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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휘영과 한국 조경의 전개 

구영일(1986) 

-기술사사무소영일조경 대표-

들어가며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절의 한국조경의 태동은 한국조경의 도입배
경과 과정이다.  제2절은 오휘영과 한국조경의 전개로서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
지의 교육, 제도, 산업, 국제 활동 등의 각 부문의 시작에서 현재까지의 전개 상황
을 살펴보았다. 제3절은 조경가 오휘영으로 조경가로 본 오휘영의 철학과 작품을 
되새겨보며 그의 한국조경 태동기의 업적과 성과를 정리했다.  마지막 제4절은 한
국 근대조경을 되돌아보며 한국조경 도입의 특성, 전개의 특성, 끝으로 동시대 한
국조경의 남은 과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한편 본고의 한정된 지면과 원고 마감시간
으로 미처 싣지 못한 얘기들은 각 꼭지의 끝부분에 ‘이 시기와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그 당시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환경과조경 잡지 기사 등의 관련 문
헌들을 첨부하니 본고와 함께 읽어보면 더 흥미 있고 유익하리라 본다.   

1. 한국조경의 태동

  군사정부가 수립한 1차 5개년 계획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지시로 같은 해 7월 설립된 경제기획원(EPB)
의 첫 작품이었다. 기치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정부가 국가경제 전체를 이끌
어가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개발독재’의 시작이
었다. “혁명정부의 지시를 받아 자유당 정권 시절 부흥부에서 만들어 놓고 못 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토대로 5, 6명이 달라붙어 밤새워 만들었죠. 당시 공산국
가뿐 아니라 일본 등도 정부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기획원 
서기관으로 당시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이경식 전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79)은 이
렇게 회고했다. ‘계획 기간 중 연간 7%씩 경제를 성장 시킨다’는 1차 계획의 내용
을 놓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박정희대통
령은 “국민경제의 재건과 자립적 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장기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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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50주년 기사, 동아일보. 2012.01.12, A6면

의 수립이 요청된다”며 계획을 밀어붙였다. 1차 계획 5년간 경제는 평균 7.7% 성
장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자신감을 얻은 박정희 정부는 2차 계획(1967∼1971
년)을 추진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으며, 포항제철(현 포
스코)이 착공됐다. 5년간 경제는 평균 10.0% 씩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
달러, 수출 100억 달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3차 계획(1972∼76년) 기간에는 
중화학 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됐다. 1차 석유파동(1973년) 영향으로 지체됐지만 
1000달러 국민소득과 수출 100억 달러 목표는 4차 계획(1977∼1981년) 첫해인 
1977년에 달성됐다. 2차 석유파동(1978년)에도 불구하고 4차 계획 기간 중 한국 
경제는 연평균 7.2% 성장했다. ...(중략)...1)

이 글은 1962년 1월 13일에 공포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50주년 기념 
기사로 2012년 1월 12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이다. 한국경제는 박정희대통령과 
당시의 경제 관료들이 꿈꿨던 것 이상의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1961년)로 먹고 사는 게 최대 목표였던 세계 최빈국에서 지난해 2만4000
달러(약 2784만원·추정치)의 선진국 문턱에 선중진국으로 도약했다. 해외원조에 연
명하던 나라가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발간된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에서 정권 초
기의 ‘조국근대화’의 기치 아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성과를 잘 소개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대통령은 도시건설, 농촌의 경지정리, 산간의 조림, 전천후 농토 조성, 
어업전진기지나 공장건설 등의 국토개발에 있어서 ‘민족자립’의 의지와 국토건설에 

1) 박중현, 문병기.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50주년, 동아일보 2012. 01. 12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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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통령비서실, 한국경제의 어제
와 오늘, 1975, p3 

[그림 3] 대통령비서실,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1975. 
p2

대한 자신의 추진력을 그 당시 어록으로 잘 알 수 있다.2)

한국의 현대 경제는 군사정부가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국가경
제를 견인하였다. 그러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조
경의 도입은 급속히 이루어 졌으며, 당연히 중앙정부에 의해 이끌어지게 됨을 추론
할 수 있다.3) 돌이켜 생각해보면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민간시장에 의해 조경이 도입되었다면 아마 한국 조경의 발전은 지금보다도 수 십 
년은 더 늦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한국 조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중앙정부 및 오휘영 비서관의 견인력과 강력한 추진력에 대하여 오
히려 감사를 드린다.

가. 한국조경의 도입 배경

  한국조경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1970년~1974년의 상황은 마산과 이리에 수
출자유지역, 구미공단, 포항 제철 연관단지, 울산 석유화학공단, 창원 기계공단, 여
천 화학공단 등의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2) 대통령비서실,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성과-, 1975.1. p2 
3) 조세환은 한국은 19세기 이후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민. 

사회적 수요에 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태동된 조경 분야가 경제개발을 목표로 
한 산업화 초기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도입된 아세아권 최초의 국가가 되
었다라고 하였다. 한국조경백서, 한국조경의 도입, 200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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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1982년)이 시작되었고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국토의 종합적 개발 등을 내
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년~1976년) 등이 시행되고 있어 이런 상황들
이 조경분야를 탄생시키는 종합적 여건이었다.4) 그런 연유로 박정희대통령의 제3
공화국 시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국토개발, 관광산업의 추진, 문화유적 정비사
업의 추진과정에서 한국조경은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다.5)

 1) 국토개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년~1966년) 기간에는 울산산업단지 기공(1962년)

과 울산정유공장 준공(1964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에너지공급원 확보와 시멘트 
철강 등의 기간산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단과 공장 건설공사가 수반되었
다. 또한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7년~1972년)에는 식량 자급자족화와 농업
에서 경공업을 거쳐 중공업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
는 국토개발이 필요해 졌다. 이때 포항제철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가 
준공(1970년)되어 전국의 일일생활권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새마을 운동도 이때 시
작되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건설공사로서 예로부터 금
수강산으로 불리는 국토산하가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훼손이 불가피해 졌다. 이런 
국토훼손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조경분야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직접
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림 4] 1975년 경부고속도로 현장에서 
절개지를 점검하는 오휘영 비서관, 환경과 조경, 
2000.05, 제145호, p33

[그림 5] 고속도로 조경 현장지도 점검, 자동차 
본 네트에 조경도면을 올려놓고 한국도로공사 
현장소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 오휘영 비서관, 
환경과 조경, 2000.01, 141호. p50 

4)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20년사, 한국조경학회지, 20-4호. 1993. p102~103
5) 조세환, 한국조경백서, 한국조경의 도입, 2008. 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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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광산업 추진 
 1971년에 대통령 경제비서실에 경주종합개발기획단(단장: 정소영 경제수석비서

관)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2년~1981년)은 IBRD의 차관
을 얻어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추진되었다. 이 계획 목표는 첫째, 
고도 재현에 노력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계승하여 민족문화 선양과 국민
정서를 정화시킨다. 둘째, 관광자원조성을 촉진시키고 종합적 관광개발을 시행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셋째,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관련
된 산업을 개발하고 촉진한다는 것 이었다. 이 계획 추진으로 경주 일대에 흩어져 
있던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및 비지정 문화재 등 각종 문화재를 복
원. 환경정비 하였고, 현재의 경주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하였다. 청와대에 경주종합개
발기획단을 설치한 것은 재미 조경가 오휘영을 조경담당비서관으로 초빙하는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그림 6]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서, 건
설부(청와대관광개발기획단), 1971

[그림 7] 당시의 경주시가지 전경, 경주관
광종합개발계획 보고서, 1971, p168~169.

[그림 8]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사항,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서, 1971, p1.

[그림 9]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
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서, 1971,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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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1963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관리

국을 설치한 후 정신문화원을 설립했고 현충사와 같은 문화유적지를 정비했다. 이
와 관련된 지시에서 ‘조경’ 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6) 제3공화국은 ‘민
족사상 선현유적’, ‘국난극복의 유적’, ‘전통문화유적’, ‘6.25동란 기념 유적’ 등 많은 
문화유적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등의 정비사업을 하였다. 특히 1966년～1969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한 현충사 성역화 사업 등의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조경분야의 수요
와 필요성 인식의 배경이 되었다.
  즉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현충사를 비롯한 사적지 정비사업 
등의 국토개발 및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국토환경과 경관훼손 등과 같은 개발후유
증이 생겼다. 따라서 그 치유책으로서 복원과 정비, 새로운 경관의 연출 등에 대한 
기술적인 수요, 즉 조경분야의 도입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림 10] 현충사 본전, 환경과조경, 2000.04,144호, 
p32

[그림 11] 성역화 사업 이후의 현
충사배치도, 환경과조경, 2000.04, 
144호, p34

6) 최기수는 조경실무 30년의 리뷰... 그리고 제언,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2002, 
p67에서 정재훈(작고. 전 문화재관리국장, 한국전통문화대학 석좌교수)의 현충사와 같은 
문화유적지 정비 지시에서 ‘조경’ 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회고를 예로 들
었으나 ‘조경’이라는 말은 1972년 5월 신설된 대통령 경제비서실에 조경담당비서관으로 
오휘영이 부임하면서 공식적인 용어의 사용과 업역이 동시에 생겼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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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조경의 도입 과정

정영선은7) 1972년 이후 30년 한국 현대조경의 궤적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구분
했다. 1972년～1982년까지는 조경학회 창립 이후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전문
분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조경학이 비로소 정식학과로 대학에서도 제 모습을 
갖추었다. 1982년～1992년에는 조경계의 유일한 언론매체로서 “계간 조경”이 창간
되어 학계와 업계․관련 기관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1992년～2002년
에는 한국조경연합회(회장 오휘영)를 중심으로 모든 조경가가 전력을 다해 세계조
경가협회(IFLA) 한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한국 조경계의 잠재력을 확인하
였다. 그 당시 조경계의 중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시대 구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
다 
  황기원은8)한국 조경교육 30년의 성장과 변화를 태동기(1972-1980년대 초), 성장
기(1980년대),  도전과 조정기(1990년대)로 구분하여 한국의 조경교육 30년의 성장
과 변화를 회고했다. 홍광표는9) 한국 조경교육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별로 분류하였다. 배정한은10) 1970년대를 도입과 정착, 1980년대를 성장, 
1990년대를 발전과 다양화, 2000년대를 새로운 도전기로 구분하여 한국 조경의 변
화와 주요작품을 정리하였다. 한편 김경성은11) 한국근대조경사를 1970～1979년의 
조경, 1980～1989년의 조경, 1990～2000년의 조경으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도적 변화 및 확충, 조경교육, 조경
사업현황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조세환은12)한국 조경의 시작과 태동기의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1970
년대의 한국조경의 태동기를 사건별로 세분하였다. 한국조경의 태동기를 1970년 
오휘영의 청와대의 조경브리핑과 청와대 조경세미나, 한국조경의 출산기를 1972년 
오휘영의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임명과 최초의 조경학과 개설과 조경학회의 창립, 

7) 정영선, 되돌아 본 한국 조경의 30년, 한국조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조경학회, 
2002.12, p4~6 

8) 황기원, 한국의 조경교육 30년: 회고와 전망,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한국조경
학회, 

   2002.12. p59~61
9) 홍광표, 한국조경백서, 한국의 조경의 교육과 연구, 2008. p46~93
10) 배정한, 한국조경백서,한국 조경의 변화와 주요작품, 2008. p202~253
11) 김경성, 한국 조경 근대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5
12) 조세환, 한국조경백서,한국조경의 도입, 2008. p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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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의 수유기를 건설업, 기술자격, 직제 등의 조경관련 제도의 확립기로 세분
하였다.
  한편 배정한13)은 1970년대 한국 조경을 ‘박정희식 조경’, ‘한국 조경의 근대성’이
라 정의했다. ‘박정희의 조경관’은 개발의 은폐와 치장, 모순의 전통, 목가적 이상
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동시에 서로 모순된 관계 속에서 뒤엉킨 혼합물
(amalgam)과 같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조경 역시 면피식 조경, 
전시 행정적 조경, 화장술적 조경으로 평가절하 한 후 ‘박정희의 조경관’은 한국 
현대조경의 출발점이자 현재 진행형의 지식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한국조경의 도입 배경과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는

건설부(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보고서, 197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1975.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 현충사 성역화 사업, 환경과 조경

144호, 2000.04,

-----, 조경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과 주요프로젝트, 환경과 조경145호, 2000.05,

p32~35

정재훈, 일제잔재 청산과 문화재 조경, 환경과 조경 제144호 2000.4

------,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과 한국전통조경의 주체성 확립, 환경과 조경 제145호

2000.5

문석기,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 11-2, 1983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20년사, 한국조경학회지, 20-4, 1993. p102~115

조경의 날 제정 및 한국조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조경학회, 2002.12,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한국의 조경 1972-2002, 한국조경학회, 2002.12.

김경성, 한국 조경 근대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5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백서1972-2008, 2008.

배정한, 건축.도시.조경의 지식 지형, 근대의 굴레, 녹색의 이면-한국 조경의 근대성과 박

정희의 조경관, 나무도시, 2011. p152~181,

13) 배정한, 건축. 도시. 조경의 지식 지형, 근대의 굴레, 녹색의 이면-한국 조경의 근대성과 
박정희의 조경관, 나무도시, 2011. p15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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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휘영과 한국 조경의 전개

 가. 한국조경의 시작

1) 청와대 조경 브리핑 및 조경세미나 
 한국조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1970년 8월에 열린 청와대 ‘조경 브리핑’ 이야기이
다. 당시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를 취득한 오휘영은 미국 일리노이 주정부 및 시카고 지역 
녹지보호청 조경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가 개인적 일로 일시 귀국했
을 때 김정렴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으로 건설부장관, 서울시장, 관련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이 한국조경의 출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조경에 대한 개념은 물론 조경이란 용어 자체도 전혀 쓰이지 않았
다. 그래서 오휘영은 당시 서울대 공대 공과대학 건축과 윤정섭 교수(작고)의 자문
을 받아 'Landscape Architecture'를 “조경”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브리핑했
다.14)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으로부터 건설부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경에 
대해 특강을 해줄 것과 당시 추진 중인 경주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답사 후 자문 요
청을 받았다. 오휘영은 이에 응하였고 보고서를 올린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한국에 ‘조경’이라는 용어와 전문분야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설명되는 첫 
번째 사건이다.15)

[그림 12] 1972년 4월18일 조경에 관한 세미나 속기록, 환경과조경 141호, p50

14)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1), 환경과조경 제141호, 2000.01, 
p49

15) 조세환, 2008.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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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4월 18일에는 ‘앞으로 조경에 관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도면에 있어서
나 또는 조경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국내의 학자들을 
모아 주최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서 한국 최초로 ‘조경세미나’가 
개최되었다.16) 이날 세미나에서의 5개 주제는 한국조경의 현황과 문제점(이종필), 
외국의 조경현황과 동향(민경현), 도로의 조경(장문기), 국토개발면에서의 조경(박병
주), 한국조경의 방향 및 제도(홍영표) 등이 발표되었다. 토론자(도시계획, 건축, 임
학, 원예학, 고고학 등의 전문분야 교수 11명)들과 참가자의 전공에 따라 조경에 
대한 용어, 내용, 범위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조경과 유사
한 용어로서 조원, 조림, 경관, 조경 등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조경 개념의 정
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조경의 내용은 정원의 조성, 경관조성, 환경조
성, 조림, 공원조성, 레크레이션 조성 등으로 정의했고, 그 범위를 국토, 도시, 농
촌, 정원, 도로 등으로 폭 넓게 생각했다.

  2) 오휘영 귀국과 조경담당비서관 임명
  오휘영은 청와대 ‘조경 브리핑’ 이후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1년이 지났다. 그
러던 어느 날 청와대 경제 1비서실 정소영 수석비서관으로 부터 ‘한국에 귀국해서 
조경분야 육성을 위해 일해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 그는 직장과 가정문제로 결
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였으나  ‘국가에서 요청한 일인데 주저할 
이유가 없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부친의 뜻을 받들어 가족을 남겨둔 채 1972년 
5월 2일 귀국하였다. 그 당시 제 3공화국 정부는 국토개발(1968～1970년. 경부고
속도로 건설)과 관광산업 추진(1972년. 경주관광종합개발기획단 설치(단장: 정소영 
수석비서관))과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때인지라 곧바로 오휘영을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에 임명했다. 
  당시 청와대 김정렴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관광개발계획단에 조경 
전문가가 필요함을 깨닫고 긴급히 수소문하였다. 그 결과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한 
후 미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에서 당시 국내대학에는 없는 조경학 석사학위를 취
득하고 미국 시카고 지역녹지관리처 조경담당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휘영씨
를 찾아내 조경담당비서관으로 영입했다...(중략...)나는 박대통령의 명승․고적의 조
경과 관광단지 조성 시찰 수행 시 마다 박대통령의 비전과 오비서관의 의견이 척

16) 조경에 관한 세미나 속기록 전문은 한국조경백서, 부록, 2008. p330~336에 실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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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맞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박대통령 자신이 일류 조경가이고 오비서관도 명비서
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회상하였다.17)

  오휘영은 1972년 5월 18일 한국 최초의 조경가로서 청와대 제1경제수석비서실
의 조경담당비서관으로 취임했다. 이후 두 명의 조경담당행정관(민경현, 김귀곤 외)
과 함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각종 국책사업에서 조경을 담당하게 되
었다. 한국 현대조경을 뒤돌아보면 이 시점 부터 조경이 비로소 기지개를 펴며 공
식적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조경 세미나’, 오휘영의 임명 등과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는

문석기,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 11-2, 1983, p3~14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우리나라 근대조경의 첫 페이지를 장식

할 소중한 기록: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조경에 관한 세미나’ 속기록(1), 환경

과조경 제141호, 2000.01, p48~p51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우리나라 근대조경의 첫 페이지를 장식

할 소중한 기록: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조경에 관한 세미나’ 속기록(2), 환경

과조경 제142호, 2000.02, p30~p33.

김정렴, 아, 박정희 ,중앙 M&B,1997.6. p53~57을 참고하라

정재훈, 일제잔재 청산과 문화재 조경 -환경과조경 제144호 2000.4

 나. 한국조경 교육의 시작

  1) 조경학과 개설과 한국조경학회 창립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조경 전문인 육성의 필요성을 건의
하여 1972년 12월19일에 대통령령 제 6405호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초
대 학과장: 안건용 교수) 및 영남대학교 공과대학에 조경학과(초대 학과장: 이종필 
교수) 개설이 결정되었다. 1973년 1월 25일에는 대통령령 제 6476호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초대 대학원장: 노융희 교수)을 행정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와 신설되는 환경조경학과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18) 이것이 한국 최

17) 김정렴, 아, 박정희 ,중앙 M&B,1997.6. p53~57
18) 설립 당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초대 대학원장은 노융희 교수, 도시 및 지역계획학

과 학과장은 권태준 교수, 환경조경과 학과장은 최상철 교수, 조교직에는 유병림 교수, 
양병이 교수가 보직을 맡았다. 



- 12 -

초의 조경학과이며 한국 최초의 조경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 비로소 한국의 
조경교육이 시작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설립 배경은 첫
째,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의 부작용에 대응할 필요성의 절실함, 현충사를 비롯
한 극난극복 사적지의 복원 및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인된 산복절토면의 미적 회복
이나 산사태 등에 대한 박대통령의 관심, 셋째, 경주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추진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조경학과 
개설이 전문대학원 과정에 먼저 고려된 것은 교육인력을 조기에 배출하고 기성 기
술 인력을 단기간에 재육성함으로써 조경분야의 조기정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다19)

  노융희 서울대 환경대학원 초대원장의 회고에 의하면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으
로 등용된 오휘영 비서관은 먼저 조경을 학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대와 직접
적인 접촉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학부과정뿐 아니라 석사과정 이상의 학과 개설도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대에서는 큰 맥락을 함께하는 행정대학원의 도시 및 지역계
획학과를 환경조경학과와 합쳐 하나의 대학원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환경대
학원을 비롯한 환경조경학과 설치를 위해 공과대학, 미술대학, 행정대학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7개 대학의 교수 1명씩과 문교부의 오성식 기획관리실장까지 총 8명으
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직되어 학과설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열띤 논의 끝에 두 학
과 모두 환경과 직결되는 학문이기에 대학원 명을 “환경대학원”이라 정하고 그 아
래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그리고 환경관리학과를 추가 신설하기
로 하였으나 환경관리학과는 승인되지 않아 결국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환경조
경학과로 구성된 환경대학원이 설립되었다. 여기서 당시 대학원 및 학과 명칭에 
‘환경’ 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적으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대
단한 일이었다. 국가기관 자체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데다, 국가 제1시책이 경제성
장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 청와대의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이 직접 관여하여 적
극적으로 조율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풍토로 보아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오
휘영 조경담당비서관은 환경조경학과 초기시절, 마치 서울대 교수 이상으로 환경조
경학과에 출강하면서 원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다20)

표1.은 이 당시 조경이라는 용어도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대한민국 조경학과 학부 

19)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20년사, 한국조경학회지 20-4,1993,p.104 
20) 최자호, 노융희 서울대 환경대학원 초대원장과의 인터뷰-환경대학원이 설치되어 안정되

기까지,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37호, 2007. 09, 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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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학원 1기로서 입학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조경 1세
대라 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의 한국조경 발전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다.  

<표 1> 한국 최초의 조경학과 대학원 및 학부의 입학생 명단 

 구 분
인가 일자

(정원)
지도교수 입학생 명단(전, 현직 소속) 비 고

대
학
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1973.1.25
(20명)

대통령령
제6476호

권태준 
교수

김윤희 안정애 윤보균 서정임
안동만(서울대) 
이규목(서울시립대)
임승빈(서울대) 
정영선(청주대 /서안) 
현중영(영남대)

1부(주간)
대학원

‘73 신입생

고성하(임업시험장) 
이경한(산림청치산과) 
최영진(인천교육대학)
장기화(대한주택공사) 
이종철(한국도로공사)
이평재(서울특별시청)
윤재건(충남산림국) 
우명규(서울특별시청)

2부(야간)
대학원

홍익대
산업미술대

학원
환경디자인

과 
(조경전공)

21)

1972.1.28
장문기 
교수

우정상(MEDI 환경디자인연구소)
김인배(진양종합설계사무소)
유연봉

1부(주간)
대학원

유승우(중대예대조교)
정무웅(조은건축사) 백옥석(임업시험
장)
김시환(대전농전) 박세순(안성농전)
이양실

2부(야간)
대학원

21)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환경디자인과(지도교수 장문기)는 최초의 조경학과의 인가는 
아니며 조경전공으로 1972년 1월 28일 인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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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인가 일자

(정원)
지도교수 입학생 명단(전, 현직 소속) 비 고

대
학
교

서울대
농과대학 
조경학과

1972.12.1
9

(30명)

대통령령
제6405호

안건용
교수

강현배 김민수(대구가톨릭대) 김옥기 
명인종  박건일  박승범(동아대) 
박재길(국토연구원) 송철재  양봉철 
양세우 양안식 양홍모(전남대) 오태성
오구균(전남대) 윤근영(신구대학)
윤철중 이규석(성균관대) 이근호 
이대성 이원희 이의헌 임승기 조규동 
진영환(국토연구원) 차성환 한종헌 
한우진 허  응 허춘언 황영일

‘73 신입생

영남대
공과대학22)

조경학과

1972.12.1
(40명)

대통령령
제6045호

이종필
교수

.
건축학과

교수

사공관 안용찬 이진동 이동완 조중연
손재호 김주현 백정준 장세형 윤치홍
지상태(경북관광개발공사) 박일환 
성종석(한국공항공사) 장병달 김태수 
김성곤 손희석(환경관리공단)  정철환 
김윤하(대구가톨릭대) 엄홍석 배규령
강중원(한국도로공사) 박상민 남상건
조세환(한양대) 추영호(대경대학) 
이대구 정용진 최병권(인천국제공항공
사) 김봉길 신용규 김춘열 김영석 김
순옥 
정태규 이우정 정봉섭(한국관광공사) 
김창국  김태진  장병문

‘73 신입생 

출처: 한국조경학회, 1-2호, 1973.12. p.81~82 
     청와대 조경 교육제도 확립 결과 보고서, 1973.2.26
      필자 재구성

22) 영남대학교 조경학과의 경우 1974년 이후 공과대학에서 자연자원대학(전 농축산대학)으
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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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1회 동기생들
출처: 정영선, 나의길 나의작품, 환경과조경, 122호, 1998.6월호, p33 

[그림 14] 동숭동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현판과 함께 기념 촬영한 교직원과 학생들. 
출처: 김윤제, 조경야사, 조경생태시공, 2007.06, p155



- 16 -

  한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1975년 1월 1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는 환경계
획학과(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교통관리전공, 환경관리전공)로, 조경학과는 환경조
경학과(조경설계전공, 도시설계전공)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체
계적인 환경교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에 환경계획학과에 박사과정을, 1990
년에는 협동과정 조경학(박사과정)을, 1997년에는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석·박사과
정)을 개설하였다. 1973년 1월 25일에 설립된 이후로 1975년 제1기 조경학석사 9
명이 배출된 이후 2009년 8월 현재 박사 193명(공학박사 93명, 도시계획학박사 
52명, 행정학박사 43명, 이학박사 5명, 경제학박사 1명)과 석사 2,205명(조경학석
사 792명, 도시계획학석사 1,413명)과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의 707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여 명실공히 한국 사회에 환경. 조경전문인을 최대로 배출한 대학원이 되었
다.23) 
 표2.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설립 이후 10년간 (1975년~1984년) 
배출된 졸업생(석사) 현황 자료이다. 1975년에 최초의 석사학위 취득자 9명이 배출
된 이래 졸업생들은 한국의 조경학계, 조경산업계, 공직 등의 주요 요직에 진출하
게 되었으며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국. 공립, 사립대학의 조경관련학과의 교원으로 
진출함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환경조경과에 진학한 입
학생들의 학부전공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원예, 임학, 미술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이들이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 학계의 부족한 교수난을 메울 수 
있었다. 또한 최초의 조경학과가 개설된 1973년 이후 조경과 1기들이 정규 조경학
과를 졸업하고 1977년도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서 1980년대 초부터 조
경학과 출신 조경학 석사들이 배출되는데 어쩌면 이들이 오리지널 조경가(조경 1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조경학과 출신 교수들이 대학에서 강
의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표2. 참조) 이는 앞에서 서술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조경학과 개설이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먼저 고려된 것은 교육인력을 조기에 배출
하고 기성 기술 인력을 단기간에 재육성하기 위함이 그 설립 목적임을 재확인 시
켜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 사실은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과 박대통령의 한국의 조
경교육제도 확립에 대한 소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설립은 전국 대학의 조경학과의 교원 확보와 한국 조경산업의 성장을 견인했으며 
더 나아가 한국 조경 40년 발전의 핵심 축의 하나로써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림47. 청와대 조경 교육제도 확립 결과 보고서 참조) 

23) http://gses.snu.s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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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청와대 조경 교육제도 확립 결과 보고서(1973.2.26) 
출처: 백정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1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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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대 환경대학원 설립 이후 10년간 배출된 환경조경학과 졸업생 현황 (1975
년~1984년)

졸업년도 석사학위 졸업생 명단 (전. 현직 소속)
배출 

인원수

1975년도
윤보균(건축가)  이규목(시립대)  임승빈(서울대)  
서정임(원광대)  정영선(청주대, 서안)  현중영(영남대)  
최영진(인천교대)  장기화(주택공사)  이평재(서울시)

9

1976년도

김대영(철도청)  김영기  김윤제(씨토포스)  권용수  
박종화(서울대 환경대학원) 변우혁(고려대)  서원우(안성농전)  
안봉원(경희대)  류동주  우명규(서울시)  김윤희(청주대)  
박호견(영남대)

12

1977년도

고성하(조경공사)  고재원  권영주  권종화  김광주 
김길홍(이화여대)  김동찬(경희대)  김영대(영남대)  박성현  
신상혁  심우창  안동만(서울대)  안정애  이기의(강원대)  
이대우  이병태  이순혁(이화여대)  이재억 

18

1978년도
박창만  양하백(국토연구원)  류면무  이병룡(상지영서대학)  
이정희

5

1979년도
진영환  정대유(성신여대)  박진보  홍성관  박봉우(강원대)  
신천식 계기석(안양대)  김주홍  나학균  최영국(국토연구원)  
박경자

11

1980년도
김미성  유석종  문석기(청주대)  윤  숙  정순오(한남대)  
김영배(인천대)  박무웅  정평란(경원전문대) 

