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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왜 다시 정원인가? 내 몸 뉠 한 뼘 자리도 없는 데 무슨 호사로 꽃과 나무가 심겨진 정원을 

말하자고 하는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매일 일에 파 묻혀 사느라 

그런 사치는 꿈조차도 꾸기 어렵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의례히 늘 해오던 생각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자연은 사막화를 가속화시키고 인간은 도시 속에서 

건조한 인공환경으로 또 다른 사막과도 같은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동시  자연에 한 

인간의 시각이 정복과 착취에서 보존과 공생의 상으로, 두려움과 외면에서 희망의 출구로 

바뀐 것은 그 같은 지구환경에 한 성찰이 낳은, 다행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회색 도시에서 

초록에 한 희구는 생명적 존재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인간 본성과 닿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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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일 것이다. 환경이 삭막할수록 자연에의 갈증도 크기 마련인 것이다. 그 갈증은 자연과의 

접촉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조선시  선비들에게조차 의원(意園)이라고 하는 상상의 정원을 

등장시켰을 만큼 시 를 초월하여 강력하다. 그러니 자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현 인에게서야 말해 무엇하랴?

  정원박람회는 정원에 관한 박람회이다. 어떤 이는 정원이 체 뭐 길래 박람회, 그것도 

세계인을 향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려 하는가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말장난 

같지만 정원은 정원 이상이다. 정원은 우리가 아는,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와 효용을 

갖고 있어 박람회의 주제로 삼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서구는 물론 일본과 중국, 

동남아 각국 도시들이 앞 다투어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려고 애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히나 탈산업 시 를 맞이하면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동시  도시에서 정원이 

갖는 가치는 단순한 정원 그 이상이다.

  이 글에서는 탈산업 시 에 도시정원이 갖는 의미와 효용에 주목하면서 내년에 순천에서 

개최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거는 기 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을 우리 보다 

앞선 각국의 선례를 참조하면서 간략히 모색해 보기로 한다1).

Ⅱ. 탈산업시대 도시와 정원박람회

1. 탈산업시  도시에서의 정원

  도시의 변신 산업시 를 벗어나면서 도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 변화의 양상은 

여럿이겠으되 이 글의 주제인 정원에 맞춰 보자면 두 가지 정도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도시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산업혁명 이래 이제껏 도시를 추동해 왔던 산업, 특히 

 1) 미리 밝혀 두거니와 여기서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정원에 맞춰서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조경가로서 필자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조경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에 보다 

유효적절한 방편이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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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산업위주의 공장들이 급속하게 쇠퇴하고 정보와 지식 산업 등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 

독일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구가했던 루르·작센 지방의 중공업지 가 80년  이후 급속히 

쇠락해진 것은 그 표적인 현장이다. 그렇게 새로 생겨난 빈자리를 채우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하는 데에 정원의 역할이 단히 중요하게 두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 로 이바엠

셔파크(IBA Emscher Park) 프로젝트는 쇠락해진 루르·작센 지역을 재생시킨 표적인 성공

전략으로 평가된다. 80년 부터 90년  말까지 버려진 산업부지들을 상으로 한 프로젝트

에서 정원이나 공원은 유효적절한 메뉴로 구사되어졌다. 정원박람회를 거쳐서 공원화하면서 

지역을 재생시켜 나가는 방식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한 것이다2). 

  정원과 관련지어 보려는 탈산업 도시의 두 번째 변화양상은 공동체에의 관심이다. 탈산업 

시  복잡다기한 도시문제를 논의하면서 공동체가 다시 언급되는 연유는 어쩌면 물적 도시

계획의 한계를 묵시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지, 혹은 도시의 물적 변화가 심 하고 

급속함에 한 사회적 적응 과정에 두된 일종의 반작용적 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어쨌거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도시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 공동체에 한 관심이 높아

지게 됨에 따라 정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로서 지역 커뮤

니티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원이 그 표적인 장으로 등장한 것이다.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정원, 곧 커뮤니티정원은 주민들이 함께 흙을 파고 식물을 

키우고 수확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와 소통을 이루는 장이다. 동네 안의 빈터를 정원

으로 가꾸게 되면 그 동네 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고 공공환경에 한 관리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네에 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해준다고 한다

(Dunford, 2000:9-10). 현 도시에서 정원은 이미 단순한 완상이나 채소를 키워내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소외와 무관심이 지배하는 현  도시의 삶에서 땅과 식물을 매개로한 

만남과 소통은 아주 중요하다. 연약한 식물을 키우면서 인간은 보살핌을 실천하게 된다. 

