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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원 가꾸기는 여가활동에서부터 도시녹화, 도시재생 등의 공적 영역
으로까지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원이 부유한 계층이 향
유하는 문화로만 인식되어 간과되었던 일상공간에서 축적되어온 대중적인 정
원 문화를 고찰한다.
도시정원은 자발적 참여로 가꿈과 돌봄의 실천적 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이
며 도시정원 가꾸기를 하며 자연에 대해 동경과 갈망을 해소한다. 도시공간에
서의 개인적 점유가 이루어지나 도시공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공공적 가치
를 실현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은 1970년대 이후 형성된 저층
주거지역이며 주민들이 골목길,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도시정원 문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정원의 분포, 형태, 기능을 살펴보아 도시정원의 특
성을 알아보고 주거형태의 변화, 건축물 위치에 따른 도시정원의 공간적 특징
을 분석하여 주거공간에서의 물리적 공간 변형이 도시정원 가꾸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생활문화 속
에 축적되어온 도시정원의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도시정
원 문화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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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이론적 고찰
과 탐색 조사를 토대로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약 1년 기
간 동안 현장조사를 하여 계절별로 도시정원의 분포, 형태 등을 맵핑하여 현
황자료를 구축하였다.
낙성대동 주민의 상당수가 도시공간의 나대지를 이용하여 창조적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다. 도시정원은 계절별로 가변적이고 다
채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심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화초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채소류, 주거공간에서 물리적
경계를 짓기 위한 정원수·조경수, 유실수까지 다양하게 식재가 구성되어 있
다.
도시정원의 형태는 일상생활에서의 재료로 구성되며 화분과 화단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실내외를 오가는 이동성의 화분과 화단을 대체하는 고착형의 화
분, 화단은 협소한 주거공간에 일시적이고 소규모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대부분 완상하기 위해 도시정원을 가꾸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외부인 주
차 방지 등의 용도로 도시정원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쾌적한 경관
을 제공하여 개선하게 되고, 먹거리를 생산하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
낙성대동의 도시정원은 골목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공터, 출입문,
마당, 담장, 옥상, 주차장, 계단, 테라스, 대문, 외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
시정원을 가꾸기에 한정된 도시 환경에서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
규모의 도시정원을 조성하여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주거 공간에서의 도시정원은 자연스레 지역주민의 시각적 교류가 이루어지
므로 시각적 공유 여부에 따라 공간영역을 구분하였다. 낙성대동 도시정원은
일상적 삶의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에 의해 조성되지만, 도시공간에서 사회
적·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시각적 측면에서 확장하여 문화적 경관을 생산
하고 장소성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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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원은 가꾸는 주민의 역량에 따라 도시정원의 형태, 기능이 바뀌게 되
므로 도시정원 가꾸기 문화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주도
적으로 가꾸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도시정원에 필요한 식재, 물품들을 쉽게 살 수 있는 생활권 내 꽃가게, 화
훼단지 등의 환경적 요소는 도시정원 가꾸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 식물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커뮤니티가 발생하고 유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한다. 도시정원을 가꾸는 이유는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함이 많으므로, 도
시정원 문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공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속해서 정원문화가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요어 : 도시정원, 도시정원 가꾸기, 정원문화, 정원의 형태, 일상성,
낙성대동
❙ 학 번 : 2016-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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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낙성대동의 도시정원은 아파트 조경공간과 달리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소규모의 녹지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
된 도시정원이다. 농촌에서 상경하여 텃밭경작의 경험이 있는 주민, 정원을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모여 자연스레 일상생활의 도시정원을 생성
하고 경험한다. 정원은 생활과 삶에서 가지는 자연의 경험이고 생활의 소재이
므로(권진욱, 2017) 주민은 일상적으로 도시정원을 경험하게 된다.
관악구 낙성대동의 지역주민은 플라스틱 화분, 스티로폼 상자와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골목에서 텃밭을 경작하거나 화초류를 식재하는 등의 도시정원 가
꾸기를 한다.
낙성대동과 같이 저층주거지역1)에서 골목길, 집 앞 등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도시정원문화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교해,
도시정원에 대한 학술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과거 일상적 생활공간을 대표
하는 주택정원은 사유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
문적 연구 영역에서 다뤄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김수란, 조동범, 2006). 최근
일각에서는 도시정원의 개념을 정립하거나 특성, 유형화에 관한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정원의 연구가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낙성대동을 포함한 서울시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은 녹지를 고려하지 않
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녹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 저층주거지라 함은 대부분 지역이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4층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말한다. 일부 다른 주거 형식이 포함되어 있어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다수를 이루면 이를 저층주거지로 본다(배웅규 외, 2011)

- 1 -

건축물 조경은 「건축법」 제 42조2) 대지의 조경 제도에 의해 규정되어 건축
개발 행위에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담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자체 건축조례
에서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 비율이 축소되고 폐지되며 대지의 조경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김용국 외, 2017)3). 또
한, 소규모 가구들의 부족한 주거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조경시설을 포함한 기
본 시설 규정 등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4)은 저층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무분
별하게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존 녹지의 혜택을 더 이상 받
지 못하게 되었고 주거환경은 악화되었다.
공공분야의 녹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민간 소형 건
축물의 법정 의무조경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 생활권 내에서의 녹
지의 체계적인 확충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조용현,
2009) 양적인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질적인 개선 보다 역량에 집중하
는 것이 중요하다(조경진, 2017). 최근에는 소규모이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언제든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공원·녹지의 조성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경기농림진흥재단, 2010).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970~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공원
등의 공공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형성되었다. 급속한 인구증가로 주택보
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공공인프라가 제대
로 갖추지 않고 계획되어 개발되었으므로(맹다미, 2010), 오픈스페이스 및 조
2) <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2015년을 기준으로 28개 지자체(8개 시, 20개 군)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
비율 축소 및 삭제 (김용국 외, 2017)
4)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부터 주택법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부대·복리시설은 필요성이 낮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사무소·조
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되었다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서울시 공동주택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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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녹지 부족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배웅규 외,2011). 신
도시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역은 계획적으로 공공공간이
공급되었으므로 유지·관리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존 시가지나
단독주거지 밀집 지역에서의 공공공간은 양적인 부분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모두 열악한 상황이므로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이
상민, 엄운진, 2011).
또한, 최근 녹지가 감소하고 공공공간이 축소되는 주거지역 내에서 도시정
원은 경관개선, 커뮤니티 강화 등 일상생활에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요소로 활
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의 녹지 조성·관리와 커뮤니티의 지속적
인 참여를 지원하는『서울, 꽃으로 피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2017)은
일상에서 누리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을 대상으로 주거지역에서 간과하였던
일상생활 속의 대중적인 정원문화 속에서 도시정원 가꾸기의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살펴보고 향후, 도시정원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첫째, 일상생활과 주거공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도시정원의 분포, 형태, 기능
을 살펴보고 도시정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주거형태의 변화, 건축물 위치에 따른 도시정원의 공간적 특징을 분
석하여 주거공간에서의 물리적 공간 변형이 도시정원 가꾸기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생활문화 속에 축적되어온 도시정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도시정원문화를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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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도시정원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기능
과 형태로 존재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비교적 최근 도시정원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화되지 않은 도시정원의 개념을 파악하고 도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원문화와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아 일상생활에서의 도
시정원 가꾸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경험하는 도시정원의 조성·관리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상적 공간에서의 도시정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여 지역 주민이 도시정원에 대하여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도시정원이 저층주거지역에서의 사회·공공적 가치를 구현하
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시간적·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장조사를 시작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
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공간에서 주민들의 일상
문화로 정원을 조성·관리하는 도시정원 문화가 활발한 서울시 관악구 낙성
대동 일대이며, 관악로와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 밀집 지역을 제
외한 주거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봉천동5)은 공개 공지 혹은 사유지의 자투리땅
을 이용한 녹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다(관악구, 2011). 낙성대동은 서울
의 저층주거지역 중에서 정원가꾸기에 관심 있는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
시정원이 조성되고 정원문화가 정착되어있는 사례지다.
또한, 낙성대동은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부터 재건축이
활발한 현대까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5) 낙성대동의 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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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거형태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시대별 주거형태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와 정원문화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하므로 연
령대에 따른 도시정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1-1] 낙성대동 일대 전경

.
[그림 1-2] 연구대상지(네이버 위성 맵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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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낙성대동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일상 속 도시정원 문화 연
구를 위하여 현장조사, 심층적 인터뷰 등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낙성대동 도시정원 현황분석을 위한 현장연구에 앞서 문헌연구
를 통하여 저도시정원의 개념과 특성, 도시정원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층주거지역에서의 도시정원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현장조사는 총 13회 진행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년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39곳에서 정원을 가꾸는 주민 33명과 정원을 가
꾸지 않는 주민 11명으로 총 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계절별
로 실시하여, 계절적 변화가 뚜렷한 식용작물을 포함하여 도시정원의 식물들
이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고려하였다. 잎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
는 겨울에서 초봄까지의 시기에는 도시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방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
였다. 사진촬영으로 낙성대동의 계절적 경관과 식생을 중심으로 도시정원의
현황을 기록하고 도시정원의 분포, 물리적 형태 등을 연속수치지형도에 맵핑
하여 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도시정원 형성과정과 정원을 가꾸는 행태
등 도시정원의 가꾸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낙성대동에서 도시정원이 지속해서 가꾸어지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하
였으며 도시정원을 가꾸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하여 전반적으로
대상지에서의 도시정원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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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터뷰 장소(39곳)

[표 1-1] 인터뷰 조사 개요
조사방법

인터뷰
2017년 3월- 2018년 3월

조사일시

22일, 2018년 3월 23일, 여름 - 2017년 7월 16일, 26일,

(봄 - 2017년 3월 31일, 4월 23일, 26일, 5월 7일, 10일,
8월 9일, 가을 – 9월 8일, 10월 17일, 21일, 겨울조사지역
조사대상
인터뷰 항목 및 내용

2018년 1월 14일)
낙성대동 일대
낙성대동 주민
도시정원을 가꾸는 이유, 식재, 식재구하는 방법 등

[표 1-2] 인터뷰 참여 주민들의 일반사항
구분
성별

나이

거주기간

정원 가꾸기 활동

남
여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5년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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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
29
15
3
1
5
13
18
4
7
5
11
4
16
33
11

2. 연구 흐름

연구과정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의 배경 및 목적
Ÿ

도시공간에서의 일상 속 도시정원
활성화 도모의 필요성 제기

서론

연구의 범위
Ÿ

시간적·공간적 범위

Ÿ

내용적 범위

문헌연구

연구의 방법 및 흐름
Ÿ

연구 조사 및 분석의 방법 제시
▼

Ÿ
이론적 고찰

이론적 고찰
저층주거지의 형성과정과 가치

Ÿ

도시정원의 개념과 속성
서울시 도시정원 문화

Ÿ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
낙성대동
도시정원
현황

낙성대동 기본현황 분석
Ÿ

낙성대동의 일반 현황 및 공간적 특징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현황

Ÿ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분포, 식재, 용도

문헌연구
GIS 분석
및 맵핑

▼
낙성대동 도시정원 특성
낙성대동

Ÿ

GIS 맵핑,

공간영역의 관계

도시정원
가꾸기 해석

물리적 형태, 식재 현황, 건축물 위치별 특성,

Ÿ

낙성대동 도시정원 가꾸기 경향
도시정원을 가꾸는 주민의 특성

Ÿ

낙성대동 도시정원 가꾸기 활동 분석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제안

결론

Ÿ

연구의 요약

Ÿ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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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절 저층주거지의 형성과정과 특징
1. 저층주거지 형성과 변화
도시정원 가꾸기는 고층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지역보다 저층주거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특징을 살펴보자 한다. 서
울 저층주거지는 동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전체 주거지역의 절반(38.2%)을 이루고 있으므로(맹다미, 2017), 아파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저층주거지는 신도시 및 아파트 단지와 달리 획일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으
므로 물리적인 환경에 맞춰 형성된 생활권이 아니며, 거주자들의 경험과 활동
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스러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구미경, 양우현, 2016).
저층주거지는 해방 이후 판자촌 등의 형태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인구 집중과 부족한 주택
을 보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주거지조성 사업이 시행된 계획형
의 저층주거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소규모 임대주택의 건
설을 목표로 하여 1984년에는 다세대 주택6)을, 1990년에는 다가구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유형을 법제도에 도입하여 단독주택지의 다세대 거주현상을 양성
화하였다(최효진, 2016).
다세대, 다가구 주택 유형이 제도화되면서 고밀화가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
하였고, 저층주거지 내 법적 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주거·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증가하면

6) 다세대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자주 혼동되는데, 다세대주택은 내부 호수별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고
세대별 분양도 가능한 세대별 독립적인 주택이므로 법적으로 공동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집주인 한 사람이므로 단독주택이다. 외관의 형태가 유사하여 일반인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구
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희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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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대수의 증가로 주차장 부족현상,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으로 변화, 도로환
경 악화 등 도시환경을 해치게 되었다(정재용,박훈, 2006). 또한, 외부공간은
건물과 담장 사이에 남겨진 법적 인동간격일 뿐이며, 그나마 남아 있는 외부
공간은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공간의 존재가 무의미해
졌다(전남일, 2010).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5월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급증하는
1·2인 가구7)의 주거안정과 시가지 내 저렴한 소형 주택 공급을 위하여 도입
되었다(이재수 외, 2012). 그러나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 이웃 주민과의 교
류, 소음·진동 등의 주거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60점 내외로 낮게 나왔다(서
울연구원, 2013). 도시형생활주택은 시설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녹지 부족,
화재 위험, 소음,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하락시키게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와 소형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
하기 위하여 주거형태가 변화하였지만, 주택공급 물량을 증가시키는 데 급급
하여 주거환경은 열악하게 변천되었다.

[그림 2-1] 저층주거지역의 변화과정(출처 : 맹다미 외, 2017)

7)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의 61%는 1인 가구이며(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의 23%), 연령대는 20대
이하(43%)가 다수이고, 점유형태는 주로 월세로 이루어진다(서울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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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층주거지의 가치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건축연한 35년 이상인 1990년 이전 주택은 47%가 되
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주거지 슬럼화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이 삶의 공간에서
직접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의한 상향식(Bottom-up)의 도시재생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며, 물리적 주거 개선 사업과 더불어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
저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경미, 오주형(2012)은 저층주거지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저층
주거지의 유지·관리의 가치를 7가지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사회적,
사회·역사적, 환경·경제적, 산업·경제적, 도시·공간적으로 5가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도시·사회적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재고 확보
사회·역사적 : 역사성과 장소성의 보존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유지
환경·경제적 : 환경파괴 완화 및 환경에너지 절감
산업·경제적 : 지역 단위 소규모 건축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공간적 : 도시변화에 따른 대응력 향상

첫 번째, 도시·사회적으로는 오랫동안 조성 되어 오면서 주거건축의 형태
적 다양성이 나타나며 신흥 주택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소단위
주택개발이 가능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 유형을 보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역사적으로 지역의 커뮤니티가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역
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닐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저층주거지는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필지와 가구, 가구와 도시조직 사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레벨의
가로공간을 형성되므로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접하는 면이 많아지게 되어,
자연발생적인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
다. 또한, 오랜 주거지 형성과정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일상의 결합이 이루어진 독특한 장소성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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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환경·경제적 측면으로 대규모 건설에 의한 에너지 소모의 극대화
와 환경파괴를 완화하게 된다. 지역 내에서 소단위 개발이 점진적으로 진행되
면서 환경피해를 감소시키며, 기존 물리적 환경에 순응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
네 번째,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근린주구 단위의 소규모 점포가 자리잡아
경제활동이 일어나 활력 있는 장소를 창출하여 골목경제로 일컫는 다양한 경
제활동이 일어나고 소규모 건축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도시·공간적으로 주변 상권변화, 기존 용도의 쇠퇴에 따른 용
도전환에 대하여 소필지가 밀집된 저층주거지에서는 개별 필지단위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잠재적 공간수요를 보유할 수 있다.
저층주거지의 커뮤니티·공동체
저층주거지의 일반 주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가치는 공동체이며,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없는 커뮤니티라는 무형적인 자산
이 저층주거지의 가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의 역사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맹다미 외,2012). 가로 중심의 필지 단위의 개별 건축물
은 소단위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자연발생적 커뮤
니티가 발생하고 거주자들의 삶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소성, 역사성에 대한 가치를 지녔다(서수정 외, 2010).
골목길은 지역주민들 사이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레 형성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지녔다. 골목길은 필지 안의 개인 주거 공간에서 외부로 확장 된 주거
공간이며, 주민들의 여가 활동 및 주민 간의 교류 등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곳
이다. 골목길은 사람들의 의도적인 또는 비의도적으로 접촉을 끊임없이 유발
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적 단위이다(민현석, 2011). 잔 겔Jan Gehl(1896)
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집 내외의 사건이 자
유로이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올 때’, 물리적 경계가 유연해질 때 사람
의 관계에 대한 경계 또한 유연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김연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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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도시정원과 도시정원 가꾸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도시정원의 개념
정원개념의 확장
정원은 문화의 흐름과 사회적 수요에 따라 개념이 변화하였으므로 국내 선
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현대적 정원의 의미를 되짚어보았다. 박주영(2017)은
정원이 가지는 개인적 속성, 영역성은 과거와 다른 도시공간에서의 현상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도시 녹지와 인간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실천을 주도하
기 위한 도시정원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다.
우경숙, 서주환(2016)은 문헌연구와 빅데이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1974년부터 최근(2015년)까지 정원의 시대적 의미를 파악하고 변화 패턴
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원은 인간의 삶의 한 영역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정원의 양식, 기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정원의 정의는 다양
하게 혼재될 수 있으며, 현대의 정원은 과거와는 다르게 사적인 영역에서보다
주거공간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까지의 공적인 영역으로 인간 활동이 이루어
지는 범주로 인식하였다.
2015년에 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원
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
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
로 최근 정원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주영(2012)은 근대사 이전의 정원은 어원적 속성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장
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대에 와서는 정원은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장소
보다 정원에 축적된 이미지로서의 함의와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행위
가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였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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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정원 개념의 변화
근대사 이전의 정원의 개념
1. 거주공간내의 소유의 장소

