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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란 길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듯, 희망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으며 누군가 걸어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앞에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향해 걸어

온 길도 희망을 따라온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세계 최초의 

생태계 보전과 정원을 결합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향한 꿈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는 탄생

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8년부터 박람회 개최기간까지 지난 6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2013년 4월 20일, 어찌 보면 개막 그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와 문화라는 21세기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하나로 묵묵히 장마와 무더위를 견디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공직자와 관계

자는 물론, 자원봉사자, 순천 시민들의 열망이 함께 뭉쳐진 결과물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대자연의 정원을 만들었고,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83개에 이르는 국내·외 다양한 정원들이 마련되어 

정원박람회장은 사람과 자연의 소통공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박람회장에 조성된 정원은 다른 박람회 시설과 달리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입

니다. 박람회 기간 그랬던 것처럼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서 펼쳐진 184일간의 축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정원박람회 

장의 새로운 명칭이 된 「순천만정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제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 하기

까지의 추진과정을 담은 이 백서가 순천만정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  12.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장         박 준 영    이 만 의    송 영 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54

정원이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공간이 되며, 청소년들에게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창의와 인성발달의 체험학습장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국내·외 정원문화의 향유와 

휴식을 통한 힐링공간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에서 자연과 인간이, 도시와 생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전 세계에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순천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일의 

생태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순천 시민을 비롯한 도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룬 성과입니다. 내 집 정원을 돌보는 것처럼 시민 한 분 한 분이 

나와 정원을 가꾸어 주셨으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일을 반납한 채 열정을 쏟아 

부은 공무원들을 보면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원 박람회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함께했다는 것

입니다. 박람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발판 삼아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시민이 진정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순천 700년 역사 속에서 

시민의 역량이 주축이 되어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순천은 한반도의 중

소도시를 넘어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순천은 이제 새롭게 탄생한 순천만정원에서 시민들이 쉼을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얻게 된 조경·화훼 산업의 

성장토대를 잘 닦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엔 시민 여러분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자신감으로 순천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2013.  12.

순천시장·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    조 충 훈 

자연과 인간의 공존

정원의 도시,     순천이 만들어 갑니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프랑스의 한 총독이 정원사에게 나무를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사는 나무의 성장이 늦고, 다 자라려면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총독은 “그렇다면 더더욱 허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 오후에 나무를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 순천의 백년 역사를 내다보고 시작한 사업이었 습니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은 우리 모두의 하나 된 힘이자, 위대한 순천 시민의 승리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조충훈 순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준영·이만의·송영수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

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땀의 결실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백서 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원박람회 백서는 많은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순천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순천시의회 의장   김 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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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요

■ 행사명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 주 제 지구의 정원, 순천만

■ 부 제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과 누림

■ 기 간 2013. 4. 20. ~ 10. 20.(6개월간)

■ 장    소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오천동 일원, 순천만 

■ 규    모 111만 2천 ㎡

  23개국 참가, 83개 정원(세계정원 11개, 참여정원 61개, 테마정원 11개)

■ 공 인 정부승인(기획재정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승인(A2/B1)

■ 주    최     

■ 주 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Change Future 

자연과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간 
대지 위의 대서사시

Prologue

序詩 : 나무와 꽃, 그리고 풀이 어우러진 태곳적 정원

사람은 비가 오면 나뭇잎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나무는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준다. 

비가 그치면 나무에게 화답을 하고, 나무는 좋은 열매와 그늘로 보답한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인다. 그러나 공생의 시간은 잠시, 우산을 발명한 인간은 나무에게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양산을 발명한 또 다른 인간은 나무에게서 또 하나의 고마움

을 빼앗아 버린다. 이제 나무가 속한 정원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은 

모두 가공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더 이상 정원의 효용가치는 없어 보

인다. 그리하여 정원이 모두 사라진 멀지 않은 미래, 과연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란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 

이 물음의 답은 자명하다. 공존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기왕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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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

산업화 초기 중화학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매연을 보며 모두들 감격

했고, 1980년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즈음에도 대기오염은 

고작 산성비로 인한 탈모를 걱정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불과 십여 년 

사이 지구 환경문제는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 없는 세계적 현안이자 

결행해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로 급부상했다. 

과거 농경시절에는 갯벌을 간척지로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까

닭에 여수나 광양보다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순천은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반대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미 산업도시

로 발전한 여수나 광양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순천은 여전히 농촌의 모

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여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공장이 들어섰고, 

정부에서도 호남지방 산업화 지역으로 여수를 선정하면서 석유화학단

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인근의 광양은 포항제철 공장이 자리를 잡으

며 공업도시로 도약했고, 부산항의 넘치는 물동량을 보완하기 위해 제

2항만이 건설됨으로써 인구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순천은 

갯벌 때문에 항만을 건설할 수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순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산업화 속도가 

늦다보니 여전히 농촌의 이미지가 강했고 ‘농촌도시’라는 별칭까지 생

겨났다. 자연의 순환에 따라 농사를 짓고,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조개와 꼬막을 캐며 살아온 순천 사람들과 산업화는 어찌 보면 어울

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인근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순천은 작아질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엔 차이를 만들어내는 도시만이, 차이를 지속하는 도시

만이 미래를 창조한다. 어느샌가 거대한 산업단지를 가진 인접 도시

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서서히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순천시는 인간의 눈이 아닌 태초

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았다. 발상의 전환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갯

벌도시, 농촌도시가 순천의 특성이라면 산업단지 대신 초록이 살아 

숨 쉬는 녹색 생태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 고민 끝에 순천시가 선택

한 길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였다. 사람과 자연, 모든 생명이 어우러

진 생태적인 정주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그 시작이자 중심에는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이 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를 비롯해 230여 종

에 이르는 철새들의 천국이자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이다. 1만 년 가까이 순환하는 먹이의 조화와 질서가 이어져 내려온 이 

눈부신 지구정원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고, 철새들이 날아와 지친 날개를 쉬어간다. 22.6㎢에 이르는 갯벌과 그곳에 자리 

잡은 갈대밭에는 수많은 생명의 에너지가 꿈틀댄다. 갯벌 위를 뛰어오르는 짱뚱어의 지느러미 날갯짓, 부지런히 흙을 주워 입

으로 옮기는 농게의 집게발 놀림, 썰물과 밀물 사이의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철새들의 비행. 아직도 활발한 퇴적작용을 통해 

갯벌을 확장하고 있는 순천만은 하늘이 내려준 찬란한 생명의 정원이다.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1월 연안습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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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으며, 갯벌로는 처음으로 국가명승지(제

41호)에 지정되었다. 

하늘이 내려준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첫걸음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갈대밭 사이에 데크를 놓아 사람과 갈대

를 하나로 만들고, 새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282개의 전봇대를 철

거하고 내륙습지를 만들어 철새들의 쉼터를 제공하였다. 또한 순천

만 입구인 대대포구 내 음식점을 몇 년간의 설득 끝에 외곽으로 이전

시켰으며, 환경오염시설을 제거하고 주변 간척지는 친환경 경관농업

으로 전환하였다. 다른 도시가 개발의지를 가지고 땅을 농지로 바꾸

거나 공장을 세울 때 순천시는 순천만을 복원해 생명의 땅으로 만들

고자 노력한 것이다. 다른 도시의 발걸음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순

천을 보고 처음에는 모두 우려를 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10여 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고, 철새들이 늘어나고 갈대숲이 넓어지

면서 관광객도 늘어났다. 연간 3백만 명이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생

태관광지 순천만은 연간 1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순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순천만을 보전하는 것이 도시의 

생존능력을 향상시켜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순천도 다른 도시

처럼 경제적 이득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번에도 순천의 꿈은 달랐다.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을 확충해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자동차 매연과 소음, 그리고 팽창하는 도심이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협하자 순천시는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졌다. 오랜 고민 끝에 

순천은 순천만에 새겨져 있던 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흑두루미를 포

함한 철새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배려를 아

끼지 않았다. 또한, 농민들은 흑두루미들이 안전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자연에 해를 주지 않는 청정방법으로 농사법을 바꾸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대밭에 불을 놓지 않는 등 불편과 희생을 감내

했다. 순천만을 통해 순천만의 가치를 알고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 무

엇인지 몸소 체득한 순천시와 순천 시민들은 내부적으로 한결 성숙

해지고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순천만 보전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가 되었다. 덕분에 순천만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생태계와의 교류를 통해 풍

요로운 인간 삶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나아가 녹색성장의 이념과 부합하는 사

례로서, 오늘날 생태자원은 곧 미래의 경제자원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순천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또 다른 실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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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보전을 위한 에코벨트 조성, 

국제적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시가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전략 및 생태도시의 완성을 위해 택

한 것은 정원박람회였다. 순천만과 도심 사이에 정원을 조성해 도심

의 팽창을 막고, 순천만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절대보전공간, 완충

공간, 전이공간으로 나누어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 그리고 도심까지 

연결되는 생태 축을 만들었다. 절대보전공간인 순천만의 습지를 보

전하고, 순천만에서 5㎞ 떨어진 전이공간에 정원을 만들어 순천만을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순천시의 생태복원 및 보전계획은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면서 가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나아가 도시 전체를 생태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순천의 중심을 흐르며 순천만의 젖줄과도 같았던 

동천 역시 생태적으로 바꾸어 나갔다. 동천은 과거 상습적인 침수피

해로 인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투쟁의 현장이었지만, 박람회장이 자

연재해를 막는 방재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동천의 침수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방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순천만과 동천을 양 축으로 순천시는 인간과 자

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완성이라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것

이다.

꽃박람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원박람

회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50여 년 전부터 개최되어 온 역사 

깊은 박람회로서,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만들어 푸른 도시를 만들어 

가는 미래형 박람회이자 친환경 박람회이다. 오랜 역사의 흔적과 새

로운 도시의 태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독일이 도시를 푸르게 가꾸

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원박람회이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은 물론, 가깝게는 일본, 중국 등에서 정원박람

회를 통해 도시는 새롭게 탄생했다. 순천시는 2009년 스페인 사라고

사에서 개최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정원박람회 유

치에 성공한 이후 정원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미래의 도시가 어떻

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쏟아 부었다. 

정원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일회성 이벤트인 산업박람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라

는 공존할 수 없는 딜레마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사람이 사는 도심과 자연의 영역인 순천만을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자연과 사

람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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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 엠블럼 ECOGEO
는 생태계를 뜻하는 Eco-system과 지구
를 뜻하는 Geo가 결합되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박람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COGEO는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와 다양
한 컬러를 통해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
과 인류 공동 축제의 장으로서 다양성을 나
타낸다. 또한, 순천의 상징인 흑두루미를 
결합하여 지역의 특성을 강조 하였다. 

마스코트

흑두루미 꾸루와 꾸미는 농게(농이), 꽃, 갈
대, 짱뚱어(짱이) 등 순천만의 여러 친구들
과 함께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친구들이다. 
제228호 천연기념물이자 순천시 상징새인 
흑두루미의 울음소리 ‘꾸르르’에서 착안한 
‘꾸루’와 ‘꾸미’는 친환경, 가족애를 상징하
는 흑두루미를 의인화하여 친근한 이미지
를 전달한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0일까지 

184일에 걸쳐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오천동, 순천만 일대에서 축제를 펼쳤다. 우리나

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정원박람회가 펼쳐진 박람회장은 총 면적 111만 2천㎡

로 편의상 수목원구역, 습지센터구역, 세계정원구역, 습지구역 등 4개 지역으로 구

분된다. 관람객들은 23개국이 조성한 83개의 다양한 정원을 거닐며 세계의 정원문

화는 물론,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어우러진 74만여 그루의 갖가지 나무이야기를 들

을 수 있었으며, 봄, 여름, 가을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풍성해지는 정원의 

모습을 배경으로 여섯 차례에 걸친 시기별 초화류 연출을 통해 계절마다 다른 풍경

을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정원박람회장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 다

채로운 문화공연을 즐기며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해보게 해주었다. 과연 인간과 자연이 만나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경쟁과 발전 위주의 시대흐름에 지쳐가던 현대인들에

게 정원박람회장은 생태와 문화를 통한 힐링공간이 되어 주었다. 인구 28만 명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고 운영한 184일간의 장기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비전

21세기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으로서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순천

지식정보 창조사회의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될 순천

새로운 성장동력 세계적 명품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

지구의 정원, 순천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사람과 자연, 도시와 습지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생태도시의 완성된 모습을 꿈꾼

다.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연안습지 순천만의 꿈은 자연이 만든 정원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람과 함께 지속하는 것이다. ‘지구의 정원, 순천만’은 지

구가 우리의 터전임과 동시에 시작이며, 무한하기를 염원하는 희망을 담고 있다.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과 누림

아름다운 생활의 시작
인류공통의 자산인
자연을 가꾸는
인간이라는 세계공통의
메시지 표현

한국의 문화가 살아있는
순천을 통해 국가

대표성을 표현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

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창조와 보존이

함께 있는 박람회의
특성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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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대한민국에 커다란 화두를 던지며, 이제

까지의 양적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질적 성장을 위

한 새로운 출발선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

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박람회를 단순히 생태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거주·문화·경제 등 전 분야를 생태와 접목해 새로운 도시로 탈

바꿈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로써 인구 28만의 중소도시 순천은  세계의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국제적 생태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태와 문화가 함께하는 박람회, 아이들에게는 체험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체험의 가치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박람회. 이러한 박람회를 완성

하기 위해 기본단계부터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하며 내용을 풍부하게 채워나갔

을 뿐만 아니라 시비절감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버

려진 나무, 베어질 위기에 처한 나무, 공사장의 돌을 가져와 새 생명을 불어넣어 정

원을 꾸몄으며,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사용했거나 쓰다 남은 물품을 가져와 재활용

하였다. 순천만이 지구의 정원임을 몸소 실천하는 알뜰한 예산활용과 친환경적

인 준비과정 또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키고자 노력한 중요한 가치였기 때

문이다.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원’이라는 소재에 있었다. 순천시는 힐링이라는 트렌드

를 정원에 접목했다.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목표 관람객

이었던 400만 명 돌파와 87%가 넘는 유료 관람객으로 증명되었다. 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는 계절에 따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작은 지자체에서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또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안정적으로 박람회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요소로 꼽힌다.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는 1일 최대 관람객 8만 5천명을 기준으로 박람회장 운영시설 및 인

력을 준비하였다. 111만 2천㎡의 박람회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평일 790명, 

휴일 평균 892명이 투입되었으며, 박람회장 내부와 바로 옆에는 8,77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내실 

있는 운영준비로 인해 안정적인 박람회장 운영이 가능했고, 개장 26일 만에 100만 

명, 60일 만에 200만 명, 153일 만에 300만 명, 그리고 개장 176일째 목표 관람객수

였던 4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다. 여기에 행사를 준비한 공무원들의 지혜와 열

정, 행사를 함께 치른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열정을 빼놓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질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소통공간

21세기는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다. 국

민들에게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사

회적 발전에 상응하는 환경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발전의 개념 또한 단순

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는 단순한 지역자치단체의 축제가 아니었다. 정원박람회는 생태도시를 향한 순

천시의 꿈을 완성시켜줄 중요한 전환점이자, 전남과 남해안권이 함께 도약할 수 있

는 도화선이었으며, 나아가 생태 중심의 사회라는 시대정신에 가까웠다. 세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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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가 끝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시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다만, 도시의 미래경쟁력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다. 순천시와 순

천 시민들은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

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시

민 대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지

속되고 있는 세계적 생태도시이자 명

품도시 순천 만들기 전략이다.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동시대

인들에게는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

까지 83개의 다양한 정원을 거닐면서 

지친 마음까지 위로받을 수 있는 쉼이 

되어 주었다. 박람회는 끝났지만 시간

이 지날수록 더욱 푸르러질 박람회장

은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미래세대에

게 유산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유

산은 다름 아닌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

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2013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의 정신이다. 

이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지구

의 정원 순천만까지 아우르는 「순천만

정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 2013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운영과정에서의 미숙한 점들을 보완하여 앞으로 

순천만 보전과 미래 순천의 모습이 될 생태도시의 완성을 위해 정원박람회장의 사

후활용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

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지혜

와 열정을 소중히 모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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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정원을 가꾸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전 세계인들에게 ‘내 집’ 같은 순천이 되었기를

2008년 그린시티와 관련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순천을 처음 방문했다. 오기 전에는 제법 큰 도시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은 도시였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를 맞았고, 바다와 산이 어

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라서 규모는 작았지만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만한 훌륭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

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순천은 멋지게 정원박람회를 선보였다.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

해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가능하리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국제정원박람회가 큰 행사인 만큼 AIPH도 많은 고민을 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원을 꾸밀 수 있는지, 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은 어느 

정도일지 등등. 개최를 확정짓기 전에 실로 수많은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AIPH 회장으로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유치 신청서에 기술된 계획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다. 순천에서는 또 어떤 창조적인 정원박람회가 탄생할 것인가?

그리고 박람회를 마무리 지은 지금, 관계자들이 모든 숙제를 잘 끝냈다고 생각한다. 준비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순천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현지실사 차 순천을 방문했을 때 본 시민

들의 열정이 더해진 결과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듬해 AIPH 총회 참석을 위해 순천을 찾았을 때에도 

변함없이 시민들은 환대해 주었고, 음식은 맛있었으며,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바다와 가깝다는 환경적 유사함까지 겹쳐 어느덧 ‘내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 

박람회장을 방문한 관람객들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 

유럽과 한국의 정원문화는 다르지만, 인간 본성은 같은 것

유럽에서는 집집마다 정원이 있고, 아무리 작은 정원일지라도 항상 꽃과 나무가 가득 차 있다.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은 짧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너무 추워지기 전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정원에서 보내려고 한다. 나 역시 주말에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 정원을 찾는다. 4㎢ 정도 되는 

나의 정원을 가꾸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제법 좋은 

정원사인 것 같다.

이처럼 정원이라는 것은 기후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유럽과 한국의 

전통정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박람회장 내에는 두 개의 한국정원이 있다. 하나는 크고 아름다운 

전통정원인데, 우리도 높은 점수를 주었을 만큼 훌륭한 정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활 속 

한국의 정원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뚜막정원이었다. 모던함과 화려함보다는 한국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만든 투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정원이었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정원에는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 

음식, 음악, 춤, 패션까지 어우러져야 하며, 그것이 국제정원박람회의 다양한 정원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의 정원문화가 다를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누구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정원을 가꾸는 일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한국, 중국, 네덜란드,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 꽃과 나무, 화초와 자연을 사랑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원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국의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이끌어나갈 순천을 희망하며

정원을 가꾸는 일은 그린라이프다. 그린라이프는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린라이프, 그린시티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고 삶이다. 

이제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 또한 세계적 그린시티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성공하는 것이다. 빈곤, 기아, 녹색

도시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해 어떻게 녹색성장을 이어나갔

는지 들어볼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에는 “무언가를 수확하고 싶으면 먼저 

투자를 해라. 투자하지 않으면 수확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지난 6개월간 순천은 순천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제 전 세계인을 초청할 차례다. 산업적으로는 네덜란드 

당일의 기후변화가 유럽의 원예수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순천에서도 원예가 

성장해 한국 전체에 공급 가능한 날이 온다면 무척 기쁠 것 같다.

아울러, 박람회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도 정원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박람회를 통해 우리는 원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자 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꽃과 화초,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수많은 원예종사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 나아가 원예가 사람들 삶의 일부가 되기를 꿈꿔 본다. 

원예 없이 지나가는 하루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꽃과 나무, 과일은 지속가능하다. 온실은 

태양에 의해 뜨거워지지만, 원예는 태양열로 물을 데운다. 뜨거운 물은 저장해 두었다가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예는 음식, 즐거움, 건강, 그리고 에너지다. 원예가 삶의 일부가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풍요로운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듀크하버(Doeke Faber)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前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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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l like seed 
planting, 
and gardening

Hoping Suncheon was comfortable like a hometown for the world
I visited Suncheon city first time in 2008 for the Greencity Conference. Before I came, I 

thought it was a rather big city but smaller than I thought. However people were 

welcoming and it was well situated between the sea and the mountains. It was a small city 

but a great city to host an International EXPO. Of course it is true that we were worried 

about cost, however Suncheon hosted the Ggarden EXPO successfully, I think, because 

of the desire to build a successful EXPO and belief that it is possible. 

The International Garden EXPO is a big event, so AIPH had lots of questions. What we 

want to show was what the locals want to have, and how large a size a garden they can 

decorate, and how much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ncial government can support 

it. Before confirming the site, there needs to be lots of questions, however as an AIPH 

president, it was a very exciting moment to see how plans that were submitted became 

realistic. At Suncheon how creative the Garden EXPO is going to be! 

Now that the EXPO is finished, I think that everyone did their homework well. From the 

preparation work until now, Suncheon has never disappointed us. I think this is the result 

of Suncheon locals’desire to host well, which I have seen when I came for the first 

inspection. Since I arrived to the border line of Suncheon area, for around 10 - 15 Km, 

people were lined up on the road welcoming us. It was very enjoyable. I could feel that the 

Suncheon locals really wanted to host the International Garden EXPO. 

When we came back to attend the AIPH conference, people were welcoming, food was 

delicious, and they made us feel comfortable staying here, so I felt I was in my hometown 

because of these qualities, and close proximity to the ocean. Maybe visitors who 

attended the EXPO would feel the same way. The population of the Netherlands where I 

live is 16 Million. In 2012, when the Netherlands hosted the Garden EXPO, 2 Million visited, 

however Suncheon is a small city and far from the Capital cities, still 4.4 million visited. I 

think it was a very successful EXPO because over 4 Million visited and we reached our 

goal of 4 Million visitors. 

Europeans and Koreans have a different gardening culture, 
however all human nature is the same
In Europe, ever house has a garden and they put lots of effort into planning the 

garden. Even very small gardens always are filled up with flowers and trees. There is 

a very short time for flowers to bloom and the winter is long, so in summer time is 

spent to plan and keep the flowers in the garden, and in winter, orchid must be 

brought in along with the pot-plants. 

From October till March next year, it is too cold to be outside even to sit. From April 

till September, sitting in the garden and enjoying the flowers, nature allows. 

Europeans spend as much time they can in the garden before it becomes too cold. I 

also make time to visit my own garden. My garden is around 4㎢, and I put lots of time 

and effort into it and enjoy gardening, so I am a good gardener. The garden is based 

on the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like climate, so European and Korean 

traditional gardens are different. In the garden EXPO there were two Korean 

gardens; a big and beautiful traditional garden, (we gave this one a high score), and 

the other one the Kitchen garden which shows traditional Korean gardening culture. 

Not modern, nor colourful decoration, however the garden has its natural beauty 

based on Korean identity.

Gardens started from historic backgrounds. That is why inside a garden not only 

flowers and plants, but also the country’s own culture, food, music, dance, and 

fashion. This is what the International EXPO wants to show. 

However Koreans and Europeans gardening culture is different but one thing is for 

sure; all of us like seed planting, and gardening. Korea, China, the Netherlands, and 

Africa, and any nations love flowers, trees, plants, and nature, because it is human 

beings nature. That is why we should plant a garden. 

Wishing Sunscreen leads Korean gardening culture 
and Horticultural Industry.
Gardening is a green life. A green makes people happy and more productive. A 

green life and a green city is not a utopia, it is our life and future. Now Suncheon, 

which already has successfully hosted the International gardening EXPO, will be one 

of the global green cities. For this it needs to be successful for reusing the EXPO site. 

It is going to be a nice opportunity to invite international people to see how they 

continue green development by hosting international meetings related to poverty, 

hunger, and green city. It is important and not to be forgotten, so it needs an 

investment. 

In the Netherlands, we have this idiom; If you want to have a rich harvest, you have 

to invest first, and if you don’t invest first you won’t have a harvest. The last 6 

months Suncheon has shown its own beauty all over the world. Now it is time to 

inviting international people. The Netherlands daily climate change is an important 

factor or horticulture exportation for all over Europe. I wish Suncheon would also 

supply the horticultural industry for the whole of Korea as well I wish the number of 

visitors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gardening culture. 

We hope to show how beautiful horticulture is through the EXPO, and at the same 

time have people walking along beside 

flowers and plants and trees and see 

behind one flower and tree there was 

lots of hard work and effort. God allows 

us nature and weather, but for one 

flower we find in the flower show, 

behind there are many hard workers. I 

wish horticulture becomes part of 

people’s life. In every day we live, 

without hort iculture i t is nothing. 

F lowers and t rees and f ru i ts are 

sustainable. The greenhouse is hit by 

the sun which warms the water by 

solar energy and the hot water could 

be saved and used for d i f ferent 

purposes. So horticulture is food, joy, 

healthy, and energy. If the application 

of horticulture becomes part of life, we 

will have a rich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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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일상처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풍토가 되기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밑그림을 그리다

지금 되돌아봐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고 보람이었

다고 생각한다. 정원이야말로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수준을 드러내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정원박람회 개최를 고대해 왔기 때문이다. 정원은 단순히 

휴식이나 완상을 위한 곳만은 아니다. 생태, 공학, 철학, 문학, 예술 등이 한데 어우러져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를 심화시키는 장이 곧 정원이다. 특별히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 사회의 치유책으로 정원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 밑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다니 감개무량할 뿐이었다. 더군다나 개최도시가 순천이라는 지

방의 소도시라는 점에서 그 기쁨과 감사는 한결 배가되었다. 

하지만 막상 개최하겠다고 하고 나니 염려가 없진 않았다. 정원박람회의 성공 여부는 그 나라의 정

원문화 수준과 일치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원문화를 멋지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정원에 대한 우리 시민

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 차제에 정원문화의 수준을 제대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우려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과제로 간주되었다.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박람회가 막을 내린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완인 채로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정원박람회는 도시의 버려진 땅을 재생시키는 의미가 강하다. 버려져 있거나 쓸모가 적은 

땅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의 전략이자 일종의 장소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천의 경우에는 다소 성격이 달랐다.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자연정원과 도심 사이에 

정원박람회장이라는 에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도시를 조화롭게 컨트롤하려는 관리전략에 

가까웠다. 그러다보니 버려진 땅이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순천만과 순천시 사이에서 에코벨트를 형성하기에는 다른 

대상지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산지가 중시되는 우리 정원의 

특성을 박람회장 내에 담기 위해 순천시와 협의하여 인접한 산을 포함해 한국정원을 수목원과 연계

하여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생각해보는 한국정원의 특징, 구곡과 원림

정원은 자연을 향한 인간의 꿈이 담긴 곳이다. 그러니 정원에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정원이란 땅과 마음이 만나 만들어진 미학적 산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원은 땅과 마음의 만남이 더 이상 조화로울 수 없다 싶을 

만큼 적절히 어우러졌다. 구곡(九曲)과 원림(園林)은 그 대표적인 현장이다. 우리 국토의 핵심은 

산수(山水)다. 우리나라만큼 산과 물이 잘 어우러진 국토는 없다. 바위산, 흙산 등 다채롭고 

비옥하며, 대개 화강암 산이라서 단단해 물이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물길이 생긴다. 나는 여기에서 아리랑이 탄생하고 수많은 구곡이 탄생했다고 본다. 

구곡은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에서 출발했지만, 정작 구곡이 꽃을 피운 곳은 우리 땅이었다. 

그 까닭은 구곡이 한국적인 땅에 잘 맞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산과 물에 바위까지 결합되어 

절묘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땅의 특징이다. 우리의 자연은 풍요롭고 은혜롭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 때도 굳이 손을 많이 댈 필요가 없고 기꺼이 자연에 동참하는 태도를 갖는다. 

구곡처럼 빼어난 경승지를 찾아내 이름을 짓고 자신의 정원이라고 노래하는 것, 그리고 기껏

해야 정자 하나 짓는 것, 그것이 우리 정원에서 일어나는 행위였다. 이런 사실은 고산 윤선도의 

정원이나 소쇄원, 석파정 등 원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원의 또 다른 바탕은 기후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드물다. 겨울이 아

무리 혹독해도 우리는 봄이 온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계절이 수만 년간 반복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불어넣은 힘은 대단하다. 그것은 생명력이 되고 리듬감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풍요롭고 감사한 자연에 어떻게 교감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 우리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 일상처럼 즐기고 향유하는 곳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아름답고 멋이 있었던 한국정원의 진면목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리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 삶을 보다 넉넉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진정한 정원문화의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원문화가 남도지역에서 주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정원문화는 남도

지역의 음악, 음식, 차 등 풍부한 문화적 풍토 속에서 꽃필 수 있었다. 순천 역시 규모 면에서는 

작은 도시일지라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준비된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접했던 당시 시장님을 위시한 시 공무원들의 열정과 태도는 인상을 넘어 

감동이었다. 그때 받았던 인상과 감동을 작년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 번 느

낄 수 있었다. 몰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정원박람회를 100년 

이상 개최해온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어떤 

도시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순천이라는 지방도시가 한국 최초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함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

정원박람회이니만큼 부족했던 점은 차후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최고의 정원문화도시로 순천시가 진화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온 힘을 

모아 주신 순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싶다.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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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 라인을 간직한 
작은 우주

생태계 보전 라인을 간직한 작은 우주

한국은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다. 70% 이상의 국토가 산지이며, 지난 60여 년에 걸친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산지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는 지루한 풍경을 이루고 있는 평지를 사람들의 주거지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아름다운 봉우리와 절벽, 폭포를 가진 산들이 솟아 있으며, 그 사이를 강물이 흘러 

평야로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생태계적인 천국이며 비옥한 땅을 적셔주는 번영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명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폐해를 억제하고 자연과 생태계가 함께 

존재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축복받은 땅이다.

순천시와 주변의 산, 그리고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어 있는 습지, 이 세 가지가 우리 디자인에 

영감을 준 바탕이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생태계 환경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자연과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생태계 보전 라인’을 상징화하였다. 이는 자연과 문화, 산과 도시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순천은 나무가 울창한 산봉우리들이 도시 및 각종 인공 구조물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다. 특히 봉화산은 순천시 한가운데 솟아 있으며, 자연과 

문명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 생태라인의 형성과 보전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위 경관과 생태계를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순천시는 큰 호수로, 봉화산은 물에서 솟아오른 

섬으로, 동천은 호수 위에 있는 아름다운 곡선의 다리로 형상화였다. 이를 통해 ‘작은 우주’를 

창조하고자 했다.

순천호수정원, 예술작품으로 구현된 거대한 생태계

순천호수정원은 아주 정적이고 추상적이며 사색적이다. 도심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언덕을 

걷다보면, 더 세밀하게 보게 되고 우주적인 시야로 자연을 들여다보게 된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물과 땅과 자연뿐인 정원을 거닐다 정상에 올라 고요히 산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조경디자인의 역할이다. 조경디자인은 우리의 시각을 

자연 전체로 확장시키며 풍경 속의 우주와 우주 속의 풍경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조경학은 지평선을 넓혀주는 광역예술이다. 우리는 조경을 통해 작은 것과 큰 것을 함께 볼 수 

있으며,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 식물상과 동물상, 나아가 우주까지 그 속에 담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다문화주의와 연결된다. 우리는 특정한 개인과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개별적인 정원을 통해 문화적인 차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번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에서는 83개의 독창적인 개별정원들이 모여 거대한 정원을 창조했으며, 이는 다문

화주의의 훌륭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의식적인 예술작품으로 

구현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서, 자연과 함께 창조하는 작품이야말로 이상적인 예술작품임

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순천의 다양한 정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개막식에 참석했던 나와 우리 팀원인 릴리 양에게 있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생태학적인 

주제를 공연의 음향, 광선과 조명, 희극과 비극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표현한 것은 엄청난 

놀라움이자 감동이었다. 우리가 만든 언덕과 호수가 드라마의 배경이 되고 전경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조경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품이 무대가 되는 성대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자연파괴의 과정을 보여준 

흑두루미 여인의 공연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과 조경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조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사실을 

공연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에코지오 축제를 통해 정원박람회장은 영구적인 공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뉴욕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처럼 순천만정원 역시 장기간에 걸쳐 순천시는 물론, 인근 지역 전체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나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원과 조경을 사랑하는 많은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성지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생태관광은 세계적 추세다. 그러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관람객이 방문할 경우 생태계의 진정한 면모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개방하는 것은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원조성의 1단계는 완수되었다. 이제 어떤 부분을 살리고 유지해 나갈 것이며, 어떤 특성을 

연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통상 해외에서는 시 당국에서 도시공원과 정원을 5년 정도 

지원한다. 공원은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문화유물로서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선순환에 의한 유지발전이 정착되어 

시민과 관광객 스스로 공원을 돌보게 될 것이다. 특히 생태학적으로는 순천만의 약 80km 

앞바다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태계가 순천만정원의 관리 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원박람회장을 국가의 보물로 

지정하고 생태학적 관리를 통해 정원을 가꾸어 나가면서 시민들을 위한 위락활동을 

전개한다면, 순천만정원은 한국의 생태계 관리에도 신기원을 열게 될 것이다.

찰스 젱스
(Charles Jencks)

정원 디자이너 

순천호수정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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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osmos holding the Eco-line
In Korea the mountains are present enough to disappear from sight. Something like 

seventy percent of the landscape is made from this background, still beautiful after sixty 

years of urbanization. Understandably the omnipresent mountains make the inhabitants 

value the flatlands, which most countries of the world find boring. Peaks, cliffs and 

waterfalls rise above the plains and rivers run through shallow valleys that are 

transformed into irrigated rice fields. This is an ecological paradise understood as a 

garden of prosperity through which rivers run bringing fertility. And it is also defined as 

"the abode of the just", with the right ecological balance, where the miseries of human 

civilization are banished and all species flourish.

Suncheon City, and its surrounding mountains, and thriving wetland - all three were the 

inspiration for our design. We wanted to heighten the ecological conditions that make the 

area so important, and have thus symbolized the concept "Holding the Eco-Line", the 

strong opposition between nature and culture. This raw-cooked opposition is especially 

true of Suncheon City. Trees, on the covered green summits, provide a strong 

juxtaposition with human artifacts - concrete highrise and highways - and, as described, 

the mixture characterizes Korea as a whole, at its best. Mount Bonghwa, located at the 

heart of Suncheon City, shows the 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co-line with a 

sharp contrast between nature and culture. In effect, we have miniaturized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ecology and turned them into landforms, lakes and a bridge. 

The city of Suncheon is represented as a lake, with Bonghwa Hill rising out of the water as 

an island, just as it rises out of the urban city. The river of Dong-cheon, which feeds 

Suncheon city and its famous wetlands, is here shown as a winding blue bridge. we have 

created a microcosm of the macrocosm of the surroundings. 

Suncheon Lake Garden-a macro-ecosystem realized in a work of art 
Suncheon Lake Gardenis very static, abstract and speculative. When you walk on a hill, 

away from the noise of downtown, you can see deeper and farther, and observe nature in 

a cosmic point of view. Walking in the garden comprising earth, water and nature, having 

laid down all your anxiety, and watch the hills, you will recognize that you are 

connected to nature. This is one of the powers of landscape design, that extends 

our field of view to the whole of nature, enables us to see the scenery of the 

universe and the universe in the scenery. As such, landscape art is a cosmic art that 

reaches out to the wider horizon. It relates us to the very small and very big - the 

adjacent view and the heavens above; the local flora and fauna, and the universe. 

