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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영국

2. 훈련기관명 : 이든 프로젝트 식물원(Eden project)

3. 훈련분야 : 정원문화

4. 훈련기간 : 2018. 7. 13. ～2019. 1. 10.



훈련기관 개요

영국은 정원문화, 정원교육, 정원산업의 메카로 식물원 정원을 토대로 성장

한 세계정원 선진국이다. 이 중 Eden Project1)는 BGCI(세계식물원보전연합)

의 중요 멤버로써 식물원 정원의 환경적 공익적 기능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

는 모범적인 사례로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수행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중요한 벤치마킹 기관이다. 콘월 지방의 

고령토 폐광 위에 세워진 세계 최대 정원으로 21세기 영국이 추진한 대표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기관으로 제1철학은 교육이며, 강조

하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서(근무인력의 95%, 식자재의 82%, 연

료의 15%를 지역에서 활용) 지역의 농민들과 친환경상품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함으로써, 관광객 1,800만 명이 지역에 준 경제적 효과는 9억 파운드(1조 

8,000억원)로 콘월주 인구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하는 효과를 도출했다.

명 칭 Eden Project

소 재 지
Bodelva Cornwall PL24 2SG, United Kingdom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denproject.com

설립목적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조 직

○ 직 원 : 약 500명 (지역주민 비율 85%)

○ 보유식물 : 약 7,040종

○ 대표시설 : 열대식물 바이옴, 지중해식물 바이옴, 더코어 교육센터,

비지터센터, 링크, 아레나 및 야외무대

훈련기관

특성

○ 이든 프로젝트는 BGCI(세계식물원보전연합)의 중요 멤버로써 정원 문화

콘텐츠와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특화된 기관임

- 지구환경, 생물다양성보전, 생태계에 대한 이해증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기관임

- Education charity로 영국 내 영향력이 큰 기관임

○ 정원문화를 활용한 사회․환경문제 해결에 큰 영향력을 미침

○ 식물원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락처 (담당) Dr. Mike Maunder

(전화) +44 (0) 1726818825(e-메일)mmaunder@EdenProject.com

1) (Eden Project) 명칭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지속가능성에 의한 발전의 과
정이고 완벽한 생태계의 구현이란 목적을 위한 연장성에서의 개념으로 명명되었다.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훈련자 진 혜 영 직급 임업연구관

소  속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훈련국 영국 훈련기간
2018. 07. 13.

~2019. 01. 10.

훈련기관 이든 프로젝트 훈련구분 국외단기(개인)훈련

훈련목적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활성화 연구

보고서

매수
75매

내용요약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선진국의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은 식물원 수목원을 거점으로 

형성되고 확산되고 최근 식물원 수목원 정원의 공익적 기능과 지

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원이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GDP 3만불 진입 이후 정

원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정원이 지역경제 활

성화와 관광 산업화를 견인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영국의 공동체정원은(Community garden) 지역 내 경작(food desert 문

제해결), 환경개선, 이민자 및 노숙자 문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13년)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가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이 정

원박람회와 플라워쇼 등 이벤트 중심의 수적 증대되고 문화콘

텐츠의 확장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이든 프로젝트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원문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정원프로그램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을 만들고자 한다.

-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기반 한 다양한 정원문화 콘텐츠

로 가장 잘 알려진 Eden Project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

고, 영국 내 정원문화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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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내 외 정원문화 및 산업 현황

1. 국내 정원 문화 및 산업 현황

- ’12년 이후 정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등, 법률 개정 

등 정부차원의 정원 붐업활동(boom-up)으로 정원 산업화에 

대한 기대 상승되고 있다.

- 국내 정원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평균 14,771억원,

2025년까지 최대 17,21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향후 정원

산업의 성장 여부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함께 정부 정원 산업

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식물소재와 소비유통에 치중해 있다.

2. 국외 정원 문화 및 산업현황

- 세계 정원산업 주요 시장 중 유럽은 77조, 아프리카 74조로 

확인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 

5.5%의 73조원 시장 전망하고 있다.

- 정원산업 신흥 아태지역에서는 식물소재 및 원예자재 중심

으로(68.9%), 유럽과 미국지역은 정원 시설, 용품, 서비스 중심

(47.5%)로 성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식물 소재 뿐 아니라 관광, 교육, 도시재생 등 문화 콘텐츠

가 아시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그림 1> 세계 정원산업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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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영국의 정원문화 콘텐츠 및 활용 현황

- 유럽의 정원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식물원, 수목원을 중심으

로 정원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데 국가 정원관광과 정원시상제도 등을 활발히 추진하는 나라

가 영국이다.

- 영국의 전국정원연합(National Garden Scheme)에 등록된 

3,800여개의 정원에 대한 소개와 관람안내를 책자로 발간하며,

개인정원이 문을 열어 50만명 이상이 민간정원을 방문하는 영

국의 정원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영국관광청은 정원이 잘 조성된 마을 또는 개인주택을 선정

하여 시상하는 정원행사(Britain in Bloom) 추진하여 정원문화

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 가장 유명한 첼시플라워쇼는 영국 내 정원 관련 용품 및 정

원관광과 서비스 146억불 소비(정원관광 19억불 수입 발생),

81,946명 RHS 신규 가입, 영국 내 원예와 조경분야에 300,000

명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고 있다.

- 영국 내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 상위 순위에는 대부분 정

원이 포함(관광명소 20위 안에 큐가든 3위, 위슬리가든 11위,

이든 프로젝트 15위, 2016). 영국 국민의 정원방문 비율의 증

가는 다른 관광지보다 높은 추세이며, 해외 관광객의 비율도 

25%증가했다(Vistor Attraction Trends in England 2014-2016).

제 4절 Eden project 정원 문화개발 및 활성화

1. Eden Project 개요

- 정원이 지역사회를 기반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공적인 지

역 일자리 창출을 한 선도적인 기관으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사례이며, 영국 콘월 지방의 고령토 폐광 위에 세워진 세계 최

대 정원으로 21세기 대표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 이든 프로젝트의 제1철학은 교육이며, 강조하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서(근무인력의 95%, 식자재의 82%,

연료의 15%를 지역에서 활용) 농민들과 친환경상품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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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 프로젝트의 제1철학은 교육이며, 강조하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서(근무인력의 95%, 식자재의 82%,

연료의 15%를 지역에서 활용) 농민들과 친환경상품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다.

- 관광객 1,800만 명이 지역에 준 경제적 효과는 9억 파운드(1

조 8,000억원)로 콘월주 인구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2. 영국을 이끄는 Eden project의 정원문화 콘텐츠

가. 정원교육

- 초등학생을 위한 「Primary School 2018-2019"」프로그램은 

영국 학교 커리큐럼에 맞추어 EYFS and Key Stage 1(year1～

2)/ Key Stage 2(Year 3～6)로 운영된다.

- 중학생을 위한 「Secondary School」프로그램은 Key Stage

3～5까지 운영하면서 과학 등 7과목(과학, 지리학과 지속가능

성, 수학, 예술, 여가&여행, 지역방문, 체육활동과 모험)이며,

Workshop과 Lab practical등으로 운영한다.

- 학교의 커리큐럼과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학생, 교사 및 해설

가를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모든 수업은 종

료 후,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 정원교육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여 프로그램으로 활

용된다. “DeepRootsFreshSoot"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현

실을 감안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

그램은 영국 식물원네트워크(PalntNetwork)와 결과를 공유하

며 발전시키고 있다.

나. 리더쉽 프로그램

- Hothouse program은 이든 프로젝트의 누적된 창의적인 리

더쉽을 통해 지역 주민, 지역 사회, 지역의 회사가 함께하는 

문화적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 Hothouse Consultancy와 Custom Programs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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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den Community programs

-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이 가진 기술과 소통문화를 

통해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에 산재하

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및 고령화

와 관련된 문제를 진행한다.

(1) The Big Lunch

- 2009년 지역주민 간 소통을 지원하고자 6월 일요일 하루 점

심을 같이하며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든 프로젝트에

서 시작된 행사는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2017년에는 9.3백

만의 사람들이 빅런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1000명이상의 사

람들이 이든 프로젝트의 Community Camps에 참가하고 있

다.

(2) The Big Walk

- 지역주민 스스로 살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걸으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

램이다.

- 참가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며, 지역에 소속

감과 애착을 갖게 된다.

(3) Community Camp

-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힘들 실어 주는 것, 사람들의 행복과 

잘 사는 것에 소통기술을 지원한다.

- 이든 프로젝트에서  워크샵(2회/년)이 개최되며, 전국 커뮤

니티 네트워크에 소속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한다.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운영을 위한 가이던스, 지원, 영감, 기

금을 제공한다.

라. Eden on prescription

- 지역병원과 함께 자연에서 정원활동을 통한 치유기법으로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울증, 당

뇨, 심혈관질환 등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드닝과 걷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처방이다.

영국은 국민의 우울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담당부처가 개

설되고 병원에서는 Green prescription을 공식적으로 처방하고 있다.



내용요약

- Walking group(COPD Walking group, Diabetes Walking

group), Eden Lunch, Horticultural therapy로 구분된다.

- 정신적 문제관련 사회적 처방으로는 Vounder Garden 프로

그램이 운영된다. 이 과정은 원예전문가(Horticulturist)가 프로

그램을 주도하며, 주1회 12개월 운영된다. 참가자는 12주 동안 

그들의 100%가 웰빙에 대한 증가를 경험했다.

- GP surgery는 이것과 관계된 방문이 40%나 떨어졌다고 보

고 있다. St Austell Healthcare의 시범 연구는 12주간 94%의 

참가자가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마. 정원관광

- 이든 프로젝트는 영국 관광명소 20개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Kew garden, RHS Wisely에 이어 정원으로서는 3번째 

순위로 방문객 수는 점진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관광명소로서 정원 방문객은 2000년대 뚜렷한 성장을 시작

하며, 2016년도 전체 관광지 중 가증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전체 관광사업의 총 세입은 평균 7%정도로 증가

율을 보이나, 정원은 9%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제 5절 국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정원문화 컨텐츠의 확장과 활성화를 통한 정원의 새로운 산

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정원문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건강하

게 잘사는 것이고, 사회·환경문제 해결과 공익적인 기여를 바

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문화 콘텐츠 개발 및 영역확대

나.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원 정책 수립 

다.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원교육 및 정원해설 프로그램 개발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선진국의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은 식물원 수목원을 거점으로 형성되

고 확산되며, 최근 식물원 수목원 정원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원에 대한 

수요는 단순 생산, 취미를 넘어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직결되어 증가하

고 있으나 한국의 주거 유형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4.1%(국토

연구원, 2013)로, 개인이 정원을 소유하기 힘든 환경이다.

