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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건의

□ 연구 요약

○ 정원 가꾸기(가드닝, gardening)를 하면 WHO가 정의하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함. 자기존중(Self-Esteem), 심장건강(Heart Health), 스트레스 감소,

숙면, 손 근력, 가족의 건강과 건강한 재정에 도움을 주며, 흙은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음. 사립식물원(private botanical garden)에 대한 한 연구에서 지불의사금액

(WTP)이 12,234원이라는 결과도 있음

○ 가드닝을 진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5년에 법을 제정하였고 경기도는 2017년에 

조례를 제정. 이 연구는 국가의 법과 경기도의 조례에 의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

한 것

○ 정원의 기원은 자연을 순치한 생산 공간이므로 경작(agriculture) 그리고 문화

(culture)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으며, 창작, 참여, 교육, 감상 등 훌륭한 문화 활동

으로 볼 수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정원, 공동체 정원, 정원박람회가 도시를 

재생하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정원박람회와 

마을정원은 전국으로 확산

○ 국가가 정원진흥을 위한 2차 계획을 수립 중이나 아직도 정원산업을 정의하지

(define) 못하고 있는 실정. 일부는 사업체 등록을 했을 것이고 일부는 농업경영체 등

록을 했을 것이나 산업의 범주를 살펴보고 관련된 산업을 조사하여 개략의 소비규모

를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동향을 살필 수 있기 때문

○ 경기도 가드닝 규모는 1조원 정도로 추정됨. 우리나라 뉴스 기사로 본 정원에 대한 

관심도, 세계 가드닝 시장의 규모와 동향, 다른 나라들의 가드닝 관련 분야들의 동향

을 조사하였음. 우리나라 화훼산업 중 분화(盆花, potted plants)와 절화(折花, cut

flowers)는 급감했으나 정원용인 초화(草花, herbaceous plants)는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 가드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취미와 건강 중시, 1인 

가구 증가로 집 안의 정원, 작은 정원, 손쉬운 정원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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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원문화진흥을 위한 5년간의 정책사업으로 785억원으로 계획. 이중에서 도

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으로 예산계획은 비교적 현실적임. 이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구)녹지재단을 다시 부활시켜야 가능하며, 국가와 지방 그리고 학계는 가드

닝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산업 조사를 해야 할 것. 경기도에서 시작한 정원박람회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착되었는데 경기도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담당할 조직이 없는 

상황. 경기도의 가드닝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특히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재편 중인 유통센터는 시급

□ 중간지원조직의 절대적 필요, 경기녹지재단의 재활은 시대적 요구   

○ 公園(공원)은 공공의 정원, 공원은 공공 영역, 정원은 개인 영역. 최근에는 공동체 정

원, 마을 정원 개념으로 정원의 공익적인 부분도 강조되는 경향. 인공과 자연을 매개

하고 도시와 자연을 매개하여 도시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조성하는데도 일조하고 

있는 상황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전신인 경기녹지재단은 우리나라 정원문화박람회를 만들어 

내었으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 역시 전국 최초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경기도

와 우리나라 곳곳에서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아울러 재단

이 활성화시킨 오픈 가든은 많은 정원전문가들로부터도 호응도가 높았고 호응도가 

더해 가는 상황에서 아쉽기도 그 기능이 마비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경기도 정원문화 종합실시계획의 18개 과제에 대한 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과제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전)경기녹지재단이 아주 필요함

을 알게 되었음(제5장 각 과제별 계획서 참조)

□ 정원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원은 개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까지 확장. 이

를 테면, 순천만 정원이 정원인가 아니면 공원인가? 사실은 공원이 아닌가 하는 판단

이 됨

○ 정원산업은 사업체 조사가 불가한 상황. 산림청과 김완순(2015)는 선행연구에 기초하

여 식물소재를 비롯하여 8가지 범주로 정의. 주로 해외 선례를 검토하여 범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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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의 범주를 보면 분명한 영역을 갖고는 있으나 화훼, 도시농업 등과도 경계가 섞

여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고찰이 필요

□ 경기도 시군의 업무 분장과 조직의 필요

○ 경기도는 격년으로 하던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이제는 매년 경기도의 시군을 순화하

면서 개최. 각 시군에는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무

○ 법이 만들어지고 경기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민사회는 웰빙으로 정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조직,

최소한 업무라도 분장

□ 어떠한 방식으로든 플랫폼이 시급

○ 이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플랫폼, 시민정원사와 도시농업의 마

스터가드너들의 활동의 장으로써 각 지역별 협의체를 묶는 경기도의 협의체, 민간 부

분은 특히 유통 분야의 플랫폼이 시급

○ 정책건의 제일 앞부분의 경기녹지재단의 재활(경기녹색재단의 설립)이라도 우선적으

로 되면 시작이 가능하고 유통분야 플랫폼은 대규모적, 계획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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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과 목적

○ 국가는 법을 제정하였고 지방의 계획을 권장. 수목원법을 개정하여 정원을 새롭게 제

정(2015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법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

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종합계획을 의무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

정(2017년)

- 조례 제4조(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이

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법에서는 “진흥 실시계획”을 조례에서는 “문화산업 종합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일단은 “종합실시계획”으로 명명(향후 조례 개정 시 문구수정 필요)

□ 정원은 급성장 중인 문화 활동

○ 인류의 초기 자연은 생존의 조건이기도 했지만 위협의 대상, 따라서 초기 인류정주의 

삶터는 담으로 둘러싸여진 주택과 정원

- 초기의 정원은 텃밭과 같은 생산 공간. 즉, 자연의 식물을 작물로 순치시킨 곳, 자연

의 동물을 가축으로 순치시킨 곳. 결국, 자연의 문화화한 공간

- 생산의 잉여는 물물교환과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서서히 열락의 공간으로 변

모. 이후에는 귀족과 왕들의 대표적인 열락공간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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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은 인류의 먹고 노는 자연스런 문화로 정착

- 식(食) 문화: 식물을 길들여서 작물을, 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을 기르는 공간

- 휴(休) 문화: 나무 그들에서 쉬고 동물을 키워 보고 즐기는 곳, 유럽에서는 대규모 

사냥터로 발전하기도

- 우리의 문전옥답(門前沃畓): 인류의 정주 공간의 표본은 주택과 정원

○ 왕가와 귀족의 열락의 공간이었던 정원은 민주화로 인해 국가에 귀속되고 국민에게 

개방되어 정원에서 공원으로

- 한편 제1,2차 세계 대전으로 정원은 다시 생산 공간으로 회귀(승리의 정원, victory

garden). 최근에는 안전한 먹을거리 차원에서 생산 기능이 다시 강조되면서 도시농

업으로 안착

- 도시에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위해 다양하게 식물과 동물을 이용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제2장 참조)

○ 가드닝이 마음과 몸을 돕는 증명된 7가지 장점1),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손톱 

밑에 흙을 묻혀 보기를 권장(Caroline Picard and Amanda Hawkins, 2019)

- (1) 가드닝은 많을 칼로리를 태움 : 중간 강도의 운동 효과.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2013)에 의하면 지역사회 정원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유사한 이웃보

다 BMI(체질량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보고

- (2) 혈압을 낮춤 : 국립원심장폐혈액연구소는 혈압을 낮추려면 30분에서 45분 정도

의 정원활동을 권장

- (3) 옥외활동은 뼈에 좋음 : 비타민 D를 생성하여 뼈를 강화

- (4) 직접 재배는 더욱 건강한 섭취를 유도 : 플로리다 식품농업과학원(2016)에 의하

면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먹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특히 아이들에게 새롭고 신

선한 식사를 할 기회를 제공

- (5) 스트레스 감소 : 22가지 사례를 조사한 예방의학보고서(2017)에 의하면 가드닝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 그래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권장

- (6) 공동체의 원천을 제공 : Journal of Public Health(2016)에 의하면 텃밭에서 일

한 사람들은 안한 사람에 비해 자기존중, 기분장애 해소, 건강이 훨씬 높다는 보고

- (7) 행복을 선사 : 식물을 키우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하고 살아 있는 무엇인가를 돌

보는 것은 희망적인 것

1) https://www.goodhousekeeping.com/health/wellness/a22109/health-benefits-g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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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문화 활동이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

- 실내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을 두는 작은 화분에서부터 실내의 벽면과 천장을 장식

하고 베란다를 장식

- 건강한 채소를 제공하는 텃밭에서부터 이웃과 함께 경작하고 나누는 공동체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

- 마을주민이 함께 가꾸는 마을정원 개인의 주택과 연결하는 골목정원, 학교에서 병원

에서 직장에서 클럽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원 가꾸기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적 범위

○ 법에서는 국가는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지방은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데, 기본계획의 내용을 법 제6조에 규정

-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정원 조성현황

- 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과 정원 간의 교류확대, 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정원의 해외 조성 및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

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 정리하면, 조성 현황, 기본방향과 목표, 활성화 시책,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정원산

업 육성, 국내외 교류

□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적 범위

○ 법에서는 국가는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지방은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데, 기본계획의 내용을 법 제6조에 규정

- 기본 방향 및 목표

-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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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리하면, 정원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활성화 시책(조성과 지원 포함), 인력(시민정

원사) 양성, 정원산업 육성, 국내외 교류

□ 내용적 범위와 목차 구성

○ 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경기도는 일단 정원문화와 시민정원사를 중요시 하는 관점

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 내용적 범위

- (1) 정원의 조성과 현황, (2) 정원문화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 (3) 정원문화의 육성 즉, 정원진흥

- (4) 시민정원사의 전문화와 활성화, (5) 정원 조성과 지원 등의 활성화

- (6) 정보화, (7) 국내외 교류협력

법의 규정 목차 구성

∙ 정원의 조성과 현황 

∙ 기본방향과 목표

∙ 정원산업의 육성 

∙ 시민정원사의 전문화와 활성화

∙ 정원 조성과 지원 등의 활성화

∙ 정보화

∙ 국내외 교류협력

정원의 현황 (2장)

정원 현황과 동향국내외 동향

정원산업의 전망 (3장)

경기도 정원문화진흥의 
비전과 목표정원문화진흥의 비전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

(5장)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경기도 정원산업의 육성

경기도 시민정원사 활력

경기도 정원 플랫폼

경기도 정원 국내외 교류

주) 4장은 설문조사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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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기본적인 현황, 국내외 정원에 대한 계획과 활동의 동향

○ 사례연구 : 관련계획, 설문조사 과거 사례와 비교

○ 현장전문가 자문 및 원고 : 산업동향의 맥을 잡고 각 과제에 대한 현실성 강화

○ 정책협의 : 경기도 정원문화진흥의 비전과 과제 등

<그림 1-1> 연구흐름도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8

3. 정원의 편익과 문화

□ 정원이란?

○ (법적 정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

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

○ (사전의 정의) 국어사전에서는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 영어 Garden, 영국식 영어에서 정원은 집 옆에 있는 땅으로 꽃과 채소, 다른 초목

들이나 때때로 잔디

- 미국식 영어에서 보통 사용하는 단어는 뜰과 마당(yard)이며, 정원은 꽃과 채소를 

기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땅

- 동사로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거나 식물을 심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

○ 정원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와 교육, 전통 정원에 대한 관심 등 정원은 문화 

현상으로서 외연이 확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며, 인접의 용어들과 혼재되어 사

용되기도 해 내용과 구분에 대해서는 본문 곳곳에서도 다룰 것

□ 가드닝(gardening)의 편익

○ 연구배경에서도 대표적인 연구사례로 가드닝의 편익을 소개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도 건강이란 ‘건강에 해로운 증상이 없다는 것이며, 긍정적인 삶, 삶의 질, 공

동체 의식, 행복이 있음을 의미(WHO, 1948)하는 것으로 정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좋은 식단의 영양소 섭취에서부터 만성질환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정리2)

- (1) 자기존중으로 성장한 가정 : 무엇인가를 키울 수 있는 사람, 지구와 좀 더 조화

로운 사람, 결국 엄지손가락이 녹음(綠陰)처럼 보이게 되는 정원사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함

- (2) 심장 건강을 위한 가드닝 : WebMD에 의하면, 가드닝, 자작(自作) 활동, 가사는 

2) https://healthtalk.unchealthcare.org/health-benefits-of-g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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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데 있어 공인된 운동만큼 효과가 있음

- (3) 스트레스 감소 : 네덜란드에서 실험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고 난 

후 가드닝을 하게 했더니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감소

- (4) 흙에서의 행복 : 토양 속의 M. vaccae를 흡입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불안감이 감소. Discover 잡지에 따르면 자연에서의 산책이나 정원을 돕는 것만으

로도 M. vaccae를 복용한 것

- (5) 숙면 : 펜실베니아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가벼운 가드닝 활동으로 밤에 더 잘 수 

있게 됨

- (6) 손 근력 : 손과 손가락의 힘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좋은 방법

- (7) 가족 건강 : 혼자 활동도 가능하지만 가족과 유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 아

이들 알레르기 적응 등 수많은 장기적인 이점과 관련

- (8) 재정 건전성 : 가드닝 못 하면 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잘 하면 비용을 줄이는 것

자료 : https://www.pinterest.co.kr/pin/97531148156219162/

<그림 1-3> 가드닝의 편익

○ 사립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은 12,234원이 도출,

이를 토대로 전국 사립식물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2,338억 원이 도출3)

3) Yong-Gook Kim, Ji-Hyun Che(2018), “A Study on the Importance and Valuation of Public Functions in Private 

Botanical Gardens,” Korean Inst Landsc Archit 46(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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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도와 가치를 계층화분석(AHP)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사용

-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계층화분석(AHP) 결과,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

은 ‘보전(23.4%)’, ‘휴양․관광(17.5%)’, ‘조사․연구(16.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

둘째,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가치 가운데 ‘유산가치(33.0%)’와 ‘존재가치(32.5%)’가 

중요하게 인식

□ 정원문화가 중요한 이유

○ 정원은 그 모태가 자연을 순치한 공간이므로 그 자체가 문화. 정원-경작-문화는 불가

분의 관계를 맺고 외연 확장과 분화 그리고 융합되어 옴

○ 국립수목원과 김인호 외(2015)4)는 정원문화를 구체적으로 설명. 첫째는 장르로 설명,

유·무형의 생활문화는 정원을 감상, 학습, 조성, 나눔 등으로 구분

자료 : 김인호 외(2015),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원의 제도적, 문화적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수목원 일반연구 개발사업.

<그림 1-4> 정원문화의 장르와 활동범위

○ 두 번째는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방식 및 참여수준에 따라 창작, 참여, 교

육, 감상의 형태로 나타나며 문화를 향유하는 일반적인 활동범위이자 참여방식인 것

으로 설명

4) 김인호 외(2015).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원의 제도적, 문화적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수목원 일반연구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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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상게서.

<그림 1-5> 정원문화의 활동범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정의된 정원산업은 정원용 식

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제 2 장 정원(庭園)의 현황과 동향

1. 정원의 조성과 산업 연구

2.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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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원(庭園)의 현황과 동향

1. 정원의 조성과 산업 연구

1) 법정 국내정원 현황5)

○ 정원은 인류 삶터 문화 양식이므로 지구촌 어디에나 수많은 종류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용되고 변화되고 발전

○ 이 보고서의 국내 정원 현황은 수목원정원법에 근거하여 산림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 정원은 늘어날 전망

□ 국가정원은 순천만, 태화강 2개소

자료: “순천만습지·국가정원 체류관광-감성스토리 흐른

다.”, 서울신문(2019.02.14)

자료: “순천만국가정원 정원지원센터 개소”, 순천광장신문

(2018.04.19)

명칭 위치 규모(ha) 지정 연월일

순천만 국가정원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7 111 2015.09.05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91.3 2019.7.11

<그림 2-1> 순천만 국가정원

5)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16

□ 지정된 지방정원은 11곳

명칭 위치 규모(ha) 조성기간

연당구곡지방정원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860-1 일원 12 ′16~′19년(4년간)

안면도지방정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13-207 일원 14 ′16~′19년(4년간)

화랑지방정원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8-1 일원 30 ′16~′19년(4년간)

수생정원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3 일원 10 ′17~′20년(4년간)

남도정원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윤교리 산114 일원 20 ′18~′21년(4년간)

속리산말티재정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8-1 10 ′18~′21년(4년간)

봉학골정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산32-1 33 ′18~′21년(4년간)

구절초정원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일원 29 ′18~′21년(4년간)

다산원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77 11 ′18~′21년(4년간)

매화테마정원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844 17 ′18~′21년(4년간)

악양동정호정원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05-2 12 ′18~′21년(4년간)

<표 2-1> 전국 지방정원 현황

자료: “생명의 강이 품은 도심 속 공원, 국민정원으로”, 울산신문(2018.01.01)

<그림 2-2> 가장 최근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 태화강은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최근에 국가정원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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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민간정원은 14곳

명칭 위치 규모(ha) 등록일

아름다운정원화수목 충청남도 천안시 묵천읍 교천리 211-1 일원 2.8 2015.08.19

생각하는 정원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3.3 2015.09.11

서유숙 정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로 596 일원 0.5 2015.09.15

섬이정원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888-4 일원 1.5 2018.10.15

해솔찬정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저산리 572-1 일원 1.8 2016.04.14

남해토피아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88-2 일원 1.4 2016.05.19

힐링파크 쑥섬쑥섬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677 일원 0.7 2019.02.03

죽화경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190 일원 1.2 2017.03.23

비밀의 화원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495 일원 0.5 2017.05.26

홍송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일원 2.6 2017.06.28

초암정원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산7번지 일원 4.3 2017.09.22

금세기정원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988 일원 1.1 2017.09.22

위토피아가든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로 521 일원 1.5 2017.10.27

손안에 솔정원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45-7 일원 0.6 2018.01.10

<표 2-2> 전국 민간정원 현황

자료: “생각하는 정원, 대한민국 대표 민간정원 등록”, 제주의 소리(2015.09.16)

<그림 2-3>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생각하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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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정·등록된 전국의 정원 분포도

□ 지정·등록된 경기도의 정원은 없었으나 ‘19.6.27. 양수리 세미원이 경기도 제1호 지

방정원으로 등록

□ (정원박람회) 경기도는 이미 선도적으로 정원박람회 등을 개최

○ 대한민국 정원박람회의 초대는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 지금은 전국에서 대중화되었

는데, 말 그대로 경기도 정원문화는 대중화의 대표적 성공사례임.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를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고 언급하지도 않음. 왜 그럴까?