Further, this relates to multiple cultures. We can recognize specific individuals and 

cultures and develop cultural differences through countries, regions and gardens. In 

the Suncheon Bay International Garden EXPO, 83 different expressions have 

created a great garden, which is a good example of multiculturalism. All the teams, 

as well as we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Garden EXPO, have created a work of art 

in the wide area extending from the land to the sea. This is a giant ecosystem 

realized as a work of art, proving that the work in cooperation with nature can be an 

ideal work of art.

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much difficulty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our 

Lake-garden. It is true that the extreme speed of execution led to problems which 

we warned about. However, you have constructed - at amazing speed - six giant 

landforms, mounds of good shape, with interesting tops and symbolism, and one 

amphitheatre of subtle harmony. This stage of six mounds allowed you to perform 

the idea of the Garden EXPO at the Opening Ceremony: the ecological story, 

essential to the future success of the city and bay. From a global perspective that is 

an extraordinary feat of which we are very proud, as the citizens and city officials 

and contractors should be: it is a world first! 

Suncheon Garden will move and change people
At the Opening Ceremony, Lily and I were amazed and delighted to see how the 

organizers of the EXPO had interpreted their ecological theme through drama - 

through performance, theatre, sound, light, comedy and tragedy. Our mounds and 

lakes were both the background and foreground of this drama, and this was 

personally fulfilling. Landscape designers rarely get to see their work become 

activated as both the stage and actor. Especially, we could feel that people are well-

aware of nature and landscape-art seeing the performance of The Hooded Crane 

Lady: that dramatic story of the migrant bird being chased by motorcycles 

symbolized the destruction of nature by industrialization. We could also see once 

again that landscape art can move people's heart and make them change.

Our belief is that the Eco-Geo Festival has created a unique artefact that can be 

turned into a permanent park. Like Central Park in New York it can become a long-

term asset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 city, and all the property around it. If it is 

managed well it can become a world destination for pilgrimage. Of course, eco-

tourism is increasing as a genre today, but it has to be carefully managed in stages 

so that the number of visitors does not destroy the experience, and reality, of the 

ecology.

The first stage of this unique creation is now over. The second stage will have to 

make decisions about what can be kept, what qualities can become permanent. The 

usual situation is for the city to support 

an urban park and garden for five 

years. This has to be managed as a 

social and economic artefact keeping 

up the quality. It means programming 

the right activities, maintaining nature 

at a good level. Then, after five years, 

you create a virtuous circle, and then 

the citizens and visitors will start to 

look after everything as their own. That 

is what becoming a destination today 

means. You should get help from the 

region and nation for the cost of this. 

T h e e n t i r e E X P O s i t e s h o u l d b e 

declared a national treasure, and 

K o r e a n e x p e r i m e n t i n p r o a c t i v e 

ecological management through tying 

necessity to gardens, and enjoyment.

Microcosmos-Holding 
Ec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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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실천적 행동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기본 기조

“순천만 습지를 잘 보전하고

새롭게 꽃과 나무를 심어

우리들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실천적 행동이며,

잃어버린 동심과 낭만을 찾아 떠나는 

느리지만 아름다운 여정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설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가고자 했던 

내용이다. 순천만 습지뿐만 아니라, 순천에서 발원해 도심을 지나 바다로 합류하는 동천과 ‘산·골· 

들·물·벌’이라는 순천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자연요소, 다섯 가지 정원매니페스토를 아우르는 이 짧은 

문구는 우리가 끝까지 남기고자 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하는 모든 설계에 대한 

기조와도 같았다.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정원박람회 대상 부지는 전부 논이었고, 나중에 순천 시민들은 ‘천지개벽’ 

했다고 표현할 만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큰 프로젝트였다. 또한, 우리 설계사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국내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이자 조경계에도 큰 이슈를 던져준 프로젝트를 맞아 우리는 

보다 생태적이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한국적인 색채와 순천의 특징을 담아내고자 노력 했다. 

2009년 12월 현상설계 당선 이후 2010년 1월 순천합사를 구성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현상설계안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설정되었다. 크게는 전체 

사업 대상지에 대한 범위가 변경되었으며, 박람회장과 습지, 저류지가 담당해야 할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역할,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 PRT, 한방약초정원과 도시숲 등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와 경계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박람회 운영시설의 배치와 각 세계 정원의 

배치, 관람루트와 테마정원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3년 정도 수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단 하나,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생각과 기조만은 지켜가고자 했다. 현상설계의 가장 큰 

개념 중 하나였던 호수와 실개천 주변의 억새밭을 통해 다양한 정원을 배치하는 것 역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부분으로, 그것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두의 성장을 가져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우리가 가장 처음 진행한 것은 정원의 배치와 주요 관람동선의 구성이었다. 주 관람동선은 

한꺼번에 많은 것이 보이지 않도록 지그재그 형태로 동천변에서 호수와 실개천까지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부지를 보다 넓게 느끼게 하고 박람회장 내 프로그램을 보다 풍부 

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정원 역시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 간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참여국가와 조성면적, 위치까지 많은 변경과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특히 박람회장을 관통하는 호수와 실개천,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한 과정과 도시의 

재해방지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기능성을 담아내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설계완료 후 찰스 젱스의 순천호수정원으로 변경되면서 박람회장의 경관을 대표하는 요소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좋은 박람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이다 보니 많은 변경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도 빠듯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기본 

기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 같다. 실질적인 시설배치를 

비롯해 실무자와의 협의, 식재 수종부터 배식까지 함께 고생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나 싶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정원박람회를 선보였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새로운 도전이자 뿌듯함을 

안겨준 프로젝트였다. 모든 설계과정이 지금도 생생할 만큼 열정적이었으며, 창의적이고자 

노력했고, 우리의 좁은 식견을 버리고 열려 있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일까지 

동행해 정원박람회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칼 푀르스터 재단 고정희 박사님과 

현상설계부터 마스터플랜 초기까지 귀중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준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님, 순천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성호엔지니어링과 동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식구들, 그리고 험난한 여정을 함께해 준 우리 가원식구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순천시 관계자분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독일의 BUGA, IGA와 같이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기존의 

공원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면서 정원박람회가 하나의 축제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래서 조경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크게는 국내 정원과 조경문화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안세헌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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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향해!  

02 21세기 시대정신, 자연과 생태정원의 결합

03 공동의 목표를 향해 

Suː m of the Ground

비가 오면 어김없이 물에 잠기던 땅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소통공간으로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은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거대한 에코

벨트가 되어 아름다운 생명의 보고 순천만을 개발로부터 지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21

세기형 도시비전을 실현하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한 순천의 희망입니다.

Chapter 1

정원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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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 대보름 솟대

솟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전령이다.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道)를, 그리고 도(道)는 자연을 본받는다. 결국엔 
사람도 자연을 본받게 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하늘의 이치다. 순천만으로 대표되는 

생태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순천(順天)은 하늘이 내려준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특화한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오늘의 편리함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전라남도 중소도시 순천이 생태관광 1번지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다.

01

정원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향해! 

1. 자연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룬 순천의 잠재력 

1) 順天,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도시

순천이라는 지명은 어감이 순하고, 세상 이치에 맞으며, 포근한 느낌을 준다. 순천 

하면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한다)1)’는 글귀가 떠오른다. 여기서 천(天), 하늘은 삶을 유지하는 근

원으로서 사람과 마음의 본질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전체성을 

갖는 이치라서 천명(天命)이라고 한다. 하늘에 따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을 따르는 것인가? 노자는 『도덕경』에

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道)는 자연을 본받는다”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道)를, 그리고 도(道)는 자연을 본받는다. 결

그림 1-1 순천시 전경

1) 『명심보감(明心寶鑑)』, 「천명편(天命編)」에 나

온 글귀로, 본래는 『맹자(孟子)』「이루장구상편

(離婁章句上編)」 제7장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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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엔 사람도 자연을 본받게 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하늘의 이치이다. 

순천(順天)의 자연은 대체로 온화하다. 크고 작은 산줄기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

아주고, 난류의 앞바다에서 오는 온화한 기운이 합해지면서 겨울에도 따사로운 햇

볕이 드는 청명한 날이 많다. 이런 따사로운 햇살 아래 고운 얼굴의 사람을 보고 순

천에 가서 얼굴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른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순천을 두

고 “산과 물이 기이하고 고와 세상에서 소강남(小江南)이라고 일컫는다.2)”라고 했

는데, 이 역시 그 맥락이 같은 것이다. 

순천시는 승주군과 도농통합도시가 되면서 총면적 약 910㎢로 전 국토의 0.9%에 

해당하는 큰 지역이다. 이처럼 넓은 면적과 동서 교통로의 발달 덕분에 일찍부터 

경제, 교통, 교육 면에서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위로는 곡성, 

서로는 화순과 보성, 동으로는 구례와 광양, 남으로는 여수시와 인접하고 있는 등 

주변 배후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갯벌을 바탕으로 한 해양환경

을 비롯하여 동천과 이사천 등의 하천환경, 북동부의 주암호를 낀 모후산과 조계

산 등 산지환경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수자원이 풍부한 순천

은 동천과 옥천이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읍성과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점차 하천변

의 범람원을 개간하여 시가지를 확대하였다.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해 빠져나가는 

순천만 일대는 바다의 영향을 받는 곳이면서도 양쪽이 산지가 협소하여 해룡과 대

대동 일대에 대규모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후 이사천이 주암댐과 함께 댐

을 형성하면서 상사호가 생기고, 바다에서 공급되는 점토와 니질의 물질이 바깥쪽

에 퇴적되면서 갈대밭이 급속도로 확대 형성되었다. 친환경적 갯벌의 확대와 갈대

의 번식, 염생식물의 성장, 주변 농경지의 먹이 등이 결합되어 순천만은 천혜의 습

지대가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과 철새, 갈대를 모두 볼 수 있

는 대한민국 생태관광 1번지가 되었다.

순천은 이처럼 산과 바다, 강, 호수,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천혜

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모든 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고인돌공원 등 생태와 문화를 품은 도시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연

환경과 역사성을 중심으로 2010년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로 선정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는 지구 환

경보호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한 도시를 대상으로 유엔환경계획

(UNEP)에서 공인하는 상으로, 순천은 가장 살기 좋은 두 번째 도시로 선정되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살고 싶은 도시대상’에서 전국 최초로 대통령

상을 2회 수상하며 국내`외적으로 생태적인 도시환경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013

년, 순천시는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적 생태도시로의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2) 역사 속의 순천

과거 백제 땅이었던 순천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모래드리’ 또는 ‘사평’이라고 추측

된다.3) 김정호는 {여도비지』에서 순천도호부를 삽평(歃平), 사평(沙平), 무평(武平)

이라 했으나, 이후 {대동지지』에서는 무평(武平)의 오기인 무평(畝平)은 잘못된 것

이라 하여 사평을 순천의 맨 처음 읍호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옥천 옥천교 남쪽의 꺼진 물목을 고래목(鯨項)이라 부르

기도 하며, 부사 성이호(1869~1871)가 동천 가운데 모래톱에 지은 우선정(遇仙亭)

이 모래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도 있다. 이 두 내의 강터는 1935~1940

년 제방공사가 끝나기까지 모래가 차지한 면적이 아주 넓었다고 한다. 해마다 홍수

가 나면 강바닥이 높아지면서 풍덕동 양쪽 들판에 물이 찌는 것을 수없이 보아야 

했으며, 1962년 8월 큰 폭우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더라도 선사시대 ‘모래

드리’, ‘사평’의 지명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4) 이후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에 

당의 방식에 따라 주`군`현 간의 영속관계를 강화하면서 전국에 걸쳐 모든 지명을 중

국식 한자명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승평’으로 개칭하였으며, 다시 고려 태조가 국권을 

정비하면서 신라와 백제의 흔적을 지우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승주’로 바꾸었다. 

승평군(昇平郡)이 ‘순천부(順天府)’로 바뀐 것은 고려 충선왕 2년(1310)에 지방관

제를 대폭 바꾸면서였다. 순천은 원래 『주역』의 ‘탕무혁명(湯武革命) 순호천이응

호인(順乎天而應乎人)’에 나오는 말로서, 1404년 명나라 태종이 북경을 세우고 순

천부라 한 데서 유래한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던 시기에 후백제를 버리고 고려

를 건국하는 것이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 했던 후백제의 박영규, 김총 두 장

군의 공적과 고려 말 당시의 국제화 의식에 따른 지명이다. 조선시대 지리서인 이중

환의 『택리지』에 나타난 순천부는 지금의 순천시, 별량면 동부, 쌍암면, 서면, 송광

면, 월등면, 주암면, 해룡면, 황전면과 여수시를 포함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후 1914년 순천군 순천면으로 개편하였으며, 1931년 순천읍에서 1949년 순천시

로 승격되면서 면지역은 승주군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순천시로 발족, 오늘에 이른다. 

· 삼한시대 마한에 속함

· 삼국시대 백제에 속함, 사평이라 칭함

·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에 승평군이라 칭함

· 고려시대 태조 23년(940)에 승주로 개칭

 성종 2년(983)에 승평군이라 함

 충선왕 1년(1309)에 승주목으로 승격

 충선왕 2년(1310)에 순천부 순천지명 처음 등장

· 조선시대 태종 13년(1413)에 순천도호부를 둠

 고종 32년(1895)에 순천군으로 됨

그림 1-2  1872년 순천부 지도

2)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순천도호부

편」, 형승조

3)  『순천시사』,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4) 백제 때 읍호 삽평(歃平)이 1145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맨 처음 ‘삽(•)’으로 기록되었는

데, 1451년 정인지 등이 오인하고 『고려사』에 ‘감

(欿)’으로 잘못 썼다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에 ‘삽(•)’으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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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11.1. 순천군 순천면이 순천읍으로 승격됨

· 1949.8.13. 도사면 9개 리와 해룡면 일부(왕지, 조례, 연향)를 편입하여 

         ~ 8.15. 동월 15일 순천시로 승격하고 그 외 지역은 승주군으로 함

· 1995.1.1.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순천시로 발족

3)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 

(1) 지리와 교통

순천은 지리적으로 남해안의 동쪽 경상도와의 접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여수반도에서 돌산도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길게 걸쳐 있다. 일찍이 고려 성종 14

년(995)부터 연해군 절도사가 주둔하였으며, 해안에는 좌수영, 방답진 등의 진영

이 포진하여 군사적으로 매우 중시되던 곳이었다. 특히 지금의 순천시 낙안면, 외서

면, 별량면 서부와 보성군 벌교읍을 포함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낙안군은 남해안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바다에 면해 있어 수운이 편리할 뿐 아니라 

순천만 깊숙이 들어와 해안방어에도 유리했다. 읍치에는 방어적 성격의 읍성이 축

조되었으며, 그것이 지금의 낙안읍성이다.

군사적 요충지라는 데서 짐작하듯 순천은 접근하기 쉽지만은 않은 고장이었다. 항

구가 있는 여수와 비교하더라도 온통 갯벌 천지인 순천의 바닷가는 외부와의 소통

이 쉽지 않았다. 인근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가면 지리산을 지나야 하는 탓에 하루 만

에 다녀오기에는 빠듯한 거리였다. 그러다 근대로 오면서 철도시대 개막과 함께 순

천은 교통의 길목으로 자리 잡았다. 순천시는 전라선 철도와 1922년 광주 송정∼

순천 구간의 경전선, 1936년 익산~순천 간 전라선이 개통되었으며, 1968년에는 진

주∼순천 구간의 경전선이 개통되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길목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는 KTX 운행이 시작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

가 되었다. 

또한, 전주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17번 국도와 목포에서 진주~마산~부산으로 이어

지는 2번 국도의 교차점이며, 호남·남해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어 지리적

으로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다. 뿐만 아니라 순천 도심에서 20분 거리에 여수공항

이 위치하고 있어 하늘길이 편리하며, 순천만과 광양만을 통해 남해와 접하고 있어 

해상교통 역시 편리하다. 덕분에 여수·여천·광양 3개 시와 여천·구례·곡성·보성·

고흥 5개 군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

기 시작하였다.

      

   

(2) 소의 두 뿔을 닮은 지형 

순천시의 지도를 보면 소의 머리모양이 그려진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길

쭉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주암면 운룡리 용두마을과 황전면 비

촌리 칠안마을이 소의 두 뿔처럼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다. 순천시의 지형과 지세는 

대체로 북쪽과 서쪽이 높고 기복이 심하며, 남동쪽이 낮다. 순천만과 광양만에 접

해 있는 남동쪽에 다소의 평야지대가 분포하고 있을 뿐 대부분 산악이 중첩해 있

다. 그래서 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자 산수의 경관 또한 수려하기로 이름나 있다. 

산줄기는 곧 물길의 울타리가 된다. 순천은 산지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대소 하천

의 유역과 해안지역에 평야가 발달해 있다. 서면의 계족산으로부터 시작해 순천의 

명산인 삼산을 굽이돌아 흐르는 동천과 수정같이 맑은 옥천이 흐르는 고장이다.5) 각

각 다른 근원에서 흐르던 동천과 옥천이 성동교에서 만나 흐르다가 순천만 입구에

서는 상사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사천을 만나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아름다운 S

자 수로의 순천만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흔히 순천을 일컬어 삼산이수(三山二水)

의 고장이라고 한다. 산과 물이 어우러져 그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뜻이다. 

지금도 동천과 이사천, 수많은 물줄기는 흘러 순천만으로 향한다. 물은 바다를 향

해 위에서 아래로 마냥 흐를 뿐, 그 무엇도 거스르지 않는다. 자연은 그 자체로 질

서이며, 지속가능한 생명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 자연 속에서 탄생했다. 미

래 인류의 생존 또한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자연을 따라 흐르는 것임을 순천

그림 1-3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순천 시가지

그림 1-4 순천시 위치도

그림 1-5 순천시 지형지세 

5) 순천지역 내에는 동서 및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으며, 섬진강과 

보성강으로 이루어진 직할 하천 2개소와 58개 

소의 준용하천이 발달해 있다. 총 300여 개의 

하천은 총연장 685.4㎞로, 대부분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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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고 작은 물줄기가 말해 준다. 

(3) 온난한 기후

기후환경은 인간생활과 동·식물의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작물의 

재배와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순천은 남부해안에 가까이 위치하여 기온의 연교차

가 비교적 적고 겨울이 짧다. 따라서 벼의 파종 및 이앙시기가 빨라 북부나 중부지

역에 비해 농사계절이 상당히 길며, 각종 생산물이 풍부하고 주민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 내륙이면서 해양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대륙성 기후

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순천의 연평균 기온은 2011년 12.8℃, 

2012년 12.4℃로 상대적으로 온화한 편이다.

이러한 기후 특성상 화훼류의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순천은 해동(解

冬)이 서울에 비해 15일 정도 빨라 고등원예재배의 적지라고 알려져 있다. 전국 최

대의 화목류 재배지로서, 광주·전남 내 76%, 전국 37%를 점유하고 있다. 화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전남지역 내 47%, 화목류의 경우 76%, 생산량 기준으로는 

86%를 차지한다. 특히 순천의 시화(市花)인 철쭉은 전국 생산량 1위, 단풍나무는 

3위로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꽃의 도시는 오랫동안 갯벌도시, 농

촌도시로 알려져 온 순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6  지역별 화훼산업 구성비6) 및 전라남도 내 지역별 화훼재배면적 비중7)

표 1-1 순천시 화훼재배현황

구  분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관상수류 화목류 종자종묘 구근류

재배면적(ha) 1,905 1,125 348 2,227 1,162 31 36

판매액(억 원) 2,863 2,766 1,530 349 548 119 41

2.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향한 발걸음

1) 순천만 :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대한민국 생태관광 1번지가 되기까지

(1) 아름다운 생명의 보고, 순천만

밀물 때는 바닷물이 육지로 5km쯤 들어왔다가 썰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바다 쪽

으로 5km쯤 빠져나간다. 이 10km의 갯벌은 짱뚱어와 게들의 놀이터다. 물이 빠지

면 칠게를 시작으로 농게, 방게 등 수많은 생명이 밖으로 나왔다가 이내 숨을 곳을 

찾느라 분주하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흑두루미, 재두루미가 날아든다는 것

을 아는 까닭이다. 이것이 지금껏 갯벌과 바닷물이 살아온 방식이다. 마지막 빙하

기가 끝난 8,000년 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모양이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

다. 이때 해류의 조수작용과 맞물려 동천에서 흘러들어 온 흙과 모래가 오랫동안 

6) 농림축산식품부(2011), 화훼재배현황

7) 전라남도청 통계연보(2011), 화훼재배현황

그림 1-7 붉은 칠면초가 군락을 이룬 

 건강한 순천만의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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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되면서 순천만이 형성되었다. 

순천만의 넓은 갯벌은 서해안의 갯벌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 특성은 사뭇 다르다. 

만입이 개방되어 있는 서해안과 달리 순천만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의 말단부

가 만의 입구를 막고 있는 폐쇄형으로 입구가 좁고 내부가 넓은, 거꾸로 놓인 호리

병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이 호리병 속으로 늘 맑은 강물이 흘러든다. 만의 동쪽

지역은 동천과 이사천, 서쪽지역은 벌교천이 있어 이들 하천을 통해 갯벌 생물들

은 육지로부터 먹이가 되는 유기물들을 공급받는다. 강의 하구가 댐으로 막혀 있

지 않아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하구와 하류지역은 기수역(汽水域)을 

이루고 있다. 순천만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연공간들은 자연스럽게 하천과 개울로 

이어져 서로를 보듬으며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한다. 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과 나

지막한 산이 함께하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순천만 갯벌의 

특징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크지 않은 한 공간에서 생태계의 다양성

(ecosystem diversity)과 생물서식지의 다양성(habitat diversity)을 모두 느낄 수 있다.

순천만 갯벌은 주로 뻘갯벌로 갯지렁이류와 게가 많으며 맛조개, 새꼬막, 낙지 등

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갯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처럼 경운기나 트랙터를 

타고 갯벌에 나갈 수 없다. ‘뻘배’라는 독특한 이동수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이곳 사람들은 ‘널’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순천만은 갯벌생태를 기반으로 사람

과 자연이 어울려 고유한 생활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생명의 땅이다.

① 순천만 갈대숲

갈대의 북슬북슬한 씨앗 뭉치가 햇살의 기운에 따라 은빛 금빛으로 채색되는 모습

은 장관이다. 때마침 불어온 갯바람에 갈대숲 전체가 일제히 흔들리는 풍경은 망

망한 바다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장엄하기까지 하다. 

동천과 순천시 상사면에서 흘러 온 이사천의 합수 지점부터 하구에 이르는 3㎞ 정

도의 물길 양쪽이 갈대밭으로 뒤덮여 있다. 교량동과 대대동, 해룡면의 중흥리, 해

창리, 선학리 등에 걸쳐 있는 순천만 갈대밭의 총 면적은 약 5.47㎢에 달한다. 드문

드문 떨어져 있거나 성기게 군락을 이룬 여느 갈대밭과는 달리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갈대들이 빈틈없이 밀생한 이 갈대밭은 마치 누군가 정성 들여 가꾼 듯 원형

의 독특한 모양을 이루며 매년 조금씩 성장한다. 갈대의 번식은 뿌리의 일부나 씨

앗이 바닷물에 떠돌다가 잘 자랄 수 있는 갯벌 위에 도착하면 뿌리를 내려 자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작은 원이었다가 이들이 성장하면서 큰 원을 만들

고, 여러 개의 둥근 갈대밭과 이어져 지금의 둥글둥글한 갈대밭이 만들어진 것이

다. 하천의 물 흐름이 일정하고, 강 하구에 넓은 갯벌과 기수역이 있어 광범위하게 

갈대밭이 형성될 수 있었다. 촘촘하게 갯벌에 뿌리 내린 갈대는 순천만의 중금속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덕분에 순천만에는 단 한 번의 적조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② 순천만 철새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넓은 갈대 군락은 새들에게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고 주

변의 논 역시 새들의 먹이 채식지가 되어 준다. 안정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순천

만에는 230여 종의 새들이 기록되었고, 그 중 25종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위

기 조류들이다. 매년 겨울이면 국제보호조인 흑두루미와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

리저어새, 민물도요, 큰고니, 혹부리오리 등 수천 마리의 물새들이 월동한다. 혹부리

오리는 세계 전 개체의 약 18%, 민물도요는 세계 전 개체의 약 7%가 서식하고 있다. 그림 1-8 가을의 순천만 갈대숲

그림 1-9 순천만 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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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순천만의 상징이 된 흑두루미는 울음소리인 ‘뚜루루루~’에 명사형 어미 ‘-이’

를 붙여 두루미라 부르게 되었다. 두루미는 공룡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살아 있는 

화석으로, 적어도 4천만 년 동안 하늘과 초원, 습지의 주인으로 살아온 존재다. 두

루미류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새로 알려져 있는 흑두루미는 시베리아 동부, 중

국 흑룡강성, 몽고 등지의 침엽수림 내 습지대에서 번식하다 가을이 오면 머나먼 

여정을 시작한다. 춥고 힘든 여정 끝에 한반도에 들어선 흑두루미들에게 온화한 

날씨와 청정갯벌에서 살아 움직이는 먹잇감들이 넘쳐나는 순천만은 월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였다. 이처럼 순천만은 겨울에는 흑두루미 등의 월동지로, 봄·가

을에는 수많은 도요물떼새들이 시베리아-호주 간의 이동경로상 중간기착지로 이

용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태관광 1번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 없이 순천만을 

꼽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천만의 가치를 알아본 건 아니었다. 오히려 순천만은 

순천만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과 갈등 속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확인하게 된 

경우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혜안(慧眼)과, 이를 보전하기 위

한 다양한 실천이 있었기에 순천만은 오늘의 순천만으로 남을 수 있었다. 

(2) 순천만의 젖줄 동천

순천만은 동천 하구에 자리 잡고 있어 동천 개발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동천의 잦은 침수피해였다. 1959년 강력한 사라호 태풍

이 남해안을 덮쳤을 당시 순천도 초속 85m의 강풍과 폭우를 피할 수 없었다. 동천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온 빗물로 인해 동천은 순식간에 범람했고,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시내는 물에 잠겼다. 그동안 동천은 수해문제로 시가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도심과 순천만 해수면은 약 3~4m의 고저차로 인해 순천만 만조나 집중

강우 시 동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배수상태가 좋지 않아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

생하곤 했다. 순천시는 시내와 동천을 재정비하면서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홍수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그러나 미처 대책을 찾기도 전인 1962년 8월 27일, 끔찍한 재앙으로 기록된 수해가 

찾아왔다. 하루 종일 몇 분 간격으로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서 300mm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해 동천의 둑이 무너져 방대한 양의 물이 시가지를 덮쳤다. 이로 인해 사망 

224명, 실종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692동의 가옥이 유실되거나 전·반파

되었다.8) 당시 정부는 수해대책복구사업소를 마련해 긴급구호에 전력을 기울였으

며, 순천만에 이르는 이사천 방조제는 직강화 작업으로 재건설되었다. 

순천시는 동천의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1992년 3월 「동천하류 하도정비사업」 계획

을 세웠고, 이에 대해 일부 대대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순천

만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시민위원회’가 결성되면

서 동천 하류의 갈대밭과 갯벌 살리기를 호소하고 나섰으며, 언론을 통한 잇단 문

제제기를 통해 순천만은 전국적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화두로 부각되기 시작했

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 11월 ‘제1차 순천만하구생태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순천만에 대한 생태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다양한 결과물을 낳

았다. 전문가들에 의한 순천만 첫 생태계 조사에서 흑두루미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희귀한 철새들이 관찰되면서 순천만이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임

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운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으며, 여기에 순천만의 생태를 알리고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순천만

갈대축제」가 개최되면서 대중적 인식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순천만의 가치가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고, 생태계 보전이라는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화두로 형성되었다.

(3) 순천만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생태체험의 장 구축

2000년도에 이르러 ‘순천만 생태공원화’의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서 개발 위주에서 

순천만 보전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순천만은 생태학습의 

명소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광활한 갈대밭의 전경과 겨울철새 중 진객이라 할 흑

두루미를 찾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순천시는 구체적으로 2004년 11월 순천

만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는 사이 「두루미 보호 국

제심포지엄」이 순천시청에서 개최되는 등 이제 순천만은 보전해야 할 생태적 가치

가 충분한 명소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처럼 순천만 복원을 위한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환경오염시설로 방치

되었던 용산 밑 오리사육장과 양어장을 철거해 습지로 조성하였으며, 순천만의 관

그림 1-10 1962년 수해현장

 (사진: 순천시청 제공)

 8) 동아일보 기사, 196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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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순천시는 순천만 주변 논밭에 전봇대가 설치된 주된 목적이 가뭄에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대기 위한 전력공급 때문이라는 사실에 착안, 가뭄 시 이동 전력시설

의 임대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지역농민과 협약을 맺고 순천만 인근의 전

봇대를 모두 철거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2006년 60여 만 명이던 순천만 연중 관람객은 2007

년에 이르러 180여 만 명, 2013년에는 약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갈대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순천만의 가치를 

인식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관광객 유치가 아닌 

습지보호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4) 순천만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순천의 정체성을 확립하다

순천만은 환경을 보전하며 자연생태계와 교류를 통해 풍요로운 인간 삶을 보장하

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선례로 남게 되었다. 또한, 녹색성장의 이념

과도 부합하는 사례로서, 오늘날 생태자원은 곧 미래의 경제자원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효과가 배가되고, 관광객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세계적인 생태자원이 된 것이다. 

순천만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민관이 순천만 보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순

천시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공공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지방정부

9)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 철새 등 야생 동·식물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경작자나 

소유자와 관리방법 등을 자율계약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계약을 맺은 

농민들은 벼 수확 후 볏짚을 거둬들이지 않고 

논바닥에 골고루 뿌려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새들은 

논바닥에 떨어진 낱알 곡식이나 미생물을 먹고 

겨울을 날 수 있다.

문인 대대선착장 주변 노후시설물 역시 철거하였다. 또한, 갈대밭 사이에 데크를 놓

아 사람과 갈대를 하나로 만들고, 주변 간척지는 친환경 경관농업으로 전환하였으

며, 농민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였다. 순천시는 순천만에 날아오는 다양한 철

새들을 보호하고 철새서식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생물다양

성 관리계약제도9)’를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

김하기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나아가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부분적

으로 시행해 오던 갈대축제를 시가 주체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순천

만갈대축제는 명실상부한 순천만 생태관광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시의 이미지를 순천만 생태보전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시 상징물을 흑두

루미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갈대축제 개막식에서 발표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었다. 

시민들도 힘을 보탰다. 자발적으로 새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282개의 전봇대를 

철거하고 내륙습지를 만들어 철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였다. 순천만 주변 논에 설

치된 전봇대가 미관상 좋지 않은 데다 철새들이 비행 도중 전봇대 줄에 걸려 추락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1 음식점 철거   2 오리사육장 철거

3 경관농업 흑두루미쌀 생산

4 습지복원

5 낚시어선 보상   6 생태체험선 운영

1

2

4 5

3

6

그림 1-11 순천만을 생명의 땅으로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1 흑두루미 증가   

2 국내 생태관광 명소로 부각

3 순천만 보전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림 1-12 순천만 복원 후 변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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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순천만 사례를 통해 구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순천시의 내부적인 역량은 한결 성숙해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천만이 갖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은 자연과 인간을 모두 살찌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적극적인 투자

다. 이를 통해 순천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이 공감하

는 도시의 정체성을 서서히 확립하였으며, ‘생태도시 순천’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탄

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0)

2) 발상의 전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작

(1)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 및 녹색 인프라 구축

순천시는 1996년부터 시작된 순천만 보전활동과 2002년부터 시작된 동천의 변화

와 더불어 2008년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순천시가 간직한 수많은 생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순천만과 도시 중심을 흐르는 동천을 양 축으로 삼

아 도시와 자연의 어울림을 보여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 것이다. 

순천시는 순천만 하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 당시 전문가들의 말을 기억했다. 순천만

을 절대보전지구와 완충지구, 개발지구로 분류하여 절대보전지구 내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개발행위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도 점진적으로 철거하

여 자연생태계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할 것, 완충지대에는 방문객에 대한 교육 및 

관리시설과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갖출 것, 개발지역은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관

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등이었다. 그동안 순천시

가 추진해 온 순천만 및 습지복원, 대대포구 내 혐오시설 이전 등 상당수가 이를 실

천한 결과물이었다.

여기에서 나아가 박람회장이 순천만을 개발로부터 지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순천은 바다와의 표고가 4m에 불과해 바닷물이 동천을 타고 

범람할 수 있는 등 항상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박람회장을 조성하여 

거대한 도시숲으로서 방재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저류지를 조성함으로써 집중호

우 시 동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박람회장을 현재의 녹지와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개방형 공간으로 구

성함으로써 박람회 후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친화적 공간이 됨과 동시에, 후

대의 자원으로서 가치 있는 곳이 되기를 꿈꾸었다. 그것이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한 

순천시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녹음이 풍부한 산과 들, 황금빛 넘실대는 농경지, 그리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자연

환경을 가진 순천은 이미 자연이 가꾸어 놓은 다양한 정원을 품은 땅이다.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은 그 자체로 보전해야 할 가치이며, 동천 또한 순천에서 발원하

여 순천만에서 바다로 합류하는 매우 보기 드문 강이다. 오랜 기간 하루에도 몇 번

씩 바닷물과 민물이 넘나들며 만들어낸 변화무쌍한 물길과 크고 작은 갯골은 순천

의 자연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다. 순천만과 동천의 물길을 담은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는 크게는 정원박람회장 내에 순천의 자연을 상징하는 물길과 숲을 조성하

여 여러 정원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인프라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 및 단절되고 손상된 동천의 생태환

경을 대체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가 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담아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녹색기반인 

것이다. 

(2) 순천지명 70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생태도시의 완성을 향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게 된 계기는 「순천지명700년기념사업」부터

였다. 1310년 순천부(順天府)란 지명을 사용한 이래 지난 2010년은 순천지명이 이

어져온 지 700년이 되는 해로서, 그 긴 세월동안 고장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온 것 

또한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이를 기념하고자 순천지명700년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2007년 12월 20일 기념사업 공모에 「시민공원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시

민공원 조성 위치와 공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순천만과 연계하여 오천동 근린공원 내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동시

에 순천의 생태수도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

하자는 역사적인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 

10) 「녹색성장 성공 실천사례: 순천만 생태관광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 생태문화공간 조성
    - 동천 등 도심 생태하천 복원

    - 문화예술 및 뷰티산업 육성

    - 먹을거리, 숙박 등 서비스시설 개선

■ 생태 축(에코벨트) 조성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 국제습지센터, 수목원, 저류지 등

      ※ 순천만 쪽으로 도심팽창 억제

■ 생태자원 복원
    - 동천변, 해룡천, 생태습지 복원

    - 절강습지 복원 

    - 에코촌(생태 커뮤니티센터) 건립  

■ 항구적 보전기틀 마련
    - 생태보전지구 지정 : 963만 2천 ㎡ 

    -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도심공간

전이공간

완충공간

절대보전공간

그림 1-13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기틀 마련

도시인프라 생태적 자연

동       천 순 천 만

후대의 자원

그림 1-14  순천시의 새로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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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생태도시는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관리를 강조

하는 환경 중심에서 최근에는 자연의 보전과 문화적 다양성 등을 통합시킨 개념으

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는 지구온난화와 지구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

시재생 모델을 제시하여 시민 휴식공간 확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녹색성장 프로

젝트다. 또한, 7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향후 100년의 미래를 대비하고, 지구상에

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연안습지 순천만과 함께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 낼 수 없

는 세계 유일의 생태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속의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었다. 

