적 조경설계와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케

8) 곽상훈, “세종시, 그림같은 대정원 펼쳐진다,” 인터넷 대전일보 2012년 4월 18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01085)

9) Julia Czerniak, “Legibility and Resilience,” 『라지파크』,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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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조경은 인간이 사는 대

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에 대한 책임이 수반된다. 이것이 현

재까지 생태적 설계에 대한 끊임없는 제안과 논쟁, 그리고 이를 포괄하며 

수정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생태적 관점

의 모호한 동시다발적 확산과 형태의 비결정성에 맡겨진 설계가 사이트의 

생태적 함의를 감추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한다면, 이를 포괄하

며 수정하는 다음 조경설계의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로 생태적 설계가 가독적으로 보여지는 조경설계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

안하고, 둘째로 생태적 설계의 해석 틀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기존의 

설계 작품을 선정하고 분류 · 해석한다. 

생태적 조경설계에서 설계는 생태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다. 여기서 생

태는 설계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이자, 환경-이용자 간의 매체라 할 수 있다. 

설계에서 형태의 명확성을 통해 생태의 시각적 인지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

이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방향이다. 이것이 매체로서의 

생태가 작동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면, 조경설계 매체로서의 생태에 대한 연

구는 앞으로의 실행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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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의 동향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가 고찰해 보아야 할 점은 크

게 조경에서의 생태, 생태 프로세스의 형태적 완결성과 가독성의 문제, 마지

막으로 생태가 조경설계에서 매체로 활용되었을 때 설계가와 사용자 각각이 

가지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단계를 위한 선행 연구의 키워드는 

‘생태’와 ‘변화’, 그리고 ‘매체’이다.

2.1. 생태 중심적 조경설계

 조경설계 분야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며 인식

의 패러다임을 창출한 조경가로서, 생태 조경설계에서 이안 맥하그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1969년 이안 맥하그의 『디자인 위드 네이처(Design 

with Nature)』가 출판된 이래로 조경가들은 대상지의 계획과 설계에 적용

할 수 있는 일련의 생태적 기술을 부단히 개발해 왔다.10) 그는 “생태”라

는 개념을 조경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자연의 뜻에 

순응하는 디자인”은 단순히 선택의 차원을 넘어 지구 생태계의 한 종으로

서의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11) 

그러나 동시대 조경의 전체적 지형과 맥락 속에서 볼 때 맥하그와 생태적 

접근이 거둔 성과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12) 맥하그는 생태를 윤리적 규범

과 같이 인식하여 환경에 인간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좋은 계

획으로 삼았다는 점과 “맥하그와 그의 동료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우리가 

물리적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바를 충분히 알아냈다면, 그 다음엔 어디로 

10) James Corner, “Terra Fluxus” in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ed. Charles Waldheim,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김영민 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시출
판 조경, 2008), p.32.

11) 김진오, “맥하그가 남긴 유산,” 『환경과 조경』, 2011년 10월호, p.57.

12)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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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하는가?”13)와 같은 질문을 필두로 그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을 부재함을 비판한다.

앤 스펀(Anne W. Spirn)은 시대 상황과 맞물려 조경학의 교육과 실천영역

에서 근본적 변화를 유도했던 맥하그의 연구 생애를 따라가며 조경에서의 

의의와 한계점을 명시한다. 그는 맥하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 내용과 

함께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초 맥하그가 교수로 

재임했을 당시 펜실베니아 대학 조경학 석사였으며, 1973년부터 1977년까지 

맥하그의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점을 통해 비평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맥하그의 업적은 사회 분야와 교육 분야 두 분야에 걸쳐 평가할 수 있다. 

1969년『디자인 위드 네이처』 저술 이후 십년간 환경주의의 도구로서의 조

경을 제시했고 환경정책을 형성하는데 공헌하였고 조경학의 교육과 실천영

역에서 근본적 변화를 유도했다. 사회적으로 맥하그의 조경은 20세기 미국

의 환경론적 맥락과 도시계획에서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며 미래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교육 분야에서 그는 1940년대 하버드에서 조

경학과 도시계획의 통합과정을 주장하며 분열되어있던 두 분야를 연결하였

다. 이는 “정원과 지역적 경관을 형성하는 이론의 통합적 시야를 포용”14)

하고자 하는 시도였으나 현재까지도 계획과 설계와의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맥하그의 한계는 첫째 보존과 변화 간의 충돌이다. 이것은 

맥하그의 가장 지속적인 모순이며, 직업으로서의 조경가의 자가당착적 입지

를 강조하고 있다.15) 맥하그는 1962년부터 환경주의와 더불어 국가 환경정

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대학 강의와 CBS방송 프로그램인 “The 

13) 위의 글, p.67.

14) Anne Whiston Spirn, “Ian McHarg, Landscape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ism: Idea and 
Methods in Context,”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ed. Michel Cona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1), p.100.

15) 위의 글,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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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We Live In”의 진행을 통해 조경 영역의 사회적 확장을 위해 노력

하였다. 교육 부문에서 그의 수업은 자연적 프로세스와 경관 형태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조경 이론, 기법, 실천의 가르침을 지리학, 환경과학 및 관리

로 연결되었고 이는 “다양한 토지이용을 위한 “본질적 적합성”의 공간적 

패턴을”16) 나타내기 위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맥하그가 그의 수업과 프로젝트에서 지지하고 주장한 목록은 직

관과 대립적인 과학의 시각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다”17)는 점, 그리고 

계획의 범위에서 설계로까지 그의 업무가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으

로 나타난다. 맥하그는 단 한 번도 디자인 위임을 얻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

다. 1979년 그가 맡았던 중동 패르디산(Pardisan)의 생태공원 계획의 중단과 

더불어 맥하그의 연구도 도약점을 잃게 되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오직 과학만이 조경설계의 방어 가능한 권력이라는 맥하그의 주장은 조경

을 예술의 형태로 보는 이들로부터 독단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18) 또한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그가 있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조경학 커리

큘럼이 역사에 무관심했다는 점, 과학을 토대로 한 조경설계와 계획의 대안

적 접근법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맥하그가 조경설계 분야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근거가 된다. 앤 스펀은 맥하그의 관점에 공감하면서도 동시

에 그의 도시에 대한 비관주의나 무시에 대해 우려하며 좀 더 실질적인 설

계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앤 스펀이 맥하그에 대한 비판의 양상을 제시하였다면, 권정삼은 맥하그

에 대한 비판의 양상을 재비판하며 맥하그에 관한 일반적 편견을 해명한다. 

맥하그에 대한 대표적 비판인 ‘예술을 폄하한 과학만능주의’나 ‘도시의 

다층적 문제를 간과한 자연보호주의자’, ‘구체적인 형태의 대안을 내놓지 

16) 위의 글, p.105.

17) 위의 글, p.108.

18) 위의 글, p.112.



- 9 -

못함’, ‘객관성만을 추구’와 같은 시각은 그의 이론서와 에세이, 자서전, 

시집을 통한 저서 활동과 강연집, 방송, 다큐멘터리 등에서 나타난 그의 조

경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조경에서 생태라

는 낱말이 공학적·규범적·경험적·마케팅적 차원에서만 논구되고 있는 현

상”19)을 꼬집으며 이러한 이용은 맥하그 생태 개념을 피상적으로 차용하며 

도덕적 당위성을 손쉽게 획득하며 이로 인해 맥하그의 업적마저 폄하되고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조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디자인”현

상은 “설계라기보다는 전략”20)으로 조경의 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

는 용어이며 이는  대지에 대한 환경적 진단과 적합성 판단과 같은 맥하그 

프로젝트의 성격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맥하그

에 관한 비판은 맥하그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개념의 잘못된 

사용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또한 맥하그의 이론을 비

판보다는 총체적 이해와 현대적 계승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주장한

다. 

배정한은 “본질적으로 ‘모든 조경은 생태적이어야 한다’는 점”21)을 

통해 맥하그의 관점이 현대 조경설계에서 필수 요건임을 제시하며, “주어

진 환경의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조경은 성립할 수 없다”22)는 

말로서 맥하그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조경가에게 있어서 생태학은 

의사의 해부학과 같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말로 생태-설계 

간 쟁점 해결의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19) 권정삼, 『이안 맥하그의 조경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4.

20) 김정윤, “언디자인 시대를 맞는 디자이너의 미래,” 『LAnD: 조경·미학·디자인』, 조정송 
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365.

21)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p.83.

22) 위의 글,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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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태 조경설계의 새로운 방향

설계에서 ‘불확정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이 맥하그의 생태학적 접

근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제임스 코너의 글 “Ecological and 

Landscape as Agent of Creativity”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생태와 창조, 

그리고 둘의 “적극적 중개자(active agent)”23)로서 조경설계의 역할에 대

해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지어진 많은 지루한 작업들이 ‘생태’적 설계로 

불리는 현상”24)은 조경을 문화적 업으로서의 생산적이고도 예술적인 기능

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디자인을 배제한 자연과학, 환경관리, 생태복원으로 

보는 것에서 기원한다. 또한 생태학이 여러 환경가, 대지예술가, 정치가 등 

여러 주체에 의해 “더 이상 명료하게 쓰일 수 없을 만큼 세분화”25) 된 오

늘날의 상황은 조경설계에서 생태가 창의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의 영역에 관심을 보이는 급진

적 생태학이 제시하는 “자연과 문화가 구조물이자 관계망으로서 서로 엮여 

있다”26)는 생각은 분석 도구로서 쓰이는 생태에서 벗어나 생태학 측면에서

의 독창적 형식 표현을 불러오는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조경

의 실행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생태학의 도입은 설계‘목적’이기보다는 

‘관계’의 역할로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생태는 

인간, 장소, 질서 사이의 대안적 형태를 고려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며, 조경

가는 생태와 설계 간 관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 활약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태적 조경설계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인 생태를 통한 

23) James Corner, “Ecology and Landscape As Agents of Creativity,”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p.83.

24) 위의 글, p.85.

25) 위의 글, p.83.

26) 위의 글,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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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중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코너는 이 질문을 통해 아직은 

생태 조경설계가 “조경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양자의 

힘”27)에 놓여있음을 알리며 앞으로의 실행을 통한 해법의 가능성을 열어놓

는다.

니나-마리 리스터(Nina-Marie Lister)의 글 “Sustainable Large Parks _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은 코너가 질문한 생태를 통한 창조

적 설계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 “생태계를 닫힌 결정론적인 구조로 보는 

인식에서, 열려있고 자기 조직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최근의 생

태학적 사고의 변화”28)는 대형공원의 설계 방법에서도 시각의 변화를 촉구

하고 있다. “생태계가 안정성이 아닌 정기적 변화에 직면하여 회복하고 재

조직되고 적응하는 과정인 탄력성”29)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해 생태계가 

시스템이 교체되거나 교란을 겪은 이후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능력의 기초로

써 핵심적이다. 여기서 생물다양성은 미래의 생태계를 위한 가능성의 팔레

트이며, 조경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포용하며 

이를 보다 유연하고 민감한 방식으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적응시켜야 한

다.30) 

이는 설계를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다시 배우는 과정이

다.31) 이 과정을 위해서 설계가는 생태계를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점, 그리

고 설계가가 자신의 생태학을 통해 창조적으로 표현할 부분을 선택해야 한

다는 점, 마지막으로 생태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관계에 있어 필연적인 불확

실성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생태적 설계를 위한 도

27) 위의 글, p.105.

28) Nina-Marie Lister,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라
지파크』, p.39.

29) 위의 글, p.49.

30) 위의 글, p.49.

31) 위의 글,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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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2)이고 공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코너가 말한 설계와 생태간의 중개자로서의 설계가의 역할과 설계와 생태간

의 관계 정립의 도구로서의 생태학에 대한 답변으로 작용한다. 

2.3. 매체 중심적 조경설계

조경에서 매체에 관한 인식은 설계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도구로서, 

조경 요소가 가진 함의로서, 그리고 경관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이용

되고 있다. 이상민은 “설계가의 아이디어를 형태화시키고 겉으로 드러내는 

매개물”33)로서 매체를 이해한다. 여기서 매체는 대체로 평면도, 텍스트, 사

례이미지, 다이어그램, 투시도 등 설계 표현의 수단이며, 이들은 한국 현대 

조경설계 현상안의 경향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송유진은 오늘날 조경설계에서 나타나는 포토몽타주를 “추상과 구상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사이의 매체’, 그리고 상이한 이미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발견의 매체’”34)로 이해한다.  스케치를 대

신하여 유행하는 포토몽타주는 이미지 위주의 조경을 낳는다는 비판에서 자

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설계가의 머릿속에 “규정되지 않은 여러 이미지들

을 자르고 붙여서 배치하고, 수정하면서 경관을 서서히 드러나게 하는 귀납

적 설계 방법을 이끄는 매체”35)라는 점과 “사진 이미지를 재료로 함으로

써 비전문가들도 쉽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36)은 포토몽타주가 

매체로서 설계가의 생각과 표현간의, 설계가와 수용자간의 상호작용의 역할

을 한다는 의의를 제시한다.

