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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정원박람회 이후 특별한 유지관리 대안 없이 단순 공원의 일부로 관리

되어 온 존치정원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미흡한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

었다. (2019,박다연) 설계한 정원 작가의 초기 의도에 맞지 않고, 시설물은 노

후화 되고 대체되거나, 식재된 식물리스트는 단순화 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

이다. 정원공모전을 통한 존치정원의 형태는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면서도 실험적이고 짜임새 있는 디자인적인 모델로서의 정원

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원 혹은 조경의 관리행태와

는 또 다른 정원가꾸기활동(Gardening)이 필요하다. 이후 유지관리 주체에 대

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2017년 이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존치정원 유지관리

에 시민정원사를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LH에서는 존치정원 조성 후 자원봉사

단을 모집하여 교육 후 유지관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진행하는 등 시민참여

형 유지관리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컨셉과 설계안이 있다는 정원의 독특

한 현황, 주민의 참여도 및 활동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박람회 이후의 존치정원 유지관리 행태와 활용안에 초점

을 두어 현재 진행중인 존치정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했다. 2021년 기준 1년 이상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

는 대상지를 추려 관리주체 및 참여 집단에 대한 분석과 활동내용에 대해 연

구하였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LH가든쇼, 정원드림 프로젝트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현장답사 및 인터뷰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로 시민참여형 유지관리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먼저 성

과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활용 및 교육의 효과와  사회참여와 지역기여

의 효과가 있었으며 시민참여형 유지관리의 발전가능성 또한 전망이 밝다고 

파악되었다. 반면 시민참여형 유지관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첫 번째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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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전개과정에서의 시행하는 유지관리체계 및 시민참여가 소극적이라는 것. 두

번째로 정원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원과 다른 정원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으로

서 정원에 대한 존중과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면서도 시민참여집단의 

적극적인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주요어: 정원공모전, 존치정원, 유지관리

❚ 학  번: 2020-2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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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정원박람회는 ‘정원 페스티벌’, ‘가든쇼’,‘플라워 쇼’ 등 으로 통용되

는 원예 및 화훼, 문화산업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이다. 또한 정원공

모전이란, 정원박람회, 정원페스티벌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원 경연 및 정원 전

시(Garden Show) 행사이다. 2010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시작으로 2013년 순

천에서 AIPH가 인준한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고, 그 외 서울정원박

람회, 코리아가든쇼, LH 가든쇼, 태화강 정원 스토리페어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정원박람회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정원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식물원 식재설계공모전, 한국수목원관리원 정원드림활동, 한국도로공사 

정원공모전과 같은 정원 공모만을 위한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정원공모전의 행태가 시작된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의 정원작품은 화훼 및 

원예 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행태인  

반면 국내에서의 정원 경연 및 정원전시는 노후공원 재생 및 시민참여, 개최

지공동체 발전의 의미를 더해 대부분 존치정원의 형태를 띄고 있다. 독일 및 

네덜란드 플로리아드의 사례에도 존치정원의 형태를 띄나 도시재생의 개념으

로 도시계획에 맞물린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처럼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는 고유의 특색을 갖춘 방법과 행태로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후계획 또한 이에 맞는 유지관리 방안 및 계획

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정원박람회 이후 특별한 유지관리 대안 없이 단순 공원의 일부로 관리

되어 온 존치정원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미흡한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

었다. (2019,박다연) 정원 설계 작가의 초기 의도에 맞지 않고, 시설물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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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고 대체되거나, 식재된 식물리스트는 단순화 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

다. 정원공모전을 통한 존치정원은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공공적인 성격을 띄

고 있으면서도 실험적이고 짜임새 있는 디자인적인 모델로서의 정원을 요구한

다. 하지만 정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원 혹은 조경의 관리행태와는 또 다

른 정원가꾸기 활동(Gardening)이 필요하다. 이후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중요

성이 증대되어, 2017년 이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존치정원 유지관리에 시민

정원사를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LH에서는 존치정원 조성 후 자원봉사단을 모

집하여 교육 후 유지관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진행하는 등 시민참여형 유지

관리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컨셉과 설계안이 있다는 공모 정원의 특징과 

이후 지속적인 유지 및 이용을 감안하면 시민 및 주민의 참여도 및 활동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원공모전 이후 전시정원의 유지관리 행태에 대해 조사해보

고자 한다. 정원에서는 정원가꾸기활동(Gardening)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공원이나 유휴부지 등 정원이 아닌 곳이 정원화 되었을 때 일반적 관리 행태

와 비교하여 어떤식의 정원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정원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방안이 도입되었고, 비교적 장기간 공모

전을 진행해온 경기정원박람회, LH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대상지의 유지관리현황을 비롯

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및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관리 현황

을 조사하여 사후 관리주체에서 의도하는 방향과 참여자가 원하는 활동이 일

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한다. 사업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며 현장에 밀접한 쟁점 및 실태를 파악해 보고, 

궁극적으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공모전 사후 존치정원의 주민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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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절 연구의 대상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의 ‘정원 공모전(Garden Competitions)’이란, 정원 박람회 및 

정원페스티벌 등에서 정원문화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정원 작가 및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디자인 및 설계를 제안 받아 시행하는 정원 조성 및 정

원 전시 활동을 말한다. 이전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원박람회'에서 진행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전시정원 조성 프로그램에 한정한다. 또한 정원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박람회 뿐 아닌 정원 조성을 위한 공모전 

및 행사가 증가하게 되어, 정원박람회 외의 다양한 정원행사에서의 정원 공모 

활동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조사

❚ 정원박람회 및 정원공모전

2010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시작으로, 국내 정원박람회의 사업성 및 프로

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정원박람회인 서울정원박람회

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순천정원페스티벌 등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원공모전과 관련하여 정원공

모전을 통해 조성된 전시정원들의 디자인,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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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하정봉
(2014)

정책의창(Policy Window)모형을 적용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과정 분석

길병규(2015)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제적합성과 이용만족에 관한 

연구

김태원,조세환
(2016) 2015서울정원박람회 개최 효과에 대한 방문객 인식 분석

조소현(2016)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업진행단계연구

-기획자, 설계자,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이호우(2018) 한국 정원박람회 프로그램 특성 분석 연구

[표 4] 정원박람회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연구자 논문명

정봄비(2014)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의 초화류 식재 경향 연구

엄혜리(2016) 정원박람회 출품작 분석을 통한 정원유형 구분 연구

정소영(2016) 2015 정원박람회 정원작품의 식재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엄혜리(2017) 국내 정원박람회 출품작의 현황 분석

홍광표,이혁재
(2019) 2019 청주가드닝페스티벌에 출품한 작가정원의 식재경향

[표 5] 전시정원 동향 및 디자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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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시정원의 조성이후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박다연(2019)이 2010

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존치정원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

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진형선(2019)이 김포지역 아파트에 조성된 존치정원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고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자 논문명

박다연(2019) 정원박람회 존치작품 실태 및 개선방향 :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중심으로

진형선(2019) 아파트 단지 내 작가정원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 인식 

연구 : 김포지역 아파트 단지 작가정원을 대상으로

[표 6] 전시정원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현재 전시정원에 대한 연구는 정원박람회의 프로그램

으로서의 경제적 효과 혹은 설계적인 관점에서의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연

구를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원박람회를 다루는 연구에서도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소규모 정원박람회 및 정원공모전을 포괄하면서도 시민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의 확산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시민참여형 녹지 유지관리

정원공모전의 전시정원이 주로 조성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녹지에서의 기존

의 시민참여형 및 주민참여형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순희(2015)는 공원의 관리효율과 공원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육은정(2014). 채희은(2015) 등 주민참여형 관리

가 이뤄지고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현황을 비롯한 향후 운영의 개선방안 등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우주(2019)는 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공원 유지관

리에 참여하였을 때 공원에 생기는 질적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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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명

육은정(2014) 지역 내 공원관리 참여주민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서울시 공원돌보미를 중심으로

채희은(2015) 도시농업공원의 주민참여형 텃밭정원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김순희(2016) 주민참여에 따른 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김우주,성종상
(2019)

자발적 주민 참여를 통한 근린생활권 공원의 질적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표 7]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 선행연구 쟁점 

기존에 정원박람회 및 전시정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롯하여 정원박람회 

및 전시정원 유지관리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경기연

구원,2021) 전시정원의 유지관리를 다루는 주요 쟁점으로 사후 조례 부재. 유

지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을 제시했으며 (박다연,2019) 조성기간이 가장 오래 

된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의 전시정원의 경우 존치작품의 관리 매뉴얼이 부재

하여 각각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으로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단절,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관심부족이 유

지관리상태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전문지식 부족은 획일적 

보식 등 식재부분에 있어 기존 설계와 다른 식재 개념상의 문제를 야기시킨

다. 이런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이해관계간의 연계성이 결여됨과 주체들의 낮

은 인식, 예산 및 인력부족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진형선,2019)고 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정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

해주체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며 시민참여형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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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구질문설정

3. 연구 질문 

❚ 연구 질문 설정

본 연구에서 도출해내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유지관리 참여집단에 대하여 ‘어떤 참여집단이 형성되어있으며 

참여집단 활동의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인가?’이다. 관련연구에서는 전시정원

을 비롯한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대안으로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관리

를 언급해왔으며 (박다연(2019), 진형선(2019) 외) 2017년 이후 경기정원문화박

람회 성남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원박람회 주체에서 시민정원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정원의 유지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참여집단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으로 참여조건 및 참여자의 교육수준, 활동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두번째로 유지관리 운영과정에 대한‘각 지자체별 어떤 유지관리 체계를 갖

추고 있으며 어떤 유지관리 체계 및 인프라가 효과적인가?’이다. 정원공모전 

유지관리 체계에 대하여 현재 특정한 조례 없이 각 주체별로 다양한 운영을 

해오고 있는 현황이며 각 지자체별 시민정원사제도 유무 및 자원봉사자 교육

여부 등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인프라란 예산과 지원내용을 비롯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수준 및 교육내용까지를 말한다. 전국에 존치되어있는 전시정원 

유지관리 체계 대한 조사 후 각 주체별로 어떤 인프라를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지,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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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원활동 및 정원공모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시민참

여형 유지관리의 도입과 방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시정원이 조성되

기까지의 배경과 정원활동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배경을 이해한다. 

다음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정원공모전 행사의 내용들과 이를 통

해 조성된 존치정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성된 전시정원들

의 유지관리 행태를 조사하여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연구대상

지를 선정하고 대상지별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상지의 사업전개과정

을 이해하고, 유지관리에 얽힌 이해관계를 유지관리 현장답사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시민참여형 유지관리의 현안 및 쟁점도출과 향후 발전방향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 [표 5]와 같다. 서론을 통해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을 분석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질문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후 연구의 조사를 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한다. 조사·분석 단계에

서는 국내 정원공모전 및 박람회의 현황과 이를 통해 조성된 전시정원들의 현

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를 실시

하고 있는 대상지들 중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한 

대상지에 대하여 , 현장답사 및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존치된 전시 정원

에서의 활동내용 및 목적, 인식, 교육수준, 보상 및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한

다. 이후 시민참여형 정원공모전 유지관리의 성과 및 과제, 이를 통한 논의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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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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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1절 정원 및 시민참여 유지관리의 이해

1. 정원의 효용 및 필요성

정원은 식물을 기르는 것과 그 시작을 같이하는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인류의 거주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이다. 인간의 영향이 없는 공

간은 정원이 아니며 정원에서의 인간 활동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원

(Garden)의 어원은 geard라는 고대영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뜻은‘울타리’

이다. 이처럼 고대 정원에서는 내부 공간과 구분되는, 울타리치고 가꾸는 외부

공간을 정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로 사적으로 향유하였다. 정원은 오랫동안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권력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Rakow, Donald 

A,2011/2019, pp.35). 이후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정원보다 공공의‘공원’의 개

념이 도입되고, 19세기 ‘조경’이 등장하며 정원은 개인의 사유화된 공간이

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하락하였고, 따라서 도시에서도 정

원 공간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감소하였다(심주영·조경진, 2015). 그러나 전

통적인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인 공원, 놀이터, 광장 등이 시민들의 다양한 레

크레이션 욕구(recreational 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인식과 함께 커뮤니

티 오픈스페이스(community open spaces)의 하나의 형태로 도시정원의 공공성

과 실천적․참여적인 기능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도시정원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서 도시정원 가꾸기(urban 

gardening)로 소개되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창출 가능성 측면에서 주

목받고 있다(Partel, 1996; Blair et al., 1991). 특히, 현대 도시에서의 정원은 

‘가꾸기 행위’를 통한 ‘참여’가 중시되는 장소이며 직접 작물을 키워먹는 

‘생산적 기능의 장소’,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안적 녹지’ 및‘공동

체적 삶을 회복하는 장소’로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원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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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공간 조성의 의미 이상으로 거주민들이 그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공원과 정원을 스스로 형성하는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 운동의 일환이라는 공

공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Bassett, 1979; 조동범 외, 2007; 이양주 외 

2017). 

오늘날 정원은 도시·국가의 대표브랜드로서 경쟁력과 정체성을 강화한다. 

정원 활동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근린 및 커뮤니티 개발의 촉매로 작용하여 

지역구성원 간의 사회적 접촉과 자부심을 증진시킨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친

환경적 식재료를 생산하여 가계 식자재 비용 지출을 경감하고 다양한 신체적 

활동과 치유활동에 효과적이다. (이양주 외, 2017) 정원활동은 신체활동을 촉

진시키고 스트레스 저감효과가 뛰어난,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와 회복작용을 

겸한다. 현대도시에서 정원은 자연의 감성, 공감각,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시대에 다목적 환경조절장치로서 효용하는 새로운 도시

문화를 생산한다.

2. 정원문화의 활성화

영국 및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생활 속에 정원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토대로 정원 및 원

예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높아진 시민 수준과 2012년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은 큰 행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기 시작했다. (김완순,2015)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이 제정되었고 정원과 관련된 원예, 화훼, 조경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

아졌다. 2015년 산림청이 제정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정원에 대한 법적인 제도 및 지원이 본격

화되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이어 울산 태화강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

되었고, 2021년 기준 31개의 지방정원1) 과 54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되었다.