○ 경기도는 이보다 앞서 1996년도에 경기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1997 고양 세계 꽃 

박람회 기본계획을 의뢰했고 행사를 개최. 이 역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언급을 안 하는 것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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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군수(1996), 1997 고양 세계 꽃 박람회 기본계획,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2-5> 1997 고양 꽃 국제 박람회 기본계획도

박람회 명칭 개최시기 개최장소
누적방문객수

(만 명)

경기정원문화박람회

(2010, 2012

2014~2017)

10월초~10월중 경기도 시군 순회 110

부산조경·정원박람회

(2013~2017)
10월초 벡스코, 부산시민공원 24

코리아가든쇼

(2014~2017)
4월말~5월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204

서울정원박람회

(2015~2017)
10월초~10월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공원 245

<표 2-3> 국내 주요 정원박람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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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부천시 중앙공원서 개막”, KFM경기방송(2018.10.11)

<그림 2-6> 2018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 경기도를 필두로 시민정원사 양성

시·도 교육과정 교육기관

서울
시민조경아카데미 (자)환경조경나눔연구원

시민정원사 서울대, 서울시립대, 삼육대

경기
조경가든대학

경기도 내 평생교육시설(공모)
시민정원사

전남 순천 시민정원사, 꼬마정원사, 누구나정원사 순천시 정원산업사

20개 지방정부 마스터가드너(Master Gardner)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표 2-4> 시민정원사 양성 현황

○ 시민정원사 양성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서울, 경기, 전남 순천인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주도하여 모델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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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원사 양성과 별도로 도시농업 분야에서 마스터가드너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주도하고 실시하는 지방정부는 20개소

<그림 2-7>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절차

○ 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 교육기간: 4월초~11월(총 30주, 8월 하절기 방학)

- 교육시간: 120시간(이론 36시간, 실습 84시간) / 1회 4시간, 30주

- 교육내용: 식물이해, 식물관리, 정원조성 등 5개 분야

구분 교육분야
교육시간

교육내용(예시)
합계 이론 실습

필수

식물이해 16 8 8 식물생리⋅분류, 정원수목 및 원예식물의 종류와 특성

식물관리 32 8 24
병⋅해충관리, 전지⋅전정, 비배관리, 식재 및 관수, 식물번

식, 제초, 멀칭, 월동관리, 잔디관리

정원조성 32 8 24 화단조성: 습지원, 초화원, 교재원, 암석원, 허브원 등

재량

자기개발 24 4 20
식물해설, 선진 정원답사, 관련 정보 및 사진관리, 가드닝 관

련 자원봉사 등

자유선택 16 8 8
기타 교육생에 필요한 가드닝 관련 실습 등 전담교수의 재량

으로 구성(개강식, 수료식 각 1시간 이론에 편성)

계 120 36 84

자료: 경기도 시민정원사 홈페이지(http://www.ggardener.com)

<표 2-5> 경기도 시민정원사 교육내용

○ 경기도 시민정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연구원 보고서 참조(이양주 외, 경기

도 시민정원사 인증 및 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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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산업의 범주

□ 정원산업은 8 범주로 요약6)

○ 식물소재, 정원자재, 정원시설, 소재유통, 전시문화관광, 교육서비스, 설계시공, 정원

관리

- 김완순 외(2015)는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정원산업 시장 동향을 분석해온 전문통

계회사들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

사를 통해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정리

<그림 2-8> 정원산업의 범주(외국 조사문헌 요약) 

<그림 2-9> 정원산업의 범주(외국 조사문헌 요약 +국내 설문조사)

자료: 김완순 외(2015),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산림청 정책연구용역사업, p.10, p.22.

6) 김완순 외(2015),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산림청 정책연구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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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원산업의 범주는 개략 규모별로 열거하면 (1) 식물소재, (2) 소비유통, (3) 정

원자재, (4) 설계시공, (5) 전시문화관광, (6) 정원시설·가구, (7) 정원관리, (8) 교육

서비스

○ 외국의 시장 자료들을 정리해보면 원예, 화분과 플랜트, 정원자재, 정원장비, 관리용

품, 기타로 정리

- 영국 조사기관인 마켓라인(MarketLine)은 (1) 식물과 원예자재, (2) 옥외생활, (3)

정원빌딩, (4) 정원도구, (5) 정원용품으로 자료 구축

-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영등포, ☏ 02 6123 0200∼0217)

Euromonitor International (1) 원예(실내식물, 종자, 기타), (2) 화분과 플랜트, (3)

정원장비(손도구, 전기도구, 제초기, 관수), (4) 정원돌봄(비료와 토양 등 성장제, 제

초제와 농약 등 식물보호), (5) 기타 가드닝으로 정원산업의 규모 정리

○ 이 연구에서는 식물소재, 소비유통, 정원자재, 설계시공, 전시문화관광, 정원시설·가

구, 정원관리, 교육서비스 8범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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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정원산업7)

□ 세계 정원산업 규모는 210조원(2013년 기준)이고 연평균 2.5% 성장

○ 다수의 전문분석회사들이 매년 정원산업 통계를 발표, 미국은 매년 정원활동비용 설

문조사를 통해 국가정원통계 발표(national gardening survey)

<그림 2-10 정원산업 지역별 비율(%) 

<그림 2-11> 정원산업 범주별 비율(%)

자료: 김완순 외(2015), 재인용(MarketLine, 2014)

- 김완순 외(2015)는 앞의 외국 조사문헌에 의한 정원산업의 범주 7가지에 의거, 영국

의 조사&상담 기관인 MarketLine의 세계 정원산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가

드닝협회(US National Gardening Association) 자료를 비교, 주요 국가의 자료를 

분석

7)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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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91조, 2010년 196조, 2011년 203조, 2012년 206조, 2013년 210조원으로 평

균적으로 연간 2.5%씩 증가. 같은 기간 아태지역은 연간 평균 5.1%씩 증가

○ 지역별로는 유럽이 36.5%, 아메리카 35.1%, 아태지역 26.8%를 차지

- 아태지역에서는 중국이 45.6%, 일본이 22.9%, 인도가 8.5%를 차지. 유럽에서는 독

일 18.3%, 프랑스 12.7%, 스페인 10.3%, 영국 9.2%, 이탈리아 8.8%를 차지

○ 범주별로는 식물과 원예자재가 56%를 차지. 아태지역에서는 식물과 원예자재가 무려 

68.9%를 차지하는데 유럽(52.5%)과 비교하면 16%나 차이를 보임. 1차 재료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신흥시장으로 해석 가능

□ 영국 7조, 독일 14조, 일본 13조, 미국 55조8)

○ 미국은 정체(연평균 –0.3%), 일본은 정체(0%), 영국 거의 정체(0.9%), 독일은 아주 미

미하게 성장(1.4%)

○ 일본은 식물과 원예자재 부문이 32.3%로 활동과 용품이 발당하여 매우 선진적으로 

것으로 해석

○ 미국정원협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0%가 참여, 가구당 연간 50만원을 정원활동에 

지불 

□ 2018년 영국 8조, 독일 15조, 일본 14조, 미국 54조로 전망9)

○ MarketLine은 2018년까지 2.9%씩 증가하여 243조, 유럽은 2.0씩 증가하여 85조, 아

태지역은 5.5%씩 증가하여 7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8년 미국 54조, 독일 15조, 프랑스 11조, 영국 8조, 일본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

미국과 일본이 생각보다 크고 영국은 생각보다 적은 규모

○ 미국 정원 장비산업은 20조 정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잔디각기, 물관리, 손 도

구, 가위 등 순위 

8) 자료: 김완순 외(2015), 재인용(MarketLine, 2014)

9)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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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십억 불)

자료 :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gardening-equipment-market

<그림 2-12> 미국 정원 장비산업 전망 

□ 대체품에 취약 결국 유행에 민감

○ 김완순 외(2015)는 해외 시장의 특성을 소비자의 힘, 공급자의 힘, 경쟁의 정도, 신규

진입, 대체품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다른 요인들은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나 대체품의 

위협은 큰 것으로 분석

- 정원산업은 대체품이 가격이 낮아지거나 좋은 기술에 의해 대체품이 개발되거나 고

객의 선호가 이동되는 등 결국 유행에 민감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따라서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점들을 잘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두드러지

게 지원하여 스포츠의 응원가와 같은 긍정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어느 분야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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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정원산업-110)

□ 국내 정원산업 규모는 12,792억원(2014년 기준)으로 세계의 1%도 안 되는 0.6%

○ 국내는 세계와는 다르게 전후방산업 분류, 생산-유통-소비로 재분류, 개인과 공공으로 

분류하고, 국가통계, 산업통계, 전문업 매출, 공공소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불

가한 항목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으로 추정. 전망치 역시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근거

-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국내 정원산업(산업부문)은 식물소재, 정원자재, 정원시설·가

구, 소비유통, 교육서비스, 전시문화관광, 설계시공, 정원관리 8개 범주로 분류

○ 2014년도 기준으로 국내 정원산업을 12,792억원으로 추정. 이 중에서 식물소재가 

67.8%로 1위, 2위는 소비유통으로 13.4%를 차지

- 우리는 1조 3천억 정도로, 일본의 10%도에 못 미치는 상황(일본 14조)

□ 범주별 규모는 다양한 출처에 의해 추산

○ (식물소재) 8,676억원으로 추정. 초화류, 관상수, 화목류, 종자·종묘는 생산농가 출하

액으로 농식품부의 화훼재배 현황(2015)에 근거. 조경수, 잔디, 야생화는 조달단가로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2015)에 근거

<그림 2-13> 국내 정원산업 범주별 규모(억원) 

10)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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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
합 계
(억원)

비 율
(%)

하위 범주별 금액

합 계
(억원)

12,792

식물
소재

8,676 67.8
초화류 관상수 화목류 종자·종묘 구근류 조경수 잔디 야생화

1,356 305 343 105 28 5,920 265 354 

소비
유통

1,709 13.4
초화류 관상수 화목류 종자·종묘 구근류

1,085 244 274 84 22 

정원
자재

747 5.8
재배 흙 원예비료 식물보호 정원도구 정원용품

180 200 37 159 171 

설계
시공

709 5.5
-

전시문화
관광

378 3.0
식물원과 수목원 순천만 국가정원

307 71 

정원시설
가구

339 2.7
-

정원
관리

142 1.1
-

교육
서비스

92 0.7
대학 식물원과 수목원 단체 중장&지방정부 R&D(농진청+산림청)

2 28(4+24) 6 9 46.8(45.7+1.1)

자료: 상게서(pp.84-94) 내용 표로 재정리. 

<표 2-6> 국내 정원산업 범주별 규모

○ (소비유통) 농식품부 화훼재배현황(2015년)에서 생산액 마진에 1.8배를 적용하여 유

통 마진을 계산

○ (정원자재) 재배 흙은 국내 상토시장의 원예용 450억(한국농자재신문, 2015) 중 비농

가 40%를 적용, 원예비료는 국내 비료시장 2,000억(농협중앙회 비료산업 통계요람,

2014) 중 가정원예용 7.5, 녹화용 2.5%. 식물보호는 Gardening in South

Korea(Euromonitor International, 2014). 정원도구는 잔디제초기, 관수장치, 전정장

비 및 도구(상게서), 정원용품은 포트(상게서)

○ (설계시공) 국토교통부의 신규 단독주택 건설실적에 10%가 정원을 조성한다고 가정

하고 평균단가는 호당 2천만 원, 재료비를 제외한 설계시공비를 산정

○ (전시문화관광) 산림청 통계로 실측 가능한 식물원과 수목원의 입장수익과 순천만 국

가정원의 과거 1년간 입장수익으로 추정. 이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서비스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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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시설·가구) 우리나라 2014년도 민간주택 정원공사비를 보니 전체 조경공사 수주

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2015)의 2.36%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에 2.36%를 곱하여 산정

○ (정원관리) 전문가 그룹의 설문에 의해 정원설계시공의 20%를 적용

○ (교육서비스) 정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주체별로 교육비를 계산. 식물원과 수

목원은 체험 프로그램 24억도 포함, 정부는 지방과 중앙 합산, 연구비는 농진청과 산

림청의 정원관련 연구비 합산

□ 산업형태로는 생산이 76.3%, 영역별로는 공공이 88.3% 차지

○ 산업형태별로 보면 생산(식물소재, 정원자재, 정원시설)이 76.3%, 유통(소비유통)이 

13.4%, 서비스(교육서비스, 전시문화관광, 설계시공, 정원관리)가 10.3%

○ 영역별로 보면 공공이 88.3%, 민간이 11.7%를 차지

- 김완순 외(2015)는 공공영역의 정원산업은 비주거용 건물, 도시계획시설, 가로수와 

녹도, 자투리 시민참여 녹지로 정의, 서울시 예산을 기점으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해

석하여 추정

- 2015년도 서울시 예산이 3,716억 원이고 인당으로 환산하면 35,908원. 이를 전국단

위 인구로 환산하여 추정하되 서울시 수준을 최대, 서울시 25% 수준을 최소, 서울

시 50% 수준을 중간으로 계상. 이에 중간을 적용하여 11,292억 원

- 민간영역은 2014년 단독주택 건설에서 10%가 정원을 조성한다는 가정에서 1,500억 

원으로 산출

- 위의 총 규모 12,292 = 11,292 + 1,500으로 일치하여 흥미로움

□ 국내 정원산업 김완순 외(2015)의 약 1조 3천억 원은 최소 수준으로 추정

○ 실측 가능한 자료에 근거, 비율의 적용도 엄격한 편, 도시농업과 같은 인접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미 고려, 공공주택에서 일어나는 정원의 조성 미 고려 등으로 소극

적으로 추정하여 거의 최소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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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종사자는 56,756명, 판매량은 4억7천만 본

○ 농식품부 화훼재배현황의 농가 수×2, 한국조경수협동조합의 생산자 수×1.5를 식물소

재산업 종사자 수를 계산하면 전체의 56%인 31,794명

- (조성 및 설계시공)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조경관련조합은 16개이고 이들에 

등록된 최대치인 10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업체당 10명 종사를 가정하여 16,000

명

- (교육·인력양성) 정원 교육과 인력 양성은 한 해 30과정에 2년 누적으로 계산

- (도구, 용품, 가구 등) 정원 도구, 용품, 시설과 기구는 평균 50개 업체가 등록된 8

개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등록), 한 업체당 종사자 수를 10명으로 간주하

여 4,000명

<그림 2-14> 정원산업 종사자(명, %) 

○ 농식품부 화훼재배현황(2015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초화류가 311백만 본으로 

66%, 조경수는 50백만 본으로 11%를 차지, 합계는 4억7천만 본. 인구 일인당 9주는 

사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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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정원산업-211)

□ 2018년 기준 2% 성장에 295십억 원

○ 성장요인은 미세먼지 정화 및 매력적인 개인 공간의 요구

○ 제초제 산업이 가장 큰 성장요인 7%

○ 정원용 손도구 외에는 대부분의 범주가 성장

○ 각 영역은 심하게 분절, 리드인 이케아 코리아 점유율은 1%

○ 연평균 3% 정도 성장하고 2023년에는 343십억 원으로 추정

□ 한국 정원산업 3대 전망 : 대중화, 스마트, 온라인 

○ (대중화 가운데 지속적 성장)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개인적은 공간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주요인

○ (강한 잠재력의 스마트 가드닝의 시작)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으로 육성, 기업 블룸엔진이 좋은 예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서서히 이동)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정원을 가꾸는 방법들

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등

□ 3대 경쟁 특징 : 이케아 코리아, 낮은 진입장벽, 혁신 필요

○ (이케아 코리아가 리드) 2018년에는 이케아 코리아가 리드 역할, 이케아가 가드닝 작

업을 선보이고 이마트와 143개의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 BFA(Bumwoo Flower

Association)는 자체 웹사이트도 운영

11) Euromonitor International(2019), Gardening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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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BFA 웹사이트

○ (낮은 진입장벽으로 분절) 상품의 수익성이 낮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작은 상점이 발

달, 경쟁의 심화. 좀 더 매력적인 서비스가 필요

○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혁신) 몇몇 아울렛은 소비자 교육 세션을 운영. 스타트 업 업체

인 Kukka-핀란드어 꽃-는 매달 13,900원 꽃 기부도 함. 이런 다양성이 소비자 선택과 

판매 향상에 기여

□ 한국의 정원산업(판매)

○ 2018년 기준 295십억 원, 2013년에서 2018년 매년평균 1.1%씩 성장(다음의 표)

- 제초제는 매년 평균 8.4% 성장, 손도구는 1.5%씩 감소

○ 이케아 코리아는 2014년도 0%에서 2018년 1.0%

○ 2008년 기준 매장에서 판매가 83.1%, 매장이 아닌 수단은 16.9%(인터넷 판매 14.5%

와 홈쇼핑 2.4%)

○ 2023년에는 3천1백억 원 전망

- 정원돌봄 29.9, 정원장비 33.3, 원예 5.0, 화분과 플랜트 9.3, 가드닝 5.2%로 구성

□ 한국의 정원&가구 산업의 전망

○ 경제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정원산업은 긍정적 신호, 주력 기업들이 사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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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생활과 밀착된 가구기업이 집수리 업에, 집수리 업체가 가구산업에 진입

- 일인가구 증가와 모자라는 여가로 집에서 휴식의 수준을 높이고 가정식대체(home

meal replacement, HMR) 음식을 선호하고 수입 홈웨어도 잘 팔림

○ 현대리바트, 신세계 등 가구산업을 합병 혹은 인수하여 IoT 기술로 집안 생활을 혁신

하고 있으나 라돈 문제가 불거지기도 함. 정부는 유럽 안전 기준을 요구

○ 한샘이 많은 소매점을 등에 업고 강한 리드 유지. 360개 가구 아울렛 보유. 작은 집수

리 업체들도 파트너쉽, 9개의 대규모 쇼룸도 보유, 인터넷과 홈쇼핑 채널로도 영역 

확대    

(단위:십억)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원돌봄 0.4 0.5 0.5 0.6 0.7 0.8 

성장제 0.2 0.3 0.3 0.4 0.4 0.4 

비료 0.1 0.2 0.2 0.2 0.2 0.2 

토양 0.1 0.1 0.1 0.2 0.2 0.2 

식물보호 0.2 0.2 0.2 0.2 0.3 0.4 

병충관리 0.1 0.1 0.1 0.1 0.2 0.2 

제초제 0.1 0.1 0.1 0.1 0.1 0.2 

정원장비 4.0 3.9 4.0 4.0 4.0 4.0 

정원손도구 2.3 2.2 2.2 2.2 2.1 2.1 

정원파워도구 - - - - - -

잔디깍기 1.7 1.7 1.8 1.8 1.9 1.9 

일반 1.7 1.7 1.8 1.8 1.9 1.9 

라이딩 - - - - - -

로봇 - - - - - -

관수 - - - - - -

원예 258.3 258.5 259.4 261.7 265.9 271.3 

실내식물 145.5 147.2 149.3 153.0 158.2 162.4 

종자 12.9 13.0 13.1 13.4 13.8 14.4 

기타 원예 99.9 98.3 97.0 95.3 93.9 94.5 

화분과 플랜트 17.1 17.1 17.2 17.5 18.0 18.9 

기타 가드닝 - - - - - -

합계 279.8 280.0 281.1 283.8 288.6 295.0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2019), Gardening in South Korea.