2008년 1월 19일 시장, 국회의원 및 국·소장급 공무원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해 3월 제130회 순

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정원박람회에 대해 의회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 7월 15일 정원박람회 추진 전담부서로서 생태수도지원사

업소를 신설하여 정원박람회 추진의 심도 있는 연구와 초기단계 계획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정원박람회와 연계

하여 동천에 일곱 계절 꽃길을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동

천을 따라 주변 공원을 연계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기 시작하였다.

순천시가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하늘의 순리를 따르며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현재의 자원을 보전하는 

데서 나아가 가치 있는 후대의 자원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15 동천의 일곱 계절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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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박람회의 역사

1) 미래형 박람회, 정원박람회의 탄생과 발전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정원박람회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

서 보편화된 문화로 자리 잡아 이미 150년 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1862년 영

국 런던 켄싱턴(Kensington)에서 왕립원예학회(Royal Horticulture Society)가 주관한 

「그레이트스프링쇼(Great Spring Show)」를 시점으로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정원박람회는 1925년 정원을 문화이벤트의 주요 소재로 활용한 최초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파리국제산업장식물미술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이 전시축제

에 중요한 소재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1948년 스위스에서 

화훼생산자들이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를 결성한 것을 계기로 정원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정원문화를 즐기고 해결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국

제행사로 자리 잡았다.

정원박람회는 정원문화의 발달과정과 유사한 경로를 거쳐 전파되었다. 이는 정원

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생활문화의 한 장르가 발전해 전시기능

을 담당하고 상업적 기능을 가지면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림 1-16  정원박람회 사례우리는 왜 정원을 가꾸어야 하는가?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와 대응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미래의 생존조건이 된 지금,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보전하는 도구로서 정원의 역할에 대해 전 인류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인류에게 파라다이스는 지구 자체가 되어야 하며, 이는 미래의 
생태정원이 보여주어야 할 비전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바로 
이러한 21세기 시대정신의 인식하에 있다.

21세기 시대정신, 

자연과 생태정원의 결합

02

정원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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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영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번성했던 정원박람회는 점차 미국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전시유형의 경우 초기에는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한 

화훼생산물 위주의 원예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그 영역이 확대되어 

정원과 예술의 접목을 시도한 탈영역화 된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한 기법으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존의 산업박람회가 실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정원박람회는 그 특성상 실외로 공간

이동을 가져 왔다. 특히 정원 및 화훼류를 주제로 하는 경우 기존 환경에 대한 훼손

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공간운용을 기대할 수 있고, 전시내용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문자원 및 자연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정원박람회의 공간구성에 

유비쿼터스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유리함이 있다. 1997년 개최된 스위스 로잔정원

박람회의 경우 도시의 기존 녹지와 공개공지, 인프라를 적절히 이용해 도시정원축

제의 한 유형을 보여준 ‘분산 +오픈형’ 정원박람회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박람회는 개최 이후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정원박람회는 시

간이 갈수록 수목이 울창하고 푸르러진다. 정원박람회가 화훼박람회나 조경 관련 

생산자들을 위주로 새로운 제품소개에 목적을 둔 조경박람회와는 그 성격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이유다. 꽃박람회의 경우 개화시기 조절 및 화훼류 수출촉진 등

을 위한 전시장으로서 화훼 관련 산업의 발전수단으로 상업적 의미가 부각되며, 꽃

의 특성상 단기간 개최 후 철거되는 소모성 행사다. 그러나 정원박람회는 다양한 수

목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종합 생태공간으로서, 정원·문화·예술이 녹아 있는 그린

SOC 확충을 통해 도시재생 및 관련 산업의 소득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수목 등 식재를 통해 시설물의 영구 잔존 및 시민 휴양공간으로 환원된

다는 특성이 있다. 정원박람회는 관람객들의 눈을 잠시 즐겁게 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도시를 꿈꾸는 일종의 새로운 

산업모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원박람회가 미래박람회로 불리는 이유다. 

2) 국가별 정원박람회 특징

(1) 영국 첼시플라워쇼: 정원의 경연대회

영국의 경우 정원박람회는 「첼시플라워쇼(Chelsea Flower Show)」라는 명칭으로 영

국을 대표하는 행사다. 「그레이트스프링쇼」를 시작으로 1913년부터 첼시지역에 

있는 왕립병원의 정원을 전시장으로 고정하여 첼시플라워쇼를 개최한 이래 지금껏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대체로 매년 5월 하순에 5일간 열리는 단기간 행사

로서, 평상시에는 공원인 곳에 가설공간을 만들어 행사가 열린다. 정원 경연대회가 

중심이 되며, 세계 각국의 원예산업 동향과 다양한 품종의 꽃·나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일의 정원과 가드닝 제품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문가는 물론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서 1987년에는 행사진행에 지장

을 줄 정도로 관람객이 몰려 1988년부터 관람객 수를 제한하기까지 했다. 첼시플

라워쇼는 매년 행사 때마다 새롭게 준비되고 철거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관련 산업과 관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참가업체 및 단체는 왕립원예학회에서 18개월 전부터 기획서를 검토하여 엄격하

게 선발하는데, 새로운 정원디자인이나 재배기술을 가진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발

한다. 특히 정원을 축소해 만든 모델정원이 최고의 볼거리로 꼽힌다. 모델정원은  

정원 꾸미기(Show Garden) 전시장, 현대풍 정원(Chik Garden) 전시장, 안마당 정

원(Courtyard Garden) 전시장, 도심정원(City Garden) 전시장, 선플라워 거리 정원

(Sunflower Street Garden) 전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모델정원은 전체적인 조화, 디자

인과 건축, 정원의 식물, 특별한 장식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금·은·동메달을 수

여한다. 

그림 1-18  영국 첼시플라워쇼(사진: AIPH KOREA 제공)그림 1-17  국외 정원박람회 주요 개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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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원들이 연결되는 지대를 일컫는다. 슐로스가든(Schlossgartenanlagen)에서부

터 킬레스베르크(Killesberg)까지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공원을 하나의 띠로 연

결한 이 프로젝트는 다리와 계단, 산책로 등을 통해 각 공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대

형 공원지대를 형성한 것으로, 1920년 시작되어 1993년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완성

되었다. 

그 중에서도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오아시스 같은 킬레스베르크 공원은 1930년대

까지 채석장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1939년 제국가든쇼가 개최

된 것을 계기로 공원으로 변신한 후 1993년 U자형 그린벨트를 완성시켰다. 

그림 1-20  독일 슈투트가르트박람회

② 뮌헨박람회(2005): 폐쇄된 비행장을 이용한 도시의 질적 향상

1987년부터 일찌감치 선정한 부지는 뮌헨 동쪽 끄트머리 림구에 위치한 비행기장

으로, 곧 이전될 계획이었다. 이 비행장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워진 것

으로,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1960년 비행기 추락사고 후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다.

결국 1986년 비행장 이전이 확정되었고, 560ha의 부지가 남게 되자 뮌헨시는 ‘박

람회의 도시’라는 기본개념을 잡고, 종합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주거단지, 상업지

구, 그리고 전 면적의 1/3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 규모만 하더라도 총면적 

200ha라는 BUGA 사상 최대였으며, 3만 주의 교목, 12ha 크기의 호수, 5천 개가 넘

는 각종 이벤트까지 대단한 규모로 치러졌다. 뮌헨은 박람회 준비를 위해 1999년

부터 6년간 나무를 육성하였으며, 녹지비율을 최소 30% 이상 차지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도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독일의 정원박람회는 새로운 정원

을 소개하는 범주를 넘어 도시개발의 중요한 도구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어차피 개

발되어야 할 도시구역을 정원박람회와 한데 묶어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품격과 질

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2) 정원의 나라 독일 

① 슈투트가르트박람회(1993): 도시 녹지체계의 완성 

독일은 정원의 나라다. 많은 도시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연방

정원박람회(BUGA)나 10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IGA)를 통해 도시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이 가꾸는 정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도시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 독일에서는 공

공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의식주처럼 기본생활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 그것이 독

일의 도시정원이다. 독일의 도시들은 아름답고 거의 완벽하리만큼 잘 가꾸어져 있는

데, 도시를 이런 모습으로 가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정원박람회다. 

특히 1993년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정원박람회는 도시의 녹지체계를 완성한 

박람회로 평가된다. 슈투트가르트는 사방이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보

니 신선한 공기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능선에 지대한 신경을 써 왔다. 고층건물이 

바람의 통로를 막지 않도록 다각도의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길’의 중요성을 발견한 

도시이기도 하다.11) 그리고 지금 슈투트가르트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녹색도시로

서 포도나무 밭과 숲, 수많은 공원과 녹지들의 한 가운데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다. 이는 슈투트가르트 바람길의 골격을 형성하는 녹색의 축이라고 할 수 있

는 그뤼네U프로젝트(Green U)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뤼네U프로젝트는 U자 형태

11) 『고정희의 독일정원 이야기』, 조경, 고정희, 

2006

그림 1-19  슈투트가르트의 도심 녹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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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프랑스 국제정원페스티벌

쇼몽가든페스티벌은 여타의 플라워쇼나 정원박람회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독특

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우선 프랑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문화적 사고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취향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개방적이고 배타적이지 않

으며, 예술 혹은 디자인을 다루는 데 있어 탈영역적이고 선도적인 실험을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가 짙게 배어 있다.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던 디자인을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실험적 캔버스’,  그것이 쇼몽이라고 할 수 있다.12)

(4) 네덜란드 세계대원예박람회: 꽃의 올림픽 

네덜란드 사람들은 꽃을 사랑한다. 그들에게는 집 가까운 꽃 도매시장에서 꽃을 

골라 정원에 심는 것이 일상이다. 단순히 꽃을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세

기 튤립 구근을 터키지방에서 들여와 갖가지 품종을 개발했다. 17세기 초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선홍빛 튤립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이 튤립 품종의 구근 개

당 가격이 1만 길더에 이르렀다가 어느 시점에 폭락한 사례도 있다. 당시 집 한 채가 

1천 길더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꽃이 부의 원천이라는 것을 네덜란드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세계 전체 튤립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화

훼산업은 주요 산업의 하나다.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꽃의 올림픽 「플로리아드(Floriade)」는 영국 첼

시플라워쇼와 함께 유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원예박람회다. 1972년부터 10년 주

그림 1-21   2005뮌헨박람회

(3) 프랑스 쇼몽박람회(1992): 정원박람회로 새로이 태어난 쇼몽

프랑스의 정원박람회 혹은 가든페스티벌의 역사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길

지 않고 개최되는 행사의 숫자 또한 많지 않다. 쇼몽(Chaumont)이 거의 유일하다

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쇼몽성이 위치한 루브르 강변은 고성과 아름다운 자

연경관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지만 관리와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황폐한 곳이 많

았다. 쇼몽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황폐했던 쇼몽을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킨 계

기가 바로 국제정원박람회였다.

쇼몽박람회는 1992년부터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Festival International des 

Jardins」라는 이름의 국제정원페스티벌이다. 국제쇼몽루아르공원 정원 및 조경보

존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신진 조경가들에게 조경의 역할을 고무하기 위한 목

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여한 250여 개 작품 중 국제배심원에 의해 15~20개의 작

품을 선정하며, 견습생 및 예술가, 조경가와 같은 명예참여자를 위한 공간이 할애

된다. 경제·미학·철학적 측면을 고려해 공원·정원·풍경을 전시, 전체 3.5ha의 대지

를 각각 250㎡씩 동일한 면적을 가진 30개의 소공간으로 구획하여 종 혹은 튤립 

모양의 공간에 해마다 일정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 외 지역에는 다년초언

덕, 지피언덕 및 덩굴의 정원, 실험정원 등 상설 조성되는 정원들이 작품들을 둘러

싸는 형식을 취한다. 초기에는 개최기간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4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개최된다. 

12) 『쇼몽 가든 페스티벌과 정원 디자인』, 나무 

도시, 권진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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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일본 오사카박람회

오사카박람회를 통해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쓰루미공원은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

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며 사계절 꽃과 녹음을 즐기는 명소로서 오사카의 상징이 

되었으며, 근대화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스모그 도시’로 불리던 오사카는 ‘꽃

의 도시’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6)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중국 

① 쿤밍(곤명)세계원예박람회(1999)

  

  

그림 1-25  쿤밍세계원예박람회(사진: AIPH KOREA 제공)

쿤밍은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최남단의 도시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인접해 

있다. 기후가 온화해 사계절이 봄과 같고 끊임없이 꽃이 피어 ‘봄의 도시’라는 별칭

이 있으며, 이곳 사람들은 ‘춘성(春城)’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아시아

의 네덜란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원예산업이 발달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기로 공모를 통해 제안된 지역에 조성되며, 통상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약 6개월

간 펼쳐진다.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도시에 공원이 생기는 개념으로, 2002년에는 

힐레머미어, 2012년에는 벤로시에서 축제를 펼쳤으며, 2022년에는 암스테르담 배

후지역에 위치한 알메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IE조약에 의한 공인박람회로 치러

지는 네덜란드 원예박람회의 특징은 자국의 우수한 신품종 화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전시를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해외관람객 유치로 관광수입을 

올리고,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

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로테르담국제원예박람회 이후 세계 화훼 종

주국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화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화훼 비즈니스

의 관광지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1-23 네덜란드 플로리아드(사진: AIPH KOREA 제공)

(5) 일본 오사카박람회(1990):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으로 바꾼 지역재생 박람회 

‘꽃의 만박(萬博)’으로 불리는 「국제화훼녹음박람회」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주제로 1990년 4월 1일부터 183일간 오사카시에서 진행되었다. 오사카시 건립 100

주년과 연계하여 산업 강대국인 일본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 이루어졌으며, 황폐해진 환경의 복원, 국제적 관광지 조성, 꽃을 통한 교육과 창

조성 넘치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1985년부터 5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개최된 아시아 최초의 국제공인 꽃박람회

(AIPH승인, BIE공인)로서 세계 77개국이 참가하고, 일본 내 282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2,3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다. 박람회장은 전시관과 각종 오락시설

을 조화시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연출한 번화가지구, 연못과 화단을 배치해 인간

과 자연의 공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광장에서 펼쳐진 각종 축제를 통해 세계인

의 교류를 보여준 한평지구, 그리고 일본 정부원과 세계 각국의 전통정원 및 꽃과 

녹음에 관련된 문화의 광장으로 구성한 산악지구 등 3개 지대로 구분되어 지대별

로 특색 있는 전시장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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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은 원예박람회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굴

뚝에서 내뿜는 연기 가득한 ‘검은 도시’에서 꽃밭이 가득한 ‘녹색도시’로 변모하였

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풍부하고 다채로운 각종 문화행사와 학술교류, 무역상담 

등이 진행되어 전 세계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26 심양세계원예박람회(사진: AIPH KOREA 제공)

폐쇄적 경제체제로 인해 국제적인 지명도는 미미했던 곳이다. 이처럼 오지에 가까

웠던 쿤밍을 세계적 여행의 도시로 알리게 된 계기가 세계원예박람회였다. 쿤밍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95개국의 국가 및 국제조직이 참가한 세계원예박람회

를 개최하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경우다. 

쿤밍세계원예박람회는 1999년 건국 50주년을 맞아 쿤밍 시내에서 4㎞ 정도 떨어진 

산 아래 세계원예박람원에서 6개월간 펼쳐졌다. ‘인간과 자연, 21세기로 들어가며’

라는 주제에 맞춰 천혜의 기후조건을 활용한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에 중약제와 관광 등을 접목한 바이오

밸리 프로젝트를 위한 외자유치 촉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AIPH 공인 A1급 국

제꽃박람회로서, 약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관람객 1,000만 명을 유치하였다.

이 박람회를 통해 중국은 건국 50주년에 맞춰 국가주관행사로서 국민적 대단합

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내륙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낙후지역인 곤명시를 중심으로 

SOC투자와 지역개발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사계절 꽃 재배가 가능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특화산업으로 화훼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관람객 유치를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람회 개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1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어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록된다.

② 심양세계원예박람회(2006) 

2006년에는 5월부터 184일에 걸쳐 선양 기반산 국제풍경관광개발구 식물원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원예박람회가 치러졌다. 심양세계원예박람원은 기존의 심양식물

원 부지와 인근의 치판산 관광구 등 총 100만여 ㎡에 조성되었다. A1급이 국가마

다 10년에 한 번 개최 가능한 규정상 AIPH가 비준한 A2B1급의 박람회로 개최되었

다. 특히 역대 박람회 중 처음으로 산림에서 진행되었으며, 태양과 토양, 풍력에너

지를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박람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중국

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세계 10대 오염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심양은 세계

원예박람회를 계기로 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규모 면에서도 사상 최대였던 심양원예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의 정원문화

를 한곳에 모았다는 점이다. ‘인간과 자연의 삶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23개의 국

제정원과 53개의 중국 전시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철로를 중심으로 북구와 남구로 

구분하였다. 북구에는 4대 주제건축물인 봉황광장·백합탑·장미원·백화관을 비롯

하여 한국·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인도 등의 국제정원, 중국정원, 

송림욕장 등을 조성하고, 남구에는 미국·러시아·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 등의 국

제정원과 수생식물구·수목표본원·모란작약원·약초원 등을 조성하였다. 주요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예전시공간은 원림구역 주 입구 광장과 2개의 실외 원림구

역(국제원과 국내원), 2개의 실내 전시관(종합관과 열대우림관), 20개소의 테마원, 

특색 있는 화훼거리와 녹색계곡 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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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박람회 승인절차

(1) 정원박람회와 AIPH

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에 의해 개최승인이 결정되며, 박람회의 규정이 정해진다. AIPH는 원예

생산자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협회로서 1948년 스위스에서 화훼 생산자들의 모

임에서 결성하여 원예, 식물, 조경 서비스의 국제적인 마케팅 촉진 등 원예 생산자

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앙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특히 화훼 자유무역은 AIPH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이를 위해 서로의 지식과 경

험을 교류하고 있다. 기술교류는 연례 이사회와 주제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AIPH가 발행하는 통계연감은 각국의 원예생산, 무역 및 시장개발에 견인차 역

할을 한다. 이처럼 전문적인 회원조직을 통해 원예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내·

외 조직 및 단체들과의 회의·출판·학문적 개발과 연구, 전시회 등을 통해 국제적인 

원예산업의 자유로운 교역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원예박람회의 가치 제고 및 성공적 

개최 보장을 위한 공인과 자문 역할 등이 AIPH의 설립목적 및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AIPH는 회장 및 각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의장, 6개 지구를 대표하는 6인, 4

개 위원회 4인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아래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회장에

는 네덜란드 화훼경매시장협회 회장이었던 듀크 하버(Doeke Faber)가 역임해 오다 

2012년 캐나다 재배자위원회 소속의 이사인 빅 크란(Vic Krahn)이 회장에 선출되었

다. 신상품보호위원회, 홍보위원회, 환경위원회, 총무위원회로 구성된 4개 위원회

는 국제적인 원예 전반의 권리·환경·승인 및 통계의 각 분야를 맡아 운영되며, 각 

위원회는 국제적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된다. AIPH는 국제공인박람

회 개최 승인기구인 국제박람회사무국(BIE),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

제신품종보호연맹(UPOV), 멸종 동·식물을 보호하는 국제멸종동식물보호위원회

(CITES), 각종 원예활동을 위한 국제원예연구협회(ISHS) 등과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림 1-28 AIPH 조직도

국 가 분  류 명칭
개 최

기 간

준 비

기간 
개 최 방 식 목    적 사  후

영국 종합정원박람회
Chelsea 

Flower Show
7일 이내 - - - 매년 지속

독일

BUGA

연방정원박람회

Gelsenkirchen 

1997
6개월 10년

집중형

(폐석산 활용)

폐광지역 재개발

 라인강 지류 

복원사업의 일환

(엠셔 프로젝트)

생태공원

Potsdam 

2001
6개월 10년

분산형

(4개의 공원)
도시개발의 수단 공원

Munchen

 2005
6개월 10년 집중형 도시의 질적 향상 공원

Gera, 

Ronneburg 

2007

6개월 10년
분산형

(2개의 도시)
도시발전의 계기 마련 공원

IGA

국제정원박람회

Stuttgart 

1993
6개월 6년

분산형

(4개의 정원)
도시녹지체계의 완성 공원

Rostock 

2003
6개월 - 집중형

도시발전의 계기

마련
공원

LAGA

지방정원박람회

BINGEN 

2008
6개월 8년 집중형 도시계획적 측면

주거단지

공원

Neu-Ulm 

2008
6개월 10년

분산형

(3개의 공원)

도시 인프라 마련

택지개발
주거단지

프랑스 국제정원박람회
Chaumont-

sur-Loire
4개월 - 집중형

조경의 역할을 고무하기

위한 실험적 정원 전시
매년 지속

스위스 정원박람회 Lausanne Jardins 4개월 - 분산형 도시 재발견의 기회 -

네덜란드 세계대원예박람회 Floriade 6개월 10년 - - -

중국 세계원예박람회
1999 쿤밍 6개월 5년 집중형 외자유치 촉진 공원

2006 심양 6개월 - 집중형 - 공원

일본

EXPO

국제정원박람회
EXPO'90오사카 6개월 5년 집중형 지역재생 차원 공원

FLORA

국제원예조원박람회

2000 아와지

꽃박람회
6개월 6년 집중형

황폐화된 

자연 회복
공원

FLORA

원예박람회

2004 시즈오카

꽃박람회
6개월 - 집중형 지역재생 차원 -

표 1-2 국가별 정원박람회 비교

국제원예생산자협회
불어: Association Internationale of Horticultural Producers
영어: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그림 1-27 AIPH 엠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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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요청으로 안홍균 회장이 한국 대표로 추대되어 2006년 AIPH 심양총회(중

국)에서 AIPH KOREA 대표 회장으로 인준되었다. AIPH KOREA는 2009년 안면

도 꽃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AIPH 승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

계 AIPH 회원국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넓혀가며 한국 화훼 및 원예산업 발전

에 힘쓰고 있다.

2. 왜 정원박람회인가?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배경

지금껏 정원박람회는 단순히 정원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산

업발전의 수단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 화훼 선진국에서는 원예업체가 개발한 신품종 및 원

예종 화훼류의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목적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영국, 캐나다, 호

주 등 영연방국에서는 꽃을 통한 교육과 인성함양을 통해 사회적 창조성을 증진하

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일본 오사카와 효고, 독일 켄젠

키르헨과 마그데부르크 등에서는 근대화 과정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파괴된 환경 

및 불량한 경관을 회복하고 지역산업을 재구조화하여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시키

고자 하는 지역마케팅의 전략적 유형으로 활용되었으며, 중국 곤명은 정원박람회

를 개발에서 소외된 오지개발 및 홍보의 계기로 삼아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화

훼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원박람회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도시개발 및 지역재생의 일

환으로 계획되어 낙후지역 및 용도폐기지역 등 쇠퇴지역을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

도 하며, 박람회 이후에는 시민공원 및 커뮤니티시설로 환원되어 도시의 녹지 축을 

완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정원박람회는 도시재생적 의미와 함께 친환경적 

정주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역할을 찾을 수 있으며, 공원 및 기타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친환경 정원도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문

화이벤트로서 정원 관련 축제를 통해 정원문화를 알리고 정원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사후 각종 이벤트 및 문화행사를 수용하는 장소로도 이용 가

능하다. 결국 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짐으로써 도시의 가치와 브

랜드는 높아지게 된다.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당국의 원예생산 가치에 상응하는 회비를 지불한다. 회원

국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협회 보증

금을 납부하고, 정원박람회 계획 및 유치의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

으로 협회 총회에서 개최 승인이 결정되면 AIPH 총회를 유치하는 절차를 통해 진

행된다. AIPH에서 승인하는 박람회는 박람회 기간 및 규모, 횟수 등에 따라 장기

간 개최되는 A1(대형국제원예박람회), B1(해외참가원예박람회), 단기간 개최되는 

A2(국제원예박람회), B2(해외참가원예박람회)로 구분된다.

신청서 제출 협회 보증금 납부 계획 프리젠테이션 설명

AIPH 총회 유치협회 총회 승인Marketing Exhibitions 가승인

그림 1-29 AIPH 승인절차

표 1-3  AIPH 승인 박람회 구분

(2) 한국과 AIPH

우리나라는 AIPH 회원국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1997년 충청남도에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당시 충남국제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 AIPH 가입을 요

청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충청남도, 경기도 고양시, 농협중앙회, 한국화훼협회 

등 4개 단체가 AIPH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

종 중재로 농협과 한국화훼협회가 연합하여 한국화훼단체연합회를 발족하였다. 

1998년 AIPH 퀘벡총회(캐나다)에서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A2 승인 및 AIPH 

KOREA 대표 회장으로 최주견 박사를 위촉하였다. 그러나 AIPH KOREA의 국제

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활동을 중지하였고, 2005년 AIPH 듀크 하버 

구  분 박람회 기간 횟  수 신청서 제출 심 사 단 특 별 규 정

A1

대형국제원예박람회

(장기간)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연1회

국가별 10년당 1회

개막일 

6~12년 전
최대 3인

최소 10개국 참가

최소면적 50ha

최고 10% 건물부지

최소 5% 국제참가자 공간

A2

국제원예박람회

(단기간)

최소 8일

최대 20일

연2회

동일 대륙 간 

최소 3개월 간격

개막일 

4년 전
지원서 검토

최소 6개국 참가

최소면적 1.5ha

최소 0.2ha 국제참가자 공간

B1

해외참가원예박람회

(장기간)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연1회 미만

개막일 

최대 7년 

최소 3년 전

없음
최소면적 25ha

최소 3% 국제참가자 공간

B2

해외참가원예박람회

(단기간)

최소 8일

최대 20일
연2회 미만

개막일 

최소 2년 전
없음

최소면적 0.6ha

최소 0.06ha 국제참가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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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부각시켜 세계 자연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만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②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정원문화 가치 창조

정원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박람회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생태 개

념을 도입한 미래지향적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 인류가 지향해야 할 21세기형 

정원을 소개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의 정원문화를 도입하는 계기

를 마련하여 정원문화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③ 국내·외 생태관광 수요 창출과 생태자원의 가치 증진

순천시는 남해안의 해양자원, 지리산의 산악자원, 내륙습지, 갯벌 등 국제적 수준

의 환경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의 중심지이다. 최근 

국내·외 생태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회와 박람회 등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계적 생태자

원을 홍보할 기회이며, 정원을 주제로 기존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태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아름다운 정원 등 생태도

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④ 국제적 수준의 녹색성장과 인간 정주환경의 새로운 비전 제시

전 세계적으로 국제도시들은 도시공간 속에 자연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존의 공

간을 만드는 녹색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외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0년까지 세계7대, 2050년까지 세계5대 녹색강

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체제

를 갖추어 왔다. 이제 국가 및 도시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능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 따라서 순천은 정원박

람회를 통해 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범지구적 인간 정주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새로

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지역 차원의 필요성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정원박람회 개최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순천 역시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박람

회장을 찾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숙박·음식·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성장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형성된 해외 인지도와 열기를 

이어 받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림 1-30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는 푸르러진다

이제 지방화의 욕구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미래 도시들은 세계적인 지역

사회(global community)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정원박람회

는 든든한 견인차가 되어 준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는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시가지와 순천만 

사이에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여 미래의 잠재된 개발위기로부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항구적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함으

로써 세계적 생태도시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원

을 전시하여 선진 정원문화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원을 시민 휴양공간이

자 순천의 명소로 정착시켜 생태관광의 허브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환경친화형 도시 만들기 추세에 부응한 순천시의 도시정체

성 확보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순천시는 2006년 전라남도에서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서·

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내 계획 중이던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순천만과 연계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였다.

2)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필요성

(1) 국가 차원의 필요성

①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을 생태정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

도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천혜의 순천만 상류지역에 버퍼기능을 갖춘 생태공간

을 조성, 국제적인 정원박람회를 통해 미래의 잠재된 개발위기로부터 슬기롭게 대

처하고 순천만의 환경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도시 → 

촌락 → 농경지 → 습지 → 바다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순천만을 인간과 자연

의 공존모델로 전 인류에 제시하고, 박람회를 통해 순천만 보전의 필요성과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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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기도 하다.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 2013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해법으로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대한민국과 순천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녹색희망을 담은 박람회 이상의 박

람회이다. 

그림 1-31 21세기형 도시모델의 변화

2) Change Earth: 미래형 친환경 박람회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추구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며, 세

계적인 명품도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조화 속에 인간의 정신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인간이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

존하는 것, 그것은 인류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우리의 미래이며 꿈이다. 그

리고 그 해법이 정원에 있다.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온 국제정원박람회는 앞으로는 

더더욱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다. 정원을 가꾸고

자 하는 생각이 우리가 딛고 선 지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꽃과 나무를 키우

는 태양과 바람, 흙과 물, 거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하늘이 만든 자연정원 순천만과 함께 지구에 녹색 점 하나를 찍는 출발점이 되고

자 한다. 처음부터 박람회장은 순천시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서 거대한 띠가 되어 

자연의 에코벨트 기능을 하도록 기획되었다. 순천만 에코벨트(Suncheon Bay ECO 

BELT)는 박람회장 공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임과 동시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만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꿈을 계획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는 순천 

도심이 아름다운 자연습지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여 순천만을 지켜내는 완충지

대역할을 하고 저류지를 조성해 도심의 홍수예방 기능까지 겸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로 완공된 KTX(서울~여수, 2시간 30분), 전주~광양 및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검증된 숙박·관광시설 등을 활

용하고, 순천만 주변의 자연자원을 이용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박람회 개최효과

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나아가 조경과 화훼 관련 단체 및 업체의 참여를 

통해 조경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였다. 

②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 등 도시경쟁력 강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 상류지역인 동천 일대에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여 

생태·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또한, 저류지, 수목원 등 박람

회와 연계된 사업을 통해 도심의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품격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

의 모델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생태수도 순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한다. 수준 높은 공원과 꽃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지역민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인구유입의 촉매제 역할

을 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③ 광양만권 배후 정주도시로서의 생태기능 확대 및 도시림 활용 극대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지속적

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전남 동

부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광양제철 및 여수국가산업

단지 배후도시에 걸맞은 대규모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연계한 남해안권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광양만권을 비롯한 남해안권 경제성

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비전과 목표

1) Change Future: 21세기 도시비전 실현

21세기 이상적인 도시는 ‘도시재생’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정책의 추가 옮겨가고 있다. 도시재생은 시가지를 새

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도시가 갖고 있는 전통과 잠재력을 재생하여 도시를 도시

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개발 패러다임이다. 20세기 개발방식의 

과오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통해 도시의 미래상에 기초한 개발방

식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도시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가꾸어져야 한다. 그것은 인류의 의

5

그림 1-32   에코벨트로서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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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라는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져 농산물의 판매를 증가시키

고,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으로 식당,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 발달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순천시는 향후 100년의 미래를 대비하

여 정원박람회를 발판삼아 생태·친환경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도시

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도시가 되고자 한다.

그림 1-33 자연정원 순천만의 사계

3) Change Suncheon: 순천시를 바꿀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의 가장 큰 수확은 경제적 이익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시 브랜드의 변

화다. 순천지명 700년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인 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은 글로벌 

생태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는 친환경 

그림 1-34 정원박람회를 통해 세계적 명품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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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1)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후 2008년 3월부터 박람회 기

본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원박람회의 순조로운 대처와 적극적

인 추진을 위해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2008년 7월 7명으

로 구성된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구성, 국제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치르기 위

한 정부승인 및 지원과 AIPH 유치승인 등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생태수도지

원사업소는 국내 최초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정원박람회 담당과, 1년 먼저 

개최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엑스포지원 담당

으로 업무를 분장하였다.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유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

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부 및 AIPH 승인 추진, 행사계획서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

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이후 생태수도지원사업소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유기성을 구축하고자 기존 업무인 정원박람회·엑스포지원 외에도 생태공원·동천

환경 등이 포함된 4개 분야를 담당으로 하여 2009년 1월에 12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1-35 생태수도지원사업소 구성(2008.7.) 및 개편 조직도(2009.1.2.)

2)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2009년 5월 생태수도지원사업소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한시기구로 직제 편성되

었으며, 6월 30일에는 직제개편을 통해 1단 3팀으로 구성된 「국제정원박람회추진

단」이 출범하였다. 이를 위해 순천시의회는 청내 전담기구인 국제정원박람회추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확정 후 개최된 

제62차 AIPH 순천총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현지시각으로 2009년 9월 15일,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AIPH로 
부터 승인을 얻어 유치·개최를 확정지었다. 순천이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말이다. 순천시는 먼저 순천시민들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순천만을 보전하는 일에 기쁨과 자긍심을 느껴야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박람회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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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은 오천근린공원 조성과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저류지 

조성사업을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 및 도시경쟁력

을 제고하고, 생태관광의 수요증가를 도심 내로 수용하여 순천만을 국가 차원에서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정원박

람회 구상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한 끝에 2008년 11월 10일, 마침내 학술용역을 완료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박람회의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태수도 순천’의 도시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기회가 될 박람회의 명칭에 대한 고민을 비롯하여 사업환

경 분석, 관련 계획 및 법규조사 등의 여건검토, 최근 엑스포 개최 동향분석, 박람회

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사례조사, 국제 인증방안 제시 등의 이론연구뿐만 아니

라 박람회장 환경계획, 사업추진 및 재원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기본계획

을 수립한 것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연구였다.  

그림 1-37 박람회 기본계획안 수립과정

(1) 기본구상 

① 공간구상 기본개념

공간구상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단 설치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13)하였다. 이는 정부승인에 따른 국제행사의 체

계적이고 완벽한 준비를 위해 전담기구의 기능강화가 필요해질 것에 대비한 것으

로,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함이었다.