32) 위의 글, p.60.

33) 이상민,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p.3.

34) 송유진, 『현대 조경설계의 매체와 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3.

35) 위의 글, p.iii.

36) 위의 글, 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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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원은 경관과 인간을 참여를 통해 연결시키는 조경의 물리적 작업을 

매체로서 평가한다. 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동

시에 연속적으로 진화하며, 이 경관에 내재하는 시간성, 상징성을 표면적으

로 나타내어 사용자로 하여금 경관에 참여하게 하는 매체로서 역할하는 조

경의 물성을 탐구한다.37) 

위 각각의 연구는 매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르나, 매체를 소통의 수단으

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조경설계는 대지에서의 작업이 그 특징인 만큼 생태에 대한 고려는 지속

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맥하그에 대한 비판을 필두로 한 생태에 대

한 고려는 디자이너로서의 창조성을 막는다는 관점, 혹은 설계에서의 도덕

적 당위성을 손쉽게 얻기 위한 개념의 치장술로서 생태가 이용되는 경우 등

은 그 중요성을 격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세분화된 생태

에 대한 관점은 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하다. 그

러나 조경설계는 자연과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다시 배우는 과정이며, 생태

는 다양한 표현의 가능하게 하는 팔레트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통

해 조경설계와 생태는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조경설계에서 매체는 설계가의 아이디어를 형태화시키고 겉으로 드

러내는 매개물로서, 그리고 설계가 전달하고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의미 간 

상호교환의 도구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매체가 대지와 이용가의 커뮤니

케이션을 중시하는 조경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개념임을 알려주는 것이

다.

37) 문지원은 조경설계매체로서의 물성의 의의를 시간의 인지매체, 상징적 의미 전달매체, 공감각
을 통한 참여 매체로 평가한다. 문지원, 『조경설계 매체로서의 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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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 연구의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현재 생태적 조경설계

에서 생태 표현 방법의 비 맥락적 확산과 프로세스와 비결정성에 맡겨진 설

계로 인해 생태적 개념이 흐려지거나 이용자가 해석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생태적 조경설계에 대한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뒤, 커

뮤니케이션 매개로서의 매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내용 및 구성을 

소개한다. 

Ⅱ장에서는 생태적 설계가 아직은 설계 주체만이 알 수 있는 생태적 고려

로 인한 설계의 생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그 방향이 엇갈린다는 점, 그

리고 최근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로 인해 형태가 비결정성에 맡겨져 조경의 

가독적 명료함이 떨어진다는 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조경설계에서 생태

의 표현 양상을 표면화된 생태, 생태에 대한 전복, 전략으로서의 생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Ⅲ장은 조경설계에서 생태는 새로운 전략이자 언어인 매체로서 기능할 때 

생태와 미적 실현의 통합과 설계의 생태적 함의가 향상될 수 있음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해 생태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조경설계로의 적용에 대해 고찰

한 후 조경설계에서 생태를 매체로 이해했을 때 설계 - 이용자 간의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생태적 설계가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경설계에서 생태가 매체로서 작용하기 위한 조건

으로 지역성에서 도출한 생태가 대지 특수성을 통한 생태적 설계로서의 가

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설계가가 인지하고 표현하고자 한 지역 고유의 생태

는 형태가 가지는 시각성에 의해 이용자에 전달된다. 전달내용과 형태의 일

치는 생태가 매체로서 활용되어 이용자에게 인지되는 구체적 방안이다. 생

태가 매체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성 범주의 생태를 가시화하는 과정을 

통해 형태적 명료함을 가져야 하며, 이는 생태를 통한 설계 –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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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은 생태가 조경설계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사례를 찾기 위해 설계가 

전달하는 생태적 가치를 이안 맥하그의 레이어 케이크에 따라 분류하고 이

를 만족하는 생태적 설계의 사례를 도출하여 해석한다. 이는 쉽게 그 이미

지를 연상할 수 있는 언어로의 분류와 해석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생태적 

설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고찰부인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추후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며 결론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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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구성

       ·관련 연구의 동향

생태적 조경설계의 흐름과 반향

생태적 설계의 비가시성

생태적 함의를 표현하기 위한 조경설계의 전략이자 언어 필요

조경설계에서 생태성의 전개

매체로서의 생태

생태의 이해와 적용
조경설계의

매체인 생태

생태적 설계에서

내용과 형태의 관계

설계 매체로 활용된 생태의 해석

설계를 통한 생태성의 구현

설계에서 구현한 생태성에 따른 분류

설계 매체로서 생태의 활용과 커뮤니케이션 작용

Ⅰ장

Ⅱ장

Ⅲ장

Ⅳ장

Ⅴ장결론

그림 1-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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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요크빌 파크, 켄 스미스(Yorkville Park, Toronto)

Ⅱ. 생태적 조경설계의 흐름과 반향

1. 생태적 설계의 비가시성

도시가 생겨난 이래 옴스테드(Frederick. L. Olmsted)의 센트럴 파크

(Central Park)를 기점으로 다양한 자연관과 생태적 관심들이 조경설계를 통

해 투영된다. 현재까지 생태적 조경설계는 진화를 거듭하여 매일 새로운 방

식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실행에 대한 생태적 평가 또한 그 기준이 다양해

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경설계 작품을 두고도 비평가 각각의 

생태적 관점은 이를 다르게 판단하여 생태적 설계라 칭찬받기도 하고 혹은 

비판받는다. 토론토의 요크빌 파크(Yorkville Park)에 대한 엇갈린 비평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생태학자 니나-마리 리스터는 이 공원을 두고 어느 정도 

생태에 대한 고려가 내포되어 있으나 생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설계가의 

생태학(Designer Ecology)”38)이라 말한다. 아직까지 생태적인 고려는 공원의 

설계가에 의해 어느 정도 자연을 환기시키거나 재현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

체로 상징적인 제스처이다.39) 이는 “미적 가치를 감상하기 위해 보도를 벗어

38) Susan Herrington, “The Nature of Ian McHarg’s Science,” Landscape Journal 29(1), 2010, 
p.3.

39) Nina-Marie Lister,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라
지파크』,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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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열려있는·작동하는·지속가능한  ///  녹색의·그림 같은·도심의 숲

어려움                                                                 쉬움

그림 2-2. 조경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수식어의 이해 난이도

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자연의 풍부한 현상적 경험을 만들어 냄으로서 생태적 

설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40)라 평가한 엘리자베스 마이어(Elizabeth K. 

Meyer)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생태적 조경설계에 대한 엇갈리는 판단은 조경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이

용자에게도 해당되는데, 복잡한 언어를 통해 해석해야 하는 설계의 함의는 

이용자가 알기엔 너무 어렵다. 이는 생태 - 설계 이원론의 통합을 위한 새

로운 생태적 설계의 시도도 대중에게 공개하는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지배적인 픽춰레스크 전통에 대한 환상으로 설명되는 상황을 되풀이하게 한

다. 

생태적 조경설계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는 생태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도 기원한다. 어떠한 학문이든 관점과 발전과정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지

만, 생태학만큼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 모호하게 정의되는 학문은 거의 없

다. 다윈에 의한 생태학의 개념 발상 이후,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1869년 헤

켈(E. Haeckel)에 의해 ‘생물과 이들의 서식조건이 되는 환경에 관한 학

문’을 지칭하기 위해 조어되었다. 여기서의 생태학은 소수 생물학자들의 

전문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대두로 이에 관한 실천적 대안

이 요구되면서, 생태학은 인간과 환경 간 관계 전반을 다루는 학문 또는 지

식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의 생태학은 생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

회 이념이나 철학 등과 결합되면서 기술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정치생태

40)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2001,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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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회생태학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최근의 생태학적 이론들은 상한 주장과 논쟁으로 인해 분화되고 있

다.41) 

생태적 조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다방면의 생태학적 지식과 

관념이 투영되며 이는 생태계가 폭넓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편, 조경설계 분야에서 생태적 설계에 대한 세분화된 시각이 설계 평가의 

잣대가 되어 생태적 설계에서 ‘설계’가 가지는 창조와 미적 재생산의 가

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조경은 대지에의 작업이라는 특성상 

개입과 보존의 입장이 늘 공존하며, 이러한 현상이 설계에 대한 해석과 평

가로 소급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분화되는 양상을 띤다. 보존과 개입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연의 외양을 그대로 재현한 조경설계가 장소 

고유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이트의 생태적 맥락과 미적 

추구 모두를 놓치는 현대 조경설계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생태적 설계와 “디자인과 사고 양식에 대한 다른 대안이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사실”42)로 인한 픽춰레스크 양식의 반복은 그것이 인공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인간의 개입이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갖

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조경이 비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고 “중요한 

구조적 요소가 아니라 마치 케이크 위에 놓인 체리와 같은 개발지에 남아있

는 마지막 녹색의 장식물로서 간주”43)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지역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각 지역 고

유의 지형, 기후, 문화의 특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은 아파트 조경 매뉴얼 같은 어딜 가나 비슷한 경관을 낳게 되었고, 이로서 

각 지역의 개별성과 같은 가독적 명료함은 크게는 건축물에 이어 작게는 인

41) 최병두, “생태학과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33(4), 1998, pp.500-501.

42) Christophe Girot, “Vision in Motion: Representing Landscape in Time,” 『랜드스케이프 어바
니즘』, p.105.

43) 위의 글,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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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조형물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다.

생태적 조경설계의 방법과 설계의 생태성을 판단하는 관점의 다름, 그리

고 이로 인한 조경의 비가시성과 지역적 개별성의 소멸은 다음과 같은 질문

을 낳는다. 조경설계가 생태적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혹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설계가 생태적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

엇인가? 마지막으로 생태적 조경설계라 명명한 작품은 무엇에 유용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생태적 관점의 조경설계가 어

떠한 방향으로 방법과 관점이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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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센트럴 파크: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등장한 이미지로서의 자연

2. 조경설계에서 생태성의 전개

2.1. 표면화된 생태

18세기 공업화와 산업화가 이뤄지고 도시가 발달한 후 19세기 도시에서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의 부족현상이 대두되었다. 이후 공동주택의 급속

한 확장에 비해 이에 수반되는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위생 문제가 

발생하였고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 전문 분야가 성장하는 기틀이 

되었다. 이는 도시의 물리적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또한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화로 증가한 인구의 여가 공간의 부재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원이라는 근대 도시의 발명품이 등장하였다. 센

트럴파크로 대변되는 당시의 공원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시민들의 자연에

의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유토피아적 자연이었다.

그림 같은 자연의 모습을 재현한 자연풍경식 정원은 이안 맥하그가 생각

한 생태적 조경의 방향이기도 했다. 조경설계는 “자연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 맥하그 이론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과학에 입각한 

생태적 조경 계획을 주장하며 그림 속 풍경을 모방한 18세기 영국의 풍경화

식 정원을 생태적 개념의 실천이라고 언급하였던 그의 주장의 모호함4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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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조경은 재현된 표면이 곧 실체이자 본질이 되는 모순을 낳았다. 자연

의 외양을 옮긴 조경은 인간의 손길이 닿은 인공적 환경을 부정하며 인간과 

환경은 서로에게 영향 받지 않는 대립각에 놓여 있음을 강요한다. 이러한 

분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피해가야 하는 불편함이라고 인식시키는 위험성

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의 해독제로서의 도심 속 자연은 도시화의 은

신처와 피난처로서 작용했으나, 악한 도시 - 선한 자연으로 분류된 인간의 

삶과 자연은 다시 한 번 잔디밭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이 이원론적으로 나뉘

게 되었다. 공원은 도시를 전제 조건으로 한 공간이지만, 도시에 대해 대립

적 자세를 취했다.

2.2. 생태에 대한 전복

주류는 반동을 맞이한다. 피터 워커(Peter Walker)를 필두로 한 1980년대 

후반의 조경설계는 맥하그식 생태계획에 대한 전복이었다. 그는 기존에 배

경이 되어왔던 조경이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보이는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조경관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칼 앙

드레(Carl Andre) 등의 미니멀리즘 아트(minimalism art)로부터 영감을 받았

다. 미니멀리즘의 형태 언어를 바탕에 두고 제스처(gesture), 연속성

(seriality), 평면성(flatness) 등의 개념을 구현하고자 한 피터 워커의 디자인, 

팝아트(pop art)적인 실험적 작품으로 주목받은 마샤 슈왈츠(Martha 

Schwartz)의 디자인, 그리고 이러한 영향권 내의 신진 작가들의 형태적 실험

은 1980년대 후반 뉴 웨이브(New wave)의 진원지가 되었다.45) 

44) 맥하그의 저서와 강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연을 설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현적 비
유 (representational analogy)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 맥하그의 저서와 강의에서, 영국 풍경화
식 정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설계의 대표적인 유사기법(Analogy)으로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사람
이 정원을 만드는 것은 자연과 함께 설계하는 것(designing with nature) 이다, 반면 초기 서양
식 르네상스 정원은 자연과 함께 설계된 것이 아니다(not designed with nature). Susan 
Herrington, “The Nature of Ian McHarg’s Science,” Landscape Journal 29(1), 2010, p.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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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itle not known, Frank Stella,  

1967.