현대사 정원의 개념 재정의

자연 재료와 인공물, 건축물에 의해

1. 개인적 내밀의 공간, 희구의 장소

구성된 특정한 구역, 대개 주택 외부

개인적 내밀의 공간으로 현대에 와서

공간을 실용적, 심미적 목적으로 처리

행복을 추구하는 창조적 여가의 장소

한 뜰
2. 과시적 표현의 도구

2. 가꾸기, 돌봄 실질적 행위의 장소

개인 혹은 소수의 주체들이 자신의

정원 가꾸기, 텃밭 돌봄 등의 행위의

의도에 다라서 창조하는 과정에서 개

의미가 중시되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용망을 실현하고, 과시하는 수단

실천적 행위가 도시민들의 삶에 중요

으로 활용

▶

시 됨
3. 문화적 집합체로서의 장소

3. 예술적 감상의 경관

지역, 장소에서 지속해서 나타나는 행

자연의 재현의 장소, 예술성을 표현하

위가 주체, 관계들의 총체적인 집합체

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

로서 이해, 정원을 가장 오래된 문명
의 표현방식으로 재해석함
4. 생산 경관으로서의 장소
경험의 대상에서 경험의 환경을 제공
하는 주체적인 공간으로 재발견됨. 참
여의 미적 장이며, 도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배경

출처 : 심주영(2012),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정원지향적 장소문화의 특성연구

도시정원과 혼용되는 유사 개념과 사례
도시공간 내에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
는(박재민 외, 2017) 도시정원 관련 유사 용어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정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형태, 규모, 기능에
따라 소규모 녹지, 녹화공간, 일상정원 등의 개념으로 일상에서의 정원문화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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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녹화공간
황정현, 안길재(2015)는 주거단지의 주택에서 건축물의 녹화요소로 녹지, 녹
화공간으로 도시정원을 정의한다. 도시의 녹지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 계획적
녹지와 도시의 주민들이 스스로 주변 환경에 나무와 꽃을 심고 식물로 울타
리를 치거나 담장, 의자 혹은 화분을 두어서 자발적인 녹화 활동으로 조성된
녹지로 주거지역 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거주민에 의해 조성된 녹지는 조성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거주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행자에게 유익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설명한다.
민경찬(2013)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원녹지의
범위에서 다양한 녹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관
리, 운영하는 공원녹지의 범위는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다양한 녹지자원에
있어서 제한적이므로 제도상의 공원녹지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시
설녹지를 제외한 기타 생활형 공원녹지로 구분하였다.
[표 2-2] 생활형 공원녹지의 구분과 대상
출처 : 민경찬(2013),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형 공원녹지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구분\참가자 유형

공동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도시공원 및
제도상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설녹지(완충,

도시공원 외 공공에서 조성하

자연마당, 공개공지, 공공공지, 기타

는 공공녹지

녹화사업지(학교공원화 사업, 아파트

공원처럼 쉽게 이용되는 공공

열린녹지 사업 등)
대학 캠퍼스, 학교운동장 및 녹지, 보

공간 및 공익사업 대상지

공원녹지

주제공원

어린이공원,

하천녹지(하천법), 마을마당, 생활림,

공원녹지

기타

근린공원,

소공원,

경관, 연결녹지)

생활권

생활권

도시자연공원,

개방되어 있거나 특정 커뮤니
티 단위로 이용되는 공용공간

행광장, 가로녹지,
아파트단지, 종교시설 내 녹지, 옥상
정원, 마을 내 쉼터, 주말농장, 커뮤

추후 활용 가능한 기타 민간

니티 경작지, 등
유휴지 내 텃밭·나지·주차장·양호

공간

수목식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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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은 도시생태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거단
지에 다양한 녹화사업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공간’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연구의 사례지에 적용하는
녹화사업은 큰 규모의 녹지 조성이 아닌 기존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개인
적·지역적 차원의 녹화사업이다.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이상민, 엄운진(2011)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에서 골목길, 도시 자투
리 유휴공간, 도시 텃밭 등 기타 도시 유휴공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커뮤니티가든
커뮤니티가든은 많은 사람이 일정한 토지에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을
말하며, 아름다운 꽃, 나무, 채소 등의 식물요소와 조형물을 활용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행사, 이벤트와 놀이의 장소로 이용된다(김미향, 2011 ; 이애
란, 박재민, 2017). [표 3]에서 커뮤니티가든의 용도, 이용형태, 공간조성을 살
펴보면, 커뮤니티가든은 주로 텃밭에 조성되고 농업교육 활동프로그램이 이루
어지므로 먹거리 생산을 하며 커뮤니티가 형성을 목표로 하므로 도시농업개
념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 16 -

[표 2-3] 커뮤니티 가든의 개념 정의
유아,아동,

보호감호

시민누구나

청소년,

시설

공원,

교원
학교 및

이용자

공공아파트,

소공지
도시농업,

병원,교회
도시농업,

레저공간

정원

정원

구분\참가자

인근

공동시설

유형

거주자

이용자

주거지역

공간적 입지
용도

도시농업

이용형태

가드닝, 교류, 휴식

활동

농업교육, 가드닝지도, 모의장터, 가든

프로그램

콘테스트, 음식나누기 이벤트 등

시설
생태학습

시설
힐링형가든

원
교육,

교육, 체험,

체험
생장일지

치유
농업교육,

농업교육

원에치료

등

등

텃밭,

텃밭,

학습공간

치유정원

텃밭,

공간조성

화단,
휴게공간,

텃밭

텃밭

상징물
출처 : 김미향(2011), 도시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 모델 연구, 연구자 재구성

도시농업· 생산경관· 도시텃밭
배정한(2013)은 도시의 농업 생산 경관은 곧 정원(garden)이라 본다. 대부분
도시에서 도시농업 또는 생산 경관이 증가하는 목적은 농산물의 판매에 있지
않으며 가족들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의 재배가 목적인 경우도 많지만, 직접
땀을 흘려 키우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혹은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
하기 위한 공간이라 설명한다.
진양교(2013)는 채원의 형태로 도시정원의 역할을 설명한다. 초기의 정원형
태는 채원으로 점차 생산성의 기능을 전담하는 논이나 밭의 경작지와 보고
즐기며 산책하는 용도의 정원으로 나뉘어 발전했다고 보며 도시공간에서의
채원은 생산의 목적 외에도 관상용의 작은 정원의 역할을 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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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은 도시정원의 쌈 채소류를 식재하는 것과 같이 식용작물을 가꾸
는 행태로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정원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도시텃밭은 대표
먹거리 생산 뿐 아니라 지역의 자발적 녹지형성, 새로운 여가문화, 커뮤니케
이션 등을 창출하는 기능을 지닌 공간이다(이차희, 손용훈, 2014).
오경아(2017)는 텃밭은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는 ‘먹을 것을 기르는 공간’
이고, 텃밭 정원은 먹을거리가 되는 식물과 꽃을 이용해 만들어 내는 정원의
한 형태라고 구분하였지만, 최근 서울시 강동구의 강일텃밭은 쌈 채소와 더불
어 원예식물을 가꾸는‘정원형 텃밭’을 조성 사례를 통하여 텃밭정원과 텃
밭의 개념은 모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린 푸드(Green Food)’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텃밭을 디자인
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산물을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안내책자를 발행하였다.
텃밭정원 디자인 과정에서 텃밭정원은 채소뿐 아니라 허브와 식용꽃 등을 심
는 공간이며 컬러와 잎의 모양 등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기 위
해 텃밭정원의 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2017,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은 2006년 텃밭상자를 기점으로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정부 및 일반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다(남궁희 외,
2015). 최근에는 안전한 먹거리, 생태 교육 등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
연령대에서의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공원 텃밭과 더불어 주거지역
내의 소규모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옥상텃밭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
다.
골목정원
황명란 외(2017)은 골목정원을 골목길에 개인 화분을 내어놓고 화초류를 이
용한 화단을 조성하여 만들어진 정원으로 정의하며, 노후화된 골목환경을 주
민 스스로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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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원
심주영(2012)은 도시공간의 일상에서 비전문가나 지역주민들에 의해 가꾸어
지고 공유되는 정원 공간을 일상정원으로 정의하였다. 일상정원은 지역의 고
유한 식물 소재와 재료 등을 이용하여 조성되고 자유로운 형식과 친근한 형
태와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도시정원
박재민(2017)은 도시 속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식재하거나 이와 관련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으로는 도시라는 영역 속에 조성한 정
원으로 정의한다.
최희준 외(2016)는 도시정원을 생활권 내 소규모 녹지의 개념으로 녹지네트
워크 구축방안으로 사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새로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이나 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보상절차, 예산과 시간 등
의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네트
워크 구축방안을 제기하였으며, 녹지 분류를 옥상정원, 가로녹지, 자투리 공
지, 개인 정원으로 분류하였다.
도시정원 가꾸기는 다양한 활동과 접근이 이루어지므로 한 마디로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다(Petra Lindemann-Matthies, 2016). 도시정원 가꾸기(urban
gardening)는 21세기 도시의 성장 속에서 조경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보
여주는 용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정원은 학술적인 연구보다 현상, 행위와 활
동(movement)을 명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재민, 2017).
도시공간에서 물리적 특성 변화와 더불어 문화가 거듭 변모하면서 다양한
목적의 정원이 형성되면서 범위가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시정원은 식물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행위가 일어나고 공감
각적 지각을 제공하여 일상적 삶과 어우러지며 문화가 생성되는 장소를 뜻한
다. 화분 하나라 할지라도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돌봄의 대상이
되면, 규모, 형태와 상관없이 도시정원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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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도시정원의 개념

2. 도시정원과 도시정원 가꾸기의 속성
도시정원
Chris Berthelsen, Jared Braiterman(2010)은 도시정원을 위안의 요소로 자연
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 보고, 도시정원의 영향을 시간(장
기간/단기간)과 기능(실용적/정서적)을 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으며, 다
음과 같이 9가지의 요소로 정리하고 있다.
Ÿ

사회 규범 - 도시정원의 소유와 가꾸기가 일반적인 현상이 됨

Ÿ

전통 – 이전 세대부터 가꾼 정원을 지속해서 가꾸게 되는 것

Ÿ

기억 – 도시정원을 통한 추억과 이야기 생성

Ÿ

커뮤니티 – 이웃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정이 쌓이는 출발

Ÿ

경제성 -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취미

Ÿ

실용성 - 사생활, 그늘, 먹거리

Ÿ

아름다움 - 시각적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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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호의존(도시정원과 사람의 관계) – 식물이 가꾸는 대상이 됨(반려동물이
나 아이처럼)

Ÿ

즐거움 - 향기, 맛, 재미 등을 체험

[그림 2-3] 도시정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출처 : Chris Berthelsen, Jared Braiterman(2010), Tokyo-DIY-Gardening city mapping workshop, 2010

도시정원 가꾸기
정원은 가꿈과 돌봄의 행위를 필요하고, 또 이것은 정원으로 불리는 요인이
기도하다. 정원은 일상생활속의 창조적 여가가 중요한 시대를 살면서 정원을
가꾸고, 좋은 정원을 감상하고 즐기는 것은 창조적 여가를 통하여 행복한 사
람을 영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조경진, 2005). 또한, 도시의 창조성과 활동을
증가시키고 장소성을 형성하고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해 준다(Crouch,
2005).
Francis Bacon은 “정원은 가장 순수한 인간의 즐거움”이라고 말한 바 있
으며, 인간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연을 통제하며 정원을 만들어 왔다(이준규, 2014).
발모리와 머튼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거주지에서 홈리스의 게토정원(ghetto
garden)을 통하여 각각의 일시적인 정원을 주목하여, 각 개인의 기본적인 인
간적 요구, 즉 창조적 표현의 욕구에서 정원이 생겨난다고 추측하였다. 창조
하고, 표현하고, 손으로 만들고, 미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입증하고 자기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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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인간적 욕구라고 보았다(Balmori, Morton, 1995). Robert Pogue
Harrison은 이러한 일시적 정원에 대한 욕구를 녹색애(Chlorophila)라고 부르
며, 타고난 욕구 혹은 요구로 지속적인 요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녹색
애적 욕구가 드러난다고 하였다.8)

3.주거지역에서의 도시정원 가꾸기
거주의 역사에서 정원은 삶의 터전으로 주거공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나
타나며, 실천적 의미의 정원은 “주거지에 인접하거나 연결되어 가사를 위해
야채와 과일을 가꾸고, 집이나 정원 자체를 꾸미기 위해 식물과 꽃을 재배하
는 일정 규모를 가진 땅의 일부분”이다(Hunt, 2000 ； 심주영 외, 2015).
스테파니 로스(Stephanie Ross)는 정원이 우리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감각
적 즐거움, 지식과 사고의 환기, 행위의 장으로 파악한다. 정원은 감각과 의미
와 행위가 결합한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신체를 통해
참여하며 문화적 자연의 미를 경험하게 된다(배정한, 2004).
주거지역에서의 정원은 개인의 취미를 위한 정원에서부터 부의 과시, 시민
들의 휴식과 교류, 쾌적한 도시경관 등 시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송
태갑, 2010).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원문화를 중산층의 고급주택의 정원과 전원주택
에서의 정원문화로 한정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서울 강북의 평창동·연
희동·혜화동 등의 지역은 정원을 지닌 고급주택들이 들어서는 부촌이 형성
되었고, 강남의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 단독주택지는 신흥 부유층들을 위한
호화주택의 수준으로 건축되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대에 이상적인
주택에 대한 ‘마이홈’, ‘스위트 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하였으며,
아름다운 집을 가꾸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였다(전남일 외, 2008).