<표 2-7> 한국 정원산업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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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업 규모 과거연구자(2015년)의 자문
2019.08.26.(월) / 서울시립대학교

∙ (방법론) 통계자료는 생산자의 정보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추정. 설문조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범위에 초점

을 두고 조사. 경기도 추정 시에는 지역별 생산정보가 유효. 외국에서 추정한 자료들은 심지어 10배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조사 가능한 업체의 자료에서 시장점유율로 추정한 것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 가장 아쉬운 것은 

정원산업 통계를 생산할 센터가 없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비유통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것. 

화훼산업 유형별 변화, 다이소와 같은 특정 업체의 조사, at센터의 화훼 경매 매출액을 보는 것도 도움. 기본은 

미국에서와 같이 통계자료뿐 아니라 소비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일 것

∙ (규모의 수치) 2014년도 기준 1조 3천억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기에 최소치로 보는 것이 타당. 당초 2018

년도는 1조4천5백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당시의 생각보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아무래도 우리는 아파트 문화가 주류를 이루어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산업을 분화나 절화에 비해 타 부분이 약진하는 것으로 보면 정원산업이 확대되는 

것도 분명한 듯. 경기도는 서울보다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더 많을 것으로 보임. 당시 공공이 88%를 차지하고 

2018년도이면 공동 70 민간 30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민간으로의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 오히려 법률 

제정으로 지방정부의 투자가 늘었을 것으로 봄. 공공부분의 투자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

∙ (범주) 당시에 사용한 범주는 지금도 합리적이라 판단

∙ (화훼) 화훼는 생산이 6천억이고 소비유통으로까지 합치면 3조 정도일 것으로 추산

∙ (기타) 민간부문 소비유통 통계가 관건. 자료가 있는 화훼산업 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올해 화훼산업진흥법이 제정. 화훼농협을 중심으로 화훼센터를 고양시에 유치함으로써 과천시는 앞으로 어두

운 전망.

<표 2-8> 정원산업 규모 과거연구자의 자문내용



35제2장 정원(庭園)의 현황과 동향

2. 국내외 동향

1) 국가계획의 검토

□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1,000일 플랜, 10대 과제) 추진계획(산림청, 2017)

○ 기본방향: 양대 방향은 ①일상의 정원문화와 ②국가경제를 위한 정원산업. 인프라, 문

화를 강조

○ 10대 과제

- (생활권 내 정원 공간을 확대) 지방정원 20개, 민간정원 100개, 공동체정원 100개

- (숲을 숲정원으로 재생) 매년 1개소씩 합이 3개소

- (해외 한국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40개소 중에서 관리 시급한 7개소 우선 보수

-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 강화) 한국정원협회 설립, 정부 간 협력, 민과 관의 

협력

- (정원관광 서비스 활성화) 수목원과 식물원을 연계 등 6개 정원가도 구축

- (시민참여로 정원 대중화) 정원박람회, 오픈가든(경진대회), 게릴라가든 등

- (정원 서비스를 위한 홍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정원산업 기반시설과 

유통망 확충) (연구개발과 제도개선)

<그림 2-16> 산림청 정원정책 천일 플랜의 일자리 목표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36

○ 천일 간에 정원분야 일자리를 1,514개 창출

- 현재는 공무원 61명 포함 384명이고 천일 간에는 공무원 177명 증원을 포함하여 

1,898명으로 설정

주체 사 업 명 현재(명) 천일 간(명)

정부

국가정원 조성 0 240

국가정원 운영 150 300

지방정원 조성 85 255

지방정원 운영 0 325

정원산업지원센터 운영 0 30

정원자재유통전시판매장 조성 0 63

정원자재유통전시판매장 운영 0 40

정원박람회 가든쇼 개최 12 20

시민정원사 정원전문가 양성 6 10

민간

민간정원 조성&운영 9 100

공동체정원 조성&운영 0 40

정원산업지원센터 0 6

정원자재유통전시판매장 0 60

정원박람회 가든쇼 개최 90 225

가든투어 운영 0 30

시민정원사 정원전문가 양성 12 24

해외 한국정원 보수 0 70

정원R&D 및 정책연구 20 60

합계(명) 384 1,898

<표 2-9> 산림청 정원정책 천일 플랜의 일자리 목표 

□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산림청, 2016)의 주요 내용

○ Ⅰ-기본계획의 개요, Ⅱ-여건 변화, Ⅲ-비전과 전략, Ⅳ-핵심전략별 추진계획, Ⅴ-주요

정책 추진일정으로 구성

○ Ⅰ-기본계획의 개요, Ⅱ-여건 변화

-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계획수립 근거, 그동안 추진경과

- 세계 정원 여건, 우리나라 정원 여건, SWOT 분석

○Ⅲ-비전과 전략

- 비전-목표-핵심전략, 6대 전략 & 15개 세부추진과제, 정원발전 로드맵

- (1) 정원 인프라 구축: (1-1) 체계적인 정원 조성과 관리 및 품질 확보, (1-2)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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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발전체계 확립 및 정원도시 롤 모델 구축, (1-3)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공유 확대

- (2)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 자원화: (2-1)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저변 확대,

(2-2) 정원의 관광 자원화 및 홍보 강화, (2-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실천, (2-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실시

- (3)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 (3-1) 실용정원 모델 개발 및 정원 식물·용

품 브랜드화, (3-2) 정원시장 기반시설 및 유통망 구축, (3-3) 정원 창업지원 및 일자

리 창출

- (4) 한국정원의 세계화: (4-1) K-Garden 프로젝트 추진, (4-2) 해외 한국정원의 효율

적 조성 및 체계적 관리

- (5) 연구개발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5-1)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개발,

(5-2) 유관기간 및 단체 간의 협업체계 구축

- (6) 정원법령 개성: (6) 정원법령 개정

○ Ⅳ-핵심전략별 추진계획, Ⅴ-주요정책 추진일정

- 기본방향, 내용,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구성

- 기능 정립(국가, 지방, 민간, 공동체), 유형별로 모델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 만들기,

평가를 하고, 단체 설립, 공공성과 수익성(6차 산업) 추구, 공동체정원을 도시재생 

모델로 활용,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민간정원 발굴, 주적인 박람회, 스타의 정원(홍

보), 정원 관광, 나눔 정원, 정원사(미래, 청년, 시민, 전문가, 특화) 양성, 지방정원은 

농업기술센터, 실용·이지 가든, 품질인증제, 정원산업지원센터, 유통망, 창업지원, 일

자리 창출, K-Garden 대회, 코리아가든쇼, 해외 한국정원, 연구개발, 협업, 제도발전

(인증유효기간 폐지 등)

□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2015)12)

○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이므로 국가계획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는 있으나 제1차 

기본계획의 중요한 자료들의 근거를 제시했고 정책방향을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제

안

○ 전문가 그룹의 설문결과, 단기적으로는 99.7∼111.2%, 2020년 중기적으로는 103.2∼

127.8%, 2025년 장기적으로는 105.6∼134.5% 성장 전망

12) 김완순 외(2015)가 수행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이므로 국가계획으로 간주하는 데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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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①정원산업 초기인 신흥국가 특성을 보이고 있고, ②외국의 가든센터와 

같은 전문 상설매장 활성화 저조

○ 2015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금까지는 박람회와 시민정원사 양성 중심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정원정책과 정원산업이 만나는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

- 시민강좌 379건, 박람회와 전시회 263건, 디자이너 작품 소개 168건, 정원정책 57건,

정원산업 34건으로 빅데이터 조사

<그림 2-17> 5개 정원 키워드로 4분원 분석 

  자료: 김완순 외(2015), p.112.

○ 산림청의 6대 정원정책 추진전략의 중요도 순위: 정원 인프라 구축 3.8, 문화 확산 및 

관광자원 3.5, 민관연 협력체계 2.9, 정원 산업화 및 공급기반 2.5, 수요확대로 신 시장 

창출 2.4, 국제협력과 신 한류 문화 1.5로 분석

정원산업 범주 전후방산업의 분류

식물소재 중심(40.0)보다 후방(46.7)

소비유통 중심(33.3)보다 전방(46.7)

정원자재 후방(66.7)

설계시공 중심(73.3)

전시문화관광 후방(26.7), 중심(33.3)보다 전방(40.0)

정원시설·가구 후방(60.0)

정원관리 중심(60.0)

교육 서비스 전시문화관광과 동일

자료: 상게서(pp.114) 표의 요점 해석.

<표 2-10> 정원산업 범주의 전후방산업 분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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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방산업 분류: 중심산업은 설계시공과 정원관리, 소비자가 주로 접하는 후방산업

은 정원자재와 정원시설, 소재를 만드는 전방산업은 소비유통

○ 단기과제는 식물소재, 교육서비스, 정원자재, 공공정원 조성, 중기과제는 소비유통과 

전시문화관광, 장기는 정원관리

○ (결론) 시장진입 핵심요소 파악, 인프라 구축, 정책적 협력 파트너쉽 구축, 정원과 연

계된 문화와 산업의 육성.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대중적 가치로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

□ 정원의 제도적, 문화적 활성화 방안13)

○ 앞의 김완순 외(2015)는 제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정원산업을 중심

으로 하여 계획의 수치자료의 근거를 제공했다면 이 연구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중요

한 내용을 제공

○ 정원 및 정원문화의 개념을 정의

- “정원이란 국민생활과 자연의 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가치 함양과 향유를 위하여 

식물과 자연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각종 소재의 배치, 전시 및 재배 등 유지관리

(가드닝)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

-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한 삶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

하는 유무형의 생활문화”

○ 공원의 편익을 요약정리: 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공원과 휴양에 대한 국제단체인 

IFPRA에서 2013년에 공원의 편익에 대한 연구를 모두 검토하여 정리한 것을 소개,

건강과 생물다양성 편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주택가격과 냉각 효과도 만만치 

않음

○ 국가, 서울, 경기, 부산, 순천, 성남, 민간단체의 정책과 사업, 활동을 소개. 정원 박람

회가 공통적이고 교육은 산림청 외 모두 실행

13) 국립수목원의 일반연구 개발사업(김인호 외,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원의 제도적, 문화적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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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공원이 주는 편익 총정리 

자료: 김인호 외(2015), p.22.

○ 정원을 콘텐츠산업으로 보고 콘텐츠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 기본계획

의 배경으로 힐링이 필요한 사회, 국민 여가수요를 언급

○ 제시한 비전은 ‘정원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이었는데 기본계획에는 ‘국민에게 행복

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으로 반영

- 목표는 ‘국민의 정원문화 확산-정원을 가꾸는 사회 만들기-’이었는데 기본계획에는 

‘정원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정착, 정원산업 시장을 2014년 대비 

2020년에는 25% 성장’. 4대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기본계획에는 6대 전략이 제시되

었고 내용이 다소 다르며, 18개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기본계획에는 15대 과제로 많

으 다른데 기본계획에는 앞의 연구사업(김완순 외, 2015)의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을 

강조

- 주요 주체별 역할 분담, 추진조직으로 (가칭)정원문화진흥원, 단계별로 대중화 전략,

일상화 방안, 도시농업과 공원 등 외연확대 방안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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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계획의 검토14)

□ 전라남도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8)

○ 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 ‘실시계획’과 무관하게 국가계획과 같은 명칭인 ‘정원진흥 기

본계획’을 사용

○ Ⅰ-연구의 개요, Ⅱ-여건 변화, Ⅲ-비전과 전략, Ⅳ-전략별 추진과제, Ⅴ-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Ⅵ-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 국가계획과 같은 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5장의 추진일정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으

로 하였고 6장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는 별도

○ Ⅰ-연구의 개요, Ⅱ-여건 변화

-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계획의 내용, 연구 수행절차

- 국가계획의 검토, 남도문예르네상스(전라남도, 2016), 전라남도 경관기본계획(전라남

도, 2016), 전남의 일반 여건, 정원 자원 현황(문화재, 자연, 관광, 축제), 정원 현황

(개념, 유형, 국가 등록, 미등록(국립수목원 자료), 정원 행사, 교육)

- 국내사례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전남의 민간정원, 해외사례는 영국왕립원예협회, 첼시 

꽃박람회, 일본정원(박람회 등), 독일정원(도시재생 등)

- SWOT 분석과 전략 도출

○ 전남 정원산업은 2017년 5백2십억 정도, 연평균 13% 감소, 관광을 3.3% 증가

- (방법) 델파이 전문가 비공개 인터뷰, 시계열 예측

- 통계자료는 김완순 외(2015)이 사용한 것과 같이 초화류, 관상수, 화목류, 종자종묘,

구근류는 농식품부 화훼재배현황(2015)에 생산농가의 출하액의 1.8배를 적용, 조경

수, 잔디, 야생화는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2015)에 조달단가 기준으로 하고 소매유

통 마진 미적용

○Ⅲ-비전과 전략

- 비전-목표-전략, 5대 전략 & 21개 추진과제(국가에 비해 전략은 하나 적고 과제는 6

개 많음), 정원발전 로드맵

14) 전라남도(2018), 전라남도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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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표로 정리하고 경기도 과제 설정 시에 직접 활용

국가 과제 전남 과제

정원시장 기반시설 및 유통망 구축

정원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실용정원 모델 개발 및 정원식물⋅용품 브랜드화

정원 식물 및 자재 유통시장 개척

정원식물 개발

정원산업 발전 연구체계 구축

우수식물 유전자원 확보⋅보전 및 공유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공유 확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 확충

민간정원 발굴․등록 확대

국가정원 발전체계 확립 및 정원도시 롤 모델 구축

체계적인 정원 조성⋅관리 및 품질 확보

정원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융복합 공간 조성

지방지정문화재 등 정원 보수⋅복원 및 확장

등록정원 사후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교육 실시 정원 실무자 역량강화

정원전문가(가드너) 양성 및 지원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저변 확대 지역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저변 확대

전남 Garden 플라워쇼 개최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개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정원문화진흥센터 설립⋅운영

국내 우수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정원의 관광 자원화 및 홍보 강화 정원 네트워크화를 통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확산 및 도민 교육⋅홍보

산림휴양시설 등 정원 통합홈페이지 운용

한국정원 세계화를 위한 K-Garden 프로젝트 추진

해외 한국정원의 효율적 조성 및 체계적 관리

해외 정원과 파트너쉽

정원법 전문 개정 전남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제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실천

정원 특정구역 지정 및 운영

자료 : 산림청(2016), 전라남도(2018)

<표 2-11> 계획의 국가과제 및 전남과제

○ 전략별 추진과제 내용 역시도 표로 정리하여 향후 경기도 추진과제 내용 구성 시에 

직접적으로 활용 

- 기본방향, 내용,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국가계획과 같은 구조로 구성. 국가는 추진계

획으로 내용과 시기만, 전남은 금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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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전남계획 과제의 주요내용

기능 정립(국가, 지방, 민간, 공동체), 유형별로 모델을 개

발하고 가이드라인 만들기, 평가를 하고, 단체 설립, 공공

성과 수익성(6차 산업) 추구, 공동체정원을 도시재생 모델

로 활용,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민간정원 발굴, 주적인 박

람회, 스타의 정원(홍보), 정원 관광, 나눔 정원, 정원사(미

래, 청년, 시민, 전문가, 특화) 양성, 지방정원은 농업기술

센터, 실용·이지 가든, 품질인증제, 정원산업지원센터, 유

통망,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K-Garden 대회, 코리아가

든쇼, 해외 한국정원, 연구개발, 협업, 제도발전(인증유효

기간 폐지 등)

1시군 1 대표정원, 지방정원 등록, 정원조성 가이드라인, 공

동체정원 도시재생 모델,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등록, 오픈

가든 경진대회, (사)전남정원협회, 지정문화재 내 있는 정원

의 관리, 등록정원의 관리(매뉴얼, 일자리 등), 우수식물 유

전자원, 통합홈페이지, 전남가든플라워쇼, 교육·홍보, 실무

자 역량, 자원봉사, 네트워크 관광, 문화&예술 융복합 공간, 

정원·휴양·문화진흥센터, 국내 우수기관과 협력, 해외정원 

파트너쉽, 정원전문가 양성, 자재&유통 시장 개척, 식물소

재 연구, 정원산업 13% 감소를 5% 증가로, 조례 제정, 특

정구역 지정

정원 특정구역 지정 및 운영

자료 : 산림청(2016), 전라남도(2018)

<표 2-12> 계획의 국가과제 및 전남과제 주요내용

□ 전남(2018)은 재원조달, 투자계획, 경제적 타당성, 파급효과를 분석

○ 21개 과제를 계획했고 십년 간 투자규모가 천억 정도이니 매년 100억 정도. 재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각각 1/3 정도. 민자는 0.3% 정도로 매우 미미. 인프라 확충 

전략에 50% 이상 배정 

○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은 실질적인 수익을 개략적으로, 비용은 관리운영비만을 고려하

여 추정. 비용은 95억 정도, 편익은 투자비의 부가가치 건축과 운영으로 각각 유발계

수를 적용하여 96억 정도로 추정

○ 생산유발 243십억, 부가가치유발 86십억, 취업(고용)유발은 1,556명으로 분석. 사회·

문화적인 효과로는;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적 욕구 충족

- 가족 간, 지역민 간의 소통의 공간

- 정원문화의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동 기회 증대

- 전남정원 진흥사업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보자원의 공유 및 지역관광 허브 

구축

-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이미지 개선

- 전남지역 문화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이미지 개선

- 고용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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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연구

□ 정원의 원형은 위요, 생산, 열락 공간이며 공적 영역으로 확대 중

○ 백과사전에서도 여러 글들에서는 서울대학교 황기원 교수님께서 해석하신 정원의 원

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 정원(庭園, garden)에 대한 용어, 영어와 한자에 대해서

도 상세하게 해석15)

- 정원의 영어 garden은 ‘gan’과 ‘eden’의 합성어로 둘러싸인 즐거운 공간을 의미. 정

원의 한자 ‘園’ 역시도 같은 의미를 내포. 황기원(1987)의 정원의 원형은 위요(圍繞)

공간이며 열락(悅樂)의 장소 그리고 가용생산환경(家用生産環境)

○ 정원의 개념에 대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정원에 대한 것은 서적 8권과 

학술논문 180건으로 검색16)

- 사적인 영역보다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이 확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에서는 

전현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두 가지 결론

- 이 논문에서 정원은 사적인 영역인 주거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난해

○ 19세기 말 도시빈민가의 먹을거리를 위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군수품 제공

을 위해 정원의 3대 ①위요, ②생산, ③열락(悅樂) 기능 중에서 초기의 기능이었던 생

산 기능 부활하였고 이는 공동체(커뮤니티, community) 정원으로 발전하고 도시농

업의 이름으로도 확산 추세

□ 근대 정원은 도시와 주거 문제의 해결과 이상적 생활 추구

○ 19세기 말 일본인이 정원(庭園)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한국

건축개념사전, 2013). 그 전에는 원림(園林), 임원(林園)을 사용

- 중국은 현재 園林을 사용하고 있는데 ‘園’은 길들인 환경이므로 ‘林’의 자연보다 순

치환경을 더 크게 혹은 중요하게 본 것 같음

15) 황기원(1987), “庭園의 原型 試論,”『환경논총』20, pp.85-97.