그림 1-36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조직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준비를 위한 업무를 총괄

하였다. 기획팀은 조직위원회 출범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확보를 위한 대내·외 홍보 및 대외협력을 통한 국내·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설팀은 박람회장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화훼류 사전확보 및 생태정원 연출, 공

원조성 등을 주 업무로 하였다. 또한, 운영팀은 박람회장의 수준 높은 전시·연출의 

기틀마련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한 국제적인 홍보효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2.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 틀을 만들다

1)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

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국제행사 개최승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정원박

람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2008년 5월 21일부터 11월 19

일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성종상 교수)과 함께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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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람회 개최시기

개최시기는 여수세계박람회와 동시 개최하는 방법과 이듬해인 2013년에 개최하

여 숙박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당초에는 동

시 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나, 한편으로 같은 시기 국제행사로서 승인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자칫 여수

박람회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좀 더 여유로운 준비기간을 

통해 국제행사로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13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최기간은 2013년 4월 20일~10월 20일로 검토하였다. 개막일과 폐막일은 

개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일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순천의 기후를 비롯해 

순천시화인 철쭉의 개화시기, 국민의 여행패턴,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기, 외국인 방

문, 농한기 및 지역축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표 1-4  개·폐막일 결정요인

 

④ 박람회 주제 및 개념체계

박람회를 통해 순천시가 전 세계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주제 및 개념체계 역시 국

외 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 및 개념을 참고로 큰 방향을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박람

회에서는 자연·예술·정원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의 또 다른 경관(스

위스 로잔), 花와 綠(일본 오사카), 잃어버린 자연의 회복(일본 아와지), 환경위기 

속 정원의 상상력(프랑스 쇼몽)’ 등을 주제로 삼았다. 그밖에도 일부에서는 ‘시각이

동, ‘움직임’, ‘미의 섬’ 등 독특한 테마를 선정하기도 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과 관련하여 ‘생태’라는 개념을 

‘정원’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2) 설계 콘셉트 

정원박람회장은 이산이수(二山二水)의 산수 간 관계 속에 입지한다. 이러한 지리

적 특성상 주변의 공원 및 관광자원과 정원박람회장을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연

결할 경우 산으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생태수도에 어울리는 환경도시로서의 

VISION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의 미래상과 비전을 투사하는 촉매제로서 정원박람회장

의 장기구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행사와 이용자의 활동

을 위한 계획을 설정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고려해야 하며, 정원박람회장은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천의 중심적 오픈스페이스로 활용되어 순천시가 

지향하는 미래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틀로 활용될 것이다.  

GLOBALISM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박람회장으로서의 수준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간연출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정원박람

회인 만큼,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미래박람회의 수준을 제시하면서도 한국적인 풍토와 

순천지역 고유의 환경과 문화를 담아 지역적 정체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ECOLOGY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순천

만을 비롯한 순천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녹색교통 도입, 생태

건축의 실현 및 기타 녹색기술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정원박람회장 자체를 환경에 

순응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시장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박람회장 위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상지는 동천 양안으로, 순천시청에서 3.4km, 순천역에서 

2.5km, 순천만에서 5.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국도2호

선(광양~순천~벌교) 및 국도17호선(구례~순천~여수)과 인접하여 주변 지역과 접근

이 양호한 편이다. 그밖에 명말공원(근린공원)과 저전공원(자연공원)이 인접해 있어 

박람회장으로서 양호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8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위치도 및 입지여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온

경관연출

국내 여행객

순천만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수학여행

농한기

지역축제

그림 1-39 박람회 주제 및 개념체계

도시숲
천변숲

남도정원
세계의정원

식물원
botanic garden

한국의정원
Show Garden

도시

숲

city
forest

정원

도시림

생태 ecological cultural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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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의 시사점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과 생태 및 친환경 이미지를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으로 삼아 대한민국 생

태수도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 규모의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하고 전시장을 마련

하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사업 확정 및 10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반드

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및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의 심

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항목별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림 1-42 연구용역을 통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진행절차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 개최를 목

적으로 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단순히 화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발전과 관광자원의 일환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구성원들의 뜻을 모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탄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2) 주무부처 선정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은 관계 공무원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결과 탄생할 수 있었다. 최초라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뜻한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원’에 대한 중

앙부처의 업무 부재 및 소관 사무분장이 없어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의 징검다리가 

되어 줄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승인절차에 따라 주무부처의 검토심사서가 기획재정부

에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당성 연구용역 이전에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승인을 위한 전체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

러나 국제정원박람회가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명확하게 주무부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순천시의 제안에 대해 선뜻 수락하는 중앙부처도 나타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모습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정원박람회장의 설계 콘셉트는 ‘산, 골, 들, 물, 벌’ 등 

순천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경관적 요소들이 정원박람회와 연결고리를 갖도록 

하였다.

테마 1. 친환경 정원박람회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부합하는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자연자원에 대한 적극적

인 활용을 통해 순천의 지역성을 고취한다.

테마 2. 지구환경 정원박람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의미를 공유하는 정원박람회로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구를 주제로 정원공간을 조성한다.

테마 3. 네트워크 정원박람회

순천만, 낙안읍성 등의 주변 관광 및 녹지체계상의 정원박람회는 도시의 중심 문화공간

으로 기능하며, 순천시의 문화·자연·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한다.

테마 4. 재미있는 정원박람회

관람 위주의 기존 박람회와 차별화하여 참여와 축제, 놀이 등이 있는 박람회로서 다양한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여 재미있는 정원박람회가 되도록 한다.    

그림 1-4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배치도

산

골

들

물

벌

풍부한 녹음과 수려한 경관, 대상지의 도심을 둘러싼 수림대

산림경관을 활용한 지구의 모티브

바닷물과 민물의 빈번한 교차로, 동천 하구에 발달한 갯골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갯골

농경지와 억새밭으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상지의 지배적인 경관요소

순천시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동천, 산에서 들, 바다까지 나아가는

순천시의 대표적인  경관인 동천

기수역을 형성하는 순천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질요소로

생태적, 경관적으로 높은 장소적 가치를 지닌 갯벌

순천의 사계절과 자연 ... 순천자생수목원

국제정원박람회장에 순천의 자연을 담아내다

세계축제의 장 ... 주 박람회장

국제정원박람회장에 세계인의 축제를 담아내다

순천 배움의 장 ... 국제습지센터

국제정원박람회장에 순천의 습지를 담아내다

시민을 위한 공원문화의 장 ... 저류지공원

국제정원박람회장에 시민호수공원을 담아내다

그림 1-40 설계 콘셉트
연구용역 최종 결과 

성과물 제출

2008. 11. 19.

타당성 조사 용역
(경제적 타당성 검토)

2008. 11.∼2009. 1.

정부승인 요청

2009. 2.∼4.

투 융자 심사 요청 및 
행사기획, 실시설계 등

2009. 5.∼

그림 1-43 정책결정보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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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다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개최 타당성 조사

주무부처 선정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해외의 박람회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대

한민국의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

는 것이 가능 혹은 타당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가 정부승인을 얻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행사계획의 적정성 여부

와 경제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으며, 실무진들 입장에서도 좀 

더 거시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개최 타당성 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의뢰하여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규정의 기

준에 따라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개최 타당성 조사」는 국제행사로서의 경제적 타

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고지원의 범위와 비율, 지원재원 등

의 타당성, 국제행사 이후 잔존 시설물의 사후 활용방안의 적정성, 국제행사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한 사례 및 방안,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을 검

토하였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는 행사의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국제행사 유치의 적정성, 경제성, 사

후 활용도 등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개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2) 개최지 경쟁력 분석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서 순천시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첫째, 순천만 갈대·습지·

철새 등 다양하고 독특한 자연경관과 낙안읍성·선암사·송광사 등 문화·생태자원

이 풍부하다는 것, 둘째, 순천만과 생태정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테마 구축 및 대

한민국 생태수도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테마별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셋째, 순천시가 성장동력으로서 명확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

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생태관광이 녹색성장의 핵심 분

야로 부상하고 있어 정부정책을 통해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람형에서 문화·생태 등이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것도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서 교육문

화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여수엑스포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

표 1-5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정부승인 절차 

 2008년 11월부터 행사기본계획서 초안을 들고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

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주무부처 역할을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그러나 결과는 순조롭지 못했다. 많은 기대를 품고 찾아간 농림수산식품부는 

화훼와 정원은 다르다면서 화훼분야를 정원과 연결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내륙습지 및 생태연못 조성, 생태복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가능

하지만 정원박람회 명칭과 업무 성격상 달라 주무부처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역시 도시공원 관련 법률 및 기본계획 승인으로만 국

한하면서 도시공원 조성업무는 지자체의 몫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서 순천시 사업계획에 대해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 개념으로 식물원과 수목원 형태

로 조성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보타니컬 가든과 정원박람회 간 개념 및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여러 모로 국제정원박람회는 산림청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정원박람회장은 향후 도심지역의 녹색 인프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습지, 숲, 정원, 보타닉 가든이 결합되어 회장 내 녹화

지역은 숲과 정원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이 되는 만큼, 도시숲 및 산림 생태공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과 연계된다. 나아가 정원 개념을 수목원과 연계·발전시키

고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순천시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후 산림청

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 산림청을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무부처로 선정할 수 있었다.

구 분 담 당 기 관 내                용

행사 주관기관 순천시
·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 기본계획 수립

· 국제행사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주무부처에 제출(전년도 2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기관

국제행사

전문연구기관

· 행사 주관기관에서 수립한「국제행사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

· 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 행사 주관기관에 제출(2009.2.)

주무부처
주무부처 

선정(안) 참조

· 순천시「국제행사계획서」, 전문연구기관「타당성 검토보고서」주무부처 제출

·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이송

정부승인

부처
기획재정부

· 주무부처로부터 이송된 행사계획서와 검토의견 재검토

· 15일 이내에 종합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국제행사심의위에 송부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심의기관 국제행사심의위
· 국제행사 승인 심의자료 검토 후 심의의결

  - 위원 12명 중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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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지원기틀 마련

행사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제행사 개최계획서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주무부

처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되었다. 국제행사 정부승인에 대한 심사규정에 따라 공익 및 실현가능성, 행사주관

기관·개최지 등 선정의 적정성, 당해 국제행사의 시의성 및 지역주민 여론 등 필요

성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유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당해 국제

행사 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소요경비 책정의 적정성,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

존 및 잔존 시설물의 활용도 등 적정성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였다.

검토결과, 국제행사 심의위원회는 비효율적인 농지경작 대신 정원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근 공단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2009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정원박람회 유치·개최에 따

른 정부의 지원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림 1-45 정부 승인절차

아울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정부 승인됨을 알리고, 이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경축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을 뜻하는 2013개의 축하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며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인 개최에 뜻을 모았다.

그림 1-46 정부승인 경축행사

며, 순천의 화훼·정원수 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화훼산

업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로 분석되었다.

물론, 약점 또한 존재했다. 우선 순천시가 광양만권 주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미

약하다는 것이었다. 당시로서 순천은 여수엑스포나 광양제철 등에 비해 도시 정체

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선도할 성장동력 또한 미약한 상태였다. 관광산

업의 경우 순천만 외에도 국내 유일의 살아있는 민속마을 낙안읍성, 태고총림 선암

사와 조계총림 송광사,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마촬영장 등 수많은 생태·문화자원

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광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관광객들

의 체류시간이 짧고 관광산업이 취약했다. 이 외에도 지역·산업 간 무한경쟁 심화,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한 관광 및 화훼산업 위축이라는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고려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1-44 순천시의 SWOT 분석

따라서 강점과 기회요인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약점과 위협요인은 극복하는 전략

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원박람회 추진과정에

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들과 최대한 연계하면서 다양한 

관광거리를 제공하고 소규모 가족형 관광객에 대한 편의 및 숙박시설 등을 강화하

여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여수박람회 등 광양만권 내 도시들과 상호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자

체의 비전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밖에도 

세계경제 위축 등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최적의 프로

그램과 마케팅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 생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풍부

■ 생태관광 등 테마별 관광자원 풍부

■ 지자체의 미래비전과 리더십

■ 신·구도심 간 편차 심화

■ 체류시간 등 지역 관광여건 미흡

■ 생태가치 인식 부족, 참여 미약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부합

■ 여가확대 등 생태관광 수요 증대

■ 광양만권의 거점기능 강화

■ 지역·산업 간 무한경쟁 심화

■ 세계경제 위축, 관광산업 위축

■ 박람회 등 관광객의 수준 향상

강점

기회

약점

위협
기본계획 구상
기본계획 용역

2008.5.~11.

정원박람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8.9.30.~10.2.

타당성 조사용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2.~2009.1.

주무부처 
선정심사

2008.12.

AIPH 대만 상임이사회
유치의사 표명

2009.3.10.~14.

국제행사 유치개최
정부(기획재정부) 승인

2009.4.

제61차 AIPH 총회 
순천정원박람회 개최 확정

AIPH 승인(공인)

2009.9.

제62차 AIPH 
순천총회 개최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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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다. 안홍균 회장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듀크 하버 AIPH 회장이 순천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정원박람회의 기본 콘셉

트와 준비사항을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임을 공감하고, 직접 순천을 방문해 현장을 

답사하였다.

이후 심포지엄의 참가규모를 협의한 끝에 2008년 10월 1일부터 이틀간 순천대학

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순천시와 AIPH 한국사무국 주최로 국내 최초의 정원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정원박람회와 아름다운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된 국

제심포지엄에는 AIPH 듀크 하버 회장을 비롯하여 독일 등 4개국 5명의 외국전문

가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서울대학교 성종상 교수 등 7명의 석학들이 참석하여 주

제발표를 가졌으며, 순천시 지역인사, 기관·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밖에도 국내·외 생태정원 전문가 및 단체, 학생 등 450명이 참석하

여 정원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발표를 통해 고정희 박사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준 높은 정원문화를 가꾸어 왔지

만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역사적 혼란 속에서 전통이 단절된 후 지금까지 새로운 

맥락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조경은 개발붐과 더불어 발전하다보니 문

화적 차원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순천만국제정원박

람회를 통해 세계의 정원유형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원문화를 가꾸

고 연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의 테츠오 카즈

모리(Tetsuo Kazumori)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특정지역이 아닌 주변의 아름다

운 자연환경과 매력적인 주택지 등 순천시 전역을 포함해야 하며, 정원박람회는 미

래를 위한 유산으로서 사후활용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방문객 유치전략에 대해 심

사숙고해야 함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표 1-7 「정원박람회와 아름다운 도시」국제심포지엄 발표 내용

표 1-6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담부서 신설부터 정부승인까지 주요 추진과정

 

5.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AIPH 승인

1) 정원박람회와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로서 정부승인을 받은 후에는 국제행사의 유

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 AIPH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로 개최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AIPH 공인박람회는 꽃과 원예를 중심으로 중국(2006), 독일(2007), 캐나다

(2008)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에는 한국(안면도)과 독일(2009), 대만(2010), 중국

(2011), 네덜란드(2012)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국제정원박람회의 2013년 개최지

가 미결정된 상태로서, AIPH의 대륙별 개최지 배분이 아시아 3개국, 유럽 3개국으

로 아시아 2개국의 박람회 개최가 승인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개최 가능성은 높

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생태정원’을 주제로 펼쳐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기

존의 AIPH 공인박람회 역시 꽃과 원예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온 만큼 차별화된다

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AIPH 승인을 위해 정부 승인절차를 밟아나가면서 

AIPH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AIPH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원예생산자협회의 협조를 요청하였

다. 2008년 8월 20일, AIPH KOREA 안홍균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AIPH 승인을 

추 진 일 자 추    진    내    용

2008.   7. 15.~
2009.   5. 18.

전담부서(생태수도지원사업소) 신설 및 운영

2008.   5. 21.~11. 19. 행사기본계획 용역(서울대 산학협력단)

2008. 10.   1. 정원박람회와 아름다운 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8. 12. 22.~
2009.   2. 15.

유치·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12. 30. 중앙정부 주무부처 선정(산림청)

2009.   2. 25. 주무부처인 산림청에 국제행사 유치·개최 계획서 제출

2009.   2. 28. 투·융자 심사 신청(행정안전부)

2009.   3. 20.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국제행사계획 승인요청

2009.   3. 30. 한국관광공사와 순천시 간「녹색활성화 협약」체결

2009.   3. 10.~14. AIPH 대만 상임이사회 참석 및 유치의사 표명

2009.   3. 30.  순천시의회의 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7명)

2009.   4. 10.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원박람회 성공유치 결의문 채택

2009.   4. 17. 중앙정부(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발 표 주 제 발 표 자 발 표 내 용

정원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AIPH 소개

Doeke Faber

(AIPH 회장)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린시티

순천헌장-생태정원박람회의 

의의와 가능성

고정희

(칼 푀르스터 재단 이사)

순천헌장을 통해 인간의 삶,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조경문화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관심을 기울일 때임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발표

성종상

(서울대학교  교수)

국제정원박람회 성격은 도시개발의 전략, 정원문화 + Art(이벤트 성격)로, 

순천시 전략적 목표인‘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생태테마를 정원에 

도입할 것

도시의 녹지경영을 위한 

전략 구도로서의 변천사
Stepahn Lechner

정원전시의 역사, 독일 정원전시의 최근 50년사, 도시에 대한 정원 

전시회의 의미 등 

Report from 

Japan Flora 2000
Tetsuo Kazumori

AIPH 승인을 받은 이후 효과적인 행사준비 전략 및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조언

원림녹화는 어떻게 

생태이념을 구현할 것인가?
Wang Peng Wei 중국 영파시 사례를 통한 실제 정원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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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PH 현지실사

대만 상임이사회에서 일정을 조율한 끝에 박람회 개최 후보지의 여건을 사전에 검

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현지실사가 2009년 4월 2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확정되

었다. 순천에서는 실사단을 맞기 위한 준비가 분주하게 이루어졌다. 실사단 방문은 

정원박람회 개최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시민의 열기를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일정이

었다.

2009년 4월 24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AIPH 실사단이 도착하였다. 시청 광장에서

는 실사단을 환영하기 위해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환영하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시민들의 환영은 그치지 않

아 실사단을 감동시켰다. 다음날에는 시청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박람회 개최

의 필요성과 당위성, 구체적인 개최방법 및 분야별 준비상황, 사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실사단 일행은 박람회 개최목적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

달된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이어 박람회장의 입지여건 타당성 여부를 검

증하기 위해 오천동 박람회 개최 예정지와 순천만을 방문하였다. 실사 후 박람회장 

후보지가 도심과 가깝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후보지 위치

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실사를 마친 후에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에서 환영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소망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유치열의를 

표현하였다.

4) 정원박람회 유치를 확정짓다

현지시각 2009년 9월 15일, 사라고사 히브루스 호텔에서 열린 제61차 AIPH 총회 

마케팅위원회에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승인을 위해 순천시장 인사와 프

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한 준비 진행사항이 보고되었다. 이어 이사회 개회를 통해 

2013년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국에 대한 토의를 통해 순천시가 승인되었음이 선

그림 1-47 국제심포지엄 및 순천만 팸투어 현장

국제심포지엄은 국제적으로 볼 때, 듀크 하버 AIPH 회장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

는 인사들이 직접 순천을 방문함으로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콘셉트 및 준비

사항을 AIPH에 충분히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개회사를 통해 순천시민의 개최 

열망을 전달하여 2009년 AIPH 승인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제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원박람회 

유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정원박람회 유치·개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집결,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론적 기반 확립, 대학을 포함한 학계의 관심 제

고, 그리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이해와 참여방안을 공유했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2) 세계를 향한 유치의사 표명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유치·개최 의사를 표명하고 AIPH 승인을 받는 데 도움

이 되고자 2009년 3월 AIPH KOREA 안홍균 회장이 함께 AIPH 대만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우선 마케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정원박람회 개최계획에 대한 프리

젠테이션을 통해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개최의사를 표명하였다. AIPH 측에서는 미

리 보낸 질문답변서의 내용을 만족스러워 하였으며, 프리젠테이션 역시 많은 준비

를 한 만큼 까다로운 질문 없이 마칠 수 있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오찬에서는 듀크 하버 회장, 와다신야 부회장, 시작랑게스랑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통해 순천시의 현지실사 일정을 잠정 합의하였으며, 참석한 

AIPH 회원국, 타이베이 자매·우호교류도시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AIPH 

순천총회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2010년 타

이베이 국제정원전시를 대비한 국내 꽃박람회 공식 초청자로 참석하여 4월에 있을 

현지실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다.

그림 1-48 AIPH 대만 상임이사회 참가

그림 1-49 AIPH 현지실사

그림 1-50 제61차 AIPH 총회 현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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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AIPH 공인 박람회 현황포되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29개 회원국 대표들은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순

천시의 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였으며, 2010년에 열리는 제62차 총회의 개최지

도 순천시로 결정하였다. 듀크 하버 AIPH 회장은 “순천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가 되어 있으며,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박람회를 성공적으

로 치를 수 있으리라 확신을 가졌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 시각 순천시는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로 순천시가 확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지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유치가 확정된 만큼 전 시민의 참여 속에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개최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7일 오후 시청 앞

에서 유치단 귀국보고 및 간소한 유치 경축행사를 개최하였다. 순천시민들은 국제

회의에서 공식절차를 거쳐 ‘개최지 순천’이 국제사회에 공표되었다는 데 의미를 두

고 유치를 반겼으며, 박람회를 통해 순천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

기를 기대하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

원하였다. 

연 도 도 시 국 가 명 칭 카테고리 비    고

1960 로테르담 네덜란드 세계원예대박람회 A1 -

1963 함부르크 독일 IGA A1 -

1964 비엔나 오스트리아 국제원예박람회 A1 -

1969 파리 프랑스 국제원예박람회 A1 -

1972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세계원예대박람회 A1 -

1973 함부르크 독일 IGA A1 -

1974 비엔나 오스트리아 국제원예박람회 A1 -

1980 몬트리올 캐나다 국제원예박람회 A1 -

1982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세계원예대박람회 A1 -

1983 뮌헨 독일 IGA A1 -

1984 리버풀 영국 국제정원페스티벌 A1 -

1990 오사카 일본 국제정원박람회 A1 -

1992 제토미어 네덜란드 세계원예대박람회 A1 -

1993 슈투트가르트 독일 IGA A1 -

1999 쿤밍 중국 국제정원페스티벌 A1 -

2000 아와지시마 일본 국제원예조원박람회 B2 -

2002
안면도 한국 국제꽃박람회 A2 -

할레머미어 네덜란드 세계원예대박람회 A1 -

2003 로스톡 독일 IGA A1 -

2004 시즈오카 일본 원예박람회 B2 -

2006 심양 중국 세계원예박람회 A2/B1 -

2006~2007 치앙마이 중국 국제꽃박람회 A1 -

2007 게라, 론네부르크 독일 BUGA꽃박람회 A2/B1 -

2008 마이단, 뉴델리 인도 국제원예엑스포 A1 -

2009

슈베린 독일 BUGA B1 -

안면도 한국 국제꽃박람회 A2 -

시즈오카 일본 정원 & 꽃축제 B2 -

2010 디종 프랑스 Florissimo(꽃축제) B2 -

2010/2011 타이베이 대만 국제정원 & 원예박람회 A2/B1 -

2011

제노바 이탈리아 유로플로라 A2 -

코블렌츠 독일 BUGA B1 -

시안센양 중국 국제원예박람회 A2/B1 -

2012 벤로 네덜란드 Floriade 2012 A1 -

2011/2012 치앙마이 태국 국제꽃박람회 A2/B1 -

2012 발렌시아 스페인 플로라리아 A2 -

2012/2013 - 말레이시아 IGARF A2/B1 -

2013 순천 한국 국제정원박람회 A2/B1
승인

2013. 4.20.~10.20.

2013 함부르크 독일 BUGA B1 신청

2014 칭다오(청도) 중국 2014국제원예박람회 A2/B1 신청

2016 안탈리아 터키 - A1 신청

2017 - 독일 IGA A1 신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AIPH 승인 축하 시민메시지

지난 9월 16일 새벽은 우리 순천 역사 700년 이래 가장 설레는 아침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순천의 대역사를 창조하는 시작의 날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함께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미래비전을 갖게 되었으며 같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순천에 사는 것이 더욱 더 행복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복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같은 꿈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세계 유수도시가 부럽지 않은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는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를 충족해 주기에 충분한 환경혁명의 녹색성장 박람회가 될 것이며, 순

천시민의 역량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집결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2013년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

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때입니다.

자랑스러운시민운동추진위원회 윤옥담 위원장

그림 1-5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확정 축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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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부분의 논란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이해부족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박람회에 대한 소

개를 비롯한 설명자료와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이로써 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순천시가 재정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정원박람

회를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의 성공개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7. 제62차 AIPH 순천총회 개최

제61차 AIPH 총회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유치가 확정된 후 2010년 10월 

2~8일에 걸쳐 제62차 AIPH 총회가 순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AIPH 회원국과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세계적인 참여 확대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되었으며, AIPH 듀크 하버 회장 및 각국의 원예도시 

대표 9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AIPH는 제62차 순천총회를 통해 신품종보호위원회 등 위원회별로 전문가 회의를 

갖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화훼농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제

정원박람회 중간점검 차원이자, 우리나라가 아직은 화훼나 조경 등에서 체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화훼 및 조경산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었다. 

6. 갈등의 중심에서 참여와 협동으로

유치승인이 확정되기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

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크고 작은 생채기가 끊이

지 않았다. 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치르는 행사인 만큼 순천시의 살림을 걱

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국고지원을 받더라도 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너무 크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정원박람회의 수지타당성 계획이 부실하다고 주장

하면서 적자로 인해 지방재정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도시다. 2009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순천시는 자산 총계 대비 부채비

율이 1.3%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평균 3.6%, 75개 시의 지역평균 2.7%보다 훨

씬 낮다. 즉, 순천시는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4,883억 원의 자산이 많고 부채는 

454억 원이 적으며, 일반회계에 지방채가 없는 유일한 도시다. 물론, 2010년에는 

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400억 원 이상의 가용재원이 발생하기 때문

에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

달되지 않도록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밖에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박람회 

최고등급인 ‘A1’급에서 ‘A2B1’급으로 한 단계를 낮춘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비

난여론이 생겨났다. 이에 대해 최근 정원박람회 개최 국가들이 A1급보다는 A2B1

급으로 개최하는 경향이 있으며, A1급으로 개최할 경우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회원국에 대한 외교적 부담 및 약 35억 원

의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실익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비난에 대해 

설득하였다. 또한, 농지에 굳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람회장 개최부지는 해수면과 표고차 3~4m인 

농지로서 상습 침수피해 발생지역으로 생산성이 낮은 땅이었다. 그러나 이를 박람

회장 부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도시 전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도심

의 공공 공간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위치였다. 박람회장에서 도심의 중심공간으

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도시의 수평적 팽창으로 인한 녹지대 훼손을 막고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로서 도보거리 4㎞ 이내의 근린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

었다. 즉, 순천만 쪽으로 향하는 도심팽창을 막아 순천만을 보전하는 동시에 순천

만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원도심 활성화 및 음식·숙박·관광산업 등을 순차

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치였던 것이다. 그림 1-52 순천에서 개최된 제62차 AIPH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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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법인) 설립

1) 조직위원회 출범과정

(1) 조직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AIPH 최종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동반자인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 지방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성

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업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단 형식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추진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한,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박람회 특성상 공무원 파견 및 결원보충, 외

부 전문가 채용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행정조직으로는 업무추진상 어

려움이 따르는 경영수익사업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도 재단법인의 설

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제행사에 걸

맞은 품격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첫째_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범시민적 박람회 준비가 필요하다. 현 관료조직에서

는 시민참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직위

원회를 설립, 시민참여 붐을 확산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고자 하였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위원, 범시민지원협의회, 정

원박람회 후원 등 다양한 시민참여의 통로가 되어 주었으며, 입장권 판매 및 휘장

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바탕이 되었다.

둘째_ 조직위원회 설립을 통해 박람회장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진 박람회장 부지 특성상 사업비의 토지 공

시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전

체 공사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책을 찾고자 방법을 강구하

던 중 전라남도 남악신도시가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라남도에서 자체 시행하다가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을 완료하여 100% 감면받은 

경우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구체적 감면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조직위원회 설립을 통해 전액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초대

로라면 「농지법」 시행령 별표2(55호)에 근거하여 50%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

AIPH 순천총회는 제62차 AIPH 정기총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 회의가 시작되었

다. 개막식에는 산림청장과 행정부지사, 시의장이 참석하여 순천의 총회개최를 축

하하고, 2013년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총회는 4~6일 동안 과학교육

위원회, 환경과 식물건강 위원회, 그린시티위원회, 마케팅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

가 매일 열렸으며, 2016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한 마케팅위원회

에서는 유력 개최지인 중국 탕산시의 현지실사 결과보고가 진행되었다. 심사결과 

17개국 대표의 만장일치로 중국 탕산시가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10월 6일에는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정원박람회와 도시경쟁력 창

출’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심

포지엄에서는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도시 결정 회의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AIPH 

부회장 와다신야(정원박람회를 통한 브랜드 조성), 전 독일정원협회장 프리드리

히 마이베르츠(본 라인강변 공원을 활용한 홍수조절 사례), 2010년 상해박람회 등 

EXPO 조경 설계가인 니크 로즌(정원박람회를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 사례) 등 세

계적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국내 조경학회 교수 등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21세기 도시모델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기반을 조성하고, 국

제적인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AIPH 회원들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릴 박람회장을 방문해 전반

적인 진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순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을 방

문해 넓은 갈대밭과 전망대를 탐방하였다. 참석자들은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경관에 감탄하였으며, 이것으로 모든 공식일정을 끝맺었다.

그림 1-53 국제심포지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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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통해 「농지법」 시행령 별표2(19호)에 의거, 조직위원회 

추진과 관련하여 전액 감면받음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였다. 정원박람회장을 공공

사업으로 준공한 후 지자체로 증여할 경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 당초 감면 법률근거: 「농지법」 시행령 별표2 (5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

외한다) → 50% 감면

■ 조직위원회 추진 시 감면 법률근거: 「농지법」 시행령 별표2 (19호)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

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100% 감면

셋째_ 조직위원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정원을 확보해 인건비를 절감했을 뿐만 아

니라,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정수와 총액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순천시 공무원 정수 및 총액 인건비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별도정원을 

확보하여 전라남도와 인근 시·군에서 공무원을 파견 받아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업무분담을 통해 업무추진에도 탄력을 기할 수 있었다. 또한 홍보, 조경, 화훼, 전

시연출, 휘장사업, 수익사업 등의 각 분야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넷째_ 중앙부처 및 정치·경제·조경분야 등 저명인사를 조직위원회에 참여시킴으

로써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비 확보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및 출범

2009년 11월 12일에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12월 31일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

사를 창조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

고, 2010년 시의회에서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 예산을 세 차례나 삭감하면

서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순천시에서는 더 

이상 조직위원회 출범을 미룰 수 없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

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10년 12월 24일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2011년 4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및 전라

남도에 공무원 별도정원 협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시의회가 

2011년 초 추경예산에서 조직위원회 설립 예산을 의결하면 곧바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

천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직위원회 설립 취지문과 정관, 조직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조직위원회는 5명의 고

문과 5명의 부위원장, 이사 10인, 그리고 AIPH 한국 대표 및 산림청, 전라남도 관계

자 등 50명을 조직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

는 국제정원박람회로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로 개최하기 위해 중앙무대에

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조직위원장에 영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정계, 학계,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100여 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정부지원과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대국민 공감

대 확산 및 범국가적 개최 붐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1-54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창립총회 개회 후 전라남도로부터 2011년 4월 29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5월 6일 

법인등기를 완료하였으며, 6월 21일 행정안전부·전라남도의 별도정원 승인이 이루

어졌다. 조직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구성되었으며, 이사회를 통해 

조직위원회 정관 및 사업계획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종

합계획 수립과 집행을 비롯하여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수익사업 추진, 행

사장 조성, 전시장 연출 등 박람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1장  정원으로 가는 길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105104

그림 1-55 법인설립 흐름도(2011년 4월 기준)

2) 조직위원회 조직구성

2011년 7월 11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비전을 완성해 갈 2013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이 개소하면서 정식적인 조직위원회 업무가 시작되었다. 

1국 4부 13팀, 60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사무국은 시의 출연금으로 꾸려졌다. 정원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집행을 비롯하여, 정원박람회장 부지

(기반)조성 및 조경 등 전시·연출사업 추진, 정원박람회 조직운영 및 재원조달·집

행, 정원박람회 주행사 및 부대행사 추진, 정원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

진, 정원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정원박람회 연관사업 조정, 정원박람회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정원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그림 1-57 조직위원회 조직도

(1) 위원회

2012년 11월 28일 조직을 확대하여, 72명(위원장3, 부위원장3, 이사12, 위원54)에

서 100명(위원장3, 부위원장3, 이사14, 위원80)으로 증원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총

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안건들을 처

리하였다. 

아울러, 2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국제정

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52명(고문1, 순천15, 여수 

18, 광양17, 기타1)으로 구성된 일반자문위원회와 7개 분과 48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위원, 100명(뉴욕75, LA25)의 해외자문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①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 법인설립 및 출연근거 등 마련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② 발기인 인선 및 창립총회 준비

↓ 발기인 인선 및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사전모임

설립취지문, 정관, 운영규정, 임원선출 방안 등 마련

③ 창 립 총 회

↓
법인 정관 및 운영규정 등 확정

이사장 선출 및 이사, 감사 선임 등(민법 제3장 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④ 주무관청 법인등록 허가

↓
주무관청 : 농림수산식품부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재산목록, 창립총회 회의록 등

(민법 제32조, 농림수산식품부 비영리법인 규칙 제3조 및 제4조)

⑤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설립 신고(사업자 등록)

↓
법인설립 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인설립 신고, 출연재산 신고(순천세무서)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세령 제152조)

⑥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

위  원  장

기획운영본부 정원관리본부 협력본부

이 사 회

기획
총무부

기획팀

재정팀

습지센터
운영팀

홍보
기획팀

홍보
마케팅팀

운영팀

문화
행사팀

인력
물자팀

I T
운영팀

수익
사업팀

영업
수익팀

입장권
관리팀

기반시설
관리팀

건축
관리팀

수목
관리팀

화훼
연출팀

화훼
관리팀

전시1팀

전시2팀

대외
협력팀

의전팀

국제
협력팀

환경
위생팀

안전
지원팀

국외팀

국내팀

수익
사업부

시설
관리부

정원
화훼부

협력
지원부

환경
안전부

관람객
유치부

홍보부 운영부

사 무 처

사 무 총 장

부 위 원 장

감   사

상 황 부

그림 1-56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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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청암대 조직위원회 현판식

(2) 사무처

2012년 8월 7일 조직위원회 사무국은 사무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이 확대 개편

됨에 따라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박람회장과 가까운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건물

로 이전하였다. 8월 18일에는 청암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 협약식 후 청암대에서 2013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사무처는 이후 1처 3본부 10부 29팀 총 103명까지 조직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전

라남도에서 12명, 여수·광양·구례·담양·보성·고흥 등 인근 시군 파견직원 및 계약

직 14명이 배치되었다. 박람회장 조성 및 조경·건축·시설공사, 박람회장 배치계획 

확정 및 세부 전시·운영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박람회 기간에는 박

람회장 운영, 문화행사, 수익사업 등 종합적인 박람회 운영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9  조직위원회 사무처 정원표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지도직 기능직
계약직

기   타

계 100 1 3 9 28 38 12 3 2 4

상황부 6 - - 1 3 1 1 - - -

기획총무부 16 1 1 1 3 6 2 - 2 -

홍보부 7 - - 1 2 2 1 - - 1

운영부 14 - - 1 4 7 2 - - -

수익사업부 8 - - 1 3 2 1 - - 1

시설관리부 15 - 1 1 3 8 2 - - -

정원화훼부 13 - - 1 3 4 1 3 - 1

협력지원부 11 - 1 1 3 5 1 - - -

환경안전부 5 - - 1 2 2 - - - -

관람객유치부 5 - - - 2 1 1 - - 1



Suː m of the Water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 밀물과 썰물의 순환을 통해 온갖 생명을 
보듬듯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어긋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박람회로서 정원을 매개로 

기후변화 및 녹색도시라는 화두를 전 세계에 던지며 친환경 녹색박람회를 구현

하고자 했습니다. 자연이 키운 순천만과 함께 인간이 가꾸어나갈 세계 최고의 생태

정원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보고 듣고 배웠으며, 묵묵히 장마와 무더위

를 견디며 박람회장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오늘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몇 

년 후 아름드리나무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0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02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터를 닦다

03 미래형 정원을 만들기 위한 땀방울

Chapter 2

정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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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원의 
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다운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박람회의 역사를 관통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국가별 정원을 전시하는 단순 이벤트성 행사를 넘어 범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박람회 
이상의 박람회가 되고자 하였다. ‘정원’이라는 매개를 통해 생태와 자연, 질서, 순응 등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전 세계인의 지속가능한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인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박람회 공식명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Suncheon Bay Korea 2013) 

박람회의 공식명칭은 박람회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의 품격에도 걸

맞아야 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순천시에서 제안한「순

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다. 정원박람회가 순천만의 환경가

치 증진 및 체계적인 관리·보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도시경쟁

력 강화 및 생태수도 순천의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태도시’라

는 순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그 비전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원박람

회는 순천시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었다. 생태와 정원이 결합된 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21세기형 도시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이번 박람회를 지역축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서 대중에게 보다 인지도가 높은 ‘순천만’을 명칭에 사용, 「2013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Suncheon Bay Korea 2013)」로 

최종 변경하였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명칭은 타 지역과는 다른 순

천의 가치를 강조하고, 박람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습지

인 순천만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순천만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

하였으며, AIPH 및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으면서도 정원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교류의 장이라는 점이 공식명칭에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명칭

단문명칭은 AIPH 공인서와 기존 사례를 고려하여 박람회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

도록 기억하기 쉽고 간단명료하며, 개최년도 및 장소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순천

만정원박람회(SUNCHEON BAY GARDEN EXPO 2013)’를 사용하였다.