최근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 공간을 공동체정원으로 조성하여 주거 환

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연대감 고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공동체정원은(Community garden) 지역 내 경작(food

desert 문제해결), 환경개선, 이민자 및 노숙자 문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 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필요성

선진국은 GDP 3만불 진입 후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가 발달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서비스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 특

히, 정원은 복지 인프라이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6차 산업 콘텐츠(소

재 생산-조성, 관리-문화서비스)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원이 국민 복지와 국가 경

제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GDP 3만불 진입 이후 

정원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화2)를 견인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13년)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이 

2)  ( ) 전국정원연합에 3,800개 등록 지원, ‘첼시플라워쇼’에서 매년 1.3억불 수익 창출

    (미국) 공동체정원 활동에 약 8,500만 가구 참여, 가구당 연 450불 지출

    (일본)‘90년 오사카 정원박람회 후 가드닝 붐으로 현재 3,700만명이 정원활동



정원박람회와 플라워쇼 등 이벤트 중심의 기획이 수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의 확장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원 조성과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정원의 

콘텐츠를 정보 활용과 문화 교육 등 융합 콘텐츠로 발전시켜서 지속가

능한 아이템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정원과 정원 유사시

설, 박람회 및 플라워 쇼는 지난 몇 년간 지자체별로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원의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지역사

회를 기반으로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

는 이든 프로젝트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원

문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정원프로그램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BGCI(세계식물원보전연합)의 중요 멤버로써 식물원 정원의 환경적 공

익적 기능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국내에 늘어나는 

식물원, 수목원, 정원 및 유사기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기여와 역

할, 일자리창출 등 정원문화 확대로 파생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시사

점과 국내 적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든 프로젝트는 정원이 지역사회를 기반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공

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한 선도적인 기관으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사

례이며, 영국 콘월 지방의 고령토 폐광 위에 세워진 세계 최대 정원으

로 21세기 대표적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든 프로젝트의 

제1철학은 교육이며, 강조하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서

(근무인력의 95%, 식자재의 82%, 연료의 15%를 지역에서 활용) 농민들

과 친환경상품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젝트 운영하는 것인데, 이

든 프로젝트 관광객 1,800만 명이 지역에 준 경제적 효과는 9억 파운드

(1조 8,000억원)로 콘월주 인구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경영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자족성’으로, 조성 당시 투입되었던 약 

2,500억원의 예산을 공적 기금 및 유료방문객 45만 명 달성으로 충당하

고 있으며, 현재는 외부 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다.



제 2절 국내 외 정원문화 및 산업 현황

1. 국내 정원 문화 및 산업 현황

’12년 이후 정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등, 법률 개정 등 정부차원

의 정원 붐업활동(boom-up)으로 정원 산업화에 대한 기대 상승되고 있

다. 국내 정원산업 규모는 2017년 최소 99.6%에서 최대 111.2%까지,

2020년에는 최소 103.2%에서 최대 127.8%까지 성장하며 2025년에는 최

소 105.6%에서 최대 13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3)된다.

국내 정원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평균 14,771억원, 2025년까지 최

대 17,21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향후 정원산업의 성장 여부는 국

내외 여건변화와 함께 정부 정원 산업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 정원산업은 8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정원 교육 및 인력양성과 

전시관광산업은 전체 정원산업의 약 4%인 560억원의 규모로 정부/지

자체와 재단/사설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그림 1> 국내 정원산업의 현황

3) 정원산업의 전망과 예측을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단기 발전 정도에 대한 

평균값을 수치화 한 후 이를 2014년 현재 값에 대입하여 국내 정원산업 성장에 대해전망



국내 정원 교육·인력양성 산업규모는 21억 원으로 정부/지자체가 9.1억 

원(43.3%), 재단/사설단체 6.2억 원(29.5%), 사립식물원 4.0억 원(19.0%),

대학 1.7억 원(8.0%)를 차지한다. 정원교육서비스부분은 2014년 92억원

으로 2025년까지 최대 126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위 : 억원)

구분 대학
1)

식물원/수목원
2)
재단/사설단체

3)
정부/지자체

4)
합계

2014년 규모 1.7 4.0 6.2 9.1 21

2014년 비중 8.1% 19.1% 29.5% 43.3% 100%

교육과정 7개 4개 8개 11개 30개

양성인력 156명 740명 470명 1,115명 2,481명

* 

1) 대학 : 경상대, 삼육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연구원 자료(2015)

2) 식물원/수목원 : 한택식물원, 에버랜드, 제이드가든 3개소 자료(2015)

3) 재단/사설단체 : 경기농림재단(신구대 등), 시민정원사협동조합, (사)푸르네 정원문화센터 3개소 자료(2015)

4) 정부/지자체 : 마스터가드너는 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경기,제주,부산,양주,안산,대구,청주,김해,고양,상주 ,광

주) 11개소 330명, 서울시, 순천시, 시흥시 시민정원사 785명

<정원 교육·인력양성 산업 규모>

(단위 : 억원)

대학
1) 식물원

수목원
2) 재단/사설단체

3)
정부/지자체

4)
합계

정원 교육

인력양성
1.7 4.0 6.2 9.1 21

* 출처 :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1) 대학 : 경상대, 삼육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연구원 자료(2015)

2) 식물원·수목원 : 한택식물원, 에버랜드, 제이드가든 3개소 자료(2015)
3) 재단/사설단체 : 경기농림재단(신구대 등), 시민정원사협동조합, (사)푸르네 정원문화센터 3개소 자료

(2015)
4) 정원도구 : 잔디제초기 56, 관수장치 80, 전정장비 및 도구 23억 원(Euromonitor International, 

2014)
5) 정부/지자체 : 마스터가드너는 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경기/제주/부산/양주/안산/대구/청주/김

해/고양/상주 /광주) 11개소 330명, 시민정원사 – 서울시/순천시/시흥시 785명 , 시민정원사 – 지
자체(서울/순천/시흥)3개소 785명 등

<국내 정원 교육 인력양성 산업규모(2014)>

최근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는 정원이 단순히 녹색 인프라로 해석되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하나의 정원문화로서 자리 잡으려는 것이

다. 그것의 시초가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이며, 가드닝 활

동을 통해 도시의 사회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용4)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공동체정원은 도시 내에 조성 시 미관상



의 이유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고조와 지

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시 활성화 중이다. 독일은 클라

인가르텐은 채소, 과일 등을 생산하는 생산기능, 휴식, 레크레이션을 위

한 정원기능, 토지이용 측면의 녹지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생물

에게는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등 복합기능의 녹색관광자원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활동을 통해 도시의 

사회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공동체정원 

활동에 약 8,500만 가구 참여, 가구당 연 450불 지출한다. 캐나다는 밴쿠

버에 2010년까지 시내에 2,010개의 도시텃밭을 만드는 계획을 가졌었

으며, 시작 당시 이미 950개의 텃밭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의 아그리스 

세이조(Agris Seijo)는 옥상텃밭을 이용한 커뮤니티 가든으로 이미 많은 

지역에 조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5000㎡로 1구획 당 6㎡로 모두 300개

의 구획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

2. 국외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현황

해외 정원문화의 핵심에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가든쇼와 플라워쇼이

다. 영국은 전국 정원연합(National Garden Scheme)에는 3,800개 등록 

하여 정원관광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매년 10개의 가든쇼와 플라

워쇼가 지역별로 다른 주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중 가장 잘 알려

진 행사가 첼시 플라워쇼이며, 매년 1.3억불 수익 창출하고 있다. 일본

은 ‘90년 오사카 정원박람회 후 가드닝붐으로 현재 3,700만명이 정원활

동을 즐기고 있다.

수목원·식물원등 국가기관의 산림문화, 환경 교육 시스템과 교육 제도

를 활용한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이 정원문화 콘텐츠로 확대되어 진행되

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 미국의 아놀드수목원은 식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해 조경설계 교육 및 3년제의 원예학교를 운영

하고 있고, 뉴욕식물원은 700개 이상의 평생교육과정과 아동프로그램,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세분화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일본은 산림

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 인스트럭터 제도를 도입하여 숲 해설 

안내 및 산림치유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 중이다.

4) 삶 시리즈: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크리스천라이프, 2011



유럽을 비롯한 미국 등 해외 선진 국가들은 정원관련 콘텐츠를 대중매

체, 서적 등에 이용 중인데, 영국은 자연식 정원, 디자인 정원 등 여가와 

교양을 위한 공간디자인이 주목을 받아 이에 따른 정원가꾸기가 인기이

며, BBC의 Gardeners' World는 제작진이 가드닝 전문가와 함께 정원을 

찾아가 정원을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마사 스튜어트’는 미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원가꾸기를 주 내

용으로 구성한 TV프로그램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역

시, ‘하우스텐보스 정원가꾸기 월드컵’은 세계 각국의 유명 정원디자이너

가 모여 평화와 재생을 테마로 경쟁하는 공모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원은 식물을 가꾸는 취미와 산업을 넘어 도시계획과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선진국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낙후되고 

소외된 도시를 정원박람회를 통해 기능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변화시키

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정원박람회 이다. 장기적

인 정원문화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폐기

된 땅을 재생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관광 명소로 경

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정원박람회는 개최순서와 위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도시

계획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분데스가르텐샤우(Bundesgartenschau, BUGA) 연방정부 주관, 2년에 한 

번씩 홀수해에 개최하고, 란데스가르텐샤우(Landesgartenschau, LAGA)

주정부 주관, 2년에 한번씩 짝수해에 개최된다. 인터나치온날레 가르텐

바우(Internatonale Gartenbau, IGA) 연방정부 주최, 10년에 한번씩 개

최하는 국제 행사이다.

독일 주 정원박람회(LAGA)는 중공업 단지의 성장과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1984년부터 27년 동안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정원박람회 개최한 

것으로 오염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시 전체가 녹지 문화 장

소로 변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증진. 관광객 증가로 경제적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그린 U



프로젝트의 경우, 5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개최된 5차례의 내셔널 가든

쇼(Reichsgartenschau, 1939, 1950, 1961, 1977, 1993년)를 통해 각 공원들

이 조성,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U자 모양의 녹지지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공업도시 슈투트가르트의 오래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

한 사례로 알려져있다. 가든쇼를 진행하며 크고 작은 공원들을 조성 연

결하였고, 도시에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바람길과 녹색 허파를 만드는 

친환경적인 방법의 ‘그린 U’ 프로젝트가 진행하였다.

<그림 2> 사진의어두운초록색부분은그린U지역중 1993년가든쇼가개최된장소(왼쪽)

출처: Stadtklima Stuttgart

프랑스 쇼몽박람회의 경우, 탈 지방화로 지방의 중·소도시가 성장의 한

계에 직면하여, 지방 소도시 쇼몽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하였는데 1992

년부터 진행하여 세계의 주목받는 정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한 사례이

다. 1992년 45,000명의 방문객에서 2011년 357,952명으로 지속적으로 방

문객수 증가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1990년에 개최된 일본 오사카 정원박람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녹색 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인 문화생산 

장소로서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캐나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International Garden

Tourism Network)는 정원을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접근하고 연구, 정기

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녹색관광의 국제단체 활동 활성화, 정원을 활용

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에 대한 인식 제고, 정원관광의 품질을 개선하

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원 문화는 관광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북미지역 여행해 볼만한 정원 10선

세계 정원산업 주요 시장 중 유럽은 77조, 아프리카 74조로 확인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 5.5%의 73조원 시장 

전망하고 있다. 정원산업 신흥 아태지역에서는 식물소재 및 원예자재 

중심으로(68.9%), 유럽과 미국지역은 정원 시설, 용품, 서비스 중심

(47.5%)로 성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 시장 중 중국의 정원시장 규모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며 한국정원 시장규모는 아시아 정원시장의 5.2%에 해당한다.