8) Robert Pogue Harrison, Gardens :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조경진 외(역), 『정원을 말하
다』 (나무도시), p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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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0년대 이래로 과거 소수의 부유계층에서 주말주택, 별장 등의 형
태의 전원주택(이덕용, 2010)이 등장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특정 집단만이
정원문화를 향유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도록 하였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원가꾸기는 일상생활에서
낯설어졌다(이상석, 2017). 199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차별화 설
계로서 다양한 정원이 있는 테마정원·공원 아파트를 내세우기 시작하며, 아
파트에 정원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위한 휴식공
간을 만들고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파고 각종 나무를 심어 자연 숲을 재현하는
등 단지 조경에 심혈을 기울였다(이희봉, 2017). 외부공간에 대한 조경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으며,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광장 등의 시설이 화려하게 꾸
며지고 분수대나 화단, 텃밭 등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의 정원은 판매수단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향이 강하고, 조경설
계에 의해 조성되어 입주자가 직접 가꾸고 돌보는 행위가 부재하므로 정원이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골목공간의 담벼락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거나 꽃밭을 조성하는 골목화단
내지는 화분류의 출현을 볼 수 있으며(김종인, 신용재,1990),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윤정우, 2015)과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김연금, 2007), 마포구 망원동,
강동구 명일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등 저층주거지역에서 비정형적인 형태, 발
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성대동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 가꾸기를 고급문화가 아닌
대중적 문화로서 주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소소한 정원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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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정원의 효과
지역주민들에게 정원은 공원의 역할을 하게 되며,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분전환을 하거나 회복을 하게 된다. MarkFrancis의
연구에서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Sacramento)의 공원과 인접한 커뮤니티 가
든은 조성과 유지·관리에서 지역공원보다 경제적이며 이용률도 더 높았으며,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커뮤니티 가든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과 가꾸지 않는 사
람들 모두에게 가치가 있었다(Lawson, L J., 2005).
박인규, 이민주(2014)는 도시농업이 활발한 서울 강동구의 ‘친환경 도시텃
밭’을 사례로 공공텃밭 개장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전용면적 1㎡당
16만원에서 45만원까지 상승시키는 효과를 밝혀내며, 도시농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입증하였다.
또한, 주거지역에서의 정원 가꾸기는 지역경관을 개선하면서 도시브랜드로
승화한 사례로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오픈 가든(open garden)9)을 들 수 있다.
나가레야마시는 지역주민이 가꾸는 정원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이미
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나가레야마시의 오픈가든은 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는 원예 클럽 ‘카렌토’회원의 개인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정원을 일반
인들에게 개방하여 정원문화를 함께 공유한다. 2017년, 제 13회 오픈가든에서
는 3일 동안 카렌토 회원 정원과 공공시설의 31곳을 오픈가든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공개 되어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국에서 약
16,000 명이 방문하였다.
9) 5월 중순에 3일 정도의 개최 기간 동안 방문자는 오픈가든을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으며 개최 기간
이외에도 정원마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 정원을 일반인에게 개
방하는 아이디어는 정원가꾸기를 취미생활로 많이 하는 영국의 “Open Garden”을 벤치마킹한 것이
다. 영국의 개인 주택은 대부분 넓은 정원을 지니고 있으며 방문자들은 입장료를 내지만, 나가레야마
시의 개인 주택은 규모가 작으며 정원에서 정성들여 키운 꽃들을 볼 수 있고 입장료가 없다는 차이
점을 지니고 있다. 카렌토의 회원 수는 약 50여명 이며 90%가 60, 70대이며 10%는 40대이며, 회원
끼리 정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거나 씨앗, 화초류 등을 교환한다. 오픈가든 개방에 앞서, 4월
에는 정원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주소 등의 위치적 정보와 각 정원의 사진과 회원의 코멘트가 적
힌 가이드북이 판매되며, 오픈 가든 가이드북의 수익금으로 사이타마현의 후카야, 홋카이도의 도모코
마이 등의 다른 지역의 오픈 가든을 견학하여 안목을 높이며 도시정원 문화를 발전시킨다.
(2018. 02. 05. 나가레야마시 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

- 24 -

김용국, 이상민(2017)은 건축물의 조경기능10)으로 심미성, 쾌적성, 친환경성,
기능성, 연결성 등으로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먼저 심미성은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고 도시공간의 활력을 불어넣게
되며 부동산 가치 향상으로 이어진다. 쾌적성은 녹시율을 높여 건축물 이용
자, 보행자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며 생활환경 만족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친환경성은 도시공간에 생물의 유입을 높일 수 있으며, 생물의 서식
공간이 될 수 있다. 기능성은 도시 열섬현상감소와 대기 정화를 살펴볼 수 있
고, 연결성은 가로경관의 일부분이 되며, 점적인 녹지의 연결은 녹색 가로경
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표 2-4] 도시정원의 기능 및 효과
출처 : 김용국, 이상민(2017),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연구,
연구자 재구성
구분

심미성

효과
건물 외관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폐시킴으

도시경관 형성

도시민의 휴식
쾌적성

친환경성

기능성

공간 제공
시민환경교육
도시생태계의
복원
도시 열섬현상
감소
대기 정화

연결성

가로경관 향상

로써 도시의 미관 향상
도시의 환경에 활력을 부여하여 시민들에게 심리적,
심미적 안정 제공
부동산 가치 향상
쾌적한 녹지를 통한 건물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옥상정원은 도시의 복잡한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공간
제공
복원된 생태계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장 제공
새나 곤충의 서식지가 되는 등 생물 서식공간을 조성
함으로써 녹지와 생태계 복원
녹지 면적 10%증가 시 평균기온 0.9℃ 감소
옥상녹화 식물과 토양이 대기 중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
가로수 등의 도시 녹지와 연계되어 가로경관 향상

10) 현재 도시정원의 개념은 일반화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도시정원과 유사개념을 모두 포함하
여 도시정원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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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2017)은 도시정원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도시정원의
효과를 총 6개의 유형으로 도출하였으며 심미적·정신적·건강증진적 효과는
개인적 영역으로 독립적 효과로 보고 사회적 효과 외에 경제적·환경적 효과
는 공공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2-5] 도시정원의 효과 유형과 유형별 키워드
출처 : 박주영(2017),시민 가드너 교육 참가자의 도시정원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구분

효과
사회적 접촉, 연대, 세대 간 소통, 이웃 상호작용, 사회적
사회적

공공적 영역
(사회성)

환경적

경제적

심미적
개인적 영역
(독립성)

정신적
건강증진

유대감, 공동체회복, 범죄 감소, 지역사회 애착감, 생활문
화 수준 향상
바람길, 그늘제공, 쾌적성, 자연환경 이해, 생물다양성 회
복
지역복지,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유지관리, 고용기회, 식
량제공, 공공시세 상승, 유휴지 활용, 진료비 감소, 실용
성, 도농상생, 도시재생환경개선
자연접촉, 자연과 유대감, 예술성, 집을 아름답게 가꿈,
독창성, 자연성, 심미성, 친근성, 자연경관 감상
정신적 행복, 주의력 회복, 심리적 해방감, 몰입감, 성취
감, 안정감. 자아정체성, 삶의 만족도, 정신위안, 휴식
신체적 활동성, 스트레스 경감, 질환예방, 콜레스테롤 감
소, 수축기혈압 감소

5. 도시정원의 유형화
① 대지 안 정원 형태, 식재 특성, 기능에 따른 유형
「정치적 풍경에서 일상적 정원으로, 조성아(2017)」는 통일촌의 유곡리 정
원을 대상으로 정원에 대한 미시적 도면 맵핑과 함께 정원 위치 및 형태에
따른 유형, 정원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원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1973년 이래로 불변한 요소로 분석 틀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일상정원의 유형
으로 대지 안 정원 형태, 식재 특성, 식재 종류로 유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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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능·형태·공간 점유·소유방식에 따른 유형
조사항목

내용
면적, 정원면적

정원

대지

형태에

필지 개수
도로와 접하는 면, 주출입구 위치

영향을

개수

주는

건물 전체 면적

건물

요인

건물조합모양

정원 위치 형태에 따른
유형
권역별
분포
특성

전면형/ 내부형/ 후정형

주인

자생적 저층주거지(형성초기~70년대)

정원 기능

재개발 저층주거지(70년대 말~80년대)

정원 식물

다세대다가구 주거지(90년대 후반~2000년대)

① 기능·형태·공간 점유·소유방식에 따른 유형
「도심주거지에 나타나는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 가꾸기에 대한 고찰, 심
주영, 조경진(2015)」은 자생적 도심 주거지인 해방촌을 대상으로 도시 조직과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도시정원 가꾸기의 특징과 일
상문화를 관찰하였고 도시정원의 기능적·형태적·공간 점유, 소유방식별 분
포 경향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2-7] 기능·형태·공간 점유·소유방식에 따른 유형
특성
공간

기능적

형태적

및
형태

실용형(Practical type) : 채소 재배 등을 목적으로 함
심미형(Aesthetic type) : 장식, 가꾸기 자체에 목적을 둠
가변형(Flexible type) : 언제든 이동할 수 있고 최소한의 면

이용
특성

유형 및 내용

적을 차지 함
고착형(Fixed type) : 지면 형태임

공간점유

공공영역(Public space)
사적영역(Private space)
자생적 저층주거지(형성초기~70년대)

권역별 분포 특성

재개발 저층주거지(70년대 말~80년대)
다세대다가구 주거지(90년대 후반~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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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원조성 위치, 조성위치의 개수, 세부위치에 따른 유형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색을 위한 일상적 도시정원 가꾸기 유형 특성 연
구,(박재민 외, 2016)」는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 수진
2동을 대상지로 일상적 도시정원의 조성 유형,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초
기 현장조사와 파일럿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조성한 정원은 건축물의 공간
적 위치와 상관성이 높았으므로 도시정원의 유형을 건축물에서의 위치와 도
시정원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2-8] 정원조성 위치, 조성위치의 개수, 세부위치에 따른 유형
특성

정원조성위치

조성 위치의 개수
세부 위치

유형 및 내용
평지형(Ground type) : 지표면과 맞닿아 설치된 것
입체형(Vertical space type, 지표면과 떨어져 3차원의 수직 공간에
조성된 것)
복합형(Multipletype, 평지형+입체형)
단일(Single), 혼합(Mixed)
건물앞(F), 벽면(W), 현관지붕(R), 옥상(T), 계단(S), 마당(Y)

[그림 2-4] 대상지 건축물 용도와 도시정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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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 차원과 단지 차원으로 유형화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한 저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화전략(서울시정개
발연구원, 2010)」은 도시정원을 생활공간 녹화의 개념으로 보았다. 서울의 저
층주거단지 내 생활공간 녹색사업이 가능한 녹화가능지에서 생태현황, 주거유
형 및 공간구조, 주민수요, 세부 건축물 구조를 고려하여 생활공간 녹화를 구
상하였으며 생활공간 내의 녹화 유형을 분류하였다. 생활공간 녹화의 유형은
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녹화는 건축물로 공공공간으로 활용가능 한 곳에
서의 녹화는 단지 차원으로 유형을 나누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녹색사업
을 적용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가드닝을 통한 도시생태문화 형성, 개성있는
주거공간조성 활성화, 공원녹지네트워크 증진을 도모하는 도시환경 개선의 정
책을 제언하였다.
[표 2-9] 건축물·단지 차원의 도시정원 유형
특성

건축물
단지

유형
벽면녹화, 옥상녹화, 베란다 녹화, 담장녹화, 대문 위 녹화
주차장녹화, 펜스녹화, 텃밭, 마을 쉼터, 자투리공간 녹화
(담그늘 화단, 계단녹화, 전봇대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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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사례지 생활공간 녹화 구상도

④ 화분의 개수에 따른 유형화
「Private use of public open space in Tokyo A study of the hybrid
landscape of Tokyo's informal gardens(Marieluise C. Jonas, 2016)」는 도쿄의
골목길, 지하철 등 다양한 도시 공간에서 존재하는 화분형태를 informal
garden으로 정의하였다. 항구, 츠키지시장과 가까운 오래된 저층주거지역인
츠키시마(Tsukishima) 3초메(丁目)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정원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여 도시정원을 고찰하였다.
츠키시마 도시정원의 형성배경은 에도시대의 주거형태 구조, 도시정원 가꾸
기의 사회적 관심으로 보며, 히데노부 지나이는 한국과 같이 작은 필지의 저
층주거지역에서는 오픈스페이스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골목길을 이용하여 정원
을 조성한다고 보았다. 츠키시마의 도시정원은 골목길에 다수의 화분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화분의 개수와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였고 건물용도, 오픈스
페이스와 함께 맵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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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화분의 개수
특성

유형 및 내용
화분정원(Flower Pot Gardens)

화분의

단일 화분(Single flower pot)

개수 및
형태

화분 대정원(Large flower pot garden with more than 20pots)
물웅덩이 정원(Water basin integrated in FPG)

[그림 2-6] 츠키시마 3초메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정원 유형화 및 맵핑

[그림 2-7] 츠키시마의 Informal flower garden(연구자 촬영, 2018.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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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서울시 도시정원 문화
1. 서울시 도시공원 및 녹지
서울시 도시공원의 유형별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이 65.6㎢(38.5%)
로 면적당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이 43.7㎢(25.7%), 국
립공원(북한산)이 37.3㎢(22.0%) 이다(서울시, 2015). 서울시 도시공원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이므로 주로 도시 외곽에 분포하여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체감하
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11) 이는 주민들
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도시적 차원에
서 법적 설치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공급, 조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이상민,
2011).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12)되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
자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한다.

[그림 2-8] 1인당 도시공원면적 잉여와 부족(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오)
출처 : 이상민(2011),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11) 서울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5.79㎡이므로 외국의 주요 도시(도쿄 5㎡, 뉴욕 23.2㎡, 런던 27.2㎡,
파리 12.7㎡) 생활권 공원면적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1인당 공원면적 15.95㎡로 국내·국제 권장기
준 상회)(서울시, 2016).
12) 2020년 해지되는 서울시 장기 미집행 공원은 71개이다. 미집행 면적은 95.68㎢로 서울시공원 전체
면적(114.9㎢)의 83.2%이며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한다. 사유지의 경우 조성비용 또한 4조3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실보상가는 약 3배 수준인 12조 9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한다. 또한,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가 조성 및 관리의 의무를 가진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포함하면
공원수와 조성비용은 많이 늘어난다(서울환경연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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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도시정원 관련 캠페인 및 사업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2010년도 민선 5기 공원녹지 정책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
도시, 서울’로 세우며,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육은정, 2014). 서울시는 2009년 생활녹화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서
울, 꽃으로 피다’로 발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영국의 Britain in Bloom 캠페인과 뉴욕의 브루클린 보타닉 가든
(Greenest Block in Brooklyn Contest)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된 시민주도형
도시녹화 운동이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으로 지금까
지의 시, 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과거의 녹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
생활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캠페인
을 통하여 지역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민관 협치(스타벅스의 커
피 찌꺼기 활용, 아모레퍼시픽 공병 이벤트 등)이 잘 어우러져 공유가치를 구
현하며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3년 시민조경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운영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별 200명씩 400명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서울정원
사학교)를 통하여 식물·정원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실습강의, 실무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
을 갖추고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문화 정착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푸른도시국장은 "시민조경아카데미 및 시민정원사 양
성과정 운영으로 조경과 정원, 공원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색 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였다.13)
13)김영명 ,서울시, '시민정원사 봉사·실습과정 수료식' 가져, 국제뉴스,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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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과 관련하여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동네숲(골목길)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이 참여하여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어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내 도시녹화 공동
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1]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출처 : 서울특별시, 2016,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백서
내용
집, 학교 직장, 동네, 거리 등 생활공간 곳곳에 꽃나무 심기 문화 확산
목표

녹색활동 참여 시민 및 커뮤니티 지속해서 양성
녹지조성 구상에서 관리까지 시민의 직접 참여 확대
시민 누군 녹지공간을 공유하며 다양한 공동체 형성의 장 마련
조경이나 정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녹지나 정원조성
조경이나 정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 다른 분야보다 시급하지 않다거나, 먹고 살기 바쁜
데 웬 예산낭비라며 호사스런 취미로만 인식하는 시각
이 있음

캠페인
추진
배경

공공(관)주도의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에 따라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

도시녹화가 갖고

에서 그간 공공주도의 도시녹화로는 예산이나 인력운

있는 한계

영 면에서 한계가 있음

시민들이
생활주변에 쉽게

시민참여의 동기 부여가 부족하고 시민들이 녹화하고

꽃과 나무를

싶어도 관련 정보나 참여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시민

심는 기회가

이 체감하는 공원녹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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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출처 : 서울특별시, 2016,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백서

시민녹화
운동
시민녹색
교육
시민참여
행사
민관협력
활동

내용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2월~11월)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2월~11월)
공원·녹지 돌보미(연중수시)
시민조경아카데미(상·하반기)
시민정원사 이론·실습 기본과정(상·하반기)
시민정원사 봉사·실습 심화과정(3월~12월)
서울, 꽃으로 피다 전시회(4월)
서울정원박람회(10월)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10월)
산림 탄소 상쇄 숲 조성(4월)
‘서울, 꽃으로 피다’공동캠페인(4월~5월)
하늘길 초록동행 프로젝트

기타 (서울정원박람회, 서울로 7017,서울식물원)
서울 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정원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원디자인을 전시한다. 서울정원박람회의 슬로건 ‘정원아, 함께 살자!’는
정원과 함께 사는 삶을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고, 서울시 구석구석에 아름다
운 정원이 만들어져 정원을 만나는 것이 곧 일상이 되어, 정원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서울로 7017은 서울수목원(Seoul Arboretum)’을
컨셉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시민들에게 공중정원으로 홍보되고 있다. 정원문
화 확산을 목표로 식목일을 맞아 기업과 단체 등 후원을 받아 '식목주간'을
운영하고 개장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로 학교’ 프로
그램으로 가족가드닝 교실을 진행한다.
2018년에 완공할 예정인 서울식물원은 생활 속 식물 문화를 핵심 주제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드닝 교육을 위한 가드닝 체험장 등으로 조
성하여, 관광명소이자 도시 가드닝 교육의 거점이 될 것이다(조경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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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서울정원박람회 주제
연도
2015

주제
정원아 어디있니? “서울에 사는 정원입니다“
(서울의 과거·현재·미래의 정원 찾기)

2016

정원을 만나면 일상이 자연(自然)입니다

2017

너, 나, 우리의 정원(Gardens for you, Me and Us)

[그림 2-9] 서울 도시정원 관련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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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도시텃밭
도시텃밭은 도시정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므로 서울시 도시농
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도시텃밭
면적은 2011년 29ha에서 2016년 143ha로 약 5.6배 증가하였다. 서울시 도시텃
밭의 유형과 면적을 살펴보면, 학교, 공공기관을 이용한 텃밭 조성 이외에 상
자텃밭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거지역 내의 일상적인 도시공간에서
텃밭 조성이 활발하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주거지역 내
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도시정원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표 2-14] 서울시 연도별 도시텃밭 면적(단위 : ha)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제공 자료, 2016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면적

29

84

108

118

141

162

[표 2-15] 서울 도시텃밭 종류별 개소 수 및 면적(2016년 말)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제공 자료, 2016)
분야별

공영텃밭

개소

29

면적

도심 속

민영주말농장

옥상텃밭

상자텃밭

84

108

118

141

396779

276427

357774

110191

43539

분야별

싱싱텃밭

학교텃밭

공원텃밭

합계

개소

162

1272

30

67

면적

13952

166901

1699

258966

자투리 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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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자원순환)

3574(상자
텃밭 제외)
1626228

제3장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현황
1절 낙성대동의 지역특성
1.낙성대동 형성배경과 조성
낙성대(落星垈)는 별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이며, 고려의 명장 인헌공 강감찬
이 태어난 곳이며, 예로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다.
1963년에 관악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을 당시에는 신림리·봉천리의
인구는 불과 7,104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주변 지역의 급성장과는 관계없이 전
형적인 배산임수의 취락지가 몇 군데 형성되어 있는 한적한 농촌마을이었다.
1970년 서울시에서 신림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중이었을 때,
관악산 북사면 기슭에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14)를 조성하는 정부계획이 발표
되었다. 따라서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신림 지구에서 제외하였던 지
역에 대하여 다시 구획정리 사업을 입안(신림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서울대학교 진입로 주변지역 개발이 촉진되는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 민
간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도 7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서울특별시 관악
구, 2011). 또한, 1970년대에 남부순환도로가 착공되면서 관악구는 급속한 도
시화를 이루었으며, 산지에서 비교적 완경사를 이루는 곳은 주거지로 변모되
었다(민경찬 외, 2015)
낙성대동의 블록형 주거형태는 신림토지구획사업(1970.9.3.~1980.12.)때에 형
성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연립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
택이 증가되었다.

