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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원박람회는 정원을 문화 콘텐츠로 하는 메가 이벤트로써 도시녹지체계의 

확립, 도시 이미지의 쇄신 등 도시재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 나

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정체성 재발견, 커뮤니티 활성화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원박람회가 도시에 미치는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메가 이벤트 장의 

사후활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의 정원박람회는 지속적 이용에 대

한 적절한 전략이 부재하거나 계획에서부터 설계까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

어지지 않거나 박람회 폐장 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한 데

서 기인한다고 본다.

정원박람회장은 일회적인 기능을 하는 이벤트의 장이 아닌 계획 단계에서부

터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 재생의 인프라로써 기대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정원박람회장의 지속적인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원박람회

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활용계획을 반영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설계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속성과 일상성의 측면에서 정원박람회라는 이벤트 

장소와 이후 공원화된 장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사

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박람회의 이벤트 당시와 이후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정원박람회장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원박람회가 갖는 기능적 요소와 요구되어지는 공간 프로그램들이 공

원화되는 과정에서 이후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고찰한 후 통합적인 마스터플랜

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상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정원박람회 

공원은 일상적 정원 활동 및 실험을 촉매하는 역할을 하며, 보전공간을 확보

함으로써 생태계를 복원하고, 다양화시키는 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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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면적 451,432㎡(136,558평)이다. 대상지는 1989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

하여 1994년 매립이 종료되었다. 이후 사후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

되었고 2016년 경기도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도권 내 최대 규모의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원 관련 산업과 교육의 적절한 거점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으며 주변의 풍부한 습지 생태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박

람회 공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

대상지의 현황, 주변 습지 생태의 유기적 연결, 사업의 연계를 기반으로 정원

박람회 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공간과 주변 습지와 대상지의 매립지 생태

를 보전하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기능적으로 정원박람회 구역, 주제정원구역, 

보전구역(자연천이구역, 관리천이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설계의 전략은 첫째, 정

원박람회장의 전시, 홍보, 판매, 교육 등의 구역들은 시설 및 공간의 ‘철거, 변

용, 존치’의 과정을 거쳐 공원화 과정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였다. 둘째, 주제정

원구역은 보는 것으로써의 감상의 정원을 넘어서 ‘실험’과 ‘참여’라는 키워

드로 프로그램 및 공간이 연계되는 거점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보전구역

은 오랜 시간 존치되면서 형성해 온 자연 초지 생태를 보전 구역으로 설정함으

로써 다양한 생태가 공존하고 이를 가시화, 다각화하는 정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의 정원박람회장 설계가 아닌 정원박람회 이

후 점진적으로 공원화되는 과정으로써의 설계를 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원박람회 당시와 이후의 프로그램과 공간

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가능하다. 정원박람회의 도시재생이라는 긍정적인 역

할과 함께 일상성과 지속성을 갖는 정원박람회 공원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정원박람회, 쓰레기매립지, 메가이벤트, 사후활용, 지속성  

학  번 : 2013-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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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정원박람회는 정원을 문화 콘텐츠로 하는 메가 이벤트로서 도시녹지체계의 

확립, 도시 이미지의 쇄신 등 도시재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환경 및 이미지 개선, 지역의 정체성 재발견, 커

뮤니티 활성화의 의의를 가진다. 국내의 정원박람회는 고양 꽃 박람회, 안면도 

꽃 박람회의 원예 중심의 박람회에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

기로 정원문화가 결합한 확대된 개념의 정원박람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도 지역축제 형태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서

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 참여의 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정원

박람회는 도시와 시민에게 선 기능을 부여해준다.

그러나 박람회는 특성상 일시적이며 일회적 이벤트이다. 이러한 부지의 지

속적인 이용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 부재하거나 활용에 대한 논의가 계획과 설

계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박람회 폐장 후에 활용방안을 

내놓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대형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투자된 

자본과 시설들의 방치는 또 다른 산업유휴지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

정원박람회장 또한 사후 활용에 대한 논의는 기본계획에서부터 논의되었지만 

설계 단계에까지 고려되지 못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디자인과 메가 

이벤트로서의 극적인 연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지에 채워 넣는 형식

의 설계를 더 강조해 왔다. 

한편, 경기도는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수 

1) 성종상. “탈산업시대 도시정원의 재발견-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기대와 성공전략,”『녹색전
남』, 2012,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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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도권 내 최대 규모의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

표하였다.2)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는 매립을 종료한 후 2009년 생활체육시설 

(146,806㎡)과 골프장(344,053㎡)을 포함한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

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사업성 저하로 중단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골프장 

조성 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용이 용이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대

체시설을 선호하였으며, 인근의 송산그린시티 내 대규모 골프장 조성계획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판단과 지반안정화를 위해 토량을 확보3) 하는 데 장기

적 계획이 필요한 데서 기인하였다. 안산시에서 진행한 2012년 ‘안산시화 쓰

레기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안산시민의 의식 조사에 따르면 산

책로, 연못, 분수 등을 통한 자연체험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체육시설 중심

의 공원보다 휴양 중심의 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지의 활용에 대한 논의과정 중 도시공원의 계획을 거쳐 

정원박람회장 조성이 가장 효용성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는‘2013년 순

천국제정원박람회’가 가져오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의 브랜드화,  

순천시를 정원의 도시로 내세우는 도시재생의 선 기능으로 작용한 것이 촉매

제가 되었다. 또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는 수도권 내에 위치하여 도심 내 시

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안산시 기존의 공업계획도시에서 생태관광의 도시

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더불어 경기도

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원관련 산업과 교육은 적절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대상지가 필요하다. 즉, 경기정원박람회의 새로운 거점이 되며 해마다 배출

되는 경기시민정원사의 실습 및 활동의 거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원박람회 부지는 이제 더 이상 박람회장이라는 일회적인 기능을 하는 부

지가 아니다. 지속적인 이용 가치를 위해 정원박람회장이 공원화되도록 장기

적인 계획과 설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의  

2) 안산시,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사업 첫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도자료』, (안산시, 2017)

3) 안산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공원화 검토방안 연구보고서』(안산시, 2016), p. 388.
토량 성토비용이 2m에 120여 억 원의 지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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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장과 이후 공원화시키는 계획을 통칭하여 ‘정원박람회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의 정원박람회의 이벤트 당시와 이

후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정원박람회장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대상지 자체의 쓰레기 매립지로서의 

정체성과 주변의 자연 환경적, 사회 문화적 논의들을 종합하여 도심지 내 단

계별 계획과 일상적 가치를 위한 체험과 행위를 고려한 정원박람회 공원 계획 

및 설계를 하고자 한다.

첫째, 단계별 전략에 따른 정원박람회장의 점진적인 공원화 과정이 드러나

는 설계를 한다. 

둘째, 안산갈대습지공원과 농어촌연구원 간척습지의 주변 생태와 안산시 및 

경기도의 정원 관련 사업을 연계한 설계전략을 모색한다.

셋째, 일상성과 지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안산시화 정원박람회 공원의 실

험과 체험을 위한 장, 생태적 보전 공간을 고려한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1> 정원박람회 공원의 개념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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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을 대상으로 일상적,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정원박람회장의 계획 및 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지의 기본적인 이해 및 활용 방안과 사례를 통

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메가 이벤트로서의 정원박람회의 발전 방향 및 역할과 의의를 고찰하

고, 정원박람회장이 공원화되면서 갖춰야 할 요소 및 추구할 방향에 대해 모

색한다. 또한 사후 활용을 고려한 정원박람회장의 단계적 설계를 시도한 사례

를 통해 점진적 조성을 위한 전략을 구축한다.

셋째, 대상지의 광역여건, 설계 대상지의 이해를 통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략 및 설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상지 분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원박람회 공원을 

위한 전략을 통해 설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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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범위

<그림 1-2> 공간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 665-57 (잡종지)에 

위치한 면적 451,432㎡(136,558평)의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이다. 1989년 1월부

터 안산과 수원, 화성 등 인근 8개 시군의 쓰레기를 매립하였으며 1994년 말 

매립이 종료되었다. 이후 20년 사후 관리 기간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16년 2월에 사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 본 대상지에 2011년 완공을 목표로 

374억 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스포츠 레저타운 조성 등을 추진했으나 법적 문제,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 

연약한 지반 문제 등으로 백지화되었다. 이후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도시공원

과는 차별화된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원 문화 진흥과 시민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정원박람회장을 만들기로 결정했다.4)

4) 경기도,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경기도, 
2016),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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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설계의 진행 과정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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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제1절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지의 기본 개념과 활용에 대한 이해

1.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지의 개념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등을 매립하는 방식에는 단순매립, 위생매립, 안전매

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매립은 비위생적 매립이고, 위생매립은 1991년 이

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 방법으로 가장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안전매립은 유해폐기물의 최종처분방법으로 자연계와 완전 차단하는 방법

이다.5) 이러한 매립지는 사용종료 후 안정화 단계를 거치며 다른 용도로 이용

하기 위하여 조기 매립지 개량에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토

양 이용 가능성은 오염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종

료 매립지는 장기간에 걸쳐 분해, 안정화되어 가면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던 것이 감소하게 되며 일반 토양과 유사한 조건의 토양층으로 서서히 변해

간다. 폐기물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분해에 따라 침출수, 가스, 열 등을 

생성시키고 곤충 발생,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다. 물리적인 분해는 폐기물 층

의 함수율 차이, 구배에 의한 물의 확산 및 지중수의 흐름으로 인한 폐기물 

성분의 이동, 폐기물의 파쇄 등이 일어나며 이러한 과정은 폐기물의 성분을 

균일하게 한다. 화학적 분해는 가수분해, 용해, 침전, 흡착, 이온교환 등이 있

으며, 매립지의 폐기물 분해 초기에는 pH가 낮아 산성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

에 금속산화물, 탄산염 등 무기물의 용해가 촉진된다. 생물학적 분해는 호기성

과 혐기성 분해로 구분된다.6)  

5) 이제근외 6인,『환경과학개론』. (파주 : 동화기술:, 2013), pp. 173-77.

6) 김석구외 4인, 『사용종료 매립지의 조기활용을 위한 개량기술 개발(1차년도)』. (고양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999), pp.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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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지의 안정화를 위한 토양 개량 공법

사용 종료 매립지의 개량 기술에는 오염물질을 고립화시키는 기술, 오염물

질을 본래 위치에 둔 채로 처리하는 방법(in-situ treatment)과 오염물질을 지

상으로 끌어내 처리하는 방법(ex-situ treatment) 등이 있다. 오염물질 차단공

법의 경우 토양 내에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의 확산 및 이동을 차단하는 

것으로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법 적용 시 과다한 비용이 드

는 단점이 있다. 현장 내 처리기술의 경우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안정화 기간

과 처리 방법이 다르며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가스 발생 등 안정화까

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안정지반을 기대할 수 없다. 우수침투 차단을 통한 

침출수 발생 방지, 매립지 가스의 표면 누출, 해충, 설치류의 서식 방지를 위

해 최종복토가 필요하며 악취,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시설의 우선적 설치와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장 외 처리기술은 굴착하여 전처리 후 부지 

내에서 위생적으로 재매립하거나 굴착한 폐기물을 다른 부지로 이동시켜 바로 

위생매립 처리하는 방법으로 굴착 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따른다. 이러한 

매립지 안정화 공법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경제적인 공법을 선택하여 적용해

야 하며 새로운 공법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7) 비위생 매립지의 개

량기술 공법은 다음 [표 2-1]과 같다. 

7) 같은 책, pp.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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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오

염

물

질 

고

립

화

기

술

지표수 차단 공법

- 지표수의 차단을 위한 것으로 침출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데 필수적이므로 복구 작업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오염지역 주변에 배수로 설치하는 한편 매립지 상부의 라  

  이너는 점토나 synthetic liner 이용

차폐벽을 이용한 

고립화 공법

- 지하수 오염 통제를 위해 차폐벽 설치하는 방법으로 오염  

  물질이 포화수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불투수성 차단  

  벽 방법(impermeable barrier)과 지하수를 통과시켜 지하수  

  내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투수성 반응  

  벽(permeable barrier)방법이 있음

- slurry walls, grout curtain, sheet piling, 반응벽 공법 등

현장유리화(in-situ 

vitrification) 방법

- 현장에서 유해폐기물 전체를 유리화시키는 방법으로 방사  

  성 폐기물에 적합한 기술

고형화 및 안정화 

공법

-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결합재를 혼합하여 물리적 성질을   

  개선 및 변경하여 유해물질을 고형화시키는 방법

다짐 공법
- 매립시 폐기물층의 다짐, 일일복토재 및 중간복토재의 다  

  짐, 점토차수재 및 최종복토재의 다짐 등에 쓰임

현

장

내 

처

리

기

술

생물학적지중처리 

공법

- 오염된 지하수층에 미생물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주입  

  하여 지중에 생물활성대를 형성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화학적 처리공법

- 오염물질을 무해화하거나 독성과 이동성을 저감시키는 방  

  법으로 화학적 산화, 환원 반응, 탈염기 반응, 중합반응 등  

  이 있음

물리적 처리공법

- 폐기물을 재활용, 부피 감량 등의 공정을 거치는 기술

- 연직배수 복원, 지반 파쇄, 플라즈마, 스팀 주입, 전기 저항  

  에 의한 열 공법 등이 있음 

현

장

외 

처

리

기

술

오염된 지하수 양

수처리공법

- 지하수를 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본래 지하수의 흐름  

  을 변하게 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음

굴착 자원화공법

- 오염된 지역의 폐기물 혹은 토양을 굴착하여 제거하거나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이 소량 존재하거나 오염 면  

  적이 적을 경우 효과적인 방법

[표 2-1] 비위생 매립지 개량기술 공법 

자료: 사용종료 매립지의 조기 활용을 위한 개량기술 개발(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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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종료 매립지 안정화 시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식재 시 고려 사항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지는 구조적인 제약, 주민들의 보상 대책으로 공원 등 

녹지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반 침하, 발생 가스, 침출수, 지반

의 지지력, 지중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1) 침하

폐기물의 침하는 폐기물의 적재하중에 의한 지반 침하량, 폐기물 자체의 부

패, 분해에 의한 수축 침하량이 있다. 전자는 압밀이론에 의해 침하량 예측이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 사전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식재 시 극단적인 불균등 

침하와 배수 등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재를 해야 한다. 특히 지

반 침하에 대한 복구공사를 대비하여 일반적인 녹지 정비에 비해 조성 기울기

와 배수 물매를 크게 두는 등 고려가 필요하다. 매립지 안정화에 기인하는 침

하는 기계적 압축, 침투, 물리화학적 공정, 생물학적 공정, 상호작용 5개의 메커

니즘으로 발생한다.8) 시간에 따른 매립지 침하곡선은 다음 <그림2-1>과 같다.

<그림 2-1> Hubbardston 매립지 침하곡선 

자료 :　서민우외 3인(2000). 폐기물매립지의 침하거동 및 조기안정화 기법

8) Aoshima, Toshihiro,  自然再生とひとにやさしいエンジニアリング, 오구균 외3인 (역), 『자연재생과 
환경정비를 위한 생태조경공학』(서울 : 광일문화사, 2008). p.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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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립지가스

매립지가스는 주로 유기성 폐기물의 생물학적인 분해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

며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는 매립가스를 발생하게 된다. 녹지화 할 

경우 매립지가스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지에서 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매립 후 경과 연수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는 토양 중에 

확산될 경우 토양 중의 산소 농도를 낮게 하여 식물의 뿌리가 질식 상태가 되

며 식물의 생육불량, 고사의 원인을 유발한다. 식재에서 메탄가스 대책은 복토

의 토심을 두껍게 하는 것보다 메탄가스가 복토 층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폐기물 층과 복토 층 사이에 점토층이나 시트 등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쇄석 층을 만들고 가스유도관을 매설하여 발생가스를 

지표로 유도하여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의 매립가스의 메탄가

스는 전기에너지로 생산하여 대체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9)  

(3) 침출수

매립지에 발생되는 침출수는 매립지 폐기물의 특성, 매립연한, 강우 특성, 

토양의 투수성과 흡착 특성에 따라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의 미생물군

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습기가 축적되는 시간을 거쳐 매립지는 호기성 분해, 

유기산 형성, 메탄 생성기, 메탄 발효 안정을 거쳐 안정화가 진행된다. 침출수

는 공원 조성 등 녹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매립 후 침출수 

저류지로 인한 경관 상, 환경보전상의 문제가 있다. 침출수처리시설의 유지관

리비 저감을 위해 쓰레기 층과 최종복토 층 사이에 방수시트 등으로 차단 층

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호기성 매립의 경우 매립종료 2년 후 침출수가 

완전히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10)

9) 같은 책, pp. 448-70.

10) 같은 책, pp. 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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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반지지력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지반특성이 다르며 분해성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문제

가 된다. 매립지반은 안정화된 후 식재를 하면 큰 지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

만 건축물 건설 시 지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11)

(5) 지중온도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열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중온도는 깊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중온도의 영향으로 지피식물이 고사한 기록이 있으

므로 실험식재의 실시 및 적절한 정비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12)

사용 종료된 매립지에 표면층은 사용 목적에 따라 토양, 자갈, 콘크리트 등

으로 처리하게 된다. 복토 시 식물종의 선정은 표면층의 상위 요소로써 선택

될 때 식생의 안정화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교목과 관목의 사용은 

뿌리가 배수층과 장벽층에 침투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절한 선택 

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외장시스템은 사초류를 파종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사초류와 낮게 자라는 식물은 다양한 기후에 적절하다. 또한 식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파종의 시기 또한 중요하다. 식생층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지역적으로 적응 가능한 다년생 초화류의 구성, 

둘째 내건성, 온도 최대성을 견디는 식물, 셋째 배수 또는 장벽층에 침투하지 

못하는 뿌리를 가진 식물, 넷째 최소영양공급 시 저영양 토양에 견디는 식물, 

다섯째 토양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식물밀도를 가질 것, 마지막으로 저

관리에도 생존할 수 있는 식물종이어야 한다. 또한 재식을 위해 최소 150mm로 

복토해야 하며 양질토의 토양입자를 사용해야 한다. 최종 경사는 최소 3%로 토

양침식의 최소화 과정에서 유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사도의 5%를 넘을 시 침식방지재료의 사용이 요구될 것이다.13) 

11) 같은 책, pp. 448-70.