하늘이 내린 그대로

보전된 자연습지

대표성과 다양성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관문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정원

순천과 세상이 함께하고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곳

순천만 국   제 정   원 박람회

인류의 영원한 파라다이스, 푸른 지구를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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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주제 및 부제 선정

그림 2-3  박람회 주제 및 부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인 ‘지구의 정원, 순천만’은 세계인을 위한 최고의 

정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간직한 순천의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지구상

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의 가치와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고품격 정원을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함으로써 시민

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이 만든 정원의 역사를 그대로 간

직한 채 정원박람회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생태정원을 

만들어 전 세계인과 공유함으로써, 지구가 우리의 터전임과 동시에 시작이며 무한

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과 누림’이라는 부제를 통해 자연, 인간, 

지역, 세계가 한데 어울려 나눔과 누림의 지구촌 생태�문화축제를 펼친다는 의미

를 표현하였다.

2. 박람회 주제개발: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1) 주제어 발굴을 위한 전 국민 공모

주제개발에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2009년 6월 25일부터 20

일간 박람회 주제어 발굴을 위한 전 국민 공모를 진행하였다. 공모결과 총 445건의 

응모안이 접수되었다. 응모안들은 주제별로 ‘자연’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

원 93건 외에도 순천만, 녹색, 인류 등을 다루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지구와 생태, 그 하나의 정원’이라는 안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주제어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였다. 수렴된 의견 중에는 너무 학술적이라거나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근 주제어들이 내부적 비전표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등 외부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

큼, 쉽고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담긴 주제어로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디자인전

문회사의 자문을 실시, 순천과 박람회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최종 주제어로 결정하였다.

전 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주제어(안)

디자인전문회사의 자문을 거친 

최종 주제어

“지구와 생태 그 하나의 정원”

Earth & Ecology,

the One and Only Garden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그림 2-2  주제어 발굴

표 2-1  공모 수상자 및 주제어

시  상 수 상 자 주 제 어

은  상
권진욱(경기도) 지구와 생태 그 하나의 정원

박상우(서울특별시) 숨 쉬는 순천만, 세계정원을 품다

동  상
이상석(전남 순천시)

자연의 친구, 庭園의 藝香

(Art, Fragrance)

김영욱(서울특별시) 사계((Four Seasons)

노력상

윤순정(서울특별시) 녹색의 어울림 자연과의 동행

김신우(경남 진주시) 도시에 그리는 초록빛 세상

허범행(전남 순천시) 자연과 인간, 아름다운 동행

윤성민(광주광역시) 순천만의 정원, 세상의 낙원이 되다

채중석(서울특별시)
정원, 바다 그리고 녹색의 꿈

(부제 : 천년의 유혹 정원)

그림 2-4  세계와 순천이 만나는 곳, 

그림 2-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중심에 

그림 2-4  정원이 있다

세계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특화성

자연
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

지역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Tone & manner

인간
사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정원

庭圓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사람과 자연, 도시와 습지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생태도시의 완성된 모습을 꿈꾼다.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연안습지 순천만의 꿈은 자연이 만든 정원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람과 함께 지속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생활의 시작 인류공동의 자산인

자연을 가꾸는 인간이라는

세계 공통의 메세지 표현

한국의 문화가 살아있는 순천을 통해 국가 대표성과 
세계화 할 수 있는이미지로 표현

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창조와 보존이 

함께 있는

박람회의 특성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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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코트(Mascot): 꾸루와 꾸미, 그리고 순천만 친구들

동양에서 두루미는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행운, 

행복, 장수, 부부애를 상징하여 장식물에 자주 등장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선

사상의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새다. 청자나 건축의 

장, 옛 그림, 자수, 병풍 등에 두루미와 소나무를 함께 그렸으며, 조선의 선비들은 

평상시 입던 옷(학창의)을 통해 두루미의 고고한 기품과 선비의 기상을 일체화하

기도 하였다. 사람이 두루미처럼 장수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탐하지 않고, 깨끗하고 

평화로우며 바르고 어질어야 한다고 믿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 ‘꾸루’와 ‘꾸미’는 순천만을 대표하는 새이

자 친환경, 가족애를 상징하는 흑두루미를 의인화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하

였으며, 마스코트 명칭은 흑두루미의 울음소리 ‘꾸르르’를 변용하였다. 꾸루와 꾸

미는 농게(농이), 꽃, 갈대, 짱뚱어(짱이) 등 순천만의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환경

을 지키고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이다. 

그림 2-7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

3. EI(Event Identity) 개발 

EI(Event Identity)는 박람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단일화한 것

으로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다. 박람회의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고, 디자인의 효과적 운영관리와 통일된 이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대중적으로 친근한 EI로 개발하였다.

표 2-2  EI 개발과정

추 진 일 자 추      진      내      용

2009. 11. 2 EI 개발 연구용역 심의

2010. 2. 23  정원박람회 EI 개발 콜명칭 중간보고회

2010. 3. 8 정원박람회 EI 진행상황 보고 및 콜명칭 선호도 조사

2010. 4. 8 EI 기본디자인 1차 보고회

2010. 5. 17~20 EI 기본디자인 2차 추가개발 및 선호도 조사

2010. 6. 11 EI 기본디자인 3차 보고 및 결정

2010. 7. 22 EI 캐릭터 및 응용디자인 2차 보고 

2010. 7. 27 EI 캐릭터 및 응용디자인 2차 보고

2010. 8. 12 EI 마스코트 및 응용디자인 3차 보고 및 확정

1) 엠블럼(Wordmark): ECOGEO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 엠블럼은 ‘ECOGEO’로 결정하였다. 세계인에게 국

제정원박람회의 속성을 보다 친근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생태계를 뜻하는 

‘Ecosystem’과 지구를 뜻하는 ‘Geo’가 결합되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박람회

의 특성을 나타낸다. ECOGEO는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와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느낌의 다양한 컬러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과 인류 공동 

축제의 장으로서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순천의 상징인 흑두루미를 결합하

여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EI는 ECOGEO의 친환경 이미지를 친근하고 정감 

있게 표현하여 디자인의 심미성, 시각적 언어전달 기능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0년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우수디자인 GD(Good Design)마크를 획득하였다. 

그림 2-6  시그니처

그림 2-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엠블럼

기본형

응용형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2장  정원의 꿈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117116

3) 슬로건(주제어):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슬로건은 주제어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활용하였다. 세계인을 위한 최고의 정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

로서 순천시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그림 2-8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슬로건

4) 콜 네임(Call Name): ECOGEO2013(에코지오이공일삼)

정원박람회를 쉽고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애칭인 

콜 네임은 ‘ECOGEO2013(에코지오이공일삼)’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ECOGEO2013

은 정원박람회의 환경친화성과 미래지향성을 전달하기 쉽고, 비주얼적으로도 철자

조합이 우수해 박람회 이후에도 정원의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구의 정원, 순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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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1) 박람회장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초 정원박람회장 부지는 순천시 풍덕동, 도사동, 순천만 일원에 1,527천㎡(개최 

시 1,112천㎡로 변경) 규모로 계획되었다. 박람회장 내부 토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서 경사도가 2% 미만으로 이루어진 평지이며, 편의상 4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제1구역 수목원 구역에는 난`온대림 수목원을 조성하여 생태학습공간을 제공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기반과 함께 도심 속의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제2구역 습지센터 구역은 순천만 습지를 활용한 글로벌 생태관광객을 수

용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주요 진입광장으로서 생태습지를 조성하며, 제3구

역 저류지 구역은 평상시 호수공원으로 이용되다 집중호우 시 동천의 물을 일시에 

저수지처럼 가두어 두는 홍수피해 예방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제4구역 

주 박람회장 구역에는 세계의 정원 및 전시공간, 약초정원 등 세계적 수준의 박람

회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박람회 이후에도 순천시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위  치 조성방향 면적(㎡) 총 면적(㎡)

1구역 수목원 252천

1,112천

2구역 국제습지센터 105천

3구역 저류지 추후 조성

4구역 주 박람회장 563천

동천 192천

그림 2-9  박람회장 대상 부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

리지어야 했다. 우선 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박람회장 부지를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웰컴 투 정원골」

녹음이 풍부한 산들과 황금빛 넘실대는 농경지, 그리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자연환경을 
가진 순천은 이미 자연이 가꾸어 놓은 다양한 정원을 품은 땅이다. 정원골은 순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담아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녹색기반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담아 조성하는 정원골은 이 땅에서 살아가던 다양한 생물들과 세계의 정원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정원박람회를 위한 공간이자, 땅이 가진 기억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연 속의 정원으로 만들어져 간다.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웰컴 투 정원골」 프롤로그 中 -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터를 닦다

02

정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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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인정고시

편입토지의 강제수용을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통상의 절차를 뛰어넘는 토지수용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통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동법 제95조에 의해 토지 등

의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

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

된 이후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강제수용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

어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2013년으로 개최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여건상 농경지에 대규모 성토 후 대형 수목을 운반하여 식재하고 이수목의 활착기

간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토지 강제수용의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 따

라서 실시계획인가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9년 7월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얻게 되면 동법 제95조에 의해 토지 등의 수용이 가

능한 상황에서,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 당시 대

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원법령이 마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인정고시를 승인해 주

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대규모 사업인정고시

를 승인한 사례는 전무한 상태였다. 순천시가 신청한 면적은 1,050천㎡, 948필지로 

그동안 국책사업을 포함하여 가장 큰 면적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한 경우였다. 

당시 박람회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

하여 국제행사의 중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2010년 1월 29

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토지수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보상협의에 부정적인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

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었다.

표 2-4  사업인정고시 추진경과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순천시 신청(시 → 전남도) 2009.7.30

의견조회(국토해양부 → 기획재정부, 산림청, 전라남도) 2009.9.22

열람공고 2009.11.26~12.14(18일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2010.1.14

사업인정고시(국토해양부) 2010.1.29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이는 정원박람회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면서도, 장래 순천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이용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

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고민 끝에 박람회장 부지는 

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공원 중에서도 다양한 시설의 도입이 가능한 문화공원으

로 결정하였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수목원 및 습지센터가 위치한 문화공

원 2호는 순천지명700주년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박람회 유치 전인 2009년 3월 27

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 오천근린공원과 자연녹지 일

부, 유통상업지역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주 박람회장 대상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박람회추진단에서 업무

를 수행하기보다는 도시계획의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직접 변경을 추진하였다. 

박람회장 부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2009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도시계획상 공원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했다. 그

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한 66ha의 

농경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시과에서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대상지가 저지대 침수 농경지임을 설

득하였다. 

아울러, 2009년 8월 4일에는 시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

최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도시

의 비전, 그리고 도심과 박람회장, 순천만을 연계하는 도심 생태환경 관리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순천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기본계획 변

경(안)을 승인 신청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 15일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함으로

써 박람회장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인 문화공원 결정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표 2-3  문화공원 2�3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자

문화공원3호

(주 박람회장)

용역착수 2009.6.16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2009.7.3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  2009.7.20~8.3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2009.8.4

시의회 의견청취 
2009.9.8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신청(시 → 도) 2009.9.11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9.11.27

도시기본·관리계획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2009.12.31

문화공원2호

(수목원 및 습지센터)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 2009.3.27

지형도면 고시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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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람회장 제 영향평가 추진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꿈이 이루어지

고, 시민들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만큼 박람회 준비부터 개

최, 사후활용까지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박람회장 조성에 따른 

환경, 교통,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 평가 및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였다.

그림 2-11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우선 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하는 동안 환경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10년 7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박람회장과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박람회 행사기간과 

박람회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교

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사업의 시행으로 유

발되는 교통량이 주변 남승룡길과 인접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박람회

를 찾는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확정하

였으며, 유·출입 통행방식 조정, 교통시설 운영대책, 진·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두 차례 변경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21일 완료하였다.

그밖에도 박람회장 및 수목원·습지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가 발생할 경우 

동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내수를 방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빗물을 담수하던 농경지

다. 박람회장 조성으로 인해 대규모 성토를 시행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며, 홍수 시 신규 조성되는 박람회장 및 수목원, 습지센

터의 침수를 걱정하는 여론도 높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전재

해영향성검토 결과를 시설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지표조사

를 실시하여 확인된 유구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다음 복토하여 보존

하였다. 

3) 공원조성계획 수립

박람회 유치 당시 2013년까지 수목이 활착된 완성도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는 신속한 착공이 가장 큰 목표였고, 통상적인 사업절차대로 시행할 경우 2013년

까지 공사를 끝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공원사업의 경우 공원조성계획

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해야만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토지수용과 

공사착수가 가능하다. 공원조성계획은 설계가 완료된 후 공원배치계획을 토대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 당시 제작된 평면계획을 활용하여 자체 공원조성계획을 작

성한 후 결정고시하고, 설계가 완료된 후 이를 변경하여 실시계획인가의 근거를 삼

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확정된 평면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승인

받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

년 12월 31일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공원시설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 결정을 동시에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시기를 약 1년 앞당길 수 있었다.

표 2-5  문화공원 2�3호 공원조성계획 추진경과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자

조성계획 수립(면적 : 1,073천㎡) 2009.9

주민 열람공고(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2009.9.15~29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자문의결) 2009.10.22

공원조성계획(안) 결정신청(순천시 → 전남도) 2009.10.26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9.11.27

공원조성계획 고시    2009.12.31

그림 2-10  최초 공원조성계획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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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준비공사에 착수, 2010년 7월 12일부터 

2011년 1월 8일까지 순천시 풍덕동 일원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신호등 설치, 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박람회장 부지 내 1

단계 준비공사가 완료되어 개설된 도로를 통해 2011년 1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규모 성토와 연약지반에 대한 PBD 및 쇄석매트 설치 등 2단계 준비공사를 시행

함으로써 토사 반입과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본격적인 

공사를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림 2-13  준비공사

(2) 토취장 개발

박람회장 부지는 지반이 낮아 다량의 성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부지조성을 위해서

는 토사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접근성 및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토취장을 확보해야 했다. 토취장 개발의 규모로 

볼 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지만, 개발 당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구역에 토취장을 포함해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박람회장 근거리에 토취장을 개발하고자 했지만, 박람회장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

고 인근의 임야는 대부분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토취장을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

었다. 토취장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도시지역

은 「국토법」에 의해 추진하되 「산지관리법」의 제약을 받는다. 이에 토석채취 제한

을 풀기 위해 산림청에 협조를 구하여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제

1토취장은 2010년 4월, 제2토취장은 2011년 1월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토사공급

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5) 공기단축을 위한 사전공사 추진

(1) 1·2단계 준비공사

정원박람회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5월 13일 박람회장 조성을 위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사전공사 추

진을 병행하였다.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추진함으로써 토지매입 등에 소요되는 시

간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전 미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통문제가 관건으로, 박람회장 부지는 남승룡길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가 없어 토사를 다량으로 반입할 수 있는 넓은 도로와 세륜장 설치가 필요한 상황

이었다. 또한, 현재 한방체험관과 독일정원 부지에 기존 평촌마을의 구 가옥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가 다수 있어 이를 이주하도록 독려함

으로써 가옥을 조기에 철거하여 부지성토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이 시

급했다. 그 외에도 농경지에 위치한 농로와 용�배수로 구조물, 비닐하우스, 건조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거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도로공사를 먼저 추

진하여 본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이러한 사전공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첫 번째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 ‘사전공사 시행금지’ 조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

를 착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계약법상 공사분리발주 금지규정에 

의해서다. 대신,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필요성을 수록하여 환경청과 협의된 경우 사전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 6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공사를 승인받았으며, 

계약법상 발주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단서

를 달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심의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그림 2-12  한방체험관과 독일정원 부지에 

               위치했던 평촌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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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2012년 1월 2일 

협약을 체결하여 1월 25일 지중화 토목공사에 착수, 10월 31일 지중화를 완료하고 

지중 송전을 시작하였다. 송전철탑의 지중화는 통상 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

국전력공사와 조직위원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10개월여 만에 이룬 성

과였다. 아울러, 지중화 후 철탑을 재활용하여 박람회 주제 실현 및 랜드마크적 예

술작품으로 승화하고자 2012년 5~7월 아이디어에 대한 국민공모를 진행하였으

나, 안전도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철거하였다.

(4) 순천만 갈대로 만든 가림막

그 옛날, 순천만 사람들은 갈대 홰기, 즉 갈대꽃을 꺾어 방비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

하였다. 초여름 싹이 나면 부드러운 갈대 홰기를 채취해 소금물에 담가 말려두었

다가 방에서 사용하는 빗자루를 만들었다. 드넓은 갈대밭은 몇 사람이 임대를 했

으며, 1970년대까지 갈대비는 실생활용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지금도 순천

만 대대마을 인근에서는 갈대비를 만들어 팔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광기념품으로 팔고 있다. 갈대비 외에도 초여름 홰기를 뽑아낸 

어린 줄기는 광양만에서 생산되는 김발용으로 활용되었으며, 늦가을 대궁이 마른 

갈대줄기는 화목이나 퇴비, 울타리 등으로 사용되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서 개최되는 친환경박람회에 어울

리도록 박람회장 공사현장에 일반 가림막 대신 순천만의 갈대로 엮은 갈대 울타리

를 설치하였다. 박람회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민원을 해소하고 생태박람

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박람회장과 남승룡길이 접한 구간에 갈대를 활용한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순천시에서 시행 중인 「동절기 마른 갈대베기 사

업」에서 발생한 갈대를 활용하였으며, 갈대엮기 및 설치는 마을주민을 고용하였

최초 3개소의 토취장 개발을 진행하던 중, 신대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다량의 사

토물량이 발생하여 희망경쟁수량 입찰방식으로 대량의 토사를 저렴한 가격에 구

입해 반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3토취장 개발을 취소하였다. 또한, 제2토취

장에 대해서도 개발의 속도를 고려해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5만㎡) 

이하로 개발을 추진하였다. 

(3) 송전선로 지중화

정원박람회장과 관련된 부지를 지나는 송전철탑은 정원박람회장 내 8기를 포함해 

모두 12기였다. 송전철탑을 그대로 둘 경우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헬기를 이용한 나무운송 시 철탑에 걸릴 우려가 있었다. 또한 

생태공원의 미관도 저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탑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박람회장과 오천택지 등을 관통하는 154kV 송전탑을 철거하기 위해 오천택

지, 저류지 사업, 고향의 강 사업과 분담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오천택지~저류지~박람회장~해룡천 사업구간 3.4km(지중화 3.15km 가공 0.25km, 

철탑 12기)에 대해 관로 및 맨홀, 지중화 케이블, 케이블헤드 2기를 설치하였다. 

표 2-6  최초 토취장 개발계획(산림청 승인)

구   분 채    취    장    소 토석 종류 면  적 (㎡) 채취량 (천㎥) 비     고

계 3개소 - 130,642 1,560 -

제1토취장 순천시 인월동 산12번지 외 21필지

토사

26,446 218 개발 

제2토취장
순천시 인월동 산61-1번지 외 6필지

          대룡동 산80-1번지 외 7필지
57,987 832 개발 

제3토취장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산41-1 외 10필지

          해룡면 신대리 산118-4 외 4필지
46,209 510 개발 취소

그림 2-14  제2토취장 전경 및 

              박람회장 토사반입

그림 2-15  송전선로 지중화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2장  정원의 꿈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129128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내고자 주

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 3월 5일 도

사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오천동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오천동 일대에 들어서게 될 국제습지센터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정원박

람회 및 순천지명700년기념공원 조성계획을 설명한 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들의 의견수렴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 3월 21일에는 도사동 오산마을 청년회

에서 편입부지 보상계획, 묘지이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여 마을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2009년 10월에는 순천시청 별관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원박람회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

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7  주민설명회 회의 전경

2010년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오산�오림�금성�내동�호현�신산�통천�홍

도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부분 고

령층이 참석하였으나, 정원박람회 설명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당시 박람회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던 주민들은 설명회를 통해 이해하고 성공개

최를 희망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2009년 12월 21일에는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 보

상협의회를 열어 협의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원박람회에 대해 안내하

였다. 주민설명회와 함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다. 갈대 가림막은 일반 가림막보다 저렴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차가운 공사현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으며,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는 

갈대를 퇴비로 활용하였다. 

표 2-7  갈대울타리 설치현황

구    분
규    모

설 치 시 기
연장(m) 높이(m) 경건수

계 1,219 2 244 2011.5.~7.

주 박람회장 846 2 169 2011. 5

수목원 및 습지센터 373 2 75 2011. 7

2. 이해와 협조를 통한 부지확보

1) 공익사업의 가장 현실적인 민원보따리 부지보상

모든 공익사업에서 계획과 설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토지 등 보상문제가 최우

선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보따리로 여겨진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편입 

토지에는 일부 산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주민들이 선대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온 터전이었다. 정원박람회 개최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넓은 사업부지

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기틀이라고 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순천지명700년기념공원조성 부지 보상업무 추진

과 함께 박람회장 부지, 수목원 및 토취장 분묘보상을 조기에 협의하여 박람회장 

그림 2-16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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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목원 및 토취장에서 발생된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고한 후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순천시 소유의 양지바른 곳에 이장하였다. 무연분묘의 경

우 개토제, 산신제, 성토제를 지내는 등 최대한 예우를 갖추었으며, 묘지마다 화강

암으로 된 표지석을 세우고 표지석에는 관리하는 일련번호, 이장 당시 묘지의 주소

를 기재하여 시간이 지나도 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고자가 나타나면 이

장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산림서비스림 부지(1구역)

산림청에서는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 대상지」 공모대상지에 대해 산림

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비로 매수하여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도시림 

조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 오천동 459-1번지 등 25필지, 93,529

㎡의 서비스림에 대해서는 사유림 매수신청을 통해 공모에 선정, 사업비를 확정한 

후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오천공원은 약 30년간 근린공원으로 활용되어 그동안 행위제한 등 많은 

규제를 받아 왔으며,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반면 공시지가가 낮

게 책정되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오천공원은 문중 토지가 70%를 

차지하여 문중회의 및 협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림서비스림 매수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이 아니기 때

문에 토지 소유자와 미협의 된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정원박람회에 따른 지역발전 차원에서 소유주의 협조

가 이루어져 보상협의를 끝마칠 수 있었다. 

(3) 순천지명700년기념공원 편입부지(2구역)

정원박람회장 2구역에는 순천지명700년기념공원 조성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2009

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200,870㎡, 

384필지)을 열람공고하였다. 아울러, 원활하고 조속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순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감정평가

사, 법무사,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4월 28일 700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상

안내 및 절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2) 부지별 보상

(1) 묘지보상(1구역)

박람회장 내부 토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순천시 도시계획상 오천

동 부근의 산지 가운데 일부 지역이 오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2009

년 1월 23부터 7일간 1구역의 묘지조사와 이장안내를 위해 묘지 300기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절차에 따라 3월 11부터 14일간 유연

묘 288기, 납골묘 2기, 수목 등 묘지 300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2010

년 3월 27일부터 3일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손실보

상 협의요청을 완료하였다.

표 2-8  2010년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추진일자 마 을 명 세대수(세대원) 참석현황 주 민  요 구 사 항

2010.4.8. 오산 52(117) 35
• 마을 저지대 침수예방 대책 마련 

• 마을 앞 부지에 성토작업으로 인한 금년 우기 시 침수대책 마련

• 마을 수익사업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2010.5.4. 오림 81(195) 25
• 마을 수익사업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주변지역 산 도시공원지정 해제 검토

• 해룡천을 건널 수 있는 소규모 교량 건설 

2010.5.10. 금성·내동 88(219) 30
• 마을 뒷산(망월대) 신도로 개설 및 정비

•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2010.5.12.

호현 122(269) 30
• 구 도사동사무소 앞 골목길 도로 확장 및 정비

• 마을 수익사업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신산 100(189) 25
•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 마을 수익사업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2010.5.13.

통천 42(96) 25
•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 마을 수익사업 등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홍두 81(223) 35
• 마을 뒷산(망월대) 신도로 개설 및 정비

• 주민소득사업과 연계 방안 검토

• 주변 지역 산 도시공원지정 해제 검토

그림 2-18  묘지보상을 위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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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람회장 부지 내 평촌마을의 경우 1962년 8월 수해로 인해 당시 거주민들 

대다수가 현재 한신아파트 부근으로 마을을 조성해 이주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2세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평촌마을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평촌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망향비를 건립하였다.

3) 부지매입 완료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부지매입은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설득 등을 통해 2010

년 11월 22일, 마침내 계획했던 정원박람회장 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보상독려를 위해 새벽에 토지소유자 집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민원인에게 쓴 소리

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문중에서 해야 할 일을 위해 직원들이 문중회의

를 주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 수많은 민원해결 등 시종일관 보상업무를 담당

했던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큰 문제없이 부지매입을 완료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상비가 적은 상황에서도 산림서비스림으로 토

지를 내준 시민, ‘기재포전(圃田)’에서 생산된 채소라면 떨이를 해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오산마을의 채소생산지 주민, 선조부터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켜온 풍덕동 정원박람회장 부지 토지소유자, 평촌마을에서 축사를 하고 있던 축

산농가 및 하우스, 건축물 소유자, 오산과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조상의 묘 이장

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분묘연고자와 낯선 곳으로 이장되어야 했던 수많은 무연분

묘의 영령들까지 보이지 않는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성

공개최로 이어질 수 있었다.

표 2-9  박람회장 부지매입 현황

구               역
매   입   토   지

필   지 면   적( ㎡)

1구역 순천만 수목원 부지매입 20 32,686

2구역 순천만 습지센터 부지매입 289 118,452

4구역 박람회장 부지매입 342 480,171

이어 5월 18일부터 6월 11일까지 토지 107,640㎡(274필지) 및 물건 등 17,337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차례에 걸쳐 손실 협의요청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 6

월 22일~7월 1일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8월 19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 수용재결신청을 거쳐 수용위원회를 개최, 2010년 11월 22일 수용을 개시하였다.

(4) 주 박람회장 조성부지(4구역) 

2009년 10월 12일부터 4일간 주 박람회장의 토지 373필지에 대한 토지 이용상황

과 지장물 조사를 직원들이 직접 실시하였다. 이후 10월 30일부터 15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 276명, 이해관계인 37명 등 총 313명을 대상으로 박람회장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다. 2010년 1월 4일에는 5개사에 의

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는 대상 토지를 A(남승룡길 주변 풍덕

지구/오천 1구역)�B(풍덕지구) 구역으로 분할하여 평가하였다. 주 박람회장 지구

에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해 공작물, 수목 등은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해 보

상액을 산정하였으며, 간접보상인 주거이전비, 영농손실 등을 포함해 협의 통보

하였다.

그림 2-19  순천지명700년기념공원 조성 

               토지보상협의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 전경

그림 2-20  평촌마을 망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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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는 질 높은 설계작품의 제안을 위해 일정한 참가자격과 제한을 두어 일반 공

개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협회와 학회, 잡지사, 

조경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회사 등에 공고문을 작성해 이메일을 배포하였으며, 전

문가들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웹사이트 배너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

용하였다. 2009년 8월 13일 현상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11일간 18팀의 참가자가 등

록을 마쳤다. 국내, 외국업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56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

여하여 정원박람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후 9월 4일에는 시청에서 현

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스터플랜 설계 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추진현황을 설명함으로써 공모목적

에 부합하는 작품을 유도하고 최적의 공모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어 12월 3일

부터 이틀간 작품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0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위원은 순천시와 전문위원이 인적 POOL 추천을 토대로 공모추진위원회에서 

5배수를 선정, 전문지식과 지명도가 높은 대학교수 및 전문가 7명이 선정되었다. 이

들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결정한 후 12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

였다. 심사위원 개별 집중검토 후 토론을 거쳐 투표를 실시하여 1차 심사를 통해 6

작품, 2차 심사를 통해 3작품의 가작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시 3차 심사를 통해 

만장일치로 최우수작을 결정하였다.  

그림 2-22  작품심사 중인 심사위원회

(2) 수상작 선정: 웰컴 투 정원골(Welcome to Garden Creeks)

심사결과 최우수작에는 「웰컴 투 정원골(Welcome to Garden Creeks)」이 선정되었

다. 수상작뿐만 아니라 출품작들 수준이 높은 설계안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당선작들은 순천만의 독특한 특성을 설계안에서 재현하고, 박람회 기능을 고려한 

시설 및 공간배치를 이루어 낸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특히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주)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의 「웰컴 투 정원골」은 대상

지의 입지여건을 잘 활용하고 있는 작품으로, 순천만과 순천의 기존 시가지 사이

3.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다

1)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 공모

(1) 공모 진행과정

순천만 등 천혜의 자연을 항구적으로 보전하며 이를 생태관광지로 활용하여 대한

민국 국가브랜드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순천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2013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박람회장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순천의 미래상과 도

시 발전전략을 담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을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박람

회 개최 이후 순천만의 지역성을 담아내는 공원조성을 위한 설계안을 수립하기 위

해 공모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더욱 구체화되도

록 하였으며, 아울러 박람회장 내�외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연계사업과 부문별 계

획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계획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9년 7월 3일 마스터플랜 공모와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 및 각계 자문을 거쳐 최

종적인 아이디어 공모 추진방향을 확정하였으며, 7월 14일 원활한 공모진행을 위

해 공모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한시적 의결기구로서 공모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공모추진위원회는 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

문가를 주축으로 조경�교통�도시계획�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과 

시의원, 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공모의 방식 및 심사

위원, 공고방식 등을 결정하였다. 그림 2-21  공모추진위원회 회의 전경

표 2-10  공모추진위원회 활동내용

일             시 회      의      결      과

제1차 공모추진위원회 2009. 7. 14.
• 위원회 세칙 수정

• 응모자격 심의

• 전문위원 선정(안) 

제2차 공모추진위원회 2009. 7. 18.
• 공모추진위원회 운영세칙 확정

• 전문위원(PA) 선정 의결

제3차 공모추진위원회 2009. 7. 27.
• 설계지침 작성방향 협의

• 공모 추진일정 확정

제4차 공모추진위원회 2009. 8. 6.
• 설계지침 내용 결정 

• 공모 신청 및 작품도서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결정

제5차 공모추진위원회 2009. 8. 10. • 공모 지침서 확정

제6차 공모추진위원회 2009. 12. 2.
• 심사위원 5배수 결정
   - 심사위원 3배수, 예비심사위원 2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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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구     분 당      선      자 비    고

최우수작

(주)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이민우, 안세헌

(주)성호엔지니어링 이유경

(주)동호 김동갑

개인 김아연

대표사

시립대학교 교수

우수작

(주)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

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 김은성

(주)에이치스퀘어디자인웍스 김훈희

대표사

(주)우리엔디자인펌 강연주

기술사사무소 이수 서영애

(주)비전도시연구소 유환필

(주)대경이앤씨 우대원

대표사

가작

(주)다산컨설턴트  이해경

조경설계 서안(주)         정영선

IBI GROUPTREVOR         J.MCINTYRE

대표사

캐나다 토론토

(주)신화컨설팅            최원만

(주)건화                  박승우

대표사

(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박명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이윤한

(주)동아기술공사          김영삼

대표사

 

(3)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2009년 12월 22일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마스터플랜의 공모 진행과정 및 심

사결과를 알리기 위한 시상식과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심사

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상작 발표와 함께 토론회가 진행되어 향후 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수상작뿐만 아니라 다수의 출품작들도 비교적 고른 수준의 설계안이었

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당선작의 설계의도와 취지가 마스터플랜 발전과정에서 

존중되기를 바라고, 여러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원박람회 콘텐츠 개발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교육문화회관과 전라남도청에서 수상작 6개 작

에 동천을 끼고 있는 지역적 조건을 이용하였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생태적 프로

그램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침수 가능성의 약점을 갯골의 생태적 특성 및 강점으로 

전환해 지형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담수역 습지의 물 갈대밭을 기반경관으로 하

여 순천만의 기수역 경관을 도시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또

한, 동천변에 습지를 조성하여 동천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박람회의 중심 시설

구역은 시가지 쪽에 배치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구축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미래지향적이면서 실용적인 박람회 콘텐츠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개발, 점진적 조성이 가능한 유연한 개발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다른 안과 차별되는 특징이었다.

 

그림 2-23  「웰컴 투 정원골」설계 일부

평평한 농경지에 동천과 이어지는 물길을 낸다. 이것이 정원골이다. 그 위에 수많은 정

원들을 통일성 있게 묶어주는 배경이 되는 경관을 조성한다. 순천의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숲, 초지, 습지, 그리고 순천만 기수생태계의 갈대밭과 대비되는 담수에서 자라는 

물 억새밭을 조성함으로써 정원의 배경이 그려진다.

이제 그 배경 위에 정원을 담아낸다. 정원은 바탕을 조심스럽게 도려내어 덧붙이기보다

는 덜어내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이렇게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형과 식생, 토

양, 그리고 다채로운 정원의 요소들이 정원설계가들에게 제공된다. 정원설계가는 자신

이 선택한 요소들을 순천이라는 배경 위에 새로이 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 그리고 순천

의 새로운 그림을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 「웰컴 투 정원골」 -   
그림 2-24  마스터플랜 시상식 및 토론회, 

               수상작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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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전시회를 열고 한국조경학회, 디자인학회 등 관련 업체를 초청하여 홍보의 시

간을 마련하였다.