<그림 4> 세계 정원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정원관련 법적, 제도적 현황

선진국별로 법령에 “정원”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정원관련 정책을 진

행하고 있다. 미국은 정원 산업관련법으로 Community Gardening and

Nutrition Act(2014)가 존재하며, 주별로 유사 법령에 정원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주택법, 지역개발법, 도시계획법 등에 Garden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정원 및 수목원에 대한 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박물관 법에서 자연사박물관, 고고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정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15.07.21). 반영된 내용으로는 정원 인프라 구

축,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 자원화,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시장 

활성화, 한국정원의 세계화, 연구개발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정원법령 

개정 등이다. 또한, 정원 활성화와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제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정원 기반조성, 문화확산, 산업화 활동 등에 

관한 최상위 추진 전략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17년 9월)를 통해 체감형 정원정책의 실천하고 있다.

최근 정원인프라 증가에 따른 국가주도 정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지원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원정책 수립 및 개발을 전략 역시 시

급한 실정이다. 소모적인 단발적인 행사로서 산업화되기 보다는 지속가

능한 문화로서 정원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정착하는 것이 정원문화의 효

용가치와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해외사례에서 확

인되고 있다.



<그림 5> 산림청 정원정책 10대 과제



4. 시사점의 도출

선진국을 비롯한 국내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은 긍정적인 증가 추세로 

예측되며, 그 동안 인프라와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절차도 법개정과 더불어 마련되었다.

현재까지 국내 정원문화는 정원공모전 형태로 매년 증가하여 7개정도의 

플라워쇼나 가든박람회가 지자체 별로 진행 중이며, 그것의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과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문화 콘텐츠로 정원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에 상관없이 정원과 정원활동을 통한 건

강 및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 공익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서비스 활동

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원 정책은 국립수목원, 국가정원 등을 중심으로 지방과 

민간 정원, 식물원, 수목원과 차별화된 정책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직 간접적인 지원 위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정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문

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과 콘텐츠만이 정원문화의 정착과 지속성을 도출해 낼 수 있으

며, 산업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영국의 정원문화 콘텐츠 및 활용 현황 

1. 영국의 정원문화 콘텐츠

유럽의 정원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식물원, 수목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경제발전을 선도5)하고 있는데 국가 정원관광과 

정원시상제도 등을 활발히 추진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전국정원연합(National Garden Scheme)에 등록된 3,800여개의 

정원에 대한 소개와 관람안내를 책자로 발간하여 정원관광 기반 마련하

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개인의 주택정원을 개방하는 단

체로 각각의 개인정원이 문을 열어 50만명 이상이 민간정원을 방문하는 

취미이자 문화행사이다. NGS의 정원개방은 정원마니아와 정원사들의 

소통공간으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영국의 정원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영국관광청은 정원이 잘 조성된 마을 또는 

개인주택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정원행사(Britain in Bloom) 추진하여 정

원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유명한 첼시플라워쇼는 영국 내 원예 및 정원 산업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정원 관련 용품 및 정원관광과 서비스 146억불 소

비(정원관광 19억불 수입 발생), 81,946명 RHS 신규 가입, 영국 내 원예

와 조경분야에 300,000명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림 6> NGS와 홈페이지 <그림 7> 영국 정원산업의 경제적 효과

5) 확산을 위한 국가정원 진흥방안 연구, 산림청, 2014



지금까지의 정원은 인프라구축과 단발성 공모행사, 더 나아가서는 도시

재생과 도시계획과 관련 되어 왔다. 정원이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그

것이 기존의 유사 인프라와 소재 산업과 연계되는 가운데 정원을 통한 

사회, 문화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정원관광과 정원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수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정원은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인프라로 정착하고 있는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

는 분야가 관광분야이다.

영국 내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 상위 순위에는 대부분 정원이 포함

(관광명소 20위 안에 큐가든 3위, 위슬리가든 11위, 이든 프로젝트 15

위). 영국 국민의 정원방문 비율의 증가는 다른 관광지보다 높은 추세

이며, 해외 관광객의 비율도 25%증가하는 추세(Vistor Attraction

Trends in England 2014-2016).

<그림 8> 영국 관광지 순위(2016)



제 4절 Eden project 정원 문화개발 및 활성화

1. 조성배경

영국남서부 잉글랜드 지역인 콘월(Cornwall)에 위치하고 있으며, GDP

가 영국 평균의 62%에 불과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빈곤관련 자금지원

을 받아야 하는 영국의 4개 지역 중의 하나이며,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콘월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는 로마시대 이후 이 지역의 주산업이었던 광

물자원의 채굴과 수산업의 쇠퇴가 주된 원인6)이다. 고령토 채굴산업이 

사향기에 접어들면서 채굴광산은 문을 닫게 되고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광산 복원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노천채굴 이후의 지형복원, 용

출되는 지하수에 의한 오염 등 심각한 문제 직면하면서 환경복원이 시

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광업을 기반으로 하던 인근 지역들은 광업의 쇠퇴와 인구 노령화

의 영향을 받으면서 빈곤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지역들은 영국의 

중심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이에 민관 협동 사업 및 민간차원의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시

작했고, 그 시작은 헬리간 정원(The lost garden of Heligan)복원 사업

이다. 헬리간 정원은 빅토리아 여왕시기에 이 지역의 명문가인 트레마

인 가문의 귀족들이 조성한 가족정원으로 지역의 온화한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열대와 지중해성 식물을 심어 만든 야외정원으로,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정원은 1992년 민간 자원 봉사자들을 중심

으로 열대 및 지중해성 식물 중심의 정원으로 복원되었고 지금은 연간 

24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6) 자연자원의 큰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고령토였는데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고령토는 중국점토(China 

clay)라고 불리었음. 세인트오스텔(St. Austell)을 중심으로 고령토 채굴이 이루어졌으며 18세기 이후 지

역산업의 핵심이 되었다. 1746년 이래 140억 파운드의 고령토 채굴이 이루어 졌으며 이것은 도자기 원료

와 제지산업의 코팅용 충진재로 사용되었음. 



<그림 9> 이든 프로젝트 전경

헬리간 정원 복원사업7)은 사업자체의 성공도 의미가 있지만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했다는 점과 19세기 말의 

농업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지역농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시켰다는 새로

운 비전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연, 2012).

남서부의 온난한 기후환경은 해양스포츠와 레저중심의 관광객을 유치하

고 특정한 계절에만 집중되었으며, 지역주민보다 관광업 종사자들만 참

여하였기 때문에 지역 고용창출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헬리건 정원 복원사업을 이끈 팀 스미트(Tim Smidt)는 규모가 크고 보

다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환경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인트오스

텔(St. Austell)주변의 고령토 폐관에 주목하였고, 가장 큰 규모의 폐광

(22ha)이 바로 보델바(Bodelva)의 이던프로젝트(Eden Project) 부지이

다.(15ha). 개장 이래 유입된 전체 자본비용은 약 132.4백파운드로 공공

부분, 밀레니엄 위원회, 상업대출과 기부들로 형성되었고 현재 운영은 

Eden Trust Group이 맡고 있다. 매장과 레스토랑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어서 수입창출에 중요한 수입이 되고 있다.

7) 정원의 경우, 방문자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원산지를 인근지역이나 정원내의 밭으로 제한하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야외 정원인 관계로 이 역시도 관광객 집중시기가 제한

적이어서 지역발전의 효과는 제한적임(The Lost Garden of Heligan, 2006).



<그림 10> The Lost Gardens of Heligan

⇨

<그림 11> Heligan garden의 발견과 복원

* 사진출처 : https://www.heligan.com

2. 조성과정

이든 프로젝트는 식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설물은 3단계에 걸쳐 개방되었는데 1단계는 기초

공사에서 주 전시온실인 바이옴(Biome)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까지

이며, 이때 전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방문자센터를 만들어 구조물의 

건설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 45만 명의 방문자가 공

사현장을 방문하였고(Eden project, 2006). 2단계는 열대바이옴

(Rainforest Biome, 1,55ha)과 지중해바이옴(Mediterranean Biome,

0.65ha)의 전시시설이 공개되었다. 열대바이옴은 높이 55m, 길이 240m

의 규모이고, 지중해바이옴은 높이 35m, 길이 135m규모를 갖추고 있다. 



3. 시설의 특징

인공토양에 지역의 지하수와 빗물을 식물의 생장 조건에 맞게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다. 두 개의 바이옴은 광산폐기물과 유기불의 혼합발효를 

통하여 85,000ton의 인공토양으로 만들어졌고, 모두 5종류의 토양이 채

워진 상태이며, 각 식물의 토성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

식물 생육에 필요한 물 공급은 지하수와 빗물을 이용하며, 2개의 바이

옴과 코어는 빗물의 집수를 위해 외형 디자인을 고려했다. 식물의 특성

상 식물의 잎 표면에 광물집적을 막기 위하여 빗물과 지하수를 정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두 개의 바이옴은 자외선 통과가 가능한 경질필름

(Ethylene Tetrafluoroethylene, ETFE)이 외피로 사용되었고, 25년의 내

구연한이 보증되며 현재 20년 정도를 사용된 상태이다. 먼지 등의 오염

은 자정 정화되는 재질로 유리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유리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 시설관리팀에서 조류로 

인한 오염, 이끼 등 오염이 있을 경우,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열대우림은 실제 열대우림의 자연환경, 생태체계, 식생 및 지역문화를 

현장에 가지 않아도 기후대를 충분히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전시

원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 하나의 중요성과 정보를 설

명하는 식물원과는 달리 해당 식생대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인간생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의 문제, 열대림 파괴와 과도한 생산과 이윤분배

를 설명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이든 카페, 이든키친 등 7개의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든 

프로젝트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은 지역 생산품이나 자원 재활용

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각종 

식음료들은 지역의 농산물(local food)과 이든 증식원에서 생산된 재료

들이다. 특히, 이든 키친에서는 콘월지역에서 생산하는 소고기, 유제품,

계란 등으로 전체 식재료 구입 예산의 89%를 지역식품을 구입하고 있

는데 공정무역상품과 천연재료를 재료로 한 상품을 이용하고 판매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고 지원하고 있다.(Eden project, 2017)



<그림 12> 열대우림 바이옴 전경 <그림 13> 지중해 바이옴 전경

이든 프로젝트는 교육 채러티(Education charity)에 속해있으며, 교육의 

핵심은 The core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 교육 프로그램과 Learning of

Eden Project의 학교 연계 학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환경교육 전용시설인 더 코어(3,000㎡, 2006년 개관)는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교육센터에는 Invisible이라는 특별

전시회8)가 진행 중이며, 보이지 않는 식물과 식물주변의 미세한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멀티미디어와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

달하고 있다.