8

1981년도

김두하(담원조경)  김한배(시립대)  민경식  이재근(상명대) 
김경영(라미환경)  김  홍  엄붕훈(대구카톨릭대)  
김학범(한경대) 이재옥  신영문  고동희(제주산업대)  민병욱  
양홍모(전남대)  조세환(한양대 도시대학원)  
이춘홍(제일ENG)  송철재  박찬용(영남대) 박상우(영남대)

18

1982년도

나현영  김동일  신동진  한소녕  엄서호(경기대)  
이대성(임원개발) 박승범(동아대)  정기호(성균관대)  
홍광표(동국대)  이명우(전북대)  채선엽(동부ENG)  
심상렬(청주대)  양명희  최규리  채미옥 
안계복(대구카톨릭대)  박재철(우석대)  오병태(호남대)  
이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김태갑  김성일(서울대) 

21



- 19 -

졸업년도 석사학위 졸업생 명단 (전. 현직 소속)
배출 

인원수

1983년도

강윤구  김용근(시립대)  류남형(경남과학기술대)  
박문호(시립대)  이춘호(강남대)  김민수(대구카톨릭대)  
강철기(경상대)  고영창 성연숙  윤주철  최관영  
김농오(목포대)  박원규(호남대) 이진희(제주대)  
진양교(시립대/CA조경)  최정권(경원대)  송명섭(경희대)  
김수영  김현선  성부근  이인성(시립대)

21

1984년도
고경희  박은관  김기원(국민대)  진상철(동신대) 
나성숙(서울산업대)  이재익(서경대)  안성로(신구대)  안영식  
이석손  윤협로  김휘영

11

10년 계 134

출처: 한국조경학회, 9-1호, 통권 15호, 1981.6. p.76~77,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논문 목록의 원 출처에서 자료 수집 과정상 목록에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밝힘

     한국조경학회, 11-2호, 통권 20호, 1983.6. p.241~24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논문 목록

     동창회원 명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동창회, 2000.1
     ela, 2008 조경 및 관련분야 명부, 환경과조경  2008. 04월호 240호 별책부록
     필자 재구성. 굵은체는 1973년 이후 입학한 정규 조경학과 졸업생 명단임

  이와 아울러 1973년 3월 1일자로 한국 최초의 조경학과 신입생을 서울대, 영남
대에서 모집하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청주대, 신구실업전문대(현 신구대학), 
1975년에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의 조경학과와 대학원의 석사과정이 서울대 환경
대학원에 이어 두 번째로 1978년에 영남대, 이어서 1980년에 경희대, 1981년에 서
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환경대학원), 1982년에 한양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석사
과정이 신설되었고 박사과정이 1983년에 경희대 등에 신설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조경학과는 4년제 대학 39개교, 
3년제 대학 2개교, 2년제 대학 10개교, 총 51개교, 대학원 총 35개교가 개설 되어
있다.24) 조경분야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 조경담당비서관을 둘 정도로 

24) 한편 ‘어떤 학과와 전공까지를 조경학과로 볼 것인가?’라는 기준설정 등에 관한 대학 조
경학과의 체계와 정체성 문제 등은 김한배의 조경학 교육프로그램의 도전과 과제, 한국조
경비전 2020, 환경조경발전재단, p28~30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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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을 두는 분야이었기 때문에 조경분야의 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었고 
그로 인해 교육부에서의 조경학과의 신설허가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알게 된 각 대학교의 재단에서는 학생 증원을 신청하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조경학과의 신설을 우후죽순처럼 해오게 되어 오늘날 조경학과 졸업생을 전 세계
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배출시키는 조경강국이 되었다.25)

<표 3> 연도별 전국 대학 조경학과 신설현황

년도 주요 내용 비고

1973 서울대 조경학과 신설
영남대 조경학과 신설

초대학과장: 안건용 교수
초대학과장: 이종필 교수

1974 청주대 조경학과 신설
신구전문대(현 신구대학) 조경원예학과 신설

1975 동국대 조경학과 신설
서울 시립대 조경학과 신설 초대학과장: 손창구 교수

1976 경희대 조경학과 신설
진주농전(현 경남과학기술대) 임업과 조경전공 신설

1978
성균관대 원예조경학과 신설
상지병설전문대 조경학과 신설
경남공전(현 경남정보대) 조경학과 신설

초대학과장: 심경구 교수

1979 진주농전(현 경남과학기술대) 조경학과로 개편

1980
동국대 경주캠퍼스 환경조경학과 신설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조경학과 신설
경북대 조경학과 신설

초대학과장: 최상태 교수

1981 목포대 조경학과 신설
성균관대 조경학과로 개칭

초대학과장: 박상희 교수

1983 전남대 조경학과 신설 초대학과장: 정동오 교수
1984 경원대(현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조경학과 신설

1985
대구대 조경학과 신설
동아대 조경학과 신설
전북대 조경학과 신설
밀양농잠전문대(현 부산대) 조경학과 신설

초대학과장 전우섭 교수 
초대학과장: 최만봉 교수

1987 강원대 녹지조경학과 신설

1988
우석대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신설
순천대 조경학과 신설
호남대 조경학과 신설

초대학과장: 이상철 교수
초대학과장: 김희우 교수

1989 동신공과대(현 동신대) 조경학과 신설

1990 경주대 관광조경학과(현 조경학과) 신설
대전전문대(현 혜천대) 조경학과 신설

초대학과장 조세환 교수

25) 양병이, 조경학과의 설립과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33호, 
2007.05,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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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요 내용 비고

1992 공주대-예산농전 통합, 공주대 조경학과로 개편

1991 상명여대(현 상명대) 환경녹지학과 신설

1992 공주대-예산농전 통합, 공주대 조경학과로 개편

1993 밀양산업대 승격, 조경학과로 개편
진주산업대 승격, 조경학과로 개편

1994 안성산업대(현 한경대) 조경공학과 신설 안성농전 개편

1996
배재대 원예조경학부 신설
경산대(현 대구한의대) 조경학과(현 리조트개발학과) 
신설

1997

강릉대(현 강릉원주대) 환경녹지공학과(현 환경조경학
과) 신설

중부대 환경조경학과 신설

익산대 녹지조경학과(현 전북대 환경생명과학대 환경조경디자
인 전공) 신설

1998
숙명여대 환경디자인학과 내 도시조경전공 신설
삼육대 원예학과
금성환경전문대(현 고구려대) 환경조경학과 신설

1999 연암축산원예대(현 연암대) 조경학과 신설

2000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신설

2001
단국대 환경조경학(현 녹지조경학과) 전공 신설
계명문화대 원예조경과(현 골프코스원예학 골프코스조경
전공) 신설

2002 신구대학 조경원예학과에서 환경조경학과로 개편

2004 원광대 환경조경학과 신설

2005 고려대 환경디자인 연계전공 신설

2006 상지대 원예조경학과 신설

2007
서울여대 원예조경학과 신설
한국 농수산대 한국농업전문학교 화훼학과 조경전공 
신설

2008 벽성대 조경학과 신설
전주기전대학 예술조경학과 신설

2009 세계사이버대학 환경조경원예학과 신설

2012 동강대 토목조경학부 신설

출처: 한국조경백서(1972-2008), 한국조경신문, 2011.12.1 제181호,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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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전국 대학원(석․박사) 조경학과 신설현황

년도 주요 내용

1970년대 서울대(환경대학원, 1973), 영남대(1978)

1980년대

경희대(1980)
서울대(1981), 서울시립대(1981), 홍익대(환경대학원, 1981)
한양대(환경대학원, 1982)
경희대(박사과정, 1983), 성균관대(1983)
경북대(1984), 청주대(1984)
성균관대(박사과정, 1988), 영남대(박사과정, 1988)
고려대(자연자원대학원, 1989), 고려대(석박사과정, 1989)

1990년대

동국대(1990), 목포대(1990)
서울대(박사과정, 1991), 강원대(1991), 서울시립대(박사과정 신설, 1991)
경원대(1991), 효성여대(현 대구카톨릭대, 1991)
전남대(1992)
청주대(박사과정, 1993)
상명여대(현 상명대, 1995), 공주대(산업개발대학원, 1995)
동아대(박사과정, 1997), 경주대(1997), 상명대(박사과정, 1997)
공주대(1997), 밀양산업대(산업대학원, 1997)
동아대(산업대학원, 1998), 대구대(1998)
전북대(1999), 순천대(1999), 한양대(도시대학원, 1999), 단국대(산업대학원, 
1999)

2000년대

우석대(2000), 한경대(산업대학원, 2000), 중부대(2000),
호남대(2000), 강릉대(산업대학원, 2000), 
강원대(박사과정, 2001), 전북대(박사과정, 2001), 전남대(박사과정, 2001), 
한경대(박사과정, 2001), 순천대(박사과정, 2001)
대구가톨릭대(박사과정, 2002)
호남대(박사과정, 2007), 배재대(2007), 
상지대(석박사과정, 2007), 서울여대(석박사과정, 2007)

출처: 한국조경백서(1972-2008), 
     한국조경신문, 2011.12.1 제181호,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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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별 조경학전공 개설 대학 현황

구분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사이버
대학

51 6 6 4 8 1 8 4 7 6 1

4
년제
(39
개)

고려대 가천대
(경원)

강릉
원주대 공주대 청주대 경북대 동아대 동신대 우석대

삼육대 경희대 강원대 단국대 경주대 부산대 목포대 원광대

서울대 성균
관대 상지대 배재대 대구가

톨릭대 순천대 전북대
(전주)

서울
시립대 한경대 상명대 대구대 전남대 전북대

(익산)

서울
여대 중부대 대구

한의대 호남대

숙명
여대

한국
전통

문화대
동국대

경남
과학

기술대

영남대

3
년제
(2 
개)

신구대

한국
농수산
대학

2
년제
(10
개)

상지
영서
대학

천안
연암
대학

계명
문화
대학

경남
정보
대학

고구려
대학

벽성
대학

혜천
대학

동강
대학

전주
기전
대학

세계
사이버
대학

출처: 한국조경신문, 2011.12.1 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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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별 조경학전공 개설 대학원 현황                           * ( )는 석사과정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35
(14)

6(1) 4(1) 3(1) 5(4) 1(0) 6(4) 2(1) 5(2) 3(0)

대
학
원
(35
개)

고려대 (가천대)
(강릉

원주대)
(공주대) 청주대 (경북대) 동아대 (동신대) 우석대

서울대 경희대 강원대 (단국대) (경주대) (부산대) (목포대)

서울
시립대

성균관
대

상지대 (배재대)
대구

가톨릭
대

순천대
전북대
(전주)

서울
여대

한경대 상명대 (대구대) 전남대
전북대
(익산)

한양대 (중부대) (동국대) 호남대

(홍익대) 영남대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필자 재작성

  한편 1972년 12월 29일에는 한국 최초의 조경단체로서 조경학과가 개설되기 이
전에 한국조경학회가 창립되었다. 초대학회장에 김장수 교수, 부회장에 오휘영 청
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이일구 교수, 상임이사 8인, 이사 29인, 감사2인 등의 임원으
로 출범하였다. 한국조경학회가 조경학과 개설 이전에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
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것은 당시 조경에 대한 시대적 요구
가 얼마나 긴급했는지 보여준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중앙 정부가 학회 설립을 주
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의 의지를 알 수 있다. 
  한국조경학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활동과 
사회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조경학회의 대표적인 학술활동인 한국조경
학회지 제1호가 발간된 1973년 10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학회지는 총 141권
이 발간되었으며,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총 1397편에 달한다.26)  한편 조경 관
련학회는 1980년에 한국정원학회(현. 한국전통조경학회, 초대회장 민경현 교수)27), 
한국조경가협회(가 창립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

26) 홍광표, 한국조경 교육과 연구, 한국조경백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08, p83, 필자 자
료 보완

27) 한국전통조경학회지는 1982년 10월(전 한국정원학회지) 창간호로 발간된 이후 2003년에
는 영문학회지 1호가 발간되었으며  2010년 12월말 현재 통권 제74호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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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협회가 창립되었다. 이로 인해 조경관련 분야의 전공이 세분화되어 관심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조경분야 전체로 결속되지 않고 분열되는 단점의 
양면성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 학회 외의 업계를 중심으로 한 조경관련 단체 설립
에 관한 내용은 (6)조경관련 단체의 결성의 시작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
다.

이 시기의 조경 교육과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는

문석기,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 11-2, 1983,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20년사, 한국조경학회지 20-4,1993

김농오, 국토경관의 변화와 한국조경학계의 발전 과정, 한국조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조경학회,2002

임승빈, 조경학 연구 30년,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한국조경학회, 2002 .12

홍광표, 한국조경 교육과 연구, 한국조경백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08, p46~93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3)-첫 번째 조경교육의 장, 서울대 환경

대학원

그리고 ‘조경학 개론’ 발간, 환경과조경 제143호, 2000.03

정영선, 나의길 나의작품-조경과의 조우, 그리고 나를 있게 한 소중한 것들, 환경과조경

제122호,1998.6

황기원, 나의길 나의작품-경관이라는 화두, 환경과조경 제139호, 1999.11

김학범, 조경학의 태동 및 성장,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30호, 2007.02

양병이, 조경학과의 설립과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33호,

2007.05

김윤제, 조경전문가와 교수를 키워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野史, 조

경시공(LAC) 제034호, 2007.06

노융희(최자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초대원장과의 인터뷰,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37

호, 2007.09

임승빈, 조경태동기의 조경학과 교과과정,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43호, 2008.03 를

참고하라.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비전 2020, 2010.12

  2) 조경교재 및 전문지 계간 ‘조경’ 발간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은 조경전문인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설립
을 주도했으나, 교수인력과 교재부족이란 어려움에 곧 직면했다. 그동안 조경학과 
과목이 몇몇 대학의 원예학과나 농학과, 임학과에서 개설되었으나, 일본교재를 번
역한 ‘조원학’(윤국병 외, 일조각, 1966)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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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부분 학부 수준의 강좌였기에, 새로이 개설된 대학원 수업에 적당한 교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오휘영 비서관은 업무 중에도 서
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과와 영남대학교 조경학과에 주2회 정도 출강을 했
는데, 그가 미국에서 귀국 당시 가져 왔던 ‘LANDSCAPE DESIGN'을28)환경대학원 
학생 일곱명과 함께 번역했다. 이 책은 1974년 8월 30일 ‘조경학 개론’29)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는데, 한국 최초의 조경학 교재인 셈이다(그림15. 환경과 조경 
143호 p.33). 한편 ‘조경학 개론’의 출간에 앞선 1973년 3월에는 총무처에서 한국
조경학회로 편찬 의뢰한 공무원 훈련원에서 사용할 최초의 조경공무원 교육 교재
가 ‘조경’30) 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그림14). 이듬해인 1975년 9월 5일에는 
문교부에서 영남대 이종필 교수의 번역서 ‘조경학(경관론)’31)이 발간되었다.(그림16) 
이 서적들의 공통점은 정부부처인 총무처, 문교부 등에서 조경의 조기 활착을 위해 
직접 발간했다는 점이다. 조경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와 오휘영비서관
의 노력과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종합조경공사에서 출판한 ‘조경설계기준’, ‘조경용 소재도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출판된 ‘고속도로의 조경’도 후학들과 현업 실무자들에게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건설부는 조경공사의 정착과 교육을 위하여 그동안 없었던 조경공사 잡비
율을 1973년 11월에 책정하였고 1974년 10월에는 조경공사 표준품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설계지침을 제정하여 최초로 발간되었고32) 1997년에는 한국조경
사회(당시 회장 윤성수)에서 조경 상세설계의 기준 설정과 사례를 제시한 ‘조경설
계상세자료집’, 2006년 3월에는 역시 한국조경사회(당시 회장 이용훈)에서 각 발주
기관이나 설계용역사마다 서로 다른 조경공사 적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조경설계 

28) 허버드 대학의 Henry Vincent Hubbard 교수와 Theodora Kimball 교수의 저서로서 
1917년에 초판 출판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초교재로 사용되는 조경분야의 입문 바
이블 도서이다.

29) 상기 ‘LANDSCAPE DESIGN' 도서를 오휘영, 이일구 옮김, 문교부(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년 8월 30일 초판 인쇄되었다.

30) 이 책은 일반 공무원에게 조경의 기초지식을 주기 위해 편찬되어 이론보다는 실제에 치
중해서 원고가 작성되었다. 그 내용과 필자는 1.조경의 개념(장문기) 2.조경요소의 시각적 
효과(김장수, 오휘영) 3.조경계획과 시공(윤국병) 4.조경식물의 식재(민경현) 5.공간계획(윤
정섭) 6.조경과 관상식물(이일구, 윤국병)로 구성되었다. 한국조경학회지, 창간호, 
1973.10. p.107

31) Garrett Eckobo 지음, 원제 The Landscape We See를 영남대 이종필 교수가 ‘조경학
(경관론)’으로 번역 발간함. 1975년 9월 5일 초판 인쇄되었다.

32)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한국조경사 연대표, 환경과조경, 제53호 1992. 09.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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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공 실무에 많은 혼란과 시공품질저하 요인을 해소하고자 ‘조경적산기준’을 발
간하였다.33)

[그림 16] 1973년 총무처에
서 발간한 공무원 교육용 교
재 ‘조경’, 성진문화사, 오휘
영 소장본

[그림 17] 1974년 문교부에
서 발간한 ‘조경학 개론’, 이
일구, 오휘영 역, 대한교과서
(주)

[그림 18] 1975년 문교부에
서 발간한 ‘조경학(경관론)‘, 
이종필역, 대한교과서(주)

 

[그림 19] 1975년 
건설부에서 발간한 ‘조경설
계기준’

[그림 20] 1977년 한국종합
조경공사에서 발간한 ‘조경
용 소재도감’

[그림 21] 1997년 한국조경
사회에서 발간한 ‘조경설계 
상세자료집‘

33) 한국조경사회 30년, 한국조경사회, 2010, 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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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74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보완되
어 발간되는 건설교통부 승
인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
학회 편, 2007

[그림 23] 1974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보완되
어 발간되는 국토해양부 승
인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 
한국조경학회 편, 2008

[그림 24] 2006년 한국조경
사회, 대한건설협회조경위원
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조경
식재. 시설물설치 공사업협
의회 3개 단체에서 발간한 
‘조경공사 적산기준‘ 개정증
보판, 2010

한국에 조경학이 도입된 지 10년째인 1982년 7월에 국내 최초의 조경전문지인 
계간 <조경>이 창간되었다. 2012년 8월 현재 통권 292호 발간과 함께 창간 30주
년이 되었다. 창간 초기의 발행처는 조경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조경연합회
(KOFLA, 회장: 오휘영 한양대 교수)였으며 발행인은 유상식(한국관상수협회장, 창
간호), 오휘영(제2호부터 현재까지)이며, 주간은 유병림(서울대 교수), 정영선 이었
다.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던 이때에야 비로소 전문지 <조경>으로  
학계와 업계. 관련기관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다. 조경계의 소식을 전하는 이 
잡지는 현재까지 한국 조경계를 대변하는 대표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5년부터는 제호를 <환경과 조경>으로, <환경 그리고 조경>, <환경&조경>을 거쳐

1992년에는 <환경과조경>, 2001년부터는 영문약자인 <ELA>의 제호로 병기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85년부터 대학소식과 지역정보 발굴을 위해 전국 조경학과 대학

생 상의 ‘통신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서 1992년에는 학계. 업계. 관계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객원기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잡지가 아니라, 조경계의

구석구석까지 조명할 수 있는 소통의 매체로 발전시켰다. 특히 1988년부터는 ‘올해의

조경인 상’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시상하고 있다. 또한 조경인들의 예술

적 감성과 재능을 발굴. 격려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문예. 미술. 사진부문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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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예술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며 바람직한 
공원문화를 제시하고자 제1회 조경음악회 ‘숲으로 가는 길’을 성황리에 개최하였
다. 공원과 음악이라는 대중적인 콘텐트를 접목하여 문화활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함
이었다. 아울러 조경인들의 예술성을 알리고 조경분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도시
공원의 확대 및 지원사업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조경이 일상의 문화 속으로’ 
라는 구호를 실천하고 있다.34)

[그림 25] 1985.8.15~16  송추계
곡 산장 에서 개최된 제1기 환경
과 조경 통신원 간담회, 환경&조
경 10호, 1985, p130

[그림 26] 2007년, 제
1회 조경음악회 '숲으
로 가는 길' 초대장. 
lafent.com 

[그림 27] 2007년 5월 일산 
호수 공원에서 개최된 제1
회 조경음악회 공연 실황. 
lafent.com

  인터넷사용이 대중화되면서 1997년에 처음으로 천리안에 <환경과조경> 홈페이
지를 개설했다. 이후 2001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andscapeworld.co.kr)를 
열었고, 이어서 조경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라펜트(www.lafent.com)를 2009년 1
월1일 오픈했다. 시공과 설계분야 소개의 부족을 개선하고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공정보와 작품의 상세한 소개를 위주로 2003년 
1월부터 격월간 <조경시공>을 창간했다. 2006년 3월호부터는 월간으로 전환했으
나 2009년 봄 호부터 현재까지는 주제별 계간 특집으로 발간되고 있다. 

34) ela, 환경과조경 25주년의 기록, 2007.7.18,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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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1982. 07. 계간 
조경 창간호 표지

[그림 29] 1996. 08. 환경과
조경 100호 표지

[그림 30] 2002. 07. 환경과
조경 20주년 기념호 표지

[그림 31] 2012. 01. ela 
285호 최근호 표지 

[그림 32] 1993. 0304 LAC 
창간호 표지

[그림 33] 2011. 겨울호 
LAC 최근호  표지

[그림 34] 2012년 01월 현재의 포털사이트 www.lafent.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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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조경교재 및 전문지 계간 ‘조경’ 발간과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는

임승빈, 조경학 연구 30년,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한국조경학회, 2002 .12

황기원, 한국의 조경교육 30년: 회고와 전망,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한국조경학회, 2002.12

홍광표, 한국조경 교육과 연구, 한국조경백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08

조세환, 한국조경의 국제적 활동과 미디어 육성, 한국조경백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08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3) 첫 번째 조경교육의 장, 서울대 환경

대학원 그리고 ‘조경학 개론’ 발간, 환경과조경, 143호, 2000.03, p

김학범, 조경학의 태동 및 성장,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30호 2007.02

양병이, 조경학과의 설립과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33호,

2007.05.

김윤제, 조경전문가와 교수를 키워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野史, 조

경시공(LAC), 제034호, 2007.06.

임승빈, 조경태동기의 조경학과 교과과정,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제043호, 2008.03.

ela, <환경과조경> 25주년의 기록, 2007.7.18

www.lafent.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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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조경 법. 제도의 시작 

  1) 한국종합조경공사 설립 
 1974년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한창 탄력을 받던 시기로 사회간접자본공사
를 비롯한 많은 건설공사가 추진되었다. 조경분야가 해야 할 일이 전국적으로 산적
되어 조경의 중요성도 높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정작 대형공사를 수행할만한 민간 
조경회사, 공공기관의 관련부서는 물론 인력, 자재, 공법 등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시점에서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과 이낙선 건설부장관은 박대통령으로 부터 
조경전담 공기업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추진에 나섰다. 곧 건설협회, 건설공제회, 
한국도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산업은행 등의 국영기업체가 공동
으로 출자한 반관반민 기업형식의 법인회사로 ‘한국종합조경공사’(이하 조경공사)를 
1974년 7월 2일에 발족시켰다(초대사장: 최종성, 관리이사: 민경현 외). 이어서 
1974년 7월 20일～27일까지 공개시험으로 인력을 선발하여 8월 1일 현판식을 개
최하였다. 이때 오휘영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1기 출신들을 선발해서 주요 요직에 
참여토록 했다.35) 
  한편 그 당시 한국종합조경공사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36)을 살펴보자. 먼
저 제도적인 조치로서 건설업법 시행령 제7254호의 개정에 의해 1974년 9월 28일
에 조경공사가 국내 유일한 최초의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조경공
사 잡비율 책정을 위한 계약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조경공사 예정가격에 계
상되는 제잡비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1974. 11. 15, 건설부, 재무부). 문화
재 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해 지정문화재 시공업을 등록했다(조경업 1974. 10. 4, 문
공부).  기술용역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경분야를 신설 등록하였고 용역비율
을 책정하였다. 
  또한 그 이후 행정적인 조치로서 오휘영은 먼저 한국종합조경공사의 육성과 경
제적 자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당시 김종필) 훈령을37) 시달하여 토목. 건축과 분리

35)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6)에서(오휘영, 2000.6, 환경과조경, 146호 
2000.06, p32~33)에서 이규목, 안동만, 고성하, 김윤희 등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1기생들
을 회고하고 있다.

36) 한국종합조경공사 소개 책자, 1975. 1.
37) 국무총리지시 제 16호(1974.11.4)는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의 각 부처에 조경사업육성방침

을 시달하여 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되는 조경
사업을 한국종합조경공사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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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 직명 성 명 (당시 소속기관) 비고

자문위원

조경학

오휘영(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김장수(한국조경학회 회장)
안건용(서울대 조경학과장) 
이종필(영남대 조경학과장)
노융희(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원예학 윤국병(고려대)
임  학 임경빈(서울대)

식물생태학 이일구(건국대)

도시계획학 김형만(국민대), 박병주(홍익대), 
강병기(한양대)

토목학 신영기(서울대)
농업토목학 김시원(건국대)
고건축학 정인국(홍익대)
건축학 김수근(건국대)

응용미술학 민철홍(서울대), 김진일(한양대)

경영, 경제학 백영훈(산업개발연구소장), 
신한풍(한국과학원), 김성훈(전남대)

상임이사

대표이사 사장 최종성
전무이사 이사 김용석
관리이사 이사 민경현
기술이사 이사 이종윤
상임감사 감사 이정삼

이사
(비상근)

이사 김학준(건설협회 이사장) 
이사 심재욱(한국도로공사 감사)
이사 김동식(한국관상수협회 회장)
이사 이명박(현대건설 전무이사)
이사 문종건(평화건설 전무이사)

기술부문 기획연구
실 실장 허형식

된 설계, 시공이 가능하게 하였다. 조경사업비가 별도 예산책정 계상되도록 하였으
며 정부 및 산하기관의 조경사업을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전담발주토록 했다. 뒤이어 
조경공사표준품셈이 제정(1974. 10. 20. 경제기획원) 되었고, 건설부는 조경공사 표
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설계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당시 중동 건설 산업 열기에 동
참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업 면허 취득을 추진하여 약 10여년에 걸쳐 상당량의 중
동지역 조경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표 7> 창립 당시의 한국종합조경공사 임직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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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윤징오, 고성하
기술사원 김귀곤, 이영희, 안동만

공무부

부장 주일룡

기술사원
임학재, 김원백, 전우석, 김광식, 임호범, 
최병덕
이강명, 은종천, 손창우, 박완수, 조서연

설계부

부장 장문기

기술사원

이규목, 백옥석, 박정주, 정충회, 우정상, 
김유일
장태현, 최한규, 심우경, 김윤희, 서정임, 
용갑식
노  려, 정돈영, 손근영

관리부문
총무부 부장 김정만

관리사원 박동율, 박성무, 한수석

업무부 부장 장성락
관리사원 이봉호, 김성균, 박효원

출처: 한국종합조경공사 소개 책자  1975. 1, p54~58. 행정 및 일반사원은 제외

당시 비상근 이사 명단에 이명박 현 대통령의 이름이 눈에 띤다. 

[그림 35] 1974년 8월1일 
한국종합조경공사 현판식, 
환경과조경, 146호 p33

[그림 36] 당시의 한국종합
조경공사 소개 책자, 
1975.1, 표지, 단순한 오타 
인지, 시대를 앞서 간 것 인
지 영문명칭 ‘Korea 
Landscape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이채롭다. 
(직역하자면 한국경관 개발
공사?)

[그림 37] 당시의 청사진 도
면철과 설계실 회의광경, 계
간 조경 제7호, 1984,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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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 직후 8월 15일 처음으로 시작한 박대통령의 관심사업인 국립묘지조
성사업을 시작으로 제주중문지구 국제관광단지, 6.25 참전국 참전기념비공사, 잠실
지구 아파트단지 공사, 고려원자력발전소 조경공사, 영동고속도로 조경공사 등 전
국에 걸친 수많은 아파트단지, 고속도로조경, 공공건물조경,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을 수행하였다. 이로서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된 각종 국책사업의 개발계획에 있
어서는 조경계획을 병행하여 모든 건설현장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국토경관의 훼
손이 크게 방지 될 수 있었다. 
  한국종합조경공사는 10.26 사태에 따른 박정희 정권의 교체로 인해 1980년 3월 
5일 민영화되어, 삼부토건으로 넘어가 ‘한국종합조경(주)’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
었다. 하지만 한국종합조경공사는 시장개척과 기술적인 면에서 당시의 조경업계 발
전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한편 1982년에는 건설업체의 신규 
면허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국종합조경(주)의 단독 면허를 폐지하고 신규 종합조경면
허를 내어줌으로써 종합조경 면허 업체수는 11개 업체로 늘어났다. 조경 시장이 
무한 경쟁으로 돌입한 시점이었다. 특히 조경면허 취득요건에 조경기술사 보유가 
관건이어서 기술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고급기술자에 대한 대
우가 급격히 상승한 계기가 되었다. 