14) 서울대학교는 종합화 계획 이전에 단과대학들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1975년 2월 연건동·공릉동·수
원의 단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들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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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존 1970년대 단독주택과 1980·1990년대의 다세대·다가구 주
택을 재건축하여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이 곳곳에 일어나면서 원룸
촌이 형성되고 있다.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하나이며 최근 재건축
하는 건축물은 대부분 원룸형주택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므로 모두 원룸형 주택으로
신축하게 된다.

[그림 3-1] 낙성대동 변천 과정 지도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2.낙성대동의 일반현황
인구
낙성대동은 기존 개발 당시부터 거주하였던 노년층과 청년층 등 다양한 세
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다. 관악구 낙성대동, 신림동에 서울대
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주거율이 높고 강남과 인접하여
위치적 조건이 좋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한다.
노년층들은 낙성대동 개발 시기부터 거주하였던 비교적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또한, 낙성대동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1
인 가구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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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계에 의하면 낙성대동의 일반 가구 수가 926가구이며, 그 중 1인
가구 수는 59%(5449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의 1인 가구 비율은 29% 내외
이므로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조선, 리나, 2018). 그러나 1·2인
가구의 특성상 생활시간이 다르므로 이웃과의 교류 기회가 적으므로 세대 간
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건축물 현황
낙성대동은 서울의 저층주거지의 건축물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낙성대동
건축물 연령을 살펴보면 1990년대 건물(161곳)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2000년
(100곳), 1970년(82곳), 2010년(80곳), 1980년(32곳)이 뒤를 이어 나타난다. 낙성
대동의 건물용도는 단독주택(310곳), 공동주택(68곳), 제2종근린생활시설(53곳),
제1종근린생활시설(22곳) 등으로 낙성대동은 단독주택15)의 비율이 높은 주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1980년
대에는 다세대주택, 1990년대에는 다가구주택의 주거형태를 볼 수 있다. 2000
년대는 아파트, 최근에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재건축하여 원룸형 도시형주택이
빠르게 신축되고 있다.

15) GIS 분석 결과의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분류된 것이며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건축물 용도 <건축법>
용도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정의
Ÿ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층 이상
Ÿ 주택을 쓰이는 층수 4개층 이하
Ÿ 1개동 바닥면적 660㎡ 초과(주차장 면적 제외)
Ÿ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4개층 이하
Ÿ 1개동 바닥면적 660㎡ 이하(주차장 면적 제외)
Ÿ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Ÿ 1층 바닥면적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해당층은 주
택층수에서 제외
Ÿ 1개동 바닥면적 660㎡ 이하(주차장 면적 제외)
Ÿ 세대수 19세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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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낙성대동 건축물 연령

[그림 3-3] 낙성대동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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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1970년대)

다세대·다가구주택(1980·1990년대)

아파트(2000년대)

원룸형 도시주택(2010년대 이후)

[그림 3-4] 시대별 대표 주거유형

3.낙성대동의 공간적 특징
보행환경
낙성대동은 직선형 가로의 형태가 많이 위치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쿨데
삭 형태와 일부 부정형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내부 가로는 4-12m 폭으로 분
포하고 있으며, 쿨데삭 형태는 4m 미만으로 차량진입이 어려워 보행자만 통
행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낙성대동의 주차장 이용은 이면도로에 구획된 노상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대부분이다. 최근 건축물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16),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가 이루어진다.

16) 2002년 주거지역 내에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심 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보다 저렴
한 필로티 구조가 유행하게 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의 88%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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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택에서는 2000년대 녹색주차사업17)의 일환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으
로 마당이 주차장으로 변화하였다. 낙성대동은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독거노
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차량을 소유한 가구가 적으므로 다른 저층주거지역
과 달리 주차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주거지역 내부로 차량 이동량
이 많지 않으므로 보행의 방해요소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생활쓰레기 배출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지정장소’에 정해진 배출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방치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더운 날에는 도시 미관뿐 아니라 악취 등의 문제가
생기는 등의 위생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샤로수길이라 불리는 관악로 14길은 직선거리로 약 670m이며 2010년쯤에는
청과물 가게와 분식점이 있는 일반적인 동네시장이었지만, 최근 요식업 중심
의 개성 있는 상점들은 한둘씩 모여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2015년부터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되어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상점은 점차
주거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임대료가 상승하며 분식집, 미용실 등
이 새로운 가게로 바뀌는 등의 기존 상권이 사라지고 몇 달 사이의 새로운
상권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7)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
다.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보행공간 확보 및 통행방법 개선, 골목길의 무단주차 방지 등 주거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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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낙성대동 보행환경
(출처 :조선, 리나(2018), 연구자 재구성)

햄버거가게

족발가게

닭강정가게

피부 미용가게

[그림 3-6] 샤로수 길 내의 화분들이 놓인 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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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산·도시공원
낙성대동은 청룡산을 배후로 하고 있어 옹벽이 높은 곳을 제외한 청룡산의
경계부에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산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
며 시각적으로 녹지가 풍부함을 인지할 수 있다. 경계부는 자연녹지와 주거지
역이 비교적 녹지의 연결이 잘 되어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녹지가 주는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주거지역에서는 최근 녹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재건축이 일어나므로 건축물의 밀도로 인하여 녹지를 인지하기조차 어렵
다.
청룡산 내에 관악구민 운동장은 낙성대동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이용하며
주말에는 낙성대동 주민 이외에 외부에서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러 방문을
많이 한다.
낙성대동 주거지 내에 백설어린이공원, 모래내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백설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2013년에 준공되었으
며 비교적 최신 놀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쾌적한 공공공간이다.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어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래
내어린이공원은 낙성대동 주거지역 중심에 있고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높다. 손주를 돌보는 노인과 젊은 세대의 부부들이 모여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낙성대동의 샤로수길을 방문한 외부
인들도 어린이공원을 방문하므로 더욱 활기를 띠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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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청룡산·도시공원

도시농업 (강감찬·낙성대 텃밭)
관악구는 ‘2017년 서울시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다. 낙성대동
의 강감찬 텃밭은 2016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7
년에는 총 566구좌가 분양되었다. 강감찬 텃밭은 서울대학교 부지이며,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 완료 후 터널 복구 구간 활용방안으로 관악구청과 협
약을 맺어 지역주민들이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텃밭 이용자들
은 다양한 채소류를 재배하고 구좌 경계선을 따라 해바라기를 식재하는 등
화초류를 함께 키우는 모습과 정원 소품을 이용하여 텃밭을 꾸민 모습을 볼
수 있다. 2017년 10월에는 수확기를 맞아 ‘강감찬 텃밭 작은 콘서트’를 개
최하여 음악공연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또한, 11월
에는 텃밭이용자들이 직접 수확한 배추 500포기를 기부받아 ‘사랑나눔ㆍ행
복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어서 지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김장김치를 담
아 지역시설과 저소득 가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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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 텃밭은 강감찬 텃밭 바로 맞은편에 있으며, 낙성대공원 내에 조성되
어 있다. 낙성대공원 내에 있으므로 강감찬 텃밭과 달리 가꾸는 주민 외에 공
원을 방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낙성대 텃밭은 먹거리 생산하는
공간 이외에 지역주민들에게 산책하고 휴식하는 여가공간으로 이용된다. 경사
가 없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자연을 느낄 수 있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선호하는 여가공간이 되며, 다른 공원시설의 콘크리트·고무칩으로 된 포장과
달리 흙으로 되어 있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자연을 느낄 수 있고 흙을 밟
을 수 있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좋다.
관악구청은 텃밭 이용자에게 무료 유기농비료와 씨앗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교실, 텃밭관리클리닉(텃밭 조성 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
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관악구청은 시설 텃밭 이용자 외에는 2017년 기준으로 지역주민에게
텃밭 상자 1000세트를 지원하였다. ‘텃밭 상자 세트’는 텃밭 상자를 포함하
여 쌈채 씨앗과 재배용 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대상지 내에서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과 3여 곳의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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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저층주거지역에서의 도시정원 가꾸기
1. 주민의 자발적인 도시정원 가꾸기
도시정원 가꾸기의 배경
낙성대동이 조성될 당시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던 시기이므로 작은 필
지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녹지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개발되어, 지금의 아파트
와 신도시처럼 녹지가 공급되지 않았다. 낙성대동 주민은 직접 건축물 사이나
마당에 식용 식물을 식재하거나 담장에 화분을 두는 등 주거공간을 확장하고
사적인 공간을 구획하며 확보하는 식으로 일상적 삶에서 도시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였다. 낙성대동에서의 도시정원은 주민의 자발적으로 도시정원 가꾸기
활동이 일어나 식재 종류와 위치 등 주민들의 개성이 담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천편일률적인 조경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주거지역의
경관과는 차이가 크다. 각각의 도시정원은 주민들이 선택한 다양한 정원의 형
태와 식물 소재들로 일상생활에서 가변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자발적인 도시 정원 가꾸기 활동
낙성대동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마당을 지
닌 단독주택이 많았지만 녹지를 확보하지 않은 주택 건설이 계속 이루어지면
서 주택의 고밀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주
민들의 욕구는 골목길과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표출되었다. 개인적으로
도시정원을 가꾸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공동체 강화, 도시 녹화 등의 공
적 활용이 이루어진다. 골목길 등 공공공간에서의 도시정원 가꾸기는 개인적
점유 현상으로 충돌18)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도시정원을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주민간의 교류 등의 공공적·사회적 가치가 더 많으므로 도시정원 가꾸
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18) Joinau Benjamin(2018)은 골목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공공공간에서의 개인적 점유 현상으로
이웃과 충돌이 발생하는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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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원

2. 주거지역에서의 가변적인 경관 형성
낙성대동 도시정원은 계절의 영향과 화분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가변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겨울에서 초봄까지 측백나무, 주목과 같은 상록교목 등 겨
울 식생이 별로 없어 식생을 찾아보기 어렵고 골목길에는 잎이 없는 수목과
흙만 채워져 있거나 잎이 말라있는 화분들만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주민들은 화초류나 먹거리 생산을 위한 식용 작물을 가꾸기 때문에
개화 시기나 수확 시기가 아니면 화분은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도시
정원으로 가꾸어 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4월 초·중순쯤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텃밭 작물 등 식생이
싹을 틔우고 화초류가 식재되며 도시정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화분에서 식생들을 볼 수 있으므로 식생의 유무에 따
라 극적으로 가변적인 경관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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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이 나고 꽃이 지는 등의 식생의 계절적 차이와 더불어 도시정원 내에서
계절별로 화초류와 채소류를 다르게 식재하므로 계절적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채소류는 봄에는 상추, 여름에는 고추, 고구마, 가을에는 배추, 무 등
을 볼 수 있으며 늦가을(10월~11월)에 생강까지 볼 수 있다. [그림 3-9]에서
봄에는 튤립정원이 되고 여름에 심은 국화가 가을에 개화하여 국화정원이 겨
울에는 휴면기를 갖는 변화를 볼 수 있다.
골목길에 놓인 대형화분들은 이동하는 경우가 없지만, 주택 사이의 샛길과
담장, 테라스에는 날이 따뜻해지면 주민들이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들이 밖으
로 내놓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날이 추워지면 화분은 다시 실내로 이동하게
되면서, 도시정원의 형태가 사라지기도 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민은
화분을 현관이나 샛길에 하나씩 놓아 주인이 다른 화분들과 함께 모여 제각
각 다른 모양, 소재의 화분과 식생들로 도시정원을 형성한다. 날이 추워지면
각 화분의 주인들은 알아서 밖에 내놓은 화분들을 다시 들고 가게 된다. 화분
이 실내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 외부공간에서 실내공간으로 옮겨지면서 자연
스레 도시정원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게 된다.
봄(2017년 4월 26일)

여름(2017년 8월 16일)

가을(2017년 10월 21일)

겨울(2018년 3월 12일)

[그림 3-9] 계절별 식생을 다르게 조성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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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낙성대동 도시정원 현황
1.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분포
화분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도시정원부터 건축법에 따라
조성된 건축물의 조경시설까지 도시정원의 범위로 포함하여 현황조사를 하였
으며, 미시적 접근으로 맵핑하여 도시정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현장조사 결과, 전체 455 건축물 중 262곳(57.6%)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는 도시정원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정원은 소형 화분 하나에
서부터 선적요소로 지각 할 수 있을 정도의 연속으로 20개 이상이 배열된 화
분과 건축물 사이에 형성된 비정형적인 형태의 화단까지 다양한 형태로 조성
되어 있다.
[그림 3-10]에서 대상지 내에 도시정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공원과 청룡산 주변부의 주민들은 공공녹지의 혜택을 받고 있
음에도 도시정원을 가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정원은 녹지 패치의 형태로 주변 공공녹지와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청룡산을 배후로 하는 한 아파트에는 새 모이통
을 마련하여 새들이 날아와서 모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모래내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도시정원은
공원에 놀러 나온 아이들이 방문하고 주민들이 지나가며 근황 이야기를 펼치
는 친교를 쌓는 공간이 된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시정원 분포
1980년대 준공 건축물은 78.1%로 도시정원의 분포율이 가장 높으며, 2010년
대 준공 건축물은 1980년 37.5%에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1970년대 준공
건축물(69.5%), 2000년대 건축물대 건축물(59.4%), 1990년대 건축물(57.9%)으로
1980년대 준공 건축물에는 도시정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지만 1990년 준공
건축물부터 분포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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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도시정원 분포 현황

[표 3-1] 건축물 연령별 도시정원 분포 현황
연령별 준공 건축물
기본정보

1970년대

1980년대

도시정원 형성

57

25

건축물 수

82

32

69.5%

78.1%

57.1%

건축물 연령별
도시정원 분포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92

58

30

262

161

100

80

455

58%

37.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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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건축물 연령별 도시정원 분포 현황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시정원 분포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시정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85.3%)이 단독주택(56.7%)보다 더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은 도시정원이 분포율이 가장 낮은 원룸형 주택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대상지에서 제1종근린시설(45.5%)과 제2종근린시설(54.%)은 상
업시설이 밀집된 샤로수길에 주로 조성되어 있으며, 거주지 내 상업시설에도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노인정), 업무시
설(낙성대동 주민센터), 교육연구시설(싱글벙글 교육센터 등)에는 다른 건축물
용도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도시정원을 잘 가꾸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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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건축물 용도별 도시정원 분포 현황
제1종

제2종

근린

근린

시설

시설

174

10

29

1

2

2

68

305

22

53

1

2

2

85.3%

56.7%

45.5%

54.7%

100.0%

100.0%

100.0%

공동

단독

주택

주택

녹지 형성

58

건축물 수

기본정보

업무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건축물 용도에
대한 도시정원
분포

[그림 3-12] 건축물 용도별 도시정원 분포 현황

2.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식재 현황
낙성대동의

식재종류는

화초류·꽃나무

28%(73곳),

정원수·조경수는

20%(53곳), 채소류는 7%(18곳), 유실수는 3%(7곳), 혼합은 42%(111곳)이다. 식
재의 종류는 혼합이 42%로 가장 많으나 주로 화초류·꽃나무와 다른 식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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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혼합하여 조성하는 곳이 많다.[표 22참고] 화초류·꽃나무는 단일 식재하
는 경우도 많으므로 식재종류 중 화초류·꽃나무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원의 식생은 채소류가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화초류·꽃나무
를 많이 식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도시정원의 식재 현황