1) 2021년 11월 23일 기준 산림청 정원현황, 지방정원 등록 4곳 및 조성예정 27곳을 포함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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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5년 7월 21일 시행되었

으며 약칭 ‘수목원정원법’이라고도 불린다. 수목원 및 정원산업의 조성과 

운영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체계적인 정원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목적으로 정원과 관련된 용어 및 시설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본 법령에 따라 2016년‘정원진흥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정원인프

라와 정원산업을 확장시키고자 하였으며 2021년에 ‘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2021-2026) 을 수립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 산림청 ‘산림 일자리’

사람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고자하는 정

책이다. 정원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정원 등 인프라확대 및 정원전문인력 양

성을 추진하며 특히 국가적 정원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배

치와 도시숲·정원관리인 : 23개단 115명(시민정원사 23명, 취업취약계층 92

명)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정원사 육성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진행하여 각 지

자체별 시민참여형 관리를 도입할 시 정원관리의 주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한다.

3. 시민참여 유지관리의 도입

시민참여(participation of Citizen)란 관의 행정절차 및 정책결정 과정을 비롯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해관계에 시민 및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행

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 내용에 임안 및 심의과

정에 주민의 공람,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생김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고 주민제안제도 및 주민의견수렴, 주민투표 등이 행해지게 되었으며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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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시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반영 제도 등 시민참여 관

련 적극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주도의 녹지공간으로서 공원에서의 시민참여 효용성 및 효과에 대하여 

시민참여는 참여과정을 통해 시민 스스로의 도시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책임감과 주민역량을 증대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

한 방향이다(김순희,2016). 또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근과 관찰이 가능하고 (육은정,2014)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

반한 변화는 공원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크게 강화시키고 나아가 커뮤니티 

내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김우주,2019).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공원 운영의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점차 수동적

으로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계획의 수립과 운영과정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의 행정절차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경우도 

있다. 공원의 경우 공공주도의 관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나 공원관리의 관심 

있는 시민단체 및 법인의 참여가 있거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안

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7년도부터 서울숲을 위탁 운영해 맡고 있

는 (재)서울숲컨서번시가 있다. 

2절 정원공모전의 이해

1. 정원박람회 개요

❚ 정원박람회 도입 및 목적

정원박람회는 1809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1827년 영국왕립원예협회(RHS) 주

최 첼시 플라워쇼의 전신인 치스윅페트 원예축제가 있으며 ‘플라워 쇼

(Flower Show)’, ‘가든쇼(Garden Show)’,‘정원 페스티벌(Garde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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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통용되는 원예 및 화훼, 문화산업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를 

일컫는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도 활성화 되

었다. 미국에서는 1829년 필라델피아 플라워쇼, 독일에서는 1869년 함부르크 

국제정원전시회가 개최되었다. (2021,경기도연구원) 1948년 국제원예생산자협

회(AIPH)의 창립 후 AIPH가 정원박람회를 인준하게 되었고, 1960년 네덜란드 

노테르담에서 AIPH가 인준한 첫 박람회를 가지게 되었다.  1990년 이후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아시아권에도 확산되어 중국, 일본, 대만 등이 각 나라의 

특색이 있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2010년 경

기정원문화박람회를 비롯하여 AIPH가 인준한 최초의 박람회인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5년 시작하여 2021년 국제박람회로서 자리를 잡은 서울정

원박람회 등이 있다.

초기 정원박람회의 경우 1804년 영국왕립원예협회가 설립된 영국을 비롯하

여 원예생산물 및 화훼전시 목적의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1960년대 이후 폐공

장 등 환경훼손 지역을 복구하는 도시기반시설로의 목적, 2000년대 이후 환경 

및 도시계획으로서 도시재생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또한 대중교육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라는 뜻의 ‘박람회2)의 본래 목적인 정원에 대한 대중적 

확대가 있다. 국내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1) 도시개발

과 환경조성으로서 인프라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2) 정원관련 

축제 및 이벤트차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도시 마케

팅을 위한 문화이벤트로 기획되기도 한다. 3) 도시재생 및 노후공원을 리모델

링하여 기존의 녹지 및 유휴공간들을 정원화 하여 이를 통해 재생과 활성화의 

효과를 창출해내고자 한다. 특히 기술전시 및 교류의 목적이 강한 다른 박람

회들과는 달리 정원박람회의 경우 시민참여 형태가 두드러져 도시농업, 마을

정원과의 연계 및 공원녹지의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의 목적으로서 

박람회를 활용하고 있다.   

2) 1928.11.28.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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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공모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의의 

정원공모전 및 정원경연의 형태는 정원박람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시작되었다. 약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첼시 플라워쇼를 비롯하여 참신하고 

도전적인 정원 디자인을 선보이는 프랑스의 ‘쇼몽 국제가든 페스티벌, 네덜

란드의 쾨켄호프 가든쇼, 독일 분데스가르텐샤우(Bundesgartenschau, BUGA)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정원공모전은 정원을 공모하여 조성하고 전시정원

(Show Garden)으로서 선도적인 원예기술과 정원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에 의의

가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정원공모전을 통해 정원디자이너들이 발굴되어 활동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정원박람회 내에서의 정원공모 및 전시정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

나 일반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가든쇼, 가든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더 포괄적으

로 의미하여 통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질적으로 박람회는 교육과 정보를 교류

하는 곳으로서 정원공모 및 정원전시를 비롯한 관련 산업을 주로 다루는 행사

를 일컫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까지 

다루어야하는 규모가 큰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하기보다는 시민참여와 관광유

치, 도시재생, 녹지 공간 확대에 초점을 둔 정원활동에 집중한 행사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원의 의미를 가꾸어진 녹지의 의미에 더해 조경

과 원예, 화훼산업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꾸어진 녹지공간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정원공모전을 통한 전시정원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영국의 첼시플라워쇼 

및 프랑스 쇼몽 등 외국에서의 정원작품은 화훼 및 원예 산업을 중심으로 단

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행태이다. 국내에서의 정원 경연 

및 정원전시는 노후공원 재생 및 시민참여, 개최지 공동체 발전의 의미를 더

해 대부분 존치정원의 형태를 띄고 있다. 독일 및 네덜란드 플로리아드의 사

례에도 존치정원의 형태를 띄나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도시계획에 맞물린 중장

기적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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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공모전 이해관계

❚ 정원공모전 이해관계

[그림 2] 정원공모전 이해관계 모식도 

국내 정원공모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과 같다. 정원공모전의 특

성상 정원 및 녹지, 조경에 이해가 있는 주관사가 있으며 대표적인 정원공모

전으로는 경기정원박람회의 한국조경신문, 서울정원박람회의 (주)환경과조경 , 

정원드림의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런 주관사와 함께 대상

지가 되는 장소의 지자체가 주최측으로 협업을 하여 공모전을 개최하며 최근

에는 ‘정원’을 주요 키워드로 도시 브랜딩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후 사업이 구성되

어 정원공모를 실시하여 작가를 모집하고, 조성하게 된다. 조성과정에서 정원

을 시공하게 되는 작가들은 조성 장소의 현장 업무를 하는 지자체 소속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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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들과의 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지자체 사업 및 예산을 

주관하는 주최측과 조성현장을 담당하는 관리주체측으로 나누어진다. 관리주

체측은 공모전의 일정이 끝난 뒤에 실질적인 유지관리의 행정 및 재정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주체를 선별하여 관리에 참여시키는 

권한을 갖는다.

[그림 3] 정원공모전 유지관리 이해관계 모식도  

국가정원 및 수목원/식물원에서 내부 정원 컨텐츠를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

는 순천만국가정원 및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국립수목원이나 서울식물원의 정

원공모전 사례가 있다. 앞선 사례와 비교하여 정원조성지의 관리주체가 곧 정

원공모전를 주관하는 대상이 되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고, 유지관리주체 

또한 기존 장소의 인력 및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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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 쟁점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내용은 [그림 3]의 정원공모전의 유지관리 이해관계

에 얽혀있는 주체별로 다른 쟁점을 가진다. 사업 진행 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주최측에서 사업예산 및 작품 및 부지선정, 유지관리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조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런 유지관리예산 및 구조적인 내용

을 바탕으로‘관리주체’의 활동범위가 일정부분 정해지게 된다. 관리주체란 

크게는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지자체 수준에서부터 작게는 전시정원이 있는 특

정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하며 지역 내 정원에 대한 민원, 행정,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원 시설팀, 시민정원사, 자원봉사자 등 

전문지식과 참여배경이 다양한 인력들을 정원에 배치하게 된다. 관리주체는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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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세부항목

지원내용
- 외부지원

예산

제도 
-자원봉사인증제도

-시민정원사제도

- 내부지원

활동범위
- 본인업무 개입가능범위

-디자인측면

-시설물식재 등

- 용역/외주시 용역기간,빈도

[표 9] 관리주체 조사항목

3절 분석의 틀

1. 현장답사 및 인터뷰 

조사대상을 추린 후 [표 6] [표 8]와 같은 주체별 조사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예산 및 제도를 포함한 유지관리 운영 시의 내/외부 지원내용, 관리주체 및 참

여집단의 활동, 업무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이 개입할 수 있는 

활동 범위에 대한 질문을 통해 활동상의 어떤 자유도와 한계점이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존치정원의 장기적인 관점 및 인식,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대상지별 각 1회 

이상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는 참여집단의 활동일에 맞춰 방문하

였다. 방문 후 현장답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부록Ⅰ] 참고) 인터뷰는  [표 7] 

[표 9]의 인터뷰 질문지를 마련하여 현장답사와 유선면담을 병행하여 반구조

화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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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
- 설계

-유지 및 변경
시설물소재

식재

-지침서 등 서류

- 존치유지기간

관리주체 인터뷰 질문지
o 기본사항
Ÿ 개략적으로 하는 일(업무)을 소개해주십시오.(담당지역 및 업무)
Ÿ 담당하는 곳 중 정원공모전 대상지는 어디이며 몇 개소의 정원이 있습니까?

  ex) 제1회 00정원박람회 00공원, 00개.
Ÿ 전시정원과 관련한 본인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Ÿ 담당하신 전시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o 활동&지원내용
Ÿ 전시정원에 한정한 유지관리예산은 어느정도입니까?(개략적)
Ÿ 예산을 비롯한 외부지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Ÿ 정원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자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 시민정원사? 자원봉사제도 등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 등 
Ÿ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하다(중요하다)고 느낀 자원은 어떤 것입니까?

  ex) 시민정원사 등 교육된 인력 or 인력과 연계되는 조직(거버넌스) or 인력에게 
지급할 인센티브제도(자원봉사점수 등)

Ÿ 전시정원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집단, 자원봉사자, 시민정원사 등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떤 집단이고 어떤일을 하는지?
Ÿ 외부용역 시 빈도와 개략적 활동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Ÿ 전시정원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설계,식재,시설물 변경)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면?

o 장기적관점/한계점

[표 10] 관리주체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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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세부항목

기본사항 인적사항

나이

성별

거주지역

동기/계기

자격 학력,자격증,교육 

활동

활동내용

주요업무 및 내용

일과/시간

인원

활동목적

고용 정규/계약직

봉사인증

교육

여가

활동(가능)범위
예산

설계 식재 등

조직
소속조직

시스템

접근성

자격

관리/산하 관계

[표 11] 참여집단 조사항목 

Ÿ 전시정원 관리가 다른 정원/공원 관리와 특별히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Ÿ 지금의 업무는 정원조성당시부터 지속해오고 계신건지
     -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어떤부분을 중점으로 받았는지, 어려운점이 있었다면?
Ÿ 장기적 관점으로 전시정원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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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집단 인터뷰 질문지
o 기본사항
Ÿ 전시정원 유지관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목적)은 무엇입니까?
Ÿ 담당하는 곳 중 정원공모전 대상지는 어디이며 몇 개소의 정원이 있습니까?

  ex) 제1회 00정원박람회 00공원, 00개.
Ÿ 활동지역과 본인의 거주지역과의 연관이 있습니까?
Ÿ 정원활동 업무를 위한 본인의 교육수준 및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o 조직
Ÿ 소속된 조직은 어떤 곳이며 주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Ÿ 조직에 속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Ÿ 소속된 조직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경력,자격 등)
Ÿ 본인 외 소속된 조직원의 대략적 나이와 성비, 거주지역은?

o 활동&지원내용
Ÿ 개략적으로 하는 일(업무)을 소개해주십시오.(담당지역 및 업무일과)
Ÿ 전시정원을 관리를 위해 주로 지시받는 업무와 지원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Ÿ 전시정원 관리에 있어 본인이 개입 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는 어디입니까?

  ex) 식재수종선정, 식재구매, 식재위치선정, 시설물변경 등 
Ÿ 하시는 전체 활동 중 전시정원 관리업무가 담당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Ÿ 지금 활동을 통해 얻는 가장 이득은 무엇입니까?
Ÿ 지금 활동에서 느끼는 한계점/아쉬운점이 있다면?

o 장기적관점/한계점
Ÿ 전시정원 관리가 다른 정원활동과 특별히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Ÿ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Ÿ 장기적 관점으로 전시정원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12] 참여집단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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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세부항목

일반사항

일반 연령,성별

내용 시민정원사,자원봉사자 등

활동기간

거주지연관성 소요시간,연관성,이동수단

활동동기 및 내용

동기,목적

참여내용 관리정원개소,시간

정원이해
박람회 행사참여여부, 정원 조성과정 

및 의도, 관리내용의 이해

교육수준
교육내용 교육시간, 자격, 내용

교육의 업무적합도

성과 및 전망
만족도

보상내용

[표 13] 설문조사항목

2. 설문조사 

참여집단의 일반사항 및 실제 활동내용, 교육수준,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표 10]의 항

목으로 일반항목으로 참여집단의 연령, 담당 정원의 개소, 참여기간과 거주지

와의 연관성을 보기위한 거주지와의 거리, 이동수단 등을 조사하였으며 활동 

동기 및 목적을 통해 추후 참여집단의 유인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집단의 교육수준을 조사하여 참여집단의 전문성과 대상지별 교육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상내용 및 정원에 대한 이해도, 만

족도 등을 통해 성과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지는 익명

이나 대상지별 차이를 분석하기위해 대상지별 분류하였고 개방형 질문과 폐쇄

적 질문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참여집단의 인식 및 이해수준, 만족도 등은 리

커트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배부 설문지는 

[부록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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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선정 기준

조사 대상은 개괄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모든 정원공모전 및 전시정원이며 

유지관리 행태조사를 위해서는 조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1년 이상 유지관리를 

진행해온 곳으로 선정하여 유형화하였다. 이후 인터뷰 주체선정 및 현장조사

를 위한 대상지로는 1) 정원공모전 전시정원 조성지로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행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2) 조성 완료 후 이전·철거되지 않으며 1년이

상 유지관리를 진행한 곳,  3) 기존 조성지가 수목원, 식물원, 정원 등으로 사

용되지 않았던 곳이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정원공모전 전시정원 조성지로서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방안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 중으로 이해관계 및 

참여자가 나타나는 곳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1년 이상 유지관리를 경험하

며 겪은 현장적인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성 후 이전된 경우 정원을 이전

하였다는 특수성이 생긴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수목

원, 식물원, 정원에 전시정원이 조성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단순하고 기존의 전

문인력을 사용한 정원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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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원공모전 유지관리 현황분석

1절 조사대상 선정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먼저 국내의 정원공모전 및 존치정원의 현황을 조

사하였다. 국내 정원공모전은 경기문화정원박람회, 국립수목원 생활정원공모

전, 코리아 가든쇼, 서울정원박람회, 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5회 이상  꾸

준히 실시하여 오고 있다. 당시 국립수목원을 제외한, 박람회와 같은 규모있는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유치되었던 경우가 많았으나3), 최근 지차체 혹은 

공원 및 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원 공모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

어나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1]를 바탕으로 2010년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를 시작으로 2021년 조성예정의 정원 공모전까지 약 15여 공모전이 총 

52회정도 실시되었으며 조성된 정원은 철거 및 이전된 정원을 포함하여 800여

개 이상4)의 정원이 조성되었다. 전시정원을 존치정원으로 유지하는 사례는 같

은 공모전이어도 분야별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5), 대표적으로 경기 정원문화박

람회와 서울정원박람회의 작가정원, LH가든쇼 등이 있다. 이 중 제 2장 3절 2

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1. 국내 정원공모전 및 존치정원

❚ 국내 정원공모전(~2021)

3) 코리아가든쇼의 경우 2014~2017년도까지 국제꽃박람회의 부대행사로서 실시되었으며 3년간 실시되지
않다가 2020년 단독행사로서 개최됨.