16) 우경숙·서주환(2016), “정원의 시대적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4(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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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정원의 담론을 신문과 잡지를 통해 연구17)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193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다닥다닥 붙은 주택에 공지를 만

들어 정원을 조성하여 완전한 주거의 가치를 만들고, 정원이 있으면 사망률이 낮아

지고, 도시 삶에 신경이 폭발할듯하니 마비된 신경을 쉬게 하고, 한 토막이라도 평

화로운 전원을 만드는 등 숨 쉴 공간으로서 정원을 강조

- (도시위생을 위해) 당시 유행했던 난치병인 폐병 예방을 위해 환기가 필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해가 들어오는 공간으로 위생 담론

- (꾸미기 위해) 정원은 부유층 상징이고 가정의 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중산층의 이상

적 생활방식

- (재래주택 개량을 위해) 재래식 주거에서 뜰이 뜰답지 못하다는 비판, 마당에서 좋

지 않은 미관은 식물로 차폐하자는 주장

□ 전통정원에 대한 관심 등은 문화로 인식

○ 일찍부터 전통정원 등 정원 역사에 대한 연구, 나라 간의 정원 양식에 대한 이른 관심,

정원에 대한 다방면의 해석, 정원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등은 이미 정원을 문

화적 현상으로 강하게 뿌리 내림

- 전통정원의 양식을 연구한 것은 거의 30년이 되어 가며, 각 정원들의 형태와 내용 

연구 역시도 20년 세월, 각 나라들의 전통정원 양식을 비교도 하고, 아예 다른 나라

의 정원의 특징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전통정원이 가지는 내용, 요소, 각 요소들의 

의미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짐

- 이러한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전통정원을 외국에도 조성하고 외국의 전통정원을 우

리나라에도 조성하며, 각 나라의 전통정원을 구현한 공원도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

음

○ 전통정원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정원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중국과 일본 등이 다른 나라에서도 다를 바 없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

라들의 정원문화도 연구

17) 이휘정, “신문·잡지에 나타난 근대 정원담론에 관한 연구”,『한국조경학회학술발표논문집』2019(1),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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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와 건강(치료) 기능의 발전 

○ 공동체정원(커뮤니티 가든, community garden)은 원형인 생산 기능에 공원과 같은 

참여 기능이 결합. 치료정원(테라피 가든, therapy garden)은 열락의 기능에 길들여

진 공간인 정원을 넘어 자연(치유)의 기능이 결합

○ 공동체정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시애틀 P-patch,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

일의 클라인가르텐과 영국의 얼랏먼트

○ 이애란과 박재민(2018)18)은 공동체정원이 18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등 역사

적인 전개과정을 연구사를 통해 정리

- 커뮤니티 가든은 1890년대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자급, 전쟁 중 식량공급을 위한 농

원에서 시작. 전쟁 후 영양공급과 직업훈련을 위한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도시미

화 목적으로 최근에는 환경교육과 사회복지로 확장(Hou et al., 2009)

- 1960년대부터는 뉴욕을 중심으로 그린 게릴라(green guerilla), 1978년부터는 이를 

합법화하여 비영리단체인 그린 썸(green thumb)을 설립(Tomomi, 2015)

- 일본은 1924년에 영국 얼랏먼트를 모델로 교토에 분구농원을 개설, 1990년대부터는 

미국 커뮤니티 정원을 모델로 마을만들기의 한 형태로도 자리(Hideki, 2002)

○ 2014년도 강혜은과 이연숙19)은 60편의 치료정원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의 논문들이 정원의 치료효과를 주제로 하고 주로 사회적, 정서적 효과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결론 도출  

□ 정원과 공원 개념이 혼재되기 시작 

○ 공원(公園)은 말 그대로 공공(公共)의 정원(庭園)인데, 왕과 귀족들의 정원들이 시민

혁명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생긴 것. 정원은 주거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공원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중요한 도시 근린 시설로 자리 매김

○ 국가의 정원이면, 지방의 정원이면 공공의 정원 즉, 공원인데 국가정원, 지방정원이 

개념적으로 성립하는가?

18) 이애란·박재민(2018),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외사례 비교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6(3), p. 119.

19) 강혜은·이연숙(2004), “최근 학위논문에 나타난 치료정원의 연구동향”,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1),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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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옥(2018)20)은 정원과 공원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정원과 공원의 개념이 혼재

- 정원과 공원에 대한 인식의 범위는 전문가 그룹이 더 넓게 인식

- 옥상녹지는 정원, 도시숲은 공원, 일반인은 도시숲도 정원으로 인식

- 대체로 정원은 개인, 공원은 공공 공간

- 공원은 예술성보다 기능성을 더 강조, 일반인 그룹에서 더 차이

- 공원은 예술성과 기능성이 복합적

- 정원은 식물재료가 중심, 공원은 조형물 시설물 중심이거나 식물재료와 복합, 일반

인 그룹에서 더 차이

- 정원은 심미성, 공원은 실용성, 전문가 그룹에서 더 차이, 일반인은 거의 유사

- 전문가 그룹은 정원은 개인적인 작은 공간, 공원은 공공성의 큰 공간으로 인식 우세

- 정원의 조성은 민간 부문, 공원은 공공 부문으로 인식, 전문가 그룹에서 더 차이

- 관리는 조성주체가 해야

□ 정원산업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

○ 국내에서 정원산업에 대한 연구는 앞서 검토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인 김완순 외

(2015)가 유일

○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원이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 정통적인 산업 연

구방식으로 조사가 불가하고, 이 부분은 경기도 선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

니어서 국책과제에 따르거나 연동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정원산업에 대한 4가지 트렌드21)

- 첫째, 신세대 등장. 보다 친환경적 성향을 갖고 정원에 관심. 다만, 대부분 도시 내

에 살고 싶어 하므로 더 적은 공간에 맞는 식물소재와 도구를 필요

- 둘째, 베이비부머의 수요의 변화. 익숙하고 좀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 요구

- 셋째, 작은 공간에서 가드닝. 더 좁은 공간에서 쉽고 빠르게

- 넷째, 라이프 스타일로서 옥외생활. 옥외생활도 실내와 같이 편한 정원을 선호

20) 박미옥(2018), “정원과 공원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인식 비교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6(5), p. 1-9.

21) https://blog.marketresearch.com/4-trends-to-watch-in-the-gardening-and-landscaping-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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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조사는 할 수 없으나 산업 동향 파악은 매우 중요

○ 경기도도 국가도 현재로서는 정원 분야가 분류가 매우 난해하여 산업체 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개략의 규모는 파악하되 중요한 것은 동향

○ 산업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목적을 둘 수 없는 상황

○ 규모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성장 기로에 있

는지 쇠퇴 기로에 있는지?

○ 둘째, 산업에는 내용적인 분류가 있고 유사한 분야가 있는데 여러 내용 중에서 하나

의 내용을 보면 변화의 조짐을 파악이 가능. 즉, 화훼산업에서 분화와 절화는 크게 

줄었으나 초화가 크게 는 것은 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사회조사 즉, 2017년도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구(이양주 외, 2017)에서 제

시한 동향 조사에서 그 수요는 파악되지만 초화류 동향을 보면 실질적인 정도를 가늠

할 수 있기에 산업 동향을 매우 유효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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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원문화진흥의 비전과 목표

1. 정원산업으로 본 전망

1) 세계와 국내 정원산업의 요약과 시사점

□ 정원산업 세계는 2013년 기준 210조원

○ 연평균 2.5% 성장, 아태지역은 5.1% 성장, 식물과 원예자재가 56% 차지하는데 아태

지역은 약 69% 차지

○ 미국이 55조, 영국이 7조. 미국 장비산업 2014년 기준 21.7조로 39% 차지

□ 우리는 2014년도 기준 1.28조로 세계의 0.6%, 일본의 10% 정도(김완순과 산림청)

○ 식물소재가 67.8% 차지, 공공 영역이 88.3% 차지, 종사자는 56,756명, 판매는 4억7천만 본

○ Euromonitor International(2019)은 2018년 기준 2천9백5십억 원으로 상기 조사의 

23%에 불과. 이 중에서 원예가 약 92% 차지

구 분 세 계 국 내 비 고

과 거 210조 /2013년 기준
1.28조 (2014년 기준)

295십억 (2018년 기준)

세계 대비 0.6%

타 조사 대비 23%

2018년도 추정 237조 1.56조 세계 대비 0.66%

전남은 2017년 기준으로 5백2십억으로 국내의 3.3% 차지 

<표 3-1> 세계와 국내 정원산업의 규모

□ 우리의 규모는 조사결과가 조사주체에 따라 큰 차이

○ 따라서 정원산업의 세계적인 규모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반 년 정도의 예산이고 우

리의 규모는 1%에 많이 못 미치며,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추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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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례 조사

□ 인당 35,892원으로 나타난 서울시 공공영역 규모 추정 사례22)

분야 예산(백만원) 분야의 정의

도시계획시설 283,732   

국토해양부

(2011)

∙ 비주거용 건축물의 정원

∙ 조성 도시공공녹지

∙ 시설녹지

∙ 동·식물원

∙ 도로녹지

∙ 광장

∙ 녹도

∙ 도시농업공간

비주거형 정원 76,120 

도시농업공간 7,021 

옥상녹화 2,000 

벽면녹화 1,391 

기타(주민참여)정원 1,204 

합계 371,468 

오충현

(2016)

∙ 비주거형 건물의 정원

∙ 도시계획시설

∙ 도로의 부대녹지

∙ 도시농업공간

∙ 기타녹지

인구1인당 35,892(원)

<비율> 

〃

산업규모 단위

∙ 옥상녹화

∙ 벽면녹화

∙ 도시계획시설

∙ 도시농업공간

∙ 비주거형 정원

∙ 기타녹지(주민참여)

2011-2015 평균 변화량은 1.72%

자료 : 오충현·이윤환(2016), p. 71.

<표 3-2> 서울시 공공영역 정원산업 규모

○ 서울시 공적 영역의 정원산업 규모는 2015년도에 3천7백억 정도. 인구 1인당으로 환

산하면 35,892원. 도시계획시설과 비주거형 정원이 전체의 97%를 차지

- 오충현과 이윤환은 이것을 가지고 전국의 규모도 추정하고 2011-2015년의 평균 변

화량(1.72%)를 가지고 미래의 규모도 전망

22) 오충현·이윤환(2016), “국내 공적영역 정원산업 규모 전망”,『한국조경학회학술발표논문집』2016,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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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별로 고용과 임금이 다른 미국의 조경과 잔디관리 산업

○ 미국의 조경과 잔디관리 업의 고용자 수는 주별로 다른데 차이가 꽤 나고, 캘리포니

아가 106,630명으로 최다

- 연간 임금은 3,300에서 4,100만 수준, 시간으로 따지면 16천에서 19천 원 정도

○ 연평균 임금을 보면 하와이가 높고 서부와 동부 그리고 북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개략 시간당으로는 2만원 내

(단위 : 명)

자료 : 미국 직업고용통계(https://www.bls.gov/oes/current/oes373011.htm)

<그림 3-1> 미국 주별 조경&잔디관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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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국 직업고용통계(https://www.bls.gov/oes/current/oes373011.htm)

<그림 3-2> 미국 주별 조경&잔디관리 연평균 임금

□ 2018에서 2022까지 12% 성장 전망하는 영국 정원시공 전망

○ 영국 정원시공산업은 거의 4천억 수준. 2018년에는 4천 5백억 원 정도로 전망.

2014-2015에는 3% 정도 성장했지만 2017년에는 1% 정도로, 2022년까지 연평균 

2-3% 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



55제3장 경기도 정원문화진흥의 비전과 목표

자료 : AMA Research(https://www.amaresearch.co.uk/)

<그림 3-3> 영국 정원시공산업 추이와 전망

□ 60억을 넘은 아태지역 제초기 산업

○ 전 세계 제초기 산업은 2018년 기준 32십억 정도이고 연간 1% 정도 증가하는데 인도

와 중국 등 발전 중인 국가에서는 더 증가, 아태지역은 20% 정도 차지

(단위 : 백만 불)

자료 :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lawn-mowers-market

<그림 3-4> 아태지역 제초기 산업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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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정원산업의 현황

□ 2017년 기준 566십억이 농가 판매액인 화훼통계를 기본으로

○ 2017년도 기준 전국의 화훼재배 농가는 7,421호, 면적은 4,936ha, 농가당 6,651㎡ 2천 

평 정도

- 본수로는 872,045천 본으로 농가당 117천 본, 판매액은 565,787백만원으로 농가당 

76백만원

○ 경기도는 판매액 기준으로 무려 46%를 차지하고 농가당 재배면적은 적고, 판매량과 

판매금액 각각 127천 본, 112백만원은 월등하게 높음

(단위 : %) 판매액 (천원)

565,787,591

260,139,787

49,401,429

43,536,441

40,113,191

34,199,103

30,064,927

23,199,844

22,123,742

17,870,573

15,597,643

8,697,213

6,446,658

4,665,980

3,220,750

2,789,218

2,517,000

1,204,09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3-5> 2017년도 기준 시도별 화훼판매액

○ 2005년∼2017년 12년 사이 간단하게 추이를 살펴보면, 농가는 73%, 재배면적은 61,

판매금액은 7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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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 진흥법 안에서는 2013년 기준 세계 화훼산업의 

규모가 무려 63조원, 정원산업은 210조원이므로 약 3.3배. 중국의 2013년 화훼산업은 

20조이므로 거의 33%를 차지

○ 화훼농가의 판매금액의 3.3배만을 우리나라 정원산업으로 보더라도 은 1,867십억 정

도 이르는 것으로 아주 거칠게 추산 가능

□ 화훼통계에 비추어 국내 정원산업을 1조 7천억 이상이고 경기도는 7천9백억 원 정

도인데 중요한 것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는 점

(단위 : 백만원, %)

연도 2004 2009 2015 증감율
절화류 431,078 323,790 217,409 (98)

분화류 314,104 334,872 221,491 (42)

초화류 76,116 102,542 121,366 37 

관상수류 54,465 43,687 28,316 (92)

화목류 38,518 48,308 30,275 (27)

종자․종묘류 4,619 6,212 10,906 58 

구근류 2,946 4,619 3,443 14 

합계 921,846 864,030 633,206 (4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3-6> 화훼판매액 추이

○ 화훼판매액 중 76.2%가 절화류와 분화류이고 초화, 관상수, 화목, 종자와 종묘, 구근

류가 23.8%를 차지하는데 이를 정원 분야 식물소재로 보면 7천억 정도, 식물소재가 

68% 정도 차지하므로 전체 규모는 추정해보면 1조 5백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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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015년 사이 우리나라 화훼농가의 판매액은 46% 감소했는데 주목할 것은 화

단에 사용하는 초화류는 37%나 증가했다는 것. 정원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절화류가 

가장 크게 감소. 분화류는 정원용으로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음

□ 화훼산업에 비추어 본 경기도 정원산업은 6천억 원 이상일 듯

○ 아울러 정원의 식물소재는 화훼뿐 아니라 도시농업과 수목(樹木)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김완순 외(2015)의 2017년도 추정치 1조3천5백억 이상일 듯

○ 전국으로 보면 경기도가 46%를 차지하므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는 6천억 원 이상으

로 거칠게 추정   

□ 과거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 단순 계산은 1조 2천억 정도, 이는 경기도 인구

×0.27×348,000원으로 계산

○ 과거 설문조사 결과23)

- (정원 가꾸기 경험) 현재 함 27%, 과거 한 적 있음 41%, 경험 없음 32%, 현재는 

안 하지만 의향 있음이 66%, 없음이 13%

- (비용) 연간 평균 34.8만원

- (정원 가꾸기 관심도) 매우 관심 18%, 다소 관심 46%, 둘의 합은 64%

- (장소) 실내 베란다 71, 텃밭 46, 마당 18, 건물 옥상 13, 주변 공터나 골목길 7, 주

변 임야 3%, 복수응답의 도합은 158%

□ 이번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 단순 계산은 1조 7백억 정도, 이는 경기도 인구

×0.17×460,000원으로 계산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제4장을 참조

- 경기도 정원 가꾸기 참여 인구는 17.6%로, 1년에 평균적으로 소요된 금액은 약 46만원

□ 과거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을 시간으로 따지면 6조원, 이는 경기도 인구

×0.27×16.8시간×12개월×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 

23) 이양주 외(2017),『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 및 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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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설문조사 결과24)

- (평균 할애 시간) 월평균 16.8시간

- (지출 항목) 식물재료 56, 퇴비 등 유지관리 23, 정원자재 13, 땅 임대료 6, 관련정

보의 취득 등 2%, 도합 100%

- (정원 교육비 지불의사) 시간당 1.7만원. 경기도 시민정원사 기본교육(조경가든대학)

은 총 이수시간은 56시간, 시민정원사 총 교육시간은 120시간. 인당 204만원 그리고 

관심도에 따라 더 받을 것으로 보임. 기간 40-50년 정도로 보면, 연간 인당 5만 원 

정도가 원단위로 가능 

□ 이번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을 시간으로 따지면 1조4천7백억, 이는 경기도 인