4. 설립목표

이든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살아있는 세계를 연결하

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8) Invisible 이전에는 The plant Engine이라는 주제를 통해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하여 생산되

는 산소가 인간과 다른 유기물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제를 선보였으며,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와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주변 전시공간에 배치된 인형과 전시물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러한 시설물은 공기정화 기능을 통해 연간 3조 5천억 파운드 상당의 이익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전시

가 진행되었다.



5. Eden project 조직과 업무

가. 조직구성

CEO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생명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연구조

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크게 Eden project Ltd.과 Eden Project

International Ltd.업무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총 8개부서로  

CEO(Gordon Seabright) 아래 8명의 Director가 부서를 책임지고 운영

하는데 이중 보드 디렉터는 3명이다.

Outreach & Development는 이든커뮤니티(Eden Comminity)의 운영, 이

든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School과 preschool을 위한 Education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해외에 교육프로그램을 런칭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Life Sciences는 연구, 전시를 전담하는 부서로 살아있는 세계 즉, 식물 및 

자연과 관계된 업무를 진행한다. 생명과학이라는 아젠다는 이든 프로젝트

를 교육벤처로 성장하게 하고 학위레벨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nterpretation부서는 이든 프로젝트의 설립의도를 더 많은 대중에게 전

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시도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예술,

방송, 출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흥미로울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Strategic Marketing부서는 생방송 프로그램 및 대중매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며 현지 방문객 뿐 아니라 디지털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이든 프

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한다.

Operation 부서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며, 방문객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으며, Eden Stay와 앞으로 조성될 호텔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Finance 팀은 ICT를 포함한 보안팀으로 위험관리, 정보보호 및 관리 등

의 업무를 하고 있다. Human Resources부서는 자원봉사자, 직원훈련과 

개발업무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직원들이 업무를 즐길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수행한다.

Philanthropy는 새로 조직된 부서로 자금 확보를 주 업무로 하며, 이든 

프로젝트의 새로운 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투자 계획을 진행한다.



이든 프로젝트는 식물원의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만, 콘월 내셔널트러스

트와 The lost garden of Helligan, 바다 등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자

원이 연계된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생명 과학부를 새롭게 론칭하면서 식물보존 연구를 통한 연구기관

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찾고 있다.

나. Eden project의 구성

이든 프로젝트는 BGCI(Botanic Garden Congress International)의 멤버

로서 지역의 자생식물 보존과 해외식물자원 수집 및 보전을 위한 다양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고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에 대한 정보보다는 식물을 소

재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강조하고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교육 및 해

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과 공유하고 서비스하는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식물원과는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과 부합되는 중

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든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실내 바이옴과 실

외 전시원으로 나뉜다.

(1) Rainforest Biome

초기 열대우림 바이옴(Rainforst Biome)은 Rain forest로 출발하였으나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이슈에 적합한 Biome의 이름으로 한차례 바뀐

바 있다. 전시원은 식물을 보여주는 공간의 역할보다는 열대지역에 살

고 있는 인간, 열대자연 환경과 열대식물과의 관계, 열대환경과 인간과

의 상호 연계성 등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열대우림과 유사한 환경으로 열대 섬, 동남아시아, 서 아프리카 및 열대 

남아메리카에서 열대 우림 환경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열대 특우의 큰키 

나무들과 과실수, 유용자원으로 만들어진 경관은 실제 열대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아프리카, 열대해양지역, 열대 남아시아 지역에

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는 식물과 타 지역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식물을 소개하며, 열대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재현을 위해 특징

적인 건축(카메론 전통주택, 말레이시아의 전통주택, 남아메리카 열대지



역의 주택)을 경관요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가옥은 텃밭과 함께 조

성되어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림 14> 열대우림 내부 전경 <그림 15> 열대수련과 정글

<그림 16> 야생고무나무와 활용법 <그림 17> 말레이시아 하우스

<그림 18> 트리탑 캐노피 <그림 19> 바나나와 콘베이어 벨트

지역 특유의 식물의 재배, 전통적 활용과 현대적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의 전시원을 둘러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존

에 중점을 두는 전시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열대자원의 경우, 열대우림의 파괴, 다양성의 훼손과 같은 내용을 눈으

로 확인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람객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대 상업자원으로 활용되는, 유용식물이라 불리는 고무

나무, 커피, 팜야자나무, 바나나, 사탕수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

타이어의 주요 원료인 고무나무의 경우, 재료로서의 고무나무의 채취 

방법이나 이용에 대한 전시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해설과 체험

이 추가되어 각광받고 있다.

(2) Mediterranean Biome

조성초기에는 Temperate Biome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열대보다는 규

모는 작지만 지중해, 남아프리카, 캘리포니아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

무와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원의 주요 주제는 향과 색에 주목한 식물선정으로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것이며, 약이나 의학을 테마로 한 약초나 민간요법을 소개하

고 있다.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작물과 품종,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지중

해 및 아열대 식물 콜렉션과 시즌별 상설전시가 이루어진다.

<그림 20> 지중해관 내 특별전시 <그림 21> 지중해 호주콜렉션

<그림 22> 지중해관 겨울 전시



식물전시는 가지, 고추, 올리브 등 주변에서 쉽게 보는 식물을 세계 각 

나라의 품종을 중심으로 비교, 관찰하고, 그것의 쓰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그룹투어의 자연과학, 예술 등의 교육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광장에서는 나래이터 팀의 스토리텔링 무대가 2회/일 운영되고 있

고, 계절별 방학 중인 아이들과 유아동반 가족단위 고객이 중심이다.

(3) Outdoor garden

이든 프로젝트의 전시원은 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수집원 개념의 공

간이 아니다. 모든 공간은 가변성 있는 주제와 공간으로 5년에 한 번씩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2018～2022년까지 5개년 전시원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 각 담당자들과 계획내용과 준공시점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5년간의 사업9)을 확정한다. 전시원내 계획된 전시이벤트는 원예전문가,

연구팀, 홍보 및 해설팀이 만나서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 

논의를 통해 업무내용에 대한 자문, 협업, 시기조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확정한다.

<그림 23> Avenue of Sense <그림 24> 채소정원

<그림 25> 다알리아 콜렉션 <그림 26> 식충식물원

9) 국립수목원장과 Eden project 학술부장이 만나 진행사항 점검(′18. 10. 25.)정원은 올해 착수하여 

기본계획 수립, 식물종 선정 및 도입계획 및 부지정지 완료



<그림 27> 폴리네이터 가든 <그림 28> Wild Cornwall

전시원의 계절별 이벤트(마라톤,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는 홍보팀과 원

예팀이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며, 해설 및 안내 팀과 협의하여 운영한

다. 식물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일반인, 수요

계층별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전시원 조성계획은 한 번 

만든 전시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조성되고 이동하고 사라지는 형태를 지닌다.

식물을 보존한다는 개념보다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물과 인스

턴트 형태로 출시되는 제품의 원래 식물을 보여주는 실용적인 전시교육 

공간으로 이해하고 예술작품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이야기로 풀어내거나 다양한 해설판을 

통해 쉽고 간결하게 전시원 조성의도를 전하고 있다.

<그림 29> 한국정원 토크쇼 <그림 30> 한국정원기본계획논의

<그림 31> 한국정원 부지



동시에 전시원은 예술과 문화가 내재된 공간으로 디테일이 있고 설치된 

모든 작품에는 의미와 이야기가 있어서 아름다운 장소로 이해되도록 아

티스트와의 작업을 중요시 한다. 이것은 식물, 그림, 음악, 조각 작품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원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32> 전시원과 조형물 <그림 33> 지중해 전시원 조형물

<그림 34> 이브 조형물 <그림 35> 기후와 오염 해설시설물

보이지 않는 세상(Invisible World)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 또는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미생물 

등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우리 몸 안팎의 박테리아에 대한 과학

적 이해와 현상을 주제로 The core 교육관 일층에 전시중이다. 과학자

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와 함께 진화 한 이러한 유기체가 체중에

서 기분, 자폐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발견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미디어, 예술작품과 연계하여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과학자들과 예술가 들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DNA 기반의 사운드 조각

에서 박테리아의 패턴을 탐구하는 조각 및 직물, 박테리아를 묘사하는 

일련의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예술품, 설치물 및 상호 작용하는 조각의 



놀라운 컬렉션을 만들었다. 특별 전시회는 임신과 대변에서부터 현미경

으로 장과 항생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예술작품과 과학적 지식을 

포함하여 보여주고 있고, 전시회를 보고나며, 자신의 몸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년 내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한 해 전에 기획되며, 흥미

로운 스토리텔링과 퍼포먼스가 연출된다.

<그림 36> 시아노 박테리아 조형물 <그림 37> Invisible world특별전시회

<그림 38> Expedition Space <그림 39> Halloweeden

<그림 40> Father's Christmas <그림 41> Ice Skate



다. Eden Project International

이든 인터내셔널은 이든 프로젝트 트러스트의 한 파트로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이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든 프로젝트는 

뜻을 같이 하는 전 세계의 조직, 회사, 커뮤니티 및 연구소와 이든과 같

은 방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총 35명의 직업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1년 중국을 시작으로 현

재 18개 나라와 해외사업을, 영국 내에는 3개 후보 지역에 2개의 사업

이 우선 진행 중이다. 중국, 뉴질랜드와 호주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

는 프로젝트이다. 지금까지 쌓인 시설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의 기술

을 이전하고 있으며, 중국, 폴란드, 미국은 기본계획 및 조성단계까지 

진전된 상태이며 나머지 15개 국가와 기술이전, 자문 등으로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 건설 자체보다 전시대상을 선정하고 유연성 있는 구성, 스토리텔

링과 교육이 중심이 되며, 이든 인터내셔널 자체에 건축, 시설, 조경, 연

구 및 시나리오 작가가 팀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두바이 엑스

포에 전시공간을 준비하고 있다.

(1) 중국

중국에는 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Quingdao, Yan'an,

Beijing 지역이다. 중국 칭다오의 이든 프로젝트는 물과 지구에서의 삶

의 중요성을 테마로 하고 있다. 시설자체는 중국에 건설되지만, 해외의 

다른 이든 프로젝트와 상호 관계를 갖고 다른 이든 센터들과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 2017년에 공사에 들어간 칭다오는 중국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룬 상태이다.

Yan'an은 두 번째 중국 프로젝트로 만리장성으로 유명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이든 프로젝트는 땅과 흙, 지구의 생명

에 대한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태적 

복원의 쇼케이스가 될 것이다. 도시 외곽부의 훼손된 지역을 꽃이 피고 

농사를 짓고 교육이 있는 공간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Beijing의 SHeng Lu Vineyard에 건설될 예정이다. 자연환

경에서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놀이장소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운

영되며, 원예와 조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림 42> Quingdao 이든 프로젝트 구상도

<그림 43> Yanan 이든 프로젝트 기본계획도

(2) 호주

Macquarie point Development Corporation의 요청으로 hobart지역 항

구 주변 15헥타르 면적에 대해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지를 조사하

는 일을 같이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Hobart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오염되고 버려진 땅을 변화시키는 일 자체가 이든의 기조와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확신을 갖고 진행 중이다.