4) 각 박람회별 평균 조성정원을 개최 회수에 곱하여 연구자가 추산한 값

5) 서울정원박람회의 경우 팝업가든, 포미터,(4㎡) 및 더블포미터(16㎡)부문은 철거/이전, 작가정원은 존
치한다. 소규모정원은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작가정원을 존치하거나, 선택적으로 정원을 존치하는 경
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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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최/주관 조성연도

제 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시흥시 2010

제 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수원시 2012

제 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안성시 2015

제 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성남시 2016

제 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안산시 2017

제 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부천시 2018

제 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파주시 2019

제 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 한국조경신문, 의왕시 2021

제 1회 국립수목원 생활정원공모전

국립수목원

2012

제 2회 국립수목원 생활정원공모전 2013

제 3회 국립수목원 생활정원공모전 2014

제 4회 국립수목원 생활정원공모전 2015

제 5회 국립수목원 생활정원공모전 2016

제 6회 국립수목원 생활정원공모전 2017

제 7회 국립수목원 정원조성공모전 2018

2015 서울정원박람회
서울시,(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사)한국정원문화포럼,(사)한국

조경사회, 등

2015

2016 서울정원박람회!
서울시,(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환경과조경

2016

2017 서울정원박람회 2017

2018 서울정원박람회 2018

2019 서울정원박람회 2019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시,㈜환경과조경 2021

제1회 LH가든쇼 LH, 세종시 2018

[표 14] 국내 정원공모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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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LH가든쇼 LH, 평택시 2019

제3회 LH가든쇼 LH, 인천시 2022

코리아가든쇼

산림청,고양시

2014

코리아가든쇼 2015

코리아가든쇼 2016

코리아가든쇼 2017

코리아가든쇼 산림청,순천시 2020

코리아가든쇼 산림청,울산시 2021

한국도로공사 정원디자인 공모전 한국도로공사 2020

2020 정원드림 프로젝트
한국수목원관리원

2019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2020

제 1회 식재설계공모전
서울식물원

2020

제 2회 식재설계공모전 2021

제 1회 한평정원페스티벌

순천시

2014

제 2회 한평정원페스티벌 2015

제 3회 한평정원페스티벌 2016

제 4회 한평정원페스티벌 2017

제 5회 한평정원페스티벌 2018

제 6회 한평정원페스티벌 2019

제 7회 대한민국 한평정원페스티벌 2020

2019 태화강 정원 스토리페어
울산시

2019

2020 태화강 정원 스토리페어 2020

2021 태화강 정원 스토리페어 2021

제 1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제천시

2019

제 2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2020

가족정원공모전 국립대구과학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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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작가정원 
조성공모전 화성시 2020

부산 남구 테마정원디자인공모전 부산 남구청 2021

부산에코델타시티 청년작가정원공모 부산시,한국조경신문 2021

지역 박람회명
조성

연도
조성지 개소

서

울

시

서울정원박람회

2015,16 월드컵공원 34개소

2017,18 여의도공원 24개소

2019 손기정체육공원 10개소

2021 중림동일대 25개소

서울식물원

식재설계공모전

2019
서울식물원

8개소

2020 8개소

경

기

도

경기문화정원박람회

2010 시흥 옥구공원 32개소

2012 수원 청소년문화공원 16개소

2014 안성맞춤랜드 10개소

2016 성남시청공원 12개소

2017 안산 화랑유원지 20개소

2018 부천중앙공원 18개소

2019 파주임진각누리 14개소

2020 의왕 레솔레파크 14개소

[표 15] 국내 존치정원 (~2020)

❚ 국내 존치정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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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박람회명
조성

연도
조성지 개소

경

기

도

정원드림 2021

유엔기념관 인근 보행로

1번국도 도로변 녹지대

은계동 주택지

운암 제2근린공원

맑음터공원

강

원

도

정원드림

2020

조각공원 2개소

약사천수변공원

강원도립화목원 2개소

충청

남도

천호지공원

천안시청

2021
능수버들공원 3개소

시민의 숲 2개소

2020

아인하우스

신정호수공원

송곡도서관

울

산

광

역

시

태화강스토리페어
2019

~2021
태화강국가정원 -

정원드림

2020

소바우공원

달빛공원

돌방공원

2021
달빛공원

구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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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박람회명
조성

연도
조성지 개소

울

산

광

역

시

정원

드림

2020
천곡동 공한지

달천철장

2021

매곡천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상아소공원

경

상

북

도

2020

매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무궁화동산

김천자산동벽화마을 2개소

왕버들공원

2021

대백운동장

원당초등학교 2개소

인동향교 앞 녹지

모래실 녹지

전

라

남

도

2020

순담원

조례호수공원

선평삼거리

순천sos어린이마을

순천만습지입구

2021

순천문화건강센터 2개소

동천변

교량마을

순천만 소리체험관

순천한평정원

페스티벌

2013

~2021
순천만국가정원



- 31 -

공모전명 대상지 조사 관리주체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성남시청공원 성남시청 녹지과

부천중앙공원 부천시 녹지과 도시녹화팀

서울

정원박람회

월드컵공원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여의도공원

정원드림

프로젝트

순천시 일대

5개소
순천시 정원산업육성팀

울산광역시 일대

5개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팀

LH가든쇼 평택동말근린공원 환경과조경, 한고연

[표 16] 조사대상지

2. 조사대상선정

따라서 [표 11] [표 12]의 정원공모전 사례지들 중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

은 첫 번째로 2020년 이전에 조성된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2015~2019), 2020 정원드림 프로젝트 및 LH가든쇼로 한정할 수 있었다. 두 번

째로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행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추가 선별6)하여 

[표 13]의 조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대상지별 1~2인의 관리주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지관리의 전반적인 이해 및 유지관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대

상지별 참여집단과는 조사대상과 현장답사를 통한 실제 활동내용 조사 및 인

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6) 연구 진행당시 주요 관리주체의 부재 혹은 대상지 책임소재 분쟁이 있는 곳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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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활동지역 총 인원 조사인원

부천 시민정원사 부천중앙공원 4인 3인

성남 시민정원사 성남시청공원 외 8인 8인

서울시민정원사

월드컵공원, 36인 11인

여의도공원 24인 19인

순천 도시숲정원관리단 순천 관내 정원 8인 8인

울산 도시숲정원관리인 울산 관내 정원 20인 9인

평택 동말근린공원 3인 3인

총 103인 61인

[표 17] 참여집단측 조사대상



- 33 -

3. 대상 정원공모전 개요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부터 시행하여 10년 이상의 개최이력이 있는 

박람회이다. 경기도와 경기농림재단 행사는 주로 10월 초7) 사흘간 개최되며 

모델정원이라고 불리는 정원 작가를 육성하는 디자인 정원조성 및 일반인 및 

학생을 비롯한 시민참여형의 정원공모전을 시행하여 매회 10여개 이상의 전시

정원을 조성한다. 2010년 시흥 옥구공원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격년으로 박

람회를 개최하여 제 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12년 수원 인계 청소년문화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다음은 2014년 예정이었으나 안성시의 예산확보문제로 

1년 연기되어8) 2015년 안성 맞춤랜드에서 제 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

되었다. 그 후 긍정적인 호응을 바탕으로 매년 개최로 바뀌어 바로 다음해인 

2016년 성남시청공원에서 개최되었다. 2017년부터는 공원을 비롯한 구도심을 

박람회 장소에 포함한 지역재생사업으로의 확산을 도모하며 안산 화랑유원지 

및 고잔동마을 일대로 박람회 공간이 확대 개최되었으며, 2018년 제 6회 정원

박람회 대상지인 부천 중앙공원 및 미리내 마을까지 적용되었다. 2019년 제7

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파주시 임직각 수풀누리로, AFS발병으로 인해 행사

는 취소되었으나 정원공모를 통한 전시정원은 조성되었다. 2020년 제 8회 또

한 의왕시 레솔레파크에서 전시정원이 조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를 연기,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 2021년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까지 제 9회

를 경기정원박람회를 준비 중이다. 처음 시행된 2010년부터 조성된 정원을 모

두 존치형태로 유지 중이며 전시정원의 유지는 정원이 위치한 담당 공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7) 2020년 제7회 정원문화박람회는 코로나19 이슈로 10월에서 이듬해 5월로 연기가 되었던 전례가 있다. 
같은 이슈로 행사는 취소되었다.

8) 2021. ‘2021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발전방향 연구’.경기도연구원  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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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1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그림 5] 제2회 경기정

원문화박람회

[그림 6] 제3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그림 7] 제4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그림 8] 제5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그림 9] 제6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그림 10] 제7회 경

기정원문화박람회

[그림 11] 제8회 경

기정원문화박람회

❚ 서울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는 2015년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민

주도의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2016년엔 월

드컵공원, 2017년, 2018년엔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년에는 해방촌 

일대 및 서울로, 만리동 광장까지를 박람회 장소로 지정하며 공간적 범위를 

확대 하였다. 2020년도 국제정원박람회로 행사를 확대하여 준비하였으나 코로

나19 이슈로 인해 연기되어 2021년에 개최하였다. 작가정원, 초청정원 등 존치

되는 정원과 팝업가든 등 행사이후 철거·이전되는 정원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 마을정원의 개념과 더하여 동네정원사 육

성 및 시민정원사의 정원조성을 지원하여 전시정원으로서 활용하였다. 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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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015서울정원박람회 [그림 13]2016서울정원박람회 [그림 14]2017서울정원박람회

[그림 15]2018서울정원박람회 [그림 16]2019서울정원박람회 [그림 17]2021서울정원박람회

리의 경우 서울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매년 전시정원 유지관리 예산을 배정

하며, 월드컵공원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여의도공원은 여의도공원

사업소에서 관리한다. 2021년 기준 여의도공원 1500만원, 월드컵공원 1500만원

을 배정받아 운영 중이다. 인력으로는 공원 내 자체 유지관리 인력과 함께 서

울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서울시민정원사협회에서 월드컵공원담당 36

명(시민정원사 24, 자원봉사자 12) , 여의도공원 24명(시민정원사20, 자원봉사

자4)으로 꾸려서 배치, 주 1회 두 시간씩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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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ㆍ기본계획 수립
ㆍ예산지원 등 제도 마련

 한국수목원관리원
ㆍ실행단체 공모 선발, 성과평가
ㆍ사업 전반 모니터링
ㆍ참가팀 모집 및 선발
ㆍ홍보, 마케팅, 아카이빙, 성과확산 등

지자체 (시·군·구)

실행단체

ㆍ세부 실행계획 수립
ㆍ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ㆍ정원작가 섭외 및 작가 활동지원
ㆍ참가팀 활동 독려
ㆍ정원조성 재료 및 물품 준비 및 

조성활동 참여

ㆍ유휴부지 제안
ㆍ정원 조성 기반 마련 사항 협

조
ㆍ시민정원사 참여모집
ㆍ각종 행정지원

참가팀
(작가1+학생5)

ㆍ(작가)
   - 학생 제안서 검토 및 수정보완 

지도
   - 정원 업무 관련 실무 멘토링
ㆍ(학생)
   - 제안서 수정 보완. 정원설계
ㆍ(공통)희망 지역 유휴부지 현장조사 

및 분석. 정원 조성활동 참여
[그림 18] 정원드림 프로젝트 조성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출처 : 한국수목원 관리원 

2020 정원드림 프로젝트 참가자 활동 지침)

❚ 정원드림 프로젝트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으로 산림청 산

하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실행하는 정원 공모전이다.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내용은 [그림 18]과 같으며 ‘한국가드너협동조합’이 실행단체를 맡

아 진행하였다. 정원분야 전문가와 관련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현

장중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우고자 시행되었다. 각 지자체에서 유휴 

부지를 제안받아 정원으로 조성한다. 공모의 참가요건을 정원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정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준의 20세 이상 34세 미만 신

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팀들이 선정된 후 현직 정원 작가들과 매칭되

어 정원을 조성한다. 2020년 처음 시행된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전국 5개 권역

(천안·아산, 춘천, 순천, 김천, 울산) 지역을 25개소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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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20정원드림 [그림 20] 2021정원드림  

었으며 2020년 1월~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되었다. 2021년도는 울산, 순천, 구

미, 천안, 오산 5개 권역 25개소로 진행되었다. 정원드림 프로젝트의 경우 사

후관리를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팀당 정원작가를 배정하여 

작가의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사후관리 및 활동

일지 등을 평가에 반영해 초기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사

업 이후의 유지관리는 시민정원사 모집 및 참여를 독려하나 지자체의 재량에 

의존이 큰 편으로 지자체별 다양한 유지관리 방안을 도입 중이다.