12) 같은 책, pp. 448-70.

13) Rovert M. Loerner, David E. Daniel, Final Covers for Solid Waste Landfills and Abandoned Dumps (London : T. Telford, 199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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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레기 매립지의 공원화 활용 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월드컵공원

국내 월드컵공원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70만㎡의 면적(하

늘공원: 19만 ㎡, 노을공원: 34만 ㎡, 평화의 공원: 약 44만 ㎡)을 가진다. 난지

도는 1978년 3월부터 1993년 3월까지 15년 동안 9,200만㎥의 쓰레기를 매립해

오다가 월드컵경기장 조성으로 인한 주변 환경 정비 및 상암 신도시의 공원조

성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난지도 생태복원사

업은 매립지 안정화 사업과 월드컵공원 조성으로 구성된다. 안정화 공사는 침

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과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지 

상부에 초지를 조성하는 상부 복토화 작업, 유해가스를 모아서 처리하는 가스 

처리, 매립지 경계부 환경을 관리하는 사면 안정 처리 등 크게 네 가지의 처

리 방법이 적용되었다. 월드컵 공원은 5개의 공원으로 구분하여 조성되었고 

쓰레기 산에는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지에는 평화의 공원, 난지천 공원, 난지

한강공원이 조성되었으며 각 공간은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전체가 통합

되도록 유기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설계되었다. 주된 계획개념은 ‘상호 공존 

및 공생’이었으며 토지 이용은 능동적 활동지구, 환경재생지구, 자연생태지

구, 지역시설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하였다. 그 중 하늘공원은 쓰레기 매립지

의 버려진 땅이 다시 태어난다는 취지로 ‘자연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표현

하기 위해 척박한 땅의 초기 식생인 초지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억

새, 질경이 등의 자생 초종과 수크령, 토끼풀, 망초, 달맞이꽃 등의 귀화 초종

을 이용하여 초지로 조성한 후에 생태적 천이 과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초지 

천이에 대한 교육 및 환경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정화 공사 시 

차수층 상부의 가용 토심이 60cm로 지반이 불안정하여 교목 식재 및 구조물 

설치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공간의 구성은 초기 생성의 초지류 위주의 공원

인 억새·띠 초지(41,000㎡), 메밀·해바라기 초지(20,730㎡), 낮은 키 혼생 초

지(47,600㎡), 암석정원(3,670㎡)으로 조성되었다.14) 또한 노을공원은 기존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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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였던 친환경 골프장에서 시민들의 반대로 캠핑장, 어린이놀이터, 조각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재개장하였다. 바람의 광장과 노을광장은 전망공간으로, 생태

연못과 야생 화단은 생태 환경으로 토지 안정성을 높이고 야생동물의 서식처

로 기능한다.

당초 난지도는 초지와 논밭이었으며 이를 회복하고자 수목과 초본식물을 식

재하였다. 자연적 회복력을 반증하듯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지 1년 후인 1994

년에 24과 89종의 식물이 발견되었으며 월드컵공원 조성 이후에 꾸준히 증가

하여 2010년의 식물 수는 95과 502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공원 

조성 당시 100여 종의 식물을 식재하였으나 나머지 400여 종은 귀화식물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으로 열악한 생육환경에 적응력이 강한 귀화식물들이 독

특한 매립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자연 천이가 진행되면

서 귀화식물의 종류가 점차 감소하고 약 100여 종이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난지도가 월드컵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새, 곤충, 양서류, 어류, 포유류 

같은 동물의 서식도 늘어났는데 이는 주변지역과 한강, 불광천, 홍제천, 향동

천 등의 생태통로로 기능한 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15) 

이와 같이 상호공존 및 공생이라는 계획개념에 부합하는 자생식물과 귀화식

물을 이용하여 자연 초지생태계를 확보함으로써 종 다양성을 유지하며 시민들

에게 휴식의 장을 제공한다. 

<그림 2-2> 월드컴공원 전체조성도 <그림 2-3> 하늘공원 <그림 2-4> 노을공원

자료: 월드컵공원 웹사이트

14) 유기영 외 2인,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난지도 생태공원 복원』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4), pp. 74.

15) “서울정책아카이브 웹사이트,”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 (검색일 : 201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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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구수목원

대구수목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44,630

㎡이다. 1985년 8월에 조성되어 1990년 4월 30일에 410만 톤의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였으며 시민들의 자연학습과 여가 공간 확보, 향토자원식물의 종 보전, 

지역의 경유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형 수목원으로 조성하였다. 

기존의 대상지는 포장이 거의 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멸종 또는 희귀종의 

출현은 없었으며 생태적으로는 김의털, 강아지풀, 방동사니, 닭의장풀 등 30여 

종의 초본류가 우점종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목, 아교목, 관목류는 부재하며 인

위적 식재에 의한 포플라 군락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대구수목원 조성 시 

대구 경북 지방의 자생식물 700여 종을 군락 단위로 복원 식재하였으며 환경

부 지정 희귀종 및 멸종 위기 종 중 깽깽이풀, 삼백초 등 10여 종 현지 외 보

전 지역으로 복원하였다. 또한 약초원, 활엽수원, 침엽수원, 화목원, 괴석원, 

죽림원, 야생화원, 방향식물원 등 21개의 테마를 가진 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목본류 450종, 초본류 1,300종 등 총 1,750 종 450,000본의 식물을 전시하고 있

다.16) 실내 전시실로는 선인장 온실, 분재원, 수석·야생화사진·식물종자전시

실, 산림문화전시관 등이 있다. 대구수목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 

후 변화 과정을 기록화하며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조성

하였다. 

대구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지 사용종료 후 조성된 도심형 식물원으로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그에 적절한 수종의 선택, 공

간 구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복원이라는 개념 하에 자생식물, 희귀종 수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16) 환경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수목원(생태복원 우수사례)』, (환경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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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프레쉬 킬스

프레쉬 킬스는 미국의 뉴욕시 스테튼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8,903,084㎡ (약 2200ac, 그 중 매립지는 약 1,000ac)으로 1948년부터 시작

하여 2001년 최종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였다. 2001년 설계 공모를 통하여 

2003년 Field Operation의 설계안이 최종 우승하였으며 2006년에 마스터플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기본프레임은 프로그래밍, 야생, 동선의 개별적 시스

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또한 프레쉬 킬스는 다섯 개의 주요 지역인 

The Confluence, North Park, South Park, East Park, West Park로 구분된다. 

The Confluence는 공원의 여가문화의 핵심 지역으로 수변시설 및 활동이 주

가 된다. North Park는 단순하고 거대한 매도우, 습지, 개울의 자연생태지역이 

특징이며, South Park 대규모 자연지 역과 활동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East 

Park는 Richmond로와 West Shore 도시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공원으로 경관

도로의 기능을 하며 자연교육지역으로 작용한다. West Park는 911 회복을 위

한 기념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17) 프레쉬 킬스는 ‘Growing’공원으로서 단계

적 전략은 4가지의 목표를 가진다. 첫째는 접근성과 동선을 제공하고, 광역 기

반의 활동적 사용을 기반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생성하고 투자

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둘째는 탄탄하고 유동적인 경관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다. 셋째, 실행 중인 사용종료 매립지의 단계적 조성과 실행을 조직화하며 넷

째 공원 개발의 30년의 기간 동안 대중의 참여와 함께 꾸준하고 지능적인 성

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단계별 조성계획의 1단계는 진행 중인 공공공간

의 점진적 개방으로 접근성과 동선의 계획,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2

단계는 프로그램 계획과 생태적 자원을 고취시키고 시민과 단체의 공공투자는 

친환경 골프장, 원형극장, 문화교육센터 등 공원의 새로운 시설조성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3단계는 면적의 확장은 공공에게 공원의 새로운 이용을 지원하

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그램 지역의 강화, 복잡한 자연지역의 야생 서식지의 

17) “프레쉬 킬스파크 웹사이트,” http://freshkillspark.org/the-park/the-park-plan (검색일 : 201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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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프레쉬 킬스는 쓰레기 매립지의 공원화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

계적 계획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단계별 조성을 통해 공간과 프로그

램, 시스템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조성되며 시민들의 레저와 활동으로 확장되

는 지속 가능한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프레쉬 킬스의 단계적 조성계획 내용은 

다음 [표 2-2]와 같다.

<그림 2-5> 프레쉬 킬스 전경 <그림 2-6> 프레쉬 킬스 마스터플랜 

자료: 프레쉬 킬스 파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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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Phase 1.

• South Park, North Park, Creek Landing and the waterfront area of the Point 
• Park drives through the site 
• Local perimeter improvements, including park entrance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t the Travis neighborhood park, Arden Heights neigborhood park and the eastern 

edge of East Park along Richmond Avenue 

•  Public paths and trails associated with the above 
• Early “generator” programs and settings for nonprofit and commercial 

initiative (Creek Landing) 

• September 11 earthwork monument as a destination feature  

• Signature bridge completing the loop and establishing the site gateway 

• Buffers around waste transfer station 
• Morphing timelines: energy art installation and Richmond Avenue early-access 

berm trail and overlooks  

• Process of ecological transformation under way and visible

Phase 2. • East Park 
• Public space and habitat signifi cantly improved in the Confl uence, South Park 
and North Park  

• Range of nonprofi t and commercial ventures built and animating program areas  

• Paths, trails and boatways extended and diversifi ed  
• Larger natural setting for the parkland taking shape  
• Public investment in natural areas beginning to promote larger private ventures 

Phase 3. • West Park, Arthur Kill edge and the Point public landscapes signifi cantly 
expanded  

• All park areas and programs built out and active  

• Some early program areas and circulation routes adapted for new uses 

• Continued wildlife and habitat enhancement 

• Lifescape resilient and evolving, with full public involvement

[표 2-2] 프레쉬 킬스의 단계적 조성계획

자료: FIELD OPERATIONS(2006). FRESH KILLS PARK: LIFESCAPE DRAFT MASTER PLAN. THE CITY OF NEW YORK. pp.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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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벤트의 장 및 일상의 장으로서의 정원박람회 공원 이해

1. 이벤트의 장으로서의 정원박람회 공원의 이해

(1) 메가 이벤트의 장으로서의 정원박람회의 개념과 발전 양상

메가 이벤트는 동시대 관람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으로 중요시하

는 콘텐츠를 전시 교류하는 대규모 문화 이벤트를 말한다. 이벤트의 장으로서

의 정원박람회는 두 가지 갈래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 및 

자연에 대한 인식 고취에서 비롯되어 정원박람회로 발전된 형태와 지역적 차

원에서의 원예, 정원 관련 작품의 전시와 교류를 위한 정원박람회 형태이다. 

전자의 경우, 당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전시하고, 교류하는 목적의 Expo가 

20세기 후반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취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1990년 오사카 ‘꽃과 녹음 박람회’가 통해 메가 이벤트로서의 정원

박람회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1827년 최초원예협회의 

탄생 이후 1829년 필라델피아 원예협회가 지역적 차원에서 원예작품을 전시하

던 것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화훼뿐 아니라 정원까지 내용을 확

장한 정원박람회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18) 이러한 정원박람회는 시대

적 흐름에 따른 공통적인 양상보다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독자적인 형태와 

특성에 맞춰 발전해 왔다. 

독일의 경우 1897년의 드레스덴 정원박람회와 1896년 함부르그 국제원예전

시회를 시작으로 원예전시가 아닌 지역 발전, 생태적 재개발 등 사회적 이익과 

연계시키는 형태로 특징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갔다.19) 영국은 Kensington에

서 1862년 Royal Horticultural Society Great Spring Show를 시작한 이후, 부지

를 Chelsea의 Royal Hospital로 옮겨 1913년부터 매해 개최하기 시작하여 현재

의 Chelsea Flower Show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 정원박람회의 특징은 

18) 이세영『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계획 :용산 미 8군 기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p. 9.

19) 같은 책,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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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통정원을 전시 및 홍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는 유럽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된 경우로 화훼 중심보다는 정원의 전시가 우

선이었으며 1992년 쇼몽정원박람회가 시작이었다. 프랑스의 정원박람회는 정

원을 예술작품의 한 분야로 바라봄으로써 작가들의 실험적 시도 및 개인의 예

술적인 감각을 우선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원예가협회(AIPH)에서 

공식 등록된 박람회인 1990년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박

람회를 시작하였으며 일본은 단순한 화훼와 정원의 전시 형태로 이어지다가 

생태 복원, 지역 발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나갔다. 

국내의 경우 19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와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시작

으로 원예중심의 전시와 상업적 교류를 위한 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이라는 문화를 담는 박람회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를 계

기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의 정원, 체험을 

강조하는 지역적 축제의 정원박람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2) 이벤트의 장으로서의 정원박람회의 의의 및 역할

정원박람회는 메가 이벤트를 통해 대표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화, 지

역문화 및 경제의 활성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현재 정원박람회는 도시 재생

의 관점에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역이미지를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도시의 새로운 성장으로의 전환의 계기를 가져온다.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

회에서 경험했다시피 순천을 정원의 도시라는 기치 아래 지역의 정체성을 뒤

바꾼 점을 들 수 있다. 메가 이벤트로서의 정원박람회의 의의 및 역할은 경제적, 

관광·상업적, 물리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21 -

■ 지역 경제 활성화

정원박람회의 이벤트 수익 및 관광 수익이 개최 지역 내에서 순환되고 이용

되면서 소득 증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이점

이 있다. 또한 원예 및 정원 관련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수출 증대 및 홍보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도시환경 및 이미지 개선

정원박람회의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근대화 과정에서 파괴된 환경과 

불량한 경관을 회복시킴으로써 관광 산업을 촉진시키고, 더불어 지역의 잠재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의 정체성 재발견

정원박람회를 통해 지역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재발견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해당 지역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지역주민

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정원박람회 중 개최되는 이벤트와 프로

그램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다. 

 ■ 커뮤니티 활성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정원박람회의 시민 참여를 이끌

고 전문가의 교육 및 전시를 통하여 시민과 교류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

는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정원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정원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메가 이벤트 혹은 지역의 축제가 도시에 주는 유산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다.20) 이러한 잠재 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을 바탕

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설계에 이러한 계획이 잘 반영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0) 최환석. 『메가이벤트 사후활용 방안』(한국관광공사, 201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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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가 이벤트 이후 정원박람회장의 활용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규모 부지였던 산업시설 유휴지, 쓰레기 매립지 

등은 다양한 활용을 위해 새로운 설계 접근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이에 따

라 대규모 부지에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

벤트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은 기본계획 시 사후활용에 대한 계획을 필수로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간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생략된 

시설의 기능상의 변용 또는 존치 계획, 계획과 설계 사이의 간극, 관리와 운영

에 대한 모호한 계획은 또 다른 유휴지를 남길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

최되었던 여수박람회장,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대한 미흡한 대

처로 인해 방치되고 뒤늦게 활용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시설의 노후 및 예상치 

못한 초과 관리 비용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원박람회 이후의 공간과 시설들은 해체되고‘토지(grounds)’는 새로운 성

격을 가진‘풍경(landscape)’으로 변화한다.21) 즉, 이벤트의 장으로서의 프로

그램화 되고 계획된 공간은 더 개방적인 일상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메가 이벤트의 장은 시설의 용도 변경, 택지의 활용 등 다양하게 활용 방안이 

논의되지만 특히 정원박람회장은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픈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러므로 정원박람회 이후 공간계획에서

의 진화해 가는 개념과 축제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특성들은 미

래의 정원박람회 장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축제의 일시적인 성격이 정원 디자인과 공공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정원박람회 기획의 효용성, 시장 분석을 기반으

로 한 전시 마스터플랜의 긍정적 효과의 여부, 대상지의 사용 후 및 기존의 

계획 정책의 상관관계, 일시적 경험 또는 영구적 어메니티의 관점에서 바라보

는 정원박람회의 시각 등이 있다.

21) Theokas, Andrew C, Grounds for Review : The Garden Festival in Urban Planning and Design 
(Liverpool : Liverpool University Press , 2004).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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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성의 장으로서의 정원박람회 공원의 이해

정원박람회가 개최된 공간은 이후 일상의 공원화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메가 이벤트라는 전략적인 이행을 거쳐 정원박람회 부지는 광역도시의 일

부분으로 포함되면서 특색 있는 도시공원으로써 도시개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원을 통하여 일상화된 공간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시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도시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여가

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

공원의 기본 요소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를 넘어서 정원이라는 문화 컨텐츠가 

남긴 공간에 ‘감상의 장’에서 정원 가꾸기라는‘체험의 장’으로의 가치가 강

조된 지역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장으로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또

한 대상지의 환경과 생태를 강조한 계획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적 측면

에서 통합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접근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원박람회 공원은 일시적인 이벤트의 장인 박람회 부지에 공원이라는 일상

성을 부여하여 지속 가능한 부지의 활용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

원박람회 공원은 비일상에서 일상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속적인 것으로 옮

겨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원박람회 공원에 정원이라는 물리적, 문화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일상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정원의 공공성과 실천

적·참여적인 기능22) 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능은 도시공원의 

시민 참여적 기능의 강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도시에서의 정

원은 가드닝을 통한 참여가 중시되는 장소이며 나아가‘공동체적 삶을 회복하

는 장소’로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23) 이에 따라 정원박람회장의 공원화에 

참여와 체험의 장이 강조되는 장소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원박람회 

공원은 그러한 문화를 한데 모은 집합체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과학적 실험

과 체험, 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22) 심주영, 조경진.“도심주거지에 나타나는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에 대한 고찰 - 용산구 용
산동2가 해방촌을 중심으로,”『한국조경학회지』,  43(2): 1-12, 2015, p. 3. 