(3) 뉴질랜드

크리스트처치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개발 계획과 지진으로 피해를 본 

Red Zone 지역을 매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트러스트와 함께 일

하고 있다. 이곳의 이든은 자연과 문화를 탐사하고 River Avon의 해안을 



따라 생태복원 컨셉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은 초기 단계이다. 이것은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생태관광을 위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4) 영국

Northern Ireland와 Eden Project North라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

고 있다. 북부 아일랜드는 Derry 지역 파트너들과 일하고 있으며,

Foyle 강둑을 따라 역사 경관지역을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광사이트로 

바꾸는 계획이다. 역사 경관과 월가든을, 배우고, 격려하고, 탐험하고 놀

이하는 해설이 있는 장소로 만들고 일반인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중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그들의 공간과 역사에 연결시키고 관광

객을 유도하여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Eden Project North는 실내체험과 실외체험을 이어주고 국제적으로 중

요한 Morecambe Bay의 자연환경을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것이 주된 목

적이다. 여기에는 콘월의 이든 프로젝트 열대와 지중해관을 설계한 

Grimshaw가 함께 한다. 이 일은 Lancashire Enterprise Partnership,

Lancashire County Council, Lancaster University, Lancaster City

Council이 참여하고 있다.

(5) 미국

캘리포니아 자이언트 삼나무 군락지역에 자연학교를 만들기 위해 550헥

타의 민간소유 세콰이어 숲(살아있는 나무 중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3

그루를 포함하여)인 Lost Grove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곳은 

과학과 문화가 함께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가르치는 

영감을 주는 곳으로 계획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 숲을 보

호하고 관리하는 것의 시급성을 알도록 교육하는 나무학교와 연구소, 예술과 

문화, 소통의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주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글

로벌 주얼 프로그램은 이든 해외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6.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가. 정원문화 프로그램

이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문화콘텐츠에는 교육 및 해설기

능, 지역사회 및 전국단위 공동체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이든 프로젝트

의 인프라는 늘 변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식물원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식물자원의 보전, 생태계 복원 등의 맥락에서

는 영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식물원과 견줄만한 눈에 띄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정원문화 콘텐츠의 개발은 생명과학부의 활동만이 아니라 지역의 대학

과 연계한 식물연구 및 지역 생태계 보존 활동, 기존 전시원을 활용한 

장기 모니터링 공동연구, 자체적인 학위과정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 환

경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

고 있다.

(1) Biome 내 식물별 스토리텔링 사례

팜 야자나무는 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이며,

주로 플랜테이션 재배를 통해 대량 재배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

지로 각광을 받는 팜유생산을 위해 플렌테이션 재배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열대식생이 파괴되고 단일 종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결국 열대우

림의 종 다양성이 훼손되는 딜레마10)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팜유가 포함된 일체의 식료품 구매

를 중단하고 교육과 해설을 통해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커피는 원산지와 구매지 간의 직접거래가 아닌 런던과 뉴욕의 선물시장 

거래방식으로 대부분의 생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하

는 대부분의 커피 값은 생산자가 아닌 선진국에 있는 중간거래자가 이

익을 취하게 된다. 새로운 커피생산국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생산

비 절감을 위해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고 이로 인해 열대 우림

10) 지역과 아마존 지역에서의 열대 우림 파괴가 문제시 되었으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와 겉은 아시아 국가의 식생파괴와 플랜테이션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의 파괴가 가속화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커피 재배방식은 주

변의 식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지만, 플랜테이션은 주변 

식생을 제거하고 단일종만을 재배하게 되는 환경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든 프로젝트는 관람객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에게 보다 많은 비

용을 지불하는 공정거래 커피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다. 영국에서도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작물의 플랜테이션 재배와 세계

적 차원의 과일 유통을 설명해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야

기를 시작한다.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원산의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과일이며 

전 세계에 공급되는 바나나의 상당 부분은 중앙아메리카의 대규모 플랜

테이션에서 재배된 뒤 다국적 자본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원시 열대림이 훼손되고 세계적인 

자유무역 결과로 환경파괴가 가속되고 이런 과정에서 농민은 피해를 당

하고 환경은 파괴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플랜테이션의 특성을 공장 생산시설과 비교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방

식의 전시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이러한 설명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더불어 신자유주의 무역과 농산물에 대한 보조

금 지급 중단이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사탕수수는 노동집약적으로 이뤄지는 재배 특성 때문에 막대한 노동력

을 확보하기 위한 노예노동의 도입과 이로 인한 인구의 강제 이동까지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탕수수의 자원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바이오연료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석유자원 고

갈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연료용 작물의 재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식량작물의 생

산면적을 출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현장에

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있다.



이렇든 흔히 볼 수 있는 유용식물의 과학적 정보 중심의 식물해설이 아

니라 식물과 사람간의 관계, 그것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스토리로 풀어냄으로

써, 전시원의 기능이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닌 교육과 체

험의 공간으로 전시팀, 환경해설팀과 교육팀의 협업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생태, 인문, 사회, 과학 관련 전문가 강의와 워크샵을 개최

하여 열대지역의 작물재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

해를 돕고 있다.

열대작물을 이용한 전시에서는 해당 작물에 대한 설명과 재배지역 및 

환경과 같은 자연지리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환경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 해설에 활용

되고 있다. 식물을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관람객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도출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방문객 행동양식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2) 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선기관(Education Charity)으로 다양한 계층과 내용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영국의 STEM 교육체계를 고려하여 학교 선생

님 그룹과 관련 단체와 매년 워크샵과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자연과 환

경, 기후변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교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의 커리큐럼과 자체 수행된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학생은 물론 교사 

및 해설가를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많은 호응을 받기

도 한다. 조직 내 해설팀과 교육팀은 엄밀히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 프

로그램은 학교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식물, 생태계, 보

전과 복원에 관련된 과학적인 이론 교육과 열대 및 지중해 바이옴에서 

배운 것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체험교육이 병행되어 영국 전역의 학교에

서 인기 있는 수업이다. 교육에 활용되는 자료는 모두 무료로 웹상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엑시터 대학 등 연구 교류가 진행 중인 학계의 새로

운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그림 44> 사전협의 <그림 45> Going to Extrem

<그림 46> Business in Eden <그림 47> Forest Ranger

초등학생을 위한 「Primary School 2018-2019"」프로그램은 영국 학교 

커리큐럼에 맞추어 EYFS and Key Stage 1(year1～2)/ Key Stage

2(Year 3～6)로 운영된다. 중학생을 위한 「Secondary School」프로그램

은 Key Stage 3～5까지 운영하면서 과학 등 7과목(과학, 지리학과 지속

가능성, 수학, 예술, 여가&여행, 지역방문, 체육활동과 모험)으로 구성되

고 Workshop과 Lab practical등으로 운영한다.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67개 세션이 다른 주제와 다른 해설 내용을 가지

고 전문팀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해설을 위한 안내

판은 주제한줄 - 부연설명 - 그림으로 구성하여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제작한다.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함과 

동시에 시선을 이끄는 방식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교육팀에서는 방문객들이 스토리텔링 후에 생물다양성에 대해, 전달하

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가, 얼마나 만족하고 

그것이 내부의 기념품 판매전에서의 (팝업가든 7개, 기프트샵 2개)구매

와 이어지는가를 측정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아이들의 방학시즌에 기획된 Summer kids school program은 아이들 

뿐 아니라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있는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이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생존법을 가족이 함께 체험해 봄

으로써,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재료들을 설명한다. 콘월지역은 7월 중

순부터 9월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영국 최고의 휴양지이기 때

문에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 방문객의 참여도 상당수 차지한다.

<그림 48> STEM 교육교재 박람회 <그림 49> STEM 교육 컨퍼런스

교육진행자는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숙지하고 있으며, 같은 날 모

든 교사가 같은 수업을 하기도 한다. 2018년 STEM 교육 분야의 우수기

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나. 사회적 공헌 활동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DeepRootsFreshShoot」이다.

지역사회의 맞벌이하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할머니, 할아버

지와 그들이 돌보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것은 참여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연구로 구분된다.

할머니, 할아버지(Grandparent)와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소통능력이 더 

좋으나, 신체적 관리가 안 되는 단점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 도출(Eden

project, 2018)한 바 있다.



<그림 50> DRFS 교육 프로그램 <그림 51> DRFS 음악 프로그램

<그림 52> Eden Nursery(예정) <그림 53> Wild Camp



7. 식물원으로서의 연구 활동

이든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엑시터 대학과 플리머스 대학, 서부잉글랜드 

대학(브리스톨)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각 대학의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

든 프로젝트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주로 열대우림 

바이옴은 열대우림에 대한 연구와, 토양, 복원생태학, 열대작물에 대한 

다양성 프로젝트형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의  토양 복원

에 대한 시험 사이트로서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정원관리 정보를 제공하

고 과학자들과 원예 전문가들의 정보교류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Eden project Learning에서 자체적으로 학부수준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과 학위과정 연계를 통한 수준 높은 세미나와 실습

여건을 갖추고 있고, 연구결과와 정보에 근거한 정원관리와 교육프로그

램 개발에 반영한다. 이런 정보교류의 과정을 통해 과학자와 정원관리자,

교육개발자와 관람객의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학부과정은 Eden Project만의 학습 환경에서 Cornwall College의 전문 

강사가 가르치고 있으며 Plymouth University에서 학위를 수여한다.

MSc Land and Ecological Restoration 과정은 훼손된 부지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

정이다. 복원 우선 순위 파악, 이해 관계자 참여, 복원 프로그램 계획,

구현 및 모니터링, 활동 성공 평가 및 사후관리 방법을 배운다. 영국 및 

해외에서의 복원 활동을 이끌고 기여하는데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 및 

취업 역량과 함께 실용적인 기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든 프로젝트의 중국 내 새 사이트 인 이든 청도 (Eden

Qingdao)와 같은 이든 프로젝트의 국제 개발 사이트 중 하나를 방문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매립지 및 환경적으로 손상된 토

지의 현장 조사, 평가 및 복원에 기여하고 새로운 명소를 개발할 때 이

든의 기술을 적용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과정 역시 플리머스 대학에

서 학위가 수여된다.

Anglia Ruskin University의 석사과정은 지속가능성의 확장과 긍정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

추는 과정이다. 온라인 학습, Anglia Ruskin의 Global Sustainability



Institute의 연구원 참여, Eden Project의 워크샵 및 현장실습을 통해 

MSc는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경험하고 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54> Landscape Design(BSc) <그림55> Plant Science(BSc)

<그림56> Anglia Ruskin Univ. MSc <그림57> 자격증과정



8 지역사회에 기반 한 정원문화 활동

첫 10년간의 이든 프로젝트 효과는 지역경제에 1백만 파운드 이상의 부

가가치 효과 유발하였다. 13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47%가 

콘월을 휴양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이든 프로젝트라고 이야기 

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방문객에 맞춰진 것이

지만, 실제로 이든이 하는 전국 단위의 문화 활동은 그보다 광범위하다.