[그림 38] (주)한국종합조경 표지광고. ‘국내 
유일의 종합조경!’이란 문구가 의미심장하
다. 격월간 조경, 창간호, 1982.

[그림 39] 면허가 개방된 당시 11개 종합면
허업체의 공동광고. 2011년 말 1,451개로 
성장한 현재 시점 에서 이런 공동광고가 가
능할까? 격월간 조경, 제4호, 1983, p104

  2) 조경공사업 면허제도의 시작 
  한국 건설 산업의 정책적인 구조개편과 관리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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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 이후 1970년대에 정부는 전국에 걸쳐 대규모 공단 건설, 경부고속도로 
준공,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 확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1982),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건설업 영역에 조경분야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 무렵 앞서 언급했듯이 1974년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설립된 그 해 9월 19일에 
대통령령 제 7254호에 의해 건설업법이 개정되었다. 건설업 시행령에 특수공사업
으로 ‘조경공사’가 추가되었고 1974년 9월 28일에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최초로 ‘조
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법제적인 조경면허와 조경실무의 시작점이었다. 
  1982년에는 건설업체의 신규 면허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국종합조경(구. 한국종합
조경공사)의 단독 면허는 폐지되고, 신규 종합조경면허를 내어줌으로써 종합조경면
허 업체수는 11개 업체로 늘어났다.38) 1988년부터 건설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정
기적으로 신규면허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면서 종
합조경공사업은 1989년에 33개사로 늘어나게 되었다. 1997년에는 특수공사업은 
폐지되고 조경공사업이 일반건설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격상되어 수시등록제로 
바뀌게 되었다. 2006년부터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업은 포지시설기준이 폐지됨
으로서 현재까지 엄청난 증가추세에 있다.

<표 8> 조경건설업의 업무내용 변화

구분
개정
시기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건설
업법
시행
령

1974. 
9

국토개발 및 보존사업
에 따른 녹지·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식재 기
타 이에 관련된 공사에 
한함

- -

1976. 
3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 사업으로서 수경
시설·녹지시설·휴게시설
·운동시설·유희시설·교
화시설·편의시설·보전관
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
되는 일체의 경관시설
을 하는 공사

- -

38) 이 시기는 한국종합조경공사의 독점시대가 끝이 나고 종합조경면허업체가 11개로 늘어
나면서 조경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1982년 면허가 개방된 11개 종합면허업체의 단
합된? 공동광고가 당시 상황을 대변해주며 이채롭다, 격월간 조경, 제4호, 1983,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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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
시기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건설
업법
시행
령

1980. 
7 상동

조경수목식재공사 ·잔
디 등 지피식물 입히기
공사·지피식물 파종공
사 등

자연석공사·인조목 및 
인조암설치공사·야외의
자 및 파고라 설치공사 
등

1994. 
8 상동

조경수목식재공사·잔디 
등 지피식물 입히기 공
사 등

조경석· 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야외의
사·파고라·놀이기구·운
동기구설치공사·인조잔
디공사 등

건설
산업
기본
법

시행
령

1997. 
7

종합적인 계획·관리·조
정하에 수목원이나 공
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
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
치하거나 야외의자·파
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
을 설치하는 공사

2010. 
9

종합적인 계획·관리·조
정에 따라 수목원. 공
원. 녹지의 조성 등 경
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
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
지·관리하는 공사

상동

출처: 한국조경비전 2020, 2010. p91

<표 9> 조경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1. 별표 2)

업의 종류 기술 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시설·장
비

사무실

종합건설
업

조경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의 조경 기
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
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 기술
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전문공사
업

조경
식재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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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5년도에 법률 제 2851호로 단종건설업 면허제도가 도입 되었다. 1980
년 7월 3일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9936호)으로 조경식재공사업 79개
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67개사가 신규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
다. 그 후 법률 제 3501호에 의해 1981년 12월 31일 단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
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문화
재수리업(조경)이 1974년 10월 4일에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재무부 회계제도과에 
의해 조경하자 관련규정 및 조경공사 잡비율 책정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신
설되었다.39)

  참고로 1974년 9월에 한국종합조경공사 1개사로 출발한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업
체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1,451개사로 증가하였다.40) 1980년 7월에 시작한 조
경식재공사업 80개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67개사로 시작한 조경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업체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조경식재공사업 3,525개사(44배)와 조경시
설물설치공사업 2,220개사(33배)로 증가하였다.41) 한편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조경
건설업(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업체수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건설업 면허
개방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이 완화된 기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조경건설업 등록기
준 (표7. 참조)과 년도별 조경관련 자격 취득자 현황(표15. 참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도 이후 10년 간 조경건설업 등록업체 수의 증가 추세와 
조경관련 자격 취득자(특히 조경기능사는 인기 자격 종목 베스트-3, 그림 63. 참
조)의 증가 추세가 거의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경건설업 등록업체는 종합건
설업(조경공사업)이 2000년도 440개사에서 2010년도에는 1,451개사로 증가률이 
329%,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이 2000년도 905개사에서 2010년도에는 
3,525개사로 증가률이 389%, 조경시설물공사업이 2000년도 944개사에서 2010년
도에는 2,220개사로 증가률이 235%로 나타났으며 조경건설업(종합+전문) 전체 등
록업체는 2000년도 2,289개사에서 2010년도에는 7,196개사로 증가률이 314%로 
나타났다. 한편 조경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특히 조경기능사의 경우 2000년도 
14,502명에서 2010년도에는 40,051명으로 증가률이 276%로 나타났다. 결국 2000
년 이후의 최근 10년간 조경건설업체수와 유독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는 거의 

39) 최기수, 조경실무 30년의 리뷰...그리고 제언,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한국

조경학회, 

     2002.12. p68

40) 대한건설협회 통계연보. http://www.cak.or.kr, 2010년 자료기준
41)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연보. http://www.kosca.or.kr, 2010년 자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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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율인 약 3배수 증가한 셈이다. 이 사실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조경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사항에 전문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건설업의 심한 경우는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는 1인도 없어도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즉 조경기능사 또는 
장비(굴삭기 등)기능사 자격증만으로도 조경건설업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림 40] 자격증이 노후보험....조선일
보, 2012.06.30, 한현우 기자

<표 10> 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1. 별표 1) 

구분 건설업의 종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토목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5.조경공사업

2.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실내건축공사업 11.상⦁하수도설비공사업 21.준설공사업

2.토공공사업 12.보링⦁그라우팅공사업 22.승강기설치공사업

3.미장⦁방수⦁조적공사업 13.철도궤도공사업 23.가스시설시공사업(1종)

4.석공사업 14.포장공사업 24.가스시설시공사업(2종)

5.도장공사업 15.수중공사업 25.가스시설시공사업(3종)

6.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6.조경식재공사업 26.난방시공사업(제1종)

7.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7.난방시공사업(제2종)

8.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18.강구조물공사업 28.난방시공사업(제3종)

9.철근⦁콘크리트공사업 19.철강자재설치공사업 29.시설물유지관리업

10.기계설비공사업 20.삭도설치공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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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경공사업 년도별 업체수(2011년 12월 기준)

[그림 41] 조경공사업 년도별 업체수 (2011년 12월 기준)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1년도 통계연보, http://www.cak.or.kr, 필자 재작성

[그림 42]  조경공사업 지역별 업체수 (2011년 12월 기준)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1년도 통계연보, http://www.cak.or.kr,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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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년도별 업체수 (2011년 12월 기준)

[그림 43]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년도별 업체수(2011년 12월 기준)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도 통계연보, http://www.kosca.or.kr, 필자 재작성

<표 13>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업 지역별 업체수 (2010년 12월 기준)  

[그림 44]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지역별 업체수 (2011년 12월 기준)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도 통계연보, http://www.kosca.or.kr,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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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업 연도별 전체 계약실적 (2011년 12월 기준) (단위:억원)

[그림 45] 조경식재공사업 연도별 전체 계약실적 (단위: 억원)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1년도 통계연보, http://www.cak.or.kr, 필자 재작성

[그림 46]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년도별 전체 계약실적 (단위: 억원)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도 통계연보, http://www.kosca.or.kr, 필자 재작성

 
  한편 그림 36~37. 조경전문건설업의 년도별 전체 계약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전문공사업 면허가 신설된 이후 유례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한 조경건
설업의 계약실적이 30년 만에 2009년도 이후 최초로 감소된 것이 주목된다. 4대강 
사업의 영향과 건설경기 침체, 복지우선정책의 전환 등으로 인한 조경시장의 일시
적인 정체현상인지? 아니면 조경 건설업의 쇠퇴기의 시작인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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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계들은 한국 조경건설업체의 30여 년 동안의 엄청난 발전과 급성장을 의미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과 FTA 등 많은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현재 
시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다.

  3) 조경기술자격 면허의 시작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1974년 9월1 9일에 대통령령(제7254호)으로 건설업법이 개정되었다. 건설업시행

령에 특수공사업으로 ‘조경공사’가 추가되며 조경공사업 면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건설업 면허기준의 기술능력항목에 일정 자격이상의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가 탄생하였다. 조경분야의 
기술자들이 비로소 전문분야의 기술자로서 제도권 속에서 인정받게 된 시점이다. 국
가기술자격법에서는 조경은 국토개발(건설) 분야에 속하며 종목으로는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1급, 2급(현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가 이때 추가되었다.42)한편 환경분
야에 속하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가 2004
년부터 시행되어43) 조경관련 직무 기술자격 종목이 추가되었다. 1975년 처음으로 
조경분야의 자격시험이 시행되어 1976년에 조경기술사44) 1명과 조경기사1급 8명이 
최초로 자격증을 받았다. 한편 2011년 1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배출된 조경 기술인
력 현황은 표-15와 같고 조경관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전
통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관리 그와 관련된 고증. 유구조서 및 수리보고서
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 조경수리기술자 198명이 배출되었
다. 식물의 보존.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재,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
선 및 감리와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 
식물보호기술자 60명, 그리고 조경수리와 식물보호를 담당하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가 414명이 배출되었다.(2012년 6월 기준45))

42) 그 이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1998년 5월 9일)으로 조경기사 1급, 2급 자격제도
는 폐지되고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등의 4종류로 대체됨.

4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03. 11. 4, 대통령령 제18116호, 시행일 2004. 5. 5)으로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종목이 신설됨

44) 기술사 기술자격 검정 1976년 제 13회(조경1회)취득자는 윤징오 1명 이었고 1977년 제
14회(조경2회) 취득자는 고성하, 민경현, 오휘영, 이재억 등 4명이 취득하였고(환경과조경 
통권11호, 1985, p32~37) 그 이후 매년 1~3회의 검정을 통해 2011년 12월 말 현재 총 
312명의 조경기술사가 배출되었다. 

45)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 2012년 6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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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국가기술자격의 조경관련 직무분야별 종목 현황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

국토개발(건설) 조경 조경 조경 조경

환경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

문화재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  문화재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출처: 201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
      20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6. 

<표 16> 년도별 조경관련 자격 취득자 현황 (누계)

년도

국토개발 (건 설) 환 경46) 문화재 수리47)

조경
기술사  
    48)

조경
기사
49)

조경
산업
기사
50)

조경
기능사

51)

자연
환경
관리  

기술사

자연
생태
복원
기사

자연
생태
복원
산업
기사

조경
기술자

식물
보호

기술자
기능자

1976 1 8 9 - - - -
확인
불가

-
확인
불가

1980 11 472 944 - - - -
확인
불가

-
확인
불가

1985 40 1,879 2,422
확인
불가

- - - 25 -
확인
불가

1990 57 2,837 3,191
확인불

가
- - - 34 - 78

1995 126 4,366 4,303
확인
불가

- - - 54 2 95

2000 192 6,621 5,871 14,502 - - - 90 9 166

2005 239 8,662 7,690 21,588 41 119 45 124
19
52)

25053)

46) 2004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신설됨.  
4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2) 별표2~6.
48) 1974년 국토개발기술사(조경)로 신설되어 1991년 조경기술사로 개정
49) 1974년 조경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조경기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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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국토개발 (건 설) 환 경54) 문화재 수리55)

조경
기술사  
    56)

조경
기사
57)

조경
산업
기사
58)

조경
기능사

59)

자연
환경
관리  

기술사

자연
생태
복원
기사

자연
생태
복원
산업
기사

조경
기술자

식물
보호

기술자
기능자

2010 298 12,189 10,960 40,051 125 756 252 198
60)

60
61)

414
62)2011 312 13,060 11,508 45,194 134 925 281

출처: 2011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http://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김규섭 선임연구원, 2012년 5월 제공 자료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 2012년 .6월, 2005년. 9월 자료  필자 취합 재작성

  4) 조경분야 전문용역업의 시작 (기술용역육성법)
한국 기술용역업은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 5개년사업이 시작되면서 관련 산

업부문의(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통해) 필요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따라 1973년 2월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기술용역육성법’
을 제정하여 민간 기술용역산업의 형성을 도왔다. 당시의 기술용역업은 산업설비용
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인기술용역업으로 구분되었다. 

50) 1974년 조경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조경산업기사로 개정
51) 1982년 조원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조경기능사2급으로, 1999년 3월 조경기능

사로 개정됨. 한편 1982년 조원기능사보가 신설되어 1991년 조경기능사보로, 1998년 5
월 조경기능사보는 폐지됨.

52)~139)  2004년 12월까지 누계 자료임.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 2005년 9월

54) 2004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신설됨.  
5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2) 별표2~6.
56) 1974년 국토개발기술사(조경)로 신설되어 1991년 조경기술사로 개정
57) 1974년 조경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조경기사로 개정
58) 1974년 조경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조경산업기사로 개정
59) 1982년 조원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조경기능사2급으로, 1999년 3월 조경기능

사로 개정됨. 한편 1982년 조원기능사보가 신설되어 1991년 조경기능사보로, 1998년 5
월 조경기능사보는 폐지됨.

60)~142)  2012년 6월까지 누계 자료임.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 2012년 6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검정이 2008년부터 문화재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

단으로 이관되어 5년 단위 년도별 통계 자료의 시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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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에는 조경분야의 유일한 설계용역업체로서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있었다. 
1980년대 초 까지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에는 조경부서가 전혀 없었으며, 전문기술
용역업에 한국종합조경(조경공사 민영화 이후)이 유일하였다. 이후 1985년 말까지 
12개 업체로 늘었났다. 그 이후 1990년대 기술용역육성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26개
로 증가하였다. 1992년 11월에는 기술용역육성법이 분리 제정되어 ‘엔지니어링기
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용역업체가 150여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가 생기기 시작하여 조경용역업체가 이원화되었다. 2010년 12월 말 현재의 조경용
역업체 등록 현황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698개, 기술사사무소가 50개사로 증가
되었다. 그 내용은 표16과 같다.

<표 17> 조경분야 엔지니어링 / 기술사사무소 등록 현황  

년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사무소 적용 법령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12
 26
154
151
159
159
173
189
222
262
316
364
424
513
527
582
648
698

-
-
-
5  
7  
9  
12  
21  
24  
27  
31  
34  
37  
42  
43  
45  
48  
48  
50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기술사법(1992.11)

출처: 한국조경백서. 2008, 2006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2006. 02, 한국조경비전 2020. 2010,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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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4년 2월 한국조경사회(당시 회장 권오준)가 중심이 되어 용역비 산출 
기준인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발간되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의 도시계획 분야
업무와의 영역갈등과 제값을 받지 못했던 각종 공원과 관광지, 유원지, 리조트 단
지설계 등의 조경설계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63)

  5) 조경직제 도입의 시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와대에 조경담당비서관 제도가 생긴 이후 한국종합조경

공사(1974년 7월 2일)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전후로 각 정부투자기관에도 조경직
제가 신설되기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64)는 1969년 7월에 공무부 영업시설과 조원
계가 발족되었다. 건설부에서는 1970년에 공원녹지과가 신설되었다가 제2사업부 
조경과(1972년 5월)로 직제개정 되었다. 1990년 9월에는 시설관리처 조경과는 조
경부로 승격 개편되었으며 2005년 1월에는 시설처 조경팀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녹색환경처 생태환경과(2006.2), E-R 벤처팀(Eco-Rycycling, 2007. 1), 녹
색환경처 자연복원과(2008.2) 등 조경. 생태분야와 관련된 과와 팀들이 신설되었다. 
2011년 현재 본사 5본부 4실 17처와 6개 지역본부, 43개 지사, 수목원 등의 지방
기관 각 부문에서 분산되어 총 85명의 조경직들이 근무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1962년 7월 설립)는 1974년 10월에 조경과가 신설되었으며 1990
년 9월에 조경부로 승격되었고 2007년에는 조경설계단이 발족되었다. 한국토지공
사(1978년 12월 설립)는 초기에 개발부에서 조경업무를 담당하다가 1986년 5월에 
조경과가 신설되었다가 1988년에 조경부로 승격되었다. 1989년 200만호 주택건설
과 발맞추어 2부 4과의 조경실로 1990년에 승격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본사 조경
부가 1부 3과로 축소되기도 했다.65) 한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009년 10월 LH공사66)(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되었다. 
2010년 1월 과거 양대 공사의 조경팀을 통합한 녹색경관처가 LH공사의 직제개편
과 함께 출범하기 이르렀다. 그 이후 2011년 현재 녹색경관처와 영향평가단(33명), 
주택디자인처와 주택설계1, 2처(14명), 세종사업본부(9명), 도시재생설계단(4명), 해

63) 권오준, 70년대 조경사업 수행과 1980년대 엔지니어링 업계 최초의 조경팀 운영, 조경시공(LAC), 
5호, 2007.07.

64) 한국도로공사 http://www.ex.co.kr/
65) 최기수, 조경실무 30년의 리뷰... 그리고 제언,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2002.12, 한국조경학회, p76
66) LH공사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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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업처(1명), 건설관리처와 건설기술처(5명), 감사실(1명), 경영지원부문(3명), 지역
[사업]본부(89명) 등의 각 부문에서 분산되어 총 159명의 조경직들이 근무하고 있
다. 
  한국수자원공사67)(1967년 11월 설립, 당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1976년 10월
에 조경계가 신설되었다. 1990년에 조경과로 개칭되었고 1998년에 조경부로 승격
되었다. 2001년에 댐 건설처 조경부에서 조경부로 독립·승격되었다. 2002년에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게 환경생태팀으로 개칭하여  2011년 현재 본사 환경생태팀
(8명), 4대강사업본부(3명), 녹색도시처(3명), 각 지역 및 사업본부(20명), 건설단(17
명)을 두고 있으며, 총 51명의 조경직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서울시의 SH공사68)(2004년 사명 변경)는 서울특별시 도
시개발공사(1989년 2월)로 설립됨과 동시에 조경과, 조경설계과가 신설되었다. 
1996년에는 공원녹지부, 조경사업부,시설관리부로 2003년에는 조경공사팀, 조경설
계팀, 시설관리팀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 현재는 고객지원본부 시설관리팀(1명), 
사업1본부 조경팀(8명), 사업2본부 조경팀(8명), 도새재생본부 뉴타운사업팀(3명), 
재정비사업팀(1명), 기술본부 조경설계팀(6명)등의 5개 본부 6개 팀에 분산되어 총 
27명의 조경직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개발공사에 조경관련 부서들이 있어, 조경은 이제 개발공
기업에서 필수적인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각 정부투자기관과 지자체 등의 조경직제 도입은 1970년대 당시 각 공사
의 자체적 필요성과 더불어 조경에 대한 박대통령의 지대한 관심과 청와대 조경담
당비서실의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이다.69) 한국조경사회(2011)의 
제31회 정기총회(이사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정부투자기관내 조경관련 직종이 
있는 곳은 국토해양부 산하의 3개 기관 즉,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와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 등의 출자기관이 있으며, 2011년 4월 현재 322명의 
조경직 직원이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68) SH공사 http://www.i-sh.co.kr/
69) 문석기,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 11(2), 20호, 1983.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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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정부투자기관별 조경직 현황(2011.4 기준)70)

구분
1급

(처장)

2급

(부장.팀장)

3급

(차장)

4급

(과장,대리)

5급 이하

(주임,사원)
계 비고

LH 공사 3 8 39 61 48 159

한국도

로공사
- 4 13 68 - 85

한국수자

원공사
1 2 15 13 20 51

71)

2011 발표자 

제공자료

SH 공사 - 3 10 4 10 27 72)

계 4 17 77 146 78 322

출처: 한국조경사회, 제31회 (사)한국조경사회 정기총회(이사회) 자료집, 2011, p99~1179. 
필자 재작성

  서울시의 조경관련 조직과 직제 변천과정은 표-18과 같다. 1962년 계획과에 공
원계가 신설되고 1965년 산림계가 산림과로 승격 되었다. 이듬해인 1966년에는 공
원계를 산림과가 흡수하여 녹지과로 개편하였다. 1973년 청와대에 오휘영 조경담
당비서관이 임명된 후 서울시에 녹지과가 녹지국으로 승격되어 당시의 녹지과 이
외에 조경과와 공원과가 최초로 신설되어 3개과 체계를 유지하였다.73) 제5공화국 
시대에는 공원녹지국이 폐지되어 환경녹지국으로 통폐합되며 조경과는 조경계로, 
공원과와 녹지과는 공원녹지과로 통폐합되었다. ‘88올림픽 직후에 조경과가 잠시 
부활되었다가 문민정부 시대에 조경계로 다시 축소되었다. 국민정부시대에 들어와
서 서울시장 민선 1기시대인 1997년에는 공원녹지기획관(국장)이 임업직으로 잠시 
보해지기도 했지만, 민선2기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국이 폐지되어 환
경․청소. 공원녹지분야가 합쳐진 환경관리실 산하로 공원녹지과와 조경과 2개과만 
남게 되었다.74) 
  그 후 민선3기 시대인 2005년에는 시장단과 조경전문분야의 소통을 위해 전문직
에서 국장급에 보직되면서 푸른도시국으로 승격되었다. 이때부터 자연생태과, 공원

70) 한국조경사회(2011), 제31회 (사)한국조경사회 정기총회(이사회) 자료집, p119~120
71) 한국수자원공사, 2012년 2월 손병훈 차장 제공 자료
72) SH공사, 2012년 2월 노송호 차장 제공 자료
73) 최기수는 이 녹지국의 신설에는 중앙 행정조직인 청와대에 조경담당비서관 제도를 두고 

각종 개발사업에 환경보존 및 경관의 재창출 임무를 담당하게 한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기수, 조경실무 30년의 리뷰... 그리고 제언,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2002.12, 한국조경학회, p75

74)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2002. p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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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경과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민선5기에는 푸른도시정책과가 신설되었다. 
민선6기 2012년에는 우면산 산사태(2011) 후속 조치로 산지방재과가 신설되며 공
원녹지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결국 서울시의 조경직제 출범은 1973년 오휘
영비서관의 역할이 컸다. 그 후 제 5.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정부 시대에 걸쳐 시
대적 요구에 따라 축소와 확대를 거듭했다. 2011년 10월 현재 1국 4개과 체계를 
유지하며 3급 1명, 4급 6명, 5급 52명, 6급 142명, 7급 173명, 8급 121명, 9급 59
명 총 554명의 녹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75)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2년에 
최초의 공원계로 시작되어 1973년에 조경과의 신설과 공원과로 승격된 이래 2012
년 2월 현재 1국 5개과 24개 팀, 3개 사업소 등으로 확대, 성장한 서울시의 조경
관련 직제의 발전은 경이적이다. 
  이상에서 4대 정부투자기관과 서울시 조경직제 발전과정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이 포착되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오휘영의 주도로 각 기관에 조경계, 조
경과로 시작된 직제는 1980년대를 거치며 조경부, 조경팀 등으로 승격하여 조경관
련 직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둘째, 초기의 조경직제는 각 기관의 독립부서로서 
주로 조경계, 조경과, 조경팀 등의 독립된 전문직제의 지원업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조경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해당기관의 유관부서에서 고루 분산되어 전체 
사업부문에 걸쳐 조경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체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경관
련 직제의 명칭과 관련하여 신설 초기에는 조경계, 조경과, 조경팀, 조경부 등의 
‘조경’ 전문 분야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생태팀(2002년, 
한국수자원공사), 푸른도시국(2005년, 서울특별시), 녹색환경처(2006년, 한국도로공
사), 녹색경관처(2010년, LH공사) 등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개칭되고 있다. 이것은 
조경의 영역이 협의의 조경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생태, 환경, 경관 등의 영역까
지 아우르는 조경직의 업역이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정부투
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자체 수요 및 시대와 사회적인 요구의 반영으
로 판단되며, 동시대는 조경의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조경직제와 관련하여 중앙직, 지방직, 6대광역시, 공사 등의 조경직 부서와 
담당업무는 한국조경백서76)를 참고 하기 바란다.