23) 같은책,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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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벤트의 장에서 도시 일상성이 적용된 사례 분석  

1. 정원박람회장의 공원화 사례

(1) 1990년 오사카 꽃과 녹음 박람회에서 점진적 발전을 통한 도시공원으로 변

모한 쯔루미료쿠치 공원

1990년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장인 쯔루미료쿠치 공원은 오사카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박람회를 계기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 중 하나이

다. 면적 약 1,050,000㎡의 쯔루미 녹지(鶴見綠地)는 도심에서 약 8km 떨어진 

곳으로 본래 쓰레기 매립지였으며 사용 종료 후에 공원화가 논의되었고 공원 

조성 후 오사카 부(大阪府)는 이 공원을 완성하는 기념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박람회는 자연을 테마로 한 시설과 디자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박람회의 형태가 파빌리온 형에서 공원 

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중심에 있었다. 또한 박람회는 자연과 인공에 대한 

궁금증의 혼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open-air 극장과 거대한 국제정원에서부

터 자연과 산업의 통합을 전시하는 미래적인 도시경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24) 또한 다음 세대에게 도시계획의 전망을 제시하면

서 환경 엔터테인먼트 개념을 반영하는 여러 장치들을 선보이기도 했다.25) 

1990년 개최를 위해 1986년부터 조성계획에 들어갔으며 계획과정에서부터 박

람회 이후의 박람회장을 도시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쯔루미녹지미래계획간담회’의 주도에 의해 미래 쯔루미 녹지정비 계획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기념 도시공원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26) 박람회 부지가 기

념공원으로 변모해 가면서 기존의 시설이 존속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모되는 

계획을 거쳤다. 박람회 이전부터 현재 공원화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계획 및 

변화과정은 다음 [표 2-3]과 <그림 2-7>, <그림 2-8>과 같다.

24) Theokas, Andrew C, op. cit. pp. 229-33, 262-63
25) 이낙현『世界博覽會의 변천과 韓·日博覽會 特性 硏究』,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대구: 대

구대학교출판문화원2005), pp. 34-6. 

26) 이세영, 앞에 든 책,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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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1986

박람회장 기본계획 1, 2, 3차 협의

박람회 사업실시 1차 계획

전체시설배치 기본설계

1987
기본설계

(원로광장, 식재, 정원/화단, 수경, Sign SF)

1988

전체 시설배치 기본설계

건축/도시계획과의 조정 진행

마스터플랜 책정 착수

실시설계 계획 착수

1989
외국정원 실시설계 착수

세부디자인 조정

1990
박람회 개막

다양한 심포지엄 개최

1991 사쿠야 코노 하나 관, 꽃의 계곡, 꽃 관람석, 츄 오도 오리, 녹나무 통 등 약 23ha 개원.

1992 국제 정원 풍차의 광장, 장미 정원, 대형 잔디, 보라색 정 등 TOTAL 약 66.5ha 개원.

1993 정구장, 승마 원 등 약 82.3ha 개원.

1994 진열 관 홀, 녹색 시냇물 소리, 바비큐 장, 캠프장 등 TOTAL 약 92.1ha 개원

1995 어린이 숲, 물의 관 홀 부속 전시장, 정부 원 철거지 등 TOTAL 약 104.1ha 개원.

1996 어린이 숲 서쪽, 사무실 등 TOTAL 약 106.3ha 개원.

1997 운동장, 부울, 구 기장 등 TOTAL 약 112.2ha 개원.

1998 남쪽 주차장, 자연 체험 관찰원 등 TOTAL 약 115.3ha (91 %) 개원.

1999 西三荘 수로 상단 산책로 (남쪽 반) 등 TOTAL 약 115.5ha 개원.

2000-08 바비큐 장, 커뮤니티 영역 등 TOTAL 약 119.6ha 개원.

2014

6 월 25 일 역전 지역 온천 시설 오픈. TOTAL 약 120.7ha 개원.

4 월 1 일 역 영역 풋살 장, 로손 오픈.

12 월 13 일 역전 영역 도그 런 시설 오픈.

TOTAL 약 121.8ha 개원

[표 2-3] 1990년 오사카 국제 꽃과 녹음 박람회 연도별 계획

자료: 이세영(2006).  쯔루미료쿠치파크 웹사이트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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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오사카국제 꽃 박람회 당시 

마스터플랜  

<그림 2-8> 오사카국제 꽃 박람회 이후 

마스터플랜

1990년 박람회 당시

- 전시, 정원, 플라자, 주차 존이 크게 구분

- 전시와 주차존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지만 

공원화되는 과정에서 축소 및 다양화

1990년 박람회 이후

- park zone의 위치가 다양하고 규모는 축소

- 스포츠 커뮤니티 존이 신설

- 전시공간이 공원, 숲, 필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변모

자료: 이세영(2006).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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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 Floriades에서 원예농업산업의 비즈니스 및 교육 공원으로 변모한 

벤로그린파크

네덜란드 벤로그린파크는 면적 약 600,000㎡로 2012 Florides이후에 원예농

업산업의 비즈니스 및 교육 공원으로 탈바꿈한 사례이다. 2012 Florides 이후 

공원의 약 90 %는 벤로그린파크로 이전되었으며 도로나 공원의 대부분은 공

원의 인프라로 구성되었다. 온실, 레스토랑, 키오스크, 서비스 시설과 같은 임

시 건물은 벤로그린파크에 남아 있지 않고 생산자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원예 

전시회 내에서 재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재사용 개념이 불가한 프로젝트의 경

우에는 혁신적인 재사용을 위해 해체 작업을 거쳤다. 한 예로, 박람회를 위해 

이용되었던 1.5km 길이의 목재로 조성된 길과 600cm 크기의 BeachClub 목재 

테라스는 해체 작업을 통해 목조 주택과 나무 가구로 재활용되었다. 이는 정

원박람회와 벤로그린파크의 통합 마스터플랜 접근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Greenport Venlo는 네덜란드에서 지정된 다섯 개의 그린포트 중 하

나로 공공과 개인 사이의 영역, 과학, 교육, 지역주민 사이에서 농업 분야를 

협력적으로 하는 독특한 벤처단지이다. Greenport Venlo를 중심으로 한 원예

농업산업은 North Linburg 지역의 경제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벤로그린파크

는 Greenport Venlo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원으로 Development Company 

Greenport Venlo (DCGV)에 의해 개발되었다.27) 또한 정원박람회 계획부터 공

원화되는 통합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였으며 자원의 재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정원박람회 당시에서부터 이후의 통합 마스터플랜은 <그

림 2-9>와 같다. 또한 벤로그린파크는 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원예농업산업

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7) “벤로그린파크 홈페이지,” http://venlogreenpark.nl/en/greenport-venlo (검색일: 2017년 03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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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벤로 그린파크 마스터플랜

정원박람회 당시(2012)

- 정원박람회를 위해 조성된 

인프라의 대부분은 공원에 존치

정원박람회 직후(2013)

- 박람회 당시 시설물 철거 및 

프로그램 단순화

- 도로, 임시 건물, 서비스센터 

등의 일부 시설은 해체 작업을 

통해 재활용  

공원으로 변모

- 공원으로 이용하면서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용도로 변환

자료: Venlo Green Park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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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부르크 정원박람회장의 계속적 개최와 존치를 통한 점진적 공원의 확장

함부르크 정원박람회는 면적 약 450,000㎡ 로 1963년부터 약 10년 주기로 

세 차례 개최되었다. 함부르크 정원박람회의 특징은 6개월간 개장된다는 점과 

초기부터 조성되었던 정원박람회장의 정원들을 존치시켜 도시공원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박람회 기간에만 설치되는 실내 전시장 혹은 시설들은 대부분 

철거되지만 기본적인 공원의 틀과 테마정원들은 공원에 남겨 두었다. 또한 함

부르크는 계속적인 정원박람회의 개최로 점진적인 공원 면적의 확대를 가져왔

고 이를 통해 주변의 도시가 함께 성장해 왔다. 국제정원박람회(IGA)는 마지막 

개최 이후 Planten un Blomen, Alter Botanischer Garten(고 식물원), Kleine 

Wallanlagen(작은 성벽), Große Wallanlagen(큰 성벽) 영역이 Wallringpark에 

병합되었으며, 1986년 전체 복합 단지로서 공식적으로 Planten un Blomen이라 

명명되었다. 현재는 glasshouses(1963), Pharmacy gardens(1963), Civil courts(1935), 

Japanese Garden & Tea House(1990), Japanese landscape garden(1998), Rose 

Gardens(1993)의 주요한 정원들만이 남아 있거나 재조성되었다. 또한 박람회장

의 일부는 공원으로써 다양한 공연과 레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했

다.28) 함부르크 정원박람회장인 Planten un Blomen 공원이 3차례의 정원박람

회를 통해 변모되어 가는 마스터플랜은 다음 <그림 2-10>, <그림 2-11>, <그림 

2-12>와 같다. 

28) “plantenunblomen웹사이트,” http://plantenunblomen.hamburg.de/wasserlichtkonzerte/ (검색일: 2017년 05월 10일).
“plantenunblomen 관련 웹사이트,”http://www.saarwolf.com/html/hamburg63.html (검색일: 2017년 05월 10일).

http://www.saarwolf.com/html/hamburg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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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함부르크 정원박람회장 1953년

·범위 : Planten un Blomen

·면적 : 350,000㎡

·전쟁 후 전체적으로 공원의 새로운     

  구성과 확장, 장미정원 등 기존의       

  요소를 보전한 공원

·함부르크 중심에 위치한 유명한 "Planten  

  un Blomen" 주차 시설이 확장되고       

  개조됨

·유리 관측 타워, 열대 집인 Philipsturm

·전시 센터 및 의회 센터와 인접

·IGA 진행되는 동안 지역의 공동 묘지 및  

  공원 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 역과   

  운동장이 새롭게 조성

<그림 2-11> 함부르크 정원박람회장 1963년  

·범위 : Planten un Blomen, Botanical Garden, Small and large wall installations

·면적 : 760,000㎡ 

·동일한 대상지에서 확장과 보수를 거쳐 개최

·남측 공원의 수공간 도입, 북측 공원과  

  다리로 연결, 남서측 외곽에 놀이공간과  

  수변 카페 등 영구시설 조성

·초기 식물원은 온실 조성과 함께         

  확장되었으며 현재 인기 있는 시설 중    

  하나 

·도심 성곽 복원에서 36 개의 테마      

  가든에서 현대식 정원 조성이 주요     

  프로젝트

<그림 2-12> 함부르크 정원박람회장 1973년 

·범위 : Planten un Blomen, Small and large wall installations

·면적 : 760,000㎡ 

·세번째 IGA의 활동의 중심은 이전       

  IGA에게서 형성된 소공원인 Planten un  

  Blomen과 Wall Park였으나 정원박람회를  

  위해 Planten un Blomen의 기존         

  레이아웃 및 특징 재설계

·남측 식물원과 연결하는 동선을 넓힘

·다양한 주제정원에서 레저와 활동      

  중심의 공원시설 조성

·정원박람회의 점진적 확장으로 3.5km에  

  달하는 새로운 시내 그린벨트 계획

·이후 공원은 현대적 취향에 맞게       

  1985년 보수작업을 거침

자료: 이세영(2006), Andrew C. Theokas(2004).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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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박람회장의 프로그램 사례

(1) 쇼몽 가든 페스티벌 

쇼몽 가든 페스티벌은 면적 약 450,000㎡의 프랑스 쇼몽성 일대에서 개최된

다. 공간 구성으로는 크게 역사적 유산지인 쇼몽 성, 전 세계의 새로운 조경의 

트렌드를 전시하는 국제 정원박람회장, 현대 디자인을 전시하는 예술과 자연 

센터로 구분된다. 쇼몽 가든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정원전시, 상설 정원전시로 

구분되며 현대 예술가들의 조각 및 예술작품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정원 및 

실내 전시장에 전시하여 정원과 예술의 융합을 이루는 데 차별점이 있다. 공

간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Stables Canopy, Tropical Greenhouse에서 이

루어지는 쇼몽 가든 페스티벌 정원전시, 빛의 정원, Historic Grounds, Chateau, 

Bee Barn, Stables Yard, Goualoup Park에서 전시되는 현대 설치미술가, 조각

가, 건축가 등 예술가의 상설전시가 있다. 또한 Goualoup Park에서 정원디자

이너들의 상설 정원전시를 하며 Galleries, Historic Grounds, Stables Indoor, 

Bee Barn에서 자연과 연관된 예술, 조각 연중 전시를 진행한다.

<그림 2-13> 쇼몽 가든 페스티벌 지도 <그림 2-14> 쇼몽 가든 페스티벌 전시

출처 : http://www.domaine-chaumont.f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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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햄프턴코트 플라워 쇼 

햄프턴코트 정원은 영국의 RHS(Royal Horticultural Society: 영국원예학회) 

소속 정원으로 RHS 소속 정원들은 해마다 지역 단위, 국제적 단위의 플라워 

쇼를 개최한다. 햄프턴코트는 약 242,811㎡의 면적으로 햄프턴코트 성의 주변 

정원과 공원에서 개최된다. 주요 정원으로는 미로정원, 분수정원, 포도농장, 매

직가든, 키친가든 등이 있으며 구역마다 원예, 정원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플로리스트, 요리사 등 명사들과의 대화, 올해의 

장미 전시, 국내 플로리스트 전시, 올해의 라인업 가든 전시, 식물 판매 및 전

시, 어린이를 위한 교육, 놀이 프로그램, 허수아비 만들기 경합 대회 등 정원

과 타 분야와의 융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프

로그램에 특화된 임시 공간을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로서의 이 박람회는 시민들의 식물 및 정원에 관련한 정보

를 얻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림 2-15> 햄프턴코트 플라워 쇼 지도 <그림 2-16> 햄프턴코트 플라워 쇼 전시

출처 : http://ninerogers.co.uk/onewebmedia/Portfolio/42049_RGB.jpg

https://www.rhs.org.uk/shows-events/rhs-hampton-court-palace-flower-show/News/2017/show-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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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의 종합

정원박람회장의 공원화 사례를 통해 정원박람회 당시 추진되었던 사항과 공

원화 과정에서 변모해 가는 공간을 살펴보았다. 각 정원박람회는 대상지의 특

성과 도시에서의 역할을 규정하여 적절하게 변모해 가고 있었다. 특히 정원박

람회 당시 이벤트로써의 공간은 축소되고 녹지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변

모하거나, 이벤트를 위한 시설은 철거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원박람회장은 도시재생의 역할을 하며 주변 녹지와 네트워

크화를 이루며 확대된다. 

정원박람회장의 프로그램 사례로 국제적, 지역적 단위의 정원박람회 프로그

램을 살펴보았다. 정원박람회 당시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이후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원박람회라는 이벤트 후의 공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후 활용

에 대한 논의를 거치며 공원의 마스터플랜이 체계적으로 변화해갔으며 일상에

서의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되기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축소 또는 확대의 

과정을 거쳐 변모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원박람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적절한 공간을 조성 및 해체하고, 이벤트 이전과 이후의 특화된 프로그

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이용가치를 높이는 공원이 되고자 한다. 사례

를 정리 및 종합한 내용은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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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면적 주요 내용 시사점

정원

박람

회장

의 

공원

화

쯔루미

료쿠치 

공원

일 본 

오사카

약 

1,050,00

0㎡

- 1990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위  

   해 open-air극장과 거대한 국  

   제정원 등 국제박람회를 위  

   한 시설과 공간 구성

- 국제 정원 풍차의 광장, 장미  

  정원, 운동장, 부울, 구 기장,  

  바비큐 장, 캠프장 등 시민들  

  의 일상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위주의 공간으로 변모함

- 당시 박람회 준비단계에서부터   

   이후 기념공원을 위한 이후 활  

   용까지 고려

- 이벤트 당시 넓은 면적을 차지했  

  던 park zone은 축소, 스포츠 커   

  뮤니티 존이 신설되면서 일상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

- 전시공간이 공원, 숲, 필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변모

벤로

그린파

크

Niede-r

l ande , 

Nethe-

rland  

약 

600 ,000

㎡ 

- 박람회 이후 공원을 포함한   

  일대의 지역에 원예, 농산물,  

  음식 관련의 지식 집약적 산  

  업에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회사 및 기관을 유치시킴

- 정원박람회 당시 조성된 인프  

  라는 존치하며 이외의 시설은  

  생산자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원예 전시회 내에서 재사용 

- 목재시설의 경우 해체작업을  

   통해 재활용

- 정원박람회 계획부터 공원화되는  

  통합 마스터플랜을 구축

- 자원의 재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의  

  비전을 제시

- 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원예농  

  업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를  

  촉진시키는 역할

플란텐 

운 블

로 멘 

파크

Ham-

b u r g , 

Neth-

erland  

약 

450 ,000

㎡ 

- 박람회 기간에만 설치되는 실  

  내전시장 혹은 시설 등은 철  

  거. 기본적인 공원의 틀과 테  

  마 정원들은 공원에 남겨둠

- 3차례의 계속적인 정원박람회  

  의 개최로 점진적인 공원 면  

  적의 확대

- 주요한 정원들만이 남아있거  

   나 재조성. 

- 정원박람회장은 점진적으로 현  

  대적 취향에 맞게 정원과 레이  

  아웃 변화시킴

- 주변 녹지와 연계하며 확장에   

  나갔으며 남측 식물원과 연결하  

  는 동선을 넓힘

- 다양한 주제정원에서 레저와 활  

  동 중심의 공원시설 조성으로   

  시민을 위한 일상공원의 면모를  

  갖춰나감

정원

박람

회장

의 

프로

그램

쇼 몽 

가든
France

약 

450 ,000

㎡ 

- 쇼몽 성 일대의 정원과 공원  

  을 활용하여 정원박람회 작품  

  전시 및 상설 전시

- 쇼몽 가든 페스티벌만의 예술과  

  자연이 강조된 차별화된 프로그  

  램, 전시 진행

햄프턴

코트 
UK

약 

242 ,811

㎡ 

- 매해 RHS에서 주관하는 플라  

  워쇼를 정원을 순회하며 개최  

  되며 햄프턴코트도 대표적인  

  정원 중 하나임 

- 식물과 꽃, 정원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전시하며 전문가들에  

  게서 식물과 정원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표 2-4] 사례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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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안산시화 정원박람회 공원 대상지 분석 

제1절 광역 환경 분석

1. 안산의 개요 및 역사

 본 연구의 대상지가 있는 안산시는 행정상으로 경기도에 속해 있으며 위치

는 경기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산시 주변으로는 시흥시, 광명시, 안

양시, 군포시, 수원시, 화성시가 위치해 있으며 서쪽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가 접해 있다. 안산시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의 길이는 49km, 남쪽에

서 북쪽 끝까지 길이는 32.8km이며 면적은 149.39㎢이다. 