Eden community와 Eden connection은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정원에

서 발전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노하우로 정원문화 확장과 지역

사회의 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것은 영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중의 하나이다. 개

인과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을 유도하고 사회 문화적인 문제해결을 

실천하는 정원문화 프로그램들의 사례와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든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

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콘월지역의 농업, 관광업 등 

지역의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훼손된 자연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

으며, 실제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보여주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가. Eden project의 기술, 운영 경쟁력에 기반 한 정원문화 콘텐츠

(1) Hothouse programme

Hothouse program은 이든 프로젝트의 창의적인 리더쉽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 지역의 회사와 함께 일하는 문화적 변화를 위해 구상된 정

기적인 프로그램이며, 조직들이 영감을 주고 이끌어 주며, 변혁적 변화

를 조율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큐레이터와 퍼실리테이터가 참석하고, 외

부강사와 워크숍 리더들이 참석한다.

가) Hothouse Consultancy와 Custom Programs

사람들이 자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시리즈와 함께 개인



과 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지원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워크샵에서 회사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수요자의 조

직을 위해 맞춤형 코칭과 고객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진행하고 있다.

나) Consultancy and advisory

수요자의 조직원들이 자연과 다른 사람들이 연계되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다면, Hothouse taem은 자문을 해주기도 한다. 프로그램을 위해 선발

된 다학제간(muliti disciplinary) 퍼실리테이터들과 컨설턴트들이 수요

자의 요구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문화적 변화, 코칭과 멘토링, 훈련프로

그램 디자인, 지속가능한 리더쉽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컨퍼런스

를 위한 키노트가 가능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컨퍼런스와 워크샵, 팀빌딩 세션, 회사 업무일정을 조절

해서 기존의 자문 프로그램이 분야가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

할 경우, 이든 프로젝트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

공해 주기도 한다.

다) Custom programmes tailor-made for your organization

교육대상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을 위해 요청기관의 팀, 조직과 함께 일한다. 일일 팀빌딩 워크샵

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워크샵

과 업무일정을 제안한다.

주요 프로그램 주제는 식물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조직문화와 목적(의

도), 팀빌딩과 소통, 리더쉽과 재능개발, 비전과 수평적 스캐닝, 지속가

능한 리더쉽으로 넓은 영역에서의 정원문화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공

감과 소통으로 조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

는 것과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에 함께 

접근하고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을 자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림58> Hothouse 리더쉽프로그램 <그림59> Hothouse 리더쉽프로그램

<그림60> Hothouse 지역리더쉽프로그램 <그림61> HotHouse 여성리더쉽프로그램

□ 사례연구 1 : 유기농 티 회사 Pukka Herbs

HotHouse팀은 2018년에 hothouse는 Pukka Herbs의 유기농티와 재고

목록을 가지고 일해 왔다. 푸카 창립자들과 HR팀의 컨설턴트 단계와 

공동창작의 기간 후에 ‘Chrysalis'가 태어났다. 그 자체 이름으로 변혁적 

변화와 강력한 비유를 가진 Chrysalis는 개인과 조직을 위한 개발 프로

그램이며, 푸카의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작업은 현

재(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 사례연구 2 : Ella's Kitchen

Ella’s kitchen 내 리더쉽 팀과 조직의 목적을 조사하고, 더 나은 음식을 

먹을 기회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건강한 음식을 발견하는 것은 즐겁고 

맛있고 기분은 일이여야 한다는 기업의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기업이 가진 특별함을 찾아내고 

직원들과 옳은 일을 하면서 이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상업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 Eden Connection

이든 커넥션은 내부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리더쉽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Eden learning team과 HR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Hothouse는 창의적인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시원과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 안에서 파워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든 커넥션 프로그램에 Hot House접근방법을 

차용하여 새로운 팀멤버의 적응을 위해 런칭되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든의 중요한 주제인 변형, 연결, 공통성을 강조하

여 참가자와 이든의 윤리, 미션, 목적을 연결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이야

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탐사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든의 팀원들이 흥미로운 개발요소들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탐사하고 달성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각자의 업무영역 뿐 아니라  Eden

Development Fund와 같은 조직 전반의 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일 코스 프로그램이며, 첫날 늦은 저녁에 프로그램이 시작되

고 Snooze 박스에서 머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갖는다.

프로그램의 중요한 의미는, 일상의 역할과 삶으로부터 떠나는 시간을 

만들어 상황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Eden Community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에 산재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및 고령화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일은 이든 커뮤니티(Eden

comminity)가 진행하고 있다. 이든 프로젝트와 연결된 커뮤니티와 결

과적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

으며, 콘월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네트워크에서 영국 전역의 지역공동

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든 커뮤니티가 의미하는 실천적 행동은 소통의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지

역주민들이 누구 옆에 사는가를 아는 것, 인사를 하고 웃고 가끔 이야

기하는 것을 중단하고 손을 흔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명제를 전제한다.

지역주민들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소소한 소통은 커피설탕을 이웃에서 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각자의 정원에서 같이 놀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웃한 공동체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지역주민이다. 지역공동체의 결속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를 돕게 되고, 연결된 공동체는 그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인 골치 아픈 이슈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

해 나서게 된다. 각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pup catch ups」도 주마다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있는가 하면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정원을 운영하

고 채소 기르는 법을 배우면서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해서 가르친다.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상업 공간의 한 부분을 편안한 공유 공간으

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요가나 명상 같은 새

로운 것을 하도록 도와주고 개인적인 개발을 돕는다. 지역공동체의 운

영은 탄력적이다. 어려운 시기에 부딪힐 때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

는 글로벌 이슈에 맞서기 위한 준비하며, 결국 커뮤니티 내에서 연결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배경은 이든 프로젝트의 태생적인 이야기에서 찾

을 수 있는데, 이든 프로젝트가 사람, 사람과 사람, 지역공동체와 관계

에 변형과 희망을 자연 안에서 해답을 찾고 누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빅런치(Big Lunch)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6

월 일요일 하루, 점심을 같이하며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단초

가 되었다. 첫 번째 이벤트 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배나 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에는 「Big Lunch Extras」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이든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Community Camp 이벤트를 함

께 했다. 이야기, 워크샵, 활동, 아이디어, 자원(resources)과 함께 그리고 

많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캠프에 참가한다.

이든 커뮤니티는 이제 영국전역을 거쳐서 공동체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

고 있다. 지역사회를 넘어서 영국 내 빅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



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보여주

고 긍정적인 차별성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2017년에는 9.3백만의 사람

들이 빅런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1000명이상의 사람들이 이든 프로젝

트의 Community Camps에 참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힘들 실어 주는 것, 사람들의 행복과 잘 사는 

것의 증가는 하는 것을 중요한 결과로 여기고 있다. 이벤트, 경험과 네

트워크, 매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격

려하면서 사람들을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62> 이든 커뮤니티의 워크샵 <그림 63> 자원봉사자 교육

가) The Big Lunch

일 년에 한번, 주변 이웃들과 점심을 하는 행사로 이든에서 시작해서 

영국 전국으로 퍼진 커뮤니티 행사이다. 이벤트의 시작은 사람들과 커

뮤니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든 프로젝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

고, 빅런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벤트는 매년 6월의 어느 한 일요일

에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공원에, 정원에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영국의 연중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6월 1일과 2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영국 내 이 날의 빅런치

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자료와 격려를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웃어주라

  2. 당신앞에 누군가 버스, 지하철, 기차를 타게 하라

  3. 꽃, 과일, 야채, 나무를 심어라

  4. 잠시 동안 당신과 말하지 않았던 사람과 통화해라

  5. 손 편지나 엽서를 보내라

  6.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7. 당신이 찾은 재미있는 것을 공유해라 그들이 너를 크게 웃게 할 것이다. 

  8.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라

  9. 고맙다고 말하고 그것을 의도하라

  10. 누군가의 집이나 쇼핑한 것을 들어줘라

  11. 아이봐 주기를 해봐라

  12. 쓰레기통을 치움으로써 공공공간을 단장해라

Big Lunch는 3명 또는 300명이 될 수도 있으나 이웃과 점심을 나누는 

간단한 행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 2017년에 9.3million의 사

람들이 영국 내 90,000개의 이벤트와 함께 열린 빅런치에 참여했다.

이것을 통해 도출된 결과11)는 다음과 같다.

- 94%의 사람들이 빅런치가 그들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

질 것이라 믿는다.

- 88%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느끼게 된다.

- 94%의 커뮤니티 캠프 참가자는 그들의 동네에서 Big Llunch와 다

른 커뮤니티 활동을 실행하는 행동을 취하러 간다.

- 90%는 The Big lunch는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1) 커뮤니티는 사람들의 삶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 강력한데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국의 모든 지역에 일반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일이라 의미

하고 있다. 개개인의 행복이 연결된 커뮤니티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작은 시작, 큰 변화(Small Step and Big Difference)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어린아이 걸음마 또는 한 번

에 한 걸음, 한입크기 사이즈로 세분화하라. 우리는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를 하

고 공부를 하고 습관을 만들거나 깨기도 하는 사람은 한 번에 하루가 걸린다는 

것을 안다. 종종 우리가 전체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활동부족으로 경직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100파운드는 a penny와 무슨 차이를 가질 것인가?

다른 누구도 웃지 않을 때 나의 미소는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잘려 나갈 때 나무 하나는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만약 모든 영국 사람이 주전자 안에 1페니를 넣는다면 우리는 64million페니를 가

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웃는다면 64million의 미소를 가지게 된다. 만약 모든 사

람이 나무 하나를 심는다면 64million개의 나무가 생길 것이다. 

작은 몸짓과 작은 내딛음은 거대한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즐거

움, 작은 기쁨, 작은 친절함, 미소와 웃음을 나누거나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또는 칭찬이 우리 모두를 세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비록 그것

이 작은 변화일지라도 작고, 일반적이지만 아름다운 상호활동 또는 연결이라면, 우

리는 모두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64million사람 모두가 작은 일

을 매일 함께 한다면 놀라울 수 있다. 

<표 >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작은 실천

작은 스텝으로 시작한 The Big Lunch는 이웃과 함께하는 영국의 가장 

큰 연중 행사이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대단히 즐거운 시간

이고, 차들은 멈추고 서로 어색함도 없이 이웃들은 함께 거리에 나와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며 커뮤니티와 몇 시

간 동안 우정과 즐거움 속에서 어울리는 기회를 갖는다.