구×0.17×76시간×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제4장을 참조

- 경기도 정원 가꾸기 참여 인구는 17.6%로, 1년에 평균적으로 소요된 시간은 76시간

□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는 1조를 상회, 추정은 과거 연구조사와 설문조사, 화훼산업 

통계, 이번 설문조사에 근거

4) 정원산업으로 본 경기도 정원 가꾸기의 전망

○ 정원산업의 최대 규모인 미국, 그리고 정원에 대한 유서가 깊은 유럽의 독일과 영국 

등은 거의 정체기에 있으나 아시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서로 다른 문헌에서도 

알 수 있었음

-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

○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정원’ 키워드 조사에서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음(이양주 외, 2017)

○ 아울러 도시농업과 정원 박람회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 경기도의 정원산

업은 1조를 상회하려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정원을 매개로 하는 관광으로까지 성장

하고 확산될 전망

24) 이양주 외(2017),『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 및 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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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정원문화진흥의 비전

□ 국가계획 등의 비전의 특징

○ 정원진흥 기본계획 즉, 국가계획 비전에서의 특징은 계획 및 사전연구결과 그리고 천

일 플랜에서도 ‘행복’ 키워드를 사용 유지

○ 국가계획은 ‘정원진흥’이 목적이고 경기도는 정원문화를 종합적으로 진흥하는 것이 

목적. 따라서 뭔가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키워드가 필요

□ 다른 광역정부의 계획

○ 전남 역시 국가와 같이 정원진흥 기본계획이 계획의 명칭, 비전은 내 삶을 바꾸는 ‘정

원도시 전남’

□ ‘경기도 우리 행복 가드닝’

○ 산업으로 본 전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요는 늘어나고 일인 가족에 의한 실내와 작

은 규모의 정원 가꾸기, 공동체 정원이 중요해지는 추세

○ 결국은 “행복하려면 경기도에서 가드닝 하세요!” 문화, 행복, 진흥을 키워드로 하며 

무엇보다 최근에 중요해진 것이 지역의 커뮤니티(community, 공동체)

○ 미래 정원산업의 전망은 대중화, 스마트, 온라인, IoT. 우리 집 로봇에게 물어보는 형

식 즉, “지니, 나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경기도에 마련된 것인데 같이 나가서 

가드닝 하세요.” 이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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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정원문화진흥의 과제

□ 문화, 산업, 시민정원사, 정보화, 교류가 전략의 키워드

○ (정원문화 활성화) 산림청은 정원정책을 위해 제도적, 문화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

였고 제도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정원문화 활성화를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

○ (정원산업의 육성) 산림청은 정원 법률을 제정하면서 산업을 중요시 하여 사전 조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일 플랜을 수립

○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활력)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정원박람회

와 시민정원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정착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

이 필요

○ (플랫폼) 경기도 정원산업 추진전략의 핵심은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육성하

는 것. 이렇게 하려면 유통, 창업, 일자리, 융복합, 센터, 시장개척, 각종 대회 등을 위

한 플랫폼 구축을 병행하는 것이 주효

○ (국내외 교류협력) 한중일 3국만 해도 다양한 정원문화를 갖고 있고 오래 전부터 교

류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정원이 제도화 되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

내 뿐 아니라 국제적 교류 ‘실속’을 차려 추진하는 것이 필요

□ 5개 추진전략에 각각의 과제를 구상하여 18개를 계획

○ 정원문화 활성화 전략에는 경기도와 시군의 경기도와 시군의 정원(가드닝) 조직, 경

기도 시·군 마을정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우수(민간)정원 시상 제도

○ 정원산업의 육성 전략에는 경기녹색재단 설립, 정원 일자리, 경기도 정원융복합센터 

조성, 자원 네트워크 기반의 정원관광, 정원산업의 연구

○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활력 전략에는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 체계화된 평생학습 

시스템, 지역별 거점정원 마련, 유연한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회



○ 플랫폼 전략에는 정원유통 플랫폼과 지방정원의 지정과 지원

○ 국내외 교류협력 전략에는 국내 교류협력과 국제 교류협력

비전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경
기 
도

우
리 

행
복

가
드
닝

1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

(4)

1-1 경기도와 시군의 정원(가드닝) 조직

1-2 경기도 시·군 마을정원

1-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4 우수(민간)정원 시상 제도

2

경기도 정원산업의 육성

(9)

2-1 경기녹색재단 설립

2-2 정원 일자리

2-3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2-4 자원 네트워크 기반의 정원관광

2-5 정원산업의 연구

3

경기도 시민정원사 활력

(14)

3-1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

3-2 체계화된 평생학습 시스템

3-3 지역별 거점정원 마련

3-4 유연한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3-5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회

4

경기도 정원 플랫폼

(16)

4-1 정원유통 플랫폼

4-2 지방정원의 지정과 지원

5

경기도 정원 국내외 교류

(18)

5-1 국내 교류협력

5-2 국제 교류협력

주) 추진전략 3의 자료 : 이양주 외(2017),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 및 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표 3-3>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과제

○ 2-1 경기녹색재단 설립에서는 광역지방정부의 공원녹지 분야의 유일한 중간지원조직

이었던 경기녹지재단의 부활이 관건일 것. 전국 최초의 정원문화박람회, 도시농업 프

론티어, 옥상 녹화에서 선도적이고 혁혁한 공헌을 한 조직이었으나 역할을 다했다는 

명분으로 기능축소, 경기도 농업 분야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원, 정원, 녹지 분야

의 중간지원 기능을 축소하고 농업유통 분야로 흡수하고 고유한 기능을 심하게 훼손

○ 2-2 전남의 사업에서도 반영되어 있음. 2-5 정원산업의 연구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정원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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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주요목적 : 경기도 정원산업 추정 근거 찾기

○ 설문문항 수 : 14문항,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산업규모근거에 초점

○ 설문 기간과 응답자 수 : 2019년 10월에 1,000명을 대상

○ 표본오차 : ±3.09%(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응답수집

□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별 

(단위 : %, 명)

     

남 여

비율(%) 51 49

응답자 수(명) 511 489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비율(%) 0 20 25 28 21 6

응답자 수(명) 0 198 252 279 214 57

<그림 4-1> 설문응답자 성과 연령의 구성

○ 응답자의 성은 개략 절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개략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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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 정원을 가꾸는 경기도민은 17.6%, 약 233만 명

(단위 : %, 명)

답안 총
성별 연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응답자 수 1000 511 489 198 252 279 214 55 2

함 17.6 16.6 18.6 12.6 14.3 21.1 18.2 30.9 0.0

안함 82.4 83.4 81.4 87.4 85.7 78.9 81.8 69.1 100.0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왼쪽 그림은 2017년도 자료(경기연구원,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 및 활동 활성화 방안, 2017)

<그림 4-2> 정원 가꾸기 여부와 2017년과 비교

○ 천명의 경기도민 중 정원을 가꾼다고 응답한 도민은 176명으로 17.6%에 해당

- 이번 결과를 경기도 인구(‘19.10월 기준25))에 대입하면 232만 6,528명으로 약 233만 

명이 정원으로 가꾸고 있는 것으로 추산

- 2017년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 및 활동 활성화 방안의 연구 결과에서 현재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는 비율은 27.3%로 조사되었음(당시 인구로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산)

- 201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설문 방식에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17년도 조사에서는 시민정원사를 키워드로 하여 조사하였고 금번 조사에서는 말 

25) 주민등록인구로 2019년 10월 기준 13,218,9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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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 이번 질문은 경기도 정원산

업의 규모 추정을 위한 근거로 삼고자 했기에 명료하게 설문

○ 성별로는 여자가 조금 많고, 연령별에서는 60대가 유난히 많음

□ 1년 중 정원 가꾸기에 사용된 평균적인 시간은 약 76시간

○ 정원 가꾸기를 하는 176명 중, 일 년 동안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은 75.88시간 정도로 

확인

- 남성의 경우 81.79시간으로 여성보다 약 11시간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50대는 108시간, 60대는 134.18시간으로 조사되어, 20, 30, 40대가 50~60

시간 정도 하는 것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

계 
성 연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수 17626) 85 91 25 36 59 39 17

평균 75.88 81.79 70.36 50.24 57.64 59.85 108 134.18

표준편차 106.35 107.51 104.95 68.02 83.16 86.87 128.43 152.58

<표 4-1> 연중 정원 가꾸기에 사용된 시간

<그림 4-3> 연중 정원 가꾸기에 사용된 시간

○ 정원을 가꾸는 인원 중 82.4%정도의 인원이 정원을 가꾸는 것에 일 년 동안 1~100시

간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

- 전체적으로는 1~100시간을 한다고 대답한 인원이 제일 많았으며(145명), 10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정원 가꾸기에 사용하는 인원은 31명(17.6%)에 해당

26) 정원 가꾸기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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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연구결과에서는 월평균 16.8시간 정원 가꾸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

답하여(연 약 200시간), 경기도민이 보다 정원에 할애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

- 201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설

문 방식에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정원 가꾸기에 일 년 동안 평균적으로 소요하는 금액은 46만 6,600원

○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경기도민이 일 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평균금액은 46만 

6,600원으로 조사

- 남성(56만6,600원)이 여성(37만1,300원)보다 소요하는 평균금액이 높게 나타났음

- 30대가 정원 가꾸기에 사용하는 금액이 가장 높았음(63만5,800원)

○ 2017년에 정원 가꾸기 소요 비용은 연간 34만8000원으로 조사되어, 정원에 투자하는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만 원)

계 
성별 연령(10세 단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수 17627) 85 91 25 36 59 39 17

평균 46.56 56.66 37.13 38.6 63.58 37.88 49 46.76

표준편차 67.92 83.59 47.03 33.94 95.7 68.89 58.42 37.3

<표 4-2>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경기도민이 일 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금액

□ 정원을 가꾸기 식물 소재 구매 금액은 21만 3,900원으로 총비용의 46% 차지

○ 2017년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원 가꾸기에서 지출 비용이 큰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식물재료 구입비’가 1위, 그 다음으로 유지관리비, 정원자재구입비 등의 순으로 

나타남28)

○ 2019년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주관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일 년 동

안 식물소재에 드는 비용이 평균 21만 3,900원으로 조사(정원 가꾸기 소요 비용 대비 

약 46%)

27) 정원 가꾸기 참여자

28) 1순위, 2순위로 중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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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 원)

계 
성별 연령(10세 단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수 17629) 85 91 25 36 59 39 17

평균 21.39 22.48 20.36 16.28 29.25 14.53 26.77 23.71

표준편차 30.24 31.71 28.76 15.41 46.55 12.88 36.94 20.42

<표 4-3>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경기도민의 식물소재 소요 비용

<그림 4-4>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경기도민의 식물소재 소요 비용비율

□ 총 정원 가꾸는 비용이 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식물 소재 비용은 4,523원

○ 경기도민 천명을 대상으로 총 정원을 가꾸는 비용이 만원이라고 할 때, 식물 소재 비

용에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물어본 항목

○ 전체비용의 약 45%으로 정원 가꾸기를 하는 인원이 식물 소재 비용에 약 46%를 사

용하고 있다는 대답과 유사

29) 정원 가꾸기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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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성별 연령(10세 단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수 1000 511 489 198 252 279 214 57

평균 4523.28 4420.53 4630.64 4302.31 4483.37 4505.73 4557.03 5426.4

표준편차 2599.25 2474.99 2718.91 2515.34 2455.68 2729.55 2653.68 2446.54

<표 4-4>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식물 소재 비용

<그림 4-5>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식물소재 비율

□ 경기도민의 정원교육 경험 비율은 7.4%

○ 경기도 인구(‘19.10월 기준30))로 환산하면, 약 98만 명으로 추정됨

계 
성별 연령(10세 단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수 1000 511 489 198 252 279 214 57

예 7.4 6.7 8.2 7.1 6.3 6.5 9.3 10.5

없음 92.6 93.3 91.8 92.9 93.7 93.5 90.7 89.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5> 정원교육 경험 비율

30) 주민등록인구로 2019년 10월 기준 13,218,9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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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정원교육 경험 유무 <그림 4-7> 정원교육 경험 성별, 연령별

□ 정원교육 경험자 중 정원교육을 받은 시간은 약 17시간

○ 남성보다 여성이 정원교육을 받은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60대의 

평균시간은 약 25시간 정도로 다른 연령대의 평균시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의 정원교육 시간이 10시간미만으로 나타나 제일 낮았음

계 

성별 연령(10세 단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수 7431) 34 40 14 16 18 20 6

평균 17.04 12.21 21.15 13.86 9.94 13.56 25.85 24.5

표준편차 29.05 14.84 36.57 19.35 13.95 15.42 44.36 35.13

<표 4-6> 정원교육 경험자 중 평균 정원교육 시간

31) 정원교육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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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원교육이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 정원교육 경험자 중 정원 가꾸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정원교육 경험자 74명(100%) 중 정원 가꾸기를 하는 사람은 28명(37.8%), 정원교육

을 경험하였으나 정원 가꾸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46명(62.2%)으로 조사

○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중 정원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음

- 정원을 가꾸는 사람 176명(100%)중, 28명(15.9%)이 정원교육을 경험하였고, 148명

(84.1%)가 경험하지 않음

(단위: 명)

계 
귀하께서는 정원 가꾸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안함

응답자수 1,000 176[100%] 824[100%]

정원 가꾸기 여부를 떠나 정원에 
관심이 있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74(100%)
28(37.8%)

[15.9%]

46(62.2%)

[5.6%]

없음 926(100%)
148(16.0%)

[84.1%]

778(84.0%)

[94.4%]

<표 4-7> 정원 가꾸기 여부와 정원교육 경험자 교차분석 결과

□ 정원 관련 축제 중 꽃박람회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일 년 동안 박람회를 참여한 횟수를 조사하였고, 경기도민의 참여평균을 보면 도시농

업박람회는 0.157회, 정원박람회는 0.254회, 꽃박람회는 0.629회로 나타남

도시농업
박람회

정원박람회 꽃박람회

참여

평균
0.157회 0.254회 0.629회

<표 4-8> 정원 관련 축제 참여율

<그림 4-8> 정원 관련 축제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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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정원을 가꾸는 경기도민은 17.6%로 약 233만 명, 1년에 평균적으로 소요된 금액은 

약 46만원

○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는 인구 그리고 연간 소요금액으로 경기도 정원산업을 추정(제 

3장)

□ 1년에 평균적으로 사용된 시간은 약 76시간

○ 연간 평균적으로 사용된 시간에서 정원 가꾸기 인구를 곱하면 총량이 나오며, 임금을 

곱하여 규모를 추정 가능 

□ 식물소재에 사용된 금액은 약 21만원으로 46% 차지. 1년간 만원을 가정했을 때도 

45%를 식물소재에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식물소재 비용은 45% 정도가 확실

□ 꽃박람회 참여는 3년에 2번 정도, 정원박람회는 4년에 1 번 정도, 도시농업 박람회

는 6년에 1번 정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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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 제1차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실시계획은 ‘경기도 우리 행복 가드닝’을 비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과 18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

비전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경
기 
도

우
리 

행
복

가
드
닝

1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

(4)

1-1 경기도와 시군의 정원(가드닝) 조직

1-2 경기도 시·군 마을정원

1-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4 우수(민간)정원 시상 제도

2

경기도 정원산업의 육성

(9)

2-1 경기녹색재단 설립

2-2 정원 일자리

2-3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2-4 자원 네트워크 기반의 정원관광

2-5 정원산업의 연구

3

경기도 시민정원사 활력

(14)

3-1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

3-2 체계화된 평생학습 시스템

3-3 지역별 거점정원 마련

3-4 유연한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3-5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회

4

경기도 정원 플랫폼

(16)

4-1 정원유통 플랫폼

4-2 지방정원의 지정과 지원

5

경기도 정원 국내외 교류

(18)

5-1 국내 교류협력

5-2 국제 교류협력

<표 5-1>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 추진전략 3은 2년 전에 경기연구원 이양주 외(2017)가 연구한 시민정원사 활성화 방

안에서 제안된 것들을 사업 형식으로 요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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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

1-1 경기도와 시군의 정원(가드닝) 조직

사업비(억) (비예산)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계 - -

사업내용
∙ 경기도 각 시군의 공원녹지 분야에 정원담당자 혹은 정원 업무 분장

∙ 수원시 마을정원은 자지행정과에서 추진, 이제 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공원녹지 분야에 업무분장

하고 담당직원 충원

사업목적

∙ 공적인 영역인 공원에서 사적인 영역인 정원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도시재생과 공동

체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정원 분야가 법률로 제정

∙ 경기도가 이 분야의 주도이며, 가장 많은 정원산업을 차지. 그러나 시군에서는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정원박람회 등 사업 시행 할 때 애로

∙ 경기도 각 시군에서 정원담당을 확보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의 중요한 요소로서 정원

문화산업 사업 집행

대상지역 ∙ 경기도 각 시군(시 지역 우선)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조직 담당, 예산 담당 부서

기대효과
∙ 경기도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 경기도 정원산업의 진흥

연계사업 ∙ 2-1 경기녹색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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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의 정원(가드닝) 조직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

∙ 공공부분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가정원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선례 

∙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는 순천시는 순천만관리센터

가 있고 이 속에 국가정원운영과와는 별도로 정원

산업과를 두고 10명의 직원이 근무

∙ 흥미로운 것은 과 명칭 즉, 정원산업

예상 장애물 ∙ 조직 확대에 대한 부담

장애물 극복 ∙ 중간지원조직(경기녹색재단)의 설립으로 필요성 인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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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도와 시군 마을정원

사업비(억) 200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1,249 1,249 1,249 1,249 1,249 6,245 30

시비 2,751 2,751 2,751 2,751 2,751 13,755 70

기타

합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사업내용
∙ 경기도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만의 브랜딩

∙ 마을정원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마을정원의 사업 및 마케팅

사업목적

∙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정원

∙ 마을정원을 통한 환경개선(도시재생)

∙ 마을가꾸기나 자투리정원 사업 등과 차이점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커뮤니티가 이어지고 

지속성으로

대상지역 ∙ 경기도 전역, 특히 시가지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자지행정(공동체), 마을 문화나 교육 부서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 활성화

∙ 도시 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연계사업 ∙ 1-4, 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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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 마을정원 추가 자료

현황

2018년 대상지 (21개소) 2019년 대상지 (13개소) - 조성 중

시군명 마을정원 사업명 시군명 마을정원 사업명

수원시

벌터마을정원 수원시 정원으로 함께하는 마을

한일마을정원 성남시 양짓말 꽃길을 거닐다

세류풍류정원 부천시 중동 소향로 마을정원

용인시
낭만가득 테마가든 안산시 와동네 마을정원

한마음 꽃마을정원 안산시 초지마을정원

안산시

정감톡톡
화성시

병점가든파크

우리 사이 좋은 사이 함께 가든 치동천 힐링마을 힐링정원

책피고 꽃피는 석수골 마을정원
남양주

시
장승배기 다담정원

마을정원 함께 GARDEN 오산시 매홀 두레정원

평택시 꽃잎 피우는 오좌행복마을정원 양주시 봉화, 봉우 꽃으로 피어 오르다

화성시 구문천3리 초록마을정원

양평군

프로뱅 장미정원을 꿈꾸는 백안2리 

마을정원

김포시 풍무동 꽃바람마을정원

오산시 세마아트마을정원

양평군
물의 요정과 함께하는 역마을정원

문호천 따라 흐르는 물의 정원

질울고래실 마을정원

고양시 일산 2동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남양주

시
오남금호어울림 마을정원

구리시 동구행복마을정원

양주시
감악문화정원

스마일마을, 행복한 마을하얀돌마을정원

포천시 울미연꽃마을정원

예상 장애물 ∙ 주민참여 부족

장애물 극복 ∙ 행정 분야와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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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업비(억) 97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400 400 400 400 1,600 16

도비 700 600 600 600 600 3,100 32

시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52

기타

합계 1,700 2,000 2,000 2,000 2,000 9,700

사업내용

∙ 아래 표와 같이 과거 사업내용과 거의 동일

구 분 제5회(2017년) 제6회(2018년) 제7회(2019년)

장 소
안산시

화랑유원지+고잔동마을

부천시

중앙공원+미리내마을

파주시 

임진각 수풀누리

주 제
정원! 