2) 벤치마킹 및 외부 전문가 과정을 통한 완성도 제고

정원박람회장의 완성도를 높이고 명품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공모 

외에도 국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한결 풍성

해지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1) 모방을 넘어선 새로운 창조를 위한 벤치마킹

ⓛ 순천만과 함께 보전해야 할 홍콩 마이포 습지

홍콩에도 순천만과 유사한 습지가 있다. 홍콩 북서쪽의 깊은 만(Deep Bay)에 위치

한 마이포 습지(Mai Po Marsh)는 1,500ha 면적에 맹그로브숲과 갯벌 등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과거에는 어류 및 새우양식장, 그리고 일부는 논으로 이용되던 지역

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1984년 세

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 홍콩지부가 정부와 함께 습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

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람사협약에 따라 국제적 보호습지(람사 사이트)로 지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380ha는 마이포 자연보전지구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에 해당한다. 람사

지구로 지정된 후 핵심지구, 생물다양성 관리지구, 일반인 접근지역, 현명한 이용지

역, 사유지 구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습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사유지 

구역에 있던 25개의 중국 전통방식의 새우양식장 수로와 열대우림을 자연적인 상

태로 보전하여 원시상태에 가까운 열대우림 습지가 수로를 따라 보전되어 있으며, 

일부 새우양식장을 갈대밭습지, 연꽃습지, 멸종위기 잠자리 복원 습지 등으로 조

성하여 볼거리 및 생태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도심 속 공원으로 생태체험학

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이포 습지를 둘러보면서 순천만 보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② 타 박람회를 보면 우리의 과제가 보인다

중국 곤명, 서안, 심양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박람회 개최지역을 방문하였다. 1999

년 개최된 곤명세계원예박람회의 경우 정원의 콘셉트보다 건물 위주로 구성되었

으나 이와 달리 우리는 국제습지센터를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

며, 2010년 개최된 심양세계원예박람회장에서는 정원과 정원 사이가 녹색벨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조선소, 발전소 부지 등 상하이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었으나 박람회장 조성을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인 2010상해세계박람회장도 방

문하였다. 엑스포장 시설물 중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140,000㎡ 규

모의 엑스포센터는 사후에 존치되어 문화`관광`컨벤션 기능을 갖춘 시민센터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특히 주제관 지붕은 세계 최대 태양에너지 시설로 조성되었으

며, 이동수단으로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수소연료전지버스를 활용하는 등 친

환경성을 강조한 곳이다. 정원박람회장 내에도 이동동선으로 전기차 도입을 검토

하였다. 또한, 계단과 물을 활용한 폭포연출과 나무식재는 박람회장과 동천을 연

결하는 좋은 예로 보였으며, 회장 전시연출에 있어 우드칩 활용도가 높아 우리 역

시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의 니크 로즌이 

디자인한 엑스포가든(생태정원)은 데크, 돌, 흙 등 다양한 산책로와 큰 조경수 없이 

억새, 갈대, 돌 등과 물을 이용하여 훌륭하게 조성되었다.

그림 2-25  홍콩 마이포습지

엑스포문화센터 폭포연출 약초정원 모델 우드칩 활용

그림 2-26  2010상해세계박람회장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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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숭명도생태공원과 포동생태공원, 동전호 풍경지구 개발현장 등을 둘러보며 

정원박람회장 조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숭명도생태공원은 

2007년부터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가꾸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등 다양한 계획을 진

행 중으로, 동평국가산림공원과 동탄철새보호구, 습지공원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좋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타 공

원에 비해 오솔길과 흙길 없이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주 동선이며, 특히 꽃 연출이 

부족하고 동선 주위에만 수목을 울창하게 조성하는 등 자연미가 부족해 보였다. 

정원박람회장 조성 시 수목과 어울리는 화훼연출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반면, 영국인 디자이너가 동`서양 문화가 조화되도록 조성하여 상해 도심에서 가

장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꼽히는 포동생태공원은 정원박람회장의 오천택지와 비

슷한 분위기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포동생태공원은 농지를 공원으로 개발하

여 10년 만에 조성,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공원 가운데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포플러 등 그 지역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위주로 식재하였으며, 주 도로 양안에도 나무를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였다. 단조로울 수 있으나 경관상 시원

해 보이고, 굳이 비싼 조경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수목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말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대부분 이벤트 수입료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람객을 끌어모으기 위

해서는 이벤트와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를 

참고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도 어린이정원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주 박람회

장 내 호수에 섬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림 2-27  중국 숭명도생태공원 및 포동생태공원, 동전호 경관지구 개발현장 벤치마킹 

아울러, 당시 조성 중이던 동전호 경관지구 개발현장에도 방문하였다. 경관이 뛰어

난 자연호수 주변에 호수 준설토로 만든 인공호수 섬과 산책로, 습지공원 등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니크 로즌이 디자인 하였다. 

큰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주변 호수와 어울리게끔 조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갈대

와 억새 등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분위기와 비슷해 조성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였다. 

돌벤치, 작은 조명시설, 자갈로 덮어놓은 하수도 측구 등 세심한 부분까지 친환경

성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토양과 수변지역에 맞지 않는 수목 식재로 

일부 수목은 고사한 것이 눈에 띄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까지는 앞으로 2년여, 다양한 박람회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 보다 철저히 박람회를 준비해 나가고자 하였다.

③ 지역소득과 연계한 특성화 정원 조성

정원박람회장 내 한방과 관련된 시설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2010년 4월 순천만자연

생태관에서 한방체험관 조성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한방약초 전

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프로그램 개

발은 물론, 순천 조계산 일대 지역 특산식물인 히어리와 지역에서 가장 널리 재배

되는 약초인 택사 등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식물을 심는 등 차별화된 정원조성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약초를 원료로 개발된 각종 한방화장품과 신약 

등도 소개되어 한방체험관 조성을 통한 한방산업 브랜드 개발 및 지역소득 사업화 

등 산업화 전략도 제시되었다.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경관연출, 체험, 

치료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성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추진되었다. 

아울러, 2010년 10월 11~15일에는 충북 제천의 한방바이오엑스포장을 방문하여 

교통, 공연�행사, 편의시설, 주제관, 자원봉사, 체험, 수익사업 등 분야별로 구체적

인 콘텐츠 및 운영내용을 둘러보고 정원박람회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진료체험의 경우 사전예약제나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 마

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주 관람객 또한 어르신이 많은 관계로 주로 체험코너

에만 사람이 밀집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정원박람회장의 한방 관련 시설은 특

정 계층이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마련하고, 전시관 

내에서의 체험을 넘어 다양한 동선에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험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인력들의 참여를 통해 단순체험이 아닌 치료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체험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1 2 3

1 세계전통의학관

2 반신�족욕체험

3 직접 약초를 만질 수 있는 체험

그림 2-28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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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를 바꾸는 프로젝트로서의 국제정원박람회 

2011년 4월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해외홍보와 업무협

의를 위해 유럽 최대의 봄꽃 축제장과 박람회 개최지역을 방문하였다. 방문은 듀

크 하버 AIPH 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2년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운영방법을 비롯해 해외홍보, 박람회 참가 협의, AIPH 회원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목적을 위해 네덜란드 큐켄호프 축제와 2012년 세계원

예박람회 개최지인 네덜란드 벤로, 독일의 코블렌츠 정원박람회 개막식장을 잇따

라 방문하였다. 

영국의 첼시플라워쇼와 함께 세계 최대의 봄꽃축제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큐켄호

프 축제는 배려한 명의 정원디자이너가 그려놓은 한 장의 수채화를 보는 듯 나무

와 숲, 나무와 꽃, 물과 꽃 등이 잘 조화되어 정원 디자인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

례였다. 예술작품 역시 정원 곳곳에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자

연스럽게 예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한 점은 예술이 정원박람회의 필수요소임을 알

려 주었다. 또한, 정원 안에는 차가 없다는 것도 특징으로, 그만큼 보행약자도 편안

히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박람회장과 강, 박람회장 

외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순천시 역시 후방산업과의 접목 방안으로 동천 

주변에 경관농업으로 자생 야생화를 심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독일 코블란츠박람회는 박람회 개최를 위해 도로, 표지판 등 도시 전체를 리

모델링하여 도심재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정원박람회는 단순한 박람회

가 아니라 도시를 바꾸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면서 도심 전체를 하나

의 그림판으로 보고 바꾸어야 하며, 도시 전체가 변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도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다. 박람회 전�중�후, 그리고 도시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전부 기록해 개막식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의 감동이었다. 그밖에도 게이트는 

큰 구조물 없이 오직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했으며, 다른 부분은 수목이나 화분 등

으로 구성되어 자연스러웠다. 또한, 어린이놀이터는 물을 이용한 놀이터, 생태 놀

이터, 하드보드를 타는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터가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 눈높이

에 맞춰야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2) 명품정원을 위한 자문활동 

보다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박람회로 개최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줄 자문위원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설계공모에 당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조경학회 자문위원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박람회 관련 콘텐

츠, 시설, 조경�화훼 등 전반적인 사항과 분야별 중요사항 결정 시 문제점을 지적하

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제62차 AIPH 총회 및 상시적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설계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하여 다양한 제안사항을 듣고, 이를 검토하

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AIPH 듀크 하버 회장은 시에서 공원까지 안전한 자전거 동선계획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테마가 있는 정원도입 등 다양한 의견

을 재시하며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었다. 또한 前 독일정원협회 대표 마이베르트는 

행사 이후 관람객 감소에 대비하여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관람로를 단거리로 재조

정하고, 박람회장 외부 교통계획 수립 등을 강조하였다. 검토결과, 박람회장의 내

부 교통은 행사 중에는 도보 및 교통약자 카트로 이용하고, 행사 후에는 자전거나 

뷰티 승마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계된 도로기능은 호기심을 유

발하고 미지의 상상력 및 동경을 자극하는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직선이 경제적이

기는 하지만 단순하고 지루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곡선을 통해 재미와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실시

설계에 반영하였다.

표 2-12  국내`외 자문현황

구   분 자문형태 자 문 자  및  학 회 소 속  및  분 야

국외

제62차

AIPH 총회

마이베르트(E-mail의견)
前 독일정원협회 대표/ 독일

(박람회장 설계 관련 워크숍 개최 희망)

니크 로즌 정원 및 조경가/ 네덜란드

자크 스와뇽 녹지환경국장/ 프랑스

E-mail

듀크 하버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회장/ 네덜란드

와다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부회장/ 일본

랑게스랑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사무총장/ 프랑스

마담 바례 조경가/ 프랑스

초청 에릭 베어하임 건축가/ 독일

방문 양아주 2006심양세계원예박람회 총괄책임/ 중국

국내 제안설명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학회 자문단(9명)

신응섭 작가, 노영희 대표 스토리텔링 개발

그림 2-29  독일견학 시 회의

그림 2-30  중국심양(2010.4.14.) 및 한국조경학회(2010.4.16.)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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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참여

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WWT습지

북극 근처 러시아의 북쪽에서 생활하던 철새들은 겨울철 남하할 때 동서로 나뉘어 

방향을 튼다. 동쪽으로 날아간 새는 한국으로, 서쪽으로 날아간 새는 영국으로 가

는 것이다. 겨울철 한국에서 잠시 날개를 쉬어가거나 한철을 지내다 가는 한국의 

철새와 영국의 철새는 러시아 북쪽 하늘을 함께 날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

에게 한국과 영국은 똑같은 쉼터이자 똑같은 고향이다. 런던 템스강변에 인공으로 

조성한 WWT런던습지센터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초대한 것은 그런 이

유에서다.

영국의 대도시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런던습지센터는 도시 속에서 인간과 야생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이며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 도시습지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철새들의 쉼터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삭

막한 콘크리트 숲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마음의 쉼

터다. 총 면적 0.43㎢ 정도로, 2000년 개장한 이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

로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가 되었다. 본래는 상수원 공급을 위한 인공호수였지만, 

1993년 이후 본래 기능이 사라지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런던 남부의 자

연습지를 그대로 재현한 인공습지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5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콘크리트 저수지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갈대밭과 호수·늪·연못 등 30개 이상의 각

종 인공습지를 조성하였다. 습지센터는 전체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와 시청

각 교육관, 체험학습관, 조류 관찰탑, 생태공원(동물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180여 종의 조류, 10종 이상의 박쥐, 500종 이상의 나방과 나비류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공원은 인공적으로 조성했지만, 조성 후에는 자연상태로 놓아두고 

있어 도심에서 희귀조류가 관측되는 등 습생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런던습지센터는 WWT가 운영한다. WWT(Wildfowl and Wetland Trust)는 인공호

수를 인공습지공원으로 제안했던 피터 스콧 경이 1946년 조직한 시민단체로, 런던

의 9개 주요 습지와 습지에 사는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시민단체다. WWT는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통해 세계적인 습지보

전지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언을 해 주었다. 그 중에서도 순천만국제

습지센터 주변의 습지경관은 이들의 조언이 가장 많이 반영된 공간이다. 생태도시

의 완성을 꿈꾸며 WWT처럼 미래 환경과 습지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순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1년 8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및 국제습지센터, 수목원 조성 컨설팅을 위해 

WWT 관계자가 순천을 방문하였다. 컨설팅에는 WWT의 습지보전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인 엠마 앨리스워드와 습지디자인 전문가 이안 그리핀, 환경운동연합바다

위원회 사무국장 지찬혁 씨가 초청되었다. 엠마 앨리스워드는 국제습지센터 건물

은 그린루프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매우 친환경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건

물의 전면 유리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밖에서

는 내부가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있는 반사되지 않는 색깔의 유리가 좋

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이안 그리핀은 정원박람회 기간 중 습지가 정화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장소로서 습지를 이용한 작은 하수처리장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후에도 WWT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5대연안습지에 걸맞은 인공습지와 국제습

지센터, 수목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림 2-31  WWT런던습지센터

그림 2-32  WWT컨설팅 및 순천만WWW습지 설계도(이안 그리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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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그의 딸이자 팀의 수석디자이너인 릴리 젱스와 함께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에 소우주인 또 하나의 순천을 정원에 담아 구현하게 되었다. 2012년 테마

정원 참여를 결정한 찰스 젱스와 그의 팀이 순천에 머물며 자연과 도시의 어울림을 

모색한 결과물은 바로 작은 에코 순천을 정원 안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도심 한복

판에 자리한 봉화산을 순천을 가장 훌륭하게 상징하는 정체성으로 삼아 순천의 산

과 물을 정원에 구현, 도시와 자연의 균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내고자 하였다. 

③ 황지해 작가, 순천만의 갯지렁이가 숨 쉬는 정원

순천호수정원과 더불어,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해우소 가는 길」 등 2년 연속 최

고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정원문화의 위상을 높여온 황지해 작가의 작품이 박람

회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첼시플라워쇼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특히 일본은 ZEN 스타일로 가든산업의 세계화에 

성공을 거둔 나라다. 그에 비해 우리는 세계적인 가든 권위자들로부터 “한국의 정

원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어야 하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황지해 작가

의 수상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황지해 작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순천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갯벌

이 살아 숨 쉬는 정원, 순천만 이야기를 담아내기로 하였다. ‘갯지렁이 다니는 길’과 

‘동천갯벌공연장’ 조성을 맡아 순천만의 생태와 도시와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3) 해외정원 유치활동

세계적 박람회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AIPH 회원국이나 우호교

류국의 참가를 이끌어내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담긴 다양한 세계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한국정원을 포함한 프랑스, 영

그림 2-34  황지해 작가 및 갯지렁이 다니는 길 스케치

② 찰스 젱스, 또 하나의 녹색순천을 정원에 담다

“서양인들이 한국조경을 바라본 첫인상은 

도시경관과 그 주변을 둘러싼 야산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대비다.

이러한 대조는 오늘날 공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생태에 공헌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1세기 최고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론가이자 지형디자이너, 조경가로 평가받는 

찰스 젱스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1년여 앞둔 2012년 3월, 순천시에서 열린 ‘정

원박람회와 지역사회의 미래’ 국제심포지엄에서 던진 화두다. 어려울 수 있는 이 같

은 화두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랜드마크로 조성된 ‘순천호수정원’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찰스 젱스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09년 박람회 관계자

들이 국제미디어를 통해 찰스 젱스의 작품을 보고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코스믹 

스페큘레이션 정원(Garden of Cosmic Speculation)을 방문한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 외에도 개인이 만든 정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

기도 하는데, 목장에 조성된 코스믹 스페이큘레이션 정원 역시 2002년 조성된 찰스 

젱스와 그의 아내가 만든 개인정원이다. 달팽이 언덕, 우주폭포, 블랙홀 테라스 등 

과학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 정원은 기하학과 우주의 사색을 표현한 정원으로 일

상적으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정원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곳

이다. 순천호수정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찰스 젱스의 정원 설계개념과 디자인에 만족스러워하면서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에 참여하여 박람회장 입구에 호수, 정원, 섬과 다리를 조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찰스 젱스는 ‘도시 생태축 복원’이라는 박람회 취지에 망설임 

없이 참여를 결정하였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바로 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장이 박람회를 위한 일회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보전되고 유지되는 정원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시적인 정원이나 공원은 결코 생태적인 정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망설일 것도 없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것이야말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2-33  찰스 젱스의 코스믹 스페큘레이션 

               정원 및 디자인 미팅을 통해 

               탄생한 순천호수정원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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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태국, 스페인,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11개국의 세계정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최 희망국가 및 인접국가 등과 개별 또는 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밖에도 참여정원 24개

소를 해외정원으로 조성하고자 실무단의 해외파견 등 해당 도시와 실무접촉을 통

해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참가국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참여방법을 도입하였다. 

세계적인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비롯하여 2012년 정원박람회가 펼쳐진 

네덜란드 벤로시, 스페인 사라고사시 등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AIPH 회원국

은 물론, 미국 콜롬비아시 및 일본 이즈미시 등 자매결연도시, 중국 절강성의 영파

시 및 요녕성의 단동시, 프랑스 낭트시, 세이셸공화국의 빅토리아시 등 우호교류도

시 등을 중심으로 해외정원 유치를 추진하였다.

2010년 4월 27일 해외정원 유치활동 팀별 회의를 통해 유치활동 전략을 수립하였

다. 회의를 통해 세계정원 국가별 면적 및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세계정원을 유치

할 10개국에 대한 협상안을 마련하였다. 협상안을 바탕으로 면적 및 설계서 제공, 

기술자 파견에 대한 의견 요청과 정원 조성방법 및 비용문제 의견을 요청한 공문

을 발송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1) 미국 콜롬비아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중심부에 위치한 콜롬비아시는 ‘미주리의 아테네’라 불리는 

대학도시이자 미국 내 13번째 고학력도시이며, 생태도시와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꾸려가는 도시라는 점에서 순천시와 시정방향이 비슷한 도시다. 지난 1990

년 10월 콜롬비아시 시장이 순천시를 방문했을 당시 자매결연에 대한 동의가 이루

어져 1991년 10월 18일 교육, 의료, 상수도, 환경보호, 지방행정 등에 대한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콜롬비아시와는 상호 교차정원 조성에 협력하여 

정원박람회장 내에 미국정원을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의 날’에 참여하여 자국의 문화행사를 펼쳐 보이기로 하였다.

(2) 일본 이즈미시

일본 이즈미시와는 2009년 9월 28일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11

월 13일 자매도시가 되었다. 이즈미시 역시 두루미 도래지로 지정된 곳이다. 1921

년 농경지 일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 1952년 245ha가 특별천연기념물로 지

정되었으며, 1953년에는 842ha에 달하는 이즈미 동서간척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

해 두루미 관찰센터 및 두루미 박물관 등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수많은 두루미들이 낙동강을 거쳐 겨울을 나기 위해 날아갔던 곳으로, 순천과

는 인연이 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2월 흑두루미를 이용한 순천만 생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직후인 10월

에는 순천시 대표단이 이즈미시를 방문해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호관계로 ‘국가의 날’ 자국의 전통문화와 공연을 소

개하고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 하였다.

(3) 일본 고치현 및 사가현

2010년 5월 8일 일본정원 유치를 위한 사전실무협의로서 전라남도청에서 협의회

를 개최하여 우호교류도시인 사가현 및 고치현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쳤다. 이

어 8월에는 사가현 및 고치현을 방문하여 정원 설계서를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고

치현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합의를 이끌

어내었다. 사가현 및 고치현이 현지여건에 따라 테마를 달리하여 각각의 차별화된 

정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일본 전통정원의 상징물인 도자기, 석등, 건축물 등

은 각 현에서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일본 사가현 관계자가 순천시를 

방문하여 세계정원 조성을 위해 현장을 답사하고 조성위치를 확정하였다. 

(4) 중국 영파시

2010년 10월 10~14일에는 2010상해세계박람회 참관하고 영파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및 정원박람회 적극 참여 등을 협의하였다. 영파시장은 순천시

의 생태도시 건설이 영파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영파시 문화예술단 공연 및 중국정원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순천시는 영파시와 1997년 6월 24일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후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1997년 10월 순천시민의 날 축하방문 및 2007

년 순천만갈대축제 축하공연을 비롯하여, 2009년에는 영파시장이 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 유치확정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도시녹화, 생태공원, 의료기술 분야 등 다방면에서 교류

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중국 서안시

2011년 중국에서는 서안세계원예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순천시는 서안시와 2010년 

3월 8일 각국의 박람회장에 교차정원을 조성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순천시가 먼저 서안세계원예박람회장에 순천정원을 조성하였다. 

2011년 5월 29일 개최된 [순천정] 준공식에는 순천시장, 서안시장을 비롯해 서안 

총영사관, AIPH 관계자, 서안 한인회장, 교민, 일반관람객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정

원을 관람하였다. 순천정은 우리나라 전통 궁궐정원인 창덕궁 후원의 애련정을 기

본으로 하여 정자, 연못, 화계, 와편담장을 수목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한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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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원문화를 원형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

기술자를 현지로 파견하였으며, 주요 자재 역시 한국에서 운송해 조성하였다. 순천

정원을 통해 서안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한국의 전통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박람회장에 조성된 52개국 109개 정원을 대상으로 총 7

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친 결과 건축 외 장식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 및 시공부문에

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영구건물로 지정되어 순천시를 세

계적인 도시로 알리는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서도 서안정원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6) 태국 치앙마이시

중국 서안, 중경에 이어 동남아시아 주요 관광지인 태국 치앙마이에도 순천정원을 

조성하였다. 2011년 12월 15일 개최된 세계꽃박람회에서는 순천정원 준공식과 함

께 한국 전통문화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등 ‘순천의 날’ 행사를 펼쳤다. 준

공식에는 송영수 조직위원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소박하고 정겨운 한국

의 돌담으로 만들어진 순천정원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태국의 전통정원을 조성하였다.

(7) 프랑스 낭트시

루아르 계곡의 대도시 낭트는 오랜 원예전통을 계승하여 100여 개의 공원과 정원

을 간직한 도시이자 5년마다 「낭트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의 하구에 

위치한 도시, 순천시와는 비슷한 인구수, 녹색도시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2003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프랑스 시장협의회 간 교류협력 협의서 체결 시 낭

트시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동산을 주제로 동산을 조성하고 싶다고 제안해 오면서 

그랑블로트로 공원 내에 순천동산이 조성되었다. 순천정은 2006년 9월 9일 준공식

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낭트시 녹지부에서 낭트의 전통목선인 ‘빨래배’를 

순천시에 기증하면서 2009년 10월 29일 순천만에 낭트정원이 조성되었다. 낭트시 

서민생활의 유산인 빨래배(Bateau-Lavoir)는 19세기 낭트 전통유물 세탁선으로 수

상가옥으로도 사용되었으며, 빨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배를 일컫는다. 낭트

정원은 이 빨래배와 함께 두 도시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의 공통점을 찾아내 표현

하였다. 순천시의 동천과 순천만의 유려한 곡선흐름, 그리고 낭트시를 흐르는 루아

르강 및 에르드르강의 굽이굽이 흐르는 자연현상을 정원의 중심축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꽃들이 색깔별로 어우러진 꽃초원과 장미원, 그리고 낭트시의 대표적인 특

산물인 포도밭 등으로 조성하였다. 

낭트정원 준공식 다음날에는 정식으로 양 도시 간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정원박람회장에 프랑스정원을 설계하였으며, 10월 18~19일에 걸쳐‘국가의 날’행사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8) 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시

인도양 서부 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시는 세이셸공화국의 수도로서 면적 4.38㎢, 

인구 26,000명 규모의 도시다. 빅토리아시와는 2012년 10월 29일 우호교류 협의서

를 체결한 이후 세이셸 대통령 및 외교부장관 등이 순천시를 방문하였으며, 순천시 

대표단 역시 빅토리아시를 방문하여 향후 양 도시가 펼쳐나갈 협력분야에 대해 논

의하였다. 다양한 논의 끝에 10월 31일에는 알릭스 미셸 대통령으로부터 ‘코코 드 

메르’를 비롯한 자국의 희귀식물 5종을 정원박람회에 기증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세계 희귀 보호종인 육지거북 두 마리를 입양하기로 하였다. 특히 알릭스 미셸 대

통령과 장폴 아담 외교부장관은 정원박람회장에 세이셸정원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원박람회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나타내면서 인도양권 국가들의 정원박

람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 개별 국비지원사업 유치를 통한 콘텐츠 확보 및 예산절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넉넉하

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별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

한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편의상 4개 구역으로 구분되는 정원박람회장 가운데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도시민

의 휴식공간이 될 수목원 구역은 정원박람회의 주무부처로서 예산 및 행정지원에 

그림 2-35  태국 치앙마이에 조성된 

               순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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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 온 산림청에서,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해 새로운 순천만의 관문이 될 순

천만국제습지센터 및 한국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습침수구역에 조성되어 

침수방제기능을 담당하게 될 저류지 사업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그밖에도 특성화 정원으로 조성될 한방약초정원은 농림축산식

품부에서, 친환경 박람회로서의 이미지를 높여줄 태양광 설치사업은 산업통상자원

부에서, 참여정원 조성은 환경부에서 지원하였다.

표 2-13  개별 국비지원사업 유치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기   관 지 원  내 용 지원액

주무부처 산림청

박람회장 조성 199

수목원 및 습지 조성 118

도시숲 조성 30

나눔숲 조성 8

나무은행 운영 5

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216

꿈의 다리 45

한국정원 조성 25

농림축산식품부

(구 농림수산식품부)
한방약초정원 조성 64

산업통상자원부

(구 지식경제부)
태양광 설치사업 21

환경부 참여정원(정원명: 환경정원) 5

5)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협조체계 구축

개별 국비지원사업 외에도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업무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다양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

관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가까워질 수 있었

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3년 2월 8일 녹색환경

체험 활성화 및 홍보·운영지원 협약을 통해 정원박람회장에 구축될 생태체험학

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체험활동을 적

극 지원하였다. 또한, 외교부(구 외교통상부)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을 활용한 정

원박람회 홍보 및 2013년 수교기념 대상국의 국가의 날 참여협조 등 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를 세계적인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한국관광공

사 역시 30개 해외지사를 활용한 홍보 및 직원파견 등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여행

업자와 주요 언론매체 인사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특히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통일부의 협조를 받아 남북 협력증진 및 북

한문화의 조경연출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북한정원 조성 및 북한공연단, 

북한주민 참여를 추진하였다. 국제여건상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통일부와 더불

어 AIPH 듀크 하버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노력하였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박람회 개막식에서 공군의 축하에어쇼와 군악�의장대 행사 등을 추

진하였다. 안타깝게 개막식 당일 우천으로 공군에어쇼는 취소되었지만, 박람회 기

간 동안 육�해�공군 의장대 및 군악대 공연,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칠 수 있었다.

4. 푸른 숲의 정원을 위해

1) 수급 및 관리

(1) 수목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정원박람회 특성상 박람회 개최 전 수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

다. 당초 박람회장 부지면적은 1,527,000㎡로, 저류지와 건물 등을 제외한  수목식

재 가능면적은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763,500㎡였다. 정원박람회 유치 이전

부터 우량수목 자원조사, 나무은행을 활용한 수목자원 표식띠 부착 및 뿌리돌림 

등의 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정원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범시민 나무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대표나무를 모집하는 등 수목확보를 위해 노력

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31일 관계 공무원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17명이 참석

한 가운데 수목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원박람회 대비 수목확보의 중요

성에 대한 공감대로 형성하고 및 준비사항 등을 토론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였다.

표 2-14  수목 소요량 분석결과

구   분
소  요  수  량

나 무 규 격 비      고
본   수 구  성  비

계 33,000

소교목 13,200 40% 수고 2~5m 상록수 50%

낙엽수 50%

4~6m 간격 식재

중교목 16,500 50% 수고 5~10m

대경목 3,300 10% 수고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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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무은행 운영

① 나무은행을 통한 수목 이식관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푸른 숲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나무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나

무은행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나무은행은 삼림훼손지역이나 산림간벌지구, 대

단위 주택개발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 중 조경가치

가 있는 나무를 재활용하는 산림제도다. 전라남도에서는 그동안 전체 22개 시�군

에서 나무은행제도를 추진해 157,000그루를 수집하였고, 이 가운데 85,000그루가 

가로수와 도시숲, 휴양림 등에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

만 가꾸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식된 나무들은 나무은행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되

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버려질 수목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7년 12월부터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산 25-7 외 9개소에 282,640㎡ 규모를 나

무은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 및 개인�유관단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목을 제거하기보다는 나무은행으로 이식 관리하여 총 21,997주를 관리하는 등 

공공사업장 및 정원박람회장에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나무은행을 통

해 확보한 주요 수종은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동백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배롱나무 등이며, 그밖에 상사댐 및 주암댐 주변, 승주 유평 외 3개소의 사유림 등 

사유경관림을 통해 확보하였다.

표 2-15  수목확보 현황 (단위 : 주)

규 격 별 계
집  행  계  획

사유지 국`공유 임야 기타 녹지대 등

계 23,253 785 20.624 1,844

대경목(R30cm) 1,086 97 482 507

중경목(R12~28cm) 16,087 349 14,507 1,231

소경목(R6~10cm) 6,080 339 5,635 106

아울러, 2009년 6월에는 지역주민을 전문 조경관리요원으로 선발하여 수형조절 및 

뿌리돌림, 거름주기 등 나무은행으로 이식된 수목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었다.

(3) 수목자원 조사

① 대경목 자원조사

나무은행 운영 외에도 국제행사에 걸맞은 우량 대경목을 확보하고자 대경목 조사

를 실시하였다. 2009년 6월 15일~7월 3일까지 관내 일원의 굴취 및 운반가능지역

을 대상으로 공무원, 조경관리원,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과 함께 표식 띠묶

음, 사진촬영, 자료정리 등을 시행하였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수종별, 규

격별로 자료를 관리(D/B)하였으며, 즉시 이식대상, 뿌리돌림, 전지전정 등 작업대

상을 분류하여 시행하였다.

표 2-16  대경목 자원조사 결과                                              

조 사 지 역 조사수량
수 종 별  조 사 내 역

비     고
소나무 참나무 때  죽 벚나무 단풍 자귀나무 기  타

계 2,072 141 227 60 28 322 10 1,284 -

승주 유평

시 유 림
424 17 197 35 16 - 9 150 -

별량 대룡

시 유 림
400        - - - - - - 400 편백 잣나무

주암 대광

시 유 지
1,050 24 - 20 10 320 - 676 -

조례 군부대

시 유 지
145 85 25 5 2 - - 28 -

읍·면·동 조사
현지 실사분

53 15 5 - - 2 1 30 -

② 읍면동 수목조사

순천시 읍·면·동 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수종의 수목을 확보할 수 있었다. 종에 

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가능한 똘감나무, 돌배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가죽나무 등 

우량 향토수종이 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였다.

2009년 6월 22일~7월 6일 현지실사 결과, 조사수목 총 3,544주 가운데 활용 가능

그림 2-36  나무은행 

그림 2-37  나무은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형조절 및 거름주기)

(단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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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목은 177주로, 이 중 무상취득 120주, 유상취득 57주로 조사되었다. 무상수

목은 다수가 이식작업이 곤란하거나 규격이 작은 수목이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였

으며, 유상수목은 서면소재 조경업체 관리수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활용가능 수목을 조사하였다. 유상수목은 자원조사 자료로 관리하고 향후 필요 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시급히 이식하지 않고 현지관리가 가능한 무상수목 120주에 

대해서는 현지관리를 시행하여 희귀수종은 뿌리돌림, 기타 수종은 전정작업을 시

행하였다. 이후 2010년 1월 18일부터 한 달간 읍·면·동 수목조사를 실시하여 31종 

300주의 활용 가능한 수목을 확보하였다. 활용가능 수목 중 버드나무 180주에 대

해서는 수형조절작업을 실행하고, 즉시 이식 대상수목에 대해서는 가식장에 이식

해 관리하였다.

표 2-17  읍·면·동 대경목 조사결과  (단위 : 주)

구  분
읍면동

조사량

실 사 결 과  활 용 가 능  수 목

소  계 소 경 목 중 경 목 대 경 목

계 696 300 92 101 107

승주 46 18 9 2 7

주암 64 7 1 - 6

송광 85 72 32 11 29

외서 23 12 4 1 7

낙안 60 54 7 33 14

별량 136 24 2 4 18

상사 25 3 - - 3

해룡 22 17 1 10 6

서 25 12 - 7 5

황전 128 75 36 33 6

월등 23 6 - - -

동지역 58 - - - -

아울러, 2011년 5월 18일~6월 20일까지 관내 일원의 마을단위 현지조사를 통해 우

리의 정원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는 마을 정자목, 마을연못 쉼터, 마을숲, 

고택(古宅)등 정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자료로 활용하였다.  

③ 가로수 및 공원 내 밀생수목 조사

가로수 및 소공원 녹지대의 밀생수목에 대해서도 정원박람회에 활용할 수목자원

으로 관리하였다. 2009년 7월 23일~8월 7일까지 관내 가로수, 공원, 녹지대의 밀생

수목을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 우려지역, 공원 정자목 등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목은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사 후 실제 정원박람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사를 추진하였다.

표 2-18  가로수 밀생수목 조사결과  (단위 : 주)

가   로   수 위     치 주 요   수 종 활용가능 수량

순천만 해송 식재지 순천시 도사동 순천만 소나무(해송) 56

배롱나무 식재지

(팔마경기장~벌교 경계)
순천시 풍덕·도사동, 

별량면
배롱나무 400

금당지역 가로수 순천시 조례동
느티나무 83

회화나무 93

인안사거리~순천만 구간 순천시 도사동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20

국도17호선

(팔마경기장~여수 경계)
순천시 해룡면 은행나무, 히말리야시다 60

플라타너스 

(주암댐 도수터널 입구)
순천시 송광면 플라타너스, 자귀나무 79

주암접치제 구간

(승주두월~접치제 간)
순천시 승주읍 층층나무, 메타세콰이어 37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금당지역의 상가건물 앞 회화나무 가로수는 수목을 이식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관리부서인 산림소득과에서 연차적으로 가로

수 대체식재를 추진 중이었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수목을 선별하여 갯지렁이 다니

는 길에 회화나무를 식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낭트공원~순천만 둑길에 심어진 순

천만해송의 경우 산림소득과에서 그늘수종으로 대체 식재할 계획 중이었으며, 주

암댐 도수터널 입구의 가로수 플라타너스 외 79종은 작업여건이 용이하여 관리부

서인 주암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그밖에도 상사댐 주변의 수목밀생지역 수목은 2009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통해 

상수원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굴취하였으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11

월 17일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신고수리를 통해 수목굴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호 정상~승주 유평, 상사 쌍지~상사 노동 구간의 단풍

나무와 왕벚나무 등 500주를 굴취하여 운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식재된 나무 및 가로수 굴취로 자연을 훼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순천시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상사호 수질개선 및 생태환

그림 2-38  갯지렁이 다니는 길로 옮겨온 가로수 밀생지역 회화나무 및 상사댐 주변 밀생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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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증수목

나무를 구해올 걱정에 근심하던 어느 날, 조직위원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상남도의 한 조경사업가였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600년 된 팽나무를 영�호남의 

우정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증하겠다는 것이었다. 팽나무 외에도 먼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기증 의사를 밝혔다. 2011년 11월 16일 현지점검 결과, 기증자는 옛것에 대

한 남다른 애정과 얼을 간직한 데다 박람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달랐다. 