❚ LH가든쇼

LH가든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정원공모전으로 그린프리미엄, 

정원문화 확산, 정원공동체 확산을 추진 목표로 하는 그린 인프라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지관리 및 지속성에 강소를 둔‘공공정원’이라는 명

칭을 사용했다. LH가든쇼는 쇼몽가든페스티벌을 운영하는 ‘Domaine de 

Chaumont- sur-Loire’ 및 2021년 독일연방정원박람회(BUGA)의 주최 도시인 

‘에르푸르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정원문화 교류를 하고 있으며 격년 개최

된다. 제 1회 LH가든쇼는 2018년 세종시 무궁화공원에서 개최되었고 2020년 

평택 고덕신도시 동말근린공원에서 제 2회 LH가든쇼가 개최되었으며 2022년 

인천검단신도시에서의 제 3회 LH가든쇼를 준비 중이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 38 -

[그림 21] 제1회 LH가든쇼 [그림 22] 제2회 LH가든쇼 [그림 23] 제3회 LH가든쇼

기업을 정원조성과 품질유지관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초청정

원, 작가정원, 참여정원으로 구성되며 시민참여정원 참가팀을 대상으로 정원교

육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여주민은 정원 관리자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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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대상지 개요

1. 경기정원문화박람회(성남시청공원, 부천중앙공원)

❚ 성남시청공원

Ÿ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22-2 성남시청공원

Ÿ 개최공모전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Ÿ 정원조성연도 및 개소 : 2016년 32개소

Ÿ 관리주체 : 성남시 녹지과

[그림 24] 성남시청공원 정원박람회 배치도(출처 : 성남시청)

성남시 시청공원은  2016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정원, 우리의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제 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된 곳이다. 당시 작

가정원 11개소, 일반정원 9개소, 대학생정원 9개소, 시민정원 17개소가 조성되

었다. 성남시 시청공원의 유지관리로는 시청 녹지과에서 성남시청공원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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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공간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체 유지관리 예산이 4

천만 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원코디네이터 선발과 관련된 예산이 5천만 

원이 배정되어있으며(2021년 기준) 또한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시민정원사 

협동조합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도 성남시청공원을 대상

으로‘공공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여 2016년 조성되어 노후된 존

치정원 5개를 하나의 정원으로 묶어 재탄생시키는 등9)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민참여집단으로는 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민정원사 중 

성남시 인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7~80명의 시민정원사 협동조합의 구성원 

중 비교적 경력이 풍부한 8명이 성남시청공원을 전담으로 월 1회 유지관리를 

진행한다. 용역을 받아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로 전지 및 전정, 제

초활동을 진행한다. 활동범위는 성남시청공원에서도 정원이 조성되어있는 부

지에 한정하여 그 외의 교목 및 제초는 관여가 불가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한

다. 현장답사 결과 정원 내 보식이 일년초와 다년초가 다양하게 이루어 진 편

이었으나 시민정원사외 정원코디네이터나 성남시청 인력이 진행한 것으로 시

민정원사분들이 진행한 것은 아니며, 상호교류는 되지 않는 다양한 인력들이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 참고자료 [비전성남]‘성남시, 시청공원에 도내 첫 ‘공공형 마을 정원’ 조성“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함께 누리는 힐링 공간”‘.(검색일자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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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중앙공원 및 미리내마을

Ÿ 위치 :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중동 1177 부천중앙공원 외 미리내마을 일대

Ÿ 개최공모전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Ÿ 정원조성연도 및 개소 : 2016년 37개소(작가정원 9개소, 참여정원 9개소, 

시민참여정원 19개소)

Ÿ 관리주체 : 부천시 녹지과 도시녹화팀

[그림 25] 부천시 중앙공원 및 미리내마을 일대 지도(출처:제6회 박람회 리플렛)

부천시 중앙공원은 인근 미리내마을 일대를 포함하여 2018년 10월 12일 부

터14일 까지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된 곳이다. 주제는 ‘집으로 가

는 길’로 작가정원 9개소, 참여정원 9개소, 시민정원 19개소가 조성되었다. 

해당 장소에 유지관리는 부천시 녹지과 도시녹화팀에서 박람회가 진행된 중앙

공원 및 미리내 마을의 정원 유지관리를 별도로 담당하며 그 외 양묘장 업무 

및 관내 도시녹화 내용을 포함한다. 중앙공원 자체 유지관리 예산으로 4천만

원이 배정되어있으며(2021년 기준) 박람회 때부터 정원사 교육을 실시하여 시

민정원사를 육성하였다. 해당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로 유지

관리에 참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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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정원박람회(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 서울 월드컵공원

Ÿ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월드컵공원

Ÿ 개최공모전 :서울정원박람회 2015, 서울정원박람회 2016

Ÿ 정원조성연도 및 개소 : 2015년 20개소 및 2016년 16개소 

Ÿ 관리주체 :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

영과

(▲2015년 조성정원, ●2016년 조성정원)
[그림 26] 월드컵공원 존치정원 조성지 개요,

상:위성지도(출처:카카오맵),하:그래픽지도(출처:서울정원박람회백서2016)

월드컵공원은 2015년, 2016년 조성된 34개의 정원을 24명의 시민정원사와 

10명의 자원봉사 총 36명의 인원이 5~6명씩 팀을꾸려 각각 6개의 정원을 관리

하고 있었다. 서울시민정원사협회소속의 참여집단은 서울시민정원사양성과정

을 수료하였으며, 팀별로 자율적으로 매주 화,목 중 1일을 정해 약 3시간정도 

정원활동을 진행하며, 월드컵공원에 위치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출석부 

및 관리일지를 작성한다. 공원 내 정원 안내판에도 작가 및 정원설명과 함께 

정원관리인의 명단을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다. 참여집단의 주 활동내용은 제

초 및 전지전정, 고사목정리, 낙엽정리를 비롯한 주변 환경미화활동이다. 활동

기간은 4~10월로 매년 갱신되지만 10월 이후에도 참여집단이 자율적으로 자원

봉사를 자처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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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의 전시정원들은 존치기간이 5년이 넘은 정원이다. 당시 유지관

리 문제로 철거된 정원이 있고 초기 정원공모전엔 일년초 사용도 빈번하였으

므로, 초화류의 비중이 현저히 적고 시설물의 노후화도 많이 진행된 모습이었

다. 매해 관리주체측인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민정원사들에게 의견을 받

아 보식을 종종 진행하였으나 금년은 추가보식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 서울 여의도공원

Ÿ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

Ÿ 개최공모전 :서울정원박람회 2017, 서울정원박람회 2018

Ÿ 정원조성연도 및 개소 : 2017년 12개소 및 2018년 10개소 (2018년도 조성

된 정원 2개소는 여의도역근처에 배치)

Ÿ 관리주체 :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

공원관리사무소

(▲2017년 조성정원, ●2018년 조성정원)
[그림 27] 여의도공원 존치정원 조성지 개요,

상:위성지도(출처:카카오맵),하:그래픽지도(출처:서울정원박람회백서2018)

여의도공원의 경우 월드컵공원과 유사하며, 서울시민정원사협회의 시민정원

사들이 5~6인의 팀을 꾸려 팀당 5~6개의 정원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월드컵

공원과 비교하여 최근에 조성되어 식재의 유지상태를 비롯한 정원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였다. 철거된 정원은 없었으며 금년 보식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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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가든쇼(평택 동말근린공원)

Ÿ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1213

Ÿ 개최공모전 :제2회 LH가든쇼

Ÿ 정원조성연도 및 개소 : 2018년 9개소(초청정원 1개소, 작가정원 9개소, 시

민참여정원 5개소)

Ÿ 관리주체 : (주)환경과조경, 한고연

[그림 28] 동말근린공원 대상지 개요 (출처:카카오맵, LHgardenshow Youtube) 

평택 동말근린공원의 유지관리는 공모전 이후 (주)환경과 조경이 책임주체로 참여

하고 있으며 정원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업체인 ‘한고연’과 함께 정원유지관리 및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주민참여정원 5개소 중 평택에 거주하는 

시민 정원사팀의 3인이 14개 정원을 관리한다. 정원 전문업체인 ‘한고연’이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병충해 방제, 보식계획, 행정업무를 진행하며 작가와의 연락까지

도 담당한다고 한다. 시민정원사들은 월 1~2회 정도 4시간씩 정원활동을 통해 주기

적인 제초, 전정,주변 환경 정리를 한다. 참여집단은 경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민정원사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LH가든쇼 측에서도 평택

동말근린공원 존치정원 관리를 위해 추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식, 전정

을 비롯하여 방제작업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2년간의 유지관리 계약으로 내년(2022년) 여름 이후로 체계 및 정원 유지관리 주

체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계획 및 선례10)는 없었다.   

10) 1회 LH가든쇼가 개최된 세종시 무궁화공원의 경우 공원 유지관리 등의 이슈로 공원의 관리주체가 
LH에서 세종시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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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천 순담원 외11)

Ÿ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688 외 4개소

Ÿ 개최공모전 : 2020 정원드림 프로젝트

Ÿ 정원조성연도 및 개소 : 2020년 5개소

Ÿ 관리주체 : 순천시 정원산업과

① 순담원주소:순천시 오천동 688

② 순천조례호수공원주소:순천시 조례동 1867면적: 580㎡
③ 선평삼거리주소:순천시 가곡동 940면적:350㎡
④ 순천SOS어린이마을주소:순천시 와룡동148면적:400㎡
⑤ 순천만습지입구주소:순천시 대대동 194-1면적:400㎡

① ② ③ ④ ⑤

[그림 30] 순천 순담원 외 4개소 존치정원 개요 (자료출처:한국수목원관리원자료 바탕으로 

연구자 수정)

2020정원드림 프로젝트 기준으로, 순천은 순천역 광장, 조례호수공원, 선평

삼거리, sos어린이마을, 순천만 습지 입구 총 5곳이 조성되어있으며 당시 조성

11) 기존 정원공모전 당시엔 순천역앞 광장으로 제시되어있었으나 실제 조성된 곳은 순천시 오천동 동
천변근처 ‘순담원’으로 차이가 있어 [그림 28]의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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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한 순천 정원산업과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 자체 유지관

리 내용은 없었다가 순천시에서 산림청  도시숲 정원관리사 사업을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다해브러’에서 2020정원드림 프로젝트의 대상지 5곳을 포함한 

관 내 정원 관리 업무를 4~11월 기간 동안 위탁하여 수행중이다.

5. 울산 천곡동 나대지 외

Ÿ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외 4개소

Ÿ 개최공모전 : 2020 정원드림 프로젝트

Ÿ 정원조성연도 및 개소 : 2020년 5개소

Ÿ 관리주체 : 울산시 북구 정원팀, 중구 공원녹지과

① 천곡동 나대지
주소: 울산북구천곡동면적: 약300㎡
② 달천천장
주소: 울산북구천곡동면적: 약1,400㎡
③ 달빛공원
주소: 울산중구복산동면적: 약400㎡
④ 소바우공원
주소: 울산 중구 우정동면적: 약400 ㎡
⑤ 돌방공원
주소: 울산 중구 유곡동면적: 약500㎡

① ② ③ ④ ⑤

[그림 31] 울산 천곡동 나대지 외 존치정원 개요 (자료출처:한국수목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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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원드림 프로젝트 기준 중구에 3개소, 북구에 2개소 조성되어 각각의 

관리주체는 중구, 북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해당지역 정원팀이 담

당하여 전시정원 및 지역 도시숲 등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자체 

기간제 근로자 2명과 북구 교육청소년과의 우리마을가드너의 활동장소로 정원

을 위탁하고, 또 산림청 사업으로 울산시 사회적 기업‘백년숲 사회적 협동조

합’이 위탁받아 진행중인 울산 도시숲 정원관리인의 지원대상 정원으로 요청

하여 4~11월 기간한정 유지관리 하고 있다.

3절 대상지 유지관리 현황

1. 유지관리 체계

❚ 유지관리 유형

현재의 존치정원 유지관리 체계를 관리 인력별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

다. 먼저 1)‘기본관리형’으로 정원이 조성된 공원이나 장소의 기본 유지관리 

외 추가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없는 경우이다. 유지관리 이슈 및 지속적인 유

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던 초기에 존치된 정원이 이와 같으며, 최근에도 

정원은 조성하였으나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기본관리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기본관리형에 더해 추가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도입한 

경우이다. 이 경우 모두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하

는 일련의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2)‘시민참여형(위탁)’ 의 경우와 시민참

여부터 교육, 배치까지 관여하는 3) ‘시민참여형(직접)’으로 나누었다. ‘시

민참여형(위탁)’은 서울시민정원사협회의 시민정원사들이 유지관리에 참여하

는 서울정원박람회 대상지인 월드컵공원과 여의도 공원이 있으며, 경기도시민

사협동조합의 시민정원사들이 참여하는 성남 시청공원, 산림청 사업으로 도시

숲정원관리사가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순천과 울산의 경우가 있다. LH가든쇼 

대상지인 평택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다만 LH가든쇼의 평택동말근린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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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존치정원 유지관리 유형

경우 정원전문업체를 위탁하여 시민정원사 유지관리를 도입한 것이 이례적이

다. 또한 ‘시민참여형(직접)’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대상

지인 부천시에서 선발, 교육과정을 거쳐 유지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정원박람회 대상지인 월드컵공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정원코디네이터를 선

발하여 유지관리에 참여시켜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속하는 사례로 판단되었다. 