[표 3-3] 혼합형 식재 유형분류
혼합

화초류·꽃나무+채소류
화초류·꽃나무+관상수·정원수
화초류·꽃나무+유실수
화초류·꽃나무+채소류+유실수
관상수·정원수+채소류
화초류·꽃나무+관상수·정원수+채소류
화초류·꽃나무+관상수·정원수+유실수
관상수·정원수+유실수
채소류+유실수
화초류·꽃나무+관상수·정원수+채소류+유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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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2
18
8
7
6
5
3
2
2

화초류·꽃나무로 단일 식재하는 경우는 완상을 목적으로 하여 채소류를
아예 식재하지 않는다. 화초류나 꽃나무 등은 다른 식물들에 비하여 종류가
다양하고 비교적 저렴하므로 채소류를 구매할 때 함께 사서 식재를 많이 한
다. 화초류는 매발톱꽃이 가장 흔하게 식재되어 있으며 국화, 옥잠화, 수선화,
둥굴레, 은방울꽃, 초롱꽃, 팬지 등을 볼 수 있다. 꽃나무는 군자란, 제라늄 등
대부분 각 가정에서 키우는 실내식물들을 내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채롭
게 식재되어 있다.
정원수·조경수는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는 소나무와 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기도 하나, 주로 차량과 보행을 분리하거나 건축물경계를 표
시하기 위하여 화분에 식재된 경우가 많으므로 측백나무와 주목을 많이 볼
수 있다. 수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도한 생장을 한 경우, 담장의 균열을
일으키거나 지반을 약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1980년대의 한 다세대
주택에는 속성수인 메타세콰이어 한 그루가 건축물 조성할 시에 식재가 되었
는데, 약 40년이 지난 지금은 수고가 건축물을 넘어서고 뿌리가 지반에 확산
하면서 건축물을 붕괴할 위험을 겪고 있다.
채소류는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시정원 한 곳에서도
식생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소류는 가정에서 많이 먹고
재배가 쉬운 상추가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고추를 많이 키운다. 채소류의 종
류는 피마자, 파, 무, 생강, 고구마 등 계절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채소류는
생장하는 정도에 따라 녹시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덩굴성 식물인 호박은 여름
철 건축물 측면과 옥상에 식재된 경우, 호박잎은 건축물을 녹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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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수는 주로 감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등이 많으며 가을이 되면, 열매
들이 골목길에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주로 열매를 거두어 바로 먹는다. 노인정 옆집의 감나
무는 담을 넘어 가지가 나와 노인정의 노인들이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유실수는 식재 자체를 나누는 예는 없지만, 열매를 주고받으며 주민 간의 교
류가 발생한다.

[그림 3-14] 화초류·꽃나무

[그림 3-15] 정원수·조경수(측백나무)

[그림3-16] 채소류(화분에 심어진 무)

[그림3-17] 유실수(석류나무)

[그림 3-18]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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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성대동 주거형태와 도시정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은 낙성대동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주거형태
이며, 단독주택의 도시정원은 주택이 건축될 당시에 조성된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므로 도시정원 내의 수목들은 건축물이 오래된 만큼 연령이 많으며
수고가 높고 수관폭이 넓어 골목길에서 쉽게 눈에 띈다.
단독주택은 다른 주거유형보다 한 세대에서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은 편이므로, 화초류부터 수목까지 다양한 식재와 더불어 다층으로 식재
되어있다. 2000년대 녹색주차사업19)의 일환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시행되어
담장을 없애 마당이 노출되어 도시정원이 개방적인 형태로 바뀐 곳이 많다.
도시정원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좋으나, 마당이 주차장으로 변하여
도시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림 3-19] 담장의 흔적이 보이는 주택

[그림 3-20] 도시정원 면적이 축소된 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다른 유형의 주거형태보다 건축물의 입구와 측면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여러 가구들이 입구에 각각
화분을 모아 놓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자투리 공간은 영역을
구획하여 식재한다. 여러 세대가 외부공간을 공유하며 도시정원 가꾸기를 하
19)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
다.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보행공간 확보 및 통해방법 개선, 골목길의 무단주차 방지 등 주거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전 연구(전호영, 2010)에서 담장 내 녹지가 주차 공간으로 교체되
면서 녹지면적이 감소하고 복층 식재 구조에서 단층 또는 식재지 내에 식재가 없는 유형으로 전환되
어 단순한 주차장 확보사업이 아닌 생태적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58 -

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잡초 뽑아주기, 물주기 등 공동관리가
실현되고 있지만 간혹 작물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1980년대에
주로 건축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1970년대의 단독주택처럼 조성 된 지 오
래되어 나이가 많은 수목들이 많다.

[그림 3-21] 모여 있는 화분들

[그림 3-22] 구획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

낙성대동에는 한두 개의 주거동이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있으며, 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 조경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녹지 면
적이 넓다. 아파트는 외부공간이 계획되어 조성된 주거공간이므로 건물 사이
의 자투리 공간이 없으므로 조경 녹지 주변에 화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도시정원을 가꾼다. 주민들이 화분과 상자텃밭을 밖에 내어놓아 다양한 식재
들이 기존 녹지와 함께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주거공간을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녹지를 개인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반상회를 통하여 금하기도 한 사례도 있다. 겨울철 식재되어 있지
않은 화분과 재활용품을 화분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화분을 밖에 배치하거나 식용이 가능한 작물을 심는 것
을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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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조경 공간과 거주민의 화분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정원

[그림 3-24] 화분을 통해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 아파트

최근 필로티 구조의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측면과 뒷면에 주로 녹지가 조
성되어 있다. 주차된 차량이 없더라도 내부에 위치하고 그늘로 인해, 거주인
외에 외부인들이 도시정원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
수목이 생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심이 확보되지 않은 채 교목을 식재하거
나 공해성이 약한 수종을 식재하므로 조성된 이후에 식생이 불량하거나 고사
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녔다. 이는, 의무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 기준
만 준수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식생들이 방치되거나 고사하게 되어 경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10년 이후, 조경시설조성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정원 가꾸기에 관
심 있는 건축물 주인은 신축할 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거나 길거리에 화분
을 배치해놓기도 한다.

[그림 3-25] 전(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식재된 수목,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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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후(베어버린 수목, 2018.03.23.)

제4장 낙성대동 도시정원 가꾸기 해석
1절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분석 틀
낙성대동 도시정원은 주거지역의 일상적 삶 속에서 형성되어 다양한 형태
와 기능을 지녔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도시정원의 유형화를 참고하여, 다른
주거지역과 달리 나타나는 대중적 문화로서 접근하여 도시정원 조사항목을
[표 23]과 같이 작성하였다. 먼저, 주거 공간, 주민의 삶이 도시정원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모하는 주거지역에서 도
시정원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원
가꾸기가 주거문화, 일상문화 일부분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
다.
조사항목은 도시정원 가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도시정원의 특성, 도시정
원의 공간 영역의 관계이다. GIS건물통합정보(건축물 준공연도·용도)와 현장
자료를 Arc.GIS(지리정보체계)와 연동하여 맵핑하고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Sketch up, Adobe Illustrator CC를 이용하여 도시정원의 공간영역에 대한 모
식도를 작성하였다. 주민 인터뷰는 연령, 거주기간 등 기본사항과 도시정원을
가꾸는 이유, 도시정원 가꾸기의 어려운 점 등 행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은 연령대별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다르므로 도시정원
의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도시정원 조성 위치, 형태 등 조건이 상이
하다. 주민은 도시정원을 자발적으로 형성하므로 도시정원의 형태, 기능, 정원
의 구성 등 다방면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정원 가꾸기 관련 재료
를 구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도시정원 가꾸기 활성화 정도에 기여하므로 대
상지 주변의 꽃집 등의 구입처, 방법을 조사하였다.
도시 정원의 특성으로 물리적 형태, 식재의 용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도
시 정원은 기존 주거지역에서‘정원’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미시적 접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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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형, 화단형,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식재의 용도는 도시정원의 식재에 따
라 일차적으로 나누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완상형, 생산형, 기능
형으로 판단하였다.
도시정원은 물리적 공간과의 관계에 조성된 공간을 건축물과 관련하여 도
시정원의 위치를 조사하여 나타냈다. 도시정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조성
하였지만 도시정원의 노출에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발생하는 곳으로
공간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공간영역은 공적 공간, 준 공적 공간, 준 사적 공
간, 사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표 4-1] 기능·형태·공간 점유·소유방식에 따른 유형
조사항목

내용
건축물
주민

주거형태(연령별 준공 건축물)
연령, 목적, 커뮤니티

도시 정원 가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원 가꾸기 관련 재료
구할 수 있는 여건

구입처(대상지 주변의 꽃집 등)

화분형
물리적 형태

화단형
혼합형

도시정원의 특성

완상형
식재의 용도

생산형
기능형
골목길, 공터, 출입문, 마당, 담장,

건축물 위치별
물리적 공간과의

도시정원

옥상, 주차장, 계단, 테라스, 대문,
외벽

관계
도시정원의 공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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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간, 준 공적 공간,
준 사적 공간, 사적 공간

2절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특성 분석
1. 생활문화로서의 도시정원 형태 분석
도시정원의 물리적 형태 분석
도시공간에서 식재를 할 공간이 마땅치 않음에도 낙성대동 주민들은 도시
정원을 왕성하게 가꾸고 있다. 도시정원을 조성할 실질적 공간이 부족한데 어
떻게 형성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식재가 되어 있는 물리적 형태에 따
라 화분형, 화단형, 화분과 화단이 함께 조성된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맵핑한 결과 도시정원 262곳 중, 화분형이 45%(119곳)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 화단형(33%, 85곳), 혼합형(22%, 58곳)이다. 혼합형은 화분형과 화단형이 혼
합된 형태이므로 실질적으로 대부분 도시정원은 화분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도시정원의 물리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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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화분형

[그림 4-3] 화단형

[그림 4-4] 혼합형

화단은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부터 조경시설로 설계하여 조성된 화단도 있
으나, 추후에 유휴공간의 지면에 틀을 만들어 흙을 가두는 형태로 시멘트와
벽돌을 이용하는 등 비정형적으로 조성된 화단을 찾을 수 있다. 화단이 화분
보다 토심을 많이 보유할 수 있으므로 교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을 것이라 예
상하였지만 대부분 화분에 식재된 식생의 종류, 크기 등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렬이나 무리 지어 놓은 화분들로 인해 화분보다 크거나 하지 않으므로 규
모 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화분은 스티로폼 상자부터 생수통, 고무대야, 플라스틱 욕조 등 재질이 매
우 다양하며 최근 신축된 건축물의 측면과 입구 부분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 대형화분과 방부목으로 처리된 플랜터가 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낙성대동에서는 화분이 이동하는 성향만 보일 뿐 아니라, 이동하지 않은 고
착형태로 남아있는 화분들이 다수 존재한다. 고착형태는 고무대야, 쓰레기통
등 화분의 크기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이고, 높이 30cm 이
하의 소규모 화분은 실내외를 이동하는 유동적 형태이다. 유동적 화분은 꽃나
무·화초류가 중심적으로 식재되어 있지만 고착형태의 화분은 모든 종류의
식생이 식재되어 있다. 꽃나무·화초류가 식재된 유동적 화분은 주민들이 따
뜻한 날씨에는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들을 골목길에 내어놓아 식물의 일조량
을 증가시키고 자연적으로 비를 맞게 하여 물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날
씨가 추워지면 다시 실내로 가져가며 실내외를 오가는 계절적 순환을 반복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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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고착형(플라스틱 욕조 화분)

[그림 4-6] 고착형(고무대야에서 자라는 상추)

[그림 4-7]이동형(실내에서 나온 화분)

[그림 4-8] 이동형(햇빛을 받고 있는 화분)

그러나 화분의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화분 쓰레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골
목길에 화분을 버리고 가서 방치돼버려 화분은 쓰레기로 전락하게 되어 화분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부착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사
례는 이사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외에 건강상·개인적 이유로 관
리하기 어려워 화분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버리기도 한다. 이웃 중에 도시정
원을 잘 가꾸는 주민이 있어 화분을 건네주기도 하나, 대부분 화분을 주변에
서 누군가 들고 갈 수 있도록 일부러 눈에 잘 띄는 전봇대 등이나 공터 한가
운데에 놔두는 형식으로 버린다. 주인 없는 화분들은 방치된 채로 오래 있기
도 하나, 다른 주민이 버려진 화분을 주워 다시 화분에 식생을 가꾸며 도시정
원으로 다시 재탄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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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화분은 누가 이사한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그 집에 가서 받아 와서 키우
고 있어요. 저것도 전봇대 앞에 누가 가져다 놓은 걸 주워왔는데 꽃(금낭화) 색깔이 아주
예뻐요. 화분은 산 적이 없어요,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주인이 가꿨던 거를 계속 내가 키우
고, 여기저기에서 다 들고 오니깐 화분 모양이랑 색도 다 다르고 꽃 종류도 다양해요”
- 지역주민 A (2017.04.23. 실시)

“이거 말고도 화분이 많아서 집에서 전부 키우기 힘들어. 누가 가져갈 수 있게 여기에
놔둬야겠어. 여기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면 누가 들고 가서 키우지 않겠어? 아는 사람한테
받아서 잘 키웠는데 버리기는 싫으니까 누군가 다시 키웠으면 하는 거지.”
- 지역주민 B (2018.03.23. 실시)

“대문 앞에 있는 화분은 옆집에서 준거야, 내가 식물들을 잘 가꾸니깐 옆집에서 키우
다가 잘 못 가꿔서 나보고 잘 키워 라고 주더라고. 나야 좋지, 나중에 또 준다고 하던데.
언제 줄려는지 몰라.”
- 지역주민 C (2017.10.19. 실시)

화분은 한 개만 배치되어 있어 점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곳은 극히 일부이
며, 대부분 화분을 일렬로 나열하거나 무리 지어 배치해놓으므로 선적인 요소
나 면적인 요소로서 녹지가 조성된 공간개념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화분의 개수를 단일 화분부터 15개 이상까지 5단계로 등분하여 [그림 4-9]
와 같이 맵핑하였다. 단일 화분이 놓인 경우는 10곳이며, 2~4개는 59곳, 4~8개
는 64곳, 8~15개는 30곳, 15개 이상은 11곳이다. 15개 이상 배치된 곳은 다세
대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대부분 주택에서는 4~8개, 8~15개가 주로 배치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식재와 화분을 배치하기보다, 주로 모양이 제각각인
화분과 식재로 배치해 놓음으로써 역동적인 경관을 만들어 낸다.
식재를 구매할 시에 화분 형태인 경우가 많아 식재를 늘리면서 화분의 개
수도 많아지게 된다. 또한, 여러 개의 화분 무리는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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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화분의 개수 분포 맵핑

2. 주거지역에서의 도시정원의 활용 분석
도시정원이 주거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낙성대
동 도시정원에서의 식재 종류에 따른 도시정원의 용도를 기능형, 완상형, 생
산형으로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러나 식재의 종류만으로 용도
를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간적 맥락과 주민이 정원을 가꾸는
목적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도시정원의 용도는 식재의 종류를 바
탕으로 하여 건축물에서의 도시정원의 위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낙성대
동에서의 식재의 용도를 분류하였다.
‘기능형’은 공간에서 활용성이 높은 식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사생활
보호차원의 차폐를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과 인접하게 조성된 경우,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주차금지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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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골목길에 조성된 경우, 손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주변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각 도시정원이 이용 목적에 맞게 조
성된 도시정원이다.
‘완상형’은 식재의 심미적 효과가 두드러지며, ‘생산형’은 식용이 가
능한 채소류나 유실수가 심어져 있어 작물을 수확하거나 열매를 채취할 수
있는 정원이다. ‘기타’는 지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방치되어있거
나 식재의 훼손이 너무 심하여 용도를 규정하기 어려운 곳이다.
낙성대동 식재의 종류에 따른 도시정원의 용도 구분은 다음 [표 4-2]와 같
다. 화초류·꽃나무는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형태를 지녔으므로 완상형이 뚜
렷하게 나타나며, 일부 상점의 현관이나 입간판과 함께 배치되어 있어 손님의
시선을 끌기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능형도 볼 수 있다. 관상수·정원수는 경계
부에 위치하여 기능형으로 많이 쓰이며, 상록수가 많으므로 사계절이 푸르고
형태적 특성으로 완상형도 포함하고 있다. 채소류·유실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형 이외에 식재된 도시정원의 위치에 따라 차폐와 경계를 구획하는
기능형, 식생의 꽃과 열매의 색깔 등으로 완상형의 기능을 한다.