행정구역으로서의 안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1914년 이후 안산은 시로 독립하

기 전까지 안산군, 과천군, 시흥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1976

년에 들어와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계획 안’이 발표되며 그 후 1986년 1월 

안산시로 승격하였다. 현재 안산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옛 안산

군 지역, 옛 반월면 지역과 대부도 지역이다.29)

29) 안산시, 『안산시정백서 2014-2015』 (안산시, 2016), pp. 9-10.

<그림 3-1> 안산의 위치 및 행정구역

자료: 안산시(2016). 안산시정백서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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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의 자연환경 분석

(1) 지형환경

안산은 국립지질조사소의 「남양지질도폭(南陽地質圖幅)」에 따르면 안산시  

인근 지역은 노년기 지형으로 경기평야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넓은 충

적평야가 발달하고 광주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안산의 지형은 동부

의 산지지역과 서부의 해안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부지역은 풍화에 강

한 석영편암(규암)층이 분포한 지역으로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서부지

역은 대부분이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며, 침식해안을 이루고 있다. 

안산과 시흥 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해안의 활발한 간척사업으로 인해 넓은 

갯벌 지대가 육지화되어 염전지대를 이루었고, 그 일부는 전답으로 이용되었

다.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의 도시화는 처음에는 서남부의 풍화물 침식지와 

간척지를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그 북부의 침식 평야에 주택단지

가 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공업단지와 주택단지 사이 지대에는 구릉성 저산

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안산의 도시화는 충적지 주변의 풍화물 침식지를 따라 

수평적 확대를 이루었다. 안산 지역의 과거 지형은 다음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그림 3-2> 「대동여지도」안산군

과 주변지역 

<그림 3-3> 「여지도」중의 

경기도 지도 

<그림 3-4> 「대부지도」1982년 

제작

자료: http://blog.daum.net/yescheers/859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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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환경

안산시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에 가깝기 때문에 온

난한 남부지방과 대륙성 북부지방의 점이지대에 속해 있다. 지형적으로 소규

모 구릉성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 기온이 연안을 따라 낮은 편이며, 한국

의 소기후 구분상 기후는 따뜻하고 습한 기후구(Cfa: 온대습윤기후)에서 춥고 

건조한 기후구(Dwa: 냉대동계건조기후)로 옮아가는 중부서안형(CMW)에 속한

다. 2000-2010년까지 연평균 기온은 12.4℃이며 안산시 내륙지역의 일 최고기온

은 해안지역보다 높다. 연평균 강수량은 1,346.9mm이다. 안산시 월별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은 다음 [표 3-1]과 같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온도(℃) 0.5 1.3 6.0 13.1 18.2 23.1 25.5 26.2 22.1 15.3 9.5 2.4

강수량

(mm)
14.0 19.0 11.0 80.0 29.0 46.0

194.

0
63.0 12.0 64.0 96.0 41.0

[표 3-1] 안산시 월별 평균 기온 및 강수량

(3) 하천

안산시는 한강권역에 속하는 지방하천 5개소(L=23.461km)의 지방 2급 하천

과 소하천 21개소(L=35.183km)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 유역면적이 작다. 2015

년 12월을 기준으로 안산시 지방하천 현황은 [표 3-2]와 같다. 

하천명
위치 연장

(km)

유역면적

(㎢)시점 종점

안산천 장하동 40-79 초지동(시화호) 10.32 51.98
화정천 와동878(화정교) 초지동(안산천합류점) 5.20 18.43

신길천 신길동1055-2
신길동 1069-5(신길제2배

수문)
1.57 8.75

반월천 팔곡1동 10-2 팔곡2동 100 4.67

건건천 건건동 956 건건동 302-2 1.69 9.60
합계 5개천 23.46

[표 3-2] 안산시 지방하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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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 및 녹지

안산시 녹지계획은 테마가 있는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도시공원의 위계를 

설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 조성된 공원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원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미 조성된 공원은 

테마공원, 생태공원을 고려한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한다.

안산 내 도시공원은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

변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구분되며 총 302개소 중 187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성 중 혹은 계획 중에 있다. 안산시 도시공원 현황

은 다음 [표 3-3]과 같다. 안산시는 계획도시로서 비교적 고른 공원녹지의 분

포를 보이지만 대부분 도심에 분포하고 있고 도시외곽 및 대부도에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원조성의 양은 풍부하나 획일화되어, 주민생활의 밀접성이 떨어져 

공원 이용 및 관리 프로그램 참여가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거점공원의 강화, 

신규공원의 특성화, 녹지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30) 

구분

전체 조성완료 미조성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소공원 61 109 1 1 60 108
근린공원 62 6,603 51 5,071 11 1,532

어린이공원 153 260 129 211 24 49

역사공원 1 15 1 15 - -

문화공원 12 647 3 596 9 51
수변공원 8 886 1 179 7 707

묘지공원 2 350 1 158 1 192
체육공원 1 37 - - 1 37

도시자연공원 2 340 - - 2 340
합계 302 9,288 187 6,232 115 2,996

[표 3-3] 안산시 도시공원 현황

30) 안산시,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산시, 201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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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적 경관

 시가지 대부분의 구릉지는 해발 100m이하의 구릉지 경관으로 반월산업단

지, 원곡동, 선부동, 사사동, 사동 일대에 분포해 있으며 대부분이 공원으로 조

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화랑유원지, 노적봉공원, 사동공

원, 갈대습지공원, 호수공원 등 도시공원경관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그 외 근린공원은 특색 있는 경관 연출이 필요하다. 또한 안산 시화호 주변은 

매립에 따른 해안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나 서해안의 특징인 갯벌이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하천 축은 유량이 미비하고 공업지대

로부터 흘러들어온 폐수로 인해 수질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녹

화사업을 통한 수변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수리산, 수암봉, 마봉, 군자봉, 

황금산 등 안산시의 조망을 확보하는 산지 경관의 조망권 확보가 요구된다.

(6) 특산식물 및 식생

 199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안산시 자체 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 봄꽃 66

종, 여름꽃 102종, 가을꽃 15종, 겨울꽃 3종을 확인하였다. 문헌조사 대상은 안

산갈대습지공원 및 풍도생태조사(2013), 수리산(인천·안산)의 식물 상 제2차 

자연환경 전국조사(2001), 아름다운 서해 섬 풀꽃나무이야기(2002), 풍도 식물 

상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1982),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해제 및 설정을 위한 

생태조사 보고서(2007), 갈대습지공원 생태계분석(2004) 이다. 특히 계절별로 

출현빈도가 높은 야생화 종류는 봄 18종, 여름17종, 가을2종으로 안산동, 대부

도, 풍도, 칠보산 등의 특정 지역에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야생화도 있다. 풍

도바람꽃 및 풍도대극의 경우 풍도에만 서식하는 특이종으로 확인되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안산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야생화는 다음 [표 3-4], [표 3-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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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명

봄

(18종)

개나리, 개불알풀, 광대나물, 꽃잔디, 멍석딸기, 밤나무, 산괴불주머니, 서양민

들레, 쇠뜨기, 쇠별꽃, 아까시나무, 애기똥풀, 양지꽃, 조팝나무, 족제비싸리, 

줄딸기, 진달래, 현호색

여름

(17종)

강아지풀, 개망초, 고마리, 닭의 장풀, 둥굴레, 박주가리, 비수리, 산딸기, 엉겅

퀴, 원추리, 은행나무, 이고들빼기, 익모초, 졸방제비꽃, 코스모스, 톱풀, 해바

라기

가을

(2종)
구절초, 벌개미취

[표 3-4] 계절별 안산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야생화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2015)

구분 안산동 대부도 풍도 칠보산

봄
깽깽이풀, 복수초, 

송나물, 족도리풀, 

초롱꽃, 할미꽃

깽깽이풀, 꿩의바람

꽃, 돌단풍, 족도리

풀

꿩의바람꽃, 돌단풍, 

복수초, 풍도바람꽃, 

풍도대극, 할미꽃

여름 하늘매발톱, 활나

물

까치수염, 꿩의비름, 

나문재, 절굿대, 퉁

퉁마디, 활나물

꿩의비름
끈 끈 이 주

걱, 절굿대

가을
물봉선

감국, 갯개미취, 갯

질경, 물봉선, 바위

솔

바위솔 땅귀개

[표 3-5] 지역별 안산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야생화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2015)

(7) 생태자원

안산은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안산시는 산림생태

계, 습지생태계, 해안생태계, 농경지 등으로 구분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

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리산 자연림(비오톱 

평가 1등급) 등 핵심지역, 도심내부 인공림(비오톱 평가 2등급) 등 완충지역 

지정 및 보전의 산림생태계 보전, 시화호 주변 갈대습지 등 우수한 습지 보전

지역, 화랑유원지 철새도래지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 화정천, 안산천 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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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자연하천 조성 등 습지생태계 보전, 대부도 해양 방풍림 및 해안선, 갯

벌 및 염전 보존 등 해안 생태계 보전, 수리산 자락 저지대 논경작지 등 대규

모 농경지 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안산의 인문사회 환경 분석

(1) 인구

안산시 인구는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인구수는 

2014년 대비 1.1%가 감소했다. 2015년 세대 수 총 281,865 명, 총 인구수 753,604

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안산

시의 최근 3년간의 인구 추이 현황은 다음 [표 3-6]과 같다.

연별 세대 인구 인구증가율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2013 283,650 762,915 0.6 52,264 5,103

2014 283,527 761,631 -0.2 54,311 5,095
2015 281,865 753,604 -1.1 55,613 4,908

[표 3-6] 안산시 인구

자료: 안산시 통계연보(2016)

(2) 관광문화

안산시는 기존의 공업단지계획도시로서의 모습을 탈피하고자 생태관광도시

로의 모습을 추구하며 도시계획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의 다양한 지

형과 기후환경에 따른 습지, 갯벌, 대부도, 풍도의 생태적 자원과 다양한 도시

공원, 하천의 연계를 통한 자연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 42 -

4. 관련 법 및 사업

(1) 정원 관련 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2월 2일에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자원화 촉진,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개정되었다. 제 2조에 따르면 정원은 「문화재보호

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을 제외한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

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제 3조의 정원 사업을 7

가지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원의 관리 및 전시, 교육 및 정보 교류

가 주요 내용이며 제 4조에 따르면 정원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

동체 정원으로 구분된다. 제 18조에 따르면 국가정원을 제외한 정원은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며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

다. 또한 제 18조의 7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 진

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으며 각종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제 4

장의 교육기관의 지정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정원진흥기본계획

제 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며 ‘국

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와 산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원 인프라 구축,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 자원화,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 한국정원의 세계화, 연구개발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정원법

령 개정 등 6개의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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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시 정원관련 사업

최근 안산시는 동 단위의 마을정원, 공동정원꽃밭 조성, 텃밭 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와동, 고잔1동 일대를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

자는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희망마을, 공동체의 숲 마을정원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7년 상록구에서는 마을단위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가드너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환경재단의‘온마을 자연학교’

사업과 연계해 약 10회의 전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안산시의 다세대 주

택, 연립주택의 분포가 많은 주거형태의 특성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높아

졌으며 이를 결속하기 위해 정원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산시는 꽃묘장에서 직접 육성한 계절별 초화류를 활용하여 계절별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꽃 지원, 

쌈지화단 조성 등 주민이 함께 우리 마을을 가꿀 수 있는 다양한 꽃 지원 방

안을 계획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계절별 꽃묘를 팬지 등 30종 약 730,000본을 

육성하여 꽃길조성사업 및 각 주민센터 등에 보급하였다. 또한 시 직영 꽃묘

장의 초화류를 교육자재로 활용하여 2011년부터 매년 20회 이상 어린이 꽃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꽃묘 생산 및 보급현황은 다음 [표 

3-7], [표 3-8]과 같다.

개(본)
봄 여름 가을

본 수종 본 수종 본 수종

730,000 250,000
팬지 등 8

종
250,000

페츄니아 

등 10종
230,000

메 리 골 드 

등 11종

[표 3-7]  2015년 안산시 꽃묘 생산현황

자료: 안산시정백서 

개(본) 교통섬, 꽃박스 식재 쌈지화단지원 유관기관, 단체

730,000 507,920 69,200 152,880

[표 3-8] 2015년 안산시 꽃묘 보급현황

자료: 안산시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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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산시 생태관련 사업 

안산시는 시가 보유한 풍부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훼손된 생태자원을 보전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도심 내 하천 및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

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으로는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의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2급 금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생태연

못, 보호시설 둠벙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 5월 모니터링을 통해 금개구리 

및 참개구리 등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는 외래 

동·식물을 퇴치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블루길, 붉은귀 거북 등 외래동물 360

여 마리를, 외래식물인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약 500㎡를 제거하였다.

안산시의 풍도는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생태계를 보전사업

을 진행중이다. 관광객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초, 풍도바람꽃, 노

루귀, 풍도대극 등 풍도야생화 군락지에 야생화 탐방길 보호 휀스 및 울타리

를 보완하였으며 탐방로 종점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다. 또한 야생화 감시원

(풍도 주민 공공근로 2명)을 상시 배치하여 자연환경정화보전 활동을 펼쳤다. 

또한 생태우수지역인 풍도에 대한 자연생태(동식물상)조사를 실시하여 생물다

양성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안산시는 대송단지 및 시화호 주변에 130여종 18만 마리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습지주변의 농지에 매년 5 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하는“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하여 철새에게 안정적으로 먹이를 제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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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시민정원사 

경기시민정원사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구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최하

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0시간(이론 36시간, 실습 84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다. 시민정원사의 목적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

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제21조2항에 근거하여 추

진되었다. 시민정원사 인증 이후에는 도시숲․공원․녹지 및 공공기관 화단 조성․
관리 참여, 가드닝센터, 화원, 식물관리업 등 가드닝 관련 산업 참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및 협동조합 결성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최

근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학교숲 가꾸기’활동과 2016년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협조해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정원관리, 따복공동체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시민정원사 지원센터(가칭) 설립, 공원조성 및 관리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민정원사과정 양성기관 발굴 및 확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

램 개발 보급,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장기추진과제로 계획 중으

로 경기시민정원사의 사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5)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정원박람회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주관하며 경기도의 정원문화 

확산,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박람회장을 조성해가면서 공원의 새로

운 문화를 이끄는 시민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특징으로는 격년 주기로 경기도 내 노후공원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박

람회 기간에 조성된 정원이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도시공원 인프라로 활

용한다는 것이다.31) 주요정원의 유형으로는 모델정원, 실험정원, 시민정원, 참

31) 조소현『경기 정원문화박람회 사업진행단계 연구 : 기획자, 설계자, 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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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원 등이 있다. 경기 우수 농·특산물 장터, 조경·화훼·정원 용품 판매부

스, 체험 장소 등의 기타시설이 있으며 프로그램은 갈수록 점점 다양화되고 있

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공원의 리모델링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

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배치가 미흡하여 여전히 관리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계자와 운영자 간의 의견조율에 대한 기

준의 마련, 사후관리와 연관된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32) 1

회부터 4회까지 개최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 3-9]와 같다.  

개최지 시흥시 옥구공원
수원시 

청소년문화공원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성남시 

성남시청공원

기간
2010. 10.8(금)-10.10

(일)/3일

2012.10.12(금)-10.14

(일)/3일

2015.10.08(목)-10.11

(일)/4일

2016.10.07.(금)-10.09

(일)/3일

주제 도시, 정원을 꿈꾸다
공원! 도시농업을 

품다

공원에서 정원문화

를 만나다

정원, 우리의 일상

으로 들어오다

주최/주관
경기도/시흥시/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수원시/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주)한국조경사회

경기도/안성시/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성남시/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면적 약 34만㎡ 약 10만㎡ 약 344,514㎡ 약 124,780㎡
사업비 약 20억 원 약 10억 원 약 10억원 -

조성방식 시민참여, 기업참여 시민참여, 기업참여 시민참여, 기업참여 시민참여, 기업참여
관람인원 약 28만 명 약 15만 명 약 34만 명 -

주요정원

시설 및 

배치

모델정원(6), 실험정

원(2), 시민정원(15), 

참여정원(8) 

집중형 배치

모델정원(7), 실험정

원(5), 시민정원 (15), 

참여정원(4) 

분산형 배치

모델정원(10), 실험

정원(10), 시민정원

(2), 참여정원(4), 실

내정원(50)

-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의 부족

으로 인해 기본공원

관리만 가능

민간위탁방식(수원그

린트러스트)으로 운영

하나 인력 부족으로 

몇 군데를 제외하고 

공원의 관리가 부실

유지관리계획의 발

표 및 시민정원사 

협회의 사후관리를 

계획 중

-

[표 3-9]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자료: 조소현(2015), 경기도 보도자료를 재구성

32) 같은 책,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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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검토

해당 대상지인 안산시화쓰레기 매립지의 세계정원 경기가든이라는 가칭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가지의 중요한 경기도의 요청 

사항과 제반 사항을 기반으로 한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30,000㎡

면적의 에코라이프센터로 경기가든과 연계한 수익 및 특화시설로 퍼머컬처, 

에너지 분야의 체험을 통한 체류형 시설이다. 둘째, 대상지 내 야구장의 1면 

혹은 2면의 조성 및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조성되어있는 축구장에 

인접하거나 북동측 주차장을 활용한 조성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입장료 

여부에 대한 검토로 정원박람회 기간 시 입장료 징수, 기본 주차비를 징수하

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넷째, 정원박람회의 전시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작가

정원을 5년간 존치시킴으로써 전시공간의 정원을 채워나가는 방법과 1년 존치 

후 철거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또한 세계정원의 조성에 관한 내용의 경우 

동아시아의 한중일 다원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주요 나라 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내 북측 천변공원에 대한 내용

으로 기존 합류식 구거를 이용한 자연형 하천의 조성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차후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지방정원의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48 -

제2절 대상지 주변 환경 분석 

1. 교통 및 도로체계

<그림 3-5> 교통 및 도로체계 

대상지는 자차로 이용 시 해안로와 충장로를 이용해 준공업단지가 위치한 

선진로로 접근하는 방법과 안산갈대습지공원 입구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이용 시 대상지로부터 200m 이내 버스정류장이 위치해있

으나 지하철역인 상록수역에서는 대상지로부터 4.5km 떨어져있어 지하철을 이

용하여 이동 시 버스를 환승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용 시 안산시 내 수변공원과 하천 공원, 안산갈대습지

공원을 따라 선적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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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주변 주요 시설

<그림 3-6> 대상지 주변 주요 시설 

대상지 주변에는 안산갈대습지공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송산그린시티(계획중)

가 위치하고 있다. 학교, 공원 및 산업시설 등의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주로 북

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반경 3km이내에는 5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1개

의 고등학교가 위치해있고 한양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연구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서측은 송산그린시티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며 대상지의 북측과 남측에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기반시설이 전무하다. 추후 생태 자원의 연계, 기업 및 단체의 

프로그램 연계에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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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현황

<그림 3-7> 토지이용현황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는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를 갖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중로1류(폭20m-25m)

(접합), 체육시설(저촉),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으로 분류하고 있다.33) 

대상지를 기준으로 북서쪽의 한국농어촌공사 일대의 자연녹지는 기타연구시설, 

노외주차장, 완충녹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북측의 주 진입로 일대는 준 공업지

역, 제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쪽의 전, 답은 자

연녹지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33) “도시계획정보서비스,” http://upis.go.kr/upispweb/up/viewUpisList.do?addr=4127110400106650055 (검색일: 
2017월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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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피복도 및 생태자연도

<그림 3-8> 토지 피복도 및 생태자연도 

대상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척 습지일대는 인공초지로 구성되어있고 대상지 

남측, 남서측, 남동측은 내륙습지이며, 동측은 논을 이루고 있다. 북동측은 상

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반월천 일대를 따라 생태자연도 1,2등

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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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지의 주변경관

<그림 3-9> 대상지의 주변경관 

대상지는 안산시의 외곽인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위에 다양한 자연경관

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쪽으로는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수변경관중점관리지역에 속해있으며 동쪽으로는 전, 답이 펼쳐

져있어 농촌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대상지의 북쪽에 자동차 정비소 등 공업 

및 상업시설, 농촌진흥청이 위치하고 있어 시가지 경관을 보이고 있다. 