도시의 숲이 되다

집으로 가는 길, 

정원

평화의 정원

(하나가 되는, 정원으로)

모델

정원

조성

작가정원 10

참여정원 10

시민정원 22

작가정원  9

참여정원  9

시민정원  19

쇼정원   6 

리빙정원  8 

시민정원 10 

사업목적

∙ 전국 최초 고양꽃박람회에 이어 전국 최초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경기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반화 추세

∙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확산되고 있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경기도 시군을 순화하면선 매년 개

최

대상지역
∙ 매년 시군을 순회

∙ 2019년에는 파주시, 2020년 의왕시, 2021년 구리시 예정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

기대효과
∙ 효과적인 도시재생

∙ 효과성 높은 도시 내 공원녹지의 확보

∙ 정원 문화와 산업의 육성

연계사업

∙ 2-2 정원 일자리

∙ 2-4 정원관광

∙ 3-3 지역별 거점정원의 마련

∙ 5-1 국내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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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에서 시작된 정원박람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유사 박람회인 도시농업 박람회도 전국적으로 확대

∙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선도 도정을 홍보 필요

구분 경기도 서울 부산 울산 청주 순천 LH 산림청 도로공사

명칭 정원문화박람회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
태화강

정원박람회
가드닝페스티벌 한평

정원페스티벌 가든쇼 코리아가든쇼 정원박람회

2010
시흥 옥구공원 - - - - - - - -

10.8~10 - - - - - - - -

2012

수원 

인계청소년공원
- - - - - - - -

10.12~14 - - - - - - - -

2013
- - - - - 국제정원박람회 - - -

- - - - - 4.12~10.20 - - -

2014
- - - - - - -

고양 
호수공원

-

- - - - - - - 4.25~5.11 -

2015
안성 안성맞춤랜드 월드컵공원 - - - - -

고양 
호수공원

-

10.8~11 10.3~12 - - - - - 4.24~5.10 -

2016
성남 시청공원 월드컵공원 - - - - -

고양 
호수공원

-

10.7~9 10.3~9 - - - - - 4.29~5.15 -

2017
안산 화랑유원지 여의도공원 부산시민공원 - - - -

고양 
호수공원

-

9.29~10.1 9.22~26 10.18~22 - - - - 4.28~5.14 -

2018
부천 중앙공원 여의도공원

부산시민공
원

태화강 
지방정원

미래지테마
공원

순천만국가
정원

세종시 - -

10.12~14 10.3~9 10.18~21 4.13~21 10.6~14 9.14~10.13 8.16~26 - -

2019
파주 임진각

용산 
해방촌

부산시민공
원

태화강 
국가정원

문암생태공
원

순천만국가
정원

- -
전주수목

원

10.11~13 10.3~9 10월 예정 10.18~20 5.30~6.2 9.25~10.20 - - 9.13~21

2020
의왕 레솔레파크

고덕지구(평
택)

10월 예정 5월 예정

선례 

예상 장애물

∙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만들어 내었던 주역 경기녹지재단이 유통원으로 탈바꿈하고 녹지재단의 

기능을 블랙홀처럼 빨아 들여 그 기능을 마비

∙ 경기도 공원녹지과 담당자 1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세미나, 교육 등도 추진해야하나 

못하고 있는 실정

장애물 극복
∙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던 경기녹지재단 무력화한 경기도정의 실패를 복구하여 경기녹색재단을 

설립하여 날로 중요해지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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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수(민간)정원 시상 제도

사업비(억) 4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100 100 100 100 400 100

시비

기타

합계 100 100 100 100 400 100

∙ 초기에는 오픈가든 형태로 매년 1억 정도씩을 다양하게 지원

사업내용

∙ 오픈가든은 정원 마니아들에게 개인 정원을 개방하여 정원이 조성된 과정, 정원수 및 화훼류에 

대한 생욱과정 등 그들의 실질적인 경험담을 통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원가꾸기의 즐거

움을 나누는 행사

∙ 2018년 4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도시정원부(도시녹화부)를 폐지하면서 오픈가든은 사실

상 멈춘 상태, 이를 재활

사업목적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정원(오픈가든) : 처음에는 수상자만이 회원 자격이 있었으나, 현재

는 오픈가든을 통해 정원을 갖고 싶고 꽃을 가꾸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

게도 개방할 예정이며, 각 예술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정원문화를 만들 것, 이를 

공공이 시장을 통해 장려

∙ 지방 관광 자원으로서의 오픈가든 역할 :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늘어 날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모범적이고 볼거리와 배울 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오픈가든을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전체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주택과

기대효과
∙ 정원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제고

∙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비용 없이 확보

연계사업 ∙ 1-2,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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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민간)정원 시상 제도 추가 자료

선례
(2018년도

영국
오픈가든) 

출처 : https://issuu.com/st-margarets-hospice/docs/open_gardens-2018-online_brochure-m

예상 장애물 ∙ 보안

장애물 극복 ∙ 경찰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협조하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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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정원산업의 육성

2-1 경기녹색재단의 설립

사업비(억) 22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200 500 500 500 500 2,200 100

시비

기타

합계 200 500 500 500 500 2,200 100

사업내용

∙ 녹색 경기도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 녹색경기도 플랫폼

∙ 특히 공원관리사업 등 관리사업 영역

사업목적

∙ (재단설립목적) 경기도 녹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공원녹지와 옥상 등의 도시공간에 대한 녹화, 

경기도와 시군의 정원산업 활성화, 정원문화운동의 확산, 도시농업 선도 사업, 녹색공간의 관리

사업, 녹화·정원·도시농업 분야 시민 활동가 양성 등

<위 그림은 경기녹지재단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변경된 후 2007년 업무영역>

대상지역 ∙ 경기도 전역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산림과, 친환경농업과

기대효과
∙ 경기도 그린인프라 구축

∙ 경기도의 효과적인 도시재생

∙ 도시 근린의 공동체 회복

연계사업
∙ 1-1에서 5-2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연계

∙ 특히, 2-3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4-1 정원유통 플랫폼과 함께 경기도 3각 녹색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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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녹색재단의 설립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경기녹지재단 설립취지문, 2004-03-02 /경기연구원 이양주 작성>

우리의 손자의 손자가 이 지구상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살 수 없을지는 바로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는 고속성장을 선도해왔고 

결과적으로, 동북아경제중심지로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의 반대급부로 쾌적한 환경

을 잃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었고, 산림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0년

간 경기도의 산림은 인구1인당으로 환산하면 56%가 감소했습니다. 즉, 경기도의 환경적 부양능

력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더욱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의 정화능력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인 이산

화질소와 이산화황만 보더라도, 수도권의 산림이 이를 정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까지는 경기도에서 녹지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이며, 엘리뇨와 나니냐 

같은 이상 기후도 더 자주 나타날 지도 모릅니다. 숲이 사라지고 도시가 회색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우리는 우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도 녹지재단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동

안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나무심기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례적이며 형식적인 사업에 치우진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녹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녹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녹지는 사람의 생명을 지지하는 기반인 만큼 심고 가꾸는 일 

또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나무심기는 푸른 경기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갖는 기초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제, 녹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이라는 사고를 버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초자산임을 인식하고, 한 그루 한 그루 그리고 함께 심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그 시발점이 바로 경기도 녹지재단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참여하는 녹화사업, 효율적인 녹화사

업, 도민이 체감하는 녹화사업, 경기도 전체를 망으로 엮는 녹화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행정적 

편의를 벗어나,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부터 녹화해갈 것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물들에게도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도시에 녹색망을 만들어, 도시 내에서도 

쾌적하게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들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서식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공기오염과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완충녹지

를 조성할 것입니다. 출퇴근길에서도 보다 많은 녹지를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녹색도시의 꿈을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재단은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 녹지재단은, 

나무심기 활동에 다양한 도민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프로그램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며, 녹화가 

꼭 필요한 지역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찾아내고 녹화할 것이며, 다양한 녹화기금을 개발

하고 나무심기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녹지가 주는 다양한 편익을 조사하고 연구

할 것이며, 결국, 경기도 전체를 녹지망으로 연결하여 푸른 경기도를 실현할 것입니다. 경기도 

녹지재단은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친환경도시를 구현하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갖고 녹지재단을 출발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하나. 경기도 녹지재단은 참여하는 도민, 참여하는 기업과 함께 푸른 경기도를 만들 것이다.

하나. 각종의 개발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가장 효율적인 녹화사업을 선택하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우리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하나. 우리가 시행하는 각종 녹화사업의 효과를 조사 및 연구하여 도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선례 

예상 장애물
∙ 경기도도 산하기관 축소와 통폐합 차원에서 ‘기능을 다했다’는 명분으로 축소하는 과정을 겪어 

현재 혁혁한 공헌을 했던 옥상녹화, 정원, 도시농업 플랫폼이 더욱 절실한 상황

장애물 극복 ∙ 그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는 동안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88

2-2 정원 일자리

사업비(억) 8.8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135 135 160 160 160 750 85

시비

기타 20 20 30 30 30 130 15

합계 155 155 190 190 190 880 100

사업내용
∙ 경기도 시민정원사를 중심으로,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시군과 함께 정원

관련 일자리 창출

∙ 거점정원 등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목적

∙ 정원 조성, 정원관광, 정원 보수와 관리, 거점정원, 거버넌스, 마을정원 등을 통하여 경기도 

내 정원관련 일자리 창출

<산림청의 정원정책 천일 플랜의 일자리 목표>

대상지역 ∙ 경기도 전역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친환경농업과, 산림과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 1-1에서 5-2까지 대부분의 과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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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일자리 추가 자료

선례 

경기도

시민정원사

시민정원사는 경기도가 2013년에 전국최초로 마련한 인증제도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한 녹색문화공동체 확산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정원사 인증제도이다. 시민정원사는 사회복지시설, 식물원, 수목원 등 정원관리가 필요

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임대주택, 주민 센터, 학교 등의 실 내외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

거나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원문화와 관련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2019년 시민정원사 약 400명은 경기도 내 학교숲 59개소, 복지시설10개소, 임대주택2개소, 정

원문화박람회 1개소를 선정하여 활동하였다. 연인원 2,800명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추가 

자원봉사자는 연인원 1,653명으로 누적 6,328시간이다.

부산시

도시농업

부산시는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제2회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를 열어 8건의 대표 사업을 선정했

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부산시장상에는 강서구가 부산도시농업시민네트워크 등과 컨소시엄으로 

제안한 ‘행복꾸러미와 함께 도시농업 일자리 Job Go’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농업 관련 

창업, 기능성 작물(치유농업) 전문배달 및 유통, 수경 재배기 렌털(꾸러미) 유통 사업 등 도시농업

을 활성화해 장애인,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합니다

미국

마스터가드너

(설립) 1973년(44년)

(시작 기관) 워싱턴 주립대학

(목표) 자원봉사자들은 정원과 

환경관리에 효율적인 커뮤니

티 교육자가 된다.

워싱턴 주립대학 마스터 가드

너는 워싱턴시민 35만 명에게 

정원문제를 도왔다. 

이 자원봉사시간은 47억 원

/235,429h의 가치를 가진다

(David Gibby 외 3인), 환산

하면 시간당 약 2만 원 정도이

다.

오른쪽 미국의 노동생산성 통

계를 보면 정원산업이 맨 아래 

자동차제조업보다 노동생산성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상 장애물
∙ 아파트 문화로 정원산업의 한계

∙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 모호

장애물 극복
∙ 아파트 내 작은 정원들이 일인 가족 사회와 연계되어 발전될 전망

∙ 마을정원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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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사업비(억) 20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1,000 1,000 2,000 100

시비

기타

합계 1,000 1,000 2,000 100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시에는 다음 계획 시에 반영)

사업내용

∙ 4개 팀으로  구성 : 조경가든대학, 시민정원사 양성,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개최 및 주관, 오픈가

든 조직 및 자원화, 가든센터 운영 등을 위한 정원문화팀, 경기가든에 만들어진 많은 정원들과 

시설들을 관리하는 시민정원사들이 함께하는 관리 인력과 정원조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 자격증

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원조성관리팀, 각종 행사와 박람회홍보, 시민정원사 모집과 정원

관련 잡지나 매체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아 줄 정원홍보팀, 마지막으로 경기정원융복합센터의 

산림을 맡아줄 총무팀

∙ (구)녹지재단의 부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되고 있는 중이어서 중기적으로 이 진흥원 

내에 생태계서비스센터 형식으로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팀 단위도 가능)가 들어가고 경기도 

생물권지역과 지질공원 등 공원녹지와 산림 분야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수용

사업목적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빈자리)

2017년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도시녹화부는 도시정원

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정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사로 새로운 도시정원부 부장을 발령. 

급기야 2018년 4월에는 도시정원부가 전면 폐지되어 정원에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경기도 녹지과로 이전되거나 중단된 상태. 그동안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여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인 「푸른경기 그린(Green) 프로그램21」이 유명무실

(경기도의 지리적 조건)

채소재배 농가가 많으며 화훼산업이 발달.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부동산 저렴. 순천만

국가정원의 가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경기도가 유리할 것은 자명

대상지역 -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기대효과
∙ 정원문화산업의 지속 선도

∙ 정원문화 선도한 경기도 이미지를 공고하게 구축

연계사업 ∙ 대부분의 사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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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 2005년 3월에 설립된 경기녹지재단은 경기도의 ‘쾌적한 삶의 환경’ 구현을 도정목표로 녹화 

종합계획인 「푸른경기 그린(Green) 프로그램21」을 수립하였으며, 푸른경기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녹지를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녹지가 주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지향

적이고 친환경적인 실천구상. 푸른경기 1억 그루 심기 등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2007년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10년 옥구공

원에서 제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시작으로  ‘정원문화’를 담은  경기도 공원을 만들기 위해 

선구자 역할 

∙ 2019년 제 7회 파주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정원디자이너들을 배출

하고 정원문화 사업의 확장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2017년 경기농식품유

통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기도의 쾌적한 삶의 환경개선을 위하고, 공원의 정원화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푸른경기 그린(Green) 프로그램21」의 목표를  저버리고 단순 

농산물 유통에만 주력하는 기관으로 전락. 현재 2019년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준비는 더 이상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아닌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 

∙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1회에서 7회까지 거쳐 오면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많은 정원문화 발전

을 위해 노력. 첫 번째가 경기도의 버려지거나 이용률이 낮은 공원에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높은 수준의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박람회를 통해 공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원에 대한 일반인

들의 관심을 제고   

∙ 두 번째는 2006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찾아내어 시상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의 오픈가든을 위한 초석을 마련. 경기정원문화 박람회의 쇼 가든 부문이 관주도

의 정원문화라면 오픈가든은 민간 주도의 정원문화를 활성화 시킨 좋은 시도. 많은 일반인들이 

시상을 통해 정원이라는 공통관심사로 조직(정수모: 경기정원문화대상 수상자들의 모임)을 만

들게 되었으며, 정원을 가꾸며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됨. 오픈가든을 통해 경기도는 색다른 관광

자원, 녹색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으로 바뀌면서 오픈가든의 명맥이 끈긴 안타까운 상태 

∙ 세 번째로, 2017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을 시작으로 마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정원 만들

기를 시작. 소외된 계층과 함께 정원을 만들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정원 만들

기를 통해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외로운 도시생활에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결과들을 도출  

∙ 네 번째로, 가든대학을 통한 시민정원사 양성. 꾸준한 가드너의 양성으로 많은 이들이 정원과 

정원 식물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전문적인 정원사를 양성.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가드닝을 통해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하며, 배움과 성취감을 갖게 해줌으로서 경기도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한몫

예상 장애물 ∙ 늦어질수록 재단의 노하우 퇴색

장애물 극복 ∙ (가칭)경기환경진흥재단의 부서단위 혹은 별도의 조직으로 다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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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원 네트워크 기반의 정원관광

사업비(억) 80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500 500 500 500 2,000 25

도비 1,000 1,000 1,000 1,000 4,000 50

시비 500 500 500 500 2,000 25

기타

합계 2,000 2,000 2,000 2,000 8,000 100

∙ 전년도에 20억 규모의 정원관광 설계 경쟁

사업내용

∙ 자원네트워크와 연계한 정원 문화 홍보 : 기존 경기도의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등의 네트워크를 

정원문화 관련 컨텐츠와 연계하여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

∙ 정원관광 컨텐츠 발굴 공모전 개최 : 정원관련 여행단체, 정원문화 애호가, 동호회 등을 중심으

로 자발적 정원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

∙ 정원관광 네트워크 지속성 확보 및 마케팅 : 정원관련 컨텐츠를 바탕으로 관련 방송, 유튜브, 

정원홍보대사, 정원업계 종사자 등을 통한 팸투어 진행을 통해 정원관련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제시하여 SNS 마케팅 등을 통해 홍보

사업목적

∙ 기존 자원 네트워크와 정원문화 컨텐츠와 연계 :  경기도 내 자연자원 또는 문화자원과 연계한 

정원관광상품 네트워크를 구축

∙ 소규모 정원문화 명소 네트워크 :  도민들의 삶의 가까이에 있는 인근 마을정원이나 개인주택정

원 등을 경기도 정원문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꾸며 관리하는 소규모 정원문화를 기존 

자원 네트워크와 연계한 정원관광 상품으로 활성화

∙ 정원관광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 마련 :  지역 자원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원관광이 유도하

는 부가적인 가치로 수입창출방안 또한 고려

대상지역 ∙ 특정지역(예: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시범사업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산림과

기대효과
∙ 정원산업의 6차산업화

∙ 지역 활성화

∙ 정원문화산업의 확대

연계사업 ∙ 1-2, 1-3, 2-1, 2-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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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네트워크 기반의 정원관광 추가 자료

선례 

영국 런던에 위치한 가든뮤지엄의 경우, 1977년에 설

립되어 정원관련 다양한 역사문화적 컨텐츠는 물론 상

시 정원과 관련한 세미나, 전시, 상품판매 등 다양한 프

로그램 제시를 통해 정원을 주제로 다양한 컨텐츠를 지

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를 확장하여 생산함으로써 정원관련 컨텐츠의 허브역

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원박물관 사례>

https://gardenmuseum.org.uk/ 

㈜한국조경신문에서 주관하고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사회가 후원하는 조경인 뚜벅이 투어는 

정원과 조경을 주제로 정원, 고택, 명승지와 지역명소

를 중심으로 답사를 통해 조경인 중심으로 친목과 정

원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조경인 뚜벅이 투어 사례>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3048

영국 RHS에서는 정원관련이벤트나 정원박람회에는 

무료 가드닝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일반이 정원을 꾸미

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RHS 정원사가 직접 무료로 컨

설팅해주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RHS회원대

상이며, 각 정원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다. 정

원을 가꾸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쉽게 제공함으로써 정원관리에 도움을 준

다. 