마지막 4) ‘전문관리형’의 경우 본 연구에서 깊이 다루진 않았으나 존치정

원이 기존의 수목원, 식물원 및 국가정원 등에 존치된 경우이다. ‘기본관리

형’과 같이 전시정원에 한정한 추가 유지관리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

아도 기존 공간에 정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전시정원의 경우 교목과 관목위

주 혹은 단일 초화를 식재하는 공원 및 가로 설계보다도 더 다층적이고도 혼

합된 식재를 하기에 전문적으로 갖춰진 인력의 차이가 크다. 이 유형으로는 

국립수목원 및 서울식물원 등이 있으며 순천 한평정원페스티벌 및 태화강스토

리페어 등 국가정원에서 행해진 정원공모전들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2020정

원드림 프로젝트가 진행된 춘천에서도 춘천시 녹지과가 담당하는 정원과 강원

도립화목원이 담당하는 정원으로 나누어져 관리체계상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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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관리주체 정원관련 업무분리 여부

❚ 유지관리 전담 업무부서

또한 전시정원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전시정원 관리업무 외

의 업무는 지자체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담당부서로는 조경, 녹지, 공원, 도

시녹화, 정원관련 부서에서 전시정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시정원이 조성

된 장소 자체의 시설 및 조경의 유지보수의 책임을 갖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

경, 공원), 행정구역 내 도시재생 및 도시녹화를 촉진하며 생성된 녹지를 관리

(녹지, 도시녹화)하기도 했다. 정원팀이 조직되어 정원문화 및 산업의 일환으

로 관리하는 업무(정원,정원산업)를 병행하기도 하였으며 행정구역내 양묘장 

사업이나 시민정원사 양성사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순천시와 울산시의 경우 정원관련 부서가 개편되었다. 이처럼 공원 및 기

타 녹지와 정원의 업무가 분리된 경우는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등으로 이 경

우 시민참여형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천시와 성남시의 경

우 전시정원이 조성된 특정 공원 내에서도 전시정원에만 한정된 유지관리 업

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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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내용

 각 대상지별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참여집단들의 활동 내용을 조사하였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활동내용보다는 현장답사 및 관리주체, 참여집단 인터뷰

를 통해 항목의 수행여부를 판단하였다. 교·관목의 전지 및 전정, 제초, 보식

계획, 관리 주체와의 교류, 병해충 방제 5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상

지별 수행내용은 [표 16]와 같다. 

‘전지 및 전정’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대상지에서 참여집단이 주된 업무사

항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교목보다는 관목 위주의 전정을 주로 하였다. 성남시

청공원의 참여집단의 경우 사다리를 활용한 교목의 적극적인 전정 활동도 수

행하고 있었다. 부천중앙공원의 경우 비교적 초화류 위주의 활동을 수행하였

으며 비교적 소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제초’활동은 정원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활동으로, 정기적

인 시간을 할애해야하며, 기계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정원의 기존 수종과 잡

초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한다.  제초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작가정원

을 기준으로 부천중앙공원은 주민 참여정원 및 마을정원 위주의 활동을 수행

하여 소극적인 제초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외 모든 시민참여형

의 대상지에서 의도하여 식재된 수종과 식재하지 않은 수종을 구분하고자 하

는 흔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식계획’은 예산 및 관리주체의 지원에 따라 대상지별 큰 차이를 보였

다. 평택의 경우 ‘한고연’에서 보식계획을 진행하여 작가와의 조율을 거친 

식재수종을 선별하여 참여집단의 시민정원사와 함께 보식을 진행한다. 울산의 

경우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참여집단의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 계획하고 식재하

였다. 대부분 관리주체의 주도하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천중앙공원

의 경우 지자체 자체 양묘장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수종이 한정적이고 비계획

적으로 전시정원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순천은 관

리 이력이 짧고 인력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보식 진행내용 및 진행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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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관리주체와의 교류’내용은 정원이 조성된 공간에 실질적 행정·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와 참여집단의 상호교류가 체계적인가 이다. 월드컵공원

과 여의도공원의 경우 매 활동마다 작업일지,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관리주체

가 참여집단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평택

동말근린공원의 경우도 행정 및 활동 보고를 전담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참여

집단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외 대상

지의 경우 관리주체가 참여집단의 활동사항을 인지는 하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통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병해충 방제’의 경우 2018년 시행된 산림보호법 개정 법률(나무의사법)

에 따라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12)만 수목의 치료 및 방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상지 중 정원 전문 업체와 협력하는 평택 동말근린공원이 필요에 

따른 병해충방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지전정 제초 보식계획
관리주체

교류
방제

성남시청공원 ○ ○ △ △ ×

부천중앙공원 △ △ △ △ ×

월드컵공원 ○ ○ △ ○ ×

여의도공원 ○ ○ △ ○ ×

*평택동말근린공원 ○ ○ ○ ○ ○

순천 ○ ○ × △ ×

울산 ○ ○ ○ △ ×

×:하지않음 △:수행하나 전문적/주기적이진않음 ○:전문적/주기적으로 수행함

(*평택동말근린공원은 시민정원사 및 ‘한고연’의 수행내용을 포함함)

[표 19] 대상지별 수행내용 

  

12)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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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부천 월드컵 여의도 평택 순천 울산

배부일 10/16 10/14 10/12 10/19 11/20 10/26 11/2

회수(배부) 9(9) 3(3) 11(12) 19(19) 3(3) 8(8) 9(9)

63부 배부 1부 누락 총 62 부 회수

[표 20] 설문 조사일정

제 4 장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성과 및 과제

1절 참여집단 인식 및 만족도

본 절에서는 2장 3절 3.설문조사 결과를 다루며 3장 1절 2에 따른 조사대상

을 기준으로 총 63부 배부, 62부 회수하였다. 배부일은 각 대상지 현장답사일

이며 [표 17]의 일정으로 총 7일에 나눠 수집하였다. (전체 설문 결과 및 주관

식 응답은 [부록 Ⅲ] 참고)

 
1. 일반사항

❚ 성별 및 연령대

참여집단의 성별은 남성 29%, 여성 71%로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대부

분(96%)이 50대 이상으로 이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61%, 50대가 35%으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도 3%로 표본 수 2명으로 여의도공원과 월드컵

공원을 대상지로 각 한명 씩, 30대 및 그 이하의 연령대는 없었다. [그림 33]   

61%

40대(3%)

[그림 33] 참여집단 성별 및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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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참여집단 소속(인) [그림 35] 참여집단 활동내용(인) 

❚ 참여집단 개요

본 설문조사의 참여한 참여집단의 소속은 [그림 34]과 같으며 본인의 소속 

혹은 활동내용, 교육수준과 큰 상관없이 ‘시민정원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비율이 82%인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천, 평택의 참여집단은 모두 ‘시민정

원사’로 응답하였으며 월드컵공원과 여의도공원, 성남시청공원에서 한 명씩 

‘자원봉사자’로 응답을, 순천과 울산에서 각각 6명과 2명이‘정원관리단’

의 응답을 나타냈다. [그림 35]

참여집단의 활동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 7명,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에 11명, 1년 이상 2년 미만에 10명(16%), 2년 이상 3년 미만이 5명, 3년 이상

이 29명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이 2년 이상 (34명, 55%) 장기적으로 정원 유지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소속별로 살펴보면 순천과 

울산이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년 미만의 응답을 보였으며 순천의 경우 

금년 7월 활동을 시작하여 가장 짧은 활동기간을 가졌다. 3년 이상 장기관리

에 응답한 참여집단은 성남, 부천, 여의도공원이었다.

[그림 36] 참여집단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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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정원개소 및 활동시간

참여집단의 유지관리 참여 정원의 개소를 물어본 질문에서 응답자의 51%인 

30명은 ‘5개소 미만’, 36%인 21명은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3%인 2명

은 ‘10개소 이상 20개소 미만’, 10%인 6명은 ‘20개소 이상’으로 응답하였

다. ‘20개소 이상’응답자는 모두 순천소속으로, 대상지인 정원드림 프로젝트

의 전시정원인 5개소의 정원 외 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등을 통한 전시정원 

관리를 포함한 개수로 파악된다. [그림 37]

참여집단의 1주일 기준 정원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인 21명이 

주당 5시간 미만으로 응답하였으며, 26%인 16명은 주당 5~10시간, 4명은 주당 

10~20시간, 33%인 20명은 20시간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주당 20시간 이상의 

정원활동을 진행하는 대상지는 울산과 순천으로 주 5일 전업 정원가로 활동을 

진행하며, 그 외 대상지는 월 2~3회의 활동을 진행한 결과로 파악된다. [그림 

38]   

 

[그림 37] 관리정원 개소 [그림 38] 주당 활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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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거주지와의 이동시간 및 이동수단

◀큰연관없음 아주밀접함▶

[그림 39] 거주지와의 연관성

❚ 거주지 연관성

참여집단의 거주지와 정원과의 연관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4명(10%)만이 본

인의 거주지와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 ‘아주 밀접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명

(31%)이 큰 연관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림 39] 거주지와의 이동 소요시간과 

이동수단은 10분 내 4명, 10분 이상 30분 미만이 19명,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이 29명, 1시간 이상이 11명으로 대부분 30분 내외(19명+29명) 소요되며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이 30명(48%)으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치로 자차 28명(44%), 

도보 4명(6%), 기타 ‘자전거’로 응답한 1명이 있었다. 이동수단 및 이동시간 

혹은 대상지별 차이가 거주지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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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참여집단 활동 목적과 참여 동기

[그림 42]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2. 활동 동기 및 이해도

❚ 활동 동기 및 목적

참여집단의 동기 및 목적에 대해 응답자의 58%인 34명이 ‘취미’라고 응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인관계’28명(47%), ‘경제적 이득’ 14명 (24%), 

‘학습·실습’ 9명(15%)로 나타났다. (중복응답가능) 기타의견으로는 ‘힐

링’, ‘정보교환’이 있었다. 정원 유지관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

로는 ‘정원커뮤니티’를 통해서 라는 응답이 47%(2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어 ‘자원봉사를 위해’30%(17명), ‘고용을 위해’(21%) 순이었다.[그림 41] 

‘활동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는 응답자의 59%인 35명이 

‘도시환경 등 사회적 기여’를, 56%인 33명이‘정원활동 교육 및 실습효과’

를 얻고자 하였으며 46%인 27명이‘즐거운 여가/취미생활’,‘내가 참여한 정

원의 지속적 보존’을 얻고자 하였다.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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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해당 정원공모전 및 박람회 행사 참가여부 

❚ 정원 이해도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전시정원이 조성된 직후, 혹은 박람회 및 행사에 참가

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총 응답자 57명 중(미응답 4명) 72%인 41명이 ‘참

여한 적 있다’고 대답하였다. 28%인 16명은 당시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

하였으며 이는 전시정원 조성 당시의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3]

이처럼 정원의 조성 당시의 모습, 조성 과정을 비롯한 정원의 이해도를 질

문한 문항에서 참여집단은 [그림 49]와 같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전반적인 

관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31%)’ 및 ‘알고 있다(53%)’로 총 84%의 

높은 비율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정원에 사용된 식재수

종 종류 및 내용’ 에 대해 ‘잘 알고 있다(19%)’ 및 ‘알고 있다(46%)’로 

65% 비율의 응답자가 이해하고 있었으며 두 항목 모두‘모르겠다’의 응답 

비율도 적었다.  정원의 ‘초기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29%)’‘알

고 있다(24%)’이었으며 ‘보통이다(24%)’, ‘잘모른다(12%)’‘전혀모른다

(12%)’로 응답하였다. 정원의 ‘디자인 및 설계의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

다(24%)’‘잘 알고 있다(25%)’이었으며 ‘보통이다(29%)’, ‘잘모른다

(14%)’‘전혀모른다(8%)’였다. 정원의‘조성과정’은 ‘알고 있다(22%)’

‘잘 알고 있다(17%)’이었으며 ‘보통이다(34%)’, ‘잘모른다(19%)’‘전혀

모른다(8%)’로 가장 참여집단의 이해도가 낮았다. [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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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관리하는 정원 이해도

3. 교육수준

❚ 교육 수준

참여집단의 전문성 및 교육수준을 파악하기위해 정원관련 교육 여부를 묻는 

조사항목에서 응답자의 94%인 49명이 ‘예’로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응답자 수 52명, 미응답 10명) ‘예’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명 중 31명이 100시간 이상으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

였고, 그 외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이 11명, 3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은 5

명, 3시간 내는 2명으로 응답하였다. (1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응답 0명)

[그림 45] 정원관련 교육 이수여부 및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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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교육 이수자 대상 이수 교육 및 자격 내용  

교육 경험을 가진 참여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내용 및 자격 내용을 물어

본 결과(중복선택가능) 49명중 40명(82%)이 ‘50시간 이상의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을 이수했다고 응답했다. 50시간이상의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내용으로

는 대표적으로 서울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경기도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있다. 

이어서 20명(40%)이 조경기능사 등 ‘기능사 및 기사’ 자격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그 외 가든스쿨 등 ‘사설 정원교육프로그램’이 7명, ‘50시간 미만의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수료가 5명, ‘기타 프로그램 및 워크샵’이 3명, ‘수

목원전문가교육과정’이 1명 응답하였다. [그림46]    

❚ 교육 내용 및 실제 적용 내용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물어본 결과(중복선택가능), 응답자 47명 중 33명 

(70%)이상이 모든 교육내용을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항목은 ‘정원의 개념 및 

이론’.‘정원디자인 및 설계’, ‘식물수종 및 배치’, ‘식물별 전정 및 전

지, 관리방법’, ‘제초 및 병충해 방지’, ‘토양 토성 및 비료사용’ 으로, 

그 중 ‘정원의 개념 및 이론’ 과 ‘정원 디자인 및 설계’가 각각 45명

(96%), 43명(91%)로 많았다. 가장 덜 배웠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토양,토성 및 

비료사용’과 ‘제초 및 병충해방지’로 각각 33명(70%), 37명(79%)였다. 

 그 다음 배운 내용과 비교하여 실제 유지관리시 적용되는 내용을 물어본 



- 60 -

결과로는 ‘식물별 전정 및 전지, 관리방법’이 44명(94%)로 가장 많았고, 

‘식물 수종 및 배치’가 33명(70%)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식물 및 식재와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비율이 많았다. [그림 47]

[그림 47] 이수 교육 내용 및 실제 활동 적용 내용 비교 

  
4. 성과 및 전망

❚ 보상 내용

참여집단의 금전적 보상 혹은 제도적 보상 여부에 대해 총 응답자 56명 중

(6명 미응답) 86%인 48명이 ‘예’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4%

인 8명은 ‘아니요’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예’로 대답

한 4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24명이 ‘최저임금이상

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8명이 자원봉사개념의 약

간의 교통비, 10명이 자원봉사 점수와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명이 최저임금수준에는 미치지 않는‘급여개념의 소정의 용역

비’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정원 유지관리 활동이 본업으로

서 경제적 지속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전체 응답자수인 62

명을 기준으로 이 중 38%가 전시정원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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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 속하는 참여

집단은 순천과 울산, 평택의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월드컵공원 및 여의도

공원의 일부 응답자13)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림 48]

[그림 48] 참여집단 금전·제도적 보상 여부 및 보상내용 

❚ 만족도

참여집단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결과로는 ‘활동내용’, ‘학습 및 

실습 효과’,‘유지관리 성과 및 결과’에 대해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활동내용’의 경우 ‘아주만족’이 26%, ‘만족’이 52%로 78%가 만족의 

의사를 나타내어 가장 호응이 좋았으며 불만족의 응답은 없었다. 그다음 ‘학

습 및 실습효과’에서는 ‘아주만족’이 16%, ‘만족’이 57%, ‘보통’이 

29%였으며 불만족의 응답은 없었다. ‘유리관리 성과 및 결과’ 항목에서는 

‘아주만족’이 10% ‘만족’이 62%, ‘보통’ 26%로 앞선 항목과 비슷한 높

은 만족도의 결과를 보였으나 ‘불만족’ 2%의 의견이 있었다.