 2) 그 표적인 사례로는 Nordstern Landscape Park(1997 BUGA, Gelsehkirchen), Brückenopfpark(1998, 

Jülich), OLGA Park (1999, LAGA, Oberhausen)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바엠셔파크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성종상, 산업시설 재생의 방향과 전략 연구 – 그린과 문화를 통한 재생 사

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 17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105-141; Topos 26. 1997; Russ, 

Thomas H, Russ, Tom, Redeveloping Brownfields: Landscape Architectures, Site planner, developers, 

Mcgrowhill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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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을 통해 우리는 생물로서의 존재가치를 넘어 형이상학적 가치(meta-value)를 스스로 

획득할 수가(성종상, 2011:17) 있게 된다. 특별히 자연환경과 생태에 한 이해와 개인의 

건강이나 행복에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원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탈산업 시  도시

에서 정원은 사악한 야생과 죄악의 도시 사이에 놓인 ‘낙원으로서의 중경(Edenic middle 

landscape)’3)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인문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탈산업 도시에서 정원박람회 개최의 의미

  도시재생은 정원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효용 중 하나이다. 산업화를 기치로 성장해 온 

수많은 산업도시들이 최근 도시산업구조의 변화로 급격한 쇠락을 겪게 되면서 정원박람회를 

변신의 탈출구로 삼는 것은 그 같은 효용 때문이다. 이제껏 도시를 이끌어 왔던 산업이 쇠락

해짐으로써 도시경제가 악화되고 실업율도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도시 환경이 열악해지게 

된 상태에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촉매제로 정원박람회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정원박람회가 관주도의 규모 초기 투자와 함께 후속적으로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Holden, 1989: 17)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정원박람회로 얻을 수 있는 

장단기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Holden, 1989: 20). 

  첫째, 규모 건설사업으로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둘째, 더럽고 위험하기까지 한 지역을 정비해 준다. 

  셋째, 지역의 레크레이션과 여가 기회를 제공해 주고, 

  넷째 산업환경에 한 매력도를 제고하여 도시에 한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촉매작용을 

하여 지역 산업을 촉진시켜준다. 

  다섯째, 새로운 공원과 잘 정비된 땅들로 주거와 상업지를 제공해준다.

  특히, 일찍부터 꽃과 식물에 한 관심이 높았던 유럽4)의 정원박람회는 상 적으로 긴 

 3) 지리학자 이푸 투안이 무질서한 도시와 거친 자연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도시나 자연 

둘 다 좋지 않으므로 일종의 안적 탈출구인 셈이다. 도시와 자연에 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 

이러한 개념은 역동적으로 도시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현  도시조경의 지향점과는 괴리가 있다. 

 4) 고 이집트에서 해외까지 나가 수입해온 주요 물품의 하나가 식물이었을 만큼 꽃과 나무에 한 애호의 

역사는 인류 문명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이후 유럽에서 식물에 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진전을 보인 

것은 괄목할 만한 과학적 진보를 이룬 18세기 계몽주의와 함께였다. 식물애호가들의 지원을 받은 식물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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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지니고 있다. 꽃과 정원에 한 두터운 수요층에 기반한 정원박람회는 단순한 정원 

관련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 근래 들어와서는 도시를 쇄신하는 데에도 유효한 전략으로 구사

되고 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로 쇠락해진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어 주는 매개체 

내지 활력소로서 정원박람회가 자주 동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원박람회가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영향으로 시작된 

영국 최초의 정원박람회 리버풀 정원축제(1985 Liverpool Garden Festival)가 장기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초기부터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실은 (Holden, 

위 책. 21쪽)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세심하게 짜인 장‧단기 목표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해 좋은 시사점을 준다. 