대상지로의 유일한 진입로는 자동차정비소가 군집해있는 준 공업지역을 거

쳐야 하며 삭막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진입 시 주유소와 체육시설이 위치

하고 있다. 대상지의 둘레는 차폐를 위한 교목이 식재되어있으며 대상지 둘레

로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다. 대상지의 주변은 시가지보다는 안산갈대습지공원

과 전, 답의 자연경관이 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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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산 갈대습지 공원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330억 원을 투자하여 조

성하였으며 한국 수자원공사가 운영하였던 안산갈대습지를 2012년 10월 30일 

안산시에서 인수하였다. 안산갈대습지는‘시화호 수질개선 대책’(1996.7)중 

육상기인 오염부하저감 사업으로 조성한 자연정화 처리 식 하수종말처리시설

물로 조성한 국내 최대 인공습지이다. 공간구성으로는 인공섬, 인공섬 주위로 

수심을 깊게 조성하여 수생식물, 야생동물의 활동을 위한 open water공간, 갈

대조성지역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안산갈대습지 내 수중식물 다양화와 수질

개선, 갈대 번짐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에 저습지 구간에 작은 연못을 조성

하였고, 습지 내 생물다양성을 위해 온실 환경을 조성하여 초화류 및 방향 식

물을 식재하였다.34) 2013년에 시행한 생태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갈대습지는 

조류서식 및 번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물상(279분류군), 포

유류(11종), 조류(111종), 양서파충류(12종)이 발견되었으며 법정보호종(조류 11

종, 포유류 1종, 양서류 2종)이 서식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현재는 관리권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와 화성시로 이관되면서 안산갈대습지공원과 화성비봉

습지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의 저류시설은 반월천에서 인

공습지에 공급되는 것으로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수문 1개소, 펌프시설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의 제수문 및 스크류펌프에 대한 내용

은 다음 [표 3-10], [표 3-11]과 같다. 

34) 안산시, “에버그린21,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환경체험교육 실시,”『브라보안산 정기간행물』(2015
년 4월 22일),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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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

설치목적
정량의 하천수를 저류시켜 수위와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인공습지내로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함

규격
W6.0m×H3.8m

Roller gate

W6.0m×H3.8m

Roller gate

Hh3.5m×B25M

보

형식 Pin jack double type Pin jack double type -
홍수위(E.L) 3.3M 3.84M 4.34M

하상고(E.L) -0.5M -0.5M -0.5M
문비 개도수위

(E.L)
2.9M 2.9M -

문비 5문(제수문) 5문(제수문) 취수보

[표 3-10] 안산갈대습지공원의 제수문

구분 반월천 동화천

설치목적
제수문에 저류된 하천수를 일정한 유량으로 인공습지 내에 유입

시키기 위함
규격 15kW×4p×380V 15kW×4p×380V

형식 Screw type Screw type
양정 4.6m 4.6m

용량 540㎥/day/1대 540㎥/day/1대
수량 3대(예비1대포함) 3대(예비1대포함)

자료: 화성시. 화성비봉습지공원 현황 보고서

[표 3-11] 안산갈대습지공원의 스크류펌프

자료: 화성시. 화성비봉습지공원 현황 보고서

안산갈대습지에서는 생태해설프로그램, 자연에너지체험교육,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안산시는 갈대습지공원을 인수 후 직접 해설사

를 고용하여 생태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안산시 이외에도 안산환경재

단이 독자적으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안산환경

재단으로 일원화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및 환경

관련 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환경교육의 장소로서 안산갈대

습지를 활용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35)

생태해설 프로그램은 해설사들과 동행하여 탐방로를 따라 갈대, 부들 등 습

35) 안산환경재단, 『생태보물 안산갈대습지 운영을 위한‘시민구상안[2017~2021] 요약본’』 
(안산환경재단, 2016), 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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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태계 관찰, 갈대습지의 생성 역사, 야생화 및 조류, 전시물 등에 대해 해

설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연에너지체험교육은 안산교육지원청과 연계

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습지 내에 설

치되어 있는 태양광, 지열 등의 자연에너지 시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환

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오색딱따구리 만들기, 노랑부리백로 그리기, 솔라버

그 조립 및 작동, 연잎으로 천연 염색하기 등의 자연물을 활용한 체험 놀이, 

바이오블리츠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안산갈대습지공원 프로그램의 활

동사진은 다음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 안산갈대습지공원 프로그램 활동 사진 

자료 : 안산환경재단(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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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연구원 간척습지

농어촌연구원 간척습지는 1979년 연구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화호 내측 

갯벌에 방조제를 쌓아 인위적으로 조성한 습지로 면적은 24ha이며 야생 동·

식물이 서식하게 되면서 자연습지와 유사한 생태계를 갖추었다. 간척습지는 

성토여부와 내부통행로에 따라 5개의 수역부, 육상부로 구획되었다. 수량은 상

대적으로 유입유량이 적으며 Zone 5는 여러 개의 배수로를 통해 유입될 수 

있지만 Zone 1-Zone 4는 주로 강우만으로 유지되므로 인위적인 수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36) 

자료 : 함종화, 신현상(2014). 

<그림 3-11> 농어촌연구원 간척습지 구역 배치도

생물상으로는 갈대가 우점하고 있으며 건조구역은 다양한 육상식물이 서식하

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갈대 및 중생식물군락은 감소하고 족제비싸리 등 

관목류군락과 아까시나무 등 교목류군락이 증가하고 있다. 구역별 생물상을 살

펴보면 습지식물이 감소하고 상시침수구역인 Zone 1, 5구역은 갈대와 부들이 침

입하여 개방수역이 감소하고 침수식물과 부엽식물이 감소하였다. 반면 건조지역

인 Zone 4는 식생변화가 크고 종 다양성이 크다. 자생식물로는 1996년 101종에

서 2014년 271종으로 귀화식물은 1996년 9종에서 2014년 45종으로 증가하였다. 

36)함종화, 신현상『도시속 생물들의 요람 농어촌연구원 간척습지』(한국농어촌공사, 2014),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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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상지 환경의 분석 

1. 대상지의 개요 

대상지는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으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번

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51,432㎡ 내외의 규모이다. 해당 대상지는 

매립 종료 후 20년 간 사후관리 기간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6년 2월에 

최종 사용을 종료하였으며 해당 대상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는 2016년 

12월 현재 기 조성된 축구장(37,000㎡내외), 야구장(32,000㎡내외)를 제외한 지역

에‘세계정원경기가든’이라는 가칭으로 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시화쓰레기매립장은 1989년 29억85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도가 28.5%, 8개 

지자체가 71.5%를 분담해 조성됐다. 이후 1994년 말까지 6년 간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다가 사용이 종료된 뒤 안산시는 침출수 점검 및 토양오

염 방지 등 사후관리를 맡았다. 2008년 경기관광공사는 300억을 투자하여 

2011년 말까지 시화쓰레기매립장의 전체면적 중 도유지 33만여㎡을 대중 골프

장과 함께 축구장과 농구장, 테니스장이 들어서는 스포츠 레저타운으로 조성

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성 저하로 판단

되어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안산시화 쓰

레기 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2007년, 2012년 

두 차례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2007년과 2012년 공통적으로 산책로, 연못, 분

수 등을 통한 자연체험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2012년 설문조사의 경우 체

육시설 중심공원보다는 휴양시설 중심 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공원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해당 대상지에 

대한 특별한 토지활용 계획이 없으며, 안산시에서는 지속적인 토지 관리비용(1

억3천만 원/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원화 이슈분석 결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자연생태공원(근린공원)”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

37) 안산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공원화 검토방안 연구보고서』(안산시, 2016),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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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기정원박람회를 유치하는 정원박람회 공원

을 계획하고 향후 안산시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자 한다.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개발방

향 설문조사 

(2007년)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공원조

성 시 역점시설 설문조사

(2007년)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활용방

향 설문조사

(2012년)

자료: 안산시(2016).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공원화 검토방안 연구보고서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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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의 이전 현황 

(1) 환경영향평가 결과 요약 

대상지는 쓰레기매립지 처리시설의 종류 중 관리형 매립지로(Cell방식) 분류

된다. 1989년 1월 4일부터 1992년 2월10일까지 생활폐기물, 일부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매립하였으며 1994년 12월 31일 최종 사용 종료를 신고하였다. 매립

면적은 451,432㎡, 부대시설은 39,427㎡로 총면적 490,859㎡이었다. 매립기간 

중 매립량은 기존계획용량의 3,689,000㎥를 233.8% 초과한 8,625,000㎥이었으

며 평균 매립고는 10m이었다. 또한 주요시설물은 침출수 펌프장, 적환장, 재활

용품 재생처리센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었으며 침출수 처리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였다. 사용종료 매립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악취는 H2S는 불검출, NH3는 0.018~0.190ppm으로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

기준(부지경계선)보다 낮아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구조물 및 지반안정도 측면에서는 매립지 내부에 설치된 침하판 측정결과, 

최근 5년간 침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표준관입시험으로 확인된 N치로 보아 

지반 안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표수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은 전 

지점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이하로 분석되어 매립지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환

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토양도 전 항목이 토양오염우

려기준을 만족함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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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의 이전 시설물 현황

<그림 3-12> 대상지의 이전 시설물 현황 

자료: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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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지의 지형 

(1) 대상지의 지형 형성과정

대상지와 주변 습지공원은 시화호 일대를 간척하여 형성된 지형으로 현재는 

시화호 상류의 수심이 낮고 폭이 좁아지는 지형에 위치해있다. 1960년대부터 

대상지 일대를 매립하여 논으로 이용하였다. 1990년대에 안산시화쓰레기매립

지가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 와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대상지는 기존 

바다에서 논으로 이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습한 지형으로 예상된다.

 

<그림 3-13> 대상지의 지형 형성과정 
자료: 한국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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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지 현 지형

대상지는 시화호를 매립하여 형성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습지 및 

논과의 고저 차는 약 10-15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상지가 매립지라는 

특성상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생긴 고저 차이로 경계에서만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대상지 자체의 고저 차는 매립지 침하로 매립 초기의 고저 차보

다는 낮은 5-10m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상지 내에서는 대체

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며 중심부로 갈수록 서서히 표고가 높아진다.

<그림 3-14> 대상지의 현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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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지의 경관

대상지는 매립지 기반시설구역, 체육시설구역, 나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

다. 대상지 경계부에는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둘레에는 차폐를 위한 교목이 

식재되어있다. 경계부 도로는 현재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 중이다. 

<그림 3-15> 대상지의 경관 

자료: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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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지의 수계

<그림 3-16> 대상지의 수계 

대상지 주변 수계로는 남쪽으로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이 합류하여 안산갈

대습지를 가로질러 시화호로 유출된다. 대상지의 남동쪽인 반월천과 동화천이 

합류하는 점을 이용하여 저류지 형성에 활용한다. 또한 대상지 내부를 통과하

는 수계는 북쪽 경계부의 국가 하천이 유일하며 서쪽으로 흘러 반월천의 유출

부와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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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지의 기후

<그림 3-17> 시화호 일대 여름철 기후 <그림 3-18> 시화호 일대 겨울철 기후 

시화호 권역 여름철 바람장, 수증기 

혼합비의 분포 및 수증기 혼합비 차이

시화호 권역 겨울철 바람장, 수증기 

혼합비의 분포 및 수증기 혼합비 차이

자료: 경기도의회(2013). 시화호 주변 산업 및 환경 생태계를 고려한 발전 방안 연구.

대상지는 시화호 개발 간척사업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변화된 곳으로 지표면 

온도가 여름에는 상승하고 겨울에는 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철에는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서풍계열의 해풍이 주를 이루고 겨울철은 북서계절

풍이 지배적이다.38) 대상지의 주변에는 습지와 논이 위치하고 있어 바람을 막

는 장해물이 없어 바람의 변화가 약한 편이다. 

38) 경기도의회, 『시화호 주변 산업 및 환경 생태계를 고려한 발전 방안 연구』(경기도의회, 2013), pp.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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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지의 토양 및 식생

대상지의 토층구조는 충적층, 매립층으로 구분하며 대체적으로 안정된 상태

를 나타내며 상재하중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기초형식(얕은기초 

또는 깊은 기초) 선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하수위는 7.5-8m이다.

현재 대상지는 체육시설 구역, 매립지 기반시설 구역, 자연초지 구역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체육시설 구역은 축구구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식생이 훼손된 

상태이다. 매립지 기반시설 구역은 주로 콘크리트 바닥재 및 사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포장 바닥은 식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대지 지

역만 매립지 특유의 자연초지식생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대부분 초지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군데군데 관목 및 교목이 군락을 차지하고 있다. 교

목은 갯버들, 아카시아, 은사시나무 등이 우점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목으로

는 찔레, 족제비 싸리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주변 습지공원에서 날아온 

종자가 성장하거나 척박지에 번식력이 강한 종이 생존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초지는 대부분 벼과식물이며 그 외 말냉이, 갈대, 지침개나물 등이 분포해 있다. 

             

<그림 3-19> 대상지 토양층 단면도 

자료 : 안산시(2015). 안산시 사용종료매립지(시화지구) 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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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대상지의 식생 분포 
자료: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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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의 종합

<그림 3-21> 대상지의 분석종합도 

(1) 녹지네트워크를 통한 접근과 차량을 이용한 접근

안산 내 녹지네트워크를 이용한 도보 및 자전거를 통한 접근과 안산갈대습

지와 인접한 차량을 통한 접근로가 주 진입로의 가능성을 보인다.

(2) 반월천의 하류로 배출되는 수계 및 유역

대상지 주변의 안산갈대습지공원은 반월천 상류에서 유입되어 하류로 배출

되며 농어촌연구원 간척습지는 북쪽 유역에서 진입하여 반월천 하류로 배출된

다. 대상지 내부 유역은 반월천을 이용한 용수가 유입·유출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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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름철 서풍과 겨울철 북서 계절풍

주로 시화호가 있는 서해로부터 서풍이 불어오며 해풍으로 해풍의 영향을 

받는 식물의 선정을 고려하도록 한다.

(4) 기반시설 및 자연식생을 활용한 토지의 이용

대상지 내부의 기존 기반시설 지역과 자연식생 지역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하며 자연식생 지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매립으로 인한 지형의 상승 및 주변 습지의 조망

기존 갯벌이었던 대상지의 매립으로 지형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변 

인공습지와 농촌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광역적 여건, 대상지와 주변의 환경을 분석한 결과 안산은 기존의 공업도시

에서 생태환경관광도시로의 도시계획을 추구함으로써 생태와 자연환경의 발굴

에 주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지가 속해있는 안산은 습지, 갯벌, 다양한 

식생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풍부하며, 지자체는 정원을 매개체로 마을정원, 

가드너 양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네트워크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대상지인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는 이러한 공원의 연결고리에 결절

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생태환경을 끌어들이는 거점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원을 매개로 한 시민의 체험과 활동이 역동적인 장소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는 쓰레기매립지가 지니는 대상지의 환경 상의 한

계, 공원화 시 안산시의 타 공원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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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산시화 정원박람회 공원 설계

제1절 설계의 기본방향 

1. 설계의 목표

정원박람회 공원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으로서의 공간을 활용하고, 

정원박람회의 연속적 개최를 위해 공원 설계 시 미리 고려하여 효율적 공간 

활용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원박람회 공원의 일상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정원

의 트렌드, 생활 가드닝의 문화를 보급하며 둘째, 일상의 정원과 다양한 문화

의 융합 및 확산을 위한 정원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자연 자원과 생태 

자원의 연계를 통한 정원박람회 공원의 정체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한다.

2. 설계의 전략

 정원박람회 공원은 위의 설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상지 분석을 통해 

대상지가 지닌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설계 전략에 반영하도록 한다. 대상

지는 매립 당시 기반시설 구역, 기존의 경기장 구역, 자연식생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1) 단계별 전략을 통한 정원박람회 공원화 계획 및 설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원박람회 공원화를 위해 정원박람회장의 

단계별 프레임을 제시하고 이후 활용에 대한 일시성/영속성, 비일상/일상의 시

설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한다. 이는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점진적인 설계

를 반영한다. 대상지의 단계별 설계전략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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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hase 1. Phase 2. Phase 3.