특히 보유수목 및 자연석 등은 수형 및 생육상황이 매우 양호해 박람회장 식재 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사용해 달라며 수목을 기증

하였다. 도로공사 호남본부와 광양~남원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에서 느티나무 

등 300여 그루를,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대형 플라타너스 72그루를 각각 

기증하였으며, 도로공사 순천지사에서도 수양버들 15그루를 기증하는 등 기관들

도 헌수운동에 동참하였다. 수형이 좋지 않거나 운반이 어려워 활용할 수 없는 나

무가 대부분이었지만, 순천시민을 비롯한 각지각처에서 헌수를 하겠다는 사람들

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박람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 박람회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2) 수목활착을 위한 준비

(1)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수목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목의 생태적 특성이다. 따라서 수종별 이식시

기, 굴취방법, 운반방법, 식재기반 조성방법 및 식재 후 조치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시공해야 한다. 새로운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적응한다는 것은 나무에게도 결코 

그림 2-40  헌수목 운반

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상사호 주변의 밀생수목을 제거하여 시야를 확

보해 자연생태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어 친환경 생태공

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솎아낸 나무를 박람회장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수목굴취 후에는 표면복구를 위한 낙엽깔기를 시행하였으며, 여름

철 강우기 이전에 복구 조림사업을 통해 생태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④ 국·공유림 수목조사

2010년 3월 27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국�공유림 수목조사 결과, 소나무, 층층

나무, 무궁화, 편백나무, 비목나무 등 740주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

내 국�공유림 대부분 교통접근이 열악한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굴취여

건, 운송거리, 조경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수목을 선정하였다.

(4) 베어질 나무에 새 생명을

담양~함양에 이르는 88고속도로 확장공사장 폐도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정원박람

회장에 식재수목으로 재활용하였다. 2009년 11월 25일 호남본부 88고속도로 현장

점검 결과, 활용가능 수목은 목백합 100주, 당단풍 50주, 메타세콰이어 50주, 회화

나무 50주, 히말리야시다 50주 등이었으며, 공사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나무

를 제외하고 향후 제공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2010년 2월 17일 고속도로 호

남본부의 수목 무상기증 후 수목 합동조사 및 고속도로 순찰대 등 관계기관 협의

를 거쳐 운송할 수목을 선별하였다. 

또한, 상사면 마륜리 일원의 국지도 58호선은 전라남도에서 상사천 수해 상습지 개

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이설을 추진 중이었다. 편입 가로수는 왕벚나무 82주, 배

롱나무 74주로, 당초 사업 시행부서에서 정원박람회장 내 지정장소로 이식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감정평가 후 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

여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수형이 양호한 왕벚나무 30주는 박람회장 내 이식하고, 

배롱나무 70주는 국도2호선 자체 확보수목인 배롱나무 이식 후 대체수목으로 활

용하고자 이사천에 임시 가식하였다.

표 2-19  국·공유림 수목조사 결과

위    치 수    종 수    량 규    격 작 업 여 건 비     고

계 8종 740

송광 우산(국유림) 소나무 300 H : 15/ R : 50 용이함

육상운송
고동산(국유림)

무궁화 30 H : 2.5/ R : 10 보통

소나무 10 H : 15/ R : 50 용이함

층층나무 30 H : 15/ R : 40 보통

비목, 산뽕나무 20 H : 10/ R : 40 보통

서면 구상(시유림) 느티나무, 팽나무 50 H : 10/ R : 40 보통

서면 대구(도유림) 편백나무 300 H : 8/ R : 25 보통

1 88고속도로 공사장 내 메타세콰이어

2 서면고속도로 공사장 느티나무

3 해룡평화마을 도로개설사업장 소나무

4 국도58호선 도로이설 왕벚나무

1 4

2 3

그림 2-39  고속도로 공사장 등 버려질 수목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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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뿌림돌림 및 수형조절 (단위: 주)

구    분 뿌리돌림 수형조절 비고(뿌리돌림)

계 10,941 1,824 9,117

- 서면 구상 : 1,110

- 승주 유평 :   403

- 기       타 :   321

(3) 매몰형 지주목 시험설치

지주목은 수목을 심고난 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요건이다.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경우 바람이나 기타 물리적 요인에 의해 수목의 분이 흔들리게 되어 결국 수

목활착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원박람회장에 이식할 수목에 대해서도 

지주목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삼발이형의 

경우 설치가 용이하고 지주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저해시킨다는 단점이 있었다. 개장 시점에 지주목이 외

부로 돌출될 경우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태풍도복 예방, 침하방지 등 다

기능 매몰형 지주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통나무를 활용한 

매몰형 지주목 설치 시험을 통해 활용성을 판단하였다.

2010년 9월 16일 박람회장 가식장에 매몰형 지주목을 시험 설치하였다. 낙엽활엽

수인 느티나무 5주와 상록침엽수인 편백나무 3주를 대상으로 조경전문가가 참여

한 가운데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조경수목 사방에 통나무 4개를 지하 2m 이상 장

비로 박아 뿌리분과 강하게 결속한 후 흙으로 피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식재수목(근경 20~50cm)에 따라 통나무 규격을 다르게 시험하였으며, 철사(반선) 

결속방법에 따라 비교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외에서 개최된 정원박람회의 경우 이식한 수

목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해 지주목을 설치한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고, 꽃과 잔디, 지피식물 연출을 통해 초기 수목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람회 개최 시까지 수목식재 후 생육활착이 가능한지, 국제행사 개최에 손

색이 없을 정도의 조경수목 대책은 무엇인지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고자기 위해 수

목활착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대책방안이 논의되었다. 조경수목을 사전에 확보하여 뿌리

돌림을 추진하고, 수목·토양·병충해 등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통해 수목을 관리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상수리나무, 팽나무, 배롱나무 등 향토 자생수목을 

식재하여 적응력을 제고하고, 버드나무, 목백합, 플라타너스 등 속성수를 식재하여 

조기활착을 유도하며, 자연수형을 유지하기 위해 큰 나무 포인트목 100여 주를 산

림청 헬기로 운송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그밖에 편백 등 시 자체 확보자원을 활

용한 지하매몰형 지주목 설치, 발근촉진제 및 수목영양제 등 수목활착 보조재 활

용, 식혈지 내 배수시설, 논 겉흙 상토활용, 자체생산한 부식토 등을 활용한 조기활

착 유도 등 최신 조경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뿌리돌림 등 

실제 수목의 준비기간은 3년 이상으로 생육활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수렴 및 최신 조경기술을 반영하여 최대한 조기활착을 도모하였다. 

(2) 대경목 뿌리돌림 작업

2009년부터는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확보한 수목 21,997주 가운데 이식수목을 제

외한 현지지정 수목 중 10,941주에 대해 집중관리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수목을 확

보한 후 활용 가능한 수목에 대해서는 수형관리 및 뿌림돌림 등 사전준비를 이행

함으로써, 수형조절은 물론 야생상태의 나무에 뿌리절단의 적응기간을 주고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뿌리돌림이란, 나무를 이식하는 경우 생육활착을 돕기 위해 보통 1년에서 3년 전

에 큰 뿌리를 잘라줌으로써 잔뿌리를 발생시키는 조경기술이다. 큰 나무를 뿌리돌

림하지 않고 곧바로 이식할 경우 뿌리 부분이 손상되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

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뿌림돌림을 통해 잔뿌리를 많이 발생시켜 주는 

기술이다. 나무는 잔뿌리를 통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을

수록 건강하며, 큰 뿌리 절단을 통해 지상부의 생장을 억제하고 뿌리 부분과의 균

형 잡힌 생장을 유도하여 이식수목의 생육활착을 높인다. 따라서 정원박람회장에 

이식될 나무들은 2009년부터 뿌리돌림을 추진하여 이식수목의 생육활착률을 높

이고자 하였다.

1 뿌리돌림 광경(플라타너스)

2 잔뿌리 발생 후 수목굴취

3 6개월 경과(서면 구상 고욤나무)

4 1년 경과(승주 유평 상수리나무)

5 2년 경과(조례 나무은행 팽나무) 

1 2

3 4 5

그림 2-41  뿌리돌림 현장 및 시간경과에 따른 뿌리돌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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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매몰형 지주목 시험설치

표 2-22  설치방법 비교

검토결과 B형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매몰형 지주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

었다. 와이어 등 일반 지주목만 설치한 후 박람회장 개장과 동시에 지주목을 제거

할 경우 강풍 또는 태풍발생 시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주변에 잔디와 

꽃 등이 식재되어 장비진입 및 응급복구 작업이 매우 어려운 데다, 태풍에 대비해 

와이어 등 지주를 새로 설치할 경우 많은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해

야 했다. 그에 비해 매몰형 지주목에 공공숲가꾸기사업 부산물인 통나무 원목자원

을 활용한다면 식재수목 침하방지 및 원활한 산소공급으로 활착률을 제고할 수 있

으며, 통나무 원목은 설치 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식되어 소멸된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따라서 박람회장 내 가로수, 녹음수 등 일부 큰 나무에 매몰형 지

주목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뿌리분 주위 사방에 말뚝 박기 분 아래에 반선2줄 깔아둠 

나무분 놓기 말뚝 박기(반선 미리 감아둠)

그림 2-43  B형 설치현장

반선간 신우활용 결속 말목과 뿌리분 위 반선간 결속

수    목 매몰형 지주목 설치
비   고

규격(근경 cm) 본 수 말 목 규 격 재  질 반선길이(규격#6) 작업시간(1주당) 작업인원(1주당)

41~50 2 길이 3.2m, 직경 16cm 편백 박피 32m 40 3명 A형

31~40 3 길이 3.0m, 직경 13cm 원목, 박피 16m 18 3명 B형

20~30 3 길이 2.5m, 직경 10cm 편백 원목 8m 12 3명 C형

그림 2-42  A형 설치현장

결속완료(위, 옆, 아래)  수목식재 완료(매몰형 지주)

말목과 뿌리분 반선결속 뿌리분 옆, 위 반선간 결속

유 형 설   치   방   법  장`단점

A형

① 분 바닥에 반생 깖(2줄)

② 말뚝과 분 위로 반선결속

③ 말뚝과 분업으로 반선결속

④ 분 바닥 반선과 말뚝결속

분 아래, 위, 옆으로 반선을 결속하여 

매우 견고하고 수목침하 방지 효과가 있으나, 

작업이 복잡하고 설치시간이 많이 소요됨((40분)

B형

① 나무분 사방 말뚝 박음

② 말뚝과 분 위로 반선결속

※말뚝 상단부에 구멍 뚫어

반선을 묶을 때 힘 받도록 함

분 위에서 반선과 말뚝을 사방으로 결속하여 견고하고, 

설치작업이 용이(18분)하며 표준작업이 가능함

C형
① 나무분 사방 말뚝 박음 

② 말뚝과 분 옆으로 반선결속

설치시간은 12분 정도로 양호하나, 

말뚝을 따라 분 옆에서 반선결속분과 결속력이 약해 지주력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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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상운송

육상운송은 장비진입이 쉬운 장소 내 수목을 선정한 후 고유의 수형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해야 한다. 하천정비 및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된 수목 중 이

식이 시급한 대경목 2주를 육상으로 시범운송하여 본격적인 수목식재 준비태세를 

구축하였다. 2010년 4월 7~8일에 걸쳐 수고 14m, 근경 80cm의 광양 주령마을 소

나무 1주를 운송하여 첫째 날 외곽운반(주령마을~신대지구~제일교회 앞) 후, 둘

째 날에는 시내운반(제일교회~팔마경기장~박람회장)을 완료하였다. 승주 신성 느

티나무는 굴취 중 지하 통신선이 돌출되어 일시 중단되었다가 4월 14~15일 운송을 

추진하였다.

(2) 첫나무 식재: 지구의 정원 1번 나무

시범운송까지 모두 끝마친 후에야 2011년 5월 27일, 드디어 박람회장 내에 첫나무 

식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큰 나무 뿌리돌림을 비롯하여 수목전문가들

의 현지자문 및 토양전문가 토양분석 자문, 매몰형 지주목 시험식재 등 만반의 준

비를 해왔다. 특히 정원박람회의 성공준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나무는 모두 17,000여 주가 식재되었으며, 2011년 5월 굴취, 운송, 식재 등 이식

작업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관리와 이식수목 

조기활착을 도모하였다. 

박람회장에 가장 먼저 둥지를 튼 나무는 수목원 구역에 옮겨 심은 소나무였다. 순

천시 상사면 용암마을 묘지 옆에 자라고 있던 이 소나무는 운반과정부터 험난했

다. 거대한 크기와 길이, 무게 때문에 일반 차량으로 운반이 불가능해 산림청의 헬

리콥터를 동원해야 했다. 그런데 헬기로 아무리 들어올리려고 해도 마치 땅바닥에

서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를 본 현장 스태프들이 

‘나무의 전령이 붙잡고 있는 것일까’라고 여겨 소나무에 막걸리 한 잔 부어주자 거

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움직였다고 한다. 마침 이사한 날 된서리가 내려 담당공무원

과 현장 관리소장이 밤잠을 설쳤으며, 이후에도 박람회장에 처음으로 이식한 소나

3) 박람회장 수목식재

(1) 대경목 시범운송

① 헬기운송

헬기운송은 장비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수목 고유수형을 유지하면서 운반할 수 있

다는 큰 장점이 있다. 정원박람회장 내 대경목 등 수형이 양호하고 장비진입이 곤

란한 장소의 수목 중 대경목 100여 주를 선별하여 조경 기운송을 추진하고자 소나

무 1그루, 상수리나무 1그루에 대해 대경목 헬기 시범운송을 실시하여 행정적 절차

이행 및 사전문제점을 파악하였다. 2009년 12월 16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지원을 요청하여 산림항공 운항팀의 사전답사 후 2010년 1월 27일 수목 2주에 대

한 헬기 시범운송을 진행하였다. 

승주 유평, 상사 용암에서 박람회장 2구역으로 운송하였으며, 대형 헬기(S64) 1대

와 유조차 1대를 동원하였다. 큰 나무 헬기 시범운송을 통해 정원박람회장 수목식

재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원박람회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 큰 나무 운송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로프결속, 무게측

정, 식재구덩이 미흡 등 시범운송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격적인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림 2-45  대경목 헬기 시범운송

그림 2-46  육상운송

그림 2-44  C형 설치현장

말목과 뿌리분 옆으로 반선결속 결속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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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정원 1번 나무와 함께 식재 첫날에는 남승룡길을 따라 조성되는 도시숲 구

간에 높이 10~15m, 직경 30~45cm의 상수리나무 대경목 30주를 식재하였다. 수목

운송을 위한 반출로 작업을 거쳐 5월 25일 승주유평부터 전문 굴취작업단에 의해 

수목굴취작업을 시행, 수목운송 전문차량을 이용하여 육상운송 후 식재하였다.

이어 9월부터는 박람회장 부지성토가 완료된 도시숲 구간에 큰 나무 1,000여 주를 

본격적으로 식재하였다. 도시숲 구간에는 승주유평 및 서면구상 시�도유림에서 자

체 확보한 높이 8~20m, 직경 20~70cm 크기의 층층나무를 비롯해 서어나무, 팽나

무, 느티나무 등 10여 종을 우선 식재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 수목식재 시점에 맞춰 2011년 9월부터 수목식재가 완료된 2012

년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 기술자문단으로 위촉하였다. 현장 기술자문단

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목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경수목 식재기

술, 배식디자인, 토양배수, 병�해충 분야를 운영하였으며, 월2회 이상 현지자문을 

통해 수목배식 조정 등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였다.

표 2-23  수목 현장기술자문단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수목배식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최정민

토양 (주)광양조경 농학박사 남   웅

식재기술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소 조경팀장 김호근

수목분류 국립수목원 연구관 신창호

병`해충
(유)호산조경연구소 나무병원장 류성호

우리나무병원(주) 나무병원장 문성철

많은 나무들이 새로운 도시설계에 의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지거나 베어지는 

운명에 처해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런 위기의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해

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잘 가꾸어진 나무가 아니라 벌목당한 나무, 공사현장에서 

베어질 위기에 처한 나무 등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박람회장을 가득 메운 나무들 

중 사연 없는 나무가 없다. 제 값을 주고 사온 나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이유다. 

옮겨온 모든 나무들이 정원이 되고 산책로가 되고 숲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소

중히 옮겨 심고 정성껏 가꾸었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장 폐도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정원박람회장에 식재수목으로 

재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5,300주(교목300, 관목5,000) 중 공사진행 단계별 이

식을 추진하여 2010년 6월 7~24일 목백합 20주, 당단풍나무 30주, 총 50주를 이식

하였다. 수고 8~10m, 근경 30~60cm의 수목들은 박람회장 내 녹음연출 가로수로 

활용하였으며, 철쭉 등 관목은 도시숲 경관연출 수목으로 식재하였다. 특히 88고

속도로변에 20년 이상 서 있던 메타세콰이어는 메타세콰이어길로 재탄생하였다. 

무가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다. 서리를 맞고 호

되게 고생했을 때는 비닐을 들고 와 뿌리를 덮어주는 등 애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

은 나무이다. 다행히 돌보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건강하게 자리 잡

아 ‘대장나무’로서 박람회장을 지키고 있다. 

그림 2-47  정원박람회장 첫나무 식재

(3) 푸른 숲을 희망하며

그림 2-48  도시숲 상수리나무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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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장의 특별한 나무 이야기

■ S자 소나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속살을 드러내는 순천만의 갯벌을 상징하듯 굽은 나무의 결은 묵

묵하게 세월을 버텨낸 인고의 시간을 말해 준다. 순천호수공원 옆 잔디마당에 S자로 굽

은 소나무를 옮겨 심었다. 상사호 주변 야산의 묘지 주변에서 살고 있던 이 소나무는 이

식하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우선 묘지 주인의 승낙이 필요했고, 주암댐 

관리 당국의 승인도 필요했다. 허가를 얻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나무가 박람회장

에서 살아간다면 그 의미가 더 특별할 것 같다’는 여러 사람의 바람과 노력 덕분에 박람

회장으로 옮길 수 있었다. 곧은 절개와 의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소나무의 의미처럼, S

자 소나무 역시 사시사철 푸르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모토를 굳게 보여줄 것이다. 

■ 기막힌 모과나무

순천시 별량면 대동마을에 있던 이 모과나무는 수령이 자그마치 300년으로, 마을의 보

물이었다. 처음 나무를 박람회장에 옮겨 심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마을사람들은 반대했

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모과나무를 쉽게 떠나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가지러 갔던 박람회 관계자가 모과나무 부근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외진 곳에

서 사고를 당한 것을 우연히 발견해 119구급차를 불러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마을사람

들은 이 나무가 ‘기가 막힐 정도로 딱 맞춰 사람을 불러와 생명을 살렸다’고 감탄하면서 

‘생명의 은인나무’라는 별칭을 붙여 주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

게 좋은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흔쾌히 모과나무의 이식을 허락하였다. 

■ 위풍당당 팽나무

순천시 풍덕동 배수펌프장 주변 공원건설을 위해 베어질 운명에 처했던 팽나무 역시 박

람회장으로 옮겨와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서문 입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 위풍당당 팽나무는 오랜 세월 살아온 나무답게 이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국

내에 단 두 대뿐인 굴삭기를 동원하고 경찰까지 나서 교통통제를 한 끝에 무사히 이식되

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생명의 당연한 권리라는 듯 새 생명을 얻은 팽나무의 모습은 위풍당당하다. 

■ 근심 먹는 은행나무

2010년 6월 20일, 두 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100년이 넘도록 순천시 옥천동의 향동주민

센터 앞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세 그루의 은행나무를 박람회장 나무도감원으로 옮겨

왔다. 얼핏 보면 뿌리에서 굵은 줄기 3개가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암수가 다른 

세 그루의 나무가 마치 한 나무처럼 뿌리를 내린 나무다. 건물을 짓기 위해 이 은행나무

를 베어내려고 마음먹었던 주인은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악몽을 꾸게 되었다

고 한다. 결국 평범한 나무가 아님을 깨닫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기증하기로 결심

하면서 정원박람회장에 자리 잡게 되었다. 예부터 벼락 맞은 은행나무에 소원을 빌면 그

여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나누고자 여러 사람들이 기증한 나

무들까지 더해져 박람회장은 푸른 숲의 정원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

다. 기증수목은 2011년 1월 11일,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박병화｛(주)삼원건설조경 대표｝씨가 기증한 희귀수목이 박람회장으로 운반되면

서 본격적으로 식재가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이들의 뜻이 모아져 2011년 

5,363그루, 2012년 72,721그루, 2013년 51,952그루의 헌수목이 이식을 완료하였다. 

또한,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축구감독을 비롯하여 축구선수 기성용, 성악가 조수미  

등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들의 기념식수도 진행되면서 박람회장은 점차 푸른 숲을 

이루어 나갔다. 박람회장에 새롭게 자리 잡은 나무들의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의 조

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에코벨트 정신이기도 하다. 

표 2-24  수목식재 현황

위     치 구   분 종  수 수  량

수목원 및 습지센터
교목 166 7,378

관목 138 404,363

박람회장
교목 148 10,225

관목 141 317,416

계
교목 208 17,603

관목 297 721,779

그림 2-50  S자 소나무

그림 2-51  기막힌 모과나무

그림 2-52  위풍당당 팽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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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정원박람회장 수목식재1   메타세콰이어 식재

2  600년  팽나무 식재

3  모과나무 이식 전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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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형제 연리목

세상만사 모든 이별은 언제나 슬픔을 동반한다. 오랫동안 한 이었던 삼형제 중 하나가 

태풍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두 형제만이 끈끈한 우애를 지키며 한자리에 서 

있다. 한몸으로 뒤엉켜 자랐던 팽나무와 때죽나무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의 도유림에서 

옮겨왔다. 지금은 팽나무와 때죽나무가 연리목으로 서 있지만, 원래는 팽나무, 때죽나

무, 산벚나무가 하나였던 삼형제 연리목이었다. 수령 50년의 팽나무와 수령 30년의 산

벚나무, 수령 10년의 때죽나무가 한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이좋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

다. 그런데 2012년 9월, 태풍 볼라벤의 강한 바람이 산벚나무를 부러뜨리면서 팽나무와 

때죽나무만 남게 되었다. 비록 함께 자라던 산벚나무는 잃었지만, 남은 두 나무가 사이

좋게 자라는 모습은 우애 좋은 형제처럼 정겨워 보인다. 이 나무에 소원을 빌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은 소식이 줄줄이 따라온다고 하니, 박람회장을 찾는 모든 이들의 소원목

이 되길 바라면서 도시숲으로 옮겨 심었다.

■ 사슴뿔 닮은 노각나무

사슴뿔을 닮은 노각나무는 수령이 70년, 나무 높이는 9m에 이르러 일단 그 웅장함으로 

시선을 모은다. 서면 구상리의 한 계곡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다가 한방체험관으로 옮

겨왔다. 특히 곧게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굽은 가지의 모습은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진 

하나의 작품처럼 보인다. 노각나무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당당하게 보이는 것은 가지

가 굽어야 했던 힘든 시절을 견뎌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처럼 사슴뿔 닮은 노각나무를 

찾은 사람들 역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 견디기를 바라며 식재하였

다. 인내와 어려움이 한 인간을 성장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 히딩크 감독의 희망나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도 순천문화생활체육공원 내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인 ‘히

딩크 드림필드 11호’를 건립하는 등 한국 축구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히딩크 감

독은 자신의 탄생목인 호두나무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였다. 개발과 보전은 

공존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순천시가 생태수도를 향해 걸어온 길도 희망을 따라온 

것과 같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세계 최초로 정원에 생태계 보전의 

의미를 담은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생태수도를 향한 꿈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탄생할 수 있었다. 

■ 기성용 꿈나무

축구감독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순천중앙초등학교에서 처음 축구를 시작하며 꿈

을 키웠던 기성용 선수의 꿈나무도 자리를 잡았다.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은 물론, 

축구 꿈나무들과 지역민들의 희망인 기성용 선수가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서 기증한 1월의 탄생목인 느릅나무다. 리더십을 갖춘 믿음직한 그의 탄생목은 순천만

WWT습지에서 믿음직한 나무로 자라 많은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세계무

대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를 따르려는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 줄 것이다.

해 풍년이 들고 근심은 사라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박람회장을 찾는 이들에

게 신비로운 은행나무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근심 먹는 은행나무’라는 이름을 붙

여 주었다. 

■ 600살 할아버지 팽나무

600살 팽나무의 사연을 듣고 난 후 관계자들은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의 

물이 부족한 암반지역에서 옮겨 온 600년 된 팽나무는 매섭기로 유명한 제주도의 바닷

바람을 맞고 암반지역의 악조건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부족한 수분을 얻기 위해 자기 몸

에 스스로 7개의 구멍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구멍에 물이 고이도록 저장해 두었다가 가

뭄을 견뎌냈던 것이다. 그러다 3년 전 조경사업가를 만나 그의 따뜻한 정원에서 살다 박

람회장으로 옮겨졌다.  팽나무의 살아온 세월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감히 우리가 가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후손들에게 따뜻한 이

야기를 전해주기 바라며 2012년 1월 11일, 바위정원에 정성껏 옮겨 심었다. 

■ 5분 전 은행나무

조금만 늦었더라도 베어질 운명이었던 나무도 박람회장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순천시 석현동 주택에서 자라던 이 평범한 은행나무는 집주인이 건물을 

짓느라 베어내려던 것을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의 권유로 새 삶을 살게 된 경우

다. ‘마침 박람회장에서 나무도감원을 만든다’며 기증을 권했던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

은 ‘희귀종도 아닌 평범한 나무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베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나무가 베어지기 불과 5분 전, 은행나무를 보러 찾아온 담당공무원에 의해 은행나무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하게 들리는 기계톱 소리가 심상치 않았

던 담당자는 “나무 가지러 왔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서둘러 은행나무 집으로 들어

갔다고 한다. 30년 된 은행나무를 구한 순간이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5분. ‘5분 전 

은행나무’에는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를 구하려고 발품을 판 순천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

이 담겨 있다. 

■ 숲 속의 연인목과 질투하는 생강나무

깊은 숲 속, 산벚나무 한 그루가 비목나무를 끌어안기 위해 두 팔을 펼친 것처럼 서 있

었다. 이 숲 속의 연인목은 20여 년이나 한자리에서 자라면서 성장한 줄기가 맞닿아 오

랜 세월 추위와 가뭄도 함께 이기면서 많은 정이 들었을 듯하다. 그리고 다정하게 자라

는 연인목의 모습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 또 다른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한 쌍의 연인목

인 산벚나무와 비목나무 앞에 선 생강나무는 연인을 부러워하는 듯 홀로 서 있었다. 숲 

속의 연인목이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4월이 되면 생강나무는 3월에 서둘러 피워낸 

노란 꽃잎이 다 떨어지고 초록 잎을 입는 특성이 이들 나무의 관계를 더욱 극적으로 만

들었다. 2011년 9월 15일 세 그루의 나무들을 박람회장 도시숲으로 옮겨왔다. 깊은 애

정을 나누고 있는 비목나무와 산벚나무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여전히 다정하다. 그

리고 이 모습을 바로 옆에서 홀로 지켜보는 생강나무에게는 ‘질투하는 생강나무’라는 애

칭을 붙여 주었다. 

그림 2-57  안타까운 형제 연리목

그림 2-58  사슴뿔 닮은 노각나무

그림 2-59  히딩크 희망나무

그림 2-60  기성용 꿈나무

그림 2-53  근심 먹는 은행나무

그림 2-54  600년 팽나무

그림 2-55  5분 전 은행나무

그림 2-56  숲속의 연인목과 질투하는 생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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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뚝형 지주목 특허

다기능 매몰형 지주목 설치를 위해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회의 자체시

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 26일 특허출원을 신청, 2012년 4월 20일 특

허실시권이 결정되었다. 특허번호 ‘10-1140876’, 특허명은 「말뚝형 수목 지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지지장치 설치방법(Installation Device of stake type wood pole and 

Method using the same)」이다. 이는 식재수목 사방에 통나무 3~4개를 지하 2m 이상 

장비로 박아 뿌리분과 강하게 결속한 후 흙으로 덮어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

법이다. 조직위원회 조경팀에서 지주목에 대한 수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한 끝

에 조경 담당 계장이 개발해 낸 공법으로, 지주목을 땅 속에 깊이 매립하여 수목끼

리 연결함으로써 나무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수목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수목이 성장하도록 돕는 버팀대인 지주목이 땅 속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방문객

이 보행에 방해를 받지 않으며, 자연경관 역시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말뚝형 지주목은 숲 가꾸기 프로그램에서 나온 통나무를 길이 3m 크기로 잘라 지

주 역할을 하도록 땅 속에 매립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버려질 나무들을 재활용

함으로써 친환경 조경소재를 개발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

주목을 유지하거나 해체할 때 관리가 불편하다는 문제점까지 해결하였다. 말뚝형 

지주목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특허 받은 기술로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

의 박람회라는 또 하나의 진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박람회장 내 큰 나무 15,000주 

식재 시 말뚝형 지주목을 설치하였다.

표 2-25  말뚝형 매몰지주 설치방법 및 장·단점

유   형 설 치 방 법 장 단 점

말뚝형 매몰지주

① 나무분 옆 사방 말뚝 박음

② 말뚝과 분 위로 반선 결속

 ※말뚝 상단부에 구멍 뚫어

 반선을 묶을 때 힘 받도록 함

• 분 위에서 반선과 말뚝을 사방으로 결속하여 견고함

• 설치작업 용이, 표준작업 가능

• 2~4m 말뚝 필요 : 숲가꾸기 활용

■ 조수미 도전나무

수목원 구역의 단풍나무길 옆에는 ‘아름다운 도전(Beautiful Challenge)’을 삶의 목표

로 살아가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기증한 나무를 심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홍

보대사이기도 한 조수미 씨는 나무 기증서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와 세계 최고의 명품 정원박람회의 탄생을 기대하며 탄생목을 남긴다’고 밝혔다. 또한, 

가드닝이야말로 지구를 푸르게 가꾸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삶의 목표인 

아름다운 도전과 아름다운 정원을 일구어 가고 있는 순천시의 도전정신이 일치한다고 

강조하였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튤립나무의 꽃처럼 그의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되고, 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아름다운 도전 역시 계속될 것이다. 

■ 장사익 소리나무

야수의 장미정원에는 태평소 소리에 반해 태평소만 부르다가 ‘노래’라는 평생의 업을 만

나 국악과 가요를 접목해 소리꾼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장사익 씨의 탄생목인 느티나무

를 심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집에 수북이 자란 이름 모를 풀들을 뽑지 않는다며 그 이

유를 밝힌 바 있다. “그 풀들 또한 제 인생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풀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지면 뽑는다고 한다. 그가 기

증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관람객들의 마음 또한 시가 되고 노래가 되길 바라며 식재

하였다.

■ 명인 홍쌍리 매화나무

매년 3, 4월이 되면 순천의 이웃도시 광양은 매화 향기로 가득하다. 광양 다압면에 자리

한 청매실농원의 대표이자 전통식품 매실명인 제14호 보유자인 홍쌍리 명인이 2012년 

9월 순천시청을 방문해 ‘아름다운 농사꾼 명인의 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후 매화나

무 10주를 기증하였다. 수령 30년에 높이 5m를 자랑하는 매화나무들은 순천과 광양의 

우정이 매화 향처럼 은은하게 이어질 것을 기원하면서 한방체험관과 주변 계류변에 식

재하였다. 박람회장 가득 은은한 매화 향을 풍기며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림 2-61  조수미 도전나무

그림 2-62  장사익 소리나무

그림 2-63  명인 홍쌍리 매화나무

1 말뚝형 지주목 생산

2 말뚝 고정

3 말뚝형 지주목 설치

그림 2-64  말뚝형 지주목 생산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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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하였다. ‘나무가 죽으려 해도 미안해 죽지 못하도록 좋은 식재여건’을 만든 

것이다. 이로써 주변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수목과 초화류의 조기정착과 생육

환경 개선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대지의 창조자’라고 했을 만큼 지

렁이는 토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지렁이 한 마리가 1년간 먹고 토

해내는 흙의 양이 무려 10톤에 달한다고 한다. 비단 퇴비뿐만 아니라 이외수 소설

가가 ‘도자적(道子的)’이라고 표현하며 ‘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던 지렁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렁이 분뇨를 직접 만들면서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땅

을 기름지게 할 뿐 아니라 살아서도 온몸을 다른 생물에게 보시하고, 일부만 남아

도 다시 재생�복원하는 지렁이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찮게 여겨왔던 자연이라는 

것이 이토록 성스럽고 지혜롭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인간이 자연

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자연을 닮고 자연이 되지 않을 수도 없

었다. 그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 부숙퇴비 자체생산 활용

박람회장 이식수목 및 초화류의 건전한 생육과 조기활착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의

견을 수렴하였다. 2009년 4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식생자문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순천시농업기술센터에 박람회장 부지 토양분석을, 2010년 5월 상토 분

야 전문가인 광양조경의 남웅 박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2010년 9월 국립농업

과학원에 박람회장 및토취장 토양분석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박람회장 나눔숲 부지에 3,300㎡ 규모의 퇴비장을 

조성해 부엽토, 축분, 톱밥, 음식물 퇴비, EM효소 등을 혼합하여 부숙퇴비를 자체 

생산하였다. 부숙퇴비는 농업기술센터EM효소 및 음식물자원화센터 생산퇴비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산에 쌓인 낙엽부엽토는 공공근로자를 통해 다량 확보한 후 

부식시켜 퇴비로 활용하였다.

표 2-26  부숙퇴비 소요량 분석

구  분 설계반영 수량 퇴비량(㎏) 비     고

계 900,000

교목 15,074주 301,480 1주당 평균 20㎏ 

관목 273,871주 410,806 1주당 평균 1.5㎏ 

일년초 8,680본 868 1본당 평균 0.1㎏ 

숙근초  1,415,242본 141,524 1본당 평균 0.1㎏ 

기타 - 45,322 나눔숲 및 예비분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나무를 이식하면서 말뚝형 지주목을 

통해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비바람과 강풍에 쓰러지지 않고 박람회장에 뿌리를 내

리고 서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에도 

나무들은 무사하였고, 잇따른 제9호 태풍 무이파(MUAFA)로 인해 전남지역 곳곳

에서 산사태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재해가 발생했지

만, 정원박람회장에 식재된 640여 그루의 큰 나무들은 끄떡 없이 버텨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깊은 말뚝을 통해 나무 하부와 고정시키는 말뚝

형 지주목이 하부는 고정하되, 상부는 나무의 자연스러운 휨성을 이용한 버팀 기법

이었기 때문이다. 특허 받은 신공법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그림 2-65  2011년 태풍을 견디고 선 나무들과 수목관리

지주목을 설치하면 작업능률은 일반작업 시의 2배로 떨어질 만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그만큼 박람회의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말뚝형 지주목은 

어떻게 하면 수목을 안전하게 옮겨 심어 가꾸면서도 관람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아름다운 고민이 탄생시킨 결과물이었다.