그림 2-5. Lament for the children, 

Carl Andre, 1976-1996.

피터 워커의 가장 최근작은 조경에 대한 그의 조형적 접근이 아직도 유효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 9/11 메모리얼

(National 9/11 Memorial)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을 가지기 어려운 조경

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많은 설계들이 조경이 시각적으

로 두드러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물과 무비판적인 수직성을 투입하

는 반면(시설물 위주의 설계, 유행처럼 번지는 과도한 잔디 마운딩), 피터 

워커는 오픈 스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평평함(flatness)’에 집중한다. 고

저차가 없는 대지에 식재를 이용한 그리드의 표현으로 평평함의 시각적 효

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건축의 수직성과는 대비되는 조경만의 제스처를 제

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터 워커의 작품은 공간에 전체적인 통일감을 

조성하면서 그 공간 자체가 의미 있고 가시적인 작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러나 그리드형 식재를 위해 동일한 수종(떡갈나무), 동일한 크기의 수

목을 공수한 점에서 이 설계는 자연물을 조형성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였

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예상 그림을 통해 떡갈나무 숲이 보

여주는 사계절의 변화를 강조했다는 점은 수목을 회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45) 위의 글,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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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국립 9/11 메모리얼, 피터 워커(National 9/11 Memorial, New York.)

그의 예술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샤 슈왈츠는 조경에 시각적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 강렬한 색, 기하학적 

형태 등을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미국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미 법원청사 광장(US Courthouse Plaza)는 마샤 슈왈츠가 가지고 있

는 조경의 형태적 가시성에 관한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 자연의 지형을 나

타내는 듯한 잔디와 수목의 마운딩은 공간 고유의 장소특정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 상징적 지형은 장소 이용자에게 녹음을 제공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배수 문제, 식물 종 다양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생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마샤 슈왈츠에 대한 평가는 조경을 조형성

을 통해 해석하여 예술적 차원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생

태 요소의 작동성은 무시한 채 조형을 위한 재료로서 사용하였다는 점은 비

난을 받기도 한다.

피터 워커와 마샤 슈왈츠로 대변되는 형태 중심적 조경은 “동시대의 문

화적 감각을 조경에 결부시키고자 한 태도”46)는 긍정적이지만, 설계의 미

적인 부문에 대한 고민으로 치우쳐 “부지 분석과 디자인 표현 사이의 단

절, 즉 환경적 가치와 형태 생성 사이의 단절”47)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46) 위의 글,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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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미 법원청사 광장, 마샤 슈왈츠(US Courthouse Plaza, Minneapolis)

했다.

2.3. 전략으로서의 생태

생태-설계의 통합적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생태적 조경설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2000년 다운스뷰 파

크(Downsview Park) 국제설계경기라 할 수 있다. 공원의 형태보다는 그 내

용과 기능의 새로운 설정에 지향점을 둔 다운스뷰 파크를 통해 우리는 도시

와 공원이 맺는 관계의 대안적 좌표를 모색하고 21세기의 조경설계가 구축

해야 할 전략들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48)  결선에 진출한 총 다섯 가

지 안 <생성의 생태계(Emergent Ecologies)>, <디지털과 코요테(The Digital 

and the Coyote)>, <새로운 종합적 경관(A New Synthetic Landscape)>, <생

성하는 경관(Emergent Landscape)>, 그리고 우승작인 <트리 시티(Tree 

City)>는 모두 “도시와 공원에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설정해 왔던 관례를 

47)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p.189.

48)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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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다운스뷰 파크 공모 당선작 <Tree City> 설계안, Rem Koolhaas/OMA 외.

극복하고 도시와 공원이 서로 개입할 수 있는 역동적 관계를 제시”49)했다

는 점에서 이전의 설계 방법과 구분 지어진다.

다운스뷰 파크를 기점으로 한 이후의 설계들의 생태에 대한 관점은 “생

태계가 안정성이 아닌 정기적 변화에 직면하여 회복하고 재조직되고 적응하

는 능력”50)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중에서도 우승작 <트리 시티>는 

설계라기보다는 경관 전략(landscape strategy)51)에 가까운데, 전시 패널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원은“완결된 형태 위주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원 자체의 진화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일에 디자

인의 초점”52)을 둔 것이다(그림5, 6). <트리 시티>는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녹색의 목적지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더하는 인프라스트

럭처가 되며 교외의 고밀화를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을 약속했다.53) 

그러나 공모작이 사이트에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트리 시티>는 “느린 

49) 위의 글, p. 113.

50) Nina-Marie Lister,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라
지파크』, p.49.

51) Charles Waldheim, “Park=City?: The Downsview Park Design Competition,” Landscape 
Architecture 91(3), 2001, p.81.

52)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pp.115-117.

53) Julia Czerniak, “Legibility and Resilience,” 『라지파크』,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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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모호한 비전, 공원 형성의 논쟁적 프로세스의 지표”54)가 되고 있다.  

생태적 프로세스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원의 형태가 완성되어가는 본래의 

전략과 달리 “<트리 시티>가 제안한 공식은 환상과 바보짓 사이를 배회하

고 있으며, 공원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공식으로서의 설계가 지향했던 개방

성(open-endedness)의 결과물인지 의심스럽게 한다.”55)

생태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는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

하며 무엇을 수행하는가로”56)그 강조점이 이동한 생태적 조경설계의 패러

다임이다. 이는 과거 형태 중심적인 유토피아적 조경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

적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적 조경설계의 고

무적 성과라 할 수 있으나,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필요한 장기간의 시간

과 비완결성에 의한 형태의 예측불가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이트에 무

언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시각적 

불명확성은 설계의 생태적 함의를 이용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이다.

54) 위의 글, p.257.

55) 위의 글, p.257.

56)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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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서 본 생태적 조경설계의 양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로 표면적으로 원생의 자연을 흉내 낸 유토피아적 조경, 둘째로 형태적으

로 명료하지만 생태와는 단절된 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통해 생태적 과정이 형태를 구축해가는 전략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 조경을 나타낸다. 이 세 가지의 진단의 종합과 

다른 방향의 모색으로서 조경설계가 고유의 생태적 관점이 있고, 그 생태적 

함의가 형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조경설계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빠르게 개발되는 도시적 환경 속에 남은 자연적 구조와 그 선천적 잠재성

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57)여

야 한다는 크리스토프 지로(Christophe Girot)의 말은 생태적 조경설계가 형

태적 명료함을 통해 사이트의 생태적 함의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함을 시사

한다. 우리는 이제 강력한 새로운 경관의 정체성과 함께, 장소의 모순과 복

잡성을 통합할 수 있는 오늘날의 언어를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58)

생태와 설계를 통한 미적 실현의 통합, 생태적 함의를 표현하기 위한 조

경설계의 전략이자 언어로서 조경설계에서의 ‘생태’는 요소(elements)가 

아닌 매체(media)59)로서 기능할 때 생태적 가능성과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매체란 ‘전달되는 정보’를 뜻하고, 조경설계에서는 설계를 통해 ‘생태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생태를 매체로 보는 관점은 자연 요소와 인공적 

요소를 망라한 그 밖의 것도 생태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경관

에 대한 다양한 미적 실험을 허용하면서도 생태적 함의를 잃지 않는 방법이

57) Christophe Girot, “Vision in Motion: Representing Landscape in Time,” p.106.

58) 위의 글, p.108.

59) 여기서 ‘media’는 우리말로 ‘매체,’ ‘미디어,’ ‘대중 매체’ 등의 단어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는 ‘media’가 가진 ‘전달’로서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인 ‘매체’로 그 
쓰임을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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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생태를 매체로 보는 관점은 정보가 전달되기 위한 시각적 명료함

을 필요로 하므로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설계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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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체로서의 생태

1. 생태의 이해와 적용

1.1. 생태의 특성 고찰

Ⅱ장에서는 현대 조경설계에서 생태적 조경설계에 대한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설계의 판단 기준으로 역할하는 ‘생태’의 범위 확

장에서 일부 비롯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조경설계에서 생태가 매체로 

쓰이는 과정을 논하기에 앞서 ‘생태’라는 용어에 대한 보편적 정의, 그리

고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태학 분야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생태 범

주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ecology’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생태학, 자연 환경; 생태, 생태 환경 보

존; 환경 보존 정책 등 생태 연구 학문과 전반적인 실천 분야를 포괄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60) 생태학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다방면의 생태에 대한 연구와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반영했을 때 ‘생태’는 생태학과 생태학을 토대로 한 융

합학문, 사상, 산물 등 생태 전반적인 고찰과 쓰임을 포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온 생물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61)이라는 생태학

(ecology)에 대한 설명은 생태의 근본적 성격을 가늠하게끔 한다. 특히 ‘생

물과 환경 사이’, 그리고 ‘관계’라는 단어는 생태가 가진 특성을 잘 설

명하고 있다. 우선 ‘생물과 환경’은 생태가 시간 규모, 공간 규모 및 생물 

규모 등 다양한 규모를 포괄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먼저 시간 규모의 예로

서 생태 천이(ecological succession)는 여러 종의 개체군이 어떤 서식처에 순

60) YBM 영한사전.

61) Manuel C. Molles, Ecology : Concepts and Applications. 4th ed.. 김재근 외 역, 『생태학 : 개
념과 적용』, 4판, (서울: 라이프사이언스, 200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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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 → 개체군 → 상호작용 → 군집 → 생태계 → 경관 → 지역 → 생물권

그림 3-1. 생물학적 조직의 단계(자료: Manuel C. Molles, 『생태학: 개념과 적용』, p.2.)

차적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사라지는 시간적 변화를 의미한다.62) 그 시간

은 수주의 기간일 수 도 있고, 마지막 빙하기부터 현재까지의 긴 기간일 수

도 있다. 그 다음으로 생태 공간의 규모는 두 종류의 병원균의 개체군 사이

의 경쟁이기도하고 열대우림과 같은 큰 규모로 확장하기도 한다. “생물계

의 어떤 분야도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생태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63) 마지막으로 생태는 개체군 수준에서부터 군집, 그리고 생태계의 

단계로 생물 규모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생물 단위에서부터 이들과 환경

간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생태는 다양한 단위규모를 포함한다. ‘생물과 환

경 사이’에 이어 ‘관계’는 생태가 특정 요소가 아니라 환경 내 상호작용

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임을 표현한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생태학자들은 연

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격리된 군집과 생태계를 찾아 연구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군집과 생태계는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생물들은 다른 군집이나 생태계와 교환하는 개방된 체계이다. 결론적으로 

생태는 생물과 환경 간 다양한 규모의 상호작용과 이들 관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규모와 관계성이 중시되는 생태의 특성은 타 과학학문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리학, 화학과 같은 학문의 특징 중 하나

62) Colin R. Townsend 외, Essentials of ecology, 정연숙 역, 『핵심 생태학』, 서울: 월드사이언스,  
 2011, p.8.

63) 위의 글,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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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한 법칙과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태학은 내재된 특성

상 지역에 따라 변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법칙의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생태는 통계학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유도하나 “통계는 어떤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결론에 신뢰를 갖기 위한 것”64)이

며, 한가지의 결과로 다른 경우를 일반화 할 수 없는 것이 생태의 성격이다.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체계 또는 연계망을 의미할 뿐만 아니

라 광의적으로 이러한 인간 및 여타 생명체들과 그 배경 간의 ‘관계’를 

의미”65)하는 생태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 차이는 경관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경관은 서로 분

리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지역의 변천을 거친 지리학적 영역

이다. 이로써 지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가 다른 생태계와 이에 따른 다른 

경관을 만들어내며, 생물권 안에는 지역에 따른 다양한 경관이 존재하게 된

다. 즉 생태는 종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이를 가지며 다른 결과를 만

들어낸다는 내재된 특성상 지정학적 위치인 ‘지역’은 생태를 고찰하기 위

해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 고려 사항임을 알 수 있다. 

1.2. 지역성 범주의 생태

조경설계에서 매체로서 작용하는 생태가 그 지역적 맥락과 전혀 맞지 않

는 것이라면, 이를 생태적 설계라 할 수 있는가? “개별 공원이 지닌 설계

적 특성은 부지가 위치한 장소 맥락과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에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66)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경설계

의 양상에서 각 지역의 개별성과 차이가 발견되고 있으나 초점이 맞춰지지 

64) 위의 글, p.11.