이미지

기간 2018년-2020년 2020년-2022년 2022년 이후

내용

정원박람회 및 교육연구 

공간 등 기반시설 조성

- 교통이 용이한 곳

- 출입구가 가까운 지역부터 

정원박람회장 개발 

- 지형의 조작을 통한 수 

순환 체계,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제시

- 습지조성

- 전시공간의 단계별 조성 

및 확장

정원박람회 공간 확장 및 

저류지 구역 

- 주제 정원의 조성 

(시민의 체험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

- 전망 공간 및 산책로 조성

- 생태천이공간을 위한 

정원 확장

공원 남측 보전구역 식생 

다양화 및 정원박람회 

공원  안정화

- 효율적인 관리를 

강조한 정원의 배치 및 

구분 (집중관리형 정원, 

저 관리형 정원)

- 주변의 습지 및 논의 

생태 확장

- 휴양 및 레크레이션의 

기능을 위한 동선 및 

공간 조성

운영 시, 도 예산 시, 도 예산, 위탁
시, 도 예산 축소에 따른 

위탁, 후원의 확대

관리

안산시민, 

경기시민정원사를 활용한 

정원박람회 봉사

정원조성을 위한 

시민정원사 활용

주제별 정원에 대한 

구역별 시민정원사 활용

시설

정원박람회 관련시설, 

방문객 센터, 공연장, 

교육센터/관리실, 

육묘장, 온실 등

주제정원, 보전구역의 

생태 환경 별 정원 등

보전구역 정원 및 식재의 

다양화, 레크레이션 시설 

등

프로그램 정원박람회 임시프로그램
정원문화 관련 상시 

프로그램

지역축제와 예술문화를 

복합한 프로그램

[표 4-1] 단계별 설계 전략



- 72 -

(2) 정원박람회 이벤트 시기와 일상에서의 공원 이용 시기의 프로그램 구분

대상지는 시기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시기와 이후의 일상에서의 공

원으로 이용하는 시기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는 대상지 

내 프로그램을 시기별로 차별화하여 연중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임시

정원과 상설정원, 임시시설과 영구시설의 구분을 통해 운영의 차별화를 둔다.

(3) 정원박람회 전시 공간 및 주제정원, 보전 공간의 구분에 따른 조성 및 운영

대상지는 공간적으로 크게 정원박람회를 위한 전시 공간 및 주제정원, 보전

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이는 대상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

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식재관리의 측면에서 정원의 시기별 연출 

구역과 종 다양성과 서식처 복원을 위한 보전구역의 구분을 통해 정원박람회 

공원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부여한다. 또한 보전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적 자원을 발굴하며 이를 위해 자연식생 지역 내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장

기적 관점에서 자연천이 공간, 초지 정원, 습지정원 등의 공간을 확보한다.

(4) 도시 가드닝을 통한 실험의 장, 커뮤니티의 장 제공

도시의 가드닝 확산에 기여하는 장소로써 수도권 기후대 및 도심에 적합한 

식재의 실험을 위한 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여 도심 내 다양한 공간에서의 가

드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지에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봉사를 통해 정원의 운영관리를 달성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가드닝을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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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원박람회 공원 기본구상

1. 설계의 기본개념 

대상지는 과거 바다였던 곳을 매립하여 쓰레기매립지라는 혐오시설로 조성되

었다. 쓰레기 매립으로 지형이 주변지형보다 10m가량 상승하였으며 침출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로 인해 고립된 부지가 되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자 독립된 

섬과 같은 대상지를 정원박람회 공원이라는 회복, 생명, 순환의 공간으로 계획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본개념으로 ‘침투(Permeation)’라는 키워드를 도출

했다. 상징의 측면에서 생명의 침투, 이벤트 공간에서 일상공간의 개념의 침투, 

프로그램으로서의 참여의 침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원박람회라는 비일상 공간

이 공원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정원문화에 일상성을 부여하며 습지와 

논에 둘러싸인 대상지는 도시정원으로 변모하여 지역의 생태계에 지속성을 부

여한다. 대상지는 최종적으로 사람과 정원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활동의 

장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4-1> 설계의 기본개념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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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상

대상지의 정원박람회 공원화 계획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촉진시키고, 지

속가능한 공원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 및 식재

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전시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원문화 확장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가 강조된 공원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

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과 레크레이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1) 정원박람회 프로그램

정원박람회라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정원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 및 작가정원 전시를 통해 정원의 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고취시킨다. 또한 수도권의 시민에게 일상의 정원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실습

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여 대상지가 실습과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한다.

활동프로그램 공간 내용

정원박람회 

정원전시

시민정원/참여정원 전시구역 시민이 참여한 정원 작품 전시

작가정원/모델정원 전시구역 작가가 참여한 정원 작품 전시

팝업정원 전시구역
유명 작가의 작품세계를 반영한 

정원 전시

시상

정원박람회 정원 시상 이벤트 광장
시민 및 작가의 올해의 

우수작품 시상

올해의 장미품종 시상 장미정원
안산시 시화가 장미로 홍보를 

위해 올해의 장미품종 선정

실험정원 우수 식재 투표 실험정원 올해의 우수한 식물조합 선정

체험/탐방

주제정원/생태공간 탐방 정원전체 정원 및 생태구역 탐방

일일정원 만들기 교육구역 일일체험을 위한 정원 만들기
자연 생태 체험 습지/보전구역 자연의 생태 체험

정원과 예술
야외공연장, 

교육구역
그림, 사진, 요리 등

마켓 정원마켓
가든샵, 

홍보구역

정원, 원예 관련 기업의 식물, 

자재 마켓

공연
정원과 음악/분수공연 야외공연장 정원 속에서의 공연
정원과 영화 이벤트광장 정원과 관련된 영화 상영

교육/세미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원 교육센터 정원 관련 교육
전문가의 생태 교육 교육센터 생태 관련 교육

[표 4-2] 정원 박람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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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 이용 프로그램 (정원박람회 이외 기간)

정원박람회 개최 후의 공간은 일상의 공원 공간으로 남겨진다. 박람회 후의 

전시공간은 레크레이션과 문화예술을 담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모하도록 한다. 

또한 주제정원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와 정원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

이 시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정원의 지속성은 생태적 관리,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원관리로 볼 수 있다. 대상지는 20년 간 존치되었던 매

립지로써 일부의 공간은 자연 천이가 일어나는 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변의 습지의 종을 받아들이고 지역의 생태자원 가치를 높이는 보전공간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정원들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

여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활동프로그램 공간 내용

계절별 전시
실내 주제전시 온실 계절별, 주제별 온실 내 전시

주제정원 전시 각 주제정원 계절별 식재 변화를 위한 전시

정원과 

일상 예술

정원과 그림 정원 전체 정원에서의 그림 활동

정원과 음악 야외공연장 다양한 장르의 공연 활동

피크닉 파티 피크닉잔디 시민의 참여를 통한 피크닉 파티

정원 채소로 만드는 음식 채소정원 홈 가드닝 촉진을 위한 요리체험

정원과 이벤트, 웨딩 각 주제정원 다양한 분위기의 정원과 이벤트

정원 교육

원예교육 교육센터 계절 별, 테마 별 식물 교육

정원교육 각 주제정원 정원 설계, 식재디자인 등

화훼교육 교육센터 화훼 디자인 교육

생태·환경교육 보전지역 서식지 별 식물, 생태 교육 등

정원 연구
도시정원 연구 실험정원 수도권 지역에 적절한 식생 연구

정원교육 연구 각 주제정원, 교육센터 시민 정원문화 교육 연구

정원관리

주제정원 관리 각 주제정원 주제에 맞는 시기별 정원관리

계절별 정원 조성 정원 전체 계절별 정원 보수에 따른 조성

보전지역 모니터링 보전지역 주기별 보전지역 관찰 및 기록

보전지역 유지관리 보전지역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관리

산책
생태공간 산책 보전지역 생태환경별 산책

밤을 위한 산책코스 각 주제정원 밤의 조명을 이용한 이색적 산책

조망 조류 관찰 및 습지 조망 습지, 조류관찰대 습지 내 조류 관찰

레크레이션 축구 경기 축구장 성인, 학생 대상 축구 활동

[표 4-3] 공원 이용 프로그램 (정원박람회 이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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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 습지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정원박람회 공원의 주변에는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농어촌연구원 간척습지가 

위치하고 있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이용객들의 증가로 편의시설의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를 계획하고 있다. 농어촌연구원은 생태 보전구

역으로 연구를 위한 모니터링만 진행해왔으나 현재 시민들의 이용을 위한 교

육, 체험공간으로 계획 중이다. 이는 주변 습지와 시설의 기능적 측면, 프로그

램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생태의 다층화 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

며, 동선의 연결 및 확장을 통해 습지자원 및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계획할 

수 있다. 

 

<그림 4-2> 주변 습지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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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 구상

대상지의 공간은 정원박람회를 위한 공간, 이후 공원화된 공간으로 구분하

고, 기능적 분류를 통해 입구(Entrance)와 주차공간(Parking Zone), 서비스/관리 

공간(Service Zone), 교육 공간(Education Zone), 커뮤니티 공간(Community Zone), 

정원박람회 공간 및 주제 정원 공간(Garden Zone), 보전공간(Conservation Zone), 

수공간(Water Zone)으로 나뉜다. 입구 및 주차구역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용도

를 달리하고, 서비스/관리 구역은 정원의 구역과 기능에 따라 분산적 배치를 

하였다. 또한 정원구역은 출입구와 인접한 곳이자 대상지의 주요 공간과 기존 

매립지 기반시설지역에 구성하도록 한다. 현재 자연식생 지역을 보전구역으로 

확보하고, 호습식생 군락을 형성하고 반월천 유입부에 있는 남측에 수 공간을 

배치한다. 정원박람회 당시와 이후의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4-4], [표 4-5]와 같다.

   

<그림 4-3> 공간구상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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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 주요내용 기능
기간

임시 상시

Entrance

동측 입구 준공업단지와 인접, 대중교통 이용 시 

출입

○

서측 입구 주 출입구, 안산갈대습지공원과 연결 ○

남측 입구 올레길 관통, 도보로만 이용가능 ○

Parking 

Zone

1 주 주차장

주차

○

2 단체 및 대형 주차장 ○

3 출입구 주차장 ○

정원박

람회 

Zone 

전시구역

시민정원 시민들의 전시정원 전시, 커뮤니티 ○

모델정원 작가 및 시민의 전시정원 전시, 커뮤니티 ○

작가정원 작가들의 전시정원 전시, 커뮤니티 ○

참여정원 기업의 전시정원 전시, 홍보 ○

팝업정원 작가와 예술가의 융합 정원 전시 ○

주제관 실내 주제원 및 전시 전시, 홍보 ○

홍보구역

안내부스 정원박람회 관련 안내 홍보, 안내 ○

홍보부스 원예 및 정원관련 업체의 홍보부스 홍보 ○

조형물 식물을 이용한 조형물 전시, 홍보 ○

판매구역
가든샵 전시식물 혹은 육종식물 판매 판매 ○

판매부스 이벤트 마켓을 위한 부스 판매 ○

교육구역
교육센터 세미나 및 강의를 위한 교육센터 교육, 커뮤니티 ○

교육부스 교육 및 체험을 위한 부스 체험, 교육 ○

이벤트

구역

이벤트무대 공연 및 전시작품 시상을 위한 무대 홍보, 이벤트 ○

이벤트부스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부스 이벤트 ○

주제정

원 Zone

상징적 

정원

생명의 

정원

대상지의 매립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써 상징의 정원
상징 ○

심미적 

정원

감각의 

정원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정원 휴식, 활동 ○

장미정원 안산시 상징 꽃인 장미 전시 정원 전시 ○

참여의 

정원
채소정원 채소 가드닝 교육 및 실습을 위한 공간 커뮤니티, 활동 ○

경관 

연출
소사나무길 대상지의 바다경관을 기억하는 공간 휴식 ○

피크닉 공간 피크닉을 위한 잔디 휴식 ○

온실 정원박람회를 위한 이벤트 전시 전시, 교육 ○

보전

Zone
자연천이지역 매립지 특유의 생태를 위한 보전 공간 보전 ○

Water 

Zone

워터가든 습지 생태계를 고려한 정원 보전 ○

습지데크 유수지 조망을 위한 관찰 및 산책 데크 휴식 ○

조류관찰대 습지에서 관찰되는 새를 관망하는 공간 휴식, 편의 ○

Service 

Zone

묘포장/재배온실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의 보급 및 관리 

공간
관리 ○

관리실 관리시설 관리 ○

화장실 편의시설 편의 ○

[표 4-4] 정원박람회 공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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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 주요내용 기능

Entrance

동측 입구 준공업단지와 인접,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출입
북서측 입구 주 출입구, 안산갈대습지공원과 연결

남측 입구 올레길 관통, 도보로만 이용가능

서측 입구 안산갈대습지공원과 연결되는 입구

Parking 

Zone

1 단체 및 대형 주차장
주차

2 출입구 주차장

주제

정원 

Zone

상징적 

정원

생명의 정원
대상지의 매립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써 

상징의 정원
상징

다년초화원 일년생, 다년생 초화의 계절별 혼합 식재정원 경관, 전시

자생식물원 국내 자생식물의 전시 및 보전을 위한 공간 경관, 보전

심미적 

정원

감각의 정원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정원으로 방으로 

구성되어 소규모 이벤트 이용 가능
휴식, 활동

장미정원 안산시 상징 꽃인 장미 전시 및 신품종 전시 정원 전시

참여의 

정원

채소정원 채소 가드닝 교육 및 실습을 위한 공간 활동

실습정원 시민정원사, 시민들의 실습을 위한 정원

놀이정원 어린이의 자연교육 및 체험을 위한 정원 교육, 활동

교육정원

실험정원 수도권 내 식재 생육조건 및 미적조건 연구 전시, 연구

빗물정원 도심 빗물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공간 전시, 교육

옥상정원 도심 옥상정원 식물연구 및 빗물관리 전시, 연구

경관 

연출

소사나무길 대상지의 바다경관을 기억하는 공간 휴식

수국원 여름철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공간 전시

피크닉 공간 피크닉을 위한 잔디 휴식

온실 기후대별 전시 및 계절별 전시 정원 전시, 교육

전망대 주변 경관 전망을 위한 공간 휴식

이벤트잔디 각종 행사, 공연, 레저를 위한 다목적 공간 활동, 휴식

Conservati

on 

Zone

자연천이지역 매립지 특유의 생태를 위한 보전 공간 보전

관리형 

천이

구역

초지 정원 생태환경별 기후를 고려한 자연식생 공간 보전

도시숲 대상지 경계부에 수림조성 및 식재 정원 보전

워터

가든
습지 생태계를 고려한 정원 보전

Water 

Zone

습지 대상지의 우수를 수집하고 정화하는 공간 활동

습지데크 유수지 조망을 위한 관찰 및 산책 데크 휴식

조류관찰대 습지에서 관찰되는 새를 관망하는 공간 휴식, 편의

Communi-

ty Zone
방문자센터 정원 관련 커뮤니티 및 상업 공간, 가든 레스토랑 커뮤니티, 상업

Education 

Zone
교육센터 도시정원 교육 및 연구 센터 교육, 연구

Service 

Zone

묘포장 정원 관리 및 연구를 위한 공간 관리

재배온실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의 보급 및 관리 공간 관리

관리실 관리시설 관리

화장실 편의시설 편의

[표 4-5] 공원 이용 공간 프로그램 (정원박람회 이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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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전략 및 프로그램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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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의 전개과정 

(1) 상징으로서의 생명의 침투

■ 대상지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원 조성

바다경관이었던 과거의 대상지와 이후 쓰레기 매립지였던 대상지의 정체성

이 생명과 회복의 공간으로 순환하는 개념을 드러내도록 계획한다. 다년생초

화원과 자생식물원은 과거 바다의 들판경관으로 상징하며 생명의 정원이 회복

의 땅을 상징한다. 

(2) 이벤트 공간에서의 일상성의 침투

■ 정원박람회 전시 정원의 활용 변화

정원박람회공원의 정원 전시공간은 정원박람회 기간과 이후로 구분하여 설

계한다. 임시정원은 각각의 특징적인 배치와 레이아웃을 갖도록 하며 상설정

원은 계절별, 연년별 연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구분 전시 기간 이후 활용

임

시

시민정원
각 개소 당 60-80㎡의 면적에 시민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정원으로 공원의 

야외 공간 및 광장에 집약적 배치

박람회 이후 철거되며 축구장

으로 활용참여정원

팝업정원

면적은 자유이며 국내외 작가 및 예술

가에 의해 조성되며 박람회 기간 동안 

공원 남측부분에 산발적으로 조성

박람회 이후 철거되며 휴식공

간으로 활용

1년

모델정원
각 개소 당 150㎡의 면적에 작가가 참

여하여 조성하는 정원으로 부동선이 

지나가는 공원의 구획된 공간에 조성 

1년 간 식재의 유지관리 필요

해당 부지는 존속되며 시설물

만 철거되며 이후 시민 정원

사, 학생을 위한 실습공간으로 

활용
작가정원

기

타

기타 연출

구역

야외공간 및 광장의 컨셉에 맞는 화훼 

연출
철거

[표 4-6] 정원박람회 전시 정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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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정원의 모델 제안

실험정원, 빗물정원은 도시민들의 일상 정원문화를 촉진하는 정원문화 주도

형의 공원을 위한 대표적 기능의 정원이다. 

실험정원은 새로운 품종과 혼합식재를 시험하는 정원으로 대중의 선호도를 

파악하거나 해당 지역에 기후에 적합한지 평가를 통해 생육이 활발한 품종을 

선정하는데 이용한다. 빗물정원은 우수의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유출수를 수

집하고 정화시켜 재활용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정원이다. 이는 정

원 관리용 용수공급에 이용됨으로써 자원재순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구분 Longwood Gardens39) Christchurch Botanic Garden40) 

특징 식물혼합식재의 미적 선호도 평가 기후대에 적합한 품종 평가

공간
약 10㎡의 크기의 베드 15개에 3-8 종

의 식물 혼합식재

22inch 컨테이너에 8-12inch간격으로  24 

종 단일 식재

운영

15개의 여름 베드에 선정된 160개의 품

종리스트 중 각각의 직원들이 3-8개의 

식물을 선택하여 혼합식재를 하도록 한

다. 입구에 무기명 투표함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투표로 올해의 선호도를 가려

낸다. 

중앙 미시간 기후대에 속해있는 신품종 

혹은 기품종을 육종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소 24종의 식물을 베드에 

식재하며 격주단위로 활성화, 통일성, 꽃, 

잎의 장식적 가치 등의 식물 성능과 병해

충의 민감성, 기후변화의 내성에 대해 평

가한다. 