Ⅲ. 선례로부터 배우기 – 슈투트가르트/심양/로스톡 정원박람회

  앞서 개최된 정원박람회 중에서 순천시와 비견되는 몇 가지 사례를 골라 비교해 봄으로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도시 규모나 박람회장의 성격, 

이후 도시 녹지체계상의 역할 등에서 순천시와 유사한 곳 3개소를 언급하기로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시의 경우 박람회를 통해 구축한 그린U라는 바람길이 순천시가 추구하는 순천

만과 동천, 그리고 시내 공원녹지를 잇는 녹지축과 비교된다. 2006년 중국 선양시의 경우는 

원예가들은 앞을 다투어 이국적이거나 신기한 식물을 찾아내어 중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1809년 벨기

에의 농업과 식물 단체가 유럽에서 최초로 식물과 꽃 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후 1869년 함부르크 

엘베강가에서 독일 최초의 국제화훼박람회가 개최되었지만 불과 10일이라는 초단기 전시였다. 그러다가 

10년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린 국제박람회는 6개월간 지속되어 여름철 내내 아름다운 전시를 과시함

으로써 오늘날 국제정원박람회의 모델 - 매 10년 마다 6개월간 개최하는 IGA- 이 되었다. 독일 연방정

부정원박람회가 출현한 것은 이 보다도 한참 늦은 1951년 하노버에서 열린 Bundesgartenschau(BUGA)였다. 

1980년 주정부 차원의 소규모 정원박람회가 출현한 이래로 현재 독일에서 정원박람회는 국제박람회(IGA, 

International Horticultural Exhibition)와 연방정부 차원의 박람회(BUGA, Bundesgartenschau),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박람회(LAGA, Landesgartendschau)로 구분되어 열리고 있다. IGA는 1953년 이후로 10년

마다, BUGA는 1951년 이후로 2년마다(IGA와 중복 개최는 피함)개최해 오고 있다. 가장 소규모인 LAGA는 

1980년 이후 지방 단위로 개최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 2003년 까지 정원박람회가 끌어 들인 이용자만 2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참조: BUGA 2005 Munchen Press Releas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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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목원과 산지 등을 활용하여 거 한 새로운 녹지축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역시 순천시와 

비교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로스톡박람회의 경우는 인구규모와 입지환경(강을 낀 

해안)에서 유사한 도시로서 기존의 습초지와 강변지역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순천시와 흡사한 

점이 많다. 

1. 슈투트가르트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의 면모를 쇄신한 사례는 많다. 하지만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단연 돋보이는 경우이다. 바람 길로 유명한 녹지체계 Green U는 지난 

수십 년간 일련의 정원박람회를 거쳐 구축된 것이다. 1939년 채석장과 폐기물 처리장을 상

으로 한 제국정원박람회로 50ha 면적의 공원 Hohenpark Killesberg를 완성시켰다. 이후 

1950년, 1961년, 1977년을 거쳐 1993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5번의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점진적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해 나가면서 도시를 관통하는 녹지체계를 완성해 온 것이다. 그

것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슈투트가르트의 녹지체계는 사실상 정원박람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1993년 개최된 슈투트가르트 IGA 정원박람회는 시내 4군데에다 정원을 

분산시켜 조성하고는 보행 육교와 산책로로 연결함으로써 오늘날의 Green U를 완성시켰다. 

이후에도 시 당국은 Green U를 남측으로 더 연장하여 도시 내 바람 길을 강화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도시를 환상으로 둘러싸는 원형의 녹지체계로 완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 선양(沈阳)세계원예박람회 

  중국 라오닝성의 경제·문화·교통·상업·무역의 중심지로서 선양(沈阳)은 중국 동북지역의 

관문 역할을 한다. 선양시 인구만 해도 720만이나 되지만 주변으로 150㎞ 범위 내 8개 

도시가 하나의 도시군을 형성하고 있어서 거 한 시장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공생”을 주제로 2006년에 개최된 선양세계원예박람회는 선양식물원과 치판산 자연림 

부지를 합쳐 330ha라는 역  최  규모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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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존 산림지인 기반산풍경구를 활용하여 산지, 강(혼허 浑河)과 조류의 섬, 동물원 

등을 연결하는 자연생태 위주의 산림공원 프로젝트를 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선양시 공원

녹지체계상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람회가 끝난 후에 단순한 

“정원박물관”로만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위치한 기존 자원과 산림까지 포함하여 

거 한 녹지체계로 다룬 것이다. 그러면서 박람회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선양을 회의 및 

전시, 과학보급, 여가, 휴양 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생태문화를 중시하면서 장미, 

수선화를 주제로 한 문화제, 환경보호 문화제, 만주족 문화제, 공업문화제, 얼음과 눈 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제를 만들어 관광객의 참여와 여가 체험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마라톤, 자전거 경기 등 스포츠를 주제로 한 이벤트와 장미원에서의 결혼식과 사진 

전시회 등 사계절에 따라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였다. 그러면서 영화 촬영지, 청나라 시 의 

고궁과 부령(福陵), 고려산성, 향양사 등 주변의 역사·관광지를 연계시킨 문화관광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 선양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선양국제정원박람회장은 공원으로 변신되어 선양시 정부가 관리유한책임회사를 설립

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차 박람회장(식물원)과 해양세계, 조류의 섬(Bird Island), 

동물원, 관둥잉스청(영화세트장) 등 인근의 주요 명소를 하나로 엮어 통합된 지역 관광자원

화하려는 계획과 함께 이들을 이어줄 교통수단도 계획‧추진 중에 있다. 