65) 최병두, “생태학과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33(4), 1998, p.501.

66) 조경진, “장소의 기억과 재현,” 『건축·도시·조경의 지식 지형』 (고양: 나무도시, 2011), 
p.184.



- 33 -

않고 그냥 남겨져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지형적, 기후적, 문

화적 차이의 양식이 발견되고 전개되는 채로 남아있는 복잡하고도 해결 불

가능한 상황을 제기”67)하기도 한다. “장소에 대한 생각이 설계 행위를 통

하여 구현되는 과정과 결과물”68)이 조경설계이고 구현의 결과물이 타 대상

지의 설계와 개별성을 띠어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합할 수 있는 

실마리는 ‘지역성’ 즉, 타 지역과 구분되는 고유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

다.

전 지구의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라 표현하듯, 세계화는 국경 없

는 생활권과 단일한 시장을 형성하고, 장소와 지역의 의미는 퇴색하게 하였

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계의 지역과 도시는 그 특성을 부각시켜 지역

성을 구축하고 장소 자산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69) 현대 조경 또한 사이트 

고유의 장소성을 살려 타 지역과의 차별 점을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성을 중시하는 실천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의 지역성이란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 중

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역성의 구축이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치는 바로 지역성 범주의 생태이다. 현대 조경은 지역 고유의 가치

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고유의 생태에 주목하며, 설계를 통

해 이를 구현하려는 실천적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역의 독특한 경관과 침식, 천이, 수 체계와 같은 땅의 자연적 현상과 생태

적인 과정은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매체로서 활용되며, 조경설계에서 

지역성 범주의 생태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고유의 환경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적 가치는 경관이라는 시각 매개를 통해 

인지 가능하다.

67) Christophe Girot, “Vision in Motion: Representing Landscape in Time,” p.101.

68) 조경진, “장소의 기억과 재현,”『건축·도시·조경의 지식 지형』, p.183.

69) 최정민, “현대조경에서 지역성의 의미,” 『Landscape Review』 14, 20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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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인  자

                                              

                                                    물리적

                                                  형태로 표현

                                   (process)                         (form)

자   연

형성과정

경  관

(자연환경)

그림3-2. 생태적 결정론(자료: 임승빈, 『경관분석론』, p.35.)

이안 맥하그는 생태적 결정론(ecological determinism)을 통해 생태적 인자

들이 환경의 형태를 결정짓는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의 변화 ‧ 생성은 생태적 

형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형성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 지각하는 물리적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70)이 물리적 형태란 경관을 

의미하며, 그는 경관이 생물학적 형성 과정을 이루는 복잡한 체계들의 상호

작용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형성 과정 

또는 자연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조사한 생태적 목록은 대기권, 수권, 암석권을 이루는 지형, 지질, 토양, 

수문, 식생, 야생동물, 기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맥하그는 생태적 목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관이라는 시각적 형태를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이러

한 주장을 여러 층으로 만들어진 레이어 케이크(layer cake)에 비유하여 설

명했다.71)

경관이 생태적 가치에 기반하며, 생태적 상호작용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

관이 생성된다는 그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토지가 지닌 생태적 특성을 살리

는 토지 이용을 말한 것이었다. 이것이 토지의 표면 너머 존재하는 생태적 

맥락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맥하그 중심의 생태의 과학적 접근과 

조경설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위한 지역 고유의 환경적 가치로서의 생태는 

접점을 가진다. 

70) 임승빈, 『경관분석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p.34.

71) 임승빈, 『경관분석론』, pp.4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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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의 형성

  지형

  지질

  토양

  수문

  식생

  야생동물

  기후

그림3-3. 레이어 케이크(자

료: 임승빈, 『경관분석론』, 

p.44.)

현대 조경에서 지역성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

로 지역의 생태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경설계에서의 생태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고유의 환경적 가치이다. 또한 환경적 가치는 

생태적 상호작용의 형태적 결과물인 경관에 의

해 나타나며, 조경설계는 경관을 통해 나타나는 

환경적 가치를 설계 언어로서 활용하여 사이트

에 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 고

유의 환경적 가치인 생태는 조경설계의 매체로

서 작용한다. 경관이 지닌 생태적 특성이 설계

를 통해 재구축·가시화 되고, 가시화된 생태를 

이용자가 보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생태는 경관 

- 설계가 -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로

서 역할하였기 때문이다.



- 36 -

2. 조경설계의 매체인 생태

2.1. 매체의 이해

최근 여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매체(媒體, media)라는 말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혹은 그런 수단을 뜻한다. 

영어의 media라는 단어는 midium의 복수형으로서 라틴어로 ‘중간의’를 

의미하는 midius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매체가 매개체 또는 수단으로서 어떤 

의사나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알 수 있게 한다.72) 여기서 알 수 있듯, 

매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가 소통할 때 경유하는 중간 단계의 수단, 절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먀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에서 “매체가 메시지다

(Medium is message)”73)라는 말로 매체를 설명한다. 매체가 메시지라는 말

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데 “그렇다면 매체에 담겨있는 내용

은 무엇인가? 대게 이것을 메시지라 하지 않는가?”74)와 같은 것들이다. 맥

루한은 매체 자체를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는 중립적인 도구로 보는 태도가 

바로 기존의 매체론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한다. 그가 생각한 

매체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매체의 형식 자체가 갖는 의미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가 메시지”라는 말은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연결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표현 내용이 표현 형식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강

조한 것이다.75) 같은 내용의 정보라 하더라고 이를 어떠한 매체를 통해 사

람들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형식과 효과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극을 

7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편, 『정보통신용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4), p.462.

73)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New York: Signet.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28.

74) 위의 글, p.xx.

75) 이상민,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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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형식············내용의 인지 

                                                                극에 대한 

   ‘극’                                                     느낌, 이해,

                                                               반응의 차이

                                                                      

그림 3-4. 내용과 형식의 관계: 같은 내용의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떠한 형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

전달하는 매체가 라디오, 텔레비전 혹은 영화관인가는 정보의 표현 방법과 

효과를 달라지게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갖는 극에 대한 느낌, 이해, 반

응의 폭과 극을 통한 사회의 전반적인 영향력 또한 차이를 갖는다. 매체의 

성격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 성격, 종류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정보의 

내용이나 성격 또한 이를 전달하는 매체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체와 전달 내용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맥루한은 매체란 인간이 외부 세계 혹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

이는 매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76) 외부에 대한 지각과 인지의 과정에

서 매체는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전달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매체가 “인식 대상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인 동시에 인

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맺어주는 매개”77)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본 매체는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을 매개하

며, 매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그 범위로 한

76) 위의 글, p.35.

77) 박영욱, “매체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 맥루언의 매체 분류와 칸트의 두 가지 판단,” 『시대
와 철학』14(1), 2003,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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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형식············내용의 인지 

    ‘지구’

‘지구는 둥글다’                                                 ‘지구’

‘23.5°의 자전 축’

 ‘육지의 형태’

그림 3-5. 지식 조건으로서의 매체: 지구본이 지구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는 모든 

지식을 망라한 조건들이 지구본을 만드는 매체로서 활용된다.

다. 이는 매체의 범위를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기존의 관점

을 반증한다. 예를 들어 지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흔히 보

고 만들 수 있는 도면이나 이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철, 인쇄 잉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지구는 둥글다는 명제와 23.5도로 기울어 자전하

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 그리고 바다는 푸른빛을 띤다는 사실 등이 지구본

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지구본을 만든 매체는 지구본을 만

드는 재료를 넘어 지구본을 형성하는데 작용한 모든 지식 조건을 포함한다. 

즉 지구본이 지구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는 모든 지식을 망라한 조건들

이 지구본을 만드는 매체로서 활용된 것이다. 이처럼 맥루한은 매체가 구성 

물질을 넘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매개임을 만족하는 모든 조건을 매

체로서 보았으며,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명제는 전달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의 속성을 강조한 것이다.

매체는 인식의 매개로서 인식 대상과 인간을 연결하는 한편, 동시에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체가 가진 영향력은 

크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맥루한의 매체는 두 가지 사실을 담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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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매체는 전달과 인지가 가능하게 하는 매개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

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그 범위로 하며, 둘째로 매체는 표현 내용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어 표현 매체의 조건은 표현 내용에 영향을 미쳐 각각 다

른 표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2.2. 커뮤니케이션 매개로서의 생태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78) 설계에 있어서 매체는 설계가의 생각을 형태화시키는 도구

이자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작용하며, 이는 설계가가 프로젝트의 진행을 통

해 표현하는 모든 과정의 기초 역할을 한다.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맥루

한의 제언을 통해 본 매체는 인식의 매개로서 인식 대상과 인간을 연결하

며, 이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말한다. 

맥루한의 제언에 따르면 조경에서 기초 조사를 위한 사이트의 답사와 자

료 수집을 위한 탐구, 설계 개념의 정립과 설계를 통한 실행과 적용, 그리고 

이후 물리적 재료로 공간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설계가의 생각을 구현

하게 하는 모든 조건은 매체의 범주에 속한다. 실물의 답사, 모형, 언어, 사

진, 수치 표 등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행위는 설계가의 생각과 구축되는 대

상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의 특성을 띄기 때문이

다. 

사이트의 생태적 제반 사항들을 고찰하여 이를 설계를 통해 적용할 경우, 

설계과정에서 생태는 설계의 적용과 물리적 구현을 연결하는 매개인 매체로

서 역할 한다. 설계가가 대상지에 대해 알게 하는 형태를 막론한 모든 수단

이 설계의 생태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되어 사이트에 구현되고 이를 이

용자의 인지할 경우 생태를 통한 설계가-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

78) 이상민,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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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형식·············내용의 인지 

 ‘타 지역과

   구별되는                     설계의                            지역 생태

  지역 고유의                  물리적 형태

  환경 가치‘

그림 3-6. 형태를 통한 내용의 전달과 인지: 설계가가 인지한 지역의 환경적 가치가 

설계의 물리적 형태의 표현으로 이어져 이용자는 이를 전달받는다.

어지게 되며 여기서 생태는 조경설계의 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다는 제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두 가지 범주의 생

각을 떠올리게 한다. 첫째는 사이트의 생태를 인식하고 설계의 언어로서 사

용하는 설계과정에서의 적용이고, 둘째는 건설된 결과물을 구성하는 물리적 

재료가 자연물인 경우이다. 매체는 또한 수많은 매체의 합들로 이루어져 있

다는 점에서 양자는 모두 각각의 범주에서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생태적 맥락의 인식과 활용을 통한 설계로의 구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매개가 되는 ‘생태’를 매체로 보고자 한다. 생태적 조경설

계의 형태를 형성하는 매체는 구성 재료를 넘어 조경설계를 형성하는데 작

용한 모든 생태적 지식 조건을 포함한다.

2.3. 환경 가치의 매체로서의 작용

경관이 지닌 생태적 특성이 설계가의 설계 언어로서 구현되고, 이를 이용

자가 인지하는 과정은 생태가 조경설계의 매체로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한

다. 생태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조되는 것은 설계가가 인지한 생



- 41 -

태 원리가 이용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가 무언

가를 바라보고 인지하는 ‘시각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문화지리학자 데

니스 코스그로브(Denis E. Cosgrove)는 “경관은 일종의 문화적 이미지이며, 

환경을 재현하고 구조화하고 상징하는 시각적 방식이다”79)라 말하며 경관

과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의 상호관계성에 주목했다. 그에 의하면 경관은 

“외부 세계를 ‘보는 방식(a way of seeing)’”80)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자연과의 상상적 관계를 통해 어

떻게 그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설명하는 

것”81)이다. 경관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환경은 인간과 관계를 맺고 경관을 

보는 방식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은 시각

적 형태와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사이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역설한다. 이

는 형식과 내용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내용은 형식에 영향 받음을 주

장한 맥루한 매체 이론의 경관을 통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제안이기도 하

다.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를 설계하여 가시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첫째로 생태의 시각화를 통해 조경설계와 이용자, 나아가 장소와 이

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 

둘째로 조경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클 뿐만 아니

라 지역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조경설계에서 지역 고유의 생

태를 가시화하는 것은 생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게 한다. 마지막

으로 생태 프로세스 중심 설계가 추구하는 비결정적 형태에 대해 비판적으

로 고찰하는 계기가 된다. 

79) 진종헌, “데니스 코스그로브의 경관이론,”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서울: 도서출판한
울), p.387.

80) 위의 글, p.388.