사진

<그림 4-5> 롱우드가든 실험정원 <그림 4-6>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 실험정원 

[표 4-7] 실험정원의 사례

39) “롱우드가든 웹사이트,”https://longwoodgardens.org/gardens/trial-garden (검색일: 2017년 5월 9일).

40)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 ,”https://www.ccc.govt.nz/parks-and-gardens/christchurch-botanic-gardens/visit/visitor-centre(검색일: 2017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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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생태환경을 복원한 저 관리형 정원 조성

식물원 및 다수의 공공정원은 지역 외 보존 뿐 아니라 지역 내 보전을 중요

시하여 종 다양성이 확보된 보존지역 선정 및 훼손된 서식처 복원을 통해 보

존을 달성하며 연구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중의 한 예로 

자생식물을 이용한 초지정원(Meadow garden)이 있는데 이는 초본식물로 이루

어진 정원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야생초화 위주의 식생은 화

분매개충이나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며 자연스러움의 미적인 기능을 충족함

과 동시에 관리의 효율화를 가져온다. 대상지 내 관리의 효율 및 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한 저 관리형 정원인 초지정원과 습지정원, 소림정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구분 Water Garden41) Meadow Garden42) 

목적
브루클린 식물원 내 습지공간, 수공간의 

복원 및 재조성을 통한 종 다양성 확보

롱우드 가든 내 초지정원을 복원하여 자

생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 기능 수행

면적 약 6,070㎡ 약 348,029㎡

특징

물의 수집, 정화, 재순환의 시스템 설계

를 위해 수 보전공간 확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매해 

75,708,235l의 용수를 보존한다.

습지와 개울의 복원 및 확장으로 장식

적 식재와 기능적 식재의 혼합이 특징

이다. 물을 정화시키는 동시에 야생동물

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한다. 

초지정원의 토착식물 파종 및 외래식물 

제어를 통해 종 다양성을 촉진하고 다양

한 수분 매개 인자를 유인하도록 계획하

였다. 초원과 숲의 경계는 천이를 통해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초원경관을 보여주

며 다리와 파빌리온은 Brandywine 지역의 

문화와 장인정신을 반영한다.

사진

<그림 4-7> 브루클린 식물원 수공간 <그림 4-8> 롱우드가든 초지정원 

[표 4-8] 보전 공간의 사례

 

41) “브루클린식물원,”https://www.bbg.org/collections/gardens/water_garden (검색일: 2017년 5월 20일).

42) “롱우드가든,”https://longwoodgardens.org/ecological-landscape-design (검색일: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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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참여의 침투

■ 일상의 가드닝을 위한 단기/장기 프로그램, 정원 융합 프로그램 제안

이벤트의 전시공간은 시민을 위한 실습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각 주제

정원에서는 환경 및 계절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이벤트 및 상시 프로그램의 예시는 다음 [표 4-9]와 같다. 

구분 이벤트 상시

일상의 도심

가드닝

주제정원 탐방, 올해의 식물, 

원데이 클래스, 양지 및 음지

에 적합한 컨테이너 식재 

채소정원 이론 및 실습, 서식지별 식생 이

론, 일년생 및 다년생 초화 이론, 교목 및 

관목 이론, 사초류 이론, 덩굴성 식물 이론, 

내 집 베란다 정원 디자인, 분재 실습, 내 

집 정원관리, 병해충 관리

지속가능한 

가드닝

자연천이정원 탐방, 빗물정원 

및 옥상정원 이론, 자생초지

정원 탐방 및 야생동물 관찰, 

외래종 이론 및 실습, 비료 

및 유수 재활용 이론

저관리형 정원 이론 및 디자인, 자생식물 이

론 및 실습, 지속가능한 가든 만들기, 습지

생태교육

정원 

관련 분야

정원과 사진, 정원과 그림, 식

물과 요리 등

시간 및 계절에 따른 정원사진 실습, 보태니

컬 드로잉

[표 4-9] 이벤트 및 상시 프로그램의 예

■ 공간에 따른 특화된 정원 및 관리 프로그램

정원 공간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시민정원사 및 학생

의 봉사활동을 통한 정원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원박람회 공원의 상설

정원 전시 연출 및 관리계획은 다음 [표 4-10]과 같다.

구분 연출 및 관리

상

설

정

원

장미정원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미의 새로운 품종의 도입 및 연출

다년생초화원 매해 다년생 초화를 제외한 일년생 초화의 교체 및 보식
놀이정원 매해 초화의 보식 및 관리

감각의 정원 매해 초화의 보식 및 관리
분수정원 계절별 연출 및 식재

온실 계절별 연출 및 기후대별 전시 및 관리

[표 4-10] 정원박람회 공원 상설 정원 연출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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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원박람회 공원 기본계획

1. 마스터플랜

<그림 4-9> 정원박람회 공원 마스터플랜 (박람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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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정원박람회 공원 마스터플랜 (박람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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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계획 

(1) 토지이용계획

대상지는 크게 정원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 정원박람회 및 주제정원 공간, 

보전 공간, 주차공간, 관리공간으로 구분한다. 각 구역의 주요 목적을 수행하

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첩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그림 4-11> 정원박람회 공원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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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선계획 

동선은 동측과 서측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순환형 동선을 구축한다. 관람객 

동선과 관리자 동선을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정원박람회를 

위한 임시 전시구역의 경우 조성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부 동선에 위치하도록 

하고 주 동선은 차후 공원화될 시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그림 4-12> 정원박람회 공원 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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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체계 및 수공간 계획

남동측 반월천 상류에서 유입되어 북서측 반월천 하류로 유출되도록 하며 

우수의 경우 대상지 내 빗물정원, 북측 계류, 남측 저류지를 통해 연결순환 되

도록 한다. 수공간은 자연천이습지, 개방수면, 워터가든으로 구성한다.

<그림 4-13> 정원박람회 공원 수체계 및 수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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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계획

경관의 조망은 대상지의 중앙 전망대를 통해 전체 정원박람회 공원의 조망

이 가능하고 남측의 전망대를 통해 주변습지지역의 조망을 계획한다. 또한 조

류 관찰대를 설치하여 습지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14> 정원박람회 공원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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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재계획

조성 단계별 식재를 계획하며 크게 집중 관리형 식재구역, 저 관리형 식재

구역(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림 4-15> 정원박람회 공원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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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hase 1. Phase 2. Phase 3.

집중

관리형 

구역

정원박람회 개최에 집중

한 이벤트성 식재

정원박람회를 위한 이벤트 

식재 + 계절별 식재

정원박람회를 위한 이벤트 

식재 + 계절별 식재

저 

관리형 

구역

보전구역으로써

자연천이 지역 모니터링 

및 토양개량

자연천이 지역의 관리지역 

설정 및 자생식재를 도입

한 생태 환경별 초지정원, 

습지정원 등의 식재

보전구역의 안정화 단계

초지정원, 습지정원 안정

화

■ 단계별 식재계획

단계별 식재를 통해 점진적인 조성을 계획한다. 집중관리형 식재구역은 정

원박람회라는 이벤트에 초점을 맞춘 경관용 식재와 주제정원의 테마 특성을 

고려한 식재를 계획하고, 시기별 계절성이 드러나는 식재를 계획한다. 저 관

리형 식재 구역은 자연식생의 초지 지역 모니터링 지역을 설정하고, 경관용으

로써의 초지정원, 습지원, 소림정원을 계획하여 생태 환경 별 식재를 수행하

도록 한다. 단계별 식재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단계별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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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별 식재계획

집중관리형 식재구역의 주제/기능정원, 온실, 광장 및 야외공간과 저 관리형 

식재구역의 자연천이지역, 초지, 숲, 습지지역의 공간별 식재계획을 수행한다. 

각 공간별 식재계획은 다음 [표 4-12]와 같다.

구분 내용

집중

관리형 

구역

주제정원

장미정원

- 테마 주제에 적합한 식재 계획

- 다년생 초화와 일년생 초화의 조화로운 배치로 계

절별 식재 보완

다년생초화원

자생식물원

놀이정원

감각의 정원

기능정원

실험정원

- 각 기능에 적합한 식재 계획

빗물정원

옥상정원

채소정원

광장 및 야외 공간

- 그늘 제공을 위한 녹음수 식재

- 사계절 관상용 및 대상지 내 생육 가능한 화목 관

목 식재

- 정원박람회 기간은 이벤트 극대화를 위해 일년생 

초화의 이벤트성 식재

온실 - 기후대별 식재 및 정원박람회 이벤트성 식재

저 

관리형 

구역

자연천이지역

- 자연천이 지역의 구역 설정 및 인위적 관리를 통

한 서식처 및 색생의 다양화

- 자연천이 지역의 구역  및 인위적 관리 구역의 안

정화

- 다층구조 식재, 현지의 생육환경을 고려한 식재, 

지역의 자생종 이용 등을 통한 보존구역 관리

초지정원
- 건초지, 습초지, 주연부 식재 등 생태환경 별 내건

성, 내습성 식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식재

습지원 - 물의 깊이, 토양 수분도에 따른 적합한 식재

[표 4-12]  공간별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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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및 관리계획

정원박람회 공원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

하고, 민간과 지역단체가 주도하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민간과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칭)경기 정원문화 친구들을 설립하여 시민과 기업이 협력하는 방

식의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공원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및 지역단체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시민정원사, 안산 환경재단, 

경기문화재단 등이 있다. 

주제정원구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주최, 운영하고 있는 경기시민정

원사 및 지역 시민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정원박람회 공원의 유지 관리 참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전 구역의 경우, 전문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안

산 환경재단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협력하도록 한다. 정원박람회 공원 내 

실험정원은 새로운 품종을 혼식하고 지역의 생육적합성을 평가하는 공간이므

로, 원예 및 조경 관련 업체에 임대를 제공함으로써 홍보 및 정보 활용의 역

할을 수행하며, 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체별 

운영 및 관리의 주요역할은 다음 [표 4-13]과 같다.

구분 주요역할

정원박람회 기간

공공

(경기도/안산시)

- 행사 운영 및 박람회장 관리

- 재정 및 행정 지원 

지역단체 및 시민
- 관리 및 운영 조직 설립

-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정원박람회 공원

(상시)

공공 - 방문자센터 관리 및 운영

지

역

단

체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

경기시민정원사

- 정원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 정원의 전반적인 관리 담당

- 정원 교육센터 관리

안산환경재단 - 보전구역 관리 및 모니터링

경기문화재단
- 이벤트 및 프로그램 지원

- 이벤트 공간 및 작가/모델정원 활용

시민 - 자원 봉사 참여

기업
- 실험정원 관리 임대

- 실험정원 활용

[표 4-13]  주체별 운영 및 관리의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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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원박람회 공원 상세계획

1. 정원박람회 구역

정원박람회 구역은 정원박람회를 위한 전시, 교육, 판매, 홍보, 이벤트, 식음

시설 공간으로 구성된다. 정원박람회의 이벤트와 이후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

획하도록 하며 이벤트 가든 마켓, 시민/참여정원, 이벤트 공연 공간 등은 임시 

시설로 조성하였다가 철거하여 이후 다목적 공간, 축구장, 실습정원, 주제정원

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정원박람회 구역 평면도는 다음 <그림 4-16>과 같다.

<그림 4-16> 정원박람회 구역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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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구역

전시구역은 1, 2, 3 구역으로 나뉘는데 주 동선에 인접하여 배치된 시민/참

여정원 공간은 60-80㎡ 이내의 면적으로 주어지며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조성

될 것으로 조성하기에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또한 작가/모델정원 공간은 조성

시 폐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선에 위치하며 정원 면적은 150㎡이내의 

독립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둘레는 생울타리로 경계를 차폐할 수 있다. 팝

업정원 공간은 이벤트 정원으로 50-120㎡ 이내에 자유 형태로 조성한다. 

<그림 4-17> 정원박람회 전시구역 유형 및 배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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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정원 구역

주제정원 구역은 정원관련 영구시설 및 주제정원, 레크레이션 활동 공간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박람회 이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공간이다. 영구

시설은 정원 교육, 연구, 관리를 위한 시설을 제안하며 주제정원은 감상의 영

역을 넘어선 체험과 활동의 장, 정보 교환이 되는 정원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공원의 휴식 및 레크레이션 공간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이용을 높이도록 한

다. 주제정원 구역 평면도는 다음 <그림4-18>과 같다.

<그림 4-18> 주제정원 구역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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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각의 정원

감각의 정원은 식재의 특성을 이용한 테마 정원으로 대상지의 주제정원구역 

내에 위치하며 소리와 촉각의 정원, 향기정원, 사계절 정원, 맛의 정원으로 구

분된다. 식재의 질감, 색, 열매의 유무, 식물 자체의 고유한 특성 등을 이용하

여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식재 설계를 계획한

다. 또한 감각 별 동선의 구분을 통해 독립된 정원공간을 제공하며 체험 및 

휴식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한다. 정원의 식재는 미적인 역할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식물 종을 사용하기에 수행 식물의 겨울철 관리, 관수관리를 요한다.

<그림 4-19> 감각의 정원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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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감각의 정원 단면도 및 상세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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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감각의 정원 기대이미지

■ 소리와 촉각의 정원 

소리와 촉각의 정원은 촘촘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사초류와 사이사

이에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초화류를 혼식하고 바람에 따라 잎에서 소리가 나

는 교목을 선택함으로써 소리와 촉각을 극대화한 정원을 계획한다. 또한 생울

타리로 사용하여 위요감을 형성하여 식물의 소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리와 

촉각의 정원의 식재계획은 다음 [표 4-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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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명 학명

개화

시기
꽃 색

크기

(cm)

초

화

류

정향풀 Amsonia jonesii 봄 하늘색 15-20

매발톱꽃 Aquilegia vulgaris 봄 파란색 20-40

나비바늘꽃 Gaura lindheimeri 
늦여름, 

가을

흰색, 

분홍색
100

글라디올러스 Gladiolus 'Boone' 여름 노란색 50-100

리아트리스 아스페라 Liatris aspera 
늦여름, 

가을
보라색 50-100

끈끈이 동자꽃 Lychnis viscaria L. 늦봄 붉은보라 20-50

실버세이지 Salvia argentea 늦봄 분홍색 60

니포피아 Kniphofia uvaria 봄
붉은색, 

노란색
50-100

은쑥 Artemisia schmidtiana Maxim. 
늦여름, 

가을
- 30-90

토끼꼬리풀 Lagurus ovatus - - 30-60

용설란 Agave americana - 노랑 100

사

초

류

가는잎나래새 Stipa tenuissima Trin. - - 50

뮬렌버기아 muhlenbergia capillaris 가을 분홍색 60-90

교

목
은사시나무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봄 녹색 3000

[표 4-14] 소리와 촉각의 정원 식재계획

■  향기 정원

향기 정원은 잎과 꽃에서 향기가 나는 허브 위주로 식재하며 잎이나 특별한 

향이 나는 초화와 교목을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향기정원은 후각을 자극

하기 위해 화단을 높여 방문객이 잎을 비벼 냄새를 맡거나 직접 가까이에서 

향기를 맡는 체험을 가능하도록 한다. 향기 정원의 식재계획은 다음 [표 4-1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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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명 학명

개화

시기
꽃 색

크기

(cm)
비고

초

화

류

캐모마일 Anthemis tinctoria 여름 흰색 20-50

백묘국 Jacobaea maritima 연중 노란색 50-100

로즈 제라늄 Pelargonium capitatum (L.) Aiton 여름
분홍색, 

보라색
100

잎에서 

향이 남

라벤더 Lavandula angustifolia 여름 보라색 30-50
잎에서 

향이 남

스토크 Matthiola incana 봄,여름 분홍색 40-60

바질 Ocimum basilicum 여름 흰색 20-50

타임 Thymus vulgaris 여름
분홍색, 

흰색
15-30

세이지 Salvia officinalis L. 여름 파란색 60
잎에서 

향이 남

란타나 카마라 Lantana camara L. 연중
붉은색, 

노란색
100

잎에서 

향이 남

교

목

서향 Daphne odora Thunb. 봄
분홍색, 

보라색
150

당귤나무 Citrus sinensis (L.) Osbeck 늦봄 흰색 500
꽃과 

열매에서  향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늦봄 흰색 400

레몬버베나 Aloysia triphylla (L'Hér.) Britton 여름
흰색, 

연보라색
60-150

전체에서 

레몬향

[표 4-15] 향기 정원 식재계획

■  맛의 정원

맛의 정원은 채소와 과일나무를 혼식하여 미적인 식재를 가시화한 정원이

다. 채소의 다양한 품종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색과 형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방문객에게 키친정원의 모델을 제공하며 채소와 과일나무의 혼식을 통한 

미적인 전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맛의 정원 식재계획은 다음 [표 4-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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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명 학명

파종

시기

수확 

시기

꽃/잎 

색

크기

(cm)

초

화

류

토마토 Solanum lycopersicum L. 5-6월 6-9월

브로콜리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5월 6-9월

컬리플라워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L. 5월 7-9월

오이 Cucumis sativus L. 6월 8-9월

당근 Daucus carota L . 5-6월
8-11월

초

양파 Allium cepa L. 4-5월 6-9월

상추 Lactuca sativa L. 4-8월 5-10월

파 Allium fistulosum L. 5월 9-2월

근대 Beta vulgaris var. cicla L. 5-7월 7-1월

장식용 피망 Capsicum annuum 5-6월 6-9월

마늘 Allium Sativum 11-12월 7-9월

교

목

꽃사과나무
Malus floribunda Siebold ex Van 

Houtte 
- 가을

붉은색

(봄)
1200

블루베리 ‘듀크’ Vaccinium corymbosum ' Duke' - 여름
흰색(봄, 

여름)
250

[표 4-16] 맛의 정원 식재계획

■  사계절 정원

사계절 정원은 사계절 내내 식재의 시각적 흥미를 극대화한 정원으로 식물

의 사계절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시한 공간이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상록 식물과 개화기간이 긴 식물을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또한 가을 단

풍과 열매를 맺는 교목과 관목도 포함한다. 사계절 정원의 식재계획은 다음 

[표 4-17]과 같다.