<그림 64> The Big lunch 준비과정 <그림 65> The Big lunch in Hove



나) The Big walk

The Big Lunch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 콘텐츠로 The Big

Walk가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기부여와 지역의 새로운 것

을 발견하고 커뮤니티가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셋업하는 것을 돕고 

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외출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개의 걷기 팀이 영국 전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산책하러 나가는 것으로 The Big

Walk는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우정으로 발전시

키거나, 더불어 커뮤니티를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프로젝트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The Big Walk를 위한 커뮤니티 지시사항]

  Step 1. 걷기 할 사람을 초대하라

  당신의 이웃을 잠시 방문하거나 당신의 계획한 커뮤니티 그룹을 걷기에 

함께 하도록 초대하라. 이 내용을 지역 소셜 미디어 그룹을 통해 홍보하

거나 지역 커뮤니티. 레저센터에 포스트를 붙임으로서 알릴 수 있다.

  Step 2. 루트를 결정하라

  시내주변, 공원주변, 강이나 해협 길을 루트로 정할 수 있고 경관이 좋은 길

이 될 수도 있다. 

  Step 3. 당신의 여행을 공유하라

 당신이 정한 길의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TheBigWalk로 해시태

그하라. 이든 커뮤니티의 걷기 전문가들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Step 4. 몇 가지 영감을 주는 것을 찾아봐라

  경관 뒤에 숨겨진,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Step 5. 축하하라 

 새롭게 만나 친구와 연락하고 The Big lunch를 개최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라. 

 당신의 다음 걷기 장소를 의논하기 위해 빅런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다) Community camp

커뮤니티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우

리 Eden project의 Community Camp는 영국 내 모든 선도적인 커뮤니

티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것은 이든 커뮤니티가 

하는 다양한 일을 지원해주는 워크샵으로 전국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지역 공동체가 만든 소중한 네트워크를 위한 허브가 되는 역

할을 수행하는데 일 년에 두 번 캠프를 진행한다.

이든 프로젝트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실습과정과 워크숍, 네트워킹 기회

를 누린다. 캠프는 영국 내에서 커뮤니티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싶거나,

다음 레벨의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

이제 막 커뮤니티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1,000명 이상의 사람

들이 찾고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과 운영을 위한 가이던스, 지원,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다. 2018년에는 2개의 캠프가 있었다( 28

September –1 October, 9-12 November).

캠프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맞춤형 워크샵 : 참여자의 경험에 맞춘 다른 주제를 메뉴에서 선택

하라. 이것은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기, 그

린스페이스에 활기를 찾기 위한 방법 같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 실습활동 : 당신의 이웃과 함께 교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

공하는 기호에 맞는 세션을 선택한다.

- 네트워킹 :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는 워크샵 또는 차를 

마시는 기회를 통해 새롭고 유용한 관계를 만들고 사물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한다.

- 실습자료 : 참가자가 자기들의 커뮤니티로 돌아갈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다.

- 사회적 활동 : 식사를 하면서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자유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이든 프로젝트의 

모든 곳을 돌아볼 수 있다.

- 숙박 : 참가자들은 YHA에서 제공하는 스누즈 박스에서 머물 수 있다.

- 맛있는 음식 : 당신이 머무르는 동안 모든 식사가 제공된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의 94%는 캠프 참가를 통해서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무언가를 더 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기금을 지원

하는 이든 커뮤니티에서는 참가자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공하고 지금

까지 무엇을 해왔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체크하고 있다.

<그림 66> The Big Walk <그림 67> The Big Walk

<그림 68> 이든 캠프 컨퍼런스 <그림 69> 이든캠프 전문가 강의

<그림 70> 이든켐프에 참가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나. 가드닝 기술에 기반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정원문화 콘텐츠

(1) Eden on Prescriptions

2016년에 영국 보건부(The department of Health)는 예산의 2/3이 정신

건강서비스와 같은 부가적인 케어서비스와 Type 2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과 같은 

상황을 관리하는데 지출되었다.

영국은 국민의 우울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담당부처가 개설되고 병원에서는 Green prescription을 공식적인 처방

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통 원예치료는 치료사(Therapist)가 진행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원예전문가(Horticulturist)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치

료를 위한 원예활동(Therapeutic Horticulture)을 강조하고 있다. 매년 

결과에 대한 에피소드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 효과가 확인

되지만,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확인이 어려운 것은 병원처방과 관련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료과정과 방법을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은 정부지원 없이 이든 프로젝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가든닝활

동과 소통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적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발

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부지를 확대하고, 시설을 확

충하여 고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든 프로젝트의 잘 꾸며진 식물원과 기술

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처방을 통해 정신 건강부터 당뇨병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환경에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잘사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사회적 처

방」이 가능한 이유라고 한다. St Austell Healthcare의 주 병원으로부

터 3마일 떨어진 이든 프로젝트 (Eden Project)는 St Austell 건강 관리

의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처방이란 영국의 병



원(GPS)들이 지역 범위에서, 운동 프로그램, 소셜 클럽과 자연활동 등 

논클리닉서비스(non clinic Services)를 위하여 의학적, 사회적, 감정적 

또는 실용적 요구를 처방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약

을 처방하거나 병원을 제공한다.

결국, 활동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돕고 활동 수

위를 높이거나 만들어내는 것,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처방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잘 사는 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제공하고 자신을 위한 활동할 것들을 찾아주는 처방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그림 71> Eden on prescription 운영 모니터링 결과 및 신체적 효과 

가) Walking Group

첫 번째 사회적 처방으로 당뇨병 치유를 위한 Walking group을 만들어 

운영했다. 참가자의 걷기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이든 프로젝트

내 전체 지역을 걷는 처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워킹 그룹의 성공에 힘 입어 현재 당뇨병 걷기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능력이 다른 참가자를 고려해 함께 이든 (Eden) 지역을 걸어 다닌다.

심장 건강 개선, 혈압 강하, 심혈관 상태 조절 증가 및 근력 증강 및 근

력 향상과 같은 걷기의 신체적 이점과 신진 대사를 증가시키고 칼로리

를 태우는 건강상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것이 주는 사회적 이익에 주목

했다. 참가자들은 혼자서는 걷지 않았을 것이고 함께 걷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림 72> COPD그룹의 걷기 처방 <그림 73> 당뇨병 그룹의 걷기처방

[사회적 처방에 대한 참가자 반응]

“그것은 나를 아침에 침대 밖으로 나와 걷게 한다. 그리고 의사가 운동처방을 

했을 때는 그것은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는 내가 그것을 하도록 할 수도 없

다.” by David diabetes walk reader)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더 많은 기운을 받고 좀 더 건강

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것은 나의 기분을 돕는다. by 

tracey, diabetes support network participant)

나) Eden Lunch Club

고독은 비만이나 육체적 활동 저하보다 고령층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

다. 이든팀은 콘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주일 간 런치클럽

을 시도해 보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80대이며, 바깥출입을 못하는 -거

동이 어렵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거나 쉽게 이

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

의 참가자들은 짧은 걷기와 이든 카페에서 점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참

여했다.

The Eden Lunch Club은 지역의 65세 이상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주

일에 한번 걷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절하게 

도와주는 직원들과 훈련된 걷기전문 리더들이 운영하는 이 클럽은 참가



자들이 정기적인 운동,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이든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걷기는 지면레벨에서 약 10분 동안 유지되면서 진행된다.

다) Horticulture therapy : Vounder garden

Eden Project는 Big Lottery와 European Social Fund가 자금을 지원하

는 주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하기로 결정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

는 곳은 Eden Project 식물원 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867㎡ 규모의 Vounder Farm이라는 오래된 농장 건물이다.

St Austell은 인구가 36,000명에 불과한 콘월 중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 도시는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수를 훨씬 웃도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건강관리 제공자인 St Austell Healthcare는 

이든 프로젝트와 가드닝을 통한 4가지 실습과정을 합쳐서 콘월의 최대 

의 사회적 처방 실천 사례를 만들었다.

2016년 6월,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대안 솔루션으로 가드닝 활동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을 바운더가든(Vounder Garden)이라 부른다.

이것은 사회적 처방과 원예치료프로그램은 걱정과 우울증을 가지고 살

아가는 사람들을 키우고 가드닝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원하고 그

들이 그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다.

Vounder Garden은 참가자들이 자연 안에서 평화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소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경험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으며, 숙련된 치료 원예

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걱정과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

원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하는 개인

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고 있다.

주 단위로 운영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든 가드너들과 이든의 식물원 안에서 원예기술을 가르쳐

준다. 참가자들은 높임베드를 만들고 버드나무 공예와 같은 많은 실용

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통해 식물관리 기술을 배우고 있다. 원예 치료 



목적은 참가자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고 모든 활동은 종종 정신

적 질병이 있었던 있는 기간을 잊게 하고 독립심과 자신감을 증진시켜

준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계획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

상시켜준다. 정원활동은 수확이라는 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

리하고 먹고 하는 함께 사회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콘월 (Cornwall)에 위치한 이든 프로젝트 (Eden Project)가 운영하는 파

일럿 원예 치료 프로그램으로 원예와 가드닝을 사용하여 불안과 우울증

으로 생활하는 12명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주간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채소의 생산과 관상용 식물의 관리 및 유지를 포함하는 

일반 원예학 실습에 초점을 맞추어 처방 참가자들은 특정 영역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키

우며,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든 프로젝트에서 12:15pm

에서 4시까지 진행되며, 식물원의 원예 팀에서 근무하던 가드너가 이 

프로그램의 실습을 주도한다.

세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자료는 12주 동안 그들의 100%

가 웰빙에 대한 증가를 경험했다고 한다. GP surgery는 이것과 관계된 

방문이 40%나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St Austell Healthcare의 시범 연

구는 12주간 94%의 참가자가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 나를 더 좋은 장소로 오게 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좀 더 동기부여가 되었고 덜 외롭다. by 

프로그램 참가자)

“ 그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두 다른 

불평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로 부족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

을 즐기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실제로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원예치료의 이점은 잘 증명되어 있다.

*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connecting with others)

정신건강의 문제는 종종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 개인적인 증상보다는 종

합적인 기술과 열망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룹 가드닝은 유익하다.



* 복원(Restoration)

녹색 공간에 노출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가 떨어지

게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코티솔은 기분과 기억력과 면역체계를 콘

트롤 한다.

* 기술개발(Developing Skills)

이런 프로그램은 환자가 구조물을 다시 만들도록 돕고 그들 삶의 일상

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조직(organization), 의사결정

과 같은 유연한 삶의 기술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요구된다.

가든닝 역시 사람들에게 직업을 갖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환자들의 체력유지를 고려한다.

*목적의식(Sense of Purpose)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한 전제 조건

이다. 사람들이 성장하는 식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낼 때 소유권과 자

부심이 형성되어 지역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원예 

활동뿐만 아니라 참가자들과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위한 목표

를 세울 수 있도록 코칭한다.

이든 프로그램 담당자는 참가자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첫 

해부터 100% 참가자 모두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정신 건강이 다른 분야

에서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정원의 회복적 성격이 그들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예적 치료 프로그램의 결과]

9 명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보여주었습니다. 

9 명은 정원에서의 회복적인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9 개의 새로운 원예 기술이 시연되었습니다.

6 명은 덜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고 보고했다.