75) 서울시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서울시 녹지직 공무원 현황(본청, 산하사업소 및 25
개 자치구 포함, 행정직, 토목직, 환경직, 건축직, 전기직, 계약직 등이 포함됨), 
2011.10.27 자료

76) 신익순, 한국의 조경 법제. 직제. 기구, 한국조경백서 1972-2008, 환경조경발전재단, 
p1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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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각 기관별 주무 조경관련 부서 및 조경직 근무 유관부서 현황

구분 조경관련 주무 부서 조경직이 근무하는 유관 부서 비고

LH 공사
보금자리본부
녹색경관처

영향평가단, 주택디자인처, 주택설계1, 2처, 
세종사업본부, 도시재생설계단, 해외사업처, 

건설관리처, 건설기술처, 감사실, 
경영지원부문 등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

녹색환경처 
조경팀

생태환경과, E-R 벤처팀, 녹색환경팀 
자연복원과,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지사 등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

환경생태팀
4대강사업처, 녹색도시처, 

지역본부, 건설단, 사업단 등

SH 공사
사업1본부 조경팀 
사업2본부 조경팀

기술본부 조경설계팀

고객지원본부 시설관리팀, 
도새재생본부 뉴타운사업팀, 재정비사업팀 

2본부 마곡사업단 토목사업팀 등

서울시
공원녹지국

(푸른도시국)

기술심사담당관실, 계약심사과, 시설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강사업본부, 3개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

2012년 1월 
주무국 명칭
변경

출처: 한국조경사회, 제31회 (사)한국조경사회 정기총회(이사회) 자료집, 2011.4, p99~1179
    서울시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서울시 녹지직 공무원 현황, 2011.10. 자료  
    필자 재작성

<표 20> 서울시(본청) 조경관련 조직 및 직제의 변천 내역 

정부77) 서울시장78) 담당 실.국 담당 과 담당 계. 팀 기준년도

군사정부
1961~1963 윤태일

산업국 농림과 산림계 외
1962.11

도시계획국 계획과 공원계 외

제3공화국
(박정희)

1963.12
~1972.10

윤치영
김현옥

산업국 산림과 조림계 외 1965.8

건설국 토목과 공원시설계 외 1966.1

산업국 녹지과 공원계, 사방조림계 외

1971.7
산업국 녹지과

공원관리계, 공원개발계, 조림
보호계 외

77) 역대대통령기록관 http://pa.go.kr/
78)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역사관,www.seoul.go.kr, 역대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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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79)
서울시장

80)
담당 실.국 담당 과 담당 계. 팀 기준년도

제4공화국
(박정희)

1972.10
~1979.10

양택식
구자춘
정상천

녹지국 
(승격)

조경과 조경1계. 조경2계

1973.6녹지과 사방조림계 외

공원과 공원관리계, 공원개발계

공원녹지국 

조경과 조경1계. 조경2계

1979.9녹지과 사방조림계 외

공원과 공원관리계, 공원개발계

제5공화국

(전두환)

1979.10

~1988.2

박영수

김성배

염보현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녹지행정계, 조경계, 녹지보

호계, 

공원관리계, 공원개발계

1981.11

환경녹지국

공원과 공원관리계, 공원개발계

1983.4
녹지과

녹지행정계, 녹지보호계, 조

경계

제6공화국

(노태우)

1988.2

~1993.2

김용래

고건

박세직

이해원

이상배

환경녹지국

공원과 공원관리계, 공원개발계

1989.11
녹지과 녹지행정계, 녹지보호계

조경과 조경기획계, 조경관리계

문민정부

(김영삼)

1993.2

~1998.2

김상철

이원종

우명규

최병렬

조순

(민선1기)

도시계획국

공원과
공원행정계, 공원개발계, 공

원관리계
1993.7

녹지과
녹지행정계, 녹지보호계,

조경기획계, 조경관리계

환경관리실

(환경기획관)

공원과
공원행정계, 공원개발계, 공

원관리계
1996.1

녹지과
녹지행정계, 녹지보호계, 

조경기획계, 조경관리계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기획관)

공원과
공원행정계, 공원기획계, 

공원개발계, 공원관리계

1997.5녹지과
녹지행정계, 녹지조성계, 녹

지보호계

조경계획과
조경기획계, 조경시설계, 조

경관리계

79) 역대대통령기록관 http://pa.go.kr/
8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역사관,www.seoul.go.kr, 역대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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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장 담당 실.국 담당 과 담당 계. 팀 기준년도

국민정부

(김대중)

1998.2

~2003.2

고건

(민선2기)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 공원개발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1998.8

조경과
조경기획팀, 조경시설팀, 조

경관리팀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 도시공원팀, 자연

공원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1999.8

조경과
조경기획팀, 조경시설팀, 조

경관리팀

노무현 

정부

2003.2

~2008.2

이명박

(민선3기)

푸른도시국

(승격) 

자연생태과

녹색행정팀, 생태복원팀, 생태

보전팀, 

자연자원팀, 녹지관리팀

2005.10
공원과

공원기획팀, 공원경영팀, 생활

공원팀, 

주제공원팀, 공원관리팀, 서울

숲관리팀

조경과
조경기획팀, 녹화지원팀, 

조경시설팀, 조경관리팀

오세훈

(민선4기)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녹색행정팀, 생태복원팀, 

생태보전팀, 자연자원팀 녹

지관리팀

2006.4
공원과

공원기획팀, 공원경영팀, 

생활공원팀, 주제공원팀, 

공원관리팀, 서울숲관리팀

조경과
조경기획팀, 녹화지원팀, 

조경시설팀, 조경관리팀

이명박 

정부

2008.2

~현재

오세훈

(민선5기)
푸른도시국 

푸른도시

정책과

푸른도시정책팀, 공원녹지기

획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공원

문화팀, 

서울대공원재조성1.2팀

2010.9
공원조성과

공원행정팀, 공원개발팀, 주제

공원팀, 

생활공원팀 공원디자인팀, 

조경과
조경행정팀, 녹화지원팀, 

조경시설팀, 조경관리팀

자연생태과
생태기획팀, 자연자원팀, 

생태복원팀, 산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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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장 담당 실.국 담당 과 담당 계. 팀 기준년도

이명박 

정부

2008.2

~현재

박원순

(민선6기)

 

공원녹지국 

푸른도시 

정책과

공원녹지정책팀, 공원녹지기

획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공원

문화팀, 

서울대공원 재조성팀, 서울

길 네트워크팀

2012.2공원조성과

공원행정팀, 공원개발팀, 주제

공원팀, 

생활공원팀, 공원디자인팀, 남

산복원팀

조경과
조경행정팀, 녹화지원팀, 

조경시설팀, 조경관리팀

자연생태과
생태기획팀, 자연자원팀, 

생태복원팀, 산림관리팀

산지방재과
사면총괄팀, 사면관리팀, 사

면정비팀

출처: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2002. p146~164 
      서울시 녹지직 공무원 현황, 서울시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2005~2011,
      서울시 공원녹지국 http://greencity.seoul.go.kr/ 
      필자 재구성

 
 6) 조경관련 단체 설립의 시작
  각종 제도와 학문, 관련업계가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자 조경분야는 더욱 세분
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련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단체로는 
당시 ‘조경’ 이라는 단어가 통용되지 않던 1967년에 농장과 관상수 생산자 중심으
로 업계의 육성과 과당경쟁의 억제를 설립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관상수협회
(1967.10.19. 현. 한국조경수협회)81)가 시작이었다. 조경 관련학회로는 한국조경학
회82)(1972.12.29)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조경사협회83)

(1980.6.21), 한국조경가협회(1980.9.20), 한국정원문화연구회(1980.12.12. 현. 한국
전통조경학회)84), 단종협의회 등의 창립으로 확대되었다. 그 이후 1987년에 한국잔

81) 한국조경수협회 http://www.klta.or.kr/
82) 한국조경학회 http://www.kila.or.kr/
83) 한국조경사회 http://www.ks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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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학회85)(1987.8.), 한국환경생태학회86), 1998년에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87), 한
국인간식물환경학회, 2009년에 한국경관학회88) 등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영역과 경
계조차 애매한 많은 관련 학회가 우후죽순처럼 창립되었다. 
  특히 1972년 최초로 설립된 한국조경학회에서 분리되거나 독립하여 신설된 조경
관련 학회로는 한국전통조경학회(1980. 초대회장 민경현), 한국관광농업학회(현 한
국농촌관광학회. 1993. 초대회장 강춘성), 한국환경생태학회(1996. 초대회장 이경
재), 한국산림휴양학회(1996. 초대회장 박봉우), 한국공원휴양학회(1998. 초대회장 
박석희),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1998. 초대회장 심우경),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1998. 초대회장 김귀곤), 한국경관학회(2009. 초대회장 임승빈)가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조경관련 분야의 전공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관심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반면, 조경분야 전체로 결속되지 않고 분열되는 단점의 양면성을 갖게 
되었다.89)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 초 세계조경가협회(IFLA)의 가입을 앞두고 한
국조경연합회(KOFLA, 회장 오휘영)가 1981년 7월 25일 창설되어 한국조경의 총연
합체로서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조경가협회, 단종협의
회 등의 단체를 산하단체로 두고 한국 조경의 대표 역할을 하였다. 조경연합회는 
각 단체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외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경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업역을 대표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세계조경가협회(IFLA) 가입
과 참가, 1992년 한국총회의 성공적 개최, 조경전문지 ‘계간 조경’(현 환경과조경)
의 발간 등 한국조경 태동기로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조경의 발전에 견인차 역
할을 하였다.

84) 한국전통조경학회 http://www.kitla.or.kr/
85) 한국잔디학회 http://turfgrass.kr/
86) 한국환경생태학회 http://www.enveco.org/
87)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http://www.koserrt.or.kr/
88) 한국경관학회 http://www.kolanco.or.kr/
89) 문석기는 1980년대 이후의 이런 상황의 의미를 첫째 '70년대 초 부터 시작된 조경전문

인의 육성이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각 단체가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인재가 축적되었고 둘째 각종 제도가 정착되고 사회적 요건이 정착되어 각 단체의 활동
을 위한 배경이 마련되었고 세번째로는 힘의 분산이 타 분야와의 경쟁이나 교류, 행정부
서와의 문제점 발생, 조경 분야인들에게 마져도 혼돈을 가져오는 등의 빈의 효과를 초래
하여 한국조경연합회의 탄생은 이러한 취약점을 역전하고자하는 시도로서 큰 의미를 갖
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1983.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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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조경연합회 설립 당시의 초대 임원진 명단(1981~1983) 

소속 단체 성 명 직책

한국조경학회 오휘영 회장

한국조경학회 유상식 사무총장

한국조경사협회 김영구
감사

한국조경가협회 박세순

한국관상수협회 김완식 사무국장

한국조경학회 유병림 편집국장

한국관상수협회 유상식  성춘군  김명원  한현구  이정기

이사

한국조경학회 정동오  이규목

한국조경가협회 김성문  우정상

한국조경사협회 민경현  김  실

단종협의회 한경구  김영환   마윤길

한국정원문화연구회 정충식  이석래

출처: 환경과조경 창간호 1982. 7, p119, 필자 재작성

[그림 47] 조경연합회 산하단체 소개자료, 
계간조경, 
창간호, 1982, p128 

[그림 48] 조경연합회 산하단체 소개자료, 
계간조경, 창간호, 1982,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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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경업계의 경우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략 및 구조조정 등 법. 제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경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여, 조경산업의 발전
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90)(2005. 10. 21)를 창립하
였다. 조경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조경관련법령의 개선과 조경건설기술의 향상과 조경전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
룩하고자 전문건설업협회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91)(1985. 7. 20)가 발족
되었다. 그 후 조경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경건설사들의 단체의 설립에 이어서 
조경자재업계 또는 설계. 시공. 자재업체가 연합한 전문분야 단체와 협회들의 창립
이 이어지며 한국조경자재협회(1994), 문화재조경기술자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92)

(1999. 환경부 인가)는 한국조경사회(1980. 건설부 인가)와 분리되어 창립하였다. 한
국실내조경협회93)(1999.3),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94)(2003.1),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
협회95)(2007.2),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96)(2009.7),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97)(2009),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의회(2009), 전국잔디생산자협의회(2011), 한국도시농업조경진
흥협회98)(2012)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경관련 단체가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조경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은 1992년 IFLA 한국대회 이후 한국조경학
회로 이관된 이후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되었다. 2000년대에도 1980년대 초반과 비
슷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2004년에 (재)환경조경발전재단(초대이사장 임승빈)
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등 5개 협의체를 주축으로 조
경분야 산·관·학계 모두의 노력으로 한국조경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들고 국토의 보전 및 한국 환경조경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
립하기 위해서 창립되었다. 이후로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한국조경백서 1972～
2008의 발간(2008), 한국조경비전 2020의 발간(2010), 조경기본법 제정 추진, 조경
직제 홍보, 용산 국가공원 추진, 건설산업법 개선 등의 주요 사업들을 현재에도 추

90)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http://www.kalc.or.kr/
91)전문건설업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http://www.landscape.or.kr/
92)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http://www.kepla.or.kr/
93)한국실내조경협회 http://www.silnaejk.or.kr
94)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http://www.ecoearth.or.kr/
95)한국환경조경자재 http://www.kelamia.or.kr
96)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http://www.kpfa.biz/
97)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http://www.kpa.name/
98)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http://www.ku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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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근 분야의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 등에 관한 사후
약방문식의 소극적인 대처, 2018년 세계조경가총회 한국(평창)유치와 관련된 해프
닝99) 등과 관련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보아왔던 한국
조경연합회의 강력한 추진력과 범조경계의 대대적인 단결로 ‘다시 조경살리기 운
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한편 이 시기를 같이하여 설립되는 조경시민운동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꼭지
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표 22> 연도별 조경관련 단체 설립 내역

년도 관련 학회명 관련 단체명
비 고 

(주요 사건)
1945 대한건축학회
1951 대한토목학회
195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61 한국임학회
1963 한국원예학회

1967 한국관상수협회
(현. 한국조경수협회, 산림청)

1968 미학회

1971 한국국립공원협회
(현 한국자연공원협회)

1972 한국조경학회
서울대 
환경대학원설
립

1977 한국관광학회
1978 환경보전협회

1980 한국정원문화연구회
(현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조경사협회(건설부)
한국조경가협회

한국종합조경
공사 민영화

1981 한국조경연합회(KOFLA) 계간조경 
창간

1985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1987 한국잔디학회
1988 전국조경학과학생연합회(전조련)
1989 한국잔디연구소
1991 종합조경협의회 

1992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IFLA 
한국총회 
개최

1993 한국관광농업학회

1994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조경자재협회
문화재조경기술자회
한국자생식물협회

99)정대헌, 없던 일 되는 ‘2018 IFLA 세계총회’ 한국 유치, 한국조경신문,[187호]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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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관련 학회명 관련 단체명
비 고 

(주요 사건)
1996 한국산림휴양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건설사조경협의회

1997 한국GIS 학회

1998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한국공원휴양학회

1999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환경부)
한국실내조경협회

2000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2003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2004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05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한국조경신문 
창간

2006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LANDEX200
6 
조경박람회 
최초 개최

2008 한국잔디협회
조경전문 
인터넷포털 
라펜트 오픈

2009 한국경관학회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의회

IFLA APR 
인천대회 
개최

2010 IFPRA Korea
(국제공원 및 레크리에션 행정연맹)

2011 전국잔디생산자협의회

2012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출처: 한국조경백서. 2008, p89, 권오준, 환경과조경 92호 1995.12,p56~73, lafent.com, 
필자 재작성

이 시기의 조경 법. 제도와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는

김정윤, 한국종합조경을 찾아서, 계간 조경 제7호, 1984, p76~79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6), (주)한국종합조경공사 설립, 환경과조

경, 146호, 2000.06, p32~35

권오준, 조경관련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제언, 환경과조경 92호 1995.12,p56~73

이규목, 나의길 나의 직업: 설계 익히기와 가르치기(2), 환경과조경, 제133호, 1999.5

최기수, 조경실무 30년의 리뷰.그리고 제언,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한국조경학회,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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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조경산업분야의 태동기 이야기,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030호, 2007.02.

박인재, 서울시 조경분야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030호,

2007.02.

______,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2

한현구, 조경분야의 태동, 제도화 이전의 시기,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031호, 2007.03.

주일용, 워커힐 호텔, 영빈관 조경공사 참여,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032호, 2007.04.

권오준, 1970년대 조경사업수행과 1980년대 엔지니어링업계 최초의 조경팀 운영, 조경野

史, 조경시공(LAC) 035호, 2007.07.

우정상, 나의 조경 38년 기간 속의 큰 보람들,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036호, 2007.08.

전우석, 숲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038호,

2007.10.

정재훈, 나의 길(전통조경학)의 회상들 I, 조경野史, 조경시공(LAC), 040호, 2007.12.

이헌정, 고속도로 조경 및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공사 참여를 회고하며, 조경野史, 조경시

공(LAC), 042호, 2008.02.

이규목,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과 한국종합조경공사 시절을 돌아보며, 조경野史, 조경시공

(LAC), 046호, 2008.06.

이상석, 한국의 조경산업, 한국조경백서 1972-2008, 2008

서주환, 21세기 한국조경의 과제, 한국조경백서 1972-2008, 2008

환경과조경, 2008 조경 및 관련분야 명부, 환경과조경 제240호 2008년 4월호 별책부록

4월호

(재)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비전 2020, 2010.12

라. 한국조경 운동의 시작 

1) 전국토공원화운동의 시작
도시미화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은 산업화 . 도시화가 가져온 병폐를 치유해 보려

는 시민운동이자 하나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출발하였다. 한국의 국토공원화운동도 
미국, 영국, 독일과 마찬가지 이다. 국토공원화운동으로서 미국의 도시미화운동
(City Beautiful Movement)이나, 영국의 자연ž문화보호운동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
법에 자연 및 경관보호사항이 명문화 된 것, 일본의 1974년 자연보호헌장이 제정 
선포 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중의 동의를 바탕으로 시대적․역사
적 요구에 부응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 
  19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자연보호운동은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자연보호운동은 초기에는 자연정화 또는 파괴된 자연의 복구
차원을 넘어서서 1980년대에 들어와 국토가꾸기운동 내지 전국토공원화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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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되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자연은 파괴되고 
도시는 황폐한 모습이 되었는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되찾아야 하겠다
는 시대적 요청으로 1985년 4월부터 ‘전국토공원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한
국조경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당시에 내무부에서 ‘전국토의 공원화운
동 기술 교본’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였고 직접 추진하였다. 이 운
동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생활환경의 선진화 운동이며, 훼손된 우리국토 금
수강산을 되살리자는 운동이며,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경기 등의 국제적 행사
를 대비한 적극적인 ‘환경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100)

  한편 1990년대 중반에는 소중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녹지공간이 훼손되는데 대
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1995년 9월에는 환경과조경 잡지사가 주관이 
되고 필자를 포함한 제4기 객원기자 12인이 중심이 되어 [녹색 환경가꾸기 캠페
인]101)(추진위원장 유길종)을 추진하였다. 이 캠페인은 조경에 대한 인식과 함께 우
리의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고자 하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함이며 ‘도시 되살리기’ 작업이다. 이 캠페인에 이어 민선 광역단체
장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녹색 플랜과 환경보전’ 전략들이 추진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녹색시대를 맞았다.102)

 2) 조경살리기운동의 시작
l 조경살리기 운동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1974년 9월에 조경건설업(종합조경공사업, 전문공사업)이 
시작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경제와 건설시장의 내.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경과 관련된 법령들의 개정 과정마다 조경건설업은 많은 고비를 맞
게 되었다. 특히 1988년에는 조경계 최대의 이슈로 등장했던 ‘산림조합법’ 개정안
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산림조합법의 국회 상정을 유보시켰다.103) 

100) 전국공원화운동을 진단한다, 환경&조경, 제10호. 8510.p32~64
101) 김찬주, 좌담 ; [녹색환경가꾸기] 캠페인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하여, 환경과조경 1995년 11월호 통권 

제91호, p 49-55
102) 이창우 외 6인, 특별기획-지방자치단체, 녹색플랜과 환경보전, 환경과조경 1996년 4월

호 통권 제96호, p54
103) 성부근, 산림조합법 개정 법률안 통과에 대한 조경계의 입장, 환경과조경 1989년 5월호 통권 제

29호, p140~143   
금창현, 임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즈음하여, 환경과조경 1999년 7월호 통권 제135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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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996년 12월 5일. 여의도광장에 집결한 700여명의 전국 조경학도들의 조경살리
기 운동 , 환경과조경, 1997.01 (105호), p10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건설업종 내의 조경공사업의 독립성 불인정, 특
수건설업의 조경공사업 폐지, 전문건설업 면허 일원화, 전문건설업과 특수건설업의 
상반된 업체들의 견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업계의 전폭적 지지기반 
없이 조경학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조경살리기운동추진본부]와 
[전국조경학과 학생연합회(전조련) 조경살리기 비상대책본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에서 집결한 700여명의 조경학과 학생들이 1996년 12월 5일에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이유 있는 반항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조경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알림과 동시에 그 당시의 상정안을 유보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때 한국조경연
합회에서도 [조경살리기 한마음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지
원에 나서기도 했었다104)

  한편 조경도입 4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경
기본법’ 제정을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건
축계의 ‘건축기본법’과 맞물려 아주 힘든 과정에 있다. 최근에는 산림청의 ‘도시숲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추진105), 환경부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관련

104) 한국조경연합회 조경살리기 나섰다, 환경과조경 1996년 12월호 통권 제104호, p126 - 
127

<조경살리기>운동 추진본부의 힘겨운 투쟁, 환경과조경 1997년 1월호 통권 제105호, p25
정종일, 조경학도, 조경살리기 나섰다, 환경과조경 1997년 1월호 통권 제105호, p104~1
105) 나창호, 도시숲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곱 가지 이유, 환경과조경 2011년 12월호 통권 

제284호
손석범, 박상백, 도시숲법(안) 제정반대 토론회, 환경과조경 2012년 2월호 통권 제286호 



- 63 -

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106),국토해양부의 ‘조경설계기준’을 ‘공통설계기준’으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공통공사 표준시방서’로 하위기준으로 격하시키는 ‘건설
공사기준’의 통합 추진안107) 등의 주변 분야의 법령 개정 또는 제정으로 또 다시 
조경 산업 고유의 업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조경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할 수 있는 ‘조경살리기 운동’의 부활이 절실하다.

l 조경직제 추진 운동
1970년대 초 태동기를 맞아 출발한 이래 한국의 조경분야는 1990년대까지 20여 

년 동안 질적․양적 성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중에
는 조경을 다루는 전문조경직은 없었으며, 1996년 10월에 서울특별시에 조경과가 
신설되며 조경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환경과조경’은 “공무원 직급에 조경
직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조경직의 당위성과 서울시, 각 
지자체의 신설 움직임, 해외사례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108) 이후 1998년 12월에는 
한국조경학회에서 ‘조경직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부처에 조경전문가에 의한 
선도적 행정의 필요성과 함께 조경직렬을 추가로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조경직제 
신설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01년 2월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안에 
조경직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행자부공고 2001-27호)를 했으나 임업분야에서 반대
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그 후 2005년도 까지 한국조경학회와 산림청간의 수차례의 의견 수렴과 대한건
설협회 조경위원회에서 조경관련단체 긴급대책회의,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에 대한 대토론회’를 통한 조경분야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2006년 6월 공무원임용령개정령 최종입법예고로 절충합의안을 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결국 조경이라는 명칭이 공무원제도에 도입되게 되었다.109) 중앙공무원임용
령(국가직)에는 시설직과 임업직에 각각 시설조경과 산림조경이라는 두 가지 직류
로서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직)에는 아쉽지만 녹지직렬에 조경직류로서 
신설되었다. 그렇지만 이 조경직제의 의미는 조경학과 출신학생이 조경과목만 공부
해도 조경직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고시에도 조경직류 시험이 생기게 되어 국가공

106) 주선영, 한국건설신문, 2012. 01. 09(509호) 17면
107) 박희린, 한국조경신문, 2012. 01. 05(186호) 4면
108) 허도행 외 10인, 특별기획-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환경과조경 1996년 

11월호. 제103호, p53~99 
109) 백정희, 조경직제를 향한 움직임 그리고 지금, 환경과조경,223호. 2006.11. 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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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조경분야가 더욱 확대 될 수 있는 등 조경전문가에 
의한 선도적인 행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조경직을 채용할 
것인가? 임업직을 채용할 것인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사실 ‘국가공무
원임용령(안)’이 개정된 2006년 5월 30일 이래 국가기관은 단 한명도 조경직을 채
용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계획, 제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기에 조경전공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산림청은 산림자원직류 직원이 조경업무가 수행가능해서 조
경직류 채용이 필요 없다고 한다.110) 정확히 말하자면 조경직제는 사실상 현재까지
(2012년 5월) 아직도 표류 중이다. 

<표 23> 중앙공무원 조경직제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

임업 산림
조경

부
이사관

기술
서기관

임업
사무관

임업
주사

임업
주사보

임업
서기

임업
서기보

시설 시설
조경

부
이사관

기술
서기관

시설
사무관

시설
주사

시설
주사보

시설
서기

시설
서기보

출처: 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개정 2012.1.26>, 필자 재작성

<표 24> 지방공무원 조경직제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기술 녹지

조경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

관

지방
기술

서기관

지방
녹지

사무관

지방
녹지
주사

지방
녹지

주사보

지방
녹지
서기

지방
녹지

서기보

산림
자원

산림
보호

산림
이용

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개정 2011.8.22>, 필자 재작성

110) 주선영 외, 국가직 조경공무원 채용계획 불투명, 한국건설신문, 제510호, 2012.01.16, 15
면



- 65 -

<표 25> 중앙공무원 조경직제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계급 시험과목
직렬 임업 시설

직류 산림조경 시설조경

5

급

이

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선택
산림정책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
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
학, 생태복원공학 
중 1과목

경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조림학, 행정법총론 조경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조경계획학 조경계획 및 설계

선택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단지계
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
공, 
경관계획 및 관리, 조경식물학 중 1
과목

공승
제1차 필수 조경계획학, 행정법, 영어 조경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조림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6
급

및

7
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조경재료 및 시공

경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조림학 조경학

제2차

필수 조경계획학 조경계획 및 설계

선택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 조경수목학, 
조경시공학, 조경설계 
중 1과목

조경생태학, 조경사 및 이론, 단지계
획학,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시
공, 
경관계획 및 관리 중 1과목

8
급

및

9
급

공채
경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림, 조경계획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경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조경학

제2차 필수 조림, 조경계획 조경계획 및 설계, 공원녹지학

출처: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 <개정 2011.11.1>,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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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지방공무원 조경직제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계급 시험과목
직렬 녹 지

직류 조 경

5급

이상

특별 
채용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총론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제2차 선택
조경사 및 이론, 공원녹지,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경관계획 및 관리 중 1과목

공개 
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조경사 및 이론, 조경계획 및 설계, 
생태계관리 및 식물

6급

및

7급

공개 
채용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선택

특별 
채용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제2차 선택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사 및 이론, 공원녹지, 
경관계획 및 관리, 생태계관리 및 식물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개 
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특별 
채용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조경학

제2차 필수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출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개정 2011.8.22>,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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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울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운동
1998년 민선 2기 서울특별시(시장: 고건)는 주요 시책으로서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월드컵공원 조성 등의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회색도시 서울을 푸른도시로 가꾸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물려주자는 뜻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111) 
1000만 시민 한 사람이 한그루씩,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는 취지에서 진행되
었는데 생활 주변녹화, 도시녹지벨트 조성, 공원. 산림녹화, 시민녹화. 희망의 숲 
조성 등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고 21세기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
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는 1998년 10월20일에 마포구 불광천변에서 기
념식수 행사로 시민녹화운동으로 승화시켜 그 시작을 알렸으며,112) 1999년 1월에
는 전문적인 실무 지침서를 발간하여 시민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산하 자치구에 
배부하였다. 따라서 이 운동의 조경적 의의는 녹화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에 있다. 
시민들에게 도시녹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서울시민들이 나무심기가 생활화되고 
동네와 서울에 대한 애착심이 고취되어 조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된다고 양병
이 교수는 그 당시에 예견하였다.113)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민선 서울시장들의 조경과 관련된 
주요 시책들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비해 공원. 녹지, 친환경 시정 등의 비중이 점
차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대 자치구인 서울특별시가 선도적으로 조경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에 크게 반
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7> 민선 서울시장들의 조경과 관련된 주요 시책

구 분 서울 시장 재임 기간 조경분야와 관련된 서울시의 주요 시책
담당실국

114)

민선
1기

제30대 조 순
(직무대행 
강덕기)

1995. 7. 1
~ 1998. 6. 30

환경기본조례제정, 환경헌장제정, 
서울의제21 등 환경정책 적극추진

환경관리실

111) 박인규 외, 특별기획-서울시 1000만 그루 심기의 방향과 과제, 환경과조경 1999년 4월
호 통권 제132호, p122~144 

112) 김찬주, 서울색깔 바꾸기 시민녹화운동 막올라 (서울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운동 본격 가동), 환경과조경 1998년 12월호 통권 제128호,p102~103 

113) 양병이, ‘1000만 그루 심기’ 조경계의 참여방안, 환경과조경 1999년 4월호 통권 제132
호,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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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 시장 재임 기간 조경분야와 관련된 서울시의 주요 시책
담당실국

115)

민선
2기

제31대 고 건
1998. 7. 1

~ 2002. 6. 30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월드컵공원 
조성 등 녹색서울 가꾸기

환경관리실

민선
3기

제32대 
이명박

2002. 7. 1
~ 2006. 6. 30

청계천 생태하천 복원, 서울숲 조성 등 
친환경시정 추진

푸른도시국 
승격(2005.1)

민선
4기

제33대 
오세훈

2006. 7. 1
~ 2010. 6. 30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등의 
도심재창조
북서울 꿈의 숲 조성 등 친환경서울 
구현
한강, 남산르네상스 등의 디자인서울 
정책 추진

푸른도시국

민선
5기

제34대 
오세훈

2010. 7. 1
~ 2011. 8. 26

공원속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추진116) 
등

푸른도시국

민선
6기

제35대 
박원순

 2011. 10. 27
~ 현재

미게재
공원녹지국

개칭(2012.1)

출처: www.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역사관, 역대 서울시장. 필자 재작성. 
2012. 2.10일 현재

[그림 50]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실무 지침서, 서울특별시, 1999

[그림 51] 1998년 10월 시작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기념식수 행사, 
환경과조경 9812.128호 p103

114)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2, p159~164
115)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2, p159~164
116) 최광빈, 2011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주요추진계획, 제31회 (사)한국조경사회 정기총회 

발표자료, 2011.4.1, 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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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산 100만평 공원조성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부산 100만평공원은 부산시의 위탁연구를 받은 김승환 교수(동아대)가 부산 공

원마스터플랜 과업을 수행하며 발상되었다. 2002년 아시안게임 기념공원, 새천년 
부산의 상징공원, 평지형 문화공원, 연차별 조성공원, 체험학습의 장 등의 성격의 
시민문화공원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산시의 예산부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 방치되기에 이르자 
시민에 의한 100만평 공원조성 시민운동을 출범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포럼신사
고에서 김교수가 ‘새천년 부산에 100만평 시민문화공원을 조성하자’는 발표를 하자 
‘아시안게임 부산시민행동연합’의 발족, ‘100만평 시민문화공원조성을 위한 포럼’, 
‘100만평 시민문화공원추진본부’가 결성되었다. 100인 추진위원회, 자원봉사단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2000년 9월 1일 [100만평 시민문화공원조성을 위한 100
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117) 
  이후에는 몇 차례의 시민과 학생의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시
민참여형공원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상했으며 해외설계공모전을 통해 공원조성기본
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서울의 용산공원이 ‘용산공원조성 특별
법’(2007. 6)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전액 국비로 조성하는 국가공원이 추진
되자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서낙동강 둔치도를 국가공원으로 만들
어 보자는 [100만평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부산국가공원 조성 
100만명서명 범시민운동본부에서 현재까지 펼치고 있다.