 이런 높은 만족도에 비해 ‘금전/제도적 보상’항목과 ‘예산 및 지원’ 

항목은 다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금전/제도적 보상’에 대한 만

족도의 경우 ‘아주만족’이 2%, ‘만족’이 10%에 불과하였으며 ‘보통’이 

13) 월드컵공원 및 여의도공원에서 활동하는 참여집단은 서울시민정원사협회 소속의 시민정원사들로 본
인의 재량으로 서울시내 다른 정원 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최저임금이상의 보상’은 그와 관
련된 활동을 포함한 결과 항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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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불만족’이 28%, ‘아주불만족’이 9%였다. ‘예산 및 지원’ 항목의 

경우도 ‘아주만족’이 3%, ‘만족’이 9%로 적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통’

이 50%, ‘불만족’이 31%, ‘아주불만족’이 7%로 나타났다. [그림 49]

[그림 49] 참여집단 활동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존치정원의 유지관리내용 발생시 현

방식의 추천여부에 대해 참여집단의 27%인 15명이 ‘현 방식 추천’을 응답

하였으며 59%인 33명은 보완 후 적용을 추천하였다. 주관식으로 추가의견을 

받은 보완 내용으로는 ‘관리기간 증대’,‘(작가 및 관리주체와의)커뮤니케이

션 보완’,‘예산 및 지원 확대’,‘대상지 접근성개선’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외 ‘잘모르겠다’(7%) 및 ‘추천하지 않음’(7%)의 응답이 있었다. 

[그림 50] 현 방식 추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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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설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참여집단의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소결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일반사항

참여집단은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연령층이 높은 편이며 40대 미만의 비

율은 극히 낮았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활동의 

기간은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와 관리 정원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도보, 대중교통, 자차 등 비교적 다양한 교

통수단을 사용하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동에 소요하는 시간도 크게는 1시

간 반여까지 투자하는 참여자도 많았고, 활동에 이어지는 거주지 연관성은 크

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주관식 답변을 통해 관리하는 정원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활동 동기 및 이해도

참여집단의 활동 동기로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취미나 커뮤니티 목적을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에 대한 만족이 크지 않아도 활동 내용과 관

리를 통한 성취감, 정원커뮤니티를 통한 대인관계, 소속감이 적극적인 활동의 

동기가 되었다. 또한 참여집단 대부분이 관리하는 정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고 응답을 하였다. 정원에 대한 이해 중 디자인, 식재, 관리 방법 등 에서는 

높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조성과정 및 초기모습에 대해서는 비교

적 이해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 교육수준

찹여집단의 교육 수준과 보유한 자격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이었으

며,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생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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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대한 개념, 디자인, 식재, 병충해, 토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부분

이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원에 대한 참여집단의 추가적인 교육에 

대한 욕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 및 전망

참여집단 중 일자리로서 활동을 하는 비율은 전체의 38%정도로, 존치정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여집단의 최

종적인 만족도에서 금전적인 보상과 예산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불

만족에 가깝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참여집단의 학습효과나 유지관리 성과, 

활동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100% 가깝게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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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성과 

본 연구의 3장에서 제시한 대상지별 현장답사, 주체와의 면담을 통한 인터

뷰,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 시민참여형 유지관리의 성과 및 과제를 도출해보고

자 하였다.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를 도입하면서 얻은 성과와 이를 유지해 나가

기위해 개선해야할 과제, 그리고 전시정원 유지관리에 대해 논의할 점을 [표 

18]과 같이 정리하였다.

항목 하위항목 내용

성과

전문인력의 

활용 및 교육

- 높은 수준의 교육 내용

- 전시정원의 교육적 효과 활용한 실습

의 장 

사회참여와 지역기여
- 고연령층의 사회참여활동

- 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발전가능성

- 정원산업의 발전 및 정원문화의 확산

- 지속적 전문인력의 양성

과제

사업전개과정에서의

유지관리와 시민참여

- 공모전별 상이한 체계

- 사업 시행 및 진행단계에서의 한계

- 소극적 시민참여형태

직업 정체성의 확립

- ‘정원사’에 대한 직업적 인식

-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 정원사 커뮤니티의 확대 필요성

정원의 지속성

- 작품으로써 정원의 수명

- 활동하는 공간으로의 정원

- 공원과 정원

[표 21]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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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인력 활용 및 교육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참여집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참여집단의 교육수

준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시민정원사를 배

출한 경기도와 서울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보면,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경

우 조경 가든대학 56시간 이수 후 120시간의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시험 및 지속적 자원봉사를 통한 활동이 요구된다. 서울시 시

민정원사의 양성과정의 경우 기본과정 3개월(56시간), 심화과정 6개월을 거치

며 이론 및 실습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관리내용 또한 상

당히 전문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성남시청공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원도구인 빗자루, 갈퀴, 전정가위 등에 더해 자체적으로 

정원도구를 관리하는 탑차를 마련하여 [그림51] 사다리, 톱, 대형 전지가위, 로

프 등 전문적 도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 외 대상지의 

정원활동사진은 [부록 Ⅰ] 현장답사보고서 참고)

[그림 51] 성남시청공원 참여집단 (경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수료)

서울과 경기의 경우, 정원 교육 이수 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정원커뮤니

티가 생성되어, 생성된 정원 커뮤니티 집단을 활용해 정원 유지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수료 이후 관련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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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고 경험하는 장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시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정원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정원 가꾸고 ,심고 이런 일하고 싶잖아요. 배운거 

써먹으면서... 이거하면서 더 배우고(있어요) ”(월드컵 A)

"교육과정 수료하고 수료식 땐가 여기 협동조합 소개를 하러오셨었어요. 근데 

조합 간부들이 다 사퇴한다고 이제 없어질거라는거야. 근데 이런 곳이 없으면 

어디서 자원봉사하고 활동하고 할지를 모르잖아요. 나는 자원봉사 할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합 총무 내가 한다고해서 6년째 하고 있어요." (성남 A)

또한 참여집단의 특성으로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경제적인 

이득의 창출보다 양질의 활동, 교육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정원은 다양한 정원의 사례 및 디자인이 적용된 정원 디자인적 

사례가 집약된 공간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다. 참여집단 또한 다양한 정원 유

지관리에 참여해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다양한 정원관리에 참여하는게 좋죠. 정원마다 배울게 많으니까. ”(여의도 A).

“이게 다들 주업이 아니다보니까. 꾸준한 활동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강사들 모셔다가 특강을 열어요. 자원봉사는 어려워도 교육하는거 

있다,그러면 막 오거든. 이번에는 장미 특집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아요”(성남A).

"시민정원사 양성과정한다고 2년 넘게 시간을 썼어요. 다들 그래. 나는 그거 

배우고 이제 조경기능사도 따보려고 ." (여의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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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설문지 자유식 문항 응답내용) 

- 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 것 같다.

- 주민들과 시민들의  긍정적효과, 환경개선

-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시민의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는데 일조했다는 뿌듯함

[표 22] 긍정적 효과 응답내용 

2. 사회참여와 지역기여

참여집단 대부분의 연령층이 50대 이상으로, 취미생활의 목적이 대부분으로 

전업의 비중은 낮았다. 순천, 울산의 경우도 은퇴 후 연령을 대상으로 주 5일 

전업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참여집단이 취미 및 정원커

뮤니티참여, 대인관계형성 등에 목적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를 느

끼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도

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개선된 환경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

낀다고 응답하였다. [표 22] 또한 정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전반적인 

미관과 환경미화, 공원 운영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여러개

소의 정원이 모여있는 다른 대상지와 달리 정원이 한 개소씩 시내에 흩어져있

는 경우 환경미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대되어 정원 관리 및 주변 환경 개선

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 일단 활동을 주변 환경개선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변은 지저분한데 여기 

정원만 이쁘면 소용이 없으니까. 쓰레기도 치우고 주변 정리도 하고.' (울산 A)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정원은 아닌데... 워낙 관리가 안되니까. 너무 

방치되고 있어서 화분에다가 국화 갖다가 심고 그랬지. 이 동네에 그런게(추가로 

식물심어 관리한게) 많아요 ”(순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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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설치된 공원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관리하므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 정원을 관리하면서 참여의  보람도 느끼고 잘 다듬어진 정원을 보면 뿌듯하다. 

정원을 보러오는 분들도 좋아하는걸 느낀다.

참여집단은 정원활동을 하며 정원을 이용하는 시민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에

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활동하다보면 시민들이 이거(꽃) 뭐냐고 많이들 물어봐요. 그럼 그때 식물 

설명도 해주고 정원 설명도 해주고.. ”(여의도 B)

“정원을 활용해서 어린이나 시민들에게 숲체험 같이 정원체험 

프로그램같은걸 진행하고 싶어요. 이왕 만든거 많이 누릴 수 있게 ”(울산 B)

3.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발전가능성

정원분야에 대한 큰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다양한 정원공모전 및 

정원박람회의 개최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정원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

중에게 더 나은 녹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서도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을정원사업이나 산림

청의 스마트가든 사업 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산림청 인증의 ‘민간정원’으

로 등록하거나, 지자체에서 정원 사진공모전, 예쁜 정원 콘테스트 등을 통해 

기존에 잘 조성된 정원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정원 산업의 발

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은 지속적인 정원을 위한 정원의 유지관리의 필요성 및 

발전과 이어질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도 성행하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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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2013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천 여명의 시민정원사를 배

출한 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정과, 2014년도부터 운영하여 500여명의 시민

정원사를 배출한 서울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있다. 그 외‘시민정원사’와 

관련되어 수도권인 성남, 평택, 인천, 의왕, 오산 뿐 아니라 순천, 울산, 제천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정원사’외 에도‘정원학교’, ‘도시정원사’, ‘마스터정원사’등과 

같은 다양한 정원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갖춰진다. 이런 인력들이 정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에 

조성된 정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정원박람회 이후 전시정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꾸준한 지적과 문

제 제기를 통해 전시정원 조성 시 유지관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

다. 정원공모전을 거듭하며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를 발전시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3절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과제

1. 사업 전개과정에서의 유지관리와 시민참여

본 연구의 3장을 통해 전시정원 유지관리 행태에 다양한 형태의 시행사와 

협력조직들, 지자체별 상이한 유지관리 운영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체계가 

상이하게 된 원인으로는 공모전 별 다른 사업방식을 띄고 있다는 것과 유지관

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담당부서가 다양하다는 것이 있다. 또한 공모전 별 

사업진행시 유지관리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단기적이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도 관리주체의 전문성 및 관심도를 약화시켰다. 

“(업무를 담당하게 된 후 보니) 지금 전시정원이 위치에 따라서 퀄리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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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큰데, 이제 유지관리에 되게 큰영향을 줘서 부지 선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았으면, 그거랑 학생들이 그 컨셉을 잡았을 때 왜 그런 컨셉을 

했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더라. 특히 한 군데는 작가님이랑 설계 의도 이런 

얘기 듣게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작가님은 서울에 

본업하시는게 있고해서 바빠서 연락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냥 유지 관리만 

물 좀 잘 줘라 이런 얘기만 하지 설계 의도가 뭔지 이런 거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정원은 그냥 예쁘네. 이게 끝이더라고요. 어쨌든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업무를 전담받는)우리 쪽에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관리주체 B)

사업시행단계에서 결정되는 초기예산 및 정원의 위치 등이 유지관리를 진행

할 때 변경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한계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시행단계시의 복

잡한 이해관계는 추후 유지관리시 정원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주된 장애요인

으로 언급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시민 공모라든지 작가 정원 작가가 참여한 사항이고.해서 

임의로 (수정이나 보완)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근데 의견을 다 받자니 이제 

한 명이 아니고 여러명이고.....이걸 다 받아야 하나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관리주체 C)

참여집단간 관리참여집단의 활동 동기 및 목적은 적극적인 편이나 책임은 

오롯이 정원이 조성된 장소의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관리주

체의 관심도가 유지관리 내용에 영향을 끼쳤다. 시민참여 유지관리 내용은 대

부분 단순 인력제공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관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예외적으로 평택의 경우 사기업인 정원 전문업체가 유지관리의 책임주체가 되

어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LH가든쇼의 특성

상 공모전 이후 책임주체가 LH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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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더욱 신경쓰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 경우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이기보

다는 2년의 하자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계약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다. 

2. 직업 정체성의 확립

참여집단은 스스로를 ‘시민정원사’ 혹은 순천 및 울산의 경우 ‘정원관리

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와 확연히 구분된 

직업적 정체성을 띄고 있었다. 그 차이를 구분짓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전문성과 자발성, 적극성을 언급하였다. 정원활동에 대한 만족도와는 달

리 금전·제도적 보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그 원인에 대해 ‘정

원사’에 대한 직업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 수 있었다. 