3. 로스톡세계정원박람회 IGA 2003 Rostock

  독일 북부 해안도시 Rostock은 인구 20만 명(2008년 현재)이 조금 넘는 중소도시이다. 800

년이나 된 오래된 발틱해의 항구도시로서 교통과 교역으로 중세 이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도시이기도 하다. 2003년 IGA 로스톡 세계정원박람회는 발틱해로 들어가는 Warnow강 하류 

습초지를 중심으로 한 90ha의 부지에서 개최되었다. 그 전 1997년에 개최된 설계경기에서 

당선한 독일설계사무소 WES & Partner의 설계안은 넓은 갈 밭과 습지가 주는 단색의 야생 

경관을 살려서 평화스러운 한가함과 한적함을 설계의 주개념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측과 동측에서 부지 전체를 가로지르는 습지 수로와 그 사이에 위치한 습초지와 숲은 

목재 데크로 된 좁은 산책로와 쉼터만 설치함으로써 건강한 야생성을 성공적으로 살려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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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설계 보다는 숨겨진 것의 재발견을 내세운 채 최소한의 개입에 의한 “설계되지 않은

(undesigned)” 설계 개념으로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원래 땅이 갖고 있던 이러한 건강한 

야생성이 주는 황량함은 최첨단의 기술과 절제된 예술, 그리고 다채롭고도 감각적인 설계와 

함께 어우러져 강렬하게 비되면서 더욱 그 가치를 빛내고 있다(IGA Rostock GmbH 2003: 

6). 목가풍의 이상향(Arcadia)을 표방하듯이 잘 보전하여 연출된 전원풍경 속으로 들어가면 

기존 도심이나 강 건너 산업지 로부터는 완전히 격리된 채 야생 환경 속에 혼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세계정원박람회를 통해 강변에 황폐했던 부두와 주변 일 를 일거에 

재생시키면서 기존 도심과 주변에 새로 개발된 주거지는 물론 강 건너 산업지 에까지 청정

하고 건강한 자연을 공급해 주는 거 한 자연녹지체계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179일간 지속된 박람회 기간의 총 방문객 260만명 중에 절반 

이상은 메클렌부르크-포르포머른주(Mecklenburg-Vorpommern) 경계 밖에서 왔으며, 그들 중 

1/3은 숙박을 하고 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에만 5천만 유로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약 17,000명이 참여한 국내, 국제회의가 275회 

이상 개최되었고, 20개 나라의 고유한 날이 지정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 1,361개가 개최

되었다. 

  박람회를 위한 기반시설로는 바르나우 강 아래를 지나는 터널(Warnow tunnel)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건설되었고, 컨벤션 센터를 겸한 전시장과 습초지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보행다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또 낡은 선박을 개조하여 조선(造船) 및 해양 박물관

으로 사용하였다. 정원 조성비 6천2백만 유로와 전시장 조성비 3천2백만 유로가 투입된 사업비는 

로스톡시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가 각기 분담하여 충당하였다. 

  박람회가 끝난 현재 부분의 녹지와 휴게 시설은 그 로 존치되어있고, 일부 세계정원들과 

습초지원도 남아서 IGA Park이라는 이름의 유료공원(성인 1인 입장료 공원 1유로, 박물관 

4유로)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강변 물위에 뜬 1만톤 선박을 개조한 독일 최 의 조선 및 

해양 박물관, Weidendom이라고 불리는 버드나무로 만든 성당과 그 곳에서의 음악 연주회와 

여름밤 영화공연, 그리고 rock-pop 이벤트 등의 각종 문화행사가 새로 탄생한 규모 공원의 

매력을 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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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로스톡 국제정원박람회의 의의와 효과는 개최 이후 변화된 로스톡시의 각종 지표