[그림 52] 2000년 5월.100만평 
시민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포럼, 
환경과조경, 2000.10. 150호 p138.

[그림 53] 2000년 9월. 100만평 
시민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 
환경과조경, 2000.10. 150호. p138.

117) 김승환,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는 아시안게임 기념 100만평 공원운동, 환경과조경 2000
년 10월호 통권 제150호, p138~139

   부산 100만평문화공원 1단계 조성사업 설계공모전 및 제1회 대한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설계공모전, 환경과조경 2007년 12월호 통권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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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경관련 시민운동의 시작118)

  한국의 정치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성숙해지면서 환경과 조경, 생태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아울러 조경산업의 민간시장이 자율경쟁으로 자리 잡혀가는 1990년대 이
후에 비로소 조경과 관련된 시민운동이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다.
  지구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민 중심의 전국 연대 성격으로 결성된 환경단체
인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석봉 외)이 1993년 4월에 창립되었으며119), 숲을 조성
하고 가꾸어 보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태동한 숲 전문 시
민단체인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사장 김후란) 본부가 1998년 3월에 창립 
되었으며120), 자연생태 보전운동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생태보
전 시민모임이 1998년 7월에 창립되었다.121). 그 다음해인 1999년 9월에는 경실련
에서 독립한 환경정의 시민연대(이사장 김성훈)가 재창립해서 2004년에는 ‘환경정
의’로 명칭을 변경하였고122),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해 자생식물 자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우리식물 살리기 운동(공동대표 이상희 외)이 같은 해 9월에 
창립되었다.
  한편 산업혁명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영국에서 1895년에서 시작 
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증과 기부를 통해서 보존가치
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
고자 하는 시민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사장 양병이)이란 
이름으로 2000년 1월에 창립되었다.123) 이때부터 한국은 바야흐로 시민운동 단체
들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게 되었고 조경관련 인사들의 시민운동의 활동이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118) 일지로 정리해본 조경 30년, 환경과 조경176호 0212. p92~98. 필자 재작성
119)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20)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www.forest.or.kr
121) 생태보전 시민모임, www.ecoclub.or.kr
122) 환경정의 시민연대, www.eco.or.kr
123)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 www.nationaltru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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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우리식물살리기운동 공동대표 
이상희(전 내무부장관), 경향신문 1999.9.8

[그림 55]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양병이 
이사장, www.nationaltrust.or.kr

이 시기의 한국조경 운동의 시작과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는

전국공원화운동을 진단한다, 환경&조경, 제10호. 8510.p32~64

김찬주, 좌담 ; [녹색환경가꾸기] 캠페인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하여, 환경과조경

1995년 11월호 통권 제91호,

이창우 외 6인, 특별기획-지방자치단체, 녹색플랜과 환경보전, 환경과조경 1996년 4

월호 통권 제96호, p54

성부근, 산림조합법 개정 법률안 통과에 대한 조경계의 입장, 환경과조경 1989년 5

월호 통권 제29호, p140~143

금창현, 임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즈음하여, 환경과조경 1999년 7월호 통권

제135호, p27

한국조경연합회 조경살리기 나섰다, 환경과조경 1996년 12월호 통권 제104호, p126

- 127

조경살리기운동 추진본부의 힘겨운 투쟁, 환경과조경 1997년 1월호 통권 제105호,

p25

정종일, 조경학도, 조경살리기 나섰다, 환경과조경 1997년 1월호 통권 제105호,

p104~1

나창호, 도시숲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곱 가지 이유, 환경과조경 2011년 12월호 통권

제284호

손석범, 박상백, 도시숲법(안) 제정반대 토론회, 환경과조경 2012년 2월호 통권 제

286호

허도행 외 10인, 특별기획- 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환경과조경 1996

년 11월호 통권 제103호, p53~99

정종일, IMF시대, 조경분야도 개혁돼야 - 조경직제 신설, 전조경인이 나서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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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조경 1999년 1월호 통권 제129호

김찬주, 조경직 신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조경직제추진위원회 바쁜 행보, 행

자부는 답보상태 여전, 환경과조경 1999년 9월호 통권 제137호, p152-153

김성균 외 7인, 2007년, 공무원 조경직 신설을 기대하며, 환경과조경 2006년 11월호

통권 제223호, p116~136

박광윤, 조경직공무원이 되는길 ; 조경직 공무원으로 한걸음, 조경생태시공

ECO-LAC, 2008년 7월호

주선영 외, 국가직 조경공무원 채용계획 불투명, 한국건설신문, 제510호, 2012.01.16,

15면

박인규 외, 서울시 1000만 그루 심기의 방향과 과제, 환경과조경 1999년 4월호 통

권 제132호, p122~144

김찬주, 서울색깔 바꾸기 시민녹화운동 막올라 (서울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 본격 가동), 환경과조경 1998년 12월호 통권 제128호,p102~103

양병이, ‘1000만 그루 심기’ 조경계의 참여방안, 환경과조경 1999년 4월호 통권 제

132호, p132.

김승환,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는 아시안게임 기념 100만평 공원운동, 환경과조경

2000년 10월호 통권 제150호, p138~139

특별기획-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정착과 조경분야의 역할, 환경과조경, 2000.02, 제

142호, p68~93

 

  마. 한국조경의 국제 활동의 시작 

1) 세계조경가협회(IFLA)의 가입과 참가 시작 
  세계조경가협회(IFLA)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직후 영국 런던에서 젤리코(Mr. A. 
Gellicoe)와 구모여사가 중심이 되어 세계도시환경의 재생을 제창하며 1948년 런던
에서 발족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6대주 회원국 총 57개국, 기간회원국과 개인
회원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FLA는 세계를 아시아태평양지역(APR. 14개국, 
2007년 이전에는 동부지역 ER), 유럽지역(ER. 24개국), 아메리카지역(AR. 16개국), 
아프리카지역(AFR. 3개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IFLA는 매년 
세계대회와 지역대회 등의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APR)에 속해 있으며 1980년 마닐라 IFLA 2차 동
부지역협의회(ER)에서 가입 신청하였다. 그 다음해인 1981년 캐나다 벤쿠버 IFLA
총회에서 한국조경연합회(KOFLA)124)의 가입이 승인되어 1982년 호주 캔버라 

124) 한국조경연합회(KOFLA)는 1981년 7월 25일 발기대회를 개최하여 조직된 한국조경의 
총연합체로서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조경가협회, 단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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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총회 때 한국대표단(당시 한국조경학회 간사 조세환 교수 외 3인)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그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IFLA총회와 지역대회의 이사회, 학
술대회 등에 한국대표단이 참가하고 있다. 표26. 역대 세계조경가총회와 한국의 활
동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논문의 발표와 많은 조경작품을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세계조경의 추세 파악과 좋은 사례지 견학, 외국 조경가들과의 교
류 창구가 되었다. 특히 1992년 제29차 IFLA 한국총회, 1999년 10월에는 IFLA 아
시아.태평양지역(APR) 양양대회의 개최, 2009년 9월에는 IFLA 아시아.태평양지역
(APR) 인천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며 한국조경의 국제활동을 시작하였
고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56] 1992년 IFLA 세계총회 한국 
유치가 결정된 1984년 IFLA헝가리 
세계총회. 고바야시 
하루토(동경랜드스케이프 연구소 대표), 
현영조, 이동철, 오휘영, IFLA본부 사무국장 
Ms. Lore Steinborn, 당시 IFLA회장 Ziv 
Miller, 김귀곤, 이석래-환경과조경. 2000.9

[그림 57] 1985년 일본 동경 IFLA 
세계총회에 참가한 한국조경가들. 이동철, 
이용훈, 정성조, 윤성수, 현영조, 김영빈, 
이수길, 오휘영, 유의열, 권오준, 이재근, 
강화중, 이재억, 주임식, 이준석, 김학범, 
이규목, 황선영 –환경과조경. 2000.9

등의 단체를 산하단체로 두고 오휘영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KOFLA는 각 단체의 
친목을 도모하고, 세계조경가협회의 가입 및 참가와 대회의 개최, 조경전문지‘조경’(현 환
경과 조경)의 발간 등 태동기의 한국조경 분야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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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1985년 일본 동경 IFLA대회. 
세계적 원로 조경가 Garrett Eckbo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 조경학 - 경관론, 원제 
<The Landscape We See>의 저자)와 
함께 한 기념촬영-환경과조경. 2000.9 

[그림 59] 1987년 프랑스 파리 IFLA 
세계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이재억, 
현영조, 오휘영회장, 정영선, 임승빈, 김귀곤 
외-환경과조경 2000.9

[그림 60] 1989년 필리핀 마닐라 IFLA총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학생대표단과 함께 
한국 학생대표(김순주)와 필자

[그림 61] 1990년 노르웨이 IFLA 대회에 
참가한 한국조경가들. 오휘영 회장, 현홍광, 
김학범, 이헌정, 김윤제, 김유일 
외-환경과조경. 2000.9

 
  2) 한국조경가의 IFLA 임원의 활동 시작
  오휘영 교수(한국조경연합회 회장, 당시 한양대 교수)는 1990년～1992년까지 
IFLA 부회장과 동부지역(ER) 회장을 역임하며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동아
시아지역의 기술교류와 협력관계를 구축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
히 그는 1984년 당시 공산국가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IFLA 총회에 참가하여 
1992년 제 29차 IFLA 총회 서울. 경주대회를 유치했다. 이후 그 대회 조직위원장
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조경을 알리고, IFL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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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정보교류와 한국의 조경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안동만 교수(서울대 조경학과)는 2003년~2006년까지 IFLA 동부지역 사무총장으
로 선임되었으며 연이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IFLA 부회장(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으로 피선되어 연임해서 활동하는 것은 한국 조경의 높아진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125) 김성균 교수(서울대 조경학과)는 1997년~2001년까지, 2007년~2008년까지 
IFLA 한국대표를 맡아 활동하였고, 1998년~2002년까지 4년 동안 IFLA AFR(아시
아.태평양지역)의 재무담당관을 역임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의 문화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왕성한 국제활동을 하고 있다. 박명권 대표
(그룹한)는 2007년부터 IFLA 총회시 세계학생조경작품 공모전 1등의 상금과 업무
비용을 포함하여 매년 7,000 달러를 공식적으로 후원하여 세계의 젊은 조경가들에
게 큰 격려를 주고 있으며 한국조경을 세계에 알리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표 28> 역대 세계 조경가(IFLA)총회와 한국의 활동 

개최시기 차수 개최국/도시 주제 한국의 활동사항

1981.07.27 19
캐나다

벤쿠버

Ÿ 1980 필리핀 동부지역협의회에서 

  한국 가입신청

Ÿ 한국조경연합회 가입 승인

1982.09.04

~09.11
20

호주

캔버라

Landscape오스트레일리아

: A Challange

Ÿ IFLA 한국 최초 참가

Ÿ 대표단 3명 참가

 (조세환, 허영식, 이헌정)

1983.08.31

~09.02
21

서독

뮌헨
도시-자연-미래

Ÿ 한국-지역조경계획 국제위원회의     

 이사국 선임. 

Ÿ 한국대표 20명 참가

1984.09.26

~09.29
22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시외곽지역

Urban Fringe

Ÿ 1992년 IFLA 29차                   

 한국총회유치결정. 

Ÿ 한국대표 7명 참가

1985.05.26

~06.01
23

일본

동경, 고베
환경의 창조

Ÿ 한국대표단 30명 참가

Ÿ 논문 발표-이규목, 민경현

1986. 9 미개최
멕시코

멕시코시티

1985년 멕시코 지진으로 

IFLA 총회 무산

1987.08.28

~09.04
24

프랑스

파리
경관의 즐거움

Ÿ 한국대표단 27명 참가

Ÿ 논문발표-김귀곤

1988.07.13

~07.19
25

미국

보스톤

국제적 전망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Ÿ 한국대표단 14명 참가

Ÿ 논문발표-양병이

1989.05.31

~06.02
26

필리핀

마닐라
열대지역 조경

Ÿ IFLA학생 및 청소년분과 위원장

  역임 (김귀곤)

Ÿ 한국대표단 20명 참가

Ÿ 논문발표-김귀곤

125) 안동만 세계조경가연합회 동부지역 부회장, 환경과조경 2006년 11월호 통권 제223
호,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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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 차수 개최국/도시 주제 한국의 활동사항

1990.08.30

~09.01
27

노르웨이

베르겐
해안선과 피요드르의 경관 Ÿ 한국대표단 21명 참가

1991.08.16

~08.19
28

콜롬비아

카타제나
경관의 문화 크기

Ÿ 동부지역 IFLA 부회장선출 (오휘영)

Ÿ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준비상황 슬라이드 보고 (김귀곤)

Ÿ 논문발표-양병이

1992.08.31

~09.04
29

한국

서울, 경주
전통과 창조

Ÿ IFLA 총회 한국 개최

  역대사상 최대 인원 참가

Ÿ IFLA 경주선언

Ÿ 제1회 국제학생잼버리대회(보문단지)

Ÿ 학생작품전 수상

  전병건 외4, 오병진 외2

1993.08.31

~09.03
30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조경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Ÿ 논문발표-김익수

1994.05.30

~06.05
31

멕시코

멕시코시티

거대도시

-조경학과 생태학
Ÿ 한국대표단 18명 참가 

1995.10.21
~10.24

32 태국/방콕 관광 개발과 경관 변화
Ÿ 한국대표단 20명 참가 
Ÿ 논문발표-오규식

1996.10.07
~10.19

33
이탈리아
프로렌스

도시공원과 현대자연공원
의 창시

Ÿ 한국대표단 22명 참가

1997.10.08
~10.10

3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Ÿ 한국대표단 9명 참가

1998.10.08
~10.11

35
인도네시아

발리
21세기를 향한 조경가의 
탐구, 책임, 도전, 기회

Ÿ 제9회 IFLA 동부지역 양양대회 홍보
Ÿ 논문발표-박재철, 김신원, 이영경

1999.06.21
~06.29

36
덴마크

코펜하겐,
스벤보르

도시 녹화와 조경
Ÿ 학생작품전에 한국 10팀 참여
Ÿ 논문발표-김성균

2000.09.30
~10.03

37
코스타리카

산호세
2001.06.23

~06.28
38

싱가포르
선텍시티

새 천년 아시아의 위상
Ÿ 한국대표단(권상준 외) 참가 
Ÿ 논문발표-임승빈 외 3팀

2002 39
발틱 3국

에스토니아 외
에스토니아,
라트니아, 리투아니아

Ÿ 한국대표(안동만)의 제안으로 
 'IFLA 동부지역 조경상' 신설

2003 40
캐나다
캘거리

2004 41
타이완

타이페이
2005.06.26

~06.29
42

영국
에딘버러

Landscape Leading the 
Way

Ÿ 논문발표-이규석 외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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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6
~10.10

43
미국

미네아폴리스
Green Solution for 
a Blue Planet

Ÿ IFLA 동부지역 부회장 선출(안동만)

2007.08.27
~08.31

4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지구를 에덴동산으로

Ÿ 그룹한(박명권) 세계학생조경작품     
공모전 공식 후원 시작
Ÿ 논문발표-이영무
Ÿ 학생작품 공모전 수상(1,2등)

2008. 06.30
~ 07.03

45
네덜란드
아펠두른

Transforming with 
Water

Ÿ 한국대표단 10여명 참가 
Ÿ IFLA 동부지역 부회장 재선출(안동만)
Ÿ 논문발표-조경진. 고주석(네델란드)

2009. 10. 21
~ 10.23

46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녹색 기반시설: 
고기능 조경

2010.05.28
~05.30

47
중국

상해, 소주

조화와 번영
-전통 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

Ÿ EXPO 2010과 함께 개최됨

2011.06.27
~06.29

48
스위스
취리히

도시경관으로 부터 
알프스 정원까지

출처: 환경과조경, 1982~2010, 한국조경백서, 2008, (사)한국조경사회, 2010, 한국조경사회 
30주년,  필자 재작성

<표 29> 역대 세계 조경가(IFLA) 동부지역(아시아태평양) 협의회와 한국의 활동 

개최시기 차수 개최국/도시 주제 한국의 활동사항

1980.11.00
동부지역협의회 2 필리핀/마닐라 Ÿ 동부지역협의회에 한국 가입신청

1984.03.16
동부지역협의회 3 홍콩

아시아의 도시팽창
-미래의 자연환경과 

건축환경

1986.08.31
~09.02

동부지역협의회
4 자메이카 IFLA 이사회 Ÿ 한국조경연합회 참석

1991.05.31
~06.02

동부지역협의회
5 싱가폴

개발도상국의 조경:
보존, 레크레이션과 

관광
Ÿ 논문발표-오휘영

1994.11.07
~11.10

동부지역협의회
6 대만/타이페이 21세기를 향한 

환경의 질
Ÿ 학생작품전 수상
 3등-조승현 외 4, 입선-김영준 외4

1995.03.05
~03.09

동부지역협의회
7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태평양 관광에 대한 

대응 Ÿ 논문발표-권상준

1998.10.10
~10.15

동부지역협의회
8 인도네시아/

발리
Ÿ IFLA APR 재무담당관 역임(김성균)
Ÿ 제9회 IFLA 동부지역 양양대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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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7
~10.20

동부지역협의회
9 한국/양양 21세기를 위한 조경

Ÿ IFLA ER 한국총회 개최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한국관광공사 후원
Ÿ 잼버리
Ÿ 논문발표-서주환 외 8팀 
Ÿ 학생작품전 수상(3등)-박현선 외

2000.08.30
~09.02

동부지역협의회
10 일본/효고현 Ÿ 학생작품전 수상(1등)-김영준 외3

2002
동부지역협의회 미개최 Ÿ IFLA 한국대표(안동만)의 제안으로 

  IFLA 동부지역 조경상' 신설

2003
동부지역협의회 미개최

Ÿ 2003년 IFLA ER 조경상 
  선유도공원- 우수상  
  평화의 공원, 인천국제공항조경- 입선

2005
동부지역협의회 11 인도/뭄바이

Ÿ 2005년 IFLA ER 조경상 
  영남대학교 캠퍼스“솟대마당- 우수상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조경- 입선 

2006
동부지역협의회 12 호주/다링하버

Ÿ IFLA 동부지역 부회장 선출(안동만)
Ÿ 2006년 IFLA ER 조경상
  청계광장- 최고상 
  서울숲- 우수상  

2007.08.27
~08.31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13 인도/퓨네
동부지역(ER) 명칭이 

아시아.태평양지역(APR)
으로 변경됨

Ÿ IFLA APR 문화경관위원회 위원장
  역임(김성균)
Ÿ 2007년 IFLA APR 조경상
  Eco Stream (GS E&C)-최고상 
  Dream Center (삼성에버랜드)-우수상

2008.02.01
~02.02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14 인도/첸나이
Ÿ IFLA 동부지역 부회장 재선출(안동만)
Ÿ 2008년 IFLA APR 조경상
  금광 래미안 아파트(삼성E&C)-우수상 
  과천 래미안 아파트(삼성E&C)-입선

2009.09.01
~09.04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15 한국/인천
도시와 조경의 혼성과 

융합
:미래를 향한 전략과 

대응

Ÿ IFLA APR 한국 총회 개최
Ÿ 한국조경학회, 환경조경발전재단, 
  인천광역시 공동개최
Ÿ 2009년 IFLA APR 조경상
  울산대공원-대상
Ÿ 논문발표- 조경진 외1

2010.05.28
~05.30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16 중국/상해, 소주
조화과 번영
-전통 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
Ÿ 세계 조경가(IFLA)총회와 동시에 
  개최

출처: 환경과조경, 1982~2010, 한국조경백서1972-2008, 2008, (사)한국조경사회, 2010, 한국
조경사회 30주년,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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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1982년 KOFLA 오휘영 회장에 
의해 IFLA NEWS에 소개된 한국의 조경, 
격월간조경, 제2호, 1983. p77

[그림 63] 1992년 IFLA 한국총회 포스터, 
당시 조직위원회가 홍릉 산림청 내에 
있어서 광고에 넣은 것이 눈길을 끈다. 
격월간 조경수, 통권9호 표지, 1992.

  3) 제29차 IFLA 한국총회 개최
앞의 글 세계조경가협회(IFLA) 가입과 참가의 시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당

시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가 금지되던 국내 여건 속에서도 1984년 헝거리 부다페스
트에서 개최된 IFLA 제21차 대회에 참가하여 오휘영(한국조경연합회 회장, 당시 
한양대교수)등의 한국대표단이 8년 후인 1992년 제29차 IFLA 한국총회의 유치를 
확정하고 개최권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네덜란드와 경쟁하여 40:2의 비
율로 지지를 얻어 한국총회를 유치한 것은 그 후의 한국조경의 국제활동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림 64] 1992 IFLA 세계총회 
한국 조직위원회 현판식 광경 

[그림 65] 1992 IFLA 
세계총회 한국 조직위원회 
임원회의

[그림 66] 좌동, 
환경과조경, 2000.10, 
150호,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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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조직위원회 및 운영

  한국총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 한국조경연합회(KOFLA)를 중심으로 한국총회 준
비위원회가 개최 준비를 했다. 1990년 3월 한국총회 준비위원회(각 단체126) 대표 
12명)구성을 위한 준비단 1차 모임 이후 2차. 3차 모임을 거쳐, 조직 확정, 예산 
책정, 조직기구표의 편성 후 총회의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산림청의 협조로 임
업연구원 내에 사무국을(1990.6. 12 현판식) 설치하여 1990년 12월에 한국총회 조
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6개월에 총 40여회의 임원회의를 거쳐 대회 준비를 추진
하였다.
  한국총회 조직위원회는 서울, 경주, 무주 등 세 곳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이유로 
인해 서울조직위원회, 영남조직위원회, 호남조직위원회 등 3개의 산하 조직위원회
로 구성하여 총회를 준비하였다.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오휘영(당시 
한국조경연합회 회장, 한양대 교수)과 김기원(경주지역 조직위원장, 경주관광개발공
사 사장)이 맡았다. 조직위원장 산하에는 총괄위원회(서울지역 위원장: 김귀곤 서울
대 교수, 경주지역 위원장: 최상범 동국대 교수), 사무위원회((서울지역 위원장: 한
현구 한림조경(주)대표이사, 경주지역 위원장: 김동찬 효성여대 교수), 학술위원회
(서울지역 위원장: 양병이 서울대 교수, 경주지역위원장: 김영대 영남대 교수) 등 3
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있어 업무를 총괄 조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각 위원회는 산하 총 15개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
장으로 구성되었고 임원 53명, 사무국 요원 22명, 자원봉사자 103명 등 모두 178
명의 요원들이 참여하여 한국총회 업무를 추진하였다127)

126) 이때 참가한 조경 관련단체는 한국조경학회(회장 이규목), 한국정원학회(회장 민경현), 
한국조경사회(회장 김윤제), 한국조경가협회(회장 유병림), 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영구), 
조경공사협의회(회장 이한섭), 전문조경공사협의회(회장 정재구), 한국분재협회(회장 이철
호) 등 8개 단체였다. 한국조경백서(2008) p261

127) 보다 상세한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글은 한국조경백서(2008) p259~262
와 특집 제29차 ‘92 IFLA 한국총회, 환경과조경, 1992년 8월호 통권 제52호, p49~80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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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제29차 IFLA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조직표 (환경과조경 제 52호, 1992.08, p55)

[그림 68] 1992 IFLA 한국
총회 올림픽공원 기념식수 
광경, 환경과 조경, 2000.10, 
제150호, p34

[그림 69] 1992 IFLA 한국
총회가 코리아 타임스 1면에 
보도된 내용 
1992. 8.30 

[그림 70] 1992 IFLA 한국
총회 기간 중 용인 자연농원 
(현 에버랜드) 에서 각국 대
표들과 한국 조직 위원회 인
사들이 함께한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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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총회 내용 
  제29차 IFLA 한국총회는 1992년 8월 31일～9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서울, 
경주, 무주 등 3곳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개회식이 8월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고, 학술행사 등은 경주와 무주에서 개최되었으며 폐막식은 9월4일 경주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총회 전 IFLA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국
제 및 지역분과위원회가 진행되었고, 개회식. 환영연(서울시장 주최). 학술답사. 민
속예술제 및 만찬(경주시장 주최). 학술회의. 폐회식. 환송연(경주관광개방공사 사장 
주최). 대회 후 관광 등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총 34개국에서 외국인 정회원 
305명, 내국인 정회원 402명, 동반자 49명 등 756명이 등록하였다. 별도로 한국조
경학회의 초청으로 613명이 참가하여 개회식에 1,300여명, 서울특별시장 주최 환
영연에 1,000여명, 경주학술회의에 980명, 조경디자인 워크숍과 조경소재 및 시공
기술 워크숍에 각각 350명이, 무주학술회의(무주리조트)에는 300여명이, 국제학생 
잼보리(경주보문단지 경주월드)에 900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128) 
  총회 주제는 ‘전통과 창조’가 선정되었고, 세부 학술주제로는 제1분과가 ‘전통문
화와 조경’, 제2분과가 ‘농경문화와 조경’, 제3분과가 ‘도시와 조경’, 제4분과가 ‘21
세기 조경의 방향’ 등 4개의 분과로 나뉘어 학술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무주 학
술대회에서는 ‘독립공원과 레크레이션’의 주제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조경디자
인 워크숍에서는 4개의 한국조경설계작품이 발표되었다. 조경소재 및 시공기술 워
크숍에서는 3개의 일본조경 사례와 1개의 한국조경 사례가 발표되었다.  국제학생
조경작품 공모전에는 설계 작품이 133개 작품, 연구부문이 7개 작품이 출품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개 작품이 시상되었다. 학술대회와 더불어 6개 코스
별 학술답사가 진행되었다. 이들 코스는 비원(950명), 경주 안압지 등 한국 전통정
원(1,280명), 한국의 전통사찰(160명), 한국의 전통마을(380명), 무주리조트(290명), 
한국의 민가정원(120여명) 등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IFLA 한국총회와 때를 맞추어 서울의 조경 역사와 한국의 전통 및 현대 
조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신간들이 출간되었다. ‘서울의 조경’129), ‘한국현대

128) 이 한국총회의 결과보고와 오휘영 조직위원장의 개회사, 이규목 조경학회장의 폐회사, 
‘92 IFLA 경주선언문, 노태우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존 옴스비 사이몬스 전 미국 조경가
협회장 등의 기념연설, 각 분과별 기조연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특집 ’92 IFLA 한국총
회, 환경과조경 1992년 10월호 통권 제54호, p39~76, 학술회의와 특별초청강연에 관련한 
상세한 자료는 특집 ’92 IFLA 한국총회(양병이), 환경과조경 1992년 9월호 통권 제53호, 
p63~67를 참고하라

129) 양병이 저, 서울시 환경녹지국 조경과 출판, 120면,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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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품집’130), ‘한국 전통조경’131)이 한국의 조경을 소개하는 3권의 도서가 바로 
그 책들이다.

l 1992 IFLA 경주선언
  제29차 IFLA 한국총회의 큰 성과의 하나는 지구 환경 문제와 인류 미래를 위하
여 전 세계 조경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헌장을 만든데 있다. 세계조경가
협회 회원 이름으로 ‘1992 IFLA 경주선언’으로서 폐회식에서 선언하였다. 이 선언
문은 전세계 조경인을 대표하여 미국의 피터 제이콥스, 한국의 황기원, 일본의 하
루토 코바야시, 독일의 야르노 슈미트가 서명하였다. 이 선언은 좁게는 조경인들의 
단합과 교류를 꾀하게 될 것이고 넓게는 보다 나은 지구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향
한 진일보한 첫걸음이었다.