[표 4-2] 식재의 종류에 따른 도시정원의 용도
기능형

완상형

생산형

화초류·꽃나무

○

●

·

관상수·정원수(조경수)

●

●

·

채소류

○

○

●

유실수

○

○

●

혼합

●

●

●

● : 높음 ○ : 중간 ·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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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종류에 따른 도시정원의 용도를 중복하여 맵핑하였다. 도시정원에는
다양한 식생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용도를 단일로 규정하기에 어렵다고 판단
하여 중복하여 살펴보았다. 도시정원 조성 분포(262곳)에 대한 도시정원의 용
도의 빈도를 살펴보면 완상형은 69.08%(181곳), 생산형 42.36%(111곳), 기능형
32.06%(84곳), 기타 3%(8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4-12]에서 완상형은 낙성대동 주거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식재의 용도 중 완상형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낙성대동
에 주로 화초류·꽃나무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낙성대동
주민은 식재가 지닌 심미적 가치를 즐기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형은 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도시정원에서 먹거리 생산도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형은 32%로 샤로수길과 주거지 내에 산별
적으로 분포한다.
단일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완상 57곳, 기능 34곳, 생산 27곳으로 총 118
곳이며 완상·기능·생산의 용도가 모두 중첩된 경우는 4곳, 완상·기능은 43
곳, 기능·생산은 3곳, 완상·생산은 77곳으로 총 127곳은 복합적으로 용도가
나타나게 된다. 완상·기능·생산의 용도가 중첩된 곳은 모두 30년 이상 거주
한 70대 노인이 정원을 가꾸고 있으며, 식재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나 식재의
수종을 달리하여 정원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린다. [그림 4-11]의 도시정원
은 24절기 중 청명 때에 맞추어 실내에서 테라스로 내놓는 화초류·꽃나무가
가장 특징적이다. 높은 수고의 배나무와 사과나무, 동백나무는 건축물 측면에
위치하여 다른 건축물과 인접해 있어 차폐기능을 하여 기능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배와 사과를 거두는 생산적으로도 이용되어 도시정원이 복합적 기능
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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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도시정원의 용도

[그림 4-11] 도시정원의 용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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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도시정원의 용도(완상형)

[그림 4-13] 도시정원의 용도(생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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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도시정원의 용도(기능형)

[그림 4-15] 도시정원의 용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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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결
주거공간이 건축물로 채워지며 주민들의 녹색에 대한 갈망은 자발적으로
집 주변으로 도시정원을 가꾸면서 해소하게 된다. 낙성대동에서는 생활에서
나오는 재료가 흙을 채울 수 있는 틀이 되고 꽃과 나무를 식재하며 도시정원
이 만들어진다. 도시정원의 형태는 아스팔트 위에 식재할 수 있도록 흙을 가
두는 화단과 흙을 담아 놓는 화분으로 구성된다.
소규모의 화단과 화분은 좁은 필지에 증축된 건축물 사이에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역주민들이 도시정원에 화
분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간편성·편리성, 저비용 때문이다. 화분은 화단과
달리 식재할 때 공사를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없고, 집 주변에서 쉽게 발
견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소재를 화분으로 재활용하여 쉽게 식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식재를 구매하거나 얻고 난 후, 화분을 그대로 집 주변
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원하는 위치에 도시정원을 편리하게 조성할 수 있다. 그
리고 구매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저비용으로 정
원 가꾸기를 지속할 수 있다.
다수의 화분을 무리지어 배치하거나 일렬로 놓는 도시정원은 공간으로 인
식되며 본질적으로 도시공간에서의 녹지 증진하며 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
를 지니게 된다.
도시정원은 기능형, 완상형, 생산형으로 활용되는데 완상형의 도시정원이
우세하며 이는 도시정원은 주거공간에서의 심미적인 효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도시정원은 주민들의 미적의 장으로서 주거공간에서의 가로 경관을
형성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시킨다. 또한, 도시정원은 주차 금지 등의 주
거 생활에서의 기능과 채소류·유실수 등을 식재되어 있어 먹거리를 얻는 생
산적인 용도가 복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주거 공간이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도시정원은 주민이 생활하는 삶의 공간으로 생
활문화가 스며들거나 형성되며 도시정원 가꾸기는 문화로 축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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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물리적 공간과의 관계
1.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건축물 위치별 특성
도시정원은 건축물의 외부에 형성되어있으므로 건축물과 도시정원의 상관
성이 깊다. 낙성대동은 시대별 주거형태가 뚜렷하고 다양하므로 건축물의 위
치별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현장조사를 통해, 도시정원이 조성된 건축물의
위치를 골목길, 공터, 출입문, 마당, 담장, 옥상, 주차장, 계단, 테라스, 대문,
외벽으로 총 12개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건축물 위치별 도시정원을 중복
하여 맵핑하였으며, 골목길(83곳)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공터(59곳), 출입문
(46곳), 마당(45곳), 담장(16곳), 옥상(13곳), 주택 샛길(11곳), 주차장(10곳), 계단
(9곳), 테라스(5곳), 대문(4곳), 외벽(1곳) 순으로 조성되어 있다. [표 4-2]참고
도시정원을 가꾸기에 한정된 도시 환경이므로 주로 화분 형태의 도시정원
을 조성하여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밋밋한 도시공간에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골목길에서 다양한 거주민
활동이 일어났지만 도시 주거공간의 고밀화, 주차장 부족현상으로 과거로 사
라지게 되며 도시공간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낙성대동의 골목길에서 도시정원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다른 건축물의
조성된 도시정원보다 많이 조성되어 있다. 골목길에서 도시정원을 매개로 주
민의 교류가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골목길은 지역주민
과의 접촉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지녔으므로 주거공간에서의 사
회적 가치가 충분히 발현될 가능성을 지녔으며,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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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건축물 위치별 도시정원 맵핑

계단(주택 외부)

골목길

공터

담장

대문

마당

옥상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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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택 샛길

출입문

테라스

[표 4-4] 건축물 위치별 도시정원 사례

계단(주택 외부)

골목길

공터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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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마당

옥상

외벽

주차장

주택 샛길

출입문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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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은 1970년대의 폭 60cm 정도의 발코니를 둔 단독주택과 1980·1990년
대의 2층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볼 수 있으므로 저층주거지만의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계단은 이동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식재공간으로서 매우 협
소하나 이동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화분을 계단 손잡이나 바닥
에 두어 도시정원을 조성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의 교류가 발생하며, 가구마다 계단에 화분을 한 두 개씩 배치하므로 물주기
등의 화분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골목길은 도시정원이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용도, 형태의 도
시정원을 볼 수 있다. 토란이 심어진 플랜트 박스, 주차금지가 적힌 고무대야,
회양목이 심어진 생수통 등의 고착된 화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골목길
의 도시정원은 건축물 측면으로 인접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화분을 건축물과
떨어뜨려 이면도로에 배열하여 주거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시각적으로
주거공간을 확장하게 된다.
공터는 자투리 공간20)을 활용하여 채소류들이 주로 식재된 생산형의 도시
정원이 많다. 건축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은 어둡고 칙칙하여 도시공간을 삭막
하게 보이게 하거나 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려움을 유발하고,
쓰레기들이 방치 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채소류를 완상의
목적으로 식재하지는 않았지만 녹색이 주는 쾌적함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보행자의 눈길을 끌어 주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로환경과 연접하여 지나가는 주민과의 대화의 소재가 되는 등
의 주거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쓸모없던 자투리공간은 일상에서의 도시정
원 가꾸기로 인하여 유익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담장은 계단과 같이 저층주거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 요소이며, 플라
스틱, 고무 재질 화분의 고착형과 실내에 있는 유리 화분, 담장 위의 화분을

20) 낙성대동은 격자형의 필지로 구획되어 있음에도 부분 곡선형의 길이 있어 자연적으로 자투리공간이
발생하게 되거나 대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남는 토지로 인해 자투리 공간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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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두어 도시정원을 조성한다. 2000년대부터 그린파킹 사업(담장허물기사업)
이 진행되어 기존의 담장이 없어지고 주거형태가 변화하면서 담장이 있는 주
택을 찾아보기 어렵다. 담장이 잔재하는 주택에서는 대부분 도시정원이 조성
되어있으며, 화초류나 채소류가 식재되어 있다.
대문은 식재, 형태 등이 담장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문에 구멍이 파여 있
는 경우 대문 자체가 화단이 되고 대문 위에 스티로폼 상자나 플라스틱 화분
을 올려둔다.
마당은 담장과의 연계성이 크며, 담장의 유무에 따라 폐쇄적이거나 개방적
인 정원이 된다. 마당이라 할지라도 지면형태인 경우는 드물며, 아스팔트 위
에 화분이나 화단으로 주로 도시정원을 조성한다.
옥상에 조성된 도시정원은 지붕 없이 평탄한 면의 옥상을 지닌 단독주택
과 원룸형 주택에서 주로 나타난다. 옥상은 하중을 고려하여 균열, 누수를 방
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소류 정도로만 식재되어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불
가능하나 비둘기, 고양이들로 인해 작물에 피해를 보기도 한다. 최근 도시녹
화사업의 일종으로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수가 늘고 있지만 주거공간에서는
이전부터 옥상에 작물을 식재하여 반찬거리를 마련하는 등 주민의 삶과 함께
존재해 왔다. 또한, 이전 마당을 지닌 주택을 신축하면서 마당을 대신하여 옥
상에서 도시정원 가꾸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옥상 도시정원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데, 대부분 화분에 파, 상추
등 채소류를 식재하지만 일부 조경업체에 옥상정원 설계·시공을 맡겨 도시
정원을 가꾸기도 한다.

옥상의 빨랫줄과 장독대와 함께 놓인 화분들은 노스

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의 살림의 공간이다. 또한, 인접한 청룡산과 시각
적으로 연계되어 자연을 주거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차경 효과를 지닌다.
출입문은 공간이 협소하므로 화분이나 폭이 좁은 화단을 이용하여 도시정
원을 형성하며 건물 입구부분을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다. 주차장은 주거형태
에 따른 도시정원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구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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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은 식재 설계, 식재관리 문제 등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건축물
측면의 1대의 주차장21)은 도시정원이 아예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비교적 관
리가 잘 되고 있는 폭 2.5m 정도의 작은 화단으로 된 도시정원을 볼 수 있다.
주택 샛길22)은 가구마다 가지고 나온 화분들이 일렬로 배치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계절에 따라 실내외를 오가는 이동성을 지닌다. 골목길과 주택
샛길은 모두 화분으로 되어 있지만 골목길은 고착형, 주택 샛길은 유동적 화
분이다. 테라스에는 가정 내의 실내 화분을 밖으로 내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외벽에는 담쟁이가 식재된 도시정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낙성대동 도시정원의 공공성
저층주거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간영역은 크게 공적공
간과 사적공간으로 분류되며, 매개공간으로서의 반사적 공간과 반공적공간으
로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이룬다(박재욱, 2001). 주거공간에서의 공간영역의 범
위를 침실, 욕실 등 주택내부를 포함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역에서의
외부공간으로 한정하여 공간영역을 분류하였다.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나누는 기준은 골목길에서의 도시정원의 시각적 공
유를 바탕으로 사회적 교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여부이다. 주거지역에서 도시
정원을 가꾸지 않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은 도시정원에서 공감각적
지각을 체험하는데, 시각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건축물 배치에 따라 도시정원
이 실재하는지 인지 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건축물 위치별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시각적 공유경관이 형성되는 곳은 공적
인 공간, 공유경관이 형성되지 못하는 곳은 사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매
개영역으로 준사적공간, 준공적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사적공간은 마당A, 옥
21)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규제가 완화되어 전용면적 60㎡당 1대(도입 당시 기준)의 주
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22) 주택 샛길은 2000년대 이전의 다세대주택에서 볼 수 있으며. 골목길에서 주택의 필지 내로 들어왔
을 때의 내부 길을 말한다. 건축물 사이의 위치하여 위요감을 지니며 이용자가 주택 거주자로 한정
된 등 골목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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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준사적공간은 계단(주택 외부), 마당B, 주택 샛길, 준공적공간은 공터, 주
차장, 출입문, 공적공간은 골목길, 마당C, 외벽, 테라스, 담장이다.23)
[표 4-5] 도시정원과 공간영역의 관계

사적공간
Private space
마당A
옥상

매개영역
준사적공간
준공적공간
Semi-private

Semi-public

space

space

공터

계단(주택 외부)

공적공간
public space
골목길, 담장,

주차장

마당B

대문, 마당C

출입문

주택 샛길

외벽, 테라스

마당A: 담장이 있어 골목길에서 식재 현황을 보기 어려운 곳
마당B: 담장이 있지만 골목길에서 식재 현황을 알 수 있는 곳
마당C: 담장이 없는 곳

[그림 4-16] 도시정원과 공간영역의 관계 모식도

23) 마당은 담장 유무와 식재 식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마당 A(담장이 있어 길에서 식재 현황을 보기
어려운 곳), 마당 B(담장이 있지만 길에서 식재 현황을 알 수 있는 곳), 마당C(담장이 없는 곳)로 분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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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공간
옥상에는 큰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옥상에 도시정원이 조성되어 있어도 지역
주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원룸형 주택이 밀집된 공간은 공적공
간에 도시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며, 옥상 녹지의 노출이 적으므로
지역주민들은 낙성대동의 녹지에 대한 인식이 낮다. 또한, 주인집이 꼭대기
층에 위치하여 옥상이 주인집과 연결되어 있어 건축물 주인 외에 외부인뿐만
아니라 세대주도 도시정원에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다. 마당 A에 식재된 식생
은 수고가 낮고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대문과 담장은 불투명성이므로, 담장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도시정원을 인식하기 어렵다.
준사적공간
공터는 건축물 사이나 쿨데삭 형태의 길에 위치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거주
민 이외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반(半)폐쇄적이며, 공동으로 공터를 나누어 사용
하기보다 한명의 주민이 점유하여 도시정원을 가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
차장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 측면과 후면에 조성된 경우가 많아 일부 노출이
되어있고, 1대의 주차장의 도시정원은 주차구획 뒤편에 조성되어 있어 차량주
차가 되어 있지 않고 골목길에서의 시야 범위 내에 들어와야지 식재를 볼 수
있다. 출입문은 도로와 대지에 맞닿는 부분에 따라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이다.
준공적공간
주택 샛길은 모든 거주자에게 개방된 골목길과 달리 주변 건축물의 밀도와
인접한 주택의 담장으로 인하여 쉽게 도시정원을 인식하지 못한다. 계단은 대
부분 2층 다가구 주택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시선이 위쪽으로 향하
게 되어있어 시각적 방해요소가 없어 골목길에서 쉽게 화분을 볼 수 있다. 마
당 B는 마당 내에 식재되어 있지만, 수고가 높은 유실수 등이 담장을 넘어 가
지가 나와 저층주거지만의 도시정원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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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간
골목길과 같은 공적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접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거
지역 경관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공공간의 기능을 지녔다. 마당C는 담장
이 존재하였으나 없어져 개방적으로 변모한 곳이며 골목길과 직접적으로 맞
닿아 있다. 담장, 외벽, 테라스는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으므로 건축물
의 밀도와 상관없이 항상 도시정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원이 지닌 단순한 취미생활로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효과 이외에 공공적 영역에서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간영역을 분류하
였다. 도시정원의 공간영역 빈도수를 살펴보면, 준사적영역(115, 39%)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적영역(100, 34%), 준공적영역(52,
18%), 사적영역(30, 10%) 순이다. 준사적영역은 매개공간으로 사적영역과 공적
영역의 사이에 있으므로 도시정원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구간이며 사적
영역이 가장 빈도가 낮음으로 낙성대동 도시정원은 주민들과의 시각적 공유
가 잘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정원 가꾸기를 취미생활, 완상, 먹거리 생산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하
는 경우가 많지만, 실증적으로 도시정원은 공유경관을 형성하여 낙성대동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지역성을 구축하게 된다.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도시정원의 평면적 및 감소
연령별 준공 건축물·도시정원 위치에 대한 공간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2000년대를 기점으로 2000년대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도시정원이 조성
될 수 있는 건축물의 위치가 다양하여 입체적으로 도시정원이 분포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평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외부 계단이 노출되지 않는 주거형태로 변화하고 2000년
대 이후부터 필지 내에 건축물 규모에 따른 주차장이 생겨나는 등의 주거형
태에 따라 도시정원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진다. 2010년대에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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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도시정원의 수가 다른 연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주민이 최근 재건축하며 마당의 대안적인 공간으로 계속 도시정원
을 가꾸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주거형태가 변하더라도 주민의 도시정원에 대
한 관심도가 도시정원을 가꿀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건축물 연령에 대한 도시정원의 분포를 살펴보아, 도
시공간과 도시정원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주거형태가
변화하면서 도시정원의 분포가 감소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표 4-6] 건축물 연령·도시정원의 위치와 공간영역과의 관계
연령별 준공 건축물 구분
건축물 위치

사적공간

매
개
영
역

준사적
공간
준공적
공간

공적공간

1970

1980

1990

2000

2010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3

합계

마당A

3

6

옥상

1

1

2

2

7

13

공터

15

7

21

11

5

59

6

4

10

16

2

46

주차장
출입문

7

4

17

계단(주택 외부)

4

1

4

9

주택 샛길

5

1

5

11

마당B

12

5

12

3

골목길

16

5

22

22

담장

7

3

5

1

대문

2

2

마당C

1
1

테라스

1

마당B: 담장이 있지만 골목길에서 식재 현황을 알 수 있는 곳
마당C: 담장이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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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6
7
1

마당A: 담장이 있어 골목길에서 식재 현황을 보기 어려운 곳

115

83
4

3

19

32
18

6

외벽

총합

1

5

116

4절 낙성대동 도시정원 가꾸기 경향 분석
도시정원의 가드너는 주민이 되며, 도시정원이 지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꾸고 돌보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물리적 공간적 요소와 더
불어 도시정원을 가꾸는 주민의 일상적 삶의 일상, 지역에서의 네트워크가 어
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도시정원의 형태와 구성, 활성화 정도가 달라진
다.