참여집단은 본인들의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실질적 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검

증받아 더 나은 직업적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시민정원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곳이랑 안하는 

곳이랑 결과물이 정확히 뭐가다르고, 예산차이가 어떻게 되고 예산절감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런거요. 저는 확실히 좋은거라고 생각해요. ..(중략) ..어떻게 

보면 나름 사짜 들어가는 직업이지 않겠어요? 근데 사짜 들어가는 직업처럼 

대우를 해주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될거니까"(성남 B)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울산, 순천의 도시숲 정원관리단

의 경우 시민정원사와 자원봉사 인력을 연계한 팀을 꾸려 정원활동을 진행한

다. 공공기관에서 일부 부서의 인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원의 유지관리를 

신청받아 진행한다. 작년부터 시행되어 지자체의 소홀할 수 있는 정원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현재 정원에 대한 일자리, 

활동내용에 대해 성과로서의 일자리,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라는 아쉬움이 있

었으며, 참여자의 연령 및 야외활동이 주가 되는 업무의 특성상 활동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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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였다.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다 어르신분들, 우리가 올해 여름부터 

이걸(정원관리)를 하게 됐는데 정원 제초할건 많은데 날은 너무 덥고 며칠만에 

한분이 쓰러졌었어. 그래서 다치시기라도 할까봐 너무 험한 일은 못해요. 보식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인건비 위주로 예산을 거의 집행하다보니 인건비도 많게 

책정된게 아니라서...(한계가 있다.) ”(순천A)

“활동은 좋아요, 근데 이게 일자리라고하면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같은게 

아니냔 말이야. 비정규직이고”(울산 B)

한 정원에 대한 관리계약은 1년 단위로 맺어져 (평택의 경우 2년) 장기적 

정원관리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에도 이 정원 유지관리에 참여할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관리자분들이 정원을 대상지로 신청하셔야 (관리할 수 있어서)... 내년에도 

하신다고는 한 것 같은데. "(울산 A)

"여기 계약이 내년 여름까진데...저희가 계속 하게될지 말지는...지금은 LH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LH에서 이제 평택으로 유지관리 주체가 바뀌니까....전혀 

모르겠어요..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하실지는"(평택 A)

또한 참여집단이 속한 정원사 집단이 협동조합, 협회, 사회적 기업, 사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구하는 이익 및 방향도 다양

성을 띄고 있었다. 사례로 경기도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생으로 구성된 성

남지역의 참여 집단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조경관리 및 

용역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활동영역을 넓혀 전국적 시민정원사신

문을 만드는 등 정원커뮤니티로서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순천 도시숲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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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시민정원사가 속해있는 한국가드너협동조합의 경우(前 순천가드너협동조

합) 순천권에서 활동하던 영역을 넓혀 전국적 규모의 박람회 시행. 정원공모전 

시행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정원커뮤니티가 다양한 사업으로의 

진출 및 확산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커뮤니티간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3. 정원의 지속성

정원공모전을 통한 존치정원은 주최, 참여, 관리의 주체가 분리되어있어 자

칫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골칫덩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또한 일반인이 

조성한 민간정원보다도 ‘정원작가’가 참여하여 예술적이고 작품적인 공간으

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쟁을 해야 하는 공모전의 특성을 비롯

하여 다양한 디자인적인 시도를 위해 유지관리만을 위한 정원 설계만을 고집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공공성’,‘대중성’,‘유지관리’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정원 작가들에게 디자인적 도전을 넘어선 제약이 될 것이다. 

정원은 정원활동이 일어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다. 작품으로서의 정원을 어

느정도 보존하고, 그 이후에는 시민참여집단의 적극적인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짧으면 3년, 5년이 지나면 원래 정원의 분위기와는 아예 다른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가가 어느정도 의도하는 것 까지 있다고 해도...- 성남 C "

“작가들이 각자 독특하게 쓴 시설물이나 식재 같은게.... 나중에 보수할 때 

보면 공공기관의 예산 내에서 구해다 쓸 수 있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똑같은걸 

적용해서 쓰기 어렵죠 ”-관리주체 A

“전시정원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에 수명이 있다고는 생각 안해요. 근데 

원래 도안을 유지하는 거는 어려워도... 이제 저희 시민정원사분들이 



- 75 -

가꿔나가면 원래 정원과는 달라질지 몰라도 더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정원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 관리주체 B 

정원과 공원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박미

옥,2019) 정원의 공원화, 공원의 정원화가 확산되어 공공성 및 기능, 목적, 예

술성 등으로 정원과 공원을 구분 짓기 어려워졌다 특히 정원공모전을 통해 조

성된 전시정원은 일반 민간정원과는 달리 공공의 주체로 공개된 공간에 조성

되어 그 차이가 더욱 모호하다. 국내 정원공모전을 통해 조성된 정원이 공원

과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규모가 작고 다양한 시설물 및 소재를 사용하는 초화

류 위주 공간이라는 것이다. 

일반 공원의 조경관리는 수목을 위주로 한 대규모의 공간임을 감안하면 전

시정원의 유지관리는 다양한 시설물과 소재, 식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야 한다. 오래도록 한자리를 유지하는 교목 및 관목과는 달리 초화류는 확산

되고, 이동하고 시기별로 모습을 감추는 등 다양한 생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를 사용한 제초가 어렵고, 잡초와 식재수종을 정확히 구분해야한다. 

부천의 경우 조성당시 식재된 수종 외에도 질경이 등이 우점하고 있었으나 제

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경우 참여집단의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었다. 

“거기(작가정원)는 빈자리가 없어서. 저희는 빈 공간 있으면 식물을 심는데 

작가 정원쪽은 빈공간이 없어서 심을게 없어요.-부천A. ”

반면 LH의 경우, 공공적 성격을 띄고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겸한 정원을 위

해 ‘공공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외에서 이미 정의된 공공정원

(Public Garden)과는 의미14)가 사뭇 다르지만 용어의 목적 및 방향은 명확하다. 

14) Public Gaeden 이란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있는 교육 및 보전 등을 목적으로 식물의 수집 
및 보전 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함. 수목원, 식물원 외 동물원이나 연구소, 학교 등이 포함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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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1. 연구 결론 

나날이 늘어가는 정원에 대한 관심 속에, 정원공모전 및 정원박람회가 시작

된 지도 이제 10여년이 지났다. 국내의 정원공모전은 지역 재생 및 노후 공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전시정원의 대부분을 존치하였다. 정원공모전을 통한 

존치정원은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면서도 실험적이

고 짜임새 있는 디자인적인 모델로서의 정원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원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공원 혹은 조경의 관리행태와는 또 다른 정원가꾸기활동

(Gardening)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유지관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후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경기정원문

화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LH 등에서 시민정원사 및 자원봉사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유지관리안을 제시하여 도입하였다.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는 박람회 및 

공모전의 초기 사업목적에도 부합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시민정원사 등 양성

된 정원 전문인력의 활용 등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유지관리 방안으로 제시되

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유지관리활동을 위해 정원

공모전 존치정원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주체 및 유지관리 체계의 대한 조사를 

통해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본 문헌조사를 통해 정원활동 및 정원공모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시민참여형 유지관리의 도입과 방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

행하였다. 전시정원이 조성되기까지의 배경과 정원활동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 시행단계에서의 정원공모전

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적용

할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조사대상을 선정해 현장답사 및 인터뷰조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1) 정원공모전 전시정원 조성지로 

며 American Public Gardens association을 통해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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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유지관리 행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2) 조성 완료 후 이전·철

거되지 않으며 1년 이상 유지관리를 진행한 곳,  3) 기존 조성지가 수목원, 식

물원, 정원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곳으로 주체를 ‘관리주체’와 ‘참여집

단’으로 나누어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국내의 정원공모전 개최 현황 및 존치정원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2021

년 조성예정의 정원 공모전까지 약 15여 공모전이 총 52회정도 실시되었으며 

조성된 정원은 철거 및 이전된 정원을 포함하여 800여개 이상15)의 정원이 조

성되었다. 이 중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서울정원

박람회, LH가든쇼 및 정원드림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추려 성남, 부천, 월드컵

공원, 여의도공원, 평택, 순천, 울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장답사와 관리

주체 인터뷰, 참여집단의 인터뷰를 통해 대상지의 일반 현황 및 유지관리 체

계, 활동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참여집단 6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형 

유지관리 활동의 동기 및 정원이해도, 교육수준, 성과 및 전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조사의 결과로 시민참여형 유지관리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먼저 성

과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전문인력의 활용 및 교육의 효과이다.  참여집

단의 94%가 정원교육경험에 대해 ‘예’로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50%인 31명

은 100여 시간이상의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이었다. 교육적 

효과로서 참여집단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 또한 높았다. 두 

번째로는 사회참여와 지역기여의 효과로, 참여집단 대부분이 금전적 보상보다

는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해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형성과 커뮤니티 활동, 도시미관개선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사실

은 참여집단의 만족도로 이어지며 시민참여를 이끄는 선순환의 효과가 있었

다. 세 번째로 시민참여형 유지관리의 발전가능성이다. 정원산업이 확장되고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활동 참여의 기회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공공 및 

15) 각 박람회별 평균 조성정원을 개최 회수에 곱하여 연구자가 추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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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을 통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횟수를 거듭해가

며 정원 유지관리의 체계도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반면 시민참여형 유지관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첫 번째로 사업전개과정

에서 시행하는 유지관리체계 및 시민참여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전시정원 

유지관리 행태에 다양한 형태의 시행사와 협력조직들, 지자체별 상이한 유지

관리 운영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유지관리 예산 

등의 제도적 한계점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참여집단의 활동이 아쉬웠다. 두 

번째 정원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의 확립이다. 참여집단은 금전적 보상에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성과로서의 일자리,‘정원사’

에 대한 직업적 정체성의 부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원의 지속성에 대

한 논의이다. 존치정원은 주최, 참여, 관리의 주체가 분리되어있어 그 이해관

계가 복잡하고, 공원과 다른 정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한다. 또한 공모

전이라는 특성상 정원이 가진‘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일정기간 이후의 초기상태 보존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정원을 어느정도 보존하고, 그 이후에는 시민참여집단의 적극적인 활동의 공

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이전 정원박람회 사업 전반 혹은 

전시정원의 디자인, 경향 등에 집중되어있던 연구에서 벗어나 전시정원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 행태, 활용안에 초점을 두어 존치정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

여형 유지관리 방안들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전시정원 및 존치정원의 유지관리 행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

안으로서 이용자참여 및 시민참여의 형태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는 시민참여의 목적을 띄는 행사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며 경기문화정원박람회 

및 서울정원박람회 등 5년 이상 전시정원을 진행해온 정원공모전 주체들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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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진행하고자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지관리 

방안으로 도입된 참여 집단에 대한 분석 그리고 활동내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원공모전 이후의 존치정원을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원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공간으로 보며 정원박람회나 공모전의 취지와 설계의도

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정원박람회 및 정원공모전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여 정원 현황을 통한 유지관리 주체 파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정원박람

회 및 정원공모전의 사후 이용에 대해 존치정원을 새로운 정원커뮤니티 공간

으로서 활동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시민참여형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

사한 결과이며, 연구상에서 조사하지 못한 다른 대상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유지관리 진행기간의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항목을 도출하지 않아 성과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 유지관리 실

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의 표본이 적

고, 참여집단에 대한 집단별 편차가 커 소수집단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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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cently after over the years of the preserved gardens, which have been 

managed as part of a simple park without any special maintenance 

alternatives have been pointed out for insufficient follow-up 

management.(2019, Park) In many cases, the design of the garden does not 

meet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designer, facilities have been aging, 

replaced or the list of plants has been simplified. The form of a garden for 

preservation through a garden contest requires a garden as an experimental 

and structured design model that is open to the public. However, in order 

for the  garden to be maintained, it requires garden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anagement behavior of parks or landscaping. Since then, the 

importance of the maintenance entity has increased, and after 2017, the 

Gyeonggi Garden Culture Fair has decided to participate Citizen Gardeners in 

the maintenance of the Preserved garden, and LH has proposed a plan to 

recruit volunteers to participate in the maintenance after training. It is time 

to investigate the unique status of the garden with existing concepts and 

designs and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of Citize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itizen-participating 

maintenance by focusing on the maintenance behavior and utilization plan of 

the existing garden after the garden fair. Target sites that have been 

conducting citizen participatory maintenance for more than one year were 

selected. Analysis of management subjects and participating groups and 

activities were studied. It is a target site for some of the Gyeonggi Garden 

Culture Fair, Seoul Garden Fair, LH Garden Show, and Garden Dream 

Project. After that, field surveys,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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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participating maintenance were summarized. First, in terms of 

performance, first, there were the effects of the use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social participation, and regional contribution.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citizen-participating maintenance was 

also bright. On the other hand, as a task to be solved by 

citizen-participating maintenance, the maintenance system implemented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passive due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identity as a 'Garden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arden 

maintenance system different from the park. As a work of a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spect and sustainability of the garden, but it should 

be a space for active activities of civic participati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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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시  2021년 10 월 12 일 화 요일 9:00~12:00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243-60 월드컵공원

답사내용
- 월드컵공원 방문 서부녹지사업소 방문 (서울시민정원사 협회 민병직 선생님) 
- 서울정원박람회 조성 30여개 정원 유지관리 현장조사
- 설문조사 배부(12부 배부, 11부 회수)   

활동내용 교/관목 　강전정(O) 약전정(O) 보식(X) 초화류 제초(O) 보식(△)

조사/인터뷰내용

- 총 34개 정원 6개조로 관리 24명 봉사 10명 34인이 관리중
- 조별로 약 5~6인이 화,목 중 1일을 정해 2~3시간 관리하며 조별로 6개의 
정원을 배정받아 한해동안 관리함.(정원안내판에도 관리인 명단이 적혀있음) 
- 활동내용은 제초,낙엽정리, 고사목정리, 간단한 교관목 전정 등
- 월드컵공원의 경우 10월 12일 21년 활동을 종료하나 이후에도 조별 재량으
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한다고 함
-  지자체의 지원부족 등으로 보식작업 및 표찰작업이 어렵다고 함
- 참여집단은 서울시민정원사협회소속으로 서울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
였음. 월드컵공원 존치정원관리 외에도 자율적으로 서울 내 스마트가든 등 다른 
정원유지관리에도 다양하게 참여함

첨부자료(활동사진 및 정원사진)

월드컵공원 시민정원사활동일지,출석부 월드컵공원 시민정원사 활동일지 내용

월드컵공원 참여집단 활동사진 

( 월드컵공원 ) 현장답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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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시  2021년 10 월 14 일 목 요일 10:00~12:00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62 부천중앙공원

답사내용
- 부천중앙공원 방문 (시민정원대표 이재봉선생님)
- 시민정원사 면담 후 설문조사 배부(3부 배부, 3부 회수)   
(미리내마을 일대 마을정원사분들은 뵙지못함)

활동내용 교/관목 　강전정(X) 약전정(O) 보식(X) 초화류 제초(O) 보식(O)

조사/인터뷰내용

- 박람회 당시 정원조성에 참여한 주민들이 주 1~2 회 모여 자발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며 시에서도 도구 및 간단한 식재작업을 지원함
-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도구로 간단한 전정, 제초, 보식작업을 진행하나 
주민참여로 조성된 정원 위주로 관리하였음. (교목플랜트 하단를 활용한 
정원) 주민참여정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높으나 작가 정원쪽은 미비
한편으로 조화류 관리가 잘 되진 않은 모습이었음. 
- 정원관련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으나(워크샵정도) 주민들 의지와 열정은 
높았다. 
-자원봉사로 진행되어 참석율은 편차가 큰 듯함.   