l 총회의 의의 및 성과
  제29차 IFLA 한국총회의 의의는 우선 학술적 의미에서 학술발표 및 학술회의에 
참석한 참가자의 숫자나 열의가 다른 어떤 총회보다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
째, 한국의 조경이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조경가들에게 체계적으로 소개되었다. 
셋째 한국 조경가들과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조경가를 직접 만나고 그들의 감명 깊
은 강연을 들음으로써 조경의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국제학
생조경작품전이 예년의 작품전에 비해 세 배 이상의 응모가 되었으며 그 결과 작
품의 질이 매우 우수해 작품전만으로도 조경학과 학생들에게는 물론 국내외의 조
경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학생조경작품전에 출품된 한국 학생들의 작
품 수준과 우리나라의 학술발표자들의 발표내용, 그리고 개별적인 접촉, 우리나라
의 전통조경과 현대조경들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조경 수준이 예상외로  높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섯째, 이번 총회에 일본. 대만. 중국이 다함께 참가하게 
되어 대만과 중국의 대표들과 협의 결과 중국,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공양조경사
상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일본도 홍콩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동양 조경의 
본격적인 연구와 교류가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132) 
 

130) 환경과조경, 250면, 1992
131) ’92 IFLA 한국조직위원회 편, 도서출판 조경, 352면, 1992
132) 양병이(조직위원회 학술국), 특집 ‘92 IFLA 한국총회 대회 결과 보고, 환경과조경, 

1992.10, 제54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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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제29차 IFLA 경주선언문(환경과조경 제 54호 1992.10, p44)

  
  한편 IFLA 한국총회가 성황리에 끝난 후 1993년 1월에는 조직위원회의 해체에 
따른 비품과 기금을 한국조경학회에서 인수하였는데 이 기금은 후일 환경조경발전
재단의 설립(2004년)의 근간이 되었다. 실제로 이 한국총회 이후 1999년에 제9차 
IFLA ER(세계조경가협회 동부지역) 총회133)가 한국의 양양에서 개최되었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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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제15차 IFLA APR(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134)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1991년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된 이래 
1998년에는 제1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등 1992년 IFLA 
한국총회의 보이지 않는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2] 조경국, 도약(A Jump), 
환경과조경 1992.08, 제52호, p48

[그림 73] 조경국, 세계조경가협회 한국총회 
홍보만화, 1992, naver.com

  4) 아시아지역과 교류의 시작
  오휘영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IFLA 동부지역(Eastern Region) 부회장을 역
임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기술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는 그 당시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가 금지되던 한국적 상황의 어려움 속
에서도 중국, 러시아*그림66, 북한*그림67 등과의 교류를 주선하였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1989년에는 중국 길림성 원림학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 

133) 상세한 내용은 세계조경가협회 동부지역회의, 환경과 조경, 1999년 12월호 0140호를 
참고하기를 바라며 본고에서는 생략함

134) 상세한 내용은 2009 인천 IFLA-APR 총회 준비상황, 환경과조경 2009년 7월호 통권 
제255호, p206~207, 2009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환경과조경 2009년 
10월호 통권 제258호, p108~143를 참고하기를 바라며 본고에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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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산(백두산)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안도현에서 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안도현에서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였다.*그림68 또한 1991년 8월에는 중국 
연변시에서 열린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남북한 조경가들이 최초로 교
류할 수 있었고 연변자치주의 연길에서는 도시 일부의 계획 및 녹지체계 구축, 민
속촌․공원 개발계획의 자문을 담당하기도 하였다.*그림69 1995년 8월에는 러시아
의 건축협회 조경분과와의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그 동안 닫혀있던 동북아시아와의 
조경부문의 민간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74] 러시아 건축협회 조경분과 위원
장과 한국조경사회 유의열 회장과의 교류협
정 체결 조인식 광경. 러시아는 후일 조경
분과가 독립되어 별도의 조경가협회가 발족
되었다, 환경과조경, 제148호 p36 

[그림 75]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개최된 세계
과학자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
념 촬영을 한 모습. 1991년 8월 21일. 두번째 
줄, 우로부터 김기성 사장, 이응호 준박사(북한), 
장창국부 교수(북한), 오휘영 교수, 김선기 부교수
(북한)의 모습이 보인다. 환경과조경, 제148호 
p34

[그림 76] 길림성 원림학회의 초청으로 중국
을 방문했을 때 한국 조경분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백두산 천지 답사. 1990년 8월 9
일. 환경과조경, 제148호 p33

[그림 77]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시장 일행이 서
울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오휘영교수와 유의열 
사장의 가운데 앉은 이가 정영태 연길시장이다. 
1996년 5월 7일, 환경과조경, 제148호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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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1992년 제 29차 IFLA한국총회 개최를 전후하여 한국과 일본, 한국
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양국의 조경분야 발전을 위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것
을 동의하였다. 1991년 한국(서울대)에서 ‘전통과 창조’라는 주제로 제1회 한일 국
제심포지엄이 개최된 이래 해마다 양국이 돌아가면서 심포지움이 열렸다. 한국과 
중국 간에도 한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합의하고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국제심
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한일 심포지움, 한중 심포지움 회의를 통해 상대국을 설득한 
결과 한. 중. 일 심포지움을 개최할 것을 동의하였고 1998년 한국조경학회의 양국
대표를 초빙하여 제1회 한. 중. 일 국제심포지엄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심포지엄은 개최되고 있으며 한중일 삼국의 조경분
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0> 역대 한. 중. 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내역

개최시기 차수
개최국 
장소

주 제 비 고

1991. 03 - 한국
서울대

한.일 조경의 동질성과 이질성 
‘전통과 창조’ 제1회 한.일 심포지움

1993. 09.24
~09.25 - 일본

명치대 주택지 조경 제2회 한.일 심포지움

1994. 07.24
~07.27 - 중국

북경 증산공원 한.중 조경 심포지움

1994. 10.07 
~10.08 - 한국

서울대 도로조경 제3회 한.일 심포지움

1995. 10.06
~10.07 - 일본

오사카 아시아에서의 조경교육 및 연구 제4회 한.일 심포지움

1997. 11.30
~12.01 - 일본

동경농업대학 워터 프론트와 Landscape 제5회 한.일 심포지움

1998. 10.30
~11.01 1 한국

대구 영남대 삼국의 전통적 민가정원 한중일 심포지움
한국조경학회 양국 초빙

1999. 10.22
~10.24 2 중국

강소성 소주 전통정원의 계승과 발전 한중일 심포지움

2000 .09.27
~09.29 3 일본

오까야마
정원예술과 과학을 통한 도시 텍
스쳐 한중일 심포지움

2001. 10.25
~10.27 4 한국

울산 현대호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조경의 
과제 한중일 심포지움

2002. 10.09
~10.11 5 중국

북경
Olympic Games and Urban 
Environmental Construction 한중일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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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 차수
개최국 
장소

주 제 비 고

2003. 11.06
~11.08 6 일본

효고현 고베시
도시 오픈 공간과 
랜드스케이프의 보전 및 재생 한중일 심포지움

2004. 10.22
~10.24

7
한국

서울대
광역녹지체계-새로운 방향과 전
략 

한중일 심포지움

2005. 10.29
~10.31

8
중국
상해

Landscape Architecture & Greening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한중일 심포지움

2006. 08.28
~08.30

9
일본

나가사키
동아시아의 조경문화의 보편성과 
독자성

한중일 심포지움

2007. 10.24
~10.26

10
한국
수원

문화양식으로서 조경의 의미와 
역할

한중일 심포지움

2008. 10.15
~10.17

11
중국
항주

조경과 산수문화 한중일 심포지움

출처: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연혁, 2002, p14~17
      김농오,  한국조경학회창립 30주년 기념집, 국토경관의 변화와 한국조경학계의 발전과정, 

2002,p131
      한국조경백서, 2008, p284~288, 필자 재작성

  5) 해외 조경상 수상의 시작
l IFLA 아시아ž태평양지역 조경작품상135)

  ‘세계조경가협회 동부지역(IFLA ER) 조경상’은 2002년 10월 유럽 리트비아 
IFLA 총회기간에 열린 동부지역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의 제안으로 신설되었다. 
작품공모 시점에서 지난 3년간 회원국내에서 완성된 조경작품 중 3개를 회원국을 
대표하는 단체가 선정하여 출품케 하고, 각국 대표가 심사. 투표하여 최고상(IFLA 
지역회장상), 우수상, 입선작을 시상한다. 한국은 시작 첫해인 2003년부터 최근까
지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Ÿ 2003년 IFLA ER(동부지역) 조경작품상

작품명: 선유도공원- 우수상

작품명: 평화의 공원, 인천국제공항조경- 입선

Ÿ 2005년 IFLA ER(동부지역) 조경작품상

작품명: 영남대학교 캠퍼스“솟대마당”- 우수상

작품명: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조경- 입선

135)세계조경가협회 동부지역은(IFLA East Region, ER) 2007년 제44차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총회 이후아시아태평양지역(IFLA Asia Pacific Region, APR)의 이름으로 변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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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06년 IFLA ER(동부지역) 조경작품상

작품명: 청계광장- 최고상

작품명: 서울숲- 우수상

Ÿ 2007년 IFLA APR(아시아태평양지역) 조경작품상

작품명: Eco Stream(GS E&C)- 최고상

작품명: Dream Center(삼성에버랜드)- 우수상

Ÿ 2008년 IFLA APR(아시아태평양지역) 조경작품상

작품명: 금광 래미안 아파트 조경(삼성 E&C)- 우수상

작품명: 과천 래미안 아파트 조경(삼성E&C)- 입선

Ÿ 2009년 IFLA APR(아시아태평양지역) 조경작품상

작품명: 울산대공원- 대상

Ÿ 2011년 IFLA APR(아시아태평양지역) 조경작품상

작품명: 일산자이 아파트 조경(GS건설)- 대상

l 미국조경가협회상(ASLA Professional Awards Competition)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미국 내의 조경전문가들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유일
한 전문 단체이다. 1899년에 창립되었고 현재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미국 전
역에 47개의 지부를 거느린 회원 13,223명의(100주년인 1999년 기준) 세계 최대의 
조경단체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몇  년 전 유럽과 아시아 중심의 세계조경가협회
(IFLA) 단체들의 탈퇴로 현재는 재결합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한다. 한국은 공식회원
국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최근 몇 년을 이어서 “미국조경가협회상(ASLA 
Professional Awards Competition)”에 출품한 선유도공원, 청계캐널프로젝트, 서
서울호수공원 등이 미국의 수백여 작품을 제치고 수상을 하여 한국조경의 엄청난 
발전상을 알림과 동시에 그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Ÿ 2004 ASLA Professional Awards- Design Category, Awards of Merit 수상

작품명: 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대표 정영선)

Ÿ 2009 ASLA Professional Awards- Design Category, Awards of Honor 수상

작품명: 청계캐널프로젝트-조경설계 서안(소장 신현돈)

Ÿ 2011 ASLA Professional Awards- Design Category에서 Awards of Honor 수상

작품명: 서서울호수공원-씨토포스(대표 최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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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선유도공원, 
2004, lafent.com

[그림 79] 청계캐널 
프로젝트, 2009 , lafent.com

[그림 80] 서서울호수공원, 
2011 lafent.com

이러한 자랑스러운 해외 조경설계상 수상은 조경학이 한국에 도입된 지 반세기
도 되지 않았지만 근대 한국조경의 놀라운 성장과 조경설계 분야의 앞서가는 수준
을 전 세계에 알리며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조경의 세계시장 
진출의 밝은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6) 해외 한국정원의 시작- 유행인가? 한류인가? 
  해외의 한국정원(서울공원 등) 조성사업은 크게 보면 국가정부차원의 대외공관의 
신축과 재외 교민의 요청에 의한 정원조성,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호증진 목적으로 자매도시협정사업 추진, 순수 민간기업의 기증정원, 전시회, 박
람회용 또는 개인정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1년 8월 서울시는 터키 앙카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앙카라 시장이 한국
정원과 참전기념탑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설계와 참전기념비 설치비, 대행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는 앙카라시가 대행하여 1973년 10월 공원을 개장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해외에 조성한 최초의 공원이며 이후 카이로, 파리, 베를린 등 현재 설계
중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이르기까지 서울공원 등을 조성하는 근간이 되었
다136)

  특히 미국의 서영석 이사장(미주 한인회총연합회)은 “미국에선 ‘동양식 정원=일
본정원’이라는 등식이 자리 잡아 각 도시들이 시 예산으로 앞 다퉈 일본정원 건립
에 나서고 있고 미국 내에는 일본정원이 100여 곳, 중국정원도 10여 곳에 이르지
만 한국정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 땅에 우리의 전통정원을 조성해 한국 문화
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정원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국의 얼과 정

136) 박인재, 조경야사, 조경시공(LAC), 제030호, 2007.02.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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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한국정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
다137)

  해외 한국정원은 특히 2000년대 이후 눈에 띄게 활기차다. 이것은 1970년대 이
후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힘입어 한국조경계
의 1980년대 이후의 적극적인 국제 활동(IFLA, ASLA 등)과 ‘86 아시안게임, ’88올
림픽, 2002 한일월드컵대회 등의 성과에서 비롯되었다. 해외 한국정원 조성의 의의
는 우선 한국을 알리는 최상의 홍보매체라는 점이다. 즉 정원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사상의 우수성을 쉽게 소개할 수 있고 한국성(Koreaness)을 자연스럽게 표
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효과는 한국인은 물론 재외동포들의 민족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으며, 한국인과 현지인 모두에게 상징적 공간, 관심과 교육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케이 팝, 한국 드라마 
열풍 등의 한류물결을 타고 해외 한국정원 조성 붐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몇몇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보면138) 직설적인 전통요소의 반복적인 표현, 진
정한 한국성 표현방법의 모색,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장기적인 사업 지연, 한국정원
(공원) 운영의 문화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부실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들이다.

[그림 81]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국정원. 1986년 
환경과조경 86 여름호-01

[그림 82] 일본 오사카 
한국정원. 1990년, 
환경과조경 9003

[그림 83] 이집트 카이로 
서울정원. 1998년, 
환경과조경 9810-126호

137) 김재영, 美에 한국정원 만들어 우리 美 알려야죠, 동아일보 2008. 02. 28, A28면
138) 구영일, 전통문화환경에 새겨진 의미와 가치, 한국현대조경작품에 나타난 한국성, 도서

출판 조경, 2009, p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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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미국 버지니아 
프랭크회장 별장 한국정원. 
2001년-구영일 2005 p.84

[그림 85] 프랑스 파리 
서울공원. 2002년, 
환경과조경 0205-169호

[그림 86] 일본 아타미 
바이엔 한국정원. 2004년. 
환경과조경 0409-197호

[그림 87] 일본 후쿠오카 
한국정원. 2005년. 
환경과조경 0601-213

[그림 88] 독일 베를린 
서울정원. 2005년. 
환경과조경 0601-213호

[그림 89]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2005년. 환경과조경 
0601-213

[그림 90] 중국 광동성 
해동경기원(海東京畿園). 
2005, 환경과조경 
0603-215 

[그림 91] 중국 서안 
화훼박람회 한국정원. 
2011년, 라펜트 기사  
111125

[그림 9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서울공원. 2012년 
설계중, 환경과조경, 
120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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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명 조성 목적
조성 
년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터키 앙카라 
한국공원

자매도시협정 
기념공원

1973 서울시
서울시
공원

개발위원회
앙카라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국정원

 마카 타이프 
발전공사 

수주 기증공원
현대건설 현대건설 현대건설

일본 오사카 
한국정원

EXPO 90 꽃박람회
한국전시장

1990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림
종합조경

삼환기업

이집트 카이로 
서울정원

자매도시협정 
기념공원

1998 서울특별시 그룹21 삼성에버렌드

미국 버지니아 
별장 한국정원

(Standing 
Stone)

다국적기업 회장 
별장정원

2001
Frank B. 
Easterly 

구영일
금성기와
Jeffery 

Timmons 외

프랑스 파리 
서울공원 

자매도시협정 
기념공원

2002 서울특별시
삼성

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
이우산업건설

일본 
아타미바이엔 

한국정원    

한일정상회담
아타미시 개최 

기념정원
2002 아타미시

일본 조경가
토다 요시키

일본 후쿠오카 
한국정원 

후쿠오카 녹화훼어 
박람회장

2005 부산광역시
한국조경학
회 영남지회

H&H Trad

독일 베를린 
서울정원 

(伯林溪停)

자매도시협정 
기념정원

2005 서울특별시
삼성

에버랜드
슈퍼종합개발
녹원조경건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기념정원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김봉렬
박창렬
Choe 
Hackh

이우종합건설

중국 광동성 
해동경기원

수원시 효원공원 
월화원 정원교환

우호협력사업
2005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조경설계
서안
삼풍

엔지니어링

이우종합건설

중국 서안시 
한국정원(순천

정)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정원교환
우호협력사업

2011 순천시

<표31> 1970년대 이후 조성된 해외 한국정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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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서울공원(서울
별서) 

자매도시협정 
기념공원

2012
(설계중)

서울특별시
서안알앤디

디자인
미정

 7) 한국 조경시설물의 해외 진출의 시작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조경시설물 업체들의 해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놀
이시설물, 실외 운동기구, 조경시설물 등의 업체들이 일본,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조경가협회(ASLA.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소재 전시회, 미국 최대 규모의 놀이시설물 전시회인 
NRPA(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세계적인 테마파크 전시회인 
IAAP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 BAU 
유럽의 첨단 무역 박람회 등의 권위 있는 국제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한
국의 조경시설물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멜리오 유니온랜드는 2003년에 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래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총 23개국과 교역하고 있고 생산과 매출이 아시아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수출부분만 총 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2009년 기준). 디자인파크개발
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놀이시설을 중심
으로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유희시설물과 물놀이시설물 등의 특
화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벤치 등의 조경시설물을 중심으로 수출시
장을 열고 있는 (주)예건산업은 수출영역 확대를 위해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전시
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스페이스톡, 데오스웍스, 원앤티에스 등의 업체들도 뒤
를 이어서 수출의 물꼬를 트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
다.139) 한편 한국 조경시설물 제품의 해외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유명브
랜드와 저가의 중국제품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향상, 제품 차별화, 현지의 
요구에 맞는 전략적인 마케팅 등이 동시대에 풀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문헌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2000년대의 한국 조경시설물 업체들의 세계 전시
회의 주요 참가 활동은 다음과 같다140) 

139) 호경애, 신재생에너지 놀이터 등 시설물 수출 기대 크다!, 한국조경신문, 89호. 
2010.1.13

140) 업체별, 전시회별로 집계된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필자가 작성하여 일부 참여
업체가 

원고에 누락이 있을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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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1. 01. 2011 BAU 유럽의 첨단 무역 박람회(독일. 뮌헨)- (주)예건산업

Ÿ 2010. 10. 2010 NRPA 전시회(미국. 미네아폴리스)- (주)멜리오 유니온랜드, 디자인파크

개발(주)

Ÿ 2010. 09. 2010 ASLA 전시회(미국. 워싱턴 디시)- (주)멜리오 유니온랜드, 디자인파크개

발(주)

Ÿ 2010. 09. 2010 Galabau 전시회(독일. Nurnber)- (주)멜리오 유니온랜드

Ÿ 2009. 11. 2009 IAAPA 전시회(미국. 라스베가스)- 디자인파크개발(주)

Ÿ 2009. 10. 2009 NRPA 전시회(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디자인파크개발(주)

Ÿ 2007. 10. 2007 ASLA 전시회(미국. 샌프란시스코)- 디자인파크개발(주)

Ÿ 2007. 06. 2007 IAAPA 전시회(태국. 방콕)- 디자인파크개발(주)

Ÿ 2006. 05. 2006 ASLA 전시회(미국. 미네아폴리스)- 디자인파크개발(주)

Ÿ 2000. 07. 2000 IAAPA. Asian Amusement Expo 2000 전시회(홍콩)-(주)유니온랜드

[그림 93] 2010 ASLA 소재 전시회(미국. WASHINGTON D.C), naver.com.

[그림 94] 2010 Galabau 전시회 및 NRPA 전시회(미국. MINNEAPOLIS), naver.com.

이 시기의 한국조경의 국제 활동의 시작과 관련된 더 재미있는 읽을거리는

이동철, 제21차 세계조경가 대회에 다녀와서, 계간조경-1983년 통권 제4호,

(재)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백서, 2008. p283 
http://www.yekun.com
http://www.dp566.com

http://union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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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현, 제 34차 세계조경가대회(IFLA) 참관기, 환경과조경 1997년 12월호 통권 제

116호, p158~163

최신현, 제 35차 IFLA 대회 참관기행, 환경과조경 1998년 12월호 통권 제128호,

p80~83

김성균, 제 36차 IFLA 총회 참관기, 환경과조경 1999년 9월호 0137호, p140~143

세계조경가협회 동부지역회의, 환경과 조경, 1999년 12월호 0140호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 환경과조경, 제148호, 2000.08,

p32~p37

-----,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 환경과조경, 제149호, 2000.09,

p32~p35.

-----,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 환경과조경, 제150호, 2000.10,

p32~p38.

IFLA 동부지역 학생작품 공모전 당선작, 환경과조경 2000년 10월호 통권 제150호

p46~47

안동만, 세계조경가연합회 제38차 총회 참가기, 환경과조경 2001년 9월호 통권 제

161, p124~125

안동만, 제42차 IFLA 세계대회 참가기, 환경과조경-2005년 08월호 통권 제208호,

p156~158

박찬욱, 제43차 IFLA 및 2006 ASLA 연례회의 참관기, 환경과조경, 2006년 11월호

통권 제223호, P178~181

안동만, 제44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환경과조경 2007년 10월호 통권 제234호,

p178~181

제45회 세계조경가연합회 총회, 환경과조경 2008년 8월호 통권 제244호, p190~191

2009 인천 IFLA-APR 총회 준비상황, 환경과조경 2009년 7월호 통권 제255호,

p206~207

2009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 태평양지역총회, 환경과조경 2009년 10월호 통권 제

258호, p108~143

안동만, 제46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환경과조경 2009년 12월호 통권 제260호,

p198~201

조리나, 제 48회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환경과조경 2011년 8월호 통권 제280호

프로젝트, 리야드 한국정원. 환경과조경, 1986. 여름.13호, p134~137

특집, EXPO '90꽃과 녹음의 만국박람회. 환경과조경, 1990 3/4월호 P60~65

이용훈, 전통점경물로 한국정원의 연출-카이로 서울정원. 환경과조경, 1998.10. 126

호, p44~47



- 98 -

오웅성, 파리 서울공원. 환경과조경, 2002.05, 169호, p50~57

홍광표, 일본 아타미바이엔 한국정원을 보고 한국 전통정원을 생각하다. 환경과조

경 0409, 197호, p144~149

구영일, 한국현대조경 작품에 나타난 한국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4. p84~85

베를린 서울정원. 환경과조경, 2006.01, 213호, p56~65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환경과조경, 2006.01, 213호, p66~71

후쿠오카 한국정원. 환경과조경, 2006.01, 213호, 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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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가 오휘영 

[그림 95] 2010년 6월 개최된 ‘조경가 오휘영 회고전’ 포스터

  우리나라에 “조경”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시절에 현대조경을 도입하여 오늘날 
각 대학에 조경학과, 건설업에 조경공사업, 조경기술자 자격제도, 관공서에 조경직
제와 조직을 갖게 된 “한국조경”의 산파가 바로 오휘영이다.
 
 가. 오휘영의 철학
오휘영의 설계철학을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필자가 어깨 너머로 본 오휘
영이 남긴 글과 스케치와 행적의 그림자로 미루어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오휘영의 시작은 선구적인 개척정신이었고, 그의 행동은 민족. 역사주의가 바탕
이 된 전통과 창조의 작업이었으며, 그의 철학은 중용 이념의 실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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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오휘영이 미국 시카고지역녹지보호청 조경부서에서 동고동락한 지인 Mr. Joseph 
Nevius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방한했을 때의 기념사진 (환경과조경 제141호.p48)

1) 선구적인 개척정신 
“한국 조경의 아버지가 되길 바라며....”, “한국의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가 되시길...”

이 글은 오휘영이 한국에서 청와대의 부름을 받고 미국 시카고 녹지보호청에서 급
히 귀국할 1972년 5월 당시에 지금까지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료들로 (Mr. 
Joseph Nevius, 현 녹지보호청장 외)부터 선물 받은 세 권의 전문서적 첫 장에 적
힌 글이다.141)이렇게 귀국 후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으로 시작한 그의 업무는 주로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제3차 계획이 진행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 위주의 
국토개발사업 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역사․문화유적 및 선현유적에 대한 보수․정화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경주, 보문지구), 산림녹화사업, 국립공원 등. 황무지에서 경제와 국가 발
전을 위해 국토개발을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조경 분야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육성시키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지나친 훼손을 막을 수 있었으며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했던 노력의 결과는 이시기에 생각해봐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
이다. 박대통령의 조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오휘영의 미래를 통찰하는 환경 마인
드와 조경분야에 쏟은 선구적인 개척정신이 당시의 조경 불모지에서 오늘의 조경
을 일구어낸 밑거름이 되었다. 

141)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 환경과조경 제141호. 2000.01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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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 역사주의가 바탕이 된 전통과 창조의 작업
  1970년대 정부와 국가 주도의 국토개발 관련 사업에는 역사. 문화유적에 관한 
프로젝트가 많았다. 당시의 건축계에서도 그러했듯이 민족과 역사를 되찾는 일련의 
과업들이 많았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등) 오천년의 역사와 일제의 단절된 역사성의 회복과 한국전쟁 후의 복구, 민족적 
우수성을 찾으려는 그 시기에 지구촌에서 유행하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이 짙은 
과업이라 볼 수 있다. 현충사 성역화사업이 그 대표적인 과업이라 볼 수 있다. 전
국 도처에 국난 극복 역사. 문화유적의 복원, 보수, 정화사업이라든지 천년 고도 경
주종합개발사업 등에서 이러한 면모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불국사, 오죽헌, 강화 
전적지, 도산서원, 참전기념비 외) 
  또 이 시기 즈음에는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역사. 문화유적사업에 대한 재정비
사업으로 경주보문단지 환경 및 조경 종합 재정비계획, 오죽헌 2차 정화계획 등이 
현대화 되어가는 수요와 욕구가 역사, 문화, 민족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
해야 하는가 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림 97] 오휘영 작, 1986년. 아시아공원 광장의 “자연과 빛” 환경조형물. 해질 무렵에 
촬영한 아시아공원의 환경 조형물인 '자연과 빛'. 아침, 동녘의 햇살, 정오 상공의 높은 
빛, 그리고 저녁 무렵 은은하게 물든 노을빛에 따라 자주 변화하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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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 광복 50주년사업으로 독립기념관. 독립공원 특히 건국 
이래 최초로 큰 손님을 맞아 ‘86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아시아공원, ’88 올림픽경기
와 관련된 올림픽공원 등의 직. 간접적으로 계획과 설계에 관여하면서 우리의 전통
성과 한국성을 찾는 작품을 수행했다. 특히 서울시 ‘조형물 건립계획’에142) 의해 
조성된 아시아공원 광장의 “자연과 빛” 환경조형물은 ‘한국의 자연’의 경승산하(景
勝山河)의 독특한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함축 형상화시켜 한국적인 자연의 이미지
를 표출시켰다. 이는 한국의 지역적 고유성을 조각, 회화, 조경 등의 예술적 기법으
로 조형화해 환경조형물의 새로운 양식을 제시함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범 세계인
들에게 한국의 독특한 문화 배경을 인식시키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작되었다. 또
한 외부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조경분야에서 잘 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143) 이것은 바로 조경분야의 영역의 확대
에 대한 그의 신념일 것이다.
  또한 1992년 제 26차 세계조경가협회(IFLA) 한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는데, 
주제가 ‘전통과 창조’인 이 대회의 개회사에서 그는 “전통과 창조의 접목은 조경인
들의 과제입니다”144) 라는 메시지를 던져 전통의 재해석, 진정한 한국성의 모색, 
창조와 표현방법의 정립 등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를 오늘날 아직도 해답을 찾아
야 할 한국조경의 난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 시기는 근대 한국 조경사를 살펴볼 때 민간 주도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하게 시작될 무렵이기도 하다. 잠실 롯데월드, 삼성동 무역센타,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내외빌딩 등과 같은 현대적 건축물과 조화시켜야 될 한국성, 민족성 
등의 표현과 욕구에 눈을 뜨게 하였다. 기념비적인 공원으로 독립기념관, 아시아공
원, 올림픽공원, 손기정 기념공원, 서대문 독립공원, 서울법원청사, 국악고등학교 등 
역사와 민족의 과거 이야기와 후손에 길이 남겨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현대에 재
해석해야 할 것들, 또 나아가 미래의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남기기도 하였
다.