81) 위의 글,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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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적 설계에서 내용과 형태의 관계

3.1. 조경설계의 가독성 담론

줄리아 처니악(Julia Czerniak)은 동시대 공원의 역할과 그 외형에 대한 진

지한 성찰을 촉구하며 최근 10년간의 생태적 설계가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하

고 있다고 진단하는데, 가독성(legibility)과 탄력성(resilience)이 그것이다. 가

독성이란 육필과 같이 읽혀지거나 해독되는 어떤 능력을 가리킨다. 조경 분

야에서 설계 작품을 읽는 것은 텍스트적·생물학적·조직적·방법론적 논리

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어떤 프로젝트의 의도와 정체성

과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다.82) 달리 말하자면, 공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

원이 읽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원에서의 가독성은 설계적 도전을 

뜻한다.83) 탄력성은 변화로부터 회복하거나 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생태학적 개념으로서의 탄력성은 하나의 시스템이 강풍, 해풍 출현, 화재 등

과 같은 교란(disturbance)을 경험한 후 눈에 띌 만큼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능력이다. 공원에서의 탄력성은 공원을 개념화하고 계획하고 설

계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태학적 의미가 있다.84) 가독성과 탄

력성은 도시에서 대형 공원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이다. 조경설계의 

생태적 맥락에서 탄력성은 교란 후에도 공원의 생태 시스템이 교란 후에도 

안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가독성은 공원의 탄력성을 공원의 

이용자들이 가시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공원은 새로운 관계성과 일련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상상력의 장소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원은 미래를 투영하는 장소이며, 탄력성은 

82) Julia Czerniak, “Legibility and Resilience,” 『라지 파크』, pp.235-236.

83) 위의 글, p.236.

84) 위의 글,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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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는 것들을 보류시켜 주는 공원 능력의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공원은 그 주

변의 맥락과 다르게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과 공원의 아젠

다는 인식되지 않는다. 가독성은 이러한 정체성 구축의 일부이다.85)

설계가의 입장에서는 설계적 도전이며, 공원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원 

능력의 척도를 읽히게끔 한다는 점에서 가독성은 공원의 외관과 같은 형태 

측면에의 고려를 제언하는 것이다. 센트럴 파크나 골든 게이트 파크처럼 도

시의 생성 이전에 출현했던 공원은 “강하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도형적 

형태”86)를 지닌 것과는 달리, 최근에 설계된 공원들은 “‘공원이 어떻게 

보이는가?’와 ‘공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87)와 같은 불확실성을 야

기한다고 처니악은 말한다.

처니악은 센트럴 파크, 프레쉬킬스 파크(Fresh Kills Park), 다운스뷰 파크

와 같은 대형 공원의 사례를 들어 이들은 동일한 설계 전략을 통해 구축되

지는 않았으나 가독성과 탄력성이라는 공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

한다. 반면, 김정윤은 현대의 조경설계가 ‘전략’이나 ‘과학적 불확실성’

에의 대비로 대변되는 탄력성에 비해, 조경설계를 매력적이게끔 하는 ‘형

태’나 ‘이미지’들로 대변되는 가독성의 측면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

한다.88) 

1960년대 이후 조경설계는 패러다임의 시기를 맞는다. 모더니즘이 현대인

에게 확신시켰던 ‘과학적 확실성(scientific certainty)’은 ‘불확실성

(uncertainty)’, 혹은 ‘예측 불가능함(unpredictability)’으로 변화하였고89) 

85) 위의 글, p.268.

86) 위의 글, p.242.

87) 위의 글, p.242.

88) 김정윤, “언디자인 시대를 맞는 디자이너의 미래,” 『LAnD: 조경·미학·디자인』, 
pp.360-375. 참조.

89) 위의 글,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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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는 “주어진 환경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90)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

계 전략을 제시하는데, 가장 최근의 생태적 설계의 경향인 생태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가 대표적이다. 최근의 공원 설계경기를 통해  김정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몇몇 대규모 공공 장소 설계에서 설계자가 ‘결정짓지 않으

려’는, 즉 설계자의 예측에 의해 공간 구조를 최대한 결정하지 않으려 하

는 경향”91)을 생태학적 이슈에 의한 과학의 예측 불가능함을 조경설계에 

적용하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92)의 일환으로 보았다. 이는 끊임없이 

부지 경계 밖의 사회와 소통하고 조율되어지는 장소를 만들려 한다는 점에

서 ‘공간의 맥락화’이다.93) ‘공간의 맥락화’는 조경설계가에게는 “설

계가로 하여금 더 큰 스케일과 더 긴 시간, 그리고 더 많은 변수들과 씨

름”94)이라는 숙제를, 이용자에게는 사이트를 읽기 위한 더 많은 시간과 이

해를 요구한다. 맥락화의 경향을 갖는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는 “최종 결과

물이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produced landscape)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processed landscape)이라는 점”95)에서 이용자들이 설계를 

이해하기까지 이미지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운스뷰 파크와 프레쉬킬스 파크는 결정짓지 않는 설계 경향의 포문을 

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운스뷰 파크 설계경기 당선작 <트리시티>는 원

과 선으로만 이루어진 다이어그램 형태의 마스터플랜으로 궁금증을 불러일

으켰으며, 향후 어떠한 형태로 공원이 완성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모

았다. 이 설계안에서 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은 첫째로 여러 변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공원으로서의 의미를 

90)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p.83.

91) 김정윤, “언디자인 시대를 맞는 디자이너의 미래,” 『LAnD: 조경·미학·디자인』, p.361.

92) 위의 글, p.361.

93) 위의 글, p.361.

94) 위의 글, p.362.

95) 위의 글,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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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원의 로고에서 공원의 외형이 되어버린 ‘원’

로고화 한 것이고, 둘째로 완성되는 형태가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형태

의 중립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설계안에서 원은 형태가 아닌 전략을 중요

시하는 상징으로서 작용한 것이며 향후 공원이 만들어지는 형태와는 연결성

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 착공을 위한 개념 설계안을 보면, 형태의 

중립성을 상징하였던 원들이 오히려 마스터플랜을 이루는 직접적 형태가 되

어 초기안의 전략적 설계를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너무 많이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즉 ‘오버 디자인(over-design)’에 대한 부담감

이 설계의 곳곳에서 보이는데, 특히 픽춰레스크 기법으로의 회귀가 엿보이

는 대목”96) 에서 초기 설계의 “모호함이 실현을 위한 설계로 어떻게 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97)을 과거 설계 표현으로 답습했다는 점에서 전

략과 설계 형태 간의 분리를 가중시켰다. “설계경기 안을 개념 설계로 발

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지속가능함’과 ‘생태’였고, 

이를 위해 원들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공원이 생태적으로 작동하

96) 위의 글, p.366.

97) 위의 글,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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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원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

하는 가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독성 측면에서 형태와 작동간의 

관계를 연결하지 못하고 자연의 외형으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

를 갖는다. 

프레쉬킬스 파크의 설계안 <라이프스케이프(Lifescape)>에서 또한 전략과 

형태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다양한 시스템을 각색하고 다양한 사건의 생

태와 형태의 복합적 조직이 작용되도록 해 주는 창발적 군집 형성의 인프라

스트럭처 전략”98)을 강조한 계획안과 달리 공모전의 이미지는 설계가인

“코너 자신이 비판했던 부드럽게 굽이치는 자연의 모습과 다를 바 없

다”99)는 점에서 생태적 전략이 형태로서 나타나는 과정에 단절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운스뷰 파크와 프레쉬킬스 파크가 보여주는 픽춰레스크의 전통

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나 이것이 실망스러운 것은 20세기 내내 모든 

아방가르드 조경가들이 그렇게도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픽춰레스크 전통을 

다시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설계경기 이후 몇 년간 이어진 이 프로젝트에 대

한 학문적·전문적 논의들에서 비롯되었던 높은 기대치가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100)이다. 

조경설계에 있어 “그 최종 결과물이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지 하그리브스가 걱정하듯, 

‘도망가려는 클라이언트와 대중들’101)을 설득하기 위해 그 어느 프로젝트

보다도 매력적인 이미지들이 필요하다는 점이 디자이너에게는 매우 풀기 힘

든 딜레마”102)이다. 또한 김정윤은 “‘프로세스 만들기’의 설계법은 어떠

한 장소에도 적용가능한, ‘생태적’이라는 선한 얼굴의 일반화”103) 라는 

98) Julia Czerniak, “Legibility and Resilience,” 『라지 파크』, p.246.

99) 위의 글, p.247.

100) 김정윤, “언디자인 시대를 맞는 디자이너의 미래,” 『LAnD: 조경·미학·디자인』, p.367.

101) George Hargreaves, “Most influential landscapes,” Landscape Journal 12(2), 1993, p.177.

102) 김정윤, “언디자인 시대를 맞는 디자이너의 미래,” 『LAnD: 조경·미학·디자인』,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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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프레쉬킬스 파크의 설계안과 조감도

말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적 설계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생태 프로세스 중심의 조경설계는 생태적 대리자(ecological agents)로서, 도

시의 팽창이 경관의 활기와 생물 다양성에 야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

다.104) 그러나 한편으론 조경설계가 이용자에게 경관의 다양성과 미래상을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력(imaginative enterprises)”105)이 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조경설계에서의 가독성은 탄력성과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조경가들은 생태적 지식을 설계를 통해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

고, 이는 조경설계가 제시한 생태 프로세스 중심 설계와 더불어 생태적 설

계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다. 생태적 조경설계가 새로운 방향을 구현해

나가고 있고 프로세스 중심 설계가 환경 가치의 실천이라는 생태적 설계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가

시성 있는 생태적 설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103) 위의 글, p.371.

104) Julia Czerniak, “Legibility and Resilience,” 『라지 파크』, p.265.

105) 위의 글,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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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특성

역할

 가독성: 알고 해독하는 어떤 능력

경관의 다양성과 미래상 전달을 

위한 창의적 활력

 탄력성: 변화로부터 회복하거나

        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생태적 대리자로서 경관의 활기와 

생물 다양성에 야기하는 위협에 

대응

생태적

맥락

공원의 탄력성을 공원의 

이용자들이 가시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교란 후에도 공원의 생태 

시스템이 안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

설계 

개념

설계적 도전 / ‘형태’나 

‘이미지’

맥락화(contextualization), 

비 결정성

현상과

비판

형태와 작동간의 분리 / 자연의 외형으로 회귀

· 더 큰 스케일과 더 긴 시간, 

  더 많은 변수

· 사이트를 읽기 위한 더 많은 

 시간과 이해

· 설계를 이해하기까지의 

이미지 부족

그림 3-9. 동시대 공원의 역할과 그 외형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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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달 내용과 설계 형태의 연결

생태가 조경설계의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른 것은 미국의 문화의식과 정치

에서 시작된 환경주의로부터 시작된다.106) 환경 가치의 부각은 조경가들로 

하여금 생태적 원리와 생태계를 중요시 하게 하였으나, 환경운동을 통해 나

타난 조경설계의 난제는 대상지 분석과 설계의 표현, 다시 말해 환경 가치

와 형태의 발생 사이의 단절이었다.107)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단절로 나

눌 수 있는데, 첫째는 외형을 중심으로 한 내용과의 단절이고, 둘째로는 내

용을 중심으로 한 형태와의 단절이다.  

첫째, 외형을 중심으로 한 내용과의 단절은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손쉽게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를 남발하는 경우이다. 생태 시스템에 대해 고

찰하고 그 의미를 알기 이전에 자연의 외형을 모방함으로서 설계 프로세스

에서의 생태적 고찰이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여기서 지역 생태의 적용과 

구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고유성이 존재하지 않는 풍경화식의 동

일한 경관의 반복을 낳게 된다. 둘째,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형태와의 단절은 

앞에서 말한 생태 프로세스 중심 설계가 겪고 있는 형태의 부재를 의미한

다. 생태 프로세스 중심 설계는 형태의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태 과정의 변화’를 형태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개념의 구현을 위한 긴 시간을 필요로 하였고 개념의 시각적인지로 이어지

지 못한 채 전형적인 풍경화식 경관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경설계에서 생태적 의미와 형태 구현의 분리는 미적 추구를 위한 경관

의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을 낳았다. 맥루한의“매체가 메시지”라는 말이 

106) 1970년 4월 22일, 세계 최초로 ‘지구의 날’이 선포되었으며, 미국의 전역에서 약 2천만 명
이 그 행사에 참여했다. 지구의 날은 1960년대 이전의 원생지와 야생동물의 원상태 유지와 
관련한 환경 운동과는 다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급증과 관계한 것이다. 제1회 지구의 
날은 기존의 자연보전주의와 이념적으로 다른 환경주의가 정치화된 최초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김덕호,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서울: 비봉, 2001), p.401.