5 명은 의사 소통, 조직, 의사 결정, 주도권 및 시간 관리와 같은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는 더 많은 자원 봉사 기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 명은 일자리를 찾고 1 명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

2명은 더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림 74> Vounder garden 프로그램 활동 부지

<그림 75> 가드닝 기술 지원 <그림 76> 프로그램 참여

(2) 지역사회를 위한 직접적인 혜택

가) 마을 계획 세우기(Neighbourhood Planning)

이든 프로젝트는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Supporting Communities and Neighbourhoods in Planning scheme의 일

환으로 지원된 이 프로젝트에 지역과 함께 파트너쉽을 가지고 준비했다.

지역사회가 마을 계획에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들

과 관계를 맺는지를 배우고, 지역주의법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Planning Camps의 시리즈로 시작되었다.

이든 프로젝트가 마을계획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 살고 일하는 지역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접 미래 비전을 찾아내

도록 하여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고 이 과정



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지역거주자는 자기 동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곳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스스로가 지역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과정이 재밌을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각자의 동네를 알게 될 

것이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영국 역시 지역공동체간 소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살고 

있는 동네가 성장하고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만, 도시계획 

시스템은 변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든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 계획 세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가 지역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웃과 함께, 참가자가 

직접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마

을 계획 세우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더 나은 버스루트 갖기

- 공동체 그린스페이스나 과수원 만들기

- 지역을 위해 기준에 맞는 집 디자인하기

- 샵, 펍, 영화관과 같은 지역기업 운영하기

- 재활용품 수집과 같은 지역서비스를 당신이 직접 하기

[사례연구 1 : 마을 계획하기 Southbank Gardening 프로그램] 

  계획 대상지 : 런던의 Province Row Housing Association 으로부터 

Southbank가 건립 된지 60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자 Sun Deck 건축계획

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London's Queen Elizabeth hall의 옥상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Grounded gardening team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녹색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조성 과정 : 2011년부터 3년 동안 디자이너, 이든 프로젝트의 원예전문

가와 함께 예술작품들을 설치하고 채소를 심으며, 여름 몇 달 동안 멋진 

경관을 유지하고 연출하였다. 이든 프로젝트의 조경가 Jane Night와 정원 

디자이너 Paul Stone에 의해 디자인 된 정원은 과일나무를 심은 잔디광

장, 채소플랏, 야생화지역, 허브가든을 카페와 나무가 심겨진 지역 주변으

로 식재했다. 조성된 정원은 서비스 이용객, 집이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세

입자, 이전 세입자 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약물중독자 에밀리의 이야기 : 가드닝이 돌려놓은 인생이야기

에밀리는 7년전 길에서 진통제를(methadone)를 먹으며 헤로인과 알콜 중

독으로 그녀 인생의 고통을 마비시켜가며(numbing) 살았던 신체적으로 정

신적으로 망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 참가를 통해 현재는 

Grounded Ecotherapy에 원예선생님으로 고용되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 소유의 렌트비를 내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인생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식물, 허브, 채소를 기르며 그녀의 인생을 사람들과 함께 한다. 

Emily Hegarty는 이든과 함께 Southbank Center의 옥상에 활력이 넘치는 

옥상정원 만드는 일을 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우울증과 싸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유하고 있다. 

겨울날 런던의 황량한 Southbank를 지나쳐 집으로 가는 것은 왜 이든 프로젝

트와 함께 옥상정원을 거기에 조성해야하는지 알게 해준다. 정원조성을 위한 

자재를 손수 옮기고 식물과 식재에 필요한 통나무 박스, 비료포대들을 운반하

면서 황량한 콘크리트 옥상이 정원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녀 자신의 인생이 변화해 가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공간을 바꾸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을 갖게 되었다. 지난날 심각하게 우울한 일들로 고통 받았고, 지금은 

Grounded Ecotheraphy를 통한 가드닝 활동으로 정신적 건강을 회복했다. 현재, 

그녀와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원활동 자원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림 77> Souhthbank 옥상정원 만들기



[사례연구 2 : 불우한 이웃과 함께 첼시플라워쇼 참여하기] 

수백명의 홈리스, 불우한 이웃과 수감자들에게 첼시플라워쇼 쇼가든부분

에 참여하여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이든 프로젝트의 원예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9년과 2010년에 영국 전체의 홈리스 에이전

시로부터 백여명의 자원봉사를 지원받아 함께 일했으며, 다루기 힘든 범

죄자들까지도  함께 하여 2개의 쇼가든을 만들어서 실버메달은 획득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그들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좋은 기회를 받는

다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원봉사자들은 프로

젝트의 식재(12000여개의 식물이 각각의 정원에 심겨졌다.), 디자인, 조성

을 위한 모든 레벨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참여하였다.



9.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정원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건강하게 잘 사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가시적인 경제효과가 있는 것이 정원관광

이다. 이든 프로젝트는 영국 관광명소 20개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Kew garden, RHS Wisely에 이어 정원으로서는 3번째 순위로 방문객 

수는 점진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광명소로서 정원 방문

객은 2000년대 뚜렷한 성장을 시작하며, 2013년 이후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 전체 관광지 중 가증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전체 관광사업의 총 세입은 평균 7%정도로 증가율을 보이나,

정원은 9%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해외 관광객의 방문비율은 2016년 

25% 증가한 반면 2017년 증가세가 6%로 크게 떨어졌다.

2017년 브렉시트(Brexit)와 런던 테러의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의 방문이 

주춤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정원관광의 꾸준한 성장은 정원(91%)이 적

어도 한 개 이상의 다양한 활동(Activities) 및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조사되었다.

특히, 정원이 멤버십 제도(RHS 멤버십 등)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8> 영국 정원 관광 현황 <그림 79> 영국정원관광객증가추이



<그림 80> 2017년 영국 내·외 정원관광객의 변화



제 5절 국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영국은 정부와 각 식물원들이 “건강하게 잘사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원문화 콘텐츠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기존의 정원들은 식물, 생물 과

학적 연구와 보존 기능에 치중하며, 찾아오는 수요를 관리하는 운영전

략이었다면, 지금은 그 간의 기술과 노하우로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사

회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원을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것이 

최근 영국의 트렌드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 지역커뮤니티,

교도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전반에 정원문화가 생활로 자리 잡고 이로 인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학술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시, 교육, 연구 및 공

익성에 대한 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과를 문서화하고 참여자들의 재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정신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실버세대의 물리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 지원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원문화가 새로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콘

텐츠이다. 단순히 원예치료가 아니라 의료, 상담 및 정원기술자의 협업

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형 정원문화 연구가 개발되고, 가치에 대한 

평가연구가 더불어 진행 되어야 한다.

영국의 식물원네트워크인 PlantNetwork는 식물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식물원 조성 및 관리, 식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과거의 주요한 

네트워크 기능이었다며, 지금은 식물원, 수목원이 원예, 정원과 경관 등

의 영역에서 건강하고 잘사는 것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

동의 목표를 위해 지역공동체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원문화도 현재의 박람회나 쇼 등 이벤트 중심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공익성을 가진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

며, 정원 조성 이후의 활용이 반복적인 공모전이나 식물판매의 기점이

었던 것을 지역주민, 국민의 건강하고 잘 사는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든 역시 환경변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전시와 연계해서 진행, 수집과 보존, 연구중심의 학술적인 측면만을 강조

하는 것은 지역과 관람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든 콘텐츠는 식물 각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 안에서 생

물과 생태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열대생산

물에 대한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진행하는 것은 인

상적이며, 바이옴내의 전시원 구성요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및 문화콘텐츠는 수요와 상황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며, 과학적 주

제를 미디어 등 현대기술과 결합해서 선보이는 특별전시회는 지역 학교

와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 정책제안

이든 프로젝트의 운영의 지속성은 지역수준, 국가수준, 글로벌수준의 체

계적인 소통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공헌

과 기관 수익 간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고, 지역사회로의 환원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콘월 뿐 아니라 영국 전체

의 지지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

이든 프로젝트의 모든 전시, 교육, 연구 및 사회적 활동은 전문 홍보팀

에 의해 끊임없이 외부와 공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한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간결하고 세련된 노출로 실시간 홍보되고 있으며, 간행

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이든의 모든 정원문화 콘텐츠는 기관의 콘텐츠가 아니라 영국 전체가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든 프로젝트의 정원문화 프로

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를 사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수립을 제시해 본다.



가. 국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문화 콘텐츠 개발 및 영역확대

인프라 및 축제 중심의 콘텐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원문화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원연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가든쇼나 플라워쇼 등 소모적인 정원문화 

콘텐츠보다 정원활동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확장된 개념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나.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원 정책 수립 

이든 프로젝트를 비롯한 영국의 식물원들은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

으로 정원은 활용되고 있다.

정원이 갖는 용이한 접근성과 정원과 연계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정원을 통해 사회, 환경 문제의 발

견과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가장 심각한 비만, 고령화, 육아

와 관련 사회문제는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정원전문가, 의료계, 지자체,

지역공동체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모이게 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 및 

환경 이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정원활동

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다.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원교육 및 정원해설 프로그램 개발

변화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원교육 및 정원해설의 창의성과 전문

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연

구결과는 새로운 자원이다. 산림청 산하 1개의 국립수목원과 3개의 법인

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예정))의 

차별화 된 연구 기능과 결과를 국내 STEAM 교육과정에 맞도록 적용·개

발하여 정원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야 한다.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자체 식물원, 수

목원,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참고문헌

1.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2.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정원 진흥방안 연구, (사)한국전통조경학회, 2014

3.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원의 제도적, 문화적 활성화 방안 

연구, 신구대, 2015

4.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대책(안),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2015

5. 주요 연구성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5

6.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 2016

7.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 2014

8.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사)한국조경사회, 2015

9. 김종연, A study on experience facility on green growth -A case of

Eden Project, U.K,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2 No.3, 2012

10. 박철희,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영국의 Eden Project, 열린충남 Vol.76, 2016

11. Eden Project, Tim Smit, 2016

12. Visitor Guide Book, 2017

13. Cornwall and the Isles of Scilly Community Profiles, Cornwall

Council, available at: https://cornwall.communityinsight.org/

14. What is Social Prescribing, The King’s Fund, available at:

https://www.kingsfund.org.uk/publications/social-prescribing

15. Buck, D, Gardens and Health,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The King’s Fund, 2016

16. A Review of Nature-Based Interventions for Mental Health Care,

Natural England, 9 Feb 2016, available at:

www.gov.uk/natural-England

17. Schmutz, S., Lennartsson, M., Williams, S., Devereux, M., Davies,

G., The Benefits of Gardening and Food Growing for Health

and Wellbeing, The Garden Organic and Sustain, 2014



18. Feel Better Outside, Feel Better Inside: Ecotherapy for Mental

Wellbeing, Resilience and Recovery

19. http://www.edenproject.com/eden-story/eden-timeline

20. VisitEngland, 2017 Most Visited 20 Paid Attractions

21. https://www.edenprojectcommunities.com/thebiglunchhomepage

22.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크리스

천라이프,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