  3) 중용 이념의 실천
  중용(中庸, equilibrium)이란 중국 고전 7서(四書三經) 중의 하나이다. 그 의미는 

142) 한국상징 3개 조형물 설치, 환경&조경 통권12호, 1986, p164
143) 오휘영, 전게서, 환경과조경 제147호. 2000.07 p.36~39
144) 오휘영, IFLA 한국총회 개회사. 환경과조경 제54호. 1992.10.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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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장보단(絶長補短) 즉, 긴 것을 끊고 짧은 것은 더 보태는 것으로, 알맞게 맞춘다
는 뜻으로 공자의 어록에도 중용의 힘은 지고지선(至高至善)이라 했다. 이는 매사
를 처리함에 있어서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으며,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
는 방법이나 태도를 가리킨다. 굳이 개념상 가장 유사한 설계용어로 비유하자면 최
적설계(最適設計, optimum design)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중용의 실천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진보할 때는 진보하고 보수할 때는 보
수하며, 강경할 때는 강경하고, 유순할 곳에는 유순하며, 항구적으로 처리할 것은 
항구적으로 처리하고 임시적으로 처리할 것은 임시적으로 처리해서 행하는 것 마
다 알맞지 않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145)

  오휘영은 그의 40여년 조경인생-한국 조경의 역사이기도 함-에서 일관성 있게 
중용이념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실천을 행하고 있다.
 첫째, 공직자로서, 학자로서, 조경가로서, 때로는 화가로, 언론출판인으로서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나 모자람이 없이 오늘까지 그 자리를 지킨 점이다. 어느 신분, 어
느 직업으로도 바쁘지 않은 시간이 없지만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더라도 무리하거
나 어긋남이 없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바로 현재의 한국조경의 역사가 이루어지
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본다.
  둘째, 조경업역(造景業域)을 두고 볼 때 불모지에 ‘조경’이라는 종자를 파종해 오
늘날의 장년의 몸을 가진 조경으로 성장되기까지 건축, 토목, 미술 등의 가깝고도 
먼 주변 분야와의 수많은 시기와 비협조, 불협, 갈등들을 몸소 해결에 앞장섬을 주
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오늘에 와서 엄연한 조경의 업역이 
나름대로 구축되고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조경분야의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산. 학. 관(産. 學. 官)의 삼각구도 
관계에 있어서 한국조경연합회를 1981년 7월 창립하여 국제적으로는 IFLA 활동, 
국내적으로는 법. 제도 관련 난제들과 봉착했을 때마다 때로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고 우리의 업역 확대와 우리의 권익추구를 위해 노력함에 그 구심적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본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오휘영은 중용(equilibrium)과 조화(harmony)가 합쳐질 때
가 바로 자연(nature)이라는 그의 생활철학이자 설계철학을 중용이념의 실천방법으
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경분야를 되돌아보면 조경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
리에서 항상 갈등과 고민에 서있거나 때로는 그 주체로서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 
1970년대의 재건과 복구, 1980년대의 성장과 발전, 1990년대 후반의 오휘영의 작

145) 한양대학교, 중용조경연구실. 20주년 기념 중용소고. 2007.11. 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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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혹은 과업의 추세를 엿보면 개발과 보존의 고심의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들, 예
를 들자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건설, 강원도 생태관광 휴양공원계획 등의 과업에서 
그 해결책을 중용의 이념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환경, 생태, 사회의 문제와 더불어 
조경의 대안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연공원협회의(구. 국립공원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도 개발과 보존에 대한 중용의 실천방안을 찾으려 했다.  조경가 
오휘영은 요즘도 니젤을 들고 중용과 조화가 합쳐진 자연에서 해답을 찾고자 그들
을 벗 삼아 화폭에 담고 있다.

[그림 98] 한양대학교 대학원 
조경30주년 기념 동문회 초대 
오휘영 작가전 포스터, 인사
동 조형갤러리, 2012. 4.

[그림 99] 전통 조경가가 화가로 변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겉으로 묵묵히 미소로 답하지만 마음으
로는 오늘날 융합. 통섭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상기합니
다-출처: 오휘영 작가전 작품집(2012.4)

 나. 한국조경 태동기의 업적과 성과

  한 국가에서 특정 분야가 성장하고, 정착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근대 조경분야의 형
성과정은 국가와 정부의 주도로 보다 집약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1960년
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그야말로 격변기였다. 농업위주의 1
차산업 국가이자 저소득국가에서, 2차산업 국가이자 개발도상국가로 발전해가는 성
장기에 있었다. 당시 급속한 발전을 위한 주요 고속도로 건설, 대규모 공업단지 건
설 등으로 국토환경 훼손이 부득이 했다. 이러한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의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경분야를 도입하게 하였다.
  오휘영은 당시 미국 일리노이 주정부의 시카고지역 녹지청에서 조경담당관으로 근
무하던 중, 대한민국 제3공화국인 박정희 정부의 요청에 의해 1972년 귀국하여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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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 한국의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12년의 공직생
활을 통해 국토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훼손을 저감 및 새롭게 복원하고, 한국에 
최초로 근대적인 의미의 조경을 도입 및 정착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산업의 발전과 국토의 훼손 과정에서, 조경전문가로
서 다양한 녹화사업 및 보존․복원 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이루어 
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전개기간 중 조경을 통해 마을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실천
한 한국 최초의 조경기술자요, 조경디자이너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경분야가 주
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여, 건설분야에서 조경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큰 공헌을 하
였다. 이러한 공헌은 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기타 개발도상국의 조경발전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최초로 현대조경을 도입한 한국의 옴스테드이며, 수많은 조경전
문가를 키워낸 교육자이자, 무엇보다도 IFLA 활동을 통해 중국, 북한, 아프리카, 러
시아 등 세계 조경시장과의 국제교류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민간 외교관 조경가이다.

1) 한국에 조경학을 도입 . 조경전문가 육성
  오휘영은 1972년 5월 18일 한국 최초의 조경가로서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으로 
취임하면서,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을 추진하던 정부에 훼손된 국토의 회복과 국
토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해, 조경전문가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 조경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학부(서울대
학교, 영남대학교)에 조경학과 설치를 인가 받았다. 그에 의해 한국에 조경이 도입
된 이래 2011년 현재까지 한국에는 51개 대학에서 연간 2,000여명의 조경학과 졸
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1973년 이래 지금까지 약 30,000여명의 조경학도가 배출되
는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1973년 3월 1일에 한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조경학과가 개설되자, 대통령 비서관
으로 바쁜 공직 중에 있으면서 1979년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영남대학교에
서 직접 조경학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초창기 한국의 중추적 조경인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는 12년에 걸친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과 국무총리
실 행정조정관으로 근무를 마친 뒤 1982년 3월에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설립하
고 교수로 부임하여 2012년 2월까지 418명의 석사(박사 포함)를 배출함으로써 한
국의 조경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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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조경관련 법․제도의 도입

  오휘영은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으로 재직하던 1972년에 한국조경학회 창립을 
주도했다. 그 후 한국조경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1976년에는 조경기술자
격(조경기술사. 조경기사)과 조경공사업 면허(특수건설업)를 법제화하는 등 관련 제
도를 정비하였다. 1980년에 한국조경사회의 발족을 주도하였고 한국조경연합회
(KOFLA)를 결성하여 1982년에는 세계조경가협회(IFLA)에 최초로 참가하여 국제적 
상호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
에 조경직제를 도입토록 하였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에 조경 관련 법조
항을 도입. 개정하고 공원법을 제정토록 함으로써 조경이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휘영은 12년에 걸친 청와대 비서관 및 국무총리 행정조정관으로서의 근무 기간 
중 위와 같은 공적으로 국가로부터 1977년 홍조근정 훈장(대통령), 1985년 대통령 
표창장(대통령), 1994년 동탑산업훈장(대통령) 등 국가 훈장과 표창을 받은 바 있다.

3) 조경 전문서적 및 전문잡지 출간
  오휘영이 우리나라 첫 번째 조경 교육기관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설립하
였으나  교수인력과 조경관련 교재는 전무하였다.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오
휘영비서관은 미국에서 귀국 당시 소중히 챙겨 왔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LANDSCAPE DESIGN)'을 환경대학원 학생 번역팀들과 함께 번역하여 1974년 8
월 30일 ‘조경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이 바로 한국 최초의 조
경학 교재이다. 한편 ‘조경학 개론’의 출간에 앞선 1973년 3월에는 총무처에서 공
무원 훈련용 최초의 조경교육 교재가 ‘조경’ 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였고  그 당시 
문교부, 건설부 등의 중앙 정부부처에서 조경의 조기 활착을 위해 직접 발간한 
1970년대 초기의 조경교재들은 그 당시의 오휘영비서관의 조경교육에 대한 노력과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에 조경학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던 1982년 7월에 오휘영(한국
조경연합회 회장)은 국내 최초의 조경전문지인 계간 <조경>이 창간하였고 2012년 
01월 현재 통권 285호가 발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창간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다. 이때 즈음에서야 비로소 전문지 계간 <조경>을 통하여 학계와 업계. 관련기관
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으며 때로는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고 현재까지 
한국 조경계를 대변하는 대표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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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FLA 및 국제교류에 주도적 역할 수행
  오휘영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IFLA 동부지역(Eastern Region) 부회장을 
역임하며 동아시아지역[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구 소련)]의 기술교류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그 당시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가 불가능 했던 한국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교류를 주선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장백산(백두산) 종합개발계
획을 추진하여 중국 안도현에서 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안
도현에서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중국 연변자치주의 연길에서는 도시 일
부의 계획 및 녹지체계 구축, 민속촌․공원 개발계획의 자문을 담당하였다.
  그는 특히, IFLA(세계조경가협회)총회의 가입을 위해 한국의 조경단체의 대표
연합체인 KOFLA(한국조경연합회, 1981년 7월 25일)를 창립했다. 그 후 회장으
로서 1986년 당시 공산국가인 헝가리 IFLA대회에 참가하여 1992년 서울․경주
대회를 유치하였고, 1992년에는 서울․경주대회 조직위원장 직책을 맡아 성공적
으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IFLA를 중심으로 세계와의 교류 증진과 조경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5) 한국 근현대의 정주․ 문화․ 환경 개선과 조경 작품
  오휘영은 1970년도부터 전개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있어 조경을 통해 마을환경
정비를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72년의 고도 경주의 관광․문화 
환경 정비, 불국사 현충사 성역화 사업 등 수 많은 각종 문화재, 유적지 환경 정비
는 물론이고 1973년～1976년의 국토 산림녹화 추진에 조경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그는 1985년에 아시아게임 기념을 위해 마련된 아시아공원에 환
경조형물인 ‘자연과 빛’ 작품의 설계 및 제작 설치, 1987년에는 1974년 경주관광
개발사업의 보완과업인 ‘경주보문단지 환경 및 조경종합계획’의 수립, ‘잠실 롯데월
드. 석촌호수 조경설계 및 감리’ 등의 조경 프로젝트 작품을 직접 수행하였다. 뿐
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및 독립공원, 한국종합무역센터, 올림픽공원, 산본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인천국제공항조성사업 등 한국 근현대 조경사에 기록되는 많은 프로
젝트의 자문 및 현장 지도 등의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관광단지, 환경조형물, 신
도시, 공원, 공항 등의 조경의 업역 확대와 한국의 정주 및 문화. 환경 개선에 크
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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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조경의 도입과 전개의 특성

가. 한국조경 도입의 특성

  앞에서 살펴본 한국조경 도입의 특성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국토개발에 따른 훼손. 정비의 필요성으로 조경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있다. 제3
공화국의 국가정책과 중앙정부가 조경의 도입을 견인하였고, 그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선진 비전과 오휘영 비서관의 주도적인 추진이 있어서 가능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1) 국토개발에 따른 훼손. 정비의 필요성으로 도입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것은 제3공화국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비
전과 년차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에 이루어졌다. 경부고
속도로의 건설, 경주관광종합개발의 추진, 문화사적지 복원. 정비사업 등 국토개발
과 관련하여 훼손된 국토환경의 보전과 정비의 필요에 따라 국토건설의 현장에서 
조화로운 개발을 선도하고 개발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취지로 생활환경과 도시경관
을 개선을 위해 조경분야가 도입되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7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설립의 배경으로 1)경제성장에 따
른 환경문제의 부작용에 대응할 필요성의 절실함, 2)현충사를 비롯한 극난극복 사
적지의 복원 및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인된 산복절토면의 미적 회복이나 산사태 등
에 대한 박대통령의 관심, 3)경주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추진 등을 들고 있는
데서 그 필요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2) 국가정책과 중앙정부가 조경 도입의 견인
  영국에서의 조경의 도입은 산업혁명 이후 시민계급의 출현과 공원의 탄생으로 
험프리 랩톤(H.Repton)이 형식원에서부터 전원도시로 바꿀 때에 가서 Landscape 
Gardening으로 도입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F. L. Olmsted)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Landscape Architecture로146) 도시화의 결과로 빚

146) 1974년 4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서 한국 최초의 ‘조경세미나’가 개
최되었는데 이종필(전 영남대 조경학과 교수)은 ‘한국조경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조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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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도시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생적 요구에 의해 조경이 도입되
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조경은 당시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으로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제3
공화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을 입안했던 이경식(전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의 회고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개발독
재’의 시작이었다. 당시 공산국가뿐 아니라 일본 등도 정부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경
제를 견인하였다”라고 하였다.147) 그 시기의 한국 상황에는 조경뿐만 아니라 국토개
발 분야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가 예외 없이 견인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박정희대통령의 조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오휘영 조경담당비
서관의 임명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조경의 도입을 주도한 특성을 갖는다 하겠다.148)

  이러한 특성은 다음의 사건들로 입증할 수 있다. 대통령의 특명에 의하여 조경학
과가 신설되었고149), 학부의 조경학과 개설 이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설립
하였고150), 한국조경학과 졸업생이 배출되기 이전에 조경학회의 창립과 국가자격면
허제도가 신설되었으며151), 국영기업체 한국종합조경사의 설립과 조경직제 신

는 용어의 도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오휘영, 환경과조경, 141호, p51
147)  박중현, 문병기.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50주년, 동아일보 2012. 01. 12 A6면
148) 조세환은 조경 분야가 경제개발을 목표로 한 산업화 초기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인

위적으로 도입된 아세아권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한국조경백서, 한국조경의 
도입, 2008. p28

149) 1972년 12월19일에 대통령령 제 6405호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및 영남대학교 공과
대학에 학부과정 조경학과를, 1973년 1월 25일에는 대통령령 제 6476호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신설하여 환경조경학과를 각각 개설인가를 받았다

150) 당시의 환경대학원 설립의 배경은 1)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의 부작용에 대응할 필
요성의 절실함, 2)현충사를 비롯한 극난극복 사적지의 복원 및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인된 
산복절토면의 미적 회복이나 산사태 등에 대한 박대통령의 관심, 3)경주관광종합개발 10
개년 계획의 추진 등을 들 수 있어서 이는 정부차원의 주도적인 추진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조경학과 개설이 전문대학원 과정에 먼저 고려된 것은 교육인력을 조기에 배출하고 
기성 기술인력을 단기간에 재육성함으로써 조경분야의 조기정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다.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20년사, 한국조경학회지 20-4,1993,p.104 

151) 한국조경학회가 조경학과 개설이전인 1972년에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과 대학교
육이 갓 시작되어 졸업생이 배출되기도 전인 1974년에 이미 전문조경가들을 위한 국가
공인자격제도로서 조경기술사 및 기사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 조경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의 특명에 의하여 학과가 신설되는 과정에 의거했다는 것 (최기수, 한국의 조경교
육 30년, 한국조경학회 창립30주년 기념집, 2002, p59)은 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조경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수요가 얼마나 긴급하였
는지를 알 수 있으며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학회 설립을 중앙정부가 주도하였으며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의 의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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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152), 중앙정부의 조경교재 및 도서 발간153) 등의 사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주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3) 박정희 대통령과 오휘영 비서관의 주도
  현대 한국조경의 태동은 무엇보다도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최초의 
조경가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의 만남이 발화점이었다. 당시 국토조경의 당면과제
는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고속도로의 건설, 새마을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한 농
촌경관의 황폐화 등에 따른 경관복구 차원의 응급요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
한 추진력과 오휘영 교수 등의 초창기 조경 선각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고속도로 
녹화, 공업단지 녹화의무화, 도시조경, 농어촌 조경, 묘지공원화, 조경용어의 통일, 
한국적 조경의 창조, 관광지조경의 중요성 등을 국토조경의 목표로 두고, 조경계획, 
설계, 시공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 및 기술인력 양산, 조경공사 설립 등으로 
조경분야가 서서히 국내에 정착되어 온 듯하다.154)

  미국에서는 센트럴파크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부지확보에 많은 노력한 인물
이 앤드류 잭슨 다우닝(Andrew Jackson Downing)이 있었고, 센트럴파크를 조성
하면서 조경이라는 새로운 전문업 분야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미국 조경의 아버지
인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Fredrick Law Olmsted)이다. 한국에는 조국근대화의 
비전으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하는 과정에 국토개발과정에서 훼손되는 국토를 보
전하고 복원하는데 강력한 뜻과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그 
뜻에 부합하여 조경담당비서관으로 취임하여 한국 최초의 조경교육. 산업. 기술. 직

152)한국종합조경공사는 정부의 직접출자가 아닌 기존 국영 및 국가 관리단체의 법인출자 
방식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건설협회, 건설공제회,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산업기지
개발공사, 관상수협회 등이 출자를 하였으며 기존 국영기업의 주식 배분률이 50%를 넘
어섬으로써 관주도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조경공사의 창립을 전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조원계가 조경과로 승격(1972.5.26)되는 발전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대한주택공사에는 
조경과가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 분야발전에 하나의 유인적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문석기,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

지 11-2, 1983,p4

153) 이러한 도서로는 1973년 총무처에서 발간한 공무원 교육용 교재 ‘조경’(성진문화사), 
1974년 문교부에서 발간한 ‘조경학 개론’, 이일구, 오휘영 역(대한교과서(주)), 1975년 문
교부에서 발간한 조경학(경관론), 이종필 역,(대한교과서(주)), 한국종합조경공사에서 출판
한 ‘조경설계기준’, ‘조경용 소재도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출판된 ‘고속도로의 조경’ 
등이 대표적인 도서들이다.

154) 김농오, 국토경관의 변화와 한국조경학계의 발전과정, 한국조경학회창립 30주년 기

념집, 2002,p122에서 안건용 교수의 ‘조경학원론’ 1974년 강의교재를 참고. 인용하

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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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한국에 조경을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오휘영이다. 이렇듯 1970년대 초 한국이 국가 경제 환경이 열악하고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국토를 개발하며 국토환경. 경관의 보전과 관리라
는 비전을 가지고 조경이라는 선진 전문분야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국가지도자의 선진적 비전과 오휘영 조경담당
비서관이라는 선구적인 조경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155)

나. 한국조경 전개의 특성

  한국에서 최초로 ‘조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청와대 ‘조경 브리
핑’(1970.8), 한국 최초의 청와대 ‘조경 세미나’의 개최(1972.04.18), 한국 최초의 
조경가 오휘영의 귀국(1972.05.02)과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취임(1972.05.18)...
  이 내용은 급박하게 진행된 한국조경의 출발 모습이다. 모두가 한국의 최초이고 
모두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어떻게 보면 불난 집에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
듯이 진행되었다. 불을 낸 사람은 박정희, 불을 끄러온 사람은 오휘영, 이렇게 한국
의 조경의 출발은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견인, 오휘영 조
경담당비서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앞의 2절에서 살펴본 ‘오휘영과 한국조경의 전개’의 40년간의 양상들과 특성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보면 첫째 조경관련 교육. 산업. 제도 등은 40년 동안 건실하
게 정착되었다. 둘째 조경관련 산.학.관의 협력의 네트워크가 시대별로 형성되어 작
동되고 있다. 세째 동시대에 느껴지는 조경의 패러다임이 태동기에 비해 크게 변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조경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요약 할 수 있다. 

1) 조경교육. 산업. 제도의 정착
l 조경교육
  1972년 5월 부임한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은 조경학의 사회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조경전문인 육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후 1972년 12
월19일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및 영남대학교 공과대학에 학부과정 조경학과를, 
1973년 1월 25일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신설하여 환경조경학과를 각각 개

155) 조세환, 한국 조경의 도입, 한국조경백서. 2008, 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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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가를 받았다. 이것은 국가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조경교육기구를 만든 것
이다. 한국 최초의 조경교육이 시작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이전에 
일본의 조원의 영향을 받은 ‘조원학’, ‘조원설계’ 강좌가 서울대 농대 임학과 등에
서 개설156)되었으나 이들을 한국조경의 기원으로 볼 수는 없다.157)

  아울러 1973년 3월 1일자로 한국 최초의 조경학과 신입생을 서울대, 영남대에서 
모집하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청주대, 신구실업전문대(현 신구대학), 1975년에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의 조경학과와 대학원의 석사과정이 1978년에 영남대, 1982
년에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되었고 박사과정이 1983년
에 경희대 등에 신설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 특명으로 2개 대
학으로 시작된 조경학과는 약 4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하여 2011년 12월 현재 4
년제 대학 39개교, 3년제 대학 2개교, 2년제 대학 10개교, 총 51개교, 대학원 총35
개교가 개설 되어있다.158) 현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경학과 졸업생을 많이 배
출시키는 조경강국이 되었다.
  한편 한국조경학회는 조경학과 개설 이전인 1972년 12월에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
한 이래 2012년 현재 40주년을 맞았다. 한국조경학회지는 1973년 10월 부터 2010
년 12월까지 총 141권이 발간되었으며 게재된 논문 수는 총 1,397편에 달한다.159) 
또한 임승빈은 1976년부터 2002년까지 총 93권의 조경관련 전문서적이 출판되었다
고 보고했다.160) 조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국가적 연구개발비 증가 추세, 교수

156) 1945년경부터 서울대 공대 건축과, 농대 임학과에 ‘조원학’ 강좌가 시작되었고 1958년
부터 1960년대중바까지 농대 임학과에 ‘조원설계’과목이 개설되었으며 타대학에서도 원
예학과, 임학과 등에서 속속 조원학과목이 개설되어 70년대로 이어진다 ....문석기, 우리
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1983.12 p3

157) 미국의 경우도 옴스테드이전의 험프리 랩톤, 죠셉 팩스톤 등과 같은 조원가를 조경가
로 보지 않듯이 한국에서 1973년 조경학이 도입되기 이전의 임학과나 원예학과에서 정
원학이나 조원학 강좌 개설이 있었다고 해서 이들을 한국 조경의 기원으로 삼는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조세환, 한국조경의 도입,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백서, 2008. 
p38

158) 한편 ‘어떤 학과와 전공까지를 조경학과로 볼 것인가?’라는 기준설정 등에 관한 대학 
조경학과의 체계와 정체성 문제 등은 김한배의 조경학 교육프로그램의 도전과 과제, 한국
조경비전 2020, 환경조경발전재단, p28~30를 참고하라,

159) 홍광표, 한국의 조경교육과 연구, 한국조경백서, 2008, 환경조경발전재단, p83~89, 
     필자 자료보완
160) 임승빈의 조경관련 서적 출판경향 연구는 조경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

되는 ‘조경’, ‘경관’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조사한 제한적 분석임을 밝힌 자료이지만 본고 
제2절 (2)조경교재 및 전문지 계간 ‘조경’ 발간(본고 p95~96 참조)에서 필자가 소개한 ‘조
경’(총무처, 1973년, 성진문화사), ‘조경학 개론’(문교부, 이일구, 오휘영 역, 1974년, 대한
교과서), ‘조겅학(경관론)’(문교부 이종필 역, 1975년, 대한교과서) 등의 조경관련 도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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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평가제 도입 등으로 1997년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경 관련 학회의 동향을 살펴보면 조경 인접 선발분야인 건축, 토목, 도
시계획 등의 학회는 해방 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설립되었다.  조경학회 창립이
후 한국정원학회(현 한국전통조경학회)가 1980년에 설립되었으나, 조경학회 중심의 
조경학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전통적인 조경학으로부터 분리, 독립, 신설된 소규모 학
회가 다수 설립되었다.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1998년),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
(1998년),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1999년), 한국실내조경협회(1999년), 한국인공지반
녹화협회(2003년)등의 창립이 이어졌다. 조경학분야의 구심점이 분산되는 단점도 
있으나 조경학이 외연적으로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161)

l 조경 건설산업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시작되었
다. 그 이후 1970년대에 정부는 전국에 걸쳐 대규모 공단의 건설, 경부고속도로의 
준공,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의 확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1982), 제3
차 경제 개발5개년 계획 등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건설업 영역에 조경분야의 필
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이 무렵 앞서 언급했듯이 1974년 7월 2일에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설립되고 난 
뒤 1974년 9월에 건설업법이 개정되며 건설업법 시행령에 특수공사업으로 ‘조경공
사’가 추가되었다. 1974년 9월에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최초로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서 비로소 법제적인 조경면허와 조경실무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어서 1982년에는 건설업체의 신규 면허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국종합조경(구. 
한국종합조경공사)의 단독 면허는 폐지되고 신규 종합조경면허를 내어줌으로써 종
합조경면허 업체수는 11개 업체로 늘어났다. 1988년부터 건설업법이 개정되어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신규면허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
면서 종합조경공사업은 1989년에 33개사로 늘어났다. 1997년에는 특수공사업이 
폐지되고 조경공사업이 일반건설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격상되어 수시등록제로 
바뀌게 되었다. 2006년부터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업은 포지시설기준이 폐지됨

권은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 그 출판 수량도 93권 이상일 것이며, 1976년 발간된 ‘조경
학’(윤국병, 일조각)이 한국 최초의 ‘조경’ 명칭이 포함된 서적은 분명히 아님을 밝혀둔다. 
임승빈 2002. p25, p32~33 참조

161) 임승빈, 조경학 연구 30년,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2002, 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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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현재까지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75년도에 단종건설업 면허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1980년 7월 조경식재공
사업 79개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67개사가 신규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다.  1981년 12월에는 단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조경건설업은 1974년 9월에 한국종합조경공
사 1개사로 출발한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업체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1,451개사
로 증가하였고162) 1980년 7월에 조경식재공사업 80개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67개사로 시작된 조경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업체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조경식
재공사업 3,525개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220개사로 증가하였다.163)

l 조경제도
국가기술자격 면허
  1974년 9월에 건설업법이 개정되며 건설업 시행령에 특수공사업으로 ‘조경공사’
가 추가되며 조경공사업 면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건설업 면허기준의 기
술능력항목에 일정 자격이상의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
경기술자 자격증 수요를 발생시켰다. 조경분야의 기술자들이 비로소 전문분야 기술
자로서 제도권 내에 진입하였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조경은 국토개발 분야에 속
하며 종목으로는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1급, 2급(현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가 
이때 추가되었다. 한편 환경 분야에 속하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가 2004년부터 시행되어 기술자격 종목으로 추가되었다. 
1975년 처음으로 조경분야의 자격시험이 시행되어 1976년에 조경기술사 1명과 조
경기사1급 8명이 최초로 자격증을 받았으며 2010년 1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배출
된 조경관련 기술인력은 조경기술사 298명, 조경기사 12,189명, 조경산업기사 
10,960명, 조경기능사 40,463명,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5명, 자연생태복원기사 
756명,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52명으로 조경관련 산업 성장과 더불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경설계용역업
  1970년대에는 유일한 조경설계용역업체가 앞에서 소개한 한국종합조경공사였으

162) 대한건설협회 통계연보. http://www.cak.or.kr, 2010년 자료기준
163)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연보. http://www.kosca.or.kr, 2010년 자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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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80년대 초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에는 조경부서가 전혀 없었으며, 전문기
술용역업에 한국종합조경(조경공사 민영화 이후)이 유일하였으며 1985년 말까지 
12개 업체가 있었다. 그 이후 1990년대 기술용역육성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26개로 
증가하였다. 1992년 11월에는 기술용역육성법이 분리 제정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용역업체가 150여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생기기 시작하여 조경용역업체가 이원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양적으로 지속적인 성
장을 이루게 되었다. 2010년 12월 말 현재의 조경용역업체 등록 현황은 엔지니어
링활동주체가 698개, 기술사 사무소가 50개사로 증가되었다.