107)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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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내용이 표현 형식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처럼, 조

경설계 또한 사이트의 형태와 설계의 개념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설계가가 인지한 생태가 형태를 통해 시각화 되는 

과정은 내용과 형태 사이의 결합을 가져온다. 이는 설계가에게는 창조를 위

한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경관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의 기회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3.3. 생태 정보의 형태적 구현

환경계획과 설계에서 나타난 형태적 탐구나 창안의 결여는 근대 도시계획

의 유산인 조경의 지속적인 비가시성을 확실하게 했다.108) 맥하그의 주장대

로 특정 사이트의 생태적 적합성을 안 다음, 그 후 경관의 형태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109) 이러한 물음은 조경가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적 실

험을 시도하게 하였다. 자연의 형태를 강조하기도 하고, 자연의 미묘하고 일

시적인 과정을 명백하고 가시적으로 만들기도 하며, 문화적·생태적 대행자

로서 대상지 전체 역사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

다.110)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매체로 인식한 다음 이를 형태적 설계를 통해 어떠

한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조경가들의 응답은 생태적 지식

의 형태적 구현을 통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광주비

엔날레에 전시된 김아연·박승진의 <숲, 귀기울이다(Listening Forest)>는 시

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DVD플레이어, 프로젝터, 스피커를 이용하여 시청

각화 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표현한다. 그들의 숲에 대한 이해는 ‘생태적 

108)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p.190.

109)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p.67. 참조.

110) 위의 글,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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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숲에 나타나는 생태적 천이의 패턴화 

천이’이다. 생태학자들이 숲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일정한 규격의 방

형구를 지정하여 수목의 위치와 크기를 조사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그들은 

숲의 특성을 도면화·수치화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가는 산에 직접 올

라가 숲을 이루는 식물들을 수치와 기호를 통해 맵핑(mapping)한다. 이는 시

간에 따른 자연의 기하학적 변화에 다시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점으로 

표현된 나무는 숲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데, 인위적으로 조림

된 숲은 일정 규격의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생태적 천이를 겪고 

있는 숲은 다양한 종을 나타내는 다양한 크기의 점들이 무작위로 배치된다. 

다음으로 숲을 구성하는 식물들을 크기에 따라 크고 작은 점과 시계의 시

침, 분침, 초침으로 구분한다. 관람을 통해 이용자는 성장 속도가 빠른 풀에 

해당하는 짧은 초침은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빠르고 경쾌한 소리를, 오래

된 나무를 의미하는 굵은 점은 관람하는 동안 정지된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러한 숲의 시각적·청각적 표현은 사람들에게 숲이 가진 구조와 시간성, 그

리고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김아연은 조경가의 생태적 설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관계성과 통합’이

라고 말한다. 조경가가 생태학자와 같이 생태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조경가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조경가가 알고 있는 생태적 지식을 이

용자와 나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태적 지식간의 관계성과 이들의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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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생태적 천이의 공감각화를 통한 형태적 구현

통합이 필요하며, 사람들에게 형태를 통해 구현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함을 강조한다.111)

로렌스 핼프린(Lawrence Halprin)의 작업은 경험의 구축을 통해 생태 환경 

가치에 형태를 부여하는 비판적 실천의 유형을 대표한다. 그의 프로젝트들

은 맥하그의 ‘형태 없는(frameless) 환경설계’와 워커의 ‘예술 작품으로

서의 조경’ 사이의 중도를 찾던 조경가들에 의해 1980-90년대에 새롭게 평

가되었다.112)

그는 1954년 시에라 산맥(High Sierra)으로의 여행을 통해 자연에 대한 신

념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핼프린은 자연을 잘 이해하기 위해 자연

의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구성과 형태를 스케치하였다. 그는 자연의 폭포를 

설계에 응용하는데 이는 시에라 산을 오르고, 스케치하고, 연구하기 시작하

여 그가 생태계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이

해하고 해석하는 데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핼프린의 그림은 도시 공공장소

에 정신적인 감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를 탐구하는 특별한 기록이다. 

… 핼프린의 스케치에는 그의 독특한 장소 - 자연의 경외와 풍요를 포함하

111) 김아연, “다른 조경,” 서울대학교 강연, 2012년 10월 11일.

112)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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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핼프린의 스케치: 자연의 프로세스에 대한 탐구가 담긴 핼프린의 스케치는 

공간의 형태를 전개시키는 주요 매개로 진화한다. 

며, 탐험을 불러일으키고,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감성의 깊은 곳을 건드

리는 - 를 만들 수 있었던 방법이 잘 나타난다.”113) 그 이후에도 시에라 산

맥을 꾸준히 등반했으며 그의 노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에 대

한 스케치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가 이후에“시에라 산맥의 수업”이라고 

칭한 이 경험은 어떻게 “만물의 침식이 자연에 도달하는가에 관한 것이었

고, 그것은 완벽”114)했다. 핼프린의 그림은 도시 공공 장소에 정신적인 감

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를 탐구하는 특별한 기록이었다.115) 그는 경관

을 묘사하는 새로운 드로잉 툴을 개발했고, 자연적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

는 표면의 직접적 관찰을 통해 경관 형태의 확장된 형태학을 만들었다.116) 

113) 김진희, “로렌스 핼프린론,”『조경학연구』15, 1993, p.115.

114) Janice Ross, “Choreographing Nature,” Where the Revolution Began, Lawrence and Anna 
Halprin and the Reinvention of Public Space, ed. Randy Gragg (Washington, DC: 
Spacemaker Press, 2009), p.18.

115) 김진희, “로렌스 핼프린론,” p.115.

116)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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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포어코트 오픈스페이스 시퀀스: 시에라 산맥의 탐구는 구상적 형태로 

추상화되고 포어코트 오픈스페이스 시퀀스에서 창조적 자연으로 확장한다.

시에라 산맥을 통해 자연의 프로세스에 대한 탐구와 창조적 설계를 위한 영

감을 얻고자 했던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에라 산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실험적 프로세스로 진화시키려 하였다.

핼프린은 대부분의 설계에 ‘바위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시에라 산맥의 폭포에서 영감을 받았다. <러

브조이 플라자(Lovejoy Plaza)>의 광장의 형태는 시에라 산맥의 바위언

덕의 특성을 반영한다. <포어코트 파운틴(Forecourt Fountain)>의 윗부

분은 시에라 산 봉우리의 빙하 모양을 도용한 것이다.117)

핼프린은 시에라 산맥의 탐험과 스케치, 영상 촬영 등의 다양한 탐구법을 통

해 자연의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구성을 기록하였다. 그는 자연의 외관이 아닌 

into Landscape Design,” p.199.

117) 김진희, “로렌스 핼프린론,”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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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물에 의한 부식과 침식, 결빙과 해빙, 빙하와 물결의 움직임과 같은 자

연이 가진 프로세스의 영향을 탐구함으로서 소위 “형태의 생태학(ecology of 

form)”에 귀결하게 된다.118)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의 작품 <포틀랜드 오픈스

페이스 시퀀스(Portland Open-Space Sequence)>의 핵심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기억하도록 하는 중심 개념이다.

캐서린 하위트(Catherin Howett)는 “조경의 모든 작업은 규모가 어떠하든 

간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대상지에서 작용하고 설계에 영향을 받을 상호작

용 체계 – 토양과 지질, 기후와 수문, 식재와 야생, 그리고 인간 커뮤니티 – 의 

전 영역에 반응해야”119)한다고 말하며, 설계 대상지와의 생태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생태 지식과 형태 간 연결의 단초를 마련한다. “설계된 경관의 형

태가 교묘하게 그 민감성을 표현하고 공표하는 방식에서, 그 아름다움이 발

견”120)될 것이다.

118) John Beardsley, “Being in Space,” Where The Revolution Began: Lawrence and Anna 
Halprin the Reinvention of Public Space, p.30.

119) Catherine Howett, “Systems, Signs, Sensibilities: Source for a New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Journal 6(1), 1987, p.7.

120) 위의 글,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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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계를 통한 생태의 구현

1. 설계에서 구현한 생태성에 따른 분류

조경설계를 통해 지역의 생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이트가 속한 

경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장소 가치를 드

러나게 한다. 최근 현대 조경에서 사이트가 가진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발

견하고 재해석하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계 개념과 그 결과는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형태적 실험

이라기보다는 대상지의 고유성을 설계적 감수성을 통해 구체화”121)한 것이

다.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의 가시화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로 하여금 몰랐

던 지역의 생태적 맥락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하며, 이 과정에서 경관

이 지닌 생태가 일상 생활로 전달되는 연결성을 갖는다. 연결성은 의사소통

의 한 방법이다. 조경설계에서 생태의 인식 – 적용 - 구현 - 인지는 연결성

을 통해 매체가 지닌 전달, 커뮤니케이션 매개로서의 속성을 구체화 한 것

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태는 조경설계의 매체로 작용한다.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가 시각적으로 드러난 조경설계 작품의 선정과 분

류는 생태가 조경설계의 매체로서 작용하는 과정을 구체화한다. 설계가 생

태적 속성별로 나뉘는 분류 기준은 맥하그의 레이어 케이크(layer cake)를 

따랐다. 맥하그는 하나의 경관은 이들 생태적 목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관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을 여러 층으로 만들어

진 케이크에 비유해서 설명했다.122) 이는 생태의 작용이 하나의 형태인 경관

을 만든다는 점에서 생태가 설계의 결과물을 위한 매체라는 관점과 어느 정

121) 최정민, “현대조경에서 지역성의 의미,” 『Landscape Review』, p.4.

122) 임승빈, 『경관분석론』, p.44.



- 57 -

도 교점을 갖는 부분이다. 또한 생태적 조경설계의 창조적 표현을 레이어 

케이크의 지형·지질·토양·수문·식생·야생동물·기후와 같이 가시적으

로 쉽게 연상되는 언어로 분류·해석할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생태적 설계

를 이해하는데 있어 더 수월하게 공감하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관의 형성

(레이어 

케이크)

지형 지질 토양 수문 식생 야생동물 기후

설계를 통해 

구현된 

생태성

지형 지질 · 토양 수문 동식물 계절 · 기상

South-East 

Coastal Park, 

Barcelona

양화한강공원, 

서울

Aqua Musica, 

Bad 

Oeynhausen, 

Lohne

East Scheldt 

storm-tide 

barrier, East 

Scheldt

Candlestick

Point Park, 

San Francisco

Byxbee Park,

Palo Alto, 

California

한강공원 여의도 

권역 특화 설계, 

서울

Thames Barrier 

Park, London

San Jose plaza 

park, 

San Jose, 

California

Byxbee Park,

Palo Alto, 

California

표 4-1.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에 따른 조경설계 작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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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남동 해안 공원: 공원 전면에 위치한 해안의 모래언덕은 공원의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모티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공원은 지역 생태를 나타내는 

장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2. 설계 매체로 활용된 생태의 해석

2.1. 지형

2.1.1. 남동 해안 공원(South-East Coastal Park)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남동 해안 공원은 자칫 공원 설계의 장애 요소로 작

용할 수 있는 지형의 문제를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고유의 가능성으로 재

해석하였다. 이 공원 프로젝트의 주요 요구사항은 도시 외곽지역과 공원 전

면의 해안가, 그리고 공원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그 고저 차는 11미터였다.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고유의 지역성은 공원 부지 전면에 위치한 

모래언덕이다. 높은 고저 차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직 연결이 아닌 

해안 모래언덕의 굴곡에서 차용한 경사진 연결로로 고저차를 해결했으며, 

이는 유기적 패턴으로 이루어진 굴곡진 콘크리트 타일의 형태를 갖는다. 이

용자는 해안의 모래언덕이 연상되는 공원 형태를 통해 지역 고유의 굴곡진 

지형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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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 도출

조경설계를 통한 

생태적 특성의 

시각화

이용자가 

인지하는 내용

지역의 모래 둔덕
융기된 형태의

조작된 지형

지역 고유의 

굴곡진 지형

그림4-2. 남동 해안 공원이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지역의 모래 둔덕의 형태를 이용해 부지의 높은 고저차를 극복하고, 적용

한 생태적 특성인 모래 둔덕을 가시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일을 이용하여 

유기적 형태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이용자가 인식하는 과정을 통

해 남동해안공원에서 지역의 모래 둔덕은 공원의 생태를 나타내기 위한 설

계 매체로서 활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1.2. 빅스비 파크(Byxbee Park)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Palo Alto)에 위치한 빅스비 파크는 광활한 면적과 

지형의 굴곡을 통해 과거 매립지였던 사이트의 특성을 나타나고 있다. 여기

서 지형 자체는 사이트의 역사와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설계 매개이며, 

설계가는 지형의 인지를 위한 전봇대라는 장치를 더함으로서 그 지형의 맥

락을 강조시킨다. 