1. 도시정원을 가꾸는 주민 특성
도시정원을 가꾸는 주민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약 2.3배 가까
이 도시정원을 많이 가꾸며, 할아버지께서 먼저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며 도
시정원을 계속 가꾸기도 하지만 남성중에서 홀로 도시정원을 가꾸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도시정원을 많이 가꾼다.

“이전에는 아내랑 같이 여기에 꽃도 심고 했지, 나보다 아내가 솜씨가 더 좋으니까 지
금보다 종류도 많고 훨씬 예뻤어. 가끔 물주다가 아내 생각나고 그러지. 저기에(마당) 원래
는 연못이 있어서 애들도 저기에서 놀고 했었어.”
- 지역주민 D (2017.04.23. 실시)

“지금 키우고 있는 화분은 두 개밖에 되지가 않아. 아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가꾸지를
않으니깐 식물이 말라서 지금은 이렇게 빈 화분들이랑 이거 밖에 남지 않았어. 이것도 다
죽어가고 있어. 아내가 있었으면 꽃도 피고 할 텐데 말이야, 원래는 안에도 식물이 많았었
어.”
- 지역주민 E (2017.10.19. 실시)

“우리 아저씨(남편)은 꽃 사러 갈 때 같이 가고, 화분 큰 거 밖으로 내다 놓을 때 도와
주고 물을 가끔 주고 그래. 꽃을 심고 씨앗을 받는 것은 전부다 내 일이야.”
- 지역주민 C (2017.10.19.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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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의 연령은 50대에서 80대이며, 주로 60대, 70대
노인들이 도시정원을 가꾸며, 젊은 세대들이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보기 어렵
다. 낙성대동은 20,30대의 젊은 세대의 거주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젊은 세대들은 도시정원을 가꿀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가꾸는 것에 대해 귀찮다는 이유로 도시정원을 가꾸고 있지 않다.
낙성대동은 1970년대 후반에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조성된 주거지역이므
로, 도시정원을 가꾸는 연령이 높은 주민들은 농촌에서 상경하여 작물을 재배
하는 경험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고향은 충북, 전북 등의 농촌이
더라도 농사를 지은 경험은 없었으며, 도시에 정착하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
였다.
성별

나이

거주기간

[그림 4-17] 도시정원을 가꾸는 주민 인터뷰 대상지 기본사항

거주기간은 한 달에서부터 3~5년 정도로 짧게 거주한 경우도 있으나 약 10
년이나 3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많음으로 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은 낙성대동
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이 많다. 거주기간이 짧은 주민은 저렴한 임대
료로 인하여 관악구 내에서 이사를 오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80대 노인들은
낙성대동의 조성 시기부터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도시형 원룸주택의 집주
인 중에는 80, 90년대부터 낙성대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재건축한 주민들이 많다. 이러한 주민들은 이전 단독주택의 마당을
대신하여 옥상과 테라스 등을 이용하여 도시정원을 가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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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앞집, 저 집 전부 다 옥상에 심어놓았어. 옛날에는 전부 마당 있는 집이었는데
이거(원룸 도시형주택) 지으면서 옥상에다가 이제 조금씩 가꾸고 있지. 여기 가꿀 곳이 어
디 있겠어, 옥상에다가 그래도 조금 가꾸는 거지.”
- 지역주민 F (2017.10.17. 실시)

“일부러 이거 지을 때 우리가 살 곳은 따로 테라스를 만들었어. 저기 테라스가 보이는
꼭대기 층이 우리 집인데 집 지을 때 내가 필히 부탁을 했었어. 저렇게 화분을 내어놓을
수 있으니까 식물도 싱싱해지고, 비 오면 식물들이 비도 맞고 좋잖아. 따로 물을 안 줘도
되니깐 관리하기도 편하지.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밖에 내놓으면 식물들이 색
깔부터 달라져.”
- 지역주민 G (2017.10.17. 실시)

“처음에 여기 이사 온 이유가 마당에 정원을 가꿀 수 있어서 좋아서 여기로 왔었어,
다시 이 건물(원룸 도시형주택) 지으면서 여기 현관 앞에다가 예쁘게 꽃도 심고 소나무도
심었어. 소나무도 내가 직접 골라서 심었고 여기 있는 꽃들은 전부다 내가 골라서 심었어.
옥잠화가 너무 잘 커서 나누어 줘야해. 그리고 옥상에는 더 예쁘게 해놓았어”
- 지역주민 H (2017.07.16. 실시)

연령이 높을수록 화초류·꽃나무 보다 채소류를 더 많이 가꿀 것으로 생각
하였지만 연령에 따른 식생의 차이는 없었으며, 인터뷰를 통하여 개인의 선호
도에 따라 채소류나 화초류를 가꾸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
수록 많은 종류의 식물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귀찮아지거나 건강상의 문제
로 정원 가꾸기 활동에 대해 신체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화분의 개
수를 줄이거나 이전에는 가꾸었지만, 현재는 가꾸지 않으며 동네를 돌아다니
면서 다른 주민이 가꾸는 도시정원을 완상하기도 한다.
80대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기에 신체적으로 힘들어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
아, 화분이나 화단에 잡초들이 무성하다. 무화과는 이전과 같이 잼으로 만들
어 먹지만 다른 식물들까지 가꿀 여력은 없으시므로 방치된 상태이므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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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는 정원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가을에 은행나무의 잎, 열매가 많
이 떨어져 정원관리에 노동과 시간이 투자가 많이 소요되어 노인들이 관리하
기 힘들어 나뭇가지를 다 베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몇 년 전에는 옥상에 감나무가 있어서 하나씩 따먹고 했었는데 옥상까지 전부 관리하
기는 힘들어서 그냥 파버렸었어. 워낙 화분들을 많이 가꾸고 배, 사과나무가 있으니깐 옥
상까지 관리하기가 이제는 힘들더라고.”- 지역주민 I (2017.10.17. 실시)

“이전에는 우리 집에도 꽃들이 많았어, 저기 화분들 보이지? 지금은 잡초가 다 자라버
렸어. 이제는 못 해, 힘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집 밖에 나와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꽃을 보
니까 얼마나 좋아.”- 지역주민 J (2017.07.26. 실시)

“왜 옛날에 집에다가 향나무를 심는지 알겠어. 저기 뒤편에 은행나무들을 보면 가지가
없어, 여기 노인들이 가을만 되면 낙엽 치우기가 힘들어서 낙엽이 물들기도 전에 그냥 다
잘라버려. 감나무는 그래도 가을에 열매를 향나무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잎이 마구 떨어
지지도 않고 천천히 자라고 말이야.”- 지역주민 K (2017.07.26. 실시)

“옛날에는 여기가 더 예뻤어, 빨간 장미가 저기 대문 따라서 많이 폈었는데 수도 공사
한 뒤로 시들해졌는데 그 뒤로 관리를 안 해서 예쁘지 않아, 지금 하라고 하면은 못 해.
여기 조그맣게 심어 놓은 것들만 키워.”- 지역주민 L(2017.09.08. 실시)

[그림 4-18] 도시정원을 가꾸기 힘드신
할머
(무화과와 화분들이 아
아있 )

니댁

직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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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림 4-19] 가지가 모 베어버린
상한 행나무

앙

은

2. 낙성대동 도시정원 가꾸기 경향
도시정원을 가꾸는 목적에 대한 질문에 정원을 가꾸는 것에 대한 흥미가
많아 취미생활로 즐기기 위함이 65.1%로 가장 많았으며, 먹거리 생산(11.6%),
커뮤니티 활동(9.3%) 등 식물을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심미적 감상을 위하
여 완상용 식물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여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는 활동 자
체를 즐긴다. 도시정원 가꾸기에 흥미가 생기게 된 시점은 중장년층에 접어들
어 사회적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은퇴하여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도시
정원에 관심을 두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도시정원을 많이 가꿀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먹거리
생산만을 위하여 도시정원을 가꾸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도시정원에 식용작
물을 식재하는 이유는 채소류나 유실수는 직접 키우며 수확시기를 기다리고
먹는 활동자체 대해 흥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일반 시
장에서 채소류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식자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도시정원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활동
에서 도시정원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추
적할 수 있다.
정원을 가꾸는 이웃 주민이 고추 모종을 줘서 도시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사례도 있으며, 식생을 서로 교환하는 등의 도시정원을 매개로하여 지속해서
이웃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위하여 도시정원을 가꾸
기도 한다. 일부 주민들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성을 지닌 목적을
지녔다. 담배꽁초,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골목길에
꽃을 심고, 건축물로만 둘러싸인 도시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삭막한 도시이
미지를 탈피하고자 도시정원을 가꾼다. 그 외에 아이들이 자연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을 하거나 가게의 이미지24)를 위해 도시정원을 가꾸고
24) 7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하는 주민은 식당에 시골 분위기를 재연하고자 도시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고 한다. 자연에서 식사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손님의 재방문율에 영향을 주기
도 하여 지속해서 식재를 바꾸어 가며 도시정원을 가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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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목적 없이 자투리 공간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따라 도시정원을 가꾼
다는 경우도 있었다.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전부터 이렇게 화분 하나씩 길렀어. 조그만
화분을 사다가 전부 저만큼 키웠지. 화분을 큰 걸 살 필요가 뭐 있어. 작은 화분 사다가
크게 키우는 재미가 있지.”
- 지역주민 G (2017.10.17. 실시)

“여기(골목)에 담배꽁초, 쓰레기들을 버려서 꽃을 이렇게 심어 놓았어. 사람들이 그냥
툭 담배꽁초랑 쓰레기를 버리니깐 더럽고 보기 너무 싫잖아. 근데 이렇게 심어놓으니깐 사
람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아.”
- 지역주민 C (2017.05.07. 실시)

“블루베리 묘목을 누가 줘서 키우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블루베리가 열려서 따먹었는
데 맛있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비닐을 덮어두면, 겨울에도 배추를 먹을 수 있어. 겨울에 사
먹으려고 하면 비싸잖아.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거지.”
- 지역주민 M (2017.08.09. 실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들 하나씩 요즘 심길래, 나도 여기 꽃집에서 상추 모종을 조
금 사서 한번 심어봤어요. 근처에 사는데 빈터가 있어서 조금 심어 보는 거예요.”
- 지역주민 N 2017.05.10 실시)
[표 4-7] 정원가꾸기 활동 이유에 대한 인터뷰 결과(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관심과 흥미

28

65.1

먹거리생산

5

11.6

커뮤니티 활동

4

9.3

주변환경 개선

3

7

교육

2

4.7

가게이미지 향상

1

1

전체

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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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꽁
판

말

[그림 4-20] 담
초를 버리지 라는
안내표지 이 있는 도시정원

골

람
록밖

[그림 4-21] 목길에 사 들이 도시정원을
구경할 수 있도
에 내어놓

음

3. 도시정원 가꾸기와 지역 네트워크
도시정원의 재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주거 공간 내에서 도시정원 가꾸기가 활발히 이
루어지므로 도시정원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므로 면밀히 살펴
볼 가치가 있다.
도시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식생, 흙, 플랜터 등의 정원 재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도시정원의 물리적 형태 분석에서 도시정원의 플랜터는 일상생활
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들로 재활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플랜터 외에 재료들은 대상지 주변 내외의 꽃집에서 구매, 지인에게 얻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정원의 재료를 구하게 된다.
도시정원의 기본적인 소재로 활용되는 식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인터뷰
한 결과, 27.1%가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꽃집에서 채소류의 모종이나 씨앗,
꽃나무 등을 구입하여 식재한다. 현장조사와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를 통하여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내에 꽃집을 조사하여 맵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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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도시정원의 식재를 구하는 방법(복수응답)

주변 외

구분
강감찬 텃밭 옆
서울대학교 정문
샤로수길 내
봉천중앙시장
양재동 꽃시장
종로 꽃시장

빈도
7
3
2
1
5
2

14.6
6.3
4.2
2.1
10.4
4.2

꽃집

헌인릉 화훼단지

2

4.2

대상지
주변의
꽃집
대상지

지인
재발아
씨앗받기
트럭
조경시설(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외출시 구입
기존 식생
산에서 채취
학교, 학원에서 받음
전체

비율(%)
27.7

18.8

10
6
2
2
2
1
1
1
1
48

집

21.3
12.5
4.2
4.2
4.2
2.1
2.1
2.1
2.1
100

감찬 텃밭 옆 꽃집

[그림 4-22] 샤로수길 내 꽃

[그림 4-23] 강

대상지 주변의 꽃집은 약 40여 개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인터뷰 대상
자가 주로 이용하는 꽃집은 약 10개 정도이며, 위치는 강감찬 텃밭 옆, 샤로
수길 내, 서울대학교 정문 앞, 봉천중앙시장 내가 중점적이다. 일반 꽃집은 화
훼류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도시정원 가꾸기를 하는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꽃집은 채소류의 모종이나 꽃나무를 주로 판매하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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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분포 현황

[그림 4-24] 낙성대동 꽃

대부분 고추, 상추 등의 채소류 모종은 4개에 1000원이나 2000원이므로 부
담 없이 구매하여 식재할 수 있다. 씨앗은 2000원 이내이므로 모종보다 저렴
하나, 싹 피우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정원 가꾸기 경험이 오래되거나 도시정원
을 잘 가꾸는 주민들이 주로 모종보다 씨앗을 파종하는 편이다. 대부분 주민
은 화초류를 모종당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저렴하게 구입한다. 주민은
단기간으로 완상하거나 식생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므
로 큰 비용을 투자하여 큰 식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저비용으
로 크기가 작은 식생을 구입하여 키우게 된다.
종로꽃시장, 양재꽃시장, 헌인릉 화훼단지에서도 구입은 18.8%가 이루어지
며 도매상들이 입점해있어 동네 꽃집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동네 꽃집은
도보권에 있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게가 붙어 있으므로 계절별로 다양한
종류와 생육상태가 좋은 식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많은 식물을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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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미가 있어 방문한다. 약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초류·꽃나무를 파
는 트럭이 동네에 자주 와서 종종 구매하곤 했지만, 지금은 트럭을 볼 수 없
어 외출할 시에 하나씩 사 오기도 한다.
지역주민은 채소류의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으나, 꽃나무나 화초류의 이름
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식재를 구매 할 때, 식물명을 알았지만 시간
의 경과로 잊어버리거나 구경하면서 선호하는 식생을 주로 구입하므로 식물
명을 정확히 알지 못 한 채로 구입하여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식재의 소재를 선택할 시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것보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고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보다
정원을 가꾸는 행위에서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원과 관련하여 자연스레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인에게 식재를
얻는 경우는 21.3%이다. 낙성대동의 주민은 식물을 키우는 방법 등 정원 가꾸
는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이웃 간의 식물을 나누어 주고 받는다.
식생이 잘 생장하여 식물의 양이 많아져 나눔을 하거나 꽃의 색, 모양 등 식
생의 소재가 특이하고 구하기가 어려우면, 주인에게 직접 요청하여 얻기도 한
다. 정원을 가꾸기에 소질이 없거나,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도시정원을 잘 가
꾸는 주민에게 화분을 양도하거나 공동으로 도시정원을 가꾸기도 한다.
그리고 이전에 심었던 딸기, 호박 등 식용작물에서 저절로 발아하거나 직접
씨앗을 받아 보관해놓고 다시 식재를 하는 순환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손주가 학교, 학원에서 받아온 토마토 등 채소류를 심는 등 주민
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식재를 구한다. 그러나, 청룡산이 배후에 있으므로 치
수25)를 불법적으로 채취하여 화분에 옮겨 심는 예도 있다. 정원에 필요한 흙
도 산에서 불법적으로 채취하여 식생을 식재하기도 하며, 흙에 있던 씨앗이
발아하여 식생을 가꾸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는, 공공환경에 대한 인식이