들이 간접적으로 잘 보여준다. 박람회가 개최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GDP가 20.1%로 

급성장하였고, 노령인구 취업자수도 12.4%나 성장하였다. 도시규모로는 독일의 주요 도시 

50개 중에서 45위 밖에 되지 않지만 동 기간 동안의 변화로는 7위에 해당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또, 도시 면적 181.03㎢ 중에 레크레이션, 숲, 물, 공원, 기타 녹지 등의 면적이 

50%나 되고, 지방정부가 소유한 것으로는 독일 내에서 가장 큰 숲과 18km 해변 사장을 

갖고 있는 등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서 명성을 새로 얻고 있기도 하다(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INSM) Report 2009. Wirtschafts. September 2009). 결국 메가 이벤트로서 

국제정원박람회는 옛 동독 제일의 양항구로서의 위상을 되살려 나가려는 로스톡시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소결 - 선례로부터 배우기

  이상 세 개의 선례를 통해 참조할 만한 점들을 주로 조경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를 보다 건강하고 더욱 쾌적하게 하는 녹지기반시설 구축

  슈투트가르트나 선양시, 그리고 로스톡시 모두 박람회를 통해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에 

새로운 변신을 줄 정도로 거 한 녹지체계를 구축해 내었다. 원래부터 있었던 녹지나 자연을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면모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거점 공원녹지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도시 안팎의 기존 자연이나 공원녹지의 성능 쇄신

  정원박람회는 기존 자연이나 공원녹지의 성능을 폭 쇄신시켜 새로운 공원녹지로 변신

시키고 있다. 심양시의 경우 기존 수목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고, 로스톡의 경우 습초지의 

강한 야생성을 유지, 보전하면서 공원으로 개발하여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 

내 자연의 효용과 가치를 크게 제고하는 데 성공하였다.



- 32 -

◪ 특집주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지역활성화

  지역성과 장소성을 살린 특화된 정원박람회

  바다와 강 가까이에 위치한 항구와 저습지인 로스톡 정원박람회의 경우 야생에 가까운 

습초지 풍경을 최 한 보존하면서 박람회의 핵심적 가치를 표상하는 공간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해안 및 강변 도시의 박람회로서 물 위에 뜬 예술정원, 선박을 활용한 박물관 

등으로 전시를 물 위로까지 연장시키기도 하였다. 박람회장 내 여러 곳에 분포한 수로와 

습지, 초지와 덤불 등을 그 로 둔 채 최소한의 인공적 시설인 산책로와 휴게 데크, 놀이터 

등을 환경예술품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생태와 예술이 어우러진 생태미학을 창출시켰다.

  대규모 도시녹지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완성

  슈투트가르트의 그린 U는 44년에 걸쳐 모두 5차례나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나가면서 점진적

으로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정원박람회로 탄생된 대규모 공원녹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주요 관광요소를 연계

  선양의 경우 기존 수목원과 녹지를 정지(整地)하여 새로 탄생시킨 박람회공원을 주변의 

호수, 생태자원, 역사․문화요소들이나 관광시설 등을 함께 연계시켜주는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편리하게 이어줄 교통수단도 계획함으로써 그 실제 효용성을 제고

하려고 추진 중이다.

  정원박람회로 정비된 공원녹지체계와 문화 시설 및 컨텐츠 등을 토대로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

  로스톡의 경우 버려졌던 옛 부두와 주변 습초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공원문화의 거점으로 

재생시킴으로써 공원녹지율이 크게 높아졌고, 발틱해의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양항구로서 산업경제 환경도 개선되어 노령취업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양의 경우도 박람회를 계기로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국제행사 및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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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문화 선진국의 경우 도시마다 세부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수많은 변종 이벤트를 다양

하게 열고 있다.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독일의 정원박람회, 그리고 프랑스의 쇼몽 가든페스티벌 

같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 말고도 꽃과 정원관련 수많은 이벤트가 유럽 각국에서 매년 열린다. 

일례로 벨기에만 해도 오랜 정원박람회의 역사만큼이나 유래가 깊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풍성

하게 열린다. 왕궁이 있는 Brussels Park은 19세기 아프리카 콩고로부터 들여온 식물을 전시

하기 위해 지은 세계 최  규모 유리온실 내 겨울정원에서 매년 봄 열리는 축제로 유명하다. 