조경직제 도입
  각 정부투자기관과 지자체의 조경직제 도입은 1970년대 당시 각 공사의 자체적 
필요성과 더불어 조경에 대한 박대통령의 지대한 관심과 청와대 조경담당비서실의 
역할 등이 복합적인 작용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조경사회(2011)의 제31회 정기총회
(이사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정부투자기관 내 조경관련 직종이 있는 곳은 국토
해양부 산하의 3개 기관 즉,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출자기관
이 있다. 2011년 4월 현재 322명의 조경직 직원이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4대 정부투자기관과 서울시의 조경직제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
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오휘영의 주도로 각 기관에 조경계, 조경과로 시작된 직제는 1980년대를 거치며 
조경부, 조경팀 등으로 승격하여 조경관련 직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둘째, 초기의 
조경직제는 각 기관의 독립부서로서 주로 조경계, 조경과, 조경팀 등의 독립된 전
문직제의 지원업무였다. 2000년대 이후 조경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해당기관의 유
관부서에서 고루 분산되어 전체 사업부문에 걸쳐 조경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
체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경관련 직제의 명칭과 관련하여 신설 초기에는 조경
계, 조경과, 조경팀, 조경부 등의 ‘조경’ 전문 분야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0년대
에 들어와서 환경생태팀, 푸른도시국, 녹색환경처, 녹색경관처 등의 포괄적인 명칭
으로 개칭되고 있다. 이것은 조경 영역이 협의의 조경뿐 아니라 공원, 녹지, 생태, 
환경, 경관 등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광의적으로 해석됨을 보여준다. 관련 정부투자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자체 수요와 시대 및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때
문이라 판단되며, 동시대 조경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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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2) 산.학.관 협력의 네트워크 형성과 작동
  1972년에 최초의 조경단체인 한국조경학회가 창립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조
경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에 한국조경사회, 
한국조경가협회, 한국정원문화연구회(현 한국전통조경학회), 단종협의회 등이 줄지
어 창립되었다. 그 이후에도 학문의 영역과 경계조차 애매한 많은 관련 학회들이 
무수히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조경관련 분야의 전공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관
심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지는 반면, 조경분야 전체로 단합되지 않고 분열되는 
단점의 양면성을 갖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1981년에는 한국조경연합회(KOFLA, 
당시 회장 오휘영 한양대 교수)164)가 탄생하게 되어 한국조경의 총연합체로서 한국
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조경가협회, 단종협의회 등의 단체를 
산하단체로 두고 한국조경의 대표역할을 하며 각 단체의 친목을 도모하며 대외적
인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한국조경연합회는 세계조경가협회(IFLA)의 가입165) 및 참
가와 1992년 한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조경전문지 ‘계간 조경’(현 환경과조경)의 
발간 등 한국조경의 태동기로부터 1992년 한국총회 이후 한국조경학회로 이관된 
후 사실상 해체 될 때 까지 한국조경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조경이 시작된 이래 1981년에서부터 1992년 까지 산.학.관 협력의 총체로
서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형성되었던 사례로 남게 되었다. 한편 한국조경연합회가 
발행한 한국 최초의 조경전문지 ‘환경과조경’(현 발행인 오휘영)’166)은 1982년 7월
에 창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발간되고 있다. 학계와 업계, 
관련 기관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다루며 때로는 단합된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
는 한국 조경계의 대표 매체이다. 2009년 이후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라펜트   
(www.lafent.com)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관련학회, 조경건설사, 조경자재업체, 조경소재생산자, 시민운동단
체 등의 수 많은 조경관련 단체가 설립되어 한국의 조경분야도 ‘협회공화국’이 되
었다. 이즈음에 1980년대 초반과 유사한 시대적인 요구와 조경계의 필요성에 의해 
2004년에 (재)환경조경발전재단(초대이사장 임승빈 교수)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

164) 문석기,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1983.12 p13
165)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9), 환경과조경, 2000.09, 149호, p33
166) ela, <환경과조경> 25주년의 기록,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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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
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등 5개 단체의 협의체를 주축으로 조경 산.학.관계 모
두의 노력으로 새로운 여건과 한국 환경조경의 발전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창립되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한국조경백서의 
발간, 조경 비전 2020의 발간, 조경기본법 제정, 조경직제 홍보, 건설산업기본법 개
선 등의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1972년 조경학과의 개설로부터 시작된 한국조경의 시작은 기존의 한국관상
수협회(현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한국조경가협회, 단종협의
회 등의 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즈음에 시대적인 조
경계의 수요로 한국조경의 대표연합체인 한국조경연합회가 설립되어 그 기능과 역
할을 다했다. 거의 같은 시기인 1982년에는 조경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계간 조
경’(현 환경과조경)이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조경인의 소통매체로 작동하
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조경의 패라다임의 변화, 조경분야의 세분화, 전문화, 
주변 분야와의 업역의 갈등, 건설산업기본법의 시대적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
은 현상은 각 시기별로 산. 학. 관 협력의 네트워크가 수요에 의해 형성. 해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금도 작동 중에 있는 특성을 가진다.

  3) 동시대의 조경의 패러다임의 변화
  1970년대 초반에 한국 태동기의 조경과 40년이 지난 동시대의 한국조경의 전개 
양상은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변화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핵심 단어는 다양화, 차별화, 전문화이다. 최근 조경학의 정체성에 대한 많
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조경’은 진부한 용어가 되어 가고 있으며 조경
은 더 이상 매력적인 키워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경전문가 사이에 늘어나
고 있다. 대학의 조경학과 명칭도 ‘환경조경’, ‘생태조경’ 등으로 친환경성이 강조되
고 있으며167), 조경직제의 조직 명칭도 ‘조경팀’, ‘조경부’에서 ‘환경생태팀’, ‘푸른
도시국’, ‘녹색환경처’, ‘녹색경관처’ 등으로 천이되고 있다. 조경계획과 설계의 대상
도 생태, 경관, 녹색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코리아, 토탈디자인, 랜드스케이프 어바
니즘 등으로 확대 해석, 적용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을 수용한다는 

167) 임승빈, 조경학 연구 30년,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200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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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조경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 다기 보다는 시
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본고인 2절. 오휘영과 한국조경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이런 
양상들을 큰 카테고리 별로 정리해 보았다.

l 지나치게 다양한 학과 명칭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에 조경학과가 개설된 이후 40년이 지난 2011년 
12월 현재 51개교168)의 대학에 조경학과가 개설되어 전 세계 2위의 조경강대국이 
되었다. 각 대학의 조경학과의 소속 단과대학의 명칭을 살펴보면 농과대학, 농업생
명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 이공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도시과학대학, 
문화사회대학 등 생소하고 제각기 다른 이름의 대학에 소속되는 등 타 전공학과들
과는 다르게 극히 다양한 소속처를 두고 있다. 또 한편 학과 명칭의 경우 조경학
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녹지조경학과, 원예조경학과, 관광조경학과, 
전통조경학과, 예술조경학과, 환경조경원예학과 등으로 명칭하고 있다. 학부제를 유
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경.시스템공학부, 환경조경토목공학부, 친환경식물학부, 생
명환경디자인학부, 환경과학과, 리조트개발학과, 토목조경학부 등 조경이라는 단어
가 들어가지 않는 명칭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 대학마다 특수한 상황과 학과의 
특성화, 차별화 전략 일수도 있으며, 학부제 시행 등의 외부적 압력에 대응의 결과
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다양한 대학명, 학부명, 학과명은 일반국민, 입
학예정자, 학생들에게 조경학의 정체성에 대한 혼선을 줄 우려가 크다.169)

l 조경관련 학회 및 단체의 세분화
  1972년에 설립된 한국조경학회 전후에 결성된 조경관련 학회 및 단체의 명칭을 
설립 연도별로 보면 한국관상수협회(1967년 현.한국조경수협회), 한국조경사협회
(1980년), 한국조경가협회(1980년), 한국정원문화연구회(1980년 현.한국전통조경학
회), 한국조경연합회(1981년), 전문건설업협회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1985년), 한국잔디학회(1987년), 한국환경생태학회(1987년), 한국조경자재협회
(1994년),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1998년),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1998년), 한국

168) 2011.12월 현재 전국 대학의 조경학과는 4년제 39개교, 3년제 2개교, 2년제 10개교가 
개설됨, 한국조경신문, 2011.12.1. 제181호

169) 김한배, 조경학 교육프로그램의 도전과 과제, 한국조경비전 2020,환경발전재단, 2010, 
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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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조성협회(1999년), 한국실내조경협회(1999년),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2003
년), 환경조경발전재단(2004년), 대한건설협회조경위원회(2005년), 한국환경조경자재
산업협회(2007년), 한국경관학회(2009년),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2009년), 한국놀이
시설생산자협회(2009년),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의회(2009년), 전국잔디생산자협의회
(2011년) 등이 학문의 영역과 경계조차 애매한 많은 관련 학회와 단체들이 우후죽
순처럼 창립되었다. 이런 현상은  조경관련 분야의 전공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관심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지는 반면, 조경분야 전체로 
단합되지 않고 분열되며, 주변 분야와의 업역의 갈등을 갖는 단점의 양면성을 갖게 
되었다.

l 조경직제의 다양한 변화
  앞에서 4대 정부투자기관과 서울시의 조경직제의 변천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된 현상들이 나타났다. 첫째, 1970년대 이후 오휘영의 주도로 각 기관에 조경
계, 조경과로 시작된 직제는 1980년대를 거치며 조경부, 조경팀 등으로 승격하여 
조경관련 직제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정착되었다. 둘째, 초기의 조경직제는 각 기
관의 독립부서로서 주로 조경계, 조경과, 조경팀, 조경부 등의 독립된 전문직제의 
지원업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조경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해당기관의 유관
부서에서 고루 분산되어 전체 사업부문에 걸쳐 조경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체
계가 되었다. 셋째, 조경관련 직제의 조직 명칭과 관련하여 신설 초기에는 조경계, 
조경과, 조경팀, 조경부 등의 ‘조경’ 전문 분야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생태팀(2002년, 한국수자원공사), 푸른도시국(2005년, 서울특별시), 녹
색환경처(2006년, 한국도로공사), 녹색경관처(2010년, LH공사) 등의 포괄적인 명칭
으로 개칭되고 있다. 이것은 조경의 영역이 협의의 조경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녹
색인프라스트럭처, 생태, 환경, 경관 등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조경직의 업역이 광의
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자체 수요 및 시대와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동시대는 조경
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l 다양한 한국조경의 운동의 전개
  한국 조경이 도입된 이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조경관련 운동이 전개되었다. 주요 운동들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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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내무부가 주관한 전국토공원화운동
(1985년), ‘환경과조경’ 잡지사가 주관한 녹색환경가꾸기캠페인(1995년), 전국조경
학과 학생연합회(전조련)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결한 700여명의 조경학과 
학생들이 여의도 광장 집회로 열린 조경살리기운동(1996년), 한국조경학회에서 추
진한 조경직제추진위원회의 조경직제추진운동(1998년), 민선 2기 서울특별시(시장: 
고건)의 주요 시책으로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1998), 월드컵공원 조
성 등의 ‘푸른서울가꾸기’ 사업, ‘부산 100만평 공원조성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
동’, 2011년에는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
국순회 심포지엄’ 개최 등의 다양한 조경관련 운동들이 계속 되고 있다.

l 전문화되는 조경관련 시민운동
  한국의 경제적 기틀이 잡히면서 환경과 조경, 생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커져 갔다. 아울러 조경산업의 민간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1990년대 이후에 비로소 
조경과 관련된 시민운동이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이 1993년 4월에 
창립하였고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본부가 1998년 3월에 창립되었다. 생태보전 
시민모임이 1998년 7월에 창립되었다. 환경정의 시민연대가 재 창립해서 2004년
에는 ‘환경정의’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우리식물 살리기 운동’이 같은 해 9월에 창
립되었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2000년 1월에 창립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은 
바야흐로 시민운동 단체들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게 되었고 조경관련 인사들의 전문
화된 시민운동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세계시장의 진출 
  제3공화국 시대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초기 ‘조국근대화’의 기치 아래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오휘영 조경담당비서관과 중앙정부의 주도로 조경을 도입, 견
인하였다. 당시 한국의 조경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세계시장과의 교역도 
전무하였다. 그 이후 조경분야의 교육. 산업. 제도 등이 정착될 무렵 1981년에 한
국조경연합회(KOFLA, 당시 회장 오휘영 한양대 교수)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한국조경연합회는 캐나다 벤쿠버 IFLA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되며 국제 활
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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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FLA 총회와 APR 지역대회
  1980년에 마닐라 세계조경가협회 동부지역협의회(IFLA. ER)에서 가입신청을 하
였다. 그 다음해인 1981년 캐나다 벤쿠버 IFLA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체인 한국조경
연합회의 가입이 승인되어 1982년 호주 캔버라 IFLA 총회 때 한국대표단이 처음
으로 참가하여 최초로 세계 조경무대에 섰다. 그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IFLA 총회와 지역대회의 이사회, 학술대회 등에 한국대표단이 참가하여 많은 논문
의 발표와 많은 조경작품을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세계조경의 추세
와 좋은 사례지의 견학, 외국 조경가들과의 교류 창구가 되고 있다. 특히 1992년에
는 제29차 IFLA 한국총회를 서울과 경주. 무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999
년에는 IFLA 아시아. 태평양지역 양양대회의 개최, 2009년에는 IFLA 아시아. 태평
양지역 인천대회를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며 한국조경
의 국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l 조경작품상 수상과 후원
  많은 한국의 설계출품작이 IFLA 아시아ž태평양지역 조경작품상, 미국조경가협회 
조경상(ASLA Professional Awards Competition)의 전문가 부문과 학생작품상 부
문에 출품하여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수상하고 있다. 특히 IFLA 총회 아시아ž태
평양지역 조경작품상의 경우 박명권 대표(그룹한)는 2007년부터 IFLA 총회시 세계
학생조경작품 공모전 1등의 상금과 업무비용을 포함하여 매년 7,000 달러를 공식
적으로 후원하여 세계의 젊은 조경가들에게 큰 격려를 주고 있으며, 한국조경을 세
계에 알리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l IFLA 임원 활동
  오휘영 교수(한국조경연합회 회장, 당시 한양대 교수)는 IFLA 부회장과 동부지역
(ER) 회장을 역임하며 1992년 제 29차 IFLA 총회 서울. 경주대회를 유치하였다. 
이후 그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
국의 조경을 알리고 IFLA를 통한 정보교류와 한국의 조경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지
대한 공헌을 하였다. 안동만 교수(서울대 조경학과)는 IFLA 동부지역 사무총장으
로, IFLA 부회장(아시아. 태평양지역 담당)으로 국익을 도모하였다. 김성균 교수(서
울대 조경학과)는 IFLA APR(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재무담당관과 아시아.태평양지
역의 문화경관위원회 위원장 등의 IFLA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한국 조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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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

l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1992년 IFLA 한국총회를 전후하여 한.일 심포지엄과 한.중 심포지엄을 번갈아 
개최하던 중 상대국을 설득한 결과 한.중.일 심포지움을 개최할 것에 동의하였고 
1998년에는 한국조경학회가 양국대표를 초빙하여 제1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이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심포지움은 개최되고 있으며 
한.중.일 삼국의 조경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l 해외 한국정원
  1973년 10월에는 서울시는 터키 앙카라시와 영원한 우방국 자매결연사업으로 
앙카라시에 한국정원을 대행하여 1973년 10월 개장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해
외에 조성한 최초의 공원이다. 이후 카이로, 파리, 베를린 등 현재 설계중인 우즈베
키스탄 타슈켄트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원, 서울공원 등을 조성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한국정원은 특히 2000년대 이후 눈에 띄게 활기를 띄었다. 이것
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힘입
어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대회 등의 성과와 한국 조경의 
1980년대 이후의 적극적인 국제 활동(IFLA, ASLA 등)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더욱이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케이 팝(K-pop), 한국 드라마의 열풍 등
의 한류물결을 타고 해외 한국정원 조성의 붐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l 한국 조경시설물의 세계시장의 진출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조경시설물 업체들의 해외 활동과 세계시장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놀이시설물, 실외 운동기구, 조경시설물 등의 한국의 주요업체들
이 일본,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조경가협회 소재 
전시회, 미국 최대 규모의 놀이시설물 전시회인 NRPA, 세계적인 테마파크 전시회
인 IAAPA, BAU 유럽의 첨단 무역 박람회 등의 권위 있는 국제 전시회에 적극적
으로 참가하여 한국의 조경시설물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해외 시장의 개척을 
위해 해외 현지 법인을 내며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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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조경의 남은 과제들 

✔ 한국조경은 있고 조경은 없는 나라 !

  앞에서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이후 40년 동안 한국 조경의 발전과정상의 여러 
양상을 살펴봤다. 그 결과 첫째 조경관련 교육. 산업. 제도 등은 40년 동안 건실하
게 정착되었으며, 둘째 조경관련 산․학․관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시대별로 형성되어 
작동함을 봤다. 셋째 동시대에는 태동기에 비해 조경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조경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
다고 요약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사는 항상 양면성을 띄
고 있기에 이러한 압축적 발전과 성장의 뒷면에는 동시대에 풀어야 할 난제들 - 
당장 풀어야 할 문제와 다음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조경 교육, 조경 산업, 조경 법제와 기구 등으로 크게 나누어 한국 조경이 해결해
야할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조경 교육

✔ 대학 조경학과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 !
✔ 어느 학과가 조경학과인지 알 수 없는 나라 !
✔ 학원에 가야 조경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나라 !
✔ 조경학과 교수님도 조경학회에 나오지 않는 나라 !
✔ 조경과를 졸업해도 취업할 곳 없는 나라 !
✔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에 조경은 없는 나라 !
✔ 이제는 ‘조경인 연합’ 운영이 안 되는 나라 !

  한국 대학에 조경학과가 설립된 이후 40년 동안 3만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출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약적인 발전이다. 그것은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워낙 강력하였고 그러한 사회적 욕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
가가 개입하여 정책적으로 후원해 준 덕분이며, 초기 조경가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
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안고 있는 후유증 또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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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2011년 12월 현재 조경학과가 개설된 국내의 대학은 4년제 대학 39개교, 3년제 
대학 2개교, 2년제 대학 10개교, 총 51개교, 대학원 총 35개교가 개설 되어있
다.170) 하지만 조경분야의 대학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는 양적인 성장은 하였으나 질
적인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졸업생공급이 산업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교육의 내용이 산업실무의 요구수준에 미달되고 있다.171)조경 선진국인 미국
(학과수 45개, 재학생수 약 3,000명)과 일본(학과수 4개, 재학생수 약 1,500명)에 
비해 엄청난 공급과잉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서응철, 2003) 실제로 서구와 일
본의 경우, 현시점에서 조경산업의 업무영역에 관한 심각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시가지 물리환경의 기본수준이 어느 정도 달성됨에 따라 신규 조경수요가 정체 상
태에 이르고 있고, 이용자 중심사회로 이동에 따라 조경산업의 수요는 큰 방향 전
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80년 전문공사업 면허가 신설된 이
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한 전문건설업의 계약실적이 30년 만에 2009년도 이후 
최초로 감소되기 시작하였기에172), 조경선진국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
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도 시급히 조경학과 졸업생의 과잉공
급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자율적인 조정방안
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1990년대 말에 시작된 학부제의 영향으로 전공과목 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와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소속 대학과 학과 명칭, 그로 인한 학문
의 정체성 희석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개별대학의 문제 이
전에 조경교육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동시대의 조경의 재정의와 미래방향의 
정립에 의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학
과를 조경학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수행평가기준 등은 향후 시행될 조
경학교육인증제에 의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173)

   조경관련학회와 관련단체들이 설립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화, 전문화, 세분
화되면서 많은 활동과 유익한 성과를 발판으로 조경교육과 조경 기술의 발전에 크

170) 표1. 년도별 전국 대학 조경학과 신설 현황. 참조
171) 홍광표, 한국의 조경교육과 연구, 한국조경백서, 2008, 환경조경발전재단, p89~90
172) 본고의 표13.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업 년도별 전체 계약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4

대강 사업의 영향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조경건설업의 쇠퇴기의 
시작인지? 앞으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사건이다.

173) 김한배, 조경학 교육프로그램의 도전과 과제, 한국조경비전 2020, 환경발전재단, 2010, 
p28~30



- 125 -

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학문의 영역과 경계조차 애매한 많은 관련 학회와 단체들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런 현상은  조경관련 분야의 전공이 시대 흐름에 따
라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관심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지는 반면, 하나로 단합
되지 못하고 주변 분야와의 영역갈등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는 양면성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영기업체 및 서울시 등의 조경직제 조직과 다양한 명칭의 
변화, 시대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한국조경의 운동의 전개,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는 조경관련 시민운동 등의 이런 변화는 동시대 조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입증한다. 이것은 조경 영역이 협의의 조경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관광, 리조트, 
생태, 환경, 경관, 등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광의적인 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
실이다. 따라서 동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조경의 정체성을 시급하게 재정의 
하고 재정립할 당위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조경학의 정의를 
채택하여 조경산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공급자인 대학과 조경전
공 교수들, 정부 및 관계 공무원과 조경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조경계의 각 시대별 수요로 인해 한국조경의 대표연합체인 한국조경연합회(1981
년)와 (재)환경조경발전재단(2004년)이 설립되어 IFLA를 통한 국제 활동과 주변 분
야와의 업역의 갈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의 시대적 변화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기별로 산. 학. 
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자생적인 수요에 의해 형성. 해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엔진이 장착된 한국
조경의 대표연합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환경과조경’은 1982년 창간 이후 오
늘날까지 조경인의 목소리를 담아 왔고. 2005년에는 창간된 ‘한국조경신문’이 매주 
조경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조경전문 인터넷포털 사이트 라펜트
(http://www.lafent.com)가 2009년부터 글로벌 지식정보의 핵심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산․학․관 협력의 네트워크 형성과 조경인의 소통매체는 지속적으로 
상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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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조경 산업

✔ 조경 현상설계 공모에 건축가가 당선되는 나라 !
✔ 설계가의 반값에 조경공사가 되는 나라 !
✔ 굴삭기 면허증만 있으면 조경공사 면허를 주는 나라 !
✔ 조경현장에 어르신 인부는 있고 젊은 기능공은 없는 나라 !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등으로 조경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은 건설업의 한 분야로
써 면모를 충실히 갖추며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으로 엔지
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용역업체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생기면서 조경건설업 성장과 더불어 국내. 외의 조경설계용역업을 영위하게끔 질
적, 양적인 성장을 했다. 국제 조경작품상 수상과 후원, 해외 한국정원의 조성, 한
국 조경시설물의 세계시장에 진출과 같이 한국 조경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조경선진국과 한국의 신규 조경수요 정체 현상, 국내의 건
설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심각한 전환기에 직면했다. 이런 현상에 대비하여 
조경건설업은 조경산업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환경산업으로 조경산업을 확대해야 
하며 조경산업의 다양화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174) 또한 조경건
설업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무내용의 정의, 조경건설업 등록기
준의 자격 기술능력 등의 개정작업이 시급하다. 한편 조경설계분야는 세계화 대응
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의 토탈디자인 능력 배양- 건축. 토목. 도
시. 산림 등의 인접 분야와의 상생 협력, 환경. 경관. 생태 등의 조경과 관련된 기
술의 개발, 한국전통조경의 현대적 재해석 등으로 한국조경을 세계화 할 수 있는 
작품이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조경소재, 조경시설물 분야는 친환경에너지, 정보통
신기술을 융합한 21세기 첨단 신기술과 신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
다.175) 한편 이러한 조경산업의 신수요 창출과 세계화 대응, 첨단 신기술과 신소재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학․관 협력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174) 이상석, 한국의 조경 산업, 한국조경백서, 2008, 환경조경발전재단, p128~134
175) 이민우, 이상석, 조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과제, 한국조경비전 2020, 환경발전재단, 

2010, p8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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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조경 법제. 기구

✔ 한국조경  40년은 있고 조경법은 없는 나라 !
✔ 법만 바꾸면 아무나 조경 할 수 있는 나라 ?
✔ 조경과를 나오지 않아도 조경기사가 될 수 있는 나라 !
✔ 조경직제는 있고 조경직은 없는 나라 !
✔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있고 조경 발전은 없는 나라 ?

  1974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대적인 변천과정의 우여곡절 으로 조경건설업
은 성장. 발전하였다. 그 근간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개정으로 조경관련 면허 
자격제도가 자리를 잡았으며 국영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조경관련 전문조직은 
기반이 구축되었다. 조경직제가 아직은 이르지만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의 국토개발 분야에 조경 종목으로는 조경기술사, 조경기
사 1급, 2급(현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가 추가되었다. 환경분야에도 자연환경관
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가 2004년부터 기술자격 종목으
로 추가되었다. 조경관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자격종목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면
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 상의 조경공사업, 조경 전문
건설업과 자연환경보존법(환경부) 상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업종 신설 등의 관련
부처 및 조경계 내부의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보다 더 심각하고 돌발적인 뉴스들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40년 이상 자리잡아온 기존의 조경 업역을 위협하는 건축기본
법(국토해양부)176), 도시숲법(산림청)177), 경관법(국토해양부)178), 자연환경보존법(환
경부)179), 도시농업법(농수산식품부)180), 산업디자인법(지식경제부)181) 등의 주변 분
야의 관련법령의 신설과 개정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선제적으로 적

176) 안상욱, 조경관련 법규의 현황과 조경법의 비전, 한국조경비전 2020, 환경발전재단, 
2010, 

     김진애 의원의 건축기본법 개정법률안(2010.8.13)의 조경관련 주요 내용, p147 참조 
177) 나창호, 도시숲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곱 가지 이유, 환경과조경, 2011년 12월호 통권 

제284호
178) 안상욱, 전게서, 경관법의 주요 개정(안), p.150
179) 주선영,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한국건설신문, 2012.01.10
180) 도시농업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한국조경신문, [191호] 2012년 02월 15일
181) 라펜트 기사, 산업디자인에 조경. 건축디자인 포함 논란-산디법 개정안 소관상임위 회

부,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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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경관련 
법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각 중앙부처와 해당 국. 과별 업무 수행에 필
요한 법적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주요법률의 수만 3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
우 많고 다양하다. 셋째 조경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계
획. 설계. 시공의 조경산업과 학계 그리고 정책을 두루 끌어안는 조경분야의 근간 
법률 제정을 범조경계가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조
경정책의 주무부처가 없다는 한계와 함께 조경인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조경기본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주변 
분야의 관련법의 개정에 사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정부, 지차체 등 행정 및 의
회와의 정책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산. 학. 관의 범조경계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제도의 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182) 
  특히 조경 관련 단체와 기구를 정부와 중앙부처의 관련 조직(청와대, 국회, 국토
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지식경제부, 교
육과학기술부, 각 지방자치단체, 각 관련학회 등)에 1:1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로 인해 조경 업역을 뺏
기기에 앞서 역으로 우리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다
시 말해서 조경 도입 40주년을 맞는 지금 이 시기에 한국 조경계가 절실하게 필요
한 기구는 역사 속으로 1990년대 중반의 한 페이지로 사라진 ‘한국조경연합회’ 보
다 더 강력한 ‘울트라 슈퍼 한국조경총연합회’, 현재의 ‘환경조경발전재단’ 보다 더 
긴박하고 절실한 ‘환경조경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가 사료된다. 이러한 동시대의 한
국 조경의 프리즘이 절대로 인기 개그 프로그램의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님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과 조경인들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 자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
    ......
    ......
   고 ~뢔 !    
   사람 불러야지 ?

182) 안상욱, 전게서, p13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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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우, 자격증이 노후보험....조선일보, 2012.06.30

환경과조경 www.lafent.com
각 대학 홈페이지
역대대통령기록관 http://pa.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역사관, www.seoul.go.kr
한국도로공사 http://www.ex.co.kr/
LH공사 http://www.lh.or.kr/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SH공사 http://www.i-sh.co.kr/ 
한국조경수협회 http://www.klta.or.kr/
한국조경학회 http://www.kila.or.kr/
한국조경사회 http://www.ksla.or.kr/
한국전통조경학회 http://www.kitla.or.kr/
한국잔디학회 http://turfgrass.kr/
한국환경생태학회 http://www.enveco.org/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http://www.koserrt.or.kr/
한국경관학회 http://www.kolanco.or.kr/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http://www.kalc.or.kr/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http://www.landscape.or.kr/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http://www.kepla.or.kr/
한국실내조경협회 http://www.silnaejk.or.kr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http://www.ecoearth.or.kr/
한국환경조경자재 http://www.kelamia.or.kr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http://www.kpfa.biz/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http://www.kpa.name/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http://www.kual.or.kr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www.forest.or.kr
생태보전 시민모임, www.ecoclub.or.kr
환경정의 시민연대, www.eco.or.kr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 www.nationaltrust.or.kr.
예건 http://www.yekun.com
디자인파크 http://www.dp566.com
유니온랜드 http://unionland.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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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http://www.q-net.or.kr)
대한건설협회 2010년도 통계연보, http://www.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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