<영국 RHS 무료 가드닝 상담 서비스>

/https://www.rhs.org.uk/membership/rhs-gardening-advice

예상 장애물 ∙ 집행의 중심 주체 필요하나 경기녹지재단 기능의 상실

장애물 극복 ∙ 경기녹지재단 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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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원산업의 연구

사업비(억) 2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50 50 50 50 200

시비

기타

합계 50 50 50 50 200

사업내용

∙ 통계자료 구축 : 정원산업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통계자료 작성이 기초

∙ 산업규모, 일자리 등 조사

∙ 뿐만 아니라 정원산업의 영역에 대한 학술연구

https://www.maximizemarketresearch.com/market-report/global-smart-indoor-garden-market/23460/

사업목적

∙ 통계자료 구축을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

∙ 학술연구를 통한 정원산업의 영역 정의

∙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과제의 실행기반 구축

∙ 특히 경기도 정원 플랫폼-재단, 융복합센터, 유통센터 등-에 대한 연구 병행

대상지역
∙ 세계 시장 동향

∙ 경기도 현장의 시장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친환경농업과(도시농업)

기대효과
∙ 경기도 미래 산업의 육성

∙ 효과적인 도시재생

연계사업
∙ 1-1에서 5-2까지

∙ 특히 2-1, 2-3, 4-1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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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업의 연구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민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는 1조를 상회

∙ 이번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 단순 계산은 1조 7백억 정도, 이는 경기도 인구

×0.17×460,000원으로 계산과거 2017년도 설문조사에서 원단위를 설정하면 1조2천억

∙ 과거(2017년도)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 단순 계산은 1조 2천억 정도, 이는 경기도 인구

×0.27×348,000원으로 계산

∙ 이번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을 시간으로 따지면 1조4천7백억, 이는 경기도 인구

×0.17×76시간×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

∙ 과거(2017년도)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을 시간으로 따지면 6조원, 이는 경기도 인구

×0.27×16.8시간×12개월×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

∙ 화훼통계를 기초로 하면 국내 정원산업은 1조 7천억, 경기도는 8천억 정도

∙ 1조 7천억은 화훼농가의 판매금액의 3.3배를 적용, 3.3은 세계의 정원산업이 화훼산업에 비한 

수치

∙ 화훼 중 절화와 분화를 뺀 정원용을 생각하여 식물소재의 비율 즉, 68%를 적용하면 1조 5백억 

정도

∙ 화훼통계에 의한 경기도의 비율은 46%

∙ 경기도 정원산업은 1조 이상으로 2015년도 산림청의 나라 규모는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

선례 

∙ 우리나라 정원산업 규모의 추정

김완순 외(2015),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산림청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상 장애물 ∙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하기는 쉽지 않음

장애물 극복 ∙ 당분간 경기도 자체통계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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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시민정원사 활력

3-1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비(억) 8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100 100 100 100 400 50

시비 50 50 50 50 200 25

기타 50 50 50 50 200 25

합계 200 200 200 200 800 100

사업내용

∙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가는 코디네이터 양성

∙ 자발적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해 다자간 포럼을 운영

∙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협의회를 구성

∙ 경기도 시민정원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코디네이터 양성 내용을 추가 

사업목적

∙ 시민정원사 전문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대상지역 ∙ 경기도 지역사회 단위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기대효과 ∙ 정원 도시(garden cities), 정원 일자리

연계사업 ∙ 2-5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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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시민정원사 활성화를 위한 우선 지원 분야>

그동안 경기도가 양성해온 시민정원사를 교육시키고 갈등을 조정하거나 기타 어려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은 유통원의 1~2명의 인력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인력으로는 현장에서의 어

려움과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 활동을 연계시키는 등 시민정원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시민정원사를 자발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이 필요하다(이양주

외, 2017).32) 경기도 시민정원사 2019년 말 기준으로는 900명 인증(987명 교육)

선례 

미국의 마스터가드너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시민정원사를 운영하는 방식

보다, 보다 선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마스터가드너 코디네이터들은 프로그램의 관리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성향, 동기, 시대적 경향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제공되며, 마스터가드너 교육 및 활동과정에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이들 코디네이터들은 프로그램 운영자(지역 대학의 강사진 등)과 교육생 간의 의사소

통을 촉진시키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유통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자원봉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활동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상게서). 

예상 장애물 ∙ 실제 추진 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의 부재

장애물 극복 ∙ 2-1 경기녹색재단 설립

32) 이양주 외(2017),『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 및 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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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체계화된 평생학습 시스템

사업비(억) 14.3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217 230 230 245 245 1,167 82

시비

기타 50 50 50 55 55 260 18

합계 267 280 280 300 300 1,427 100

∙ 과거 집행에 근거, 기타는 자부담

사업내용

∙ ‘(가칭)경기시민정원대학’으로 조경가든대학과 시민정원사의 통합

∙ 미국과 같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정원에 대한 평생학습체계 마련

∙ 특히 경기북부에 양성기관의 확충

사업목적
∙ 시민정원사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

∙ 언제 어디에서든 교육 기회의 제공

대상지역 ∙ 경기도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기대효과
∙ 시민정원사 수준 제고를 통한 정원문화 조기 정착

∙ 정원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 1-2 경기도 시군 마을정원

∙ 2-1 경기녹색재단의 설립

∙ 2-2 정원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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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별 거점정원 마련

사업비(억) 990(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5,000 5

시비

기타

합계 99,000 100

※ 세계정원경기가든 우선 조성, 아래는 초기 기본구상(경기도, 2017)  

사업내용

사업목적
∙ 경기도 시민정원사 오프라인 활동의 구심점을 마련

∙ 경기도가 지역별 거점정원을 조성하면 이것이 모델이 되어 지역 내로 확산

대상지역 ∙ 남부 한 곳, 북부 한 곳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대상 부지의 시군

기대효과
∙ 정원문화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지식습득과 공유로 지역 활성화

∙ 정원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사업
∙ 2-3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 4-3 지방정원의 지정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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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점정원 마련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 권역을 고려하여 4개소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나 상당한 예산투입으로 일단은 남과 

북 각각 1개소를 목표로 시작

∙ 2021년에 안산 시화 쓰레기매립지 부지에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시민정원사를 위한 거점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선례 

<영국 왕립원예협회(RHS)의 4개 거점정원>

1) Wisley Garden, near Wisley in Surrey

https://www.visitsurrey.com/things-to-do/rhs-garden-wisley-p49663

2) Rosemoor Garden in Devon

3) Hyde Hall in Essex

4) Harlow Carr in Harrogate, North Yorkshire

2015년도에는 5번째로 계획 : Worsley New Hall, Greater Manchester

예상 장애물 ∙ 땅 값

장애물 극복 ∙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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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연한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사업비(억) 2.5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50 50 50 50 50 250 100

시비

기타

합계 50 50 50 50 50 250 100

∙ 그동안의 집행된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사업내용

∙ (1) 재인증 기준

 

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증 유효기간 4년 4년 제한없음

인증 사전요건 교육과정 이수
96시간 자원봉사

(기간만료 전)

48시간 자원봉사

(2년 이내)

∙ (2)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등 재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이를 통과하면 5년 혹은 

10년의 자격증을 부여

∙ (3) 미국 사례처럼 활동단계에서 역량 강화

∙ (4) 재인증이 아닌 인센티브 제도로 대체

사업목적

∙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의 현실성 고려

∙ 목표를 흔들지 말고 수단을 다양화

대상지역 ∙ 인적 대상 : 경기도 시민정원사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기대효과
∙ 경기도 시민정원사 활동의 활성화

∙ 경기도 사회적 자본의 축적

연계사업 ∙ 2-1, 3-1, 3-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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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구분 분류 내용 상세내용 기타(해당기관)

동의
시민정

원사
취지 봉사활동 부적합 경기도청

체계

횟수
1회 

충분

- -

경기도청기간으로 인해 

자격증 취급
불가

기간 - - 개선 필요 경기도청

시간
- - 충분 경기도청

직장인 96시간 어려움 경기도청

인정
봉사

활동

정원문화관련  

분야 이외
제한  필요 경기도청

대상
비

갱신자

활동

방안
개선 방안

인증실패로  위축 경기도청

대우차이는 부재 경기도청

시민정원사와 연

결로 활동유도
경기도청

유예기간 경기도청

필요 경기도청

<경기도 시민정원사들의 재인증에 대한 인식결과>

자료 : 이양주 외, 전게서.

예상 장애물
∙ 사업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유연한 제도를 운용하면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것은 거의 

불가

장애물 극복 ∙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녹색재단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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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회

사업비(억) 8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100 90 80 70 60 400 50

시비

기타 60 70 80 90 100 400 50

합계 160 160 160 160 160 800 100

∙ 초기에는 도비를 60% 이상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매년 줄여나가서 자립성 강화

사업내용

∙ 연합회 구성

∙ 연합회 운영규칙 제정

∙ 자발적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와 유통원·경기도·경기연구원 등의 지원기관, 관련 전문가그룹으

로 구성된 자문기관 등이 참여

사업목적

∙ 각 지역별 협회나 조합의 연합

∙ 경기도 시민정원사 활동 플랫폼

∙ 연합협의회는 시민정원사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대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내부적 자율규약 제정 등으로 시민정원사 제도 전반을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자율적 자치 기구로서 제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총괄 운영조직

대상지역 ∙ 기존에 시민정원사 조직이 있는 시군부터 대상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기대효과 ∙ 시민정원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원문화산업 진흥

연계사업 ∙ 1-3, 1-4, 3-1, 3-2, 3-4, 4-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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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회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구분 양성기관 단체명 활동비 활동인원
누적봉사 
활동시간

1인 평균 
활동시간

대상지

계 112,000 2,800 17,528 4.58 72개소

고양 농협대학교 푸르미 6,000 150 676 4.50 6개소

성남 신구대학교
한국시민정원사
협동조합

16,800 420 3,484 8.30 13개소

안산
신안산

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시민정원사동문회

16,800 420 1,680 4.00 9개소

안양 대림대학교
대시모
(대중과 함께하는 
시민정원사 모임)

18,800 470 2,492 5.30 11개소

수원
수원여자

대학교
경기시민정원사 
협동조합

22,400 560 3,852 6.88 12개소

안성 한경대학교
시민정원사
(한경대)연합회

22,800 570 4,496 7.89 14개소

구리 신구대학교
구리시민정원사협
동조합

8,400 210 848 4.04 7개소

자료 : 경기도, 2019

<2019년 기준 경기도 시민정원사 단체별 활동사항>

(단위 : 천원, 명, 시간)

선례 

예상 장애물 ∙ 누군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장애물 극복 ∙ 중간지원조직이 필요(경기녹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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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정원 플랫폼

4-1 정원유통 플랫폼

사업비(억) 600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5,000 5,000 10,000 16

도비 5 5 5,000 5,000 10,100 17

시비 5,000 5,000 10,000 16

기타 30,000 30,000 50

합계 5 5 15,000 45,000 60,000 100

∙ 약 600억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전 검토와 계획이 필요

∙ 기본구상, 부지선정, 타당성 검토 등의 준비 필요(2020-2022)

사업내용

거대 시장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 전국을 염두에 둔 정원산업 유통 플랫폼

1) 동, 식물의 다양한 자재 및 도구의 전시판매 : 필요한 모든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점

2) 정원산업 고객의 소통 및 유통 : 정원은 예술이다. 따라서 얼마나 창조적인지 얼마나 혁신적인

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를 모두 살펴 져야 하는 장이 필요

3) 확장된 정원산업 : 대형의 가든센터라는 할인점적 요소와 식음, 휴식, 만남, 학습 등 네트워크 

요소가 결합된 종합문화 산업 플랫폼

사업목적

∙ 2010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도시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국민들이 정원에 대

한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화훼지표는 감소하지만 수입물량이나 가격을 보면 크게 증

가), 경기도는 전국의 정원 식물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수요의 가장 큰 시장

∙ 쉽게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와 함께 식물, 자재, 도구, 정원놀이, 정원문화 등을 아우르는 

정원유통 플랫폼

∙ 텃밭 혹은 도시농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정원산업은 서비스산업의 최고수준의 종합적 서비스산

업으로의 확장

∙ 현재 인기 있는 약 100여 품종의 경우는 어떤 통계에도 잡히고 있지 않지만 매년 생산과 소비

가 폭발적으로 증가

∙ 현재 과천의 화훼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조만간 사라질 것이므로 이데 대한 대안

대상지역
지역으로 본다면 경부, 혹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용인, 이천 지역이 중심에 

있다면 여주나 수원, 광주, 성남, 하남 등이 차 후보지로 거론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기대효과

∙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발전의 거점

∙ 과천 화훼시장 몰락의 대안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 발전된 유통 질서

연계사업 ∙ 1-3, 2-2, 2-3, 2-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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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유통 플랫폼 추가 자료

현황과
문제점

최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화훼 및 정원수 사업의 농가수와 재배면적, 수출액, 

매출액 등 모든 지표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많은 농민들은 아우성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시대변화에 따라 그 시장이 갖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통계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정원산업은 모두들 붐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에서도 유의미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정확한 통계로 잡히는 화훼묘목 및 유사

품들의 수입통계를 참고하면 대략의 현황파악은 될 것이다. 물론 현재 국내 대표적인 

생산회사를 운영하는 필자로서는 매우 급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의 화훼산업의 수입 물량 혹은 가격을 난, 절화, 장미, 수목, 여러해살이식물, 종자 등의 

수입 통계를 보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도 쉽게 짐작 가능

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절화인 장미, 국화, 카네이션, 안개초 등등 국내 

생산과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는 향나무, 수국, 측백나무 등 정원용관

목 및 아이리스, 아스틸베, 헬레브로스, 사초, 파니쿰 등등 최근 시장에서 인기를 주도하

고 있는 식물들의 수입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국립농림수산검역본부 자료 참조). 

이렇게 수입된 식물들이 시장에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주로 증식을 위한 묘목으로 

수입되어 작게는 몇 배 많게는 몇 백배로 증식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가우라의 경우 묘종 100본이 수입되면 일 년에 100만개 이상 증식 생산가능

하다. 좀 까다롭거나 증식이 늦은 호스타나 독일붓꽃 등은 수입된 상태로 출하 하거나 

포트에서 싹을 틔워 출하하기도 한다. 이런 특정품목들은 수입가격보다 판매가가 높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생산 하는 것이 생산비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품종 들은 앞으

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종합해 본다면 현재 인기 있는 약 

100여 품종의 경우는 어떤 통계에도 잡히고 있지 않지만 매년 생산과 소비가 폭발적으

로 널어나고 있음은 부인 할 수가 없고 이런 품종들은 대체로 고가의 가격으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 한다면 시장규모는 더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 정원에 소요되는 주요 식물들의 공급은 어디에서 생산되고 공급될

까? 그것은 바로 과천, 흥인릉 등을 중심으로 한 옛 화훼시장 주변의 초화생산자들과 

고양, 하남,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이천, 광주 등 지역의 새로 진입한 젊은 농가 혹은 

예전부터 관엽이나 초화 재배를 해 오던 농가가 작목을 전환해서 대로변에 형성되어있

는 지역꽃시장(주로하우스)에 납품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매우 성장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담당하는 곳도 대부분 소농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재배규격도 다양하고 최소 컵 포트 혹은 화분에 재배하여 상품성을 높여서 공급하는 

형태로 소량다품목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간과 속도, 소통을 필요로 하는 전자상

거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난다면 선진국과 

같이 대형의 농가에서 전자상거래 혹은 지역거점 플랫폼을 이용한 일반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거나 혹은 끌어가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한다. 현재 정원산업의 선진국에

서는 일반 산업과 같이 승자독식 구조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회사 간의 

결합이나 흡수통합이 빨라지고 있는 현상도 보이기 때문이다.

//박공영, 2019.