미니멀리스트 조각을 연상시키는 절단된 전봇대들의 그리드형 배치는 경사

지 언덕 위에 또 하나의 가상평면을 만들면서 공원경관을 주변으로 시각적, 

개념적으로 확장시키려 했다. 즉, 자연의 맥락(생태성)을 직설적이기보다는 상

징적, 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123) 

매립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세와 광활한 지형은 사이트의 대표적 생태적 

특성이며, 전봇대 배열과 같은 설계 구성은 지형이 지닌 생태적 특성을 더욱 

가독적으로 보이게 하는 장치이다. 결과적으로 시각화된 지역 생태성은 이용

123) 김한배,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다원적 전개 양상,” 『한국조경학회지』32(6), 2004,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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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 도출

조경설계를 통한 

생태적 특성의 

시각화

이용자가 

인지하는 내용

과거 매립지였던 

광활한 지형

전봇대 그리드를 

통한 지형의 강조

지세를 통해 인지하는 

과거 사이트의 쓰임 

그림 4-4. 빅스비 파크가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그림 4-3. 빅스비 파크: 그리드형 배치로 세워진 전봇대는 지역 고유의 지형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에게 과거 매립지였던 사이트의 특징을 강하게 전달한다.

2.2. 지질·토양

2.2.1. 양화한강공원

대상지는 7미터에 이르는 둔치의 높이차와 높은 하상계수로 인해 수변 활

용의 어려움과 시각적 위해를 겪고 있었고, 장마철마다 불어난 강물이 싣고 

온 진흙을 청소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화한강공원은 지형의 조작을 통해 급격한 둔치의 경사를 완화하고 호안을 

다이내믹하게 조형함으로서 스스로를 새로운 기반시설로 변화시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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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 도출

조경설계를 통한 

생태적 특성의 

시각화

이용자가 

인지하는 내용

홍수 시마다 수변에 

퇴적되는 진흙

사면의 돌 자갈 위 

식물의 생장
수변의 토양조건

그림 4-6. 양화한강공원이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그림 4-5. 양화한강공원: 진흙의 퇴적 과정은 식물의 생장을 위한 공원 시스템으로 

변환된다.

서 대상지의 이용을 방해하고 시각적 위해 요소로 여겨지던 진흙은 오히려 

설계의 주요 키워드가 되어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는 매체로서 작용

한다. 완화된 사면에 퇴적되는 진흙은 시간이 지나 사면의 돌 자갈에 의해 

식물이 자라는 토양으로 변환되며 이용자는 이러한 과정의 인지하며 수변 

토양조건의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사이트의 진흙은 미적 저감 요소인 동시에 이 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이

기도 하다. 설계가는 진흙을 매번 치워 미적 회복을 꾀하는 대신 사이트에 

진흙을 받아들여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생태적 천이의 장으로 구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흙은 설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이자 설계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중요 매체로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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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한강공원 여의도 권역:  

침전에 의해 나타나는 토양의 특성은 

지역의 생태를 나타내는 주요 매체로 

활용되었다.

2.2.2. 한강공원 여의도 권역

한강공원 여의도 권역은 설계를 통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습한 곳에서 건

조한 곳으로 물이 움직이는 기공과 같은 공간을 제안한다. 대상지는 물질의 

다양한 높낮이로 설정된 각각이 기공이 있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의 성질

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의 끌어당김이 가능케 한다. 이러한 설계 개념은 대

상지인 여의도와 밤섬이 지니는 토양의 성질로부터 제안된 것이다. 여의도

와 밤섬은 홍수 시에만 분리되었던 하나의 큰 섬이었다. 밤섬의 토양과 토

석들이 여의도에 쌓이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여의도의 건설이 가능해졌고, 

밤섬은 강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침전물에 의해 다시 침전물이 쌓여 고유의 

토양 특성을 생성한다. 이 공간의 일부

분인 여의도 토양 박물관(Yeouido Soil 

Museum)은 여의도와 밤섬의 토양 특성

의 그대로 드러냄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

역 생태를 인식시키는 상징 공간이다. 

지하철 역사와 연결된 수직적인 보행자

통로는 지하 구조물의 지질을 배우게 하

는 새로운 길이 된다.

설계가는 사이트에서 퇴적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지반을 타 지역과 구별되는 고

유의 생태로 인식했다. 이를 지면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지하통로에서 지질구조

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생태적 

특성을 시각화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퇴적화에 의한 지반은 설계 개념이자 설

계 형태를 결정짓는 주요 매체로서 역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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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한강공원 여의도 권역이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그림 4-9. 아쿠아 뮤지카: 지하수를 이용한 분수의 다양한 모양을 통해 

온천·간헐천·지하수·수증기 등 다양한 지하수면의 규칙을 표현한다.

2.3. 수문

2.3.1. 아쿠아 뮤지카(Aqua Musica)

독일 바드 웨인하우젠(Bad Oeynhausen)과 뢴느(Lohne) 지방의 정원박람회

에서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요소인 지층 아래로 흐르는 온천수를 부각시켜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설계가들은 지질 작용과 중력의 작용을 받아 지하로 

흐르는 온천수를 개방된 공간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깊이 18미터의 거대한 

구멍을 파고 온천수를 분사하여 물의 분화구를 만들었다.124) 마을 사이의 동

서로 난 줄무늬 모양의 흔적이 물이 흐르는 지하 균열을 상징하는 발한(發
汗, perspiring) 돌망태에 의해 표시되면서 지하의 규칙이 지면 위로 암시된

124) 문지원, 『조경설계매체로서의 물성에 관한 연구』,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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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아쿠아 뮤지카가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다.125)

지하 온천수라는 지역 특성은 대상지의 고유성을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 가치이다. 설계가가 사용한 발한 돌망태와 온천 분수는 생태를 시각화

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온천에 의한 지하 

균열 ‧ 단층을 인지하게 된다.

2.3.2. 템즈 배리어 파크(Thames Barrier Park)

이 공원은 기존의 생태적 조건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주

력하였다. 사이트가 위치한 지역은 템즈강 수상교통의 중심지였던 도크랜드 

지역(Isle of Dogs)이다. 이곳은 19세기 말부터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된 재개

발 공업 단지였다. 1970년대에 들어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런던 도크랜드 지

역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로 유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템즈 배리어 파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126)

런던 템즈강의 범람을 불러일으킨 1953년 홍수는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홍

수 방어벽을 설치하는 계기가 됐다. 설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부분은 홍

수 방어벽으로 인한 부지와 템즈강 사이의 단절이었다. “설계가들은 공원

125) Kelly Shannon, “Place as Resistance: Landscape Urbanism in Europe,” 『랜드스케이프 어바니
즘』, p.173.

126) 윤상준, “영국 템즈 배리어 파크,” 『환경과 조경』 2005년 4월호,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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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템즈 배리어 파크가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그림 4-11. 템즈 배리어 파크: 홍수 방어벽으로 인한 부지와 템즈강 사이의 단절은 

물결형상의 식재로 인해 시각적 연결성을 갖게 되었다.

부지 북쪽의 개발지역과 남쪽지역의 템즈강, 홍수방책시설 사이를 구조적이

고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것”127)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템즈 배

리어 파크는 수문이 열려 물이 범람할 때 물결치는 형상을 식재로 상징화하

여 강을 부지로 끌어들인다. 이 과정에서 물의 범람이라는 지역의 특성은 

설계를 통해 시각화되어 이용자로 하여금 지역의 수문학적 특성을 인지하게

끔 한다.

127) 위의 글,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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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이스트 스켈트 방조제: 흑백의 조개껍데기는 흑백의 새들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생태를 표현하는 미적 기능을 수행한다.

2.4. 동식물

2.4.1. 이스트 스켈트 방조제(East Scheldt storm-tide barrier)

이스트 스켈트 방조제는 원래 1970년대 조성된 댐이었다. 이후 1989년에 

정부는 이곳을 자연으로 되돌려 놓고자 했지만 설계가는 지역이 가진 본래

의 경관적 가치에 집중했다. 쉘 프로젝트(Shell Project)라 불리는 이 작업은 

방조제의 인공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흑백의 홍합 껍데기와 이 두 

가지 홍합을 먹이로 삼는 비슷한 흑백의 새들을 연계시킨다.128) 

설계가는 경관의 수행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흑백의 조개껍데기 

패턴은 어두운 색의 새들을 흑색 조개껍데기 쪽으로, 밝은 색의 새들은 백

색 조개껍데기 쪽으로 유인·분리하며 이는 각각의 새들이 스스로를 유지시

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흑백의 경관은 사람들이 고원지대를 가로질러 

운전할 때 흑백의 조개껍데기와 흑백의 새들이 만드는 운율을 마주하게 할 

것이다.129) 

이 프로젝트는 “자연 선택적 생태계를 조직하고 이를 자동차를 통해 대

128) Charles Waldheim, “Landscape as Urbanism,”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p.51.

129) Adriaan Geuze, “Black and White,” lecture presented at the Doors of Perception 3 Confer 
ence, Amsterdam, The Netherlands, November 1995, (Laura Tepper(2011) “Infrastructure A 
drift: West 8′s Shell Project” http://landscapeurbanism.com/article/laura-tepper/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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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이스트 스켈트 방조제가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중적으로 인지”130)시킨다. 여기서 설계가가 이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생

태는 지역이 가진 새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이었고, 이는 흑백 조개껍데기 배

열이 불러오는 철새에 의해 시각화된다. 시각화에 의한 의도와 인지의 일치

는 매체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4.2. 산 호세 플라자 파크(San Jose Plaza Park) 

캘리포니아 산 호세에 위치한 산 호세 플라자 파크는 대상지의 장소 특수

성이 설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도시, 기후, 그리고 지역

의 문화적 역사 내에서 형성되는 기반시설의 연결 관계로부터 디자인을 도

출한다.131) 

공원을 이루는 요소들은 1920-30년대 과수농업과 관련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다. 격자형으로 배치되어 안개형에서 기포형, 그리고 분출형으로 

바뀌는 분수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미기후와 1800년대 근처 우물을 

상징한다. 또한 격자형으로 식재된 자카란다 나무는 지역 과일농장의 유산

인 1920-30년대 과수농업과 관련한 경관의 역사를 보여준다. 격자형 식재는 

지역의 미기후와 우물을 통해 과수농업이 가능했던 과거 지역 생태의 조건

들을 보여준다.

130) 위의 글, p.51.

131) Julia Czerniak, “Looking back at Landscape Urbanism: Speculation on Site,” 『랜드스케이
프 어바니즘』,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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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산 호세 플라자 파크가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그림 4-15. 산 호세 플라자 파크: 지역 미기후를 표현하는 격자형의 분수는 지역의 

생태적 조건과 과거 과수 농업의 역사를 동시에 나타낸다.

2.5. 계절·기상

2.5.1. 캔들스틱 포인트 파크(Candlestick Point Park)

캔들스틱 포인트 파크는 ‘바람의 문’이라 불리는 벽의 건축을 통해 바

람의 강력한 힘을 표현한다. “대상지가 해변인 경우 대부분의 조경가들은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품림을 설계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바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다 내음과 파도 소리와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132) 

했다. 설계가는 대상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해안가 고유의 기상 상

태를 형태를 통해 구현하였고, “이용자들은 설계자가 인지자로서 대상지를 

자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장소의 독특한 특징을 경

132)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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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캔들스틱 포인트 파크가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그림 4-18. 캔들스틱 포인트 파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해안의 바닷바람은 

설계를 통해 장소 고유의 경험으로 작용한다.

험”133) 할 수 있다.

설계의 제약 조건으로 보였던 “샌프란시스코의 강한 바닷바람은 설계가

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지의 다이나믹한 변형을 창조”134)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해안 생태는 설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서 작용한

다. 바람문(wind gate), 물로 이끄는 사면, 조수 수로(tide channel), 모래언덕

(dune)등의 독특한 환경의 경험은 이용자로 하여금 해안의 생태적 특성을 

느끼게 한다.

133) Elizabeth K. Meyer,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p.213.

134) 정윤영, 『현상학적 조경설계언어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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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빅스비 파크: 물방울 모양의 작은 언덕들은 바람의 방향과 지역에 살았던 

인디언의 조개무덤을 동시에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2.5.2. 빅스비 파크(Byxbee Park)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Palo Alto)의 생활 쓰레기 매립지 위에 형성된 30에

이커(약 4000㎡)의 빅스비 파크는 설계가들이 ‘호의 둔덕’이라고 부르는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힘과 형태적 진화의 예를 보여준다.135) 설

계가가 대상지로부터 차용한 지역적 특성은 풍향에 의해 방향이 형성된 지

형의 형태였다. ‘작은 언덕(hillocks)’라는 이름의 눈물 모양의 둔덕은 대상

지의 가장 우세한 풍향에 따라 방향을 잡고 있다.136) 매립지라는 인공 대지 

위에 인간이 만든 이 둔덕은 바람이 불어가는 끝을 향해 좁아지는 형태를 

통해 바람의 진행 과정을 눈에 보이도록 한다. 또한 이 작은 언덕들은 매립

지 이외에도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오론(Ohlone) 인디언의 조개 무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137) 

이 설계는 “부지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장소성을 잘 조화시키고, 물리

적 자연 현상의 컨텍스트를 표현한 작품”138)으로 평가받는다. 강한 바닷바

135) Julia Czerniak, “Looking back at Landscape Urbanism: Speculation on Site,” 『랜드스케이
프 어바니즘』, p.126.