25) 치수(稚樹) 또는 치묘(稚苗)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를 뜻하며, 묘목과 구별하기도 한
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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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여,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
식생의 생장을 돕기 위한 거름은 시중에 판매되는 비료를 구입하기도 하지
만 가정 내에서 천연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달걀 껍데기
를 흙 위에 올려두어 칼슘을 보충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심하지 않은
바나나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 옥수수껍질 등 폐작물을 흙과 같이 섞어 저장
해두어 웃거름으로 사용한다. 또한, 동네 한의원에서 한약 찌꺼기를 한 움큼
씩 얻어와 비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식재에 물주는 방법은 비를 맞게
하거나 고무대야, 플라스틱 통을 별도로 두어 빗물을 받아서 주며 특별한 관
수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내년에 또 심으려고 씨앗 받아서 말려놓은 거야, 잘 놔둬서 심어야지. 지난번에 튤립
산다고 돈이 약 10만 원 정도 들었어. 겨울에 심을 건데 봄에 잘 나오려는지 모르겠네. 튤
립은 또 빨리 지더라고.”
- 지역주민 C (2017.04.23. 실시)

“태권도학원에서 손주 녀석이 방울토마토 받아와서 스티로폼 상자에 심었지, 저번에
한 번 따먹고 했어. 쟤 누나는 학교에서 받아와서 심고 했었어. 아이들이 한동안 물주고
계속 지켜보고 하더라고. 좋아해, 애들이.”
- 지역주민 O (2017.09.08. 실시)

“딸기는 이번에 심지를 않았는데, 저절로 나왔어요. 여기 보이죠? 안 심었는데 나오니
깐 얼마나 더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작년에 안 따먹은 딸기가 있어서 나온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 지역주민 P (2017.04.23. 실시)

26) 민경훈 외 2인(2015)에서는 관악구의 불법적 경작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조사하여, 각 도시텃밭에
대하여 유형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적으로 텃밭이 조성되는 이유와 산에서 불법적인 채취 행
위가 일어나는 원인을 동일하게 공유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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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씩, 조카랑 자식들이 사들고 오거나 나들이 겸 저기 양재꽃시장에 같이 가서 예
쁜 것 골라서 사와, 거기가면 꽃들도 많고 다양해서 좋아. 저기보이는 꽃도 얼마 전에 꽃
시장에 가서 사왔어.”
- 지역주민 D (2017.04.23. 실시)

취 뒤
말려 놓은
씨앗

[그림 4-25] 채 한 , 햇빛에
피마자

[그림 4-26]

겨울에 식재하기 위해 보관중인
튤립 구근

도시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지역 내에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은 주민이 도시정원을 가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지속해서 가꾸기
가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정원 재료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체계가 이루어져 상생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도시정원을 기반으로 지역 네트
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대중적으로 조성되는 도시정원에서 정원재료 공급처의 위치와 가격은 도
시정원 가꾸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
원 가꾸기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재료를 얻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네 꽃집은 판매만 이루어질 뿐 아
니라 도시정원 가꾸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마실
장소로 지역 교류의 거점역할을 한다. 낙성대동 주민은 식생을 서로 주고받거
나 물주기 등 함께 도시정원을 가꾸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사회적 네트워
크를 이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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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낙성대동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거지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형성된 저층주거지역이다. 주민들이 골목길,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
하여 채소류부터 조경수까지 다양한 식생을 심어 주거지 내에서 주민들의 자
연에 대한 동경과 갈망, 정원 가꾸기의 욕구가 발현되는 장소이다.
먼저, 주거지역에서 대중적 문화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정원
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정원의 개념과 가치, 속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정원은 가꿈, 돌봄의 행위가 일어나며 일상적 삶에서 문화가 생
성되는 장소로 정의하였으며 화분의 개수, 식재의 종류 등 형태와 상관없이
미적 표현의 장, 실용적 가치 등 정원의 속성을 지닌 대상을 모두 도시정원으
로 포함하였다. 도시정원은 전문가에 의해 계획·설계된 공간,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공간이 아닌 비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행위로 일정 공간을 점유하
여 정원 가꾸기가 행해지는 장소이다.
낙성대동의 도시정원은 전체 건축물의 57.6%로 분포하며 주민의 상당수가
도시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다. 낙성대동의 도시정원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식물 소재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계절별로 가변적이고 다채로운 경
관을 연출하고 있다.
낙성대동의 도시정원은 심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화초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단일로 식재되거나 다른 식생과 혼합되어 식재된다.
또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채소류, 주거공간에서 물리적 경계를 짓기 위한
정원수·조경수, 유실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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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령별 대표적인 주거형태에서의 도시정원을 살펴보아 주거형태 변
화에 따른 도시정원 가꾸기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주거형태에 따라 도시정원
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변형되어 규모, 형태 등에서 차이점을 지닌
다.
낙성대동 도시정원의 분석의 틀을 작성하여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
시정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정원은 도시 공간 구조, 건축물,
지역주민의 역량 등 주거 공간 내에서 주변 물리적·사회적 환경과의 관계가
깊다.
낙성대동은 나대지가 부족하므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어려워 화분을
이용하여 주로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무리를 짓거나 일렬로 배치한다. 도시정
원의 형태는 일상생활에서의 재료로 구성되며 화분과 화단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 실내외를 오가는 이동성의 화분과 화단을 대체하는 고착형의 화분, 화
단은 협소한 주거공간에 일시적이고 소규모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식재의 종류를 바탕으로 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도시정원의 활용도를
기능형, 완상형, 생산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한 결과 완상형이 가장 많았다.
완상하기 위해 화초류를 식재하며 취향에 따라 개성 있는 도시정원을 가꾼다.
또한, 지역주민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외부인 주차 방지 등의 용도로 도시
정원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개선하고, 먹
거리를 생산하는 여가활동을 하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
낙성대동의 도시정원은 골목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터, 출입문, 마당, 담장, 옥상, 주차장, 계단, 테라스, 대문, 외벽 등 다양하
게 나타난다. 도시정원을 가꾸기에 한정된 도시 환경에서 주로 화분을 배치하
여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정원을 만든다. 건축물에 배치된 소규
모의 도시정원들이 모여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주거 공간에서의 도시정원은 자연스레 지역주민의 시각적 교류가 이루어지
므로 시각적 공유 여부에 따라 공간영역을 구분하였다. 낙성대동 도시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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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삶의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에 의해 조성되지만, 도시공간에서 사회
적·공공적 가치를 구현한다. 시각적 측면에서 확장하여 문화적 경관을 생산
하고 장소성을 확보하게 된다.
도시정원은 가꾸는 주민의 역량에 따라 도시정원의 형태, 기능이 바뀌게 되
므로 정원에서 가꾸는 사람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도시정원을 가꾸는 주민
들은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년층이 대부분이고 낙성대동에 오래거주
하며 지역에 대한 높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도시정원을 계속 가꾸었던 주
민은 재건축 할 시에 가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도시정원 가꾸기 문화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가꾸는 인적자원이 불
가결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도시정원에 필요한 식재, 물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생활권 내 꽃가게,
화훼단지 등의 환경적 요소는 도시정원가꾸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 식물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커뮤니티가 발생하고 유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게 된다. 도시정원을 가꾸는 이유는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함이 많으므
로, 앞으로 도시정원 문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공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속해서 정원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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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간과해오던 일상생활에서의 정원 가꾸기 활동에 대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도시정원 가꾸기의 특성을 분석하여 주민의 삶과 문화가 축
적된 일상적 주거공간에서의 대중적 도시정원 문화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낙성대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도시정원의 사회
적·공공적 가치 실현을 증명하였고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주
도형 도시녹화사업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물리적 주거개선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일상적 삶의 문화
가치가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낙성대동으로 특정 공간적 범위를 두어 분석하고 있으
므로 지역적 자료 수집으로 도시정원 문화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낙성
대동 이외에 서울시 저층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정원 문화가 집적된 유사
지역 사례가 많이 존재하나 다른 사례들을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 한계를 지
닌다.
도시정원을 가꾸는 주민과 비교해 가꾸지 않는 주민의 도시정원 인식조사
가 부족하였으므로 도시정원의 전반적인 지역주민의 인식을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시정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
인 도시정원 가꾸기를 위한 지역주민,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도시정
원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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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원을 가꾸는 주민 인터뷰 내용(34명)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여
여
여
여

연령

거주

활동 목적

기간

이유

식재

가꾸기에
50대 10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제라늄, 만리향
가꾸기에 대추나무, 작약,
50대 5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머위, 깻잎
국화, 선인
가꾸기에 튤립,
50대 5년 정원
장류
등
(이름을
대한 관심과 흥미 잘 알지 못함)
작약, 무궁화, 목
수국, 나리, 비비
50대 10년 교육
추, 제라늄, 가랑
코에, 배추, 상추
50대 3년 먹거리 생산
고추, 상추

식재구하는 방법

날짜

2017.04.23.
조경시설, 재발아

2017.08.09.

씨앗받기, 양재동꽃시장 2017.10.19.
에서 구입
재발아

2017.04.26.

낙성대에서 구입(강감찬
텃밭 옆),(지지대는 주 2017.05.10.
변에서 구함)
학교, 학원에서 받음, 재 2017.09.08.
발아

60대 30년 교육, 먹거리 생산 부추, 토마토
홍매화, 초롱꽃,
60대 30년 먹거리 생산
매발퀴톱꽃, 상추,
2017.04.23.
고추
가꾸기에 상추,치커리,쑥갓,
낙성대에서 구입(강감찬 2017.04.23.
60대 7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부추,고추,토마토,
텃밭 옆),재발아
딸기
가꾸기에
60대 10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정원 가꾸기에
60대 30년 대한 관심과 흥미,
주변 환경 개선
가꾸기에
60대 22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정원 가꾸기에
60대 6년 대한 관심과 흥미,
커뮤니티 활동

이름을 알지 못함
(흰색꽃)
하늘매발톱꽃, 산
나리, 둥굴레, 작
약, 할미꽃, 금낭
화, 패랭이꽃 등
군자란, 라일락,
영산홍
이름을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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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얻음(동네주 2017.05.07.
민)
낙성대에서 구입(강감찬 2017.05.07.
텃밭 옆), 산에서 채취
2017.05.10.
트럭에서 구매, 외출시 2017.08.09.
구입

3년 커뮤니티 활동

고추
한련화, 소나무,
맥문동, 철쭉, 고
가꾸기에 추, 방울토마토,
15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배롱나무, 공작단
풍 , 이태리 봉선
화, 양귀비 등
제라늄 등
가꾸기에 금관화,
30년 정원
(이름을
대한 관심과 흥미 못함) 잘 알지
가꾸기에
20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주목, 다육식물
정원 가꾸기에 봉선화, 측백나무,
관심과 흥미,
7년 대한
배롱나무,
가게이미지 개선, 향나무,
국화
등
주변 환경 개선
작약,
가꾸기에 매발톱꽃, 라일락,
8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만리향,
할미꽃
정원 가꾸기에 서양봉선화,
1달 대한 관심과 흥미, 감나무, 상추
주변 환경 개선

지인에게 얻음(동네주 2017.05.10.
민)

여

60대

여

60대

여

60대

여

60대

남

60대

남

60대

남

70대

남

가꾸기에 대추나무,능소화, 기존식생, 지인에게
70대 30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개나리,오동나무,
얻음(회사동료)
음나무

여

70대 25년

여

70대 30년

남

70대 10년

여

70대 18년

남

70대 30년

여
남

70대 30년
70대 10년

먹거리 생산,
취미생활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 활동, 취
미생활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먹거리 생산

오가피, 오이,
상추, 고추, 머위,
가지, 씨앗, 시금
치 , 부추, 열무
장미, 라일락,
수국, 분꽃, 상추
천사의나팔,
신경초 등
감나무,대추,사과
나무,여주
동백나무,배나무,
사과나무, 꽃나무
류등
능금나무(이름을
잘 알지 못함)
고추, 토란,
피마자, 부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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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꽃시장, 헌인릉,낙
성대에서 구입(서울대학 2017.07.16.
교 정문),조경시설
지인에게 얻음(동네주 2017.10.19.
민)
낙성대에서 구입(강감찬
텃밭 옆), 지인에게 얻 2017.10.19.
음(동네주민)
양재동꽃시장에서 구입 2017.10.21.
재발아, 낙성대에서
구입(강감찬텃밭 옆)
지인에게 얻음
(회사동료)

2018.03.23.
2017.05.07.
2017.05.10.

낙성대에서구입(강감찬 2017.05.10.
텃밭옆, 샤로수길 내)
2017.09.08.
지인에게 얻음(동네주 2017.07.16.
민)
종로5가에서 구입
2017.09.19.
헌인릉에서 구입

2017.10.17.

봉천 중앙시장에서 구입 2017.10.19.
2017.10.17.

여

70대

여

70대

여

70대

남

80대

남

80대

여

80대

가꾸기에
30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꽃나무류, 상추
고추, 상추,
정원 가꾸기에 들깨,
시금치,
감나무,
30년 대한 관심과 흥미, 향나무, 장미,
금
먹거리 생산
관화
호박, 토란, 깻잎
15년 먹거리 생산
등
할미꽃, 장미, 무
가꾸기에 스카리, 돌단풍,
30년 정원
대한 관심과 흥미 무늬비비추, 앵초,
감나무 등
감나무,다래나무,
배롱나무,향나무,
정원
가꾸기에
30년 대한 관심과 흥미 능소화,하와이안무
궁화,돌단풍,털머
위,초롱꽃,군자란,
오가피
정원 가꾸기에 가지, 파,
30년 대한 관심과 흥미, 블루베리 등
먹거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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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서 구입 꽃장사,
낙성대에서 구입(서울대
학교 정문), 지인에게
얻음(동네주민)
낙성대에서구입(강감찬
텃밭옆,샤로수길내),지인
에게얻음(친척)
재발아, 낙성대에서 구
입(강감찬텃밭 옆)
종로5가,
양재꽃시장에서 구입

2017.10.19.
2017.10.19.
2017.07.26.
2017.04.23.

지인에게 얻음(자녀, 조
카), 양재꽃시장에서 구 2017.07.26.
입
씨앗 받기,
지인에게 얻음(친척)

2017.08.09.

❙Abstract

A Study on the Urban Gardening of Nakseongdae-dong
in Everyday life
Arang, K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Yong Hoon, Son

Recently, gardening has increased in social interest from leisure activities
to public realm such as urban greening and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public garden culture that has been accumulated in
the everyday space where the garden was recognized and overlooked only
by the culture enjoyed by the rich class.
Urban gardens are places wher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practical
activities of caring are performed, and the desire for nature is resolved. The
private occupation in the urban space is achieved, but the public value that
improves the problem of the urban space is realized.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Nakseongdae-dong, low-rise residential area
since the 1970s and the residents are active in urban gardens culture by
utilizing the alleyways and spare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gardens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 type, and function of urban gardens
and analyz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urban garden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residence type and location of urban garden at buildings.
Through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It is identified the value of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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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s that have been accumulated in the daily life culture and tried to
interpret the urban gardens culture that we experience on a daily basis.
The study method consists of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materials on
site collection and analysis. The site survey was conducted for about one
year, and the distribution, type of the urban garden were mapped by
season.
Local Residents are making use of the inhabitants of the urban space to
create creative spaces and cultivate urban gardens. The city gardens are
varied and colorful in every season. Local residents usually use leftover
spaces to make a creative space for urban gardening ,and so, urban gardens
are varied and colorful in every season.
Plants are the most planted for the purpose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most are flowering plants. there are various kinds of plants including fruit
trees, vegetables for cultivating, garden trees and landscaping trees for
building physical boundaries in the residential space.
The urban garden is composed of materials in everyday life and is divided
into flower pots and flower beds. Fixed flower pots and flower beds,
portable flower pots that move in and out of the indoor and outdoor spaces,
will provide temporary and small green spaces in a confined residential
space.
Most local residents create urban gardens for admiring and enjoying plants.
The urban gardens are also created for the purpose of banning flying
tipping and preventing unauthorized parking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y providing a pleasant view, producing foo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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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gardens are distributed most in alleys, and they appear in various
places such as spare spaces, porches, yards, wall, rooftops, parking lots,
stairs, terraces, gates and outer walls. By actively utilizing buildings in an
confined urban environment, small urban gardens form a stereoscopic and
dynamic street landscape.
Urban gardens in residential spaces naturally involved visual interactions
among local residents, so It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visual sharing of
the area. Although the urban gardens are created for private purposes but
they realized social and public values in urban spaces and produce cultural
landscapes and enhance the placeness.
As the urban garden changes form and function of the urban garden
according to the capacity and interests of the residents to create, it is
important for human resources to lead the urban garden together with the
physical spac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flower shops and flower complexes in the
living quarters, where people can easily buy the necessary planting materials
and goods in urban gardens,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urban gardening.
Also, by residents exchanging plants, a local community naturally develops
, maintains, and strengthen. The purpose of cultivating the urban garden is
to enjoy the hobby life.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culture of the
urban garden, it is important that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programs are provided so that the garden culture can be activated
continuously.
❙Keyword : Urban Garden, Urban Gardening, Garden Culture, Garden
Type, Nakseongdae-dong
❙Student Number : 2016-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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