오래된 성에서 열리는 꽃과 정원 이벤트는 각 성마다 고유 특성과 어우러져 지역의 표적인 

명소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다. The Flower Show(4월, Leuze 성)을 필두로 정원 

애호가들의 경연장 Gardens and Hobbies Festival(5월, Chevetogne 성), 20만 본의 베고니아로 

연출하는 Flower Carpet(9월, Seneffe 성), 180여명의 정원사들이 함께 하는 Plant and Garden 

Festival(10월, Aywiers 성), Autumn Garden Festival(Jehay 성, 10월) 등 수많은 이벤트가 

장소와 때를 달리하며 매년 개최된다. 이미 70여년 간 지속해 오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정원주간(Garden Week) 행사는 평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개인정원들까지 일반인에게 4월 

봄철 한 때이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정원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성곽과 

함께 어울린 이벤트는 일본에도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히로사키성과 도쿄 황궁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는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1990년 오사카 꽃과 녹음 

박람회로 시작한 국제정원박람회는 아와지(2000년), 시즈오카(2004년) 등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정원문화를 세계에 문화상품으로 수출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 정원문화에 관한한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1999년 쿤밍세계정원박람회와 2005년 선양, 2009년 상하이, 그리고 

2011년 시안을 거쳐 2014년 칭다오까지 최근 들어 중국은 정원박람회를 거의 국가적인 문화 

자부심으로까지 걸고 개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국제박람회 말고도 꽃과 정원 

관련 각종 이벤트가 중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중국 뤄양(洛陽)시만 해도 1400년이라는 양귀비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를 매년 4월 개최하면서 룽먼석굴(龍門石窟)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

계시켜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안면도나 일산, 그리고 시흥시 등의 관련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정원문화에 관한한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2013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의 정원문화를 일거에 세계에 알리면서, 이제 한참 주목받기 

시작한 국내 정원문화 저변과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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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의 기대와 성공 전략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걸린 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순천시 풍덕동과 오천동 일원에서 

내년에 개최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연안습지 순천만의 꿈을, 사람이 만드는 

정원에 그 로 투사시켜 펼쳐 보이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이상을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서 사람과 자연, 도시와 습지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아름

다움과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생태도시의 완성된 모습을 꿈꾸고자5) 하는 것이다. 

  111.2ha라는 면적(박람회장 56.4ha, 수목원 25.3ha, 습지센터 10.5ha, 동천 19ha)이나 6

개월이라는 개최 기간으로 보나 규모의 메가 이벤트(mega-event)6)이다. 규모가 큰 만큼 

메가 이벤트에 뒤따르는 효과나 영향도 크다. 규모 행사에 따른 초기 투자로 제반 환경이 

정비되고 공공기반시설이 일거에 쇄신, 구축된다. 개최 도시의 정체성과 외적 이미지도 

크게 개선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주나 사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도시의 브랜드와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오늘날 국제도시들이 앞을 다투어 주요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모두 이 같은 메가 이벤트에 뒤따르는 효과 때문이다. 

  정원박람회는 그 도시나 지역의 경제적 척도를 통합시켜서 다양한 민간 및 공공 개발사업을 

촉발시킨다. 특별히 정원이 갖는 속성상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규모의 산업을 촉진시켜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역 내 식물과 정원 관련 산업은 가장 일차적인 수혜 

상이 된다. 생태와 경제성은 거의 모든 정원박람회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이다. 정원박람회는 

푸른 녹지와 다양한 생물종들을 도시 속으로 유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자 통로이다. 

그러면서 초 형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녹지와 환경에 한 관심과 이해를 촉발시킴으로써 

녹색문화를 성장시킨다. 특히, 이미 순천만과 동천을 중심으로 천혜의 생태 자원을 안고 

있는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관리에 한 성공적인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비록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경험도 없고, 준비기간도 상 적으로 

 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문구이다.

 6) 거  이벤트(mega-event)란 개최 도시의 이미지에 중 한 영향을 주는 세계적 중요성과 높은 수준의 이벤트

(Law, 1993; Lamberti, 2011)를 말한다. 월드컵이나 엑스포 등이 그 표적인 사례이다.



- 35 -

G
re
e
n
 Je

o
n
n
a
m

02_ 탈산업시대 도시정원의 재발견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기대와 성공 전략

짧지만7)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걸린 기 는 결코 작지 않다. 

정원박람회에 한 인식을, 식물로 연출하는 다채로운 색의 향연이라는 시각을 넘어서 자연에 

한 새로운 이해에다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 정원박람회에 걸린 기 는 자뭇 

철학적인 차원과 닿아있기까지 하다.