136) 위의 글, p.127.

137) 위의 글, p.127.

138) 정윤영, 『현상학적 조경설계언어 해석에 관한 연구』,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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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 도출

조경설계를 통한 

생태적 특성의 

시각화

이용자가 

인지하는 내용

고지대의 바람 눈물 형태의 둔덕 풍향의 시각적 인지

그림 4-20. 빅스비 파크가 설계 매체로서 생태를 활용한 과정

람이라는 부지가 가진 장해 요소로 작용했던 지역의 생태성은 눈물 형태의 

둔덕으로 인해 매력적인 시각 요소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안바람이

라는 생태적 특성은 설계의 형태를 완성시키는 매체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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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매체로서 생태의 활용과 커뮤니케이션 작용

각 사례는 모두 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설계를 통해 시각화하고 있

다. 앞서 제시한 조경설계의 매체로서 생태를 해석하는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류 

 설계 작품

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 도출

조경설계를 통한 

생태적 특성의 

시각화

이용자가 

인지하는 내용

남동 해안 공원

(South-East Coastal 

Park)

지역의 모래 둔덕
융기된 형태의

조작된 지형

지역 고유의

굴곡진 지형

양화한강공원
홍수 시마다 수변에 

퇴적되는 진흙

사면의 돌 자갈 위 

식물의 생장
수변의 토양 조건

한강공원 여의도 권역
퇴적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지반

지질 구조를 

보여주는 지하통로 

퇴적에 의한 

지하 지질 구조

아쿠아 뮤지카

(Aqua Musica)
지하 온천수

발한 돌망태와 

온천 분수

온천에 의한 

지하 균열 ‧ 단층

템즈 배리어 파크

(Thames Barrier 

Park)

홍수와 범람
식재로 표현한 물의 

범람과 물결

지역의

수문학적 특성

이스트 스켈트 방조제

(East Scheldt 

storm-tide barrier)

철새
흑백 패턴의

조개껍데기 배열
해안 조류 생태계

산 호세 플라자 파크

(San Jose plaza 

park)

과수 농업의 역사
자카란다 나무의 

격자형 식재
과수 농업의 역사

캔들스틱 포인트 파크

(Candlestick Point 

Park)

해안지역
바람이 통과하는 벽 

구조물
바닷바람

빅스비 파크

(Byxbee Park)

고지대의 바람 눈물 형태의 둔덕 풍향의 시각적 인지

과거 매립지였던 

광활한 지형

전봇대 그리드를

통한 지형의 강조

강조된 지세를 통해 

인지하는 과거 

사이트의 쓰임 

표 4-2. 생태적 설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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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역성으로부터의 생태적 특성 도출, 조경설

계를 통한 생태적 특성의 시각화, 마지막으로 가시화된 생태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태는 조경설계의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

서 설계가가 인지한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는 설계를 통해 구현되었으며, 

이용자는 각 설계 고유의 양식을 통해 이를 전달받는다. 이는 자연의 외형

을 모방하는 생태적 설계와는 형태적 측면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위 사례의 

설계에서 생태는 유기적이며 구불구불한 형태로 표현되었던 이전의 관념을 

벗어나 “부지의 특성을 드러내고 그 안에 내재된 질서를 드러내는 효과적

인 수단”139)으로 이해되었다. 지역이 가지고 있던 환경 가치는 설계 사이트

에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개념과 형태의 일치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생

태는 지역과 이용자, 혹은 설계가와 이용자의 의사소통을 하는 매체로서 역

할하게 된다.  

오늘날 조경설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설계를 통해서 “자연의 프로세스

를 어떻게 사람들이 더욱 쉽게 느끼게 할 수 있는가”140)이다. 생태가 설계 

개념의 구현을 위한 유무형의 지식 조건이 되고 설계의 물리적 구현을 통해 

어떠한 장소가 생태를 인지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조경설계는 삭막한 도

심에도 그 내면에는 잠재된 고유의 생태성이 있음을 드러내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매개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139) 김아연, “브리지 파크 국제설계경기에 나타난 현대 조경설계의 경향,” 『한국조경학회지』
33(5), 2005, 

140) 민병욱, “지속가능한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미학적 접근,” 『한국조경학회지』40(2), 2012,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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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자연 재료의 사용이나 자연 외형의 모방으로 회귀하곤 하는 생

태적 설계의 스펙트럼을 넓혀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생태적 

조경설계의 흐름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매체 이론을 바탕으로 생

태적 설계를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생태적 조경설계의 인식과 적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다. 이 과

정에서 생태적 설계는 두 가지의 단절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용과의 단절이

고 다른 하나는 형태와의 단절이다. 먼저 표면적으로는 원생의 자연을 흉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설계된 형태는 자연에 가깝지만 구현의 방법과 

내용에는 생태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형태의 객관적 근

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태적 변화에 형태가 의존

하는 경우이다. 생태 프로세스 중심 설계가 이에 속한다. 생태 프로세스 중

심 설계는 생태학의 특성인 정해진 공식이 없는 결과의 예측 불가능함을 조

경설계에 적용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태적 맥락화를 통해 조경의 형

태를 완성시키려 하였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개념의 구현까지 걸리

는 긴 시간은 이용자가 설계에 담긴 함의를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고, 

이러한 공감대의 부족은 생태적 조경설계가 일반적인 풍경화식 경관의 반복

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조경설계가 가진 생태적 

함의를 알기 어려우며, 경관의 고유성과 다양성은 감춰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적 조경설계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틀로 ‘매체’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매체 이론가 마샬 맥루한은 “매체가 메시지다”라

는 제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매개로서 매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매체는 전달과 인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

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그 범위로 하며, 매체의 형식은 내용에 영향을 미쳐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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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에서 매체는 표현을 위한 모든 조건을 뜻한다. 설계 과정에서 설

계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필요로 하며, 이에 수반

되는 것들은 설계의 매체이다. 맥루한의 제언에 따르면 설계 매체는 표현을 

위한 모든 유무형의 지식 조건을 포함한다. 조경설계에서의 생태성 확보를 

위해 설계가가 사이트의 생태적 제반 사항들을 고찰하여 설계에 적용할 경

우, 생태는 설계의 적용과 물리적 구현을 연결하는 매개인 매체로서 역할 

한다. 본 연구에서 생태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

로 정의한다. 

생태가 매체로서 역할하기 위해 다음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설계에 적

용된 생태가 구현된 형태와의 일치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이다. 설계가가 인지한 지역의 환경 가치가 설계의 물리적 형태의 표현으로 

이어져 이용자가 이를 전달받는다면, 이 경우 지역의 환경 가치인 생태는 

커뮤니케이션 매개인 매체로서 역할한다. 일반적 경관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조성된 경관과 의미 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조경

설계는 경관 – 설계가 -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조경설계에서 설계가 가진 내용의 인지는 형태를 통해 보이는 시각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역이 가진 환경 가치의 가시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몰랐던 지역의 생태적 맥락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하며, 이 과정에서 

경관이 지닌 생태가 일상생활로 전달되는 연결성을 갖는다. 가시화된 생태

를 통해 이용자는 설계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를 알 수 있으며, 현대

조경설계 몇몇의 사례를 통해 생태를 설계언어로서 인식하고 구현하고자 하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고유의 환경 가치를 설계 매체로서 인식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과정

은 설계가에게는 생태를 통한 미적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이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경관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대지와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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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경관과 이용자

는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 과정에서 설계가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조경설계는 경관이 지닌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조경설계는 삭막한 도심에도 그 내면에는 잠재된 고유의 생태성이 있음을 

드러내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매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은 미래의 생태계를 위한 가능성의 팔레트이며, 조경가들은 이

러한 변화의 양상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포용하며 이를 보다 유연하고 민

감한 방식으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적응시켜야 한다는 니나-마리 리스터의 

말은 조경에서 생태가 커뮤니케이션의 매개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

다.141) 또한 설계가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형태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생각의 

전달을 위해 다양한 이론적·기술적 제안이 가능한 창조적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를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조경설계를 통해 생태적 가치

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

의 삶에서 ‘생태’는 환경 가치의 앎이고, 생태적 설계는 환경 가치의 미

적 추구이다.

141) Nina-Marie Lister,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라
지 파크』, pp.49-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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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logy as Media in Landscape Design

Ahn, Jinhee

Advised by Prof. Pae, Jeong-Han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wareness and application of ecological landscape design are being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s. The growing interest on environment

makes landscape architect to represen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As to reflect this, ‘ecology’ has been used to support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

concerning how to reveal ecological quality in landscape design. It

became a matter to hinder possibility of aesthetic creation in

landscape design. As a result, landscape design eliminates a various

of forms and standardizes landscape like imaged nature. After that,

the strategy of ecological design has been changed aa perception on

eco-system changes. Design oriented Ecological process was expected

to earn objectivity of landscape form by precise understanding about

ecology. But it takes long time until concepts appear, so strategy was

cannot connected to perception of people or removed by the

interested party. In this case, also ecological landscape desig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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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ed out to typical picturesque landscape.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diagnose the

absence of communicating concerning Ecological Landscape Design

and the present state to the disappearance of the uniqueness of

landscape due to the absence of an alternative form, secondly, to find

out dire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ecological design and people.

This study i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sprawl of unexplained

ecological perspective and the design form determined by

non-deterministic nature of ecosystems has rather sites hidden

ecological meaning. This notion is considered to be needed the

direction of the subsequent landscape design to study and modify it.

For this study, I proposal ecological design strategies shown legibility

is needed, and in order to lend support to this claim, I present a

framework to explain ecological design and classify it.

For integrating of aesthetic realization through ecology and design,

in other word, as strategy to express ecological meaning, ecology has

possibility and signification when it function as ‘media’ instead of

‘elements’ in landscape design. Media theorist Marshall McLuhan‘s

proposal, “Media is message” emphasized the part of media as

communication agency. Media is ranged of all conditions that enables

communication through transmission, and the form of media affects

contents, so eventually contents and forms are closely connected.

Two facts which media contains can be applied to the media of

Landscape Design. Media in landscape design mean all conditions

that enable communication through expression. Landscape design is

undergoing a process of site exploration for basic research, and study

for gathering data, and next, it will be conducted that a process of

design for applying the concept and construction of the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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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n this process, of all tangible or intangible knowledge of the

designer’s notion is implemented as media for design. Also, if we

apply consideration of the site’s ecological matters to design, ecology

will be functioned as media connected to application through design

and physical materialization. When ecological quality that designers

have learned get connected to the design and let people know it,

ecology will be function as media in Landscape Design. And all these

communications become possible by visibility of design forms. The

process of the ecology becomes visible is the important strategic point

in the way that it enables the quality of media to connect contents

and forms.

In this study, the term ‘ecology’ is defined as ‘indigenous

environmental values that distinguished from other regions’. This

definition is being reflected characteristics of ecology, unlike other

science, that has fixed formula or law, appeared from landscape. And

landscape appears a variety of visual value according to the

geopolitical location. It is the important features ecology has. Visibility

of environmental values makes an opportunity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ecological context of the region. And in this process,

creation of a regional identity through ecology becomes possible.

Above all, it is the chance to critical examine the non-deterministic

forms that being pursued by design oriented ecological process.

Through visualized ecology, people can see the main value that

designer emphasis, and ecology that environmental values thus

function as media which communication agency.

Selected and classified landscape design on the basis of the

indigenous environment values specify the process that ecology

function as media in landscape design. Landscape Design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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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by ecological quality it present, and grouping of design has

followed by ‘layer cake’ Ian McHarg proposed. Class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design through layer cake which consist of words

reminded easily visible like ‘topography · geological features · soil ·

hydrology · vegetation · wild animals · climate’ clarify the leading

environmental values landscape design has. And finally, study

findings indicate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is experiencing a disconnection

between contents and forms, so this is required for consideration.

Because separation go back to the typical picturesque landscape, as a

result, the ecological implications of the site is hidden. The match

between content and form would be possible when designer’s ecology

is transmitted to the form. Also in this process, all of ecological

conditions that designers have learned work as media.

Second, the process that designer cognizes the environmental value

and applies to design is a design challenge enables aesthetic diversity

through ecology. Also, this process offers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earth through diversity of landscape, and it arrange places that

can be known the environmental values of a region.

A way of looking ecology as media will be able to give various

possibility for ecological communication in landscape design. In our

lives, ‘ecology’ is the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values, and

ecological design is the aesthetic practice for environmen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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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 Ecological Landscape Design, Media, legibility of forms,

Regionality, Environmental values

student No. : 2011-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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