- 104 -

구

분
국명 학명

개화

시기

꽃/잎 

색
열매

크기

(cm)

봄

튤립속 Tulipa 이른봄 여러가지 - 10-50

수선화속 Narcissus 이른봄
노란색, 

흰색
- 40

윌슨매자나무 Berberis wilsoniae 봄 - -

홍화커런트‘킹에드

워드 세븐’

Ribes sanguineum ‘King 

Edward Vii’
봄 붉은색

검붉은색

(가을)
150-250

자작잎가막살나무 Viburnum betulifolium Batalin 봄 흰색
붉은색

(가을)
150-250

여름

휴케라 ‘레이첼’ Heuchera ‘Rachel’ 여름
붉은색/

자주색
- 50

스타키스 

오피시날리스 '후멜로' 
Stachys officinalis 'Hummelo' 

여름, 

가을
붉은색 - 50-100

알리움 

홀란디쿰‘퍼플센세이션’

Allium hollandicum 'Purple 

Sensation' 
여름 자주색 - 50-100

대황 Rheum palmatum L. 여름
흰색/

붉은색(봄)
- 150-250

가을

콜키쿰 아우툼날레 Colchicum autumnale L. 가을 분홍색 - 10-50

마가렛 Argyranthemum frutescens 
봄, 여름, 

가을
흰색 - 50

떡갈잎수국 Hydrangea quercifolia W.Bartram 여름
흰색,, 분홍색

/붉은색
- 100-150

중국복자기 Acer griseum (Franch.) Pax 심홍색 - 400

산딸나무 Cornus kousa var. chinensis 봄
흰색

/ 붉은색
- 150

겨울

헬레보루스속 Helleborus
겨울, 

봄
여러가지 - 10-40

에리카 카르네아 Erica carnea 'Pink Spangles' 겨울 붉은색 - 10-50

흰말채나무 Cornus alba
봄, 

여름

흰색/줄기 

붉은색

흰색(가

을)
250-400

상록

수

유럽호랑가시나무 Ilex aquifolium 'Amber' - 초록색 적황색 250

황금둥근측백 Platycladus orientalis‘Aurea Nana’ - 황록색 - 100

[표 4-17] 사계절 정원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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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의 정원

매립지 정원은 대상지의 쓰레기매립지였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원으로써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게 해준다. 석재폐기물을 정원의 소재로 이용하며, 가스

측정기와 침출수 측정기가 현재 땅을 측정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하도록 

한다. 또한 식재는 매립지의 땅을 정화시켜주는 정화용 식물과 함께 황폐한 

땅에서도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혼식하여 황폐한 땅이 소생하는 정원의 생명

력을 상징하도록 한다. 

<그림 4-22> 생명의 정원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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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생명의정원 단면도 및 상세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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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허정원

폐허정원은 대상지의 쓰레기 매립지의 정체성을 물성으로 드러내기 위해  

건축폐기물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바닥재로 제작하고 그 속에서 식

물이 살아나는 회복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또한 폐허정원에서 물과 식물로써 

재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콘크리트와 잘 어울리는 식물을 선택하도록 한다. 잎

의 색과 형태가 강조된 관엽, 세덤, 셈퍼바이범 등을 주로 사용한다. 폐허 정

원의 식재계획은 다음 [표 4-18]과 같다. 

구

분
국명 학명

개화

시기
꽃/잎 색

크기

(cm)
비고

초

화

류

숙근안개꽃 Gypsophila repens 여름 보라색, 흰색 10

비누풀 Saponaria ocymoides 여름 분홍색 10

범의귀속 Saxifraga 여름
노란색/

녹색, 은백색
10-50

세덤속 Sedum 여름
노란색/ 보라색, 

녹색, 은백색
10

셈퍼바이범속 Sempervivum 여름 분홍색/홍자색 10-50

유포르비아 Euphorbia characias 'Dwarf' 겨울, 봄 노란색/녹색 100

헬리안테뭄속 Helianthemum 봄, 여름
붉은색/은백색

, 녹색
10-50

무늬윤판나물아재비 Disporum sessile 'Variegatum' 봄, 가을
노란색/녹색, 

노란색(가을)
50-100

열매 

검은색

유카 Yucca gloriosa
여름, 

가을
미색/은청색 150-250

교

목
참느릅나무 Ulmus parvifolia - - -

덩굴

성

식물

콜치카 아이비
Hedera colchica (K. Koch) K. 

Koch 
- - -

클레마티스 Clematis
여름, 

가을
여러가지 -

[표 4-18] 폐허 정원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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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명 학명

개화

시기
꽃/잎 색

크기

(cm)
비고

초

화

류

바위냉이 Alyssum Saxatile 봄, 여름
노란색/

은백색, 녹색
10-50

오브리에타 

델토이데아
Aubrieta deltoidea 봄

보라색/

은백색, 녹색
10

이베리스 

셈페르비렌스
Iberis sempervirens 봄, 여름 흰색 10-50

하설초 Cerastium Tomentosum 봄, 여름
흰색/

흰색(가을), 녹색
10-50

포스카리아나 

초롱꽃
Campanula poscharskyana

여름, 

가을
청색 10

림난테스 더글라스 Limnanthes douglasii
여름, 

가을
흰색, 노란색 10-50

덩굴백리향 Thymus serphyllum 여름 흰색, 보라색 10

유카 Yucca gloriosa
여름, 

가을
미색/은청색 150-250

알리움 Allium atropurpureum 봄, 여름 보라색 50-100

갓 Brassica juncea L. 여름 노란색 50-100 정화식물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L. 여름 노란색 200-400 정화식물

사초

류

알파인 페니크래스 Thlaspi caerulescens - - - 정화식물

황금수염풀 Sorghastrum nutans - - - 정화식물

교목
미루나무 Populus deltoides - - - 정화식물

버드나무 Salix species - - - 정화식물

■  생명의 정원

생명의 정원은 대상지의 매립지였던 땅이 식물로 인해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상징의 정원이다. 폐자재를 이용하여 바닥 디딤돌을 만들고 척박한 환경에

서도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식재한다. 디딤돌 사이의 지피식물과 

사초류, 초화류, 세덤, 유카 등을 이용하여 질감의 대비를 통해 흥미로운 경관

을 제공한다. 생명의 정원 식재계획은 다음 [표 4-19]와 같다.

[표 4-19] 생명의 정원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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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 구역

보전 구역은 자연 천이구역과 관리형 천이구역으로 구분된다. 자연 천이구

역은 습지와 기존 초지로 구성되며 관리형 천이구역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

성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꾀하고 환경에 따른 적절한 식물 종의 선정으로 저 

관리형 정원을 계획한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조성,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며 교육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4-24> 보전구역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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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지정원

대상지의 초지정원은 남동측에 위치한 경사지로 양지이며 토양은 자갈섞인 

점토질 토사의 척박한 땅이다. 이러한 양지와 척박한 토양에 적절한 저 관리

형의 정원인 초지정원을 조성한다. 초원은 야생화와 사초류로 구성된 생태계

이다. 저 관리형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주어진 환경에서 자연

스럽게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년생 초화류는 생

장이 왕성한 사초류와 조화를 이루며 잘 자라며 척박한 토양에서 오히려 잘 

자란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잡초가 잘 자라지 못하고, 생명력이 강한 매력적인 

식물만 잘 자라기 때문이다.43) 

습식 초원은 정기적인 홍수에 의해 유지되는 반면, 건조한 초원은 일반적으

로 천이단계의 초기 단계로 교목이 거의 부재한 캐노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열린 지역에서 자란다. 자연형 초지 식재방식으로 지피식재의 혼합식재, 그룹

식재, 산재 식재를 이용하여 계획한다. 사초류는 초지정원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데 이는 기능적, 시각적 관점에서 초원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초류는 

보모식물 (Nurse Plant)의 역할을 하며 식재 시 1단계에서 잡초의 침입과 침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혼합 매트릭스 식재 시 틈새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첫째 계절에 따른 생육활동이 다른 식재를 함으로써 잡초를 억제할 수 있으

며, 둘째 해에 따라 생장이 다른 식재를 함으로써 식물 간 경쟁을 피하기 위

해 필요하다. 또한 생태계 천이에 대한 이해는 초지정원의 유지관리에 중요하

다. 초지정원은 교란된 지역이 초본(다년생 식물)에서 관목, 교목을 거쳐 성숙

한 숲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천이단계를 이해함으로써 유지보수의 사항을 결

정하고 최종결론을 예상할 수 있다[표 4-20].44) 초지정원의 식재 계획도 및 단

면도는 다음 <그림 4-25>, 초지정원의 식재계획은 다음 [표 4-21]과 같다.

43) Kingsbury, Noel,  (The)ultimate planting guide, 이영병(역), 『원예식재와 조경』(서울: 시그마 프레스, 2006), 
pp. 129-130.

44) “Wildflower Meadows: Let’s Get Real” http://lweanerassociates.com/?p=1203 (검색일: 2017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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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초지정원 식재계획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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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년) 2단계 (2년) 3단계 (3년)

- 방제관리 수행

- 규모, 유지관리예산, 식재방법,  

  잡초 출현여부에 따라 결정

- 첫해에 일년생 잡초가 급속  

  하게 서식하며 다년생 초화와  

  사초류는 더딘 성장을 보임

- 잡초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  

  해 식물이 12-18inch로 생장  

  시 6inch까지 제초

- 다년생 식물은 색상을 띄기  

  시작

- 잡초 모니터링 실시

- 필요한 경우 잡초의 가장 활  

  발한 생장 기간을 거친 즉시  

  제초제 살포, 수동 제초 또는  

  추가 제초 작업을 통해 통제

  점점 식물이 성장하며 1foot  

  높이로 전지 시행

- 기본 초지 식물이 우점하며   

  최소한의 관리로 잡초의 침   

  입에 저항 

- 유지 보수는 늦은 가울 혹은  

  이른 봄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제초하거나 태우는 방법을 시행

-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생태  

  적으로 미적 기능 수행하게   

  될 것

<그림 4-26> 초지정원 기대이미지 

[표 4-20] 초지정원 단계별 계획   

자료: http://lweanerassociates.com/?p=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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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명 학명

개화

시기
꽃/잎 색

크기

(cm)
비고

건

초

지

매트릭스 식재

나도솔새 Andropogon gerardii 90-210

쥐꼬리새풀속 Sporobolus cryptandrus 45-75

띠 Imperata cylindrica 30-80

박주가리 Asclepias syriaca 여름 분홍색 60-90

검은눈천인국 Rudbeckia hirta 여름 노란색 30-90

숙근아스터 Aster novae-angliae 여름, 가을 보라색 60-150

베르노니아 

노베보라켄시스
Vernonia noveboracensis 늦여름 연보라색 120-180

그룹식재

억새 Miscanthus sinensis 90-200

황금수염풀 Sorghastrum nutans 90-180

질경이 Plantago asiatica 50-80

튜베로사 Asclepias tuberosa 여름 주황색 60-90

자주루드베키아 Echinacea purpurea 여름 보라색 60-120

산재식재

베르가못 Monarda didyma 여름 붉은색 70-150

펜스테몬 

디기탈리스
Penstemon digitalis 늦봄 흰색 90-120

습

초

지

매트릭스 식재

수크령 Pennisetumalopecuroides 150

큰물사초 Carex elata 40-80

숙근아스터 Symphyotrichum novae-angliae 여름 보라색 100

루드베키아 Rudbeckia laciniata 늦봄 노란색 50-70

루이스미물러스 Mimulus lewisii Pursh 여름
연보라색

색
25-80

태청숫잔대 Lobelia siphilitica 여름 푸른색 50-100

흰꽃꿩의다리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album
늦봄, 여름 흰색 100

그룹식재

고수골풀 Juncus effusus 60-120

자라송이풀 Chelone obliqua 여름 연보라색 60-90

버지니아냉초 Veronicastrum virginicum 늦봄, 여름 하늘색 120

주름미역취 Solidago rugosa 노란색 50-70

산재식재

붉은숫잔대 Lobelia cardinalis 여름 붉은색 50-100

물망초 Trigonotis Penduneylaris 봄 푸른색 20-30

건

/

습

초

지

찔레꽃
Rosa multiflora Thunb. var. 

multiflora
봄 흰색 기존

족제비싸리 Amorpha fruticosa L. 기존

갯버들나무 Salix gracilistyl 기존

은사시나무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기존

[표 4-21] 초지정원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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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터가든

정원박람회 공원의 수공간은 자연천이, 수질정화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그 중 워터 가든은 이용객들의 심미적 요소를 자극하기 위하여 수생

식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디스플레이적 성격이 강한 정원이다. 워터가든의 식

재계획은 다음 [표 4-22]과 같다.

구

분
국명 학명

개화

시기
꽃/잎 색

크기

(cm)
비고

초

화

류

방울새풀 Briza media 늦봄 연녹색 30-40

꽃창포 Iris ensata 봄 보라색 60-120

수련 Nymphaea tetragona 봄, 여름 분홍색 -

수련 ‘퍼플조이’ Nymphaea ‘'Purple Joy' 여름 흰색/보라색 -

수련‘옐로우프린세

스’
Nymphaea 'Yellow Princess' 여름 노란색 -

물옥잠 Monochoria korsakowii 늦여름 흰색/보라색 -

물양귀비 Hydrocleys nymphoides 여름 노란색 50-60

노랑어리연꽃 Nymphoides peltatum 봄, 여름 노란색 -

물별이끼 Callitriche palustris L. 
여름, 

가을
녹색 -

갈대 Phragmites communis Trinius
여름, 

가을
갈색 200

칸나 Canna 여름 붉은색 100-200

토란 Colocasia esculenta 
여름, 

가을
녹색 100

파피루스 Cyperus prolifer 봄, 여름 녹색 100-200

흰꽃나도사프란 Zephyranthes candida 여름 백색/붉은색 30

속새 Equisetum hyemale 사계절 녹색 30-60

남개연 Nuphar pumilum var. ozeense 여름 노란색 -

물칸나 Thalia dealbata 여름 보라색 200

부레옥잠 Eichhornia crassipes 여름 보라색 -

[표 4-22] 워터가든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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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워터가든 평면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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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에 부여되는 다양한 선 기능으로 인해 지자체는 다

양한 방식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 공

간의 이후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정원박람회에서도 제외될 수 없다. 정원의 특

성 상 많은 유지관리비와 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대형 공간에 정원들을 조성

한다는 것은 지속성의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

원박람회장이라는 공간이 공원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와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물리적인 변화 양상은 무엇인가에서부터 연구를 출발하게 되었

고 일상성과 지속성의 가치를 부여한 공원화에 대한 설계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정원박람회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공원화되기까지의 단계

별 전략 및 계획이 요구됨을 사례 및 이론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원박람회 공간의 유연한 활용과 주변 습지와 대상지의 매립지 생태를 보존

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 계획하였다. 대상

지의 정원박람회 공원은 일상성의 측면에서 경기도의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

하는 공원으로써 시민들의 일상 가드닝이 가능하도록 ‘실험과 참여’라는 키

워드로 프로그램 및 공간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속성의 측면에서 매립

지의 주변 습지 생태와 오랜 시간 존치되면서 형성해온 자연 초지 생태를 보

전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생태가 공존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정원을 계

획 및 설계하였다. 이는 정원박람회장의 공원화에 대한 핵심전략이자 설계방

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안산시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간의 발

전방향 설정의 부재, 보전구역 확보를 위한 세밀화된 생태 모니터링의 데이터

화된 자료를 산출하지 못한 점, 대상지 환경에 적합한 정원 조성을 위한 생태

공학적인 분석의 미흡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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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rden Festival Park Design 

of Landfill in Shihwa, Ansan

Hareu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arden Festival, mega-event with garden as a its cultural cont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urban regeneration process that includes 

establishment of urban green space system and renovation of cities’ image. 

Furthermore, it supports to stimulate local economy, rediscover local identity, 

and activate local community. The garden Festival brings multiple advantages 

to the city, however, discussions on the post-utilization of the event site are 

still on-going. The domestic garden exposition is due to a lack of appropriate 

strategies for sustainable use, or the lack of specific alternatives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its after-usage, either in planning or design. 

The garden exposition space can be used not only as a one-off event, but 

as an infra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that presents long-term vision and 

strategy at the stage of its planning. Following this, it is required to design it 

with a long-term range of possibilities reflecting on its after-use plan for a 

more sustainable future utilization. This suggests that,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day to day usage, all these factor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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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termine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festival site that can 

be used not only during its main event but also after i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ntegrated master plan by applying which functional 

elements for garden festival are needed and how the space can eventually 

be transformed into a park through spatial programs. Besides, in terms of 

day to day usage and sustainability, the Garden Festival Park will act as a 

catalyst for regular garden activities; plants experiments, and it plans to 

restore the ecosystem and diversify the species by securing a conservation 

space.

This study covers The Shihwa Waste Landfill with an area of 451,432㎡ 

located in Bono-dong, Sangrok-gu, Ansan. The landfill in this site began in 

1989 and eventually finished in 1994.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s on 

alternatives for its post-use. It is followed by the announcement of Gyeonggi 

Province’s plan to create the largest garden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Gyeonggi Province. It is expected to perform as a space for a garden 

festival, a stronghold for the garden industry and an educational space in the 

Gyeonggi Province. The site also has a great potential to link the abundant 

wetland ecological resources around it.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the site, the connection of the 

surrounding wetland ecology and the link of the business plan, it is required 

that the space becomes flexible for its utilization as the main garden 

festival’s site and the space for preserving the landfill ecology as well as 

separating surrounding wetlands. Specifically, the site consists of 3 zones. 

The Garden Festival Zone, the Theme Garden Zone and the Conservation 

zone. The design strategy is as follows. First, the areas of exhibition, 

promotion, sales and education for the garden festival site are plann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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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the concept of ‘demolition, transform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nd spaces in the process of turning it into a viable park. Secondly, 

the Theme Garden Zone was designed to be a base where programs and 

spaces are linked with the keyword 'experimentation’ and ‘participation'. 

Third, the Conservation Zone has established a natural meadow ecology that 

has been formed for a long period of time, suggesting a garden where 

diverse ecologies can be studied and contemplat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it attempts to design as a 

process not only the design of garden festival site itself but also 

reformulation of post-garden festival as a park. Therefore this study is done 

through the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s well as the close 

linkage between the program and the space at the time of the garden 

festival happening and its after-usage planning. The Shihwa Landfill is 

expected to be the hosting site for the Garden Festival with a sense of 

‘regularity’ and ‘sustainability’, as well as its positive role for 

regenerating modern urban areas.

 keywords  : Garden Festival, Landfill, Mega-event, Post-usag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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