첨부자료(활동사진 및 정원사진)

부천중앙공원 입구 참여집단 활동모습

작가정원 모습 주민참여정원 모습

( 부천중앙공원 ) 현장답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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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시  2021년 10 월 16 일 토 요일 09:00~13:00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22-2

답사내용
- 성남시청공원 방문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 김헌수선생님)
- 설문조사 배부(9부 배부, 9부 회수) 및 인터뷰   
- 점심식사

활동내용 교/관목 　강전정(O) 약전정(O) 보식(X) 초화류 제초(O) 보식(X)

조사/인터뷰내용

- 경기시민정원사 성남 소속분(약 7-80여명)들 중 성남시청 존치정원관
리하시는 팀은 9명으로 월 1회 교관목의 전정을 위주로 유지관리 작업
- 성남시청공원의 경우 보식작업도 자주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경기
시민정원사분들이 하시는건 아니었음. 시민정원사 외에 정원코디네이터,일
용직 근로자 분들이 더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같은 공원 내 정원이 있는 땅과 그 외 땅의 유지관리가 분리되어 관리
되고 있어 까다롭다고 함
-성남시청공원 외 학교정원, 복지관 정원, 신구대수목원 등 다양한 정원
관리에 참여하며 정원관리 및 조경관리 사업계약의 용역을 땀. 협동조합
의 형태로 운영하고있으며 시민정원사 신문 등 조합의 운영 및 확대에 투
자하며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있음. 

첨부자료(활동사진 및 정원사진)

활동모습1 활동모습2

관리정원모습 관리정원모습

( 성남시청공원 ) 현장답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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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시  2021년 10 월 19 일 화 요일 10:00~12:00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답사내용 - 여의도공원 방문 (서울시민정원사협회 김지영선생님)
- 설문조사 배부(19부 배부, 19부 회수) 및 인터뷰   

활동내용 교/관목 　강전정(X) 약전정(O) 보식(X) 초화류 제초(O) 보식(O)

조사/인터뷰내용

- 월드컵 공원과 유사하게 5~6명이 팀을 이뤄 5~6개의 정원을 1년간 
맡아 관리함.
- 주 1회 화, 목 중 하루 조별로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해서 정원
관리진행.
- 작가와의 교류가 지속된 정원을 사례로 들어 지속적인 작가의도 전달
과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

첨부자료(활동사진 및 정원사진)

여의도공원 입구전경 활동모습1

활동모습2 활동모습3

( 여의도공원 ) 현장답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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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시  2021년 10 월 26 일 화 요일 10:00~12:00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조레동 1867 순천조례호수공원

       “        오천동 688 순담원 

답사내용
- 순천 조례호수공원 (정원관리단장 정상래선생님)
- 설문지 배부(8부배부 8부회수) 및 인터뷰
- 순담원 이동 후 현장조사

활동내용 교/관목 　강전정(X) 약전정(O) 보식(X) 초화류 제초(O) 보식(X)

조사/인터뷰내용

- 산림청 사업을 사회적기업 ‘다해브러’에서 위탁 운영. 관리단장님 포함 
8명이 정원드림 프로젝트 조성정원 및 순천만 국가정원 내 일부정원을 관
리하고있음.
- 단장님을 제외하고는 ‘정원사’보다는 ‘정원관리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며 정원관련 교육내용도 비교적 적음.
- 고용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이 정원관리단으로 활동을 하고계시
며 연령 및 상황을 고려하여 힘든 노동은 하지않는다고 함. 지원비도 대
부분 인건비로 잡아 보식 등 정원을 위한 예산도 미비한 편임.
- 정원이 지역 내 분산되어있어 거주지와의 밀접성은 낮은편  

첨부자료(활동사진 및 정원사진)

참여집단 활동모습-조례호수공원 활동모습-습지입구(정원관리단제공)

관리정원모습-순담원 관리정원모습-선평삼거리(정원관리단제공)

( 정원드림2020 순천 권역 ) 현장답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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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시 2021년 9 월 26-27 일 : 정원5개소 답사 
2021년 10 월 19 일 화 요일 10:00~12:00 (정원2개소 및 인터뷰)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704-2
       “        우정동 525-3 외 3개소

답사내용

9월 26-27일
- 울산 중구 돌방공원, 소바우공원, 달빛공원방문
- 울산 북구 달천철장, 정류원 방문
10월 19일
- 울산 소바우공원,달빛공원 방문 
- 설문조사 배부(9부 배부, 9부 회수) 및 인터뷰   

활동내용 교/관목 　강전정(X) 약전정(O) 보식(O) 초화류 제초(O) 보식(O)

조사/인터뷰내용

- 4~5명정도(시민정원사1+정원관리단4)로 4개팀이 정원활동. 정원드림2020프로
젝트의 경우 세팀이 각각 한 개의 정원,한팀이 두 개의 정원을 맡아 전담 관리함
-시민정원사의 주도아래 관리를 하다보니 커뮤니티형 정원조직과는 또 다른 위계
가 느껴짐.
- 정원이 한곳에 모여있지 않고 외딴곳에 하나씩 있다보니 정원관리업무보다 그 
주변의 환경정비 및 미화활동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견이 있었음.(쓰레기청소, 주
변공원 정리 등) 
-만족도는 높으나 1년 단위로 정원과 인원이 계약되어 장기적인 업무계획등이 어
렵다는 의견

첨부자료(활동사진 및 정원사진)

활동모습-소바우공원 활동모습 - 달빛공원

관리정워모습- 돌방공원(9.26 답사시촬영) 관리정원모습-달천철장 (9.27 답사시촬영)

( 정원드림2020 울산 권역 ) 현장답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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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일시 2021년 11 월 20 일 토 요일 10:00~12:00 
위치 평택시 고덕동 1213

답사내용 - 평택 동말근린공원 방문 (한고연 강지혜매니저님)
- 설문조사배부(3부배부 3부회수) 및 인터뷰

활동내용 교/관목 　강전정(X) 약전정(O) 보식(O) 초화류 제초(O) 보식(O)

조사/인터뷰내용

- LH가든쇼 시행사인 환경과조경에서 유지관리를 ‘한고연’에 맡겨하고, ‘한고연’
에서 시민정원사 3분과 연결하여 유지관리 업무진행
- 경기도시민정원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시민정원사 3분이 월 1~2회 일 4시간정도
로 9개의 작가정원(+ 주민참여정원 5개소)관리 중, 당시 LH가든쇼의 주민참여정
원을 참여한 팀중 하나이지만 주민참여정원조성한 다른팀은 참여 x
- 참여시민분들은 기존에도 시민정원사양성과정수료생이지만 한고연에서 추가적
인 교육이 있었다고 함.
- 한고연에서 보식계획, 병충해방제(약처리) 등 전문적인 부분과 작가와의 교류
를 진행하고 상시관리 및 제초, 전지 전정 등을 시민정원사분들이 분담하여 효율
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보였음. 다만 환경과조경측에서 유지관리 계약을 2년
(내년 여름)으로 맺어 그 이후가 걱정됨. 

첨부자료(활동사진 및 정원사진)

활동모습 동말근인공원 입구

관리정워모습1 관리정워모습2

( 평택동말근린공원 ) 현장답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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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정원공모전 존치정원 참여집단 정원활동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학위논문인 「시민참여형 정원공모전 존치정원 유지
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일환으로 존치정원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정원
사 및 자원봉사자분들의 경험을 여쭙고자 합니다.

모든 조사 내용은 본 조사의 목적인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구자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연구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김희수 
․ 연락처 : 010-****-**** / hooseev112@snu.ac.kr

Q. 응답자 기본 질문

Q1.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Q2.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Q2. 귀하의 정원활동 참여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시민정원사 ② 자원봉사    ③ 정원관리단    ④ 기타 ( )

Q3. 본 정원활동에 참여하신 기간은 몇개월입니까?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이상 3년 미만 ⑥ 3년 이상

Q4. 본 장소에서 귀하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어느정도입니까?
① 10분 내 ② 10분이상~ 30분이내
③ 30분이상 1시간이내 ④ 1시간이상 1시간 반 이내
⑤ 1시간 반 이상 2시간 내 ⑥ 2시간 이상

Q5. 귀하가 느끼시는 본 장소와 귀하의 거주지와의 밀접성은 어느정도입니까?

큰 관련없음 조금 연관있음 연관있음 아주 밀접함
① ② ③ ④

Q5. 본 장소까지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대중교통(버스,지하철) ③ 자차(승용차)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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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활동 동기 및 정원 이해

A1. 본 정원활동을 참여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중복선택가능)
① 경제활동(급여)      ② 취미생활(여가)       ③ 대인관계/사회참여
④ 학습/실습              ⑤ 기타 (                                          )

A2. 귀하께서 본 정원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채용              ② 자원봉사활동
        ③ 정원(커뮤니티) 활동         ④ 지역커뮤니티 참여   
        ⑥ 기타 (　　　　　　　　　　　　　　　　　　　　　　　　　　　　　　　　　　　　　　　　）

A3. 본 정원활동을 통해 귀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중복선택가능 )
        ① (배움)정원활동의 교육 및 실습              ② (여가)즐거운 여가/취미생활  
        ③ 급여 등 금전적 이익                  ④ 자원봉사점수 등 제도적 인센티브    
        ⑤ (사회참여)커뮤니티                      ⑥ 도시환경 개선 등 사회적 기여
        ⑦ 내가 참여한 정원의 지속적 보존 
        ⑧기타 (　　　　　　                  　　　　　　　　　　　　　　　　　　　　　　　　　　　　　　　　　　　　　　　　　　）

A4. 귀하께서는 몇 개소의 정원관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정원규모무관) 
        ① 5개소 미만                   ②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③ 10개소 이상 20개소 미만        ④ 20개소 이상  

A5. 귀하께서는 몇 시간 정원활동에 참여하십니까? ( 시간 / 1주일, 4~10월 기준 )
        ① 5시간 미만                   ②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③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④ 20시간 이상  

A6. 귀하께서는 해당 정원이 조성된 당시 박람회 행사(혹은 그 기간)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예(참가/관람한 적 있음)   ② 아니요(없음)

A7. 귀하께서는 관리하는 정원(혹은 정원들)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하는 정원 별 개략적 평균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있다 잘 알고있다

A4`1. 조성 초기모습 ① ② ③ ④ ⑤
A4`2. 조성 과정 ① ② ③ ④ ⑤
A4`3. 디자인 및 설계의도 ① ② ③ ④ ⑤
A4`4. 식재수종 종류 내용 ① ② ③ ④ ⑤
A4`5. 전반적 관리내용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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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원 관련 교육 내용 

B1. 귀하께서는 정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있다)   ② 아니요(없다) (▶ B6으로 이동)

B2. (B1 '예‘ 응답자만 응답) 귀하께서 몇 시간 정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3시간 내   ② 3시간 이상 10시간 내        ③10시간 이상~50시간 내
        ④ 50시간 이상~ 100시간 내        ⑤ 100시간 이상

 * 서울시민정원사 이수시간 조건 약 60시간, 경기도시민정원사 교육 이수시간 약 120시간 등을 포함한 
정원 워크샵, 교육 관련한 시간과 조경, 원예, 수목원 및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와 관련된 교육일체의 
이수 시간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B3. (B1 '예‘ 응답자만 응답) 귀하께서 갖고 계신 정원관련 자격 및 교육이수내용(자격,이수증)은 어
떤 것입니까? 

        ①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이수 (50시간 미만)   ②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이수(50시간 이상) 
        ③ 사설 정원사교육과정(가든디자인스쿨 등)    ④ 조경·식물보호 등 기능사·기사
        ⑤ 나무의사 (교육과정 수료 포함)             ⑥ 수목원 전문가교육과정
        ⑦ 없음 (워크샵 등 프로그램만 참여)          ⑧기타 (                            )

B4. (B1 '예‘ 응답자만 응답) 귀하께서 배우신 정원관련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중복선택
가능 )

        ① 정원의 개념 및 이론        ② 정원 디자인 및 설계
        ③ 식물수종 및 배치             ④ 식물별 전정 및 전지, 관리방법
        ⑤ 제초 및 병충해방지           ⑥ 토양,토성 및 비료사용
        ⑦ 기타 (                                               )

B5. (B1 '예‘ 응답자만 응답) 본 정원을 관리하며 실제로 적용하고 계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중복선택가능 )

        ① 정원의 개념 및 이론        ② 정원 디자인 및 설계
        ③ 식물수종 및 배치             ④ 식물별 전정 및 전지, 관리방법
        ⑤ 제초 및 병충해방지           ⑥ 토양,토성 및 비료사용
        ⑦ 기타 (                                              )

B6.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본 정원(정원공모전을 통해 조성된 전시정원)을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기타 정원교육관련 의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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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존치정원 유지관리 성과 및 전망
C1. 귀하의 본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십시오.

아주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아주 만족

C1`1. 활동 내용 ① ② ③ ④ ⑤
C1`2. 예산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C1`3. 유지관리 성과·결과 ① ② ③ ④ ⑤
C1`4. 학습·실습 효과 ① ② ③ ④ ⑤
C1`5. 금전·제도적 보상 ① ② ③ ④ ⑤

C2. 귀하께서는 본 활동을 통한 금전 혹은 제도적 보상(봉사점수 등)이 있습니까?
        ① 예(있다)   ② 아니요(없다) (▶ C4으로 이동)

C3. (C2 '예‘ 응답자만 응답) 본 활동을 통해 어떤 금전적 이익 혹은 제도적 인센티브(봉사점수 등)를 
얻으십니까?

        ① 최저임금 이상(시간당 8,720원)의 급여   ② 소정의 용역비(급여개념)
        ③ 자원봉사개념 약간의 교통비              ④ 자원봉사 점수 등 제도적 인센티브
        ⑤ 기타 (                                              )

C2. 올해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정원공모전을 통한 전시정원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존치정원 유
지관리의 방법으로 귀하께서는 귀하가 참여하는 방식의 유지관리가 적용되는 것을 추천하십니까?

다른방식 적용 잘 모르겠다. 보완 후 적용 현 방식 추천
① ② ③ ④

     다른방식 혹은 보완 선택 이유 :             
                                         
C4. 그 외 정원공모전을 통해 조성된 존치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며 느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

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C5. 그 외 정원공모전을 통해 조성된 존치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며 느낀 현실적·제도적 한계점 및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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