2.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운영을 위한 전략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운영하기 위해서 짚어야할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충 보더라도 기간시설이나 박람회장 등 물적 시설의 정비와 함께 운영프로

그램이나 서비스, 홍보 등의 비물적 측면이 잘 통합되어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통상 박람회 

성공개최의 척도로 관람객수, 전문가 평가, 주제구현 등 3  요소를 들고 있다. 하지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여부가 관람객 수보다는 박람회의 서비스 수준과 

관광의 품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후방산업 연계 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210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보도자료. 2012.10.24.). 개최를 불과 몇 개월 앞 둔 현 

시점에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완성된 것도 있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현 도시에서 정원의 의미를 재음미하면서 정원문화와 관련된 방안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한된 지면과 함께 조경가라는 필자의 직업상 한계를 따른 것임을 미리 밝힌다.

 

  시간 목표와 전략 : 지속적이고도 중‧장기적인 관점에 의한 목표와 전략

  생물체로서 꽃과 나무, 그리고 벌과 나비와 새를 다루면서 인간의 심미적 감성에 까지 닿

아야하는 정원을 주제로 한 이벤트는 특정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준비로는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 같은 관점에서 국제 이벤트는 개최 당해 연도의 일회성의 성공만을 추구할 것이 아

니다. 중앙정부나 국내‧외 관심과 참여가 개최 연도에만 보장되는 만큼 지역 사회가 관심을 

주어야 할 것은 개최 이후까지의 지속적인 성공이다. 

 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은 사실상 도시계획적 차원까지 감안하여 일찌감치 정원박람회 개최를 결정한다. 

독일 연방정원박람회(BUGA)의 경우 통상 8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신청한다고 한다(Thomas, R.P., 

Porteous G., Simmons, D.G., Garden Tourism and its Potential Organization in Canterbury, 

Department of Parks, Recreation and Tourism, Lincoln University, New Zealand.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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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산업 : 정원박람회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강화

  박람회는 어느 특정 분야만 관련되는 행사가 아니다. 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다. 정원을 중심

으로 하여 예술, 문화, 과학기술, 농업, 임업, 건설업 등의 여러 분야가 집약된 행사이다. 

따라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이들 연관 부문들을 얼마나 잘 통합, 연계시키느냐가 성공의 

중요 관건이 된다. 특별히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원 문화 및 산업이 덜 발달된 한국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동 분야를 획기적으로 성장시켜 줄 것으로 기 된다. 정원박람회를 

인식이나 시장 수요, 그리고 연관 산업망 등에서 아직은 미숙하기만 한 한국의 정원 관련 

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 문화 : 지역/ 국가적 문화상품과 연계

  사계절이 뚜렷하고 수려한 자연을 지닌 한국은 오랜 정원문화를 지니고 있다. 특별히 순천이 

속한 지역은 남도 특유의 예술적 풍토와 문화 향기가 높은 고장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인근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정원과 함께 연계하여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이는 곧 한국

정원 문화의 의미와 층위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산업이나 관광 등 여타 

분야와도 적극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수가 있다.

  지역 문화 :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진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로만 한정된 이벤트가 아니다. 행사장의 크기나 사업의 성격

으로 보자면 그 영향권이 범국가적 차원을 넘나든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절실하다. 숙박, 교통, 관광 등의 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 차원에서 행정 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독일 뮌헨의 BUGA 정원박람회의 경우 주변 지역의 30개 커뮤니티, 8개 도시, 

그리고 5개의 지역 단체가 함께 힘을 합쳤다. 지역 내 여러 도시를 거쳐 흐르는 이자르강과 

운하를 다시 자연화하고 그를 중심으로 200㎞가 넘는 자전거 길을 완성한 것은 그런 범지

역간 협력으로 거둔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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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문화 : 정원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한 문화총체적 접근

  선진 각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정원관련 문화를 적으로 키워 오고 있는 것은 꽃과 

정원에 한 오랜 역사와 두터운 수요층에 연유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원이 갖는 문화적 

다의성과 가능성과도 무관하지가 않다고 봐야한다. 정원을 단순한 꽃과 나무에 한 개인의 

기호 차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공동체의 건강, 도시나 국가의 품격과도 직결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원을 정치, 문화, 산업, 그리고  사회와 국가 전반에까지 걸친 

문화적 복합체로 인식하여야 하리라는 것이다. 