예상 장애물 ∙ 과천 화훼유통단지의 실패로 볼 때 공공의 역할의 한계 

장애물 극복 ∙ 상당한 사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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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방정원의 지정과 지원

사업비(억) 4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50 100 100 150 400 100

시비

기타

합계 50 100 100 150 400 100

∙ 곳당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예산계획, 2022년도에 2곳, 2024년도에 4곳을 목표

로 설정

사업내용
∙ 수목원정원법에 의해 지방정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활성화

∙ 경기도 지방정원인 세미원에 추가하여 지정

∙ 지정된 정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사업목적
∙ 지방정원의 활성화

∙ 다만, 조화로운 공익과 사익을 추구. 일방적인 유지관리비 지원은 지양되어야 함 

대상지역 ∙ 경기도 남부, 서부, 북부 각 1곳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시군의 관련부서

기대효과 ∙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로 지역민의 경제와 공동체 도모

연계사업 ∙ 2-2, 2-3, 2-4, 3-3, 5-1

현황과
문제점

∙ 순천만 국가정원의 과다한 재정적자

∙ 매년 국비 40억 원 정도 지원으로 다른 지방정원에 대한 지원 애로

∙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인 세미원은 잦은 비리들이 거론(20014-2014년 간 10여 차례)

선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된 울산 태화강>

예상 장애물 ∙ 재정적 지원의 문제

장애물 극복 ∙ 조화로운 공익과 사익 즉, 지원 명분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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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정원 국내외 교류

5-1 국내 교류협력

사업비(억) 4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100 100 100 100 400 100

시비

기타

합계 100 100 100 100 400 100

∙ 매년 일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방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경기도 내 시군의 행사나 정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다양한 형식의 교류사업을 직접 혹은 시군을 지원 

사업내용
∙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대

∙ 국내 지방정원과 연대

∙ 도내 민간정원과 연대

사업목적
∙ 정원소재의 메카인 경기도 정원산업을 공고하게

∙ 정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지식공유로 산업 발전, 기초는 국가통계를 만드는 것

대상지역 ∙ 국가정원이 있는 곳, 지방정원이 있는 곳 우선 교류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기대효과
∙ 경기도 정원소재 유통 산업 강화

∙ 지방정부 정원정책의 효과성

연계사업 ∙ 1-2, 1-3, 2-1, 2-5, 4-1

선례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예상 장애물 ∙ 교류협력은 이행이 중요

장애물 극복 ∙ 중간지원조직의 필요(경기녹색재단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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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제 교류협력

사업비(억) 30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구성비

(%)2020년 2021 2022 2023 2024년 계

국비

도비 950 550 500 500 500 3,000 100

시비

기타

합계 950 550 500 500 500 3,000 100

∙ 5년 간 10억 정도를 책정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정원의 작은 상징물, 프로그램의 교류 혹은 

기존에 조성된 곳이 있으면 리모델링 등 

사업내용
∙ 전통적으로 연구와 교류를 해온 한·중·일 간의 교류

∙ 아시아권의 공원, 녹지, 정원의 교류

∙ 영국과 공원과 정원에 대한 교류(이양주 외,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방안 참조)

사업목적
∙ 지금까지 해 온 국제 교류의 내실화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

∙ 지식공유로 문화와 산업의 발전

대상지역 ∙ 기존에 교류해온 곳을 우선(미국, 중국, 일본)

추진부서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

기대효과 ∙ 경기도 정원문화와 아울러 공원녹지 분야도 질 제고

연계사업 ∙ 1-3, 2-1, 2-5, 5-1

선례 

∙ 수원시 효행공원 내 중국정원인 월화원 : 경기도와 광동성이 2003년 10월 우호협력 차 쌍방에 

전통정원을 조성(아래 왼쪽 그림)

∙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내 한국정원(경기도 조성)(아래 오른쪽 그림) /5-1

자료 : 수원뉴스 2017-05-09(http://news.suwon.go.kr/?p=46&viewMode=view&reqIdx=149432507528073868)

예상 장애물 ∙ 교류협력은 이행이 중요

장애물 극복 ∙ 중간지원조직의 필요(경기녹색재단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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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예산(억) 연차별계획

총 도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1 경기도와 시군의 정원(가드닝) 조직 0 0 - - - - -

1-2 경기도 시·군 마을정원 200 62
총 40 40 40 40 40

도비 12 12 12 12 12

1-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97 31
총 17 20 20 20 20

도비 7 6 6 6 6

1-4 우수(민간)정원 시상 제도 4 4
총 1 1 1 1

도비 1 1 1 1

2-1 경기녹색재단 설립 22 22
총 2 5 5 5 5

도비 2 5 5 5 5

2-2 정원 일자리 8.8 7.5
총 1.5 1.6 1.9 1.9 1.9

도비 1.4 1.3 1.6 1.6 1.6

2-3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20 20
총 - - - 10 10

도비 - - - 10 10

2-4 자원 네트워크 기반의 정원관광 80 40
총 - 20 20 20 20

도비 - 10 10 10 10

2-5 정원산업의 연구 2 2
총 - .5 .5 .5 .5

도비 - .5 .5 .5 .5

3-1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 8 4
총 - 2 2 2 2

도비 - 1 1 1 1

3-2 체계화된 평생학습 시스템 14.3 11.7
총 2.7 2.8 2.8 3 3

도비 2.2 2.3 2.3 2.4 2.4

3-3 지역별 거점정원 마련 990 50 (현재 추진 중인 세계정원 경기가든 사업)

3-4 유연한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2.5 2.5
총 .5 .5 .5 .5 .5

도비 .5 .5 .5 .5 .5

3-5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회 8 4
총 1.6 1.6 1.6 1.6 1.6

도비 1 0.9 0.8 0.7 0.6

4-1 정원유통 플랫폼 600 101
총 - .05 .05 150 450

도비 - .05 .05 50 50

4-2 지방정원의 지정과 지원 4 4
총 - .5 1 1 1.5

도비 - .5 1 1 1.5

5-1 국내 교류협력 4 4
총 - 1 1 1 1

도비 - 1 1 1 1

5-2 국제 교류협력 30 30
총 9.5 5.5 5 5 5

도비 9.5 5.5 5 5 5

합계(1) 2,095

합계(2) 3-3의 실행으로 2-3 제외 2,075

합계(3) 세계정원 경기가든(3-3) 제외 1,085

합계(4) 4-1을 화훼분야와 5대 5 투자 785(도비는 279로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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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의 5년간 사업비는 총 785억원이 필요, 이 중에

서 도비는 35%인 약 279억

○ 세계정원 경기가든(3-3)은 기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하면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2-3)는 다음 2차 계획에서 담도록 하고, 정원유통플랫폼(4-1)을 화훼분야와 5대 5로 

투자한다는 것으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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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1) 경기도 정원 가꾸기 활동은 지속증가 전망

□ 경기도민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는 1조를 상회

○ 도민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은 약 1조 7백억, 근거는 경기도 인구×0.17×460,000

원으로 계산. 과거 2017년도 설문조사의 원단위를 사용하면 1조2천억

- 설문결과 참여도 17%, 한 해 평균 지출 46만원. 과거(2017년도)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은 경기도 인구×0.27×348,000원으로 계산

○ 이번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업을 시간으로 따지면 1조4천7백억, 이는 경기도 인

구×0.17×76시간×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

- 설문결과 한 해 평균 활동시간은 76시간. 과거(2017년도) 설문에 의한 경기도 정원산

업은 6조원, 근거는 경기도 인구×0.27×16.8시간×12개월×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 

□ 경기도의 정원 가꾸기 활동은 지속 증가 전망

○ 정원활동과 관련된 기사 검색, 국내외 정원산업의 추세, 화훼산업의 내용분석에 의하

면 경기도 정원 가꾸기 활동을 지속 증가 전망

- 화훼산업의 내용분석이란 절화와 분화는 급감한데 비해 초화류는 크게 증가

- 화훼농가의 판매금액의 3.3배를 적용하면 1조 7천억, 경기도는 46%를 적용하면 약 

8천억. 근거는 세계 정원산업은 화훼산업의 3.3배

- 화훼산업 중 절화와 분화를 뺀 정원용을 생각하여 식물소재의 비율 즉, 68%를 적용

하면 1조 5백억 정도

○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꽃박람회, 정원박람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정

착. 정원, 도시농업, 조경 등 가꿈과 돌봄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활동과도 연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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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정원문화사업은 5년간 785억원

세부추진과제
예산(억) 연차별계획

총 도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1 경기도와 시군의 정원(가드닝) 조직 0 0 - - - - -

1-2 경기도 시·군 마을정원 200 62
총 40 40 40 40 40

도비 12 12 12 12 12

1-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97 31
총 17 20 20 20 20

도비 7 6 6 6 6

1-4 우수(민간)정원 시상 제도 4 4
총 1 1 1 1

도비 1 1 1 1

2-1 경기녹색재단 설립 22 22
총 2 5 5 5 5

도비 2 5 5 5 5

2-2 정원 일자리 8.8 7.5
총 1.5 1.6 1.9 1.9 1.9

도비 1.4 1.3 1.6 1.6 1.6

2-3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20 20
총 - - - 10 10

도비 - - - 10 10

2-4 자원 네트워크 기반의 정원관광 80 40
총 - 20 20 20 20

도비 - 10 10 10 10

2-5 정원산업의 연구 2 2
총 - .5 .5 .5 .5

도비 - .5 .5 .5 .5

3-1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 8 4
총 - 2 2 2 2

도비 - 1 1 1 1

3-2 체계화된 평생학습 시스템 14.3 11.7
총 2.7 2.8 2.8 3 3

도비 2.2 2.3 2.3 2.4 2.4

3-3 지역별 거점정원 마련 990 50 (현재 추진 중인 세계정원 경기가든 사업)

3-4 유연한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2.5 2.5
총 .5 .5 .5 .5 .5

도비 .5 .5 .5 .5 .5

3-5 경기도 시민정원사 연합회 8 4
총 1.6 1.6 1.6 1.6 1.6

도비 1 0.9 0.8 0.7 0.6

4-1 정원유통 플랫폼 600 101
총 - .05 .05 150 450

도비 - .05 .05 50 50

4-2 지방정원의 지정과 지원 4 4
총 - .5 1 1 1.5

도비 - .5 1 1 1.5

5-1 국내 교류협력 4 4
총 - 1 1 1 1

도비 - 1 1 1 1

5-2 국제 교류협력 30 30
총 9.5 5.5 5 5 5

도비 9.5 5.5 5 5 5

합계(1) 2,095

합계(2) 3-3의 실행으로 2-3 제외 2,075

합계(3) 세계정원 경기가든(3-3) 제외 1,085

합계(4) 4-1을 화훼분야와 5대 5 투자 785(도비는 279로 약 35%)



117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의 5년간 사업비는 총 785억원이 필요, 이 중에

서 도비는 35%인 약 279억

○ 세계정원 경기가든(3-3)은 기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하면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2-3)는 다음 2차 계획에서 담도록 하고, 정원유통플랫폼(4-1)을 화훼분야와 5대 5로 

투자한다는 것으로 전제

□ 사업체 조사가 불가하여 정원산업은 소비규모 정도 그리고 동향에 초점을 두었고 

경기도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

○ 정원산업 분류가 없어 사업체 조사가 불가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으로 다양하여 정원산업에 대한 정의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의를 하더라고 산림청에서 받아줄 의사가 있

어야 하나 이 연구에서 함께하는 것도 어려워 별도로 연구 진행

○ 비록 소비규모로 추정하여 정원산업 사례를 조사해보면 동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여 

정책적 대응에 유리  

2. 정책건의

□ 중간지원조직의 절대적 필요, 경기녹지재단의 재활은 시대적 요구   

○ 公園(공원)은 공공의 정원, 공원은 공공 영역, 정원은 개인 영역. 최근에는 공동체 정

원, 마을 정원 개념으로 정원의 공익적인 부분도 강조되는 경향. 인공과 자연을 매개

하고 도시와 자연을 매개하여 도시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조성하는데도 일조하고 

있는 상황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전신인 경기녹지재단은 우리나라 정원문화박람회를 만들어 

내었으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 역시 전국 최초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경기도

와 우리나라 곳곳에서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아울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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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시킨 오픈 가든은 많은 정원전문가들로부터도 호응도가 높았고 호응도가 

더해 가는 상황에서 아쉽기도 그 기능이 마비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경기도 정원문화 종합실시계획의 18개 과제에 대한 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과제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전)경기녹지재단이 아주 필요함

을 알게 되었음(제5장 각 과제별 계획서 참조)

□ 정원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원은 개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까지 확장. 이

를 테면, 순천만 정원이 정원인가 아니면 공원인가? 사실은 공원이 아닌가 하는 판단

이 됨

○ 정원산업은 사업체 조사가 불가한 상황. 산림청과 김완순(2015)는 선행연구에 기초하

여 식물소재를 비롯하여 8가지 범주로 정의. 주로 해외 선례를 검토하여 범주 정리

○ 정원의 범주를 보면 분명한 영역을 갖고는 있으나 화훼, 도시농업 등과도 경계가 섞

여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고찰이 필요

□ 경기도 시군의 업무 분장과 조직의 필요

○ 경기도는 격년으로 하던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이제는 매년 경기도의 시군을 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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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개최. 각 시군에는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무

○ 법이 만들어지고 경기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민사회는 웰빙으로 정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조직,

최소한 업무라도 분장

□ 어떠한 방식으로든 플랫폼이 시급

○ 이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플랫폼, 시민정원사와 도시농업의 마

스터가드너들의 활동의 장으로써 각 지역별 협의체를 묶는 경기도의 협의체, 민간 부

분은 특히 유통 분야의 플랫폼이 시급

○ 정책건의 제일 앞부분의 경기녹지재단의 재활(경기녹색재단의 설립)이라도 우선적으

로 되면 시작이 가능하고 유통분야 플랫폼은 대규모적, 계획적으로 접근

□ 경기도 시민정원사와 마스트가드너에 참여하거나 정원 전문가와 상담

○ 도민 각 개인은 경기도 시민정원사 과정이나 마스트가드너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

다 쉽게 접근 가능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구)경기녹지재단과 같은 기관과 단체를 통

해 혹은 각 시군의 시민정원사협회를 통해 참여 가능

- 각 시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혹은 경기도 정원박람회에 참여하면 참여기

회를 쉽게 구득 가능

○ 설문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을 받지 않고 정원 가꾸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일단 해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과정.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전문 정원사

를 직접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

- 정원 만들기 전문가들이 프리랜스와 같은 형태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 손쉽게 접촉

이 가능하고 참여도 가능

- 정원 전문가와 상담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출품하고 있거나 출품할 작품을 직접 구

매도 가능하여 빠른 시간 내에 기술 연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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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 Action Planning for 
Gyeonggi-Do Gardening Promotion

Gardening can lead to a healthy life as defined by the WHO. These include 

self-esteem, heart health, reduced stress, sleep, increased hand muscle strength, family 

health, and financial management. Moreover, soil makes people feel happy. For instance, 

private botanical gardens have a large number of plant species with high preservation 

value and provide various public-interest functions as cultural and educational spaces 

for the people. According to a relevant study,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WTP) 

for preserving the public functions of the private botanical gardens is 12,234 won. In 

order to promote gardening, the Korea government enacted related laws in 2015, and 

Gyeonggi Province established an ordinance in 2017.

The origin of the garden stems from a production space that has purified nature. 

It means that cultivation and culture are inextricably linked. Gardening is a high cultural 

activity where creation, participation, education, and appreciation are all possible. 

Recently, activities such as creating village gardens, raising community gardens, and 

holding garden fairs have also played an essential role in securing biodiversity in citie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first 

garden fair and village garden project introduced by Gyeonggi Province has led the 

national plant culture, and it has spread nationwide.

Under the initia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efforts are being made to define the 

garden industry, but it seems complicated. Concerning the garden industry, some would 

have registered as business entities, while others have registered as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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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 The exact definition of the garden industry is essential. This is because 

we can examine the related industries to understand the approximate size of 

consumption and to look at significant trends.

The gardening in Gyeonggi Province is estimated to be worth about 1 trillion won. 

Based on the data survey, including news articles, we investigated people's interest in 

the garden, the size and trend of the world's gardening market, and the trends in the 

fields related to gardening.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market for potted plants and 

cut flowers in Korea's floriculture industry has fallen sharply, but interest in herbaceous 

pla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t is also expected that Korea's interest in the 

Gardening field will increase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attitude of life that values 

personal hobbies and health,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growing 

interest in small gardens and easy gardening.

A budget of 78.5 billion won has been set aside for a five-year policy project to 

promote the garden culture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 will bear 35% of the total 

budget. Above all, the revival of the Green Zone Foundation is a prerequisite for this 

project to be carried out successfu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cademia 

should have a cooperative system to conduct research and projects related to gardening. 

Although the garden fair, which first started in Gyeonggi Province, has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there are no departments in the city and county that will take 

full charge of it.

The study states that a platform should be built to boost the Gardening of Gyeonggi 

Province.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organize and revise 

distribution centers in the already form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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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설문조사 문항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 관련 도민 인식 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정원활동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

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적인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

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의 정원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

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경기연구원

1. 귀하께서는 정원 가꾸기를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안함(5번 문항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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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 가꾸기를 하신다면 한 해(일 년)에 몇 시간 정도 소요하십니까?

(      )시간

3. 정원 가꾸기를 하신다면 한 해(일 년)에 얼마 정도 비용을 들이십니까?

(      )만원

4. 정원 가꾸기를 하신다면 한 해(일 년)에 꽃과 나무는 얼마 정도 사시나요?

(      )만원

5. 정원 가꾸기에는 식물소재(꽃과 나무) 구입, 정원자재(흙, 비료, 화분 등)의 구입, 

설계하고 시공, 정원시설·가구(공간과 텃밭과 같은 시설)의 마련, 관리하기(전정 등), 

교육받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전체 비용이 만원(10,000) 든다고 가정한다면, 

식물소재(꽃이나 나무)의 구입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      )원

6. 정원 가꾸기 여부를 떠나 정원에 관심이 있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없음(7번 문항으로 가세요)

7. 정원교육을 받았다면 모두 합해서 몇 시간 정도 받았을까요?

(      )시간

8. 정원 관련 축제나 행사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나요? *없으면 0회로 작성

- 도시농업 박람회 등 축제나 행사    (     )회

- 정원(가든) 박람회 등 축제나 행사   (     )회

- 꽃(화훼) 박람회 등 축제나 행사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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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작성해 주신 통계 분류를 위한 응답자 기초 정보는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변수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다른 용도로는 일제 사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2.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대학 제학 포함) ③ 전문대졸/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s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임업/수산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기능직 ⑤ 사무/기술직 ⑥ 경영/

관리직 ⑦ 전문/자유직 ⑧ 전업 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

s4.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5. 귀하의 주택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공동주택(다가구/연립/빌라)  

④ 주상복합/오피스텔 ⑤ 기타 (                   )

s6.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만원 이상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