  정원문화 : 정원과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 개최 운영을 통한 정원문화의 대내‧외적 확산

  꽃과 식물, 그리고 정원을 주제로 한 이벤트가 국제정원박람회만은 아니다. 단발성의 규모 

이벤트로는 결코 지역 관광산업에 근본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

(Bramwell, 1997:168)는 순천시에 차후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 고양된 관심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성격과 유형, 장소를 달리

하는 크고 작은 정원관련 행사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펼쳐 나가야 한다.8) 현재 순천만이 

자연생태자원 위주이면서 외부 방문자의 단순 방문관광행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원박람회는 보다 성숙된 관광으로서 내발적 수요를 발굴,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자연생태자원이 갖는 일회성, 단발성의 관광행태를 극복하고 일상 삶 속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관광 수요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8) 유럽의 Entente Florale Europe이라는 이름의 국제현상경기는 그 좋은 한 예이다. ‘꽃과 조경에 관한 유

럽연합체(AEFP,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Flowers and Landscape)’라는 단체가 3000명 이상 주민을 

가진 작은 도시나 마을들을 상으로 유럽에서 매년 개최하는 회이다. 1975년 처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는 략 유럽 12개국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도시에 더 많은 녹지와 쾌적한 

환경을 촉진하고 도시들 간의 더 활발한 접촉과 교류를 촉발하기 위해 상 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

들과 촌락들끼리의 연결망을 토 로 하고 있다. 원예나 화훼, 조경 등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각 도시가 

속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까지 함께 참여하여 꽃과 녹지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교역과 관광을 

증진시키고자 힘쓰고 있는 중이다. 그런 노력을 일거에 가시화시킬 수 있는 정원박람회를 각 지방에서 

앞을 다투어 유치하고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각 도시나 마을들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정원이나 

공원, 그리고 녹지를 더 많이 만들고 가꾸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여행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와 아울러 주민들의 환경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소통을 늘리고, 지역 내에 생태적, 환경적으로 민감한 개발을 촉발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명성과 품격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http://www.entente-floral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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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평소 정원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원박람회에의 참여도가 달라

진다(Fox, 2008:2)는 정원박람회 방문자에 한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결국 정원

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임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다.

  시민 : 시민 각자의 주인의식과 정원 생활화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인은 순천시민이다. 박람회를 

하는 시민의 의식은 행사 당시는 물론 사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단히 중요

하다.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박람회를 맞이하는 한편 각자가 모두 일상 속에서 

정원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나 원예일을 기꺼이 즐긴다고 하는 국민이 

38%나 되는 독일9)만큼이야 하루아침에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남도 특유의 정원문화를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시민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민역량 결집

  위에 열거한 방안들이 아무리 잘 구성, 운영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관련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성공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특히 정원 문화 생산 및 소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개인과 공공,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중요하다. 

 9) 독일 전역의 전원주택 정원이나 텃밭 면적만도 국토의 약 2.6%인 93만ha나 되는 것은 정원에 한 독일 

국민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자료 출처: Deustche Gesellschaft fur Freizeit: Freizeit in 

Deutsche, Frezeittrends 2000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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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무리를 대신하여

  미국의 저명한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적 기업가인 폴 호큰(Paul Hawken)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생태학적, 사회학적 패러다임으로 산업자본주의로부터 자연자본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 또 일본의 아사히글래스 재단은 최근 지구환경에 한 전지구적 처방으로서 

태양에너지사회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들 주장의 공통점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최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된 자연환경에 한 가치 인정과 공동체 의식 회복은 정원

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확하게 부합된다. 도시에서 정원은 태양에너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하면서 실용적인 통로가 된다. 회색도시 속에서 태양에너지는 사람과 정원 

모두에게 절  필요한 존재이다.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거나 거닐면서 햇볕을 받으며 생물

로서 에너지를 받고 건강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된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웃과는 자연

스럽게 만나고 교류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키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넉 달 남짓 이후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막이 오른다. 그 동안 순천시 관계자들과 

시민, 그리고 정부와 각계에서 힘을 모아 준비해 온 만큼 앞에서 말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잘 준비되어 오고 있다고 믿는다.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행사이니 만큼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행복한 정원문화를 전파하는 기폭제가 되면서 차후 뒤따를 여러 다른 정원박람

회에 훌륭한 본보기로 오래 남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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