4) 친환경 지렁이 퇴비

(1) 지렁이의 가르침

박람회장을 가득 메운 나무들과 꽃들을 키우기 위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친

환경 자연영양제 퇴비를 직접 준비하였다. 이외수 소설가가 쓴 「지렁이의 가르침」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렁이 분뇨를 박람회장 조경용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산림부엽토와 톱밥퇴비, 축분과 음식물 재활용퇴비, 유용미생물

을 혼합하여 친환경 퇴비를 만들었다. 지렁이 100kg을 시험 증식하여 성공한 후 지

렁이 숫자를 늘려 박람회장에 필요한 900톤의 거름 전량을 지렁이 분변토로 생산

그림 2-66  퇴비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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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퇴비재료 확보현황

재 료 명 확보량(톤) 확 보 방 법 비     고

계 900(1톤)

산림부엽토 350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수집 무료(1일 20명)

톱밥 250 토취장 뿌리파쇄 톱밥 활용 무료, 구입

축분 250 관내 축산농가 축분 구입 톤당 33,000원

음식부산물 50 해룡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무료

EM효소 (1톤)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생산활용 무료

(3) 박람회장에 논흙(표토층 30㎝) 활용

논흙은 미사질 토양으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통기성 및 배수성이 양호하다. 

수목 및 초화류의 생육활착을 높이기 위해 수목, 꽃, 나무, 잔디 식재지역에 유기질 

성분이 풍부한 논흙을 20㎝ 이상 깔아 상토로 활용하였으며, 수목을 식재할 구덩

이에 부숙퇴비와 혼합하여 식혈토로 활용하였다.  

논 겉흙 제거
(30cm 깊이)

걷은 흙 모아둠
(박람회장 내)

토취장 흙 성토
(1~6cm)

식생토 / 식혈토 활용
(부숙퇴비 혼합활용)

성토부지 위 표토 깔기
(20cm 나무, 꽃, 잔디 식재지)

그림 2-68  박람회장 논흙 활용과정

1단계로 2010년 11월~2011년 12월까지 81,280㎥를 표토수집한 후 2단계로 2011

년 5월~2012년 6월까지 상토용 59,360㎥, 식혈용 17,380㎥ 등 표토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기증수목 식재용 및 식재수량 변동에 대비하여 4,540㎥의 예비표토로 활

용하였다.

5) 조경수목 월동대책

2010년 극심한 겨울한파로 지역 내 조경수목의 피해가 극심한 데다, 기상청 장기전

망에 의하면 기상이변에 따른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박람회장에 식재되는 조경수

목에 대해 수목별 특성에 맞는 철저한 월동대책을 마련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교목 15,000주, 관목 455,000주, 총 470,000주를 대상으로 수피감

기, 관수 등에 대한 월동대책 마련 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시 직영방법을 활용하

여 조경관리원을 통해 시행하였다. 또한, 월동이 어려운 난대수종은 식재시기를 조

절하여 가능한 2012년 봄에 식재하였다.

그림 2-69  볏짚 엮기 및 월동대책 수피감기

표 2-28  조경수목 월동대책을 위한 관리내용

관리항목 중점  관리항목 작 업 내 용 시  행  자

수피감기 난대수종(동백·후박·녹나무 등) 마대 및 짚 감기, 잠복소 설치 등

시행사, 조경관리원지면보호 일반수종(느티·팽·상수리 등) 우드칩, 왕겨피복, 부직포, 거적덮기 등

물주기 전 수종 물주기(월3회 이상)

방풍 난대수종 갈대울타리, 비닐씌우기 등 조경관리원

생육촉진 전 수종 뿌리발근제, 영양제, EM퇴비, 해충방제 시행사, 조경관리원

그림 2-67  지렁이 퇴비 생산 및 시비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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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명품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고속도로 현장의 자연석을 무상

으로 확보하고 버려지는 잡목을 재활용하여 우드칩 등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8억 6

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6. 박람회장,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1) 지피초화류 및 잔디

정원박람회장 내에는 다양한 테마의 지피초화류 정원과 6개월에 걸친 장기간 개최

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다양한 지피초화류 식재를 위해 많

은 양의 지피초화류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계절별 지피초화류의 종류 및 규모, 식재

방향을 설정하여 초화류의 체계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화훼농가 육성

을 위해 이와 연계한 효율적인 수급방법을 모색하였다. 

2009년 2월 23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지피초화류 분야 자문위원, 전문가, 설계

자 및 관계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피초화류 식재 및 수급방향을 설정

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꽃박람회 자문

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화훼수급 동향은 물론, 정원박람회장에 식재될 

신품종 등의 품종을 제안받고, 향후 박람회장의 지피초화류 식재방향을 설정하고

자 하였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지피초화류 전문가, 지역대학 교수, 박람회장 설계팀

이 참여하여 민·관·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적인 꽃박람

회와 차별화된 지피초화류 식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밖에도 고양, 안면도 등 6개 지역에 대한 2009년도 국내 꽃박람회 사례를 분석하

고, 100종에 대한 화종별 개화 및 연출시기 등을 조사하였다. 

표 2-29  지피초화류 및 잔디 식재현황

구   분 식재면적 소요수량 주  요  수  종

지피초화류 47,685㎡ 2,196,435본 가우라, 금계국, 노루오줌 등

잔         디 236,319㎡ 236,319㎡ 훼스큐, 켄터키블루그래스, 벤트그래스

일   년   초 545㎡ 210,000본 가자니아, 금어초, 제라늄 등

다양한 지피초화류의 적기확보가 관건인 만큼 수급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피초화류 수급은 자체생산하거나 농가계약재배 및 조달구매를 통

해 이루어진다. 당초 지피초화류 수급의 경우 지역사회의 소득창출 방안으로 가능

한 관급으로 충당하여 지피초화류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5. 버려질 자원을 활용한 조경소재 확보

2009년 12월 정원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나무은행 운영 준비작업으로 조경 연출소

재 보관시설을 갖추고 통나무 원목, 자연석, 우드칩 등의 확보에 본격적으로 착수

하였다. 순천시 조례동 나무은행 부지에 창고를 만들어 나무은행을 활용한 조경

소재 550톤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우드칩 300톤, 울타리 말목 200톤, 계단용 50톤 

등 숲가꾸기사업 부산물 및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하여 정원박람회장의 경관연

출을 위한 각종 조경소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자연석은 장흥~광양 간 고속도로 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자연석 24,000톤을 무

상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2012년 12월 5일부터 운반작업에 착수하였으며, 12월 말

까지 전량 임시적치장으로 운반하였다. 또한, 조례동 나무은행 부지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잡목을 재활용하여 우드칩과 통나무 원목생산에 착수

하였다. 숲가꾸기를 통해 제거된 벌채목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하여 조

경수 지주목과 우드칩으로 가공해 박람회장 수목과 가로수 관리용 및 등산로 보수 

등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조경연출 소재를 미리 준비하여 정원박람회장을 

1,2 우드칩 생산   3 기와 확보

4 통나무 원목생산

5 고속도로 공사장 내 조경석 확보

그림 2-70  버려질 자원을 활용한 조경소재 확보

1

4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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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피초화류 시장은 대부분 서울이나 광주 근교에 발달되어 있고, 전남에서

도 영광, 구례 등지에서 발달했을 뿐 순천에서는 지피초화류를 수급할 수 있는 지

역이 마땅치 않았다. 순천이 전국 철쭉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조경수도 

발달해 있지만, 숙근이나 구근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장기적으

로 볼 때 순천 역시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공고를 통해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박람회장에 식재할 지피초화류 도라지 등 76종 262,425본에 대해 2012년 3월 20일

부터 10개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추진하였다. 성공적인 계약재배를 위해 10여 차례 

이상 현지지도를 통해 생육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보다 품질 좋은 지피초화

류를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화훼농가 육성과 농가소득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서양잔디의 경우 도시숲과 미국정원 12,551㎡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직접 

파종하여 조성하였으며, 그 외 잔디마당, 동천갯벌공연장, 야수의 장미정원, 소망언

덕, 입구 주변은 관내 순천에코잔디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별량면에서 

재배하여 박람회장에 식재하였다. 아울러, 동문·서문 등 주 출입구와 프랑스정원 

앞에 식재된 일년초 21만 본은 꽃재배장에서 자체 생산하여 수시로 교체 식재하였다.  

(1) 지피초화류 식재 

지피초화류 식재 시에는 생리�기능�심미적 측면을 고려하고, 수중�수변구역�숲

이 울창한 지역 등 식재지 환경여건을 고려하였다. 특히 지피초화류는 타 식물재료

에 비해 수명이 단기간에 끝나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상의 대상이 된다. 따

라서 토양에 퇴비 및 토양개량제 등을 혼입해 토양성질을 개선하여 꽃이나 잎의 개

화 및 생장을 촉진하였다. 또한, 숙근초와 일년생 초화류의 경관연출지역을 분리하

여 숙근초의 경우 수목 주변 및 기타 초화류를 활용한 경관연출이 필요한 지역에 

식재하였으며, 구근류를 포함한 일년생 초화류는 주 진입로 및 광장 등 화려한 경

관연출이 필요한 지역에 식재하였다. 이러한 식재지역을 고려하여 숙근초는 초형

이 가을까지 유지되면서도, 꽃이 화려하고 수려한 초종으로 계절별로 분산하여 다

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숙근초 및 일년생 초화류 중 대량 소요되는 초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또는 계약

재배를 통해 공급하였으며, 지피초화류 식재 시 생태�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

재밀도를 계획, 활착 시까지의 초기경관에 대비해 우드칩 등으로 멀칭을 실시하였

다. 특히 초화류 식재지역을 20cm 터파기 후 마사토, 상토, 퇴비를 혼합한 생육층

을 조성하여 초화류의 조기활착 및 생장촉진을 유도하였다. 

그림 2-72  초화류 생육층 조성 및 식재

(2) 잔디 식재

행사기간 중 푸르고 아름다운 잔디밭을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장 및 수목원, 습지, 

순천만습지센터 부지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에 잔디를 식재하였다. 정원박람회장

의 경우 개막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잔디는 푸르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주요 구간
그림 2-71  농가계약재배

그림 2-73  순천호수정원 마운딩 푸른 잔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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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묘포장에 벼 육묘상자를 활용해 서양잔디를 생산하였다. 벼 육묘상자를 활

용한 서양잔디는 직접 파종, 발아, 관수 등 관리작업을 통해 4,500개(810㎡)를 재

배하였으며, 정원박람회 기간 야수의 장미정원, 도시숲, 잔디마당, 동천갯벌공연장

의 훼손된 잔디를 복구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림 2-76  벼 육묘상자를 활용한 서양잔디 재배 및 박람회장 훼손지 복구

표 2-30  잔디 식재현황 (단위: ㎡)

구분 식재량
위치별

주 박람회장 수목원 및 습지 습지센터

계 236,319 163,212 51,001 22,106

서양잔디 29,684 29,684 - -

한국잔디 206,635 133,528 51,001 22,106

2) 잔디 및 숙근초 생산단지 조성

숙근초는 겨울에 땅 위 부분은 말라 죽지만 땅 속 부분은 휴면상태로 이듬해 봄에 

다시 꽃이 피는 일을 되풀이 하는 초본식물이다. 숙근초의 개화상황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동천에 조성된 일곱 계절 꽃길에 심어진 숙

근초의 생육상황을 조사하였다. 8월 25일 숙근초 등 125화종에 대한 생육상황 모

니터링 결과 개화 20화종, 낙화 103화종, 미개화 2화종으로 조사되었다. 개화화종 

20종은 가우라, 금불초, 까치수영, 버베나, 꽃범의 꼬리, 나도샤프란, 벌개미취, 송

엽국, 플록스, 수크령, 으아리, 층꽃, 칸나, 꽃도라지, 맥문동, 헬레니움, 금사매, 꽃

댕강, 배롱나무, 황하코스모스 등이었다.

에 사철 푸른 서양잔디를 식재하였다.

한국잔디의 경우 개막일 푸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순천문학관에 비닐과 

부직포를 덮어 시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순천호수정원 마운딩에 식재된 한국잔

디 26,141㎡에 대해 2013년 2월부터 개막식 전까지 불지르기, 관수, 비료 살포, 부

직포 덮기, 고정끈과 핀을 설치하여 잔디생육을 촉진시켰다. 이를 통해 개막에 맞

춰 푸른 잔디경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 

한편, 서양잔디는 기후적응력이 높은 우량품종을 식재하기 위해 이사천 둔치에서 

품종별로 시범재배하여 사전 잔디식재와 아울러 가뭄과 하고(夏枯) 현상, 병충해 

등 구체적인 생육정보 및 사전 재배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실패를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그림 2-74  이사천 둔치 서양잔디 재배

또한, 조기 푸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파종과 한관내 별량면에서 직접 계약재

배한 롤잔디 식재를 병행하였다. 경제적으로 볼 때 박람회장 현장파종이 가장 효과

적이나, 토목공사 기간과 발아 및 경관형성 기간을 감안하면 전체 부지를 현장파종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박람회장 내 도시숲과 미국정

원에 파종하여 잔디를 조성하였다. 아울러 배수가 생육에 중요한 서양잔디 특성을 

고려하여 모래를 20㎝ 두께로 조성하고, 관수시설과 맹암거를 설치해 건전한 생육

을 도모하였다.

그림 2-75  서양잔디 파종 후 조성 광경

그 외에도 정원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의 통행 등으로 인한 훼손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2011년 대룡정수장에서 시험재배를 통해 재배기술을 습득한 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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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  이사천 숙근단지 조성

이틀 후인 23일에는 숙근초 묘포장에 심을 수입 숙근초가 네덜란드에서 도착하였으

며, 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25일부터 식재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였다. 특히 잔디와 

숙근초 재배 및 관리에 이사천 주변 주민들을 참여시켰다. 주민 20여 명을 고용하여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는 등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박람회장 조성비용 

절감 및 이사천 생태환경 복원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79  네덜란드 수입 숙근초 재배단지 조성

그림 2-77  실시설계 반영을 위한 동천 숙근초 생육상황 모니터링

더불어, 2010년 7월에는 이사천 둔치 84,000㎡를 활용하여 대단위 잔디포지 및 

숙근초 재배사업을 계획하였다. 1단계로 2010년 잔디포지 20,000㎡와 숙근초원 

37,000천㎡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양잔디 시험재배 및 숙근초 증식작업에 착

수하였다. 서양잔디 8품종을 시험 파종하여 경관성, 내습성 등 지역적응력 검증을 

거쳐 2011년부터는 선발된 품종을 재배하여 2013년까지 박람회장에 조성하였다. 

또한, 숙근초는 5,800㎡ 면적에 경관성이 뛰어난 아이리스, 헤메로칼리스 등 34품

종 92,000본을 식재하고, 나머지 32,000㎡ 부지에는 동천 일곱 계절 꽃길 조성지에

서 채취한 금계국 등 20품종도 함께 파종하여 자체 생산을 시작하였다. 

표 2-31  숙근초류 묘포장 조성현황

구 역 별 기반조성(㎡) 식재면적(㎡) 비    고     

계 56,397 56,397 -

잔디포지 18,579
잔디포지 4,637

유채파종 13,942
양잔디 시범포 : 9품종

숙근초원 37,818

구근식재 5,800

종자파종 12,018  

일년초파종 20,000

수입품종 식재 :

34품종(92,000본)

2010년 9월 16일 이사천 둔치 잡초밭에 숙근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

하여 10월 21일 숙근초 생산단지를 완성하였다.

1 2 3 4

1 만개화종(맥문동) 2 신규화종(층꽃)

3 꽃범의 꼬리 4 벌개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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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여미지식물원의 온실식물 기증

세계의 진귀한 식물과 꽃을 보유한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를 위해 기증한 온실식물도 박람회장에 터를 잡았다. 2010년 10월 18일 기증소

식을 듣고 곧장 여미지식물원을 방문해 식물원 현지를 확인하였다.

여미지식물원에서 기증한 온실식물은 하와이 무궁화와 선인장류 등 온실식물 120

종 3,235주로, 2010년 10월 26일 1차 기증수목 6종 19주를 시작으로, 11월 19일 2

차 기증수목 12종 220주, 11월 24일 3차를 끝으로 모두 도착하였다. 일부는 수목

원 부지 내 가식장에, 나머지는 대룡정수장 내 온실하우스에서 보관하며 정원박람

회장의 유리온실과 외국정원 연출수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림 2-80  여미지식물원 기증식물 식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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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름다운 고민의 결과물,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1) 조성 콘셉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 및 전시연출의 키워

드인 ‘생태�자연�인간�세계’를 표현하고자 순천만 정원 이야기, 오래된 정원 이야

기, 함께하는 정원 이야기, 건강한 정원 이야기 등 ‘정원이야기(Garden Story)’로 구

성하였다. 

첫 번째, 생태를 테마로 한 ‘순천만 정원 이야기’에는 마스터플랜 공모결과를 반영

하여 박람회장의 갯골과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정원골, 순천만의 흐름을 나타내는 

호수, 습지센터, 내륙습지, 동천변 나눔숲 등으로 계획하였다. 두 번째, 자연을 테

마로 한 ‘오래된 정원 이야기’에는 지구의 다양한 환경과 역사, 문화가 만들어낸 세

계정원과 남도 고유의 문화가 담겨 있는 한국정원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인간

을 테마로 한 ‘함께하는 정원 이야기’에는 미래의 정원을 표현한 참여정원, 자연과 

놀이가 있는 체험의 장이 될 놀이정원 등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의 어우러짐을 표

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테마로 한 ‘건강한 정원 이야기’에는 약초의 

효능과 효과를 주제로 한 한방약초정원, 순천만을 표현한 갯지렁이 다니는 길, 순

천 자생숲과 남도의 풍경을 담은 수목원 등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특색 있는 정원 이야기를 통해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서 정원을 매개로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과 누림의 문화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2-8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콘셉트

푸른 숲을 향해 가는 정원박람회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과 인근의 모든 자연을 옮겨와 정원과 숲을 만들고 꽃을 가
꾸었다. 특히 버려질 수목으로 정원과 산책로를 꾸미거나, 공사현장에서 파낸 암석을 활용해 
연출하는 등 박람회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야만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의 취지와 모토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순천만이 지구의 정원임을 몸
소 실천하는 알뜰한 예산활용과 친환경적인 준비과정 또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키
고자 노력한 중요한 가치였다.

미래형 정원을 만들기 위한 땀방울

03

정원의 
꿈

순천만 

정원 이야기

오래된 

정원 이야기

함께하는 

정원 이야기

건강한 

정원 이야기

박람회장의 갯골과 갈대밭 - 정원골
여자만과 순천만의 흐름 - 호수
습지센터, 내륙습지, 동천변 나눔숲

미래의 정원 - 참여정원
자연과 놀이가 있는 체험 -
어린이놀이정원

약초의 효능과 효과를 주제로 한
숲 속 정원 - 한방약초원

지구의 다양한 환경, 역사, 문화가 
만들어낸 다양함 - 세계정원
남도 교유의 문화가 담겨있는 한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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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별 조성방향 및 공간구성

1) 게이트

(1) 지구동문

주 박람회장 출입문인 동문은 대지에서 융기하는 석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자

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디자인하였다. 목백합나무, 후박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철쭉, 황금사철, 개별꽃 등을 식재하였으며, 매표소와 화장실 등 관람객들의 편의

를 위한 서비스시설로서 4동의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2) 빛의 서문

수목원 구역은 서문을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큰광장 형태로 조성하였

으며, 침하된 지형을 그대로 살려 낮게 가라앉은 지형은 광장으로, 그렇지 않은 곳

은 식생을 살려 출입문으로 사용하도록 자연친화형 구조물로 조성하였다. 3동의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분수, 회랑, 앉음벽, 플랜터,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구조물들과 함께 단풍나무, 소나무, 산딸나무, 느티나무 등의 수목 및 억새, 쑥부쟁

이, 백리향 등 146,000본의 화훼를 식재하였다. 

2) 회장배치 및 공간구성

(1) 시설배치

박람회를 위한 전시시설은 집단화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용자가 집

중되는 시설은 외부와의 접근이 가까운 장소에 배치하여 중심화함으로써, 타 시설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

요 정원요소는 실개천과 호수를 따라 배치하여 자연과 정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상설과 임시로 정원시설을 구분해 박람회 기간 이후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2) 동선체계

동선체계는 차량진입을 최소화하고 보행 위주의 내부 동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

본기조를 바탕으로, 주변의 광역교통체계와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

다. 주 진입로 및 주차장과 박람회장 내부가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

며, 게이트를 통과해 진입할 때까지 박람회장 내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기대감

을 부여하였다. 그밖에도 동천변, 호수변 등 수변산책로를 활성화하여 경관감상을 

위한 보조 관람동선 및 산책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상시와 비상시 통행량을 

고려하여 주 관람동선 및 보조 관람동선 폭원을 설정하였다.

그림 2-82  회장배치 및 공간구성

그림 2-83  지구동문 조감도 및 조성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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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박람회장 

그림 2-86  주 박람회장 조성 전후

주 박람회장은 다양한 정원문화를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하여 

공간을 배치하였다. 10개국의 세계정원과 국내�외 작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참여

정원, 순천호수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어린이놀이정원, 미로정원, 한방약초정원 

등 다양한 테마정원을 선택에 따라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1) 세계정원

세계정원 구역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10개의 정원을 배치하였다. 세계의 도시가 

참여하는 박람회의 메인공간으로서 국가별 정원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조

성하였다.

ⓛ 프랑스정원

프랑스정원은 낭트시에서 설계를 담당하여 베르사유궁전과 빌랑드리성을 모델로 

조성하였으며, 고성(古城)의 역할을 하는 레스토랑을 함께 건축하였다. 4,529㎡면

적에 마사토로 포장하였으며, 연못 등 수경시설과 알코브 4개소, 파빌리온 1동을 

조성하였다. 정원을 둘러싸듯 동백나무`주목 등 교목 109주를 식재하였으며, 서양

호랑가시나무`회양목`측백나무 등 관목 2,620주, 초화류 10,284본, 프랑스정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미 7종 732주, 잔디 등을 식재하였다.

(3) 꿈의 남문

꿈의 다리가 연결되는 곳에는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상징하는 남문을 조성하였다. 

남문은 주 박람회장, 순천만, 수목원, 습지센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순천만 방

향에서 진입하는 관람객 및 동천변을 따라 입장하는 관람객이 박람회장으로 진입

하기 위한 게이트 역할을 하도록 조성되었다. 화장실과 매표소 기능을 갖춘 1동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림 2-84  서문 조감도 및 조성현장

그림 2-85  꿈의 남문 조감도 및 조성현장
그림 2-87  프랑스정원 조감도 

•위        치  : 순천시 풍덕동 70번지 일원

•공사기간  : 2011.3.28. ~ 2013.3.30.

•사  업  량 : 56만 3천㎡

•사  업  비 : 98,115백만 원  

•사업내용 : 세계정원 10개, 한방체험관, 순천호수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사업내용   도시숲, 나눔숲, 참여정원 61개, 흑두루미 미로정원, 꿈의 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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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치가의 빌라 정원을 재현하였다. 2,000㎡ 면적에 지중해풍 건축물을 중심축으

로 하여 강렬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목을 정갈하게 배치하고 초화류를 최소화하

였다. 편백`이팝나무`층층나무 등 21주의 교목과 돈나무`회양목 등 1,688주의 관

목, 숙근샐비어 등 3종 2,330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⑦ 미국정원

순천시의 자매교류도시인 콜롬비아시에서 설계하였으며, 미국 도시공원의 효시가 

된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프레더릭 L. 옴스테드와 캘리포니아의 스타일 조경가로 

유명한 토머스 처치의 정원철학이 담긴 공간이다. 4,666㎡ 면적에 캐스케이드 수경

시설과 스탠드를 도입하였으며, 백송`실편백`낙우송 등 교목 36주, 동백나무`황

매화`개쉬땅나무 등 관목 1,455주, 델로스퍼마`금낭화`아칸서스 등 24종 34,982

본의 초화류와 서양잔디 1,719㎡를 식재하여 자연스럽게 식재된 야생화로 멋을 더

한 정원과 각기 다른 공간으로 디자인된 정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⑧ 중국정원

영파시에서 설계한 중국정원은 2,295㎡ 규모에 건축물 3동(48㎡) 외에도 수경공

간인 거대한 연못에 정자를 배치하고, 석조 장식물과 수목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금목서`회화나무`당광나무 등 교목 278주와 백당나무`남천`꽝꽝나무 등 관목 

7,912주를 중심으로 11,731본의 초화류와 잔디를 식재하였다. 특히 청송각과 석조

장식물 등을 통해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꽃과 나비가 있는 정원에 표현하였다. 

⑨ 일본정원

사가현 조원건설협회에서 설계한 정원은 1,713㎡ 면적에 소폭포, 석등, 나가야문

(門)을 조성하였으며, 소나무와 가시나무 등 교목 239주와 철쭉`금목서`애기동백

나무 등 관목 1,234주, 초화류 8종 3,990본, 잔디 923㎡ 등 세후리 산에서 자라는 

수종을 식재하였다. 또한, 고치현 조원업협회에서 설계한 정원은 1,448㎡ 면적에 

정자와 석등을 도입하여 소나무`가시나무 등 230주의 교목과 후피향나무`동백나

무 등 635주의 관목, 초화류 5종 4,200주와 잔디를 식재하였다.

⑩ 태국정원

태국정원은 태국 정부(농업협력부)와 순천시의 상호 교차정원으로 조성되었다. 면

적 2,278㎡의 정원에는 건축물 등 구조물 5동, 연못 1식, 대나무터널 1식을 주요 시

설로 도입하였으며, 워싱턴야자와 코코스야자와 당종려 등의 수목을 식재하여 천

연 쿨링 시스템(Cooling System)인 살라타이 건축물과 왕실 정원문화가 보여주는 

원색의 강렬한 아열대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독일정원

독일정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푀르스터(Karl-Foerster)가 개발한 선큰가든(Sunken 

Garden)을 재현하였다. 선큰가든은 지면보다 낮게 계단식으로 구성하여 높은 곳에

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정원이다. 칼푀르스터재단의 고정희 박사가 설계

를 담당하고, 베를린 공과대학 조경학과 하인츠 할만(Prof. Heinz W. Hallmann) 교

수, 드렌스덴 공과대학 조경학과 울스레이서 교수의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

다. 2,006㎡에 수경시설과 데카스톤 블록, 등의자, 조형 화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서양측백나무`주목`후박나무 등 교목 607주, 치자나무`꼬리조팝나`수수꽃다리 

등 관목 152주, 독일붓꽃`펜스테몬`흰알리움 등 67종 6,864본의 초화류를 식재하

였다.

③ 영국정원

찰스 젱스의 자문을 얻어 빅토리아시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 팜(Folly 

farm) 가든을 재현하였다. 팜 가든은 식생활에 쓰이는 식물과 정원이 결합된 것으

로, 영국의 생활문화와 정원이 결합된 형태다. 2,300㎡ 면적에 서양측백나무`칠엽

수`느릅나무 등 교목 280주, 서양호랑가시나무`황매화`삼색병꽃 등 관목 390주, 

16종 8,970본의 초화류와 장미 12종 880주를 식재하였다.

④ 네덜란드정원

네덜란드정원은 2002할레머미어박람회 기본설계 및 2010상해세계박람회 Central 

Green Park, 2010대만국제꽃박람회 Dutch Entry 디자인 등을 담당했던 네덜란드 

조경디자이너 니크 로즌(Niek Roozen)이 디자인을 맡아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

한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4,656㎡ 면적에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와 튤립을 기

본으로, 느티나무`태산목 등 교목 38주와 튤립`아주가`불로화(아게라덤) 등 25종 

449,900본의 초화류, 잔디를 식재하였다. 또한, 정원 한쪽에는 히딩크 축구감독의 

탄생목인 호두나무도 식재하였다.

⑤ 스페인정원

스페인정원은 세비야의 오렌지정원을 재현하였다. 세비야의 오렌지정원은 원형이 

보전된 옛 정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에 모세혈관처럼 엮어 놓은 

수로는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페르시아의 뛰어난 관수기술을 

엿볼 수 있다. 스페인 사라고사의 자문을 통해 2,193㎡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환경

적 특성상 오렌지나무 대신 4월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유자나무 60주를 식재하

고 수경시설을 재현하였다. 

⑥ 이탈리아정원

황지해 작가의 자문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르네상스시대 메

그림 2-88  독일정원 조감도 

그림 2-89  영국정원 조감도 

그림 2-90  네덜란드정원 조감도

그림 2-91  스페인정원 조감도  

그림 2-92  이탈리아정원 조감도 

그림 2-93  미국정원 조감도 

그림 2-94  중국정원 조감도 

그림 2-95  일본정원 조감도 

그림 2-96  태국정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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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호수정원에 조성된 언덕들은 찰스 젱스가 즐겨 사용하는 등고선 정원이라고 

일컫는 그만의 독특한 마운딩 기법으로 설계되었으며, 흙으로 된 인공언덕과 잔디

로 구성된 등고선 파형으로 조성되었다. 2011년 11월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강제치

환 및 흙쌓기를 시작으로, 찰스 젱스는 수시로 현장에 방문하여 시공과정을 점검

하였다. 2012년 5월 연약지반 처리 확인을 위한 시추 및 마운딩 깎기 작업을 시작하

였으며, 6월에는 영국디자이너들의 현장 시공자문이 진행되었다. 이후 호수 횡단

교량 디자인을 협의하여 11월부터는 교량공사에 착수, 2013년 3월 공사를 완료하

였다. 물론, 그만의 독특한 기법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과 마운딩 

조성에 따른 신공법이 도입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절기 잔디시공으로 활착 

전 강우에 의한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사히 공사가 완공되

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② 갯지렁이 다니는 길

황지해 작가는 갯지렁이 다니는 길과 동천갯벌공연장 조성을 위해 6개월간 순천에 

머물렀다. 28,000㎡ 규모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은 전체적으로 나뭇잎 형상을 띠도

록 조성하였으며, 주 박람회장 중앙에 위치한 순천호수정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

여 동천에서 유입시킨 물이 흘러 호수로 흘러가는 과정을 담아내었다. 전망대와 폭

포를 설치하고, 폭포에는 어머니 ‘대지’를 상징하는 여인의 두상을 설치하여 이곳

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이 호수정원으로 흘러가도록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갯

지렁이가 다니는 자유분방한 선들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뻘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이

야기하고자 하였다. 

갯지렁이 형태의 갤러리와 도서관 등 건축물을 조성하였으며, 바닥에는 폐자원을 

(3) 테마정원 및 어울림 정원

① 순천호수정원

설계자 찰스 젱스는 다른 나라에서는 배경이 되고 있을 뿐인 산지가 한국에서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가상실험을 거쳤다. 

산과 도시, 습지, 그리고 이러한 전체 생태계를 연결하고 있는 강을 일체화된 하나

로 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생태라인의 유지’라는 시각화 전략을 수

립하였다. 그 결과 산과 봉우리를 대표하는 둔덕을 정원 내에 디자인하였으며, 이

질적인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물의 기본적인 역할은 작은 호수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탄생된 85,000㎡의 순천호수정원은 6개의 언덕과 호수, 목책교로 구성되

며, 호수는 동천의 물길을 끌어와 조성하였다. 찰스 젱스는 순천 시가지를 가로지

르는 동천을 목책교로 형상화하고, 호수 중앙의 봉화산을 중심으로 순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언덕으로 표현하여 난봉언덕, 인제언덕, 해룡언덕, 앵무언덕, 

순천만언덕으로 구성하였다. 호수는 기존 도심과 신도심의 소통을 의미하며, 동천

을 상징하는 목재교량을 따라가면 순천만언덕에 이르도록 조성하였다.

그림 2-98  순천호수정원 조감도

그림 2-97  세계정원 조성현장

그림 2-99  순천호수정원 마운딩 조성 및 

               횡단교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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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흑두루미 미로정원

에메랄드골드, 서양측백나무, 홍가시나무 등 교목 6,523주를 흑두루미 형상으로 

식재하여 정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곳곳에 지구환경과 순천만 보전에 관한 메시지를 숨겨 놓았다. 

그림 2-102  흑두루미 미로정원 조감도 및 교목식재

⑤ 바위정원

바위정원은 박람회장 전체 공간 중에서 가장 먼저 완성된 정원으로, 정원에 사용된 

돌들은 목포~순천 간 고속도로 공사 당시 캐낸 바위들이며, 기와를 재활용하여 작

은 소망의 다리를 만들었다. 고산식물은 사면에서 암석을 끼고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지뿐만 아니라 초지·습지·물가 등에서도 잘 자라는 종류를 선택하여 암

석의 경사면과 수로변에 식재하여 고산식물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아울러, 장승과 솟대, 그네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스토리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

였다. 장승은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해오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도입하였으며, 

특히 바위정원에 이식한 600년 된 팽나무를 병충해 및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정원의 지킴이가 되어 주기 바라는 소망을 담아 차분하고 엄숙함이 돋보이도록 연

출하였다. 또한, 솟대 위에 오리나 기러기 등 물새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철새들의 서식지가 된 순천만과 연관성이 있는 조형물로 설치하고, 순천만의 물결

이 연상되도록 맥문동 군락을 식재하였다. 그밖에도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네를 설치하여 하였다.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그려넣었다. 가시나무`노간주나무`회화나무 등의 교목과 

눈향나무`눈주목`꽃치자 등의 관목`노루오줌`야로우`부처꽃 등을 식재하였다. 

③ 야수의 장미정원

『미녀와 야수』 이야기에 나오는 장미정원을 상상하며 골드러프, 골든플러쉬, 바닐

라퍼퓸, 벨라로마, 시에스타, 아스피린로즈, 앙드레르 노틀, 퓨어포이트리 등 30여 

종이 넘는 장미를 식재하였다. 아울러, 장미정원 옆에는 환경보호 및 생태도시 순

천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폐지, 헌책, 알루미늄캔 등 재활용 조경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조형물을 배치하였다.

그림 2-100  갯지렁이 다니는 길 조감도 
                및 조성현장

그림 2-101  장미원 조감도 및 조성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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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도시숲

69,663㎡ 면적에 팽나무, 느티나무, 편백나무 등 큰 나무 1,640주와 철쭉, 히어리 

등 25,460주의 관목 및 초화류, 잔디 등을 식재하여 도로변 가로수의 역할과 함께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폐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⑨ 동천갯벌공연장

동천의 강바람이 넘어오는 강변에 위치한 동천갯벌공연장은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을 위한 주 공연장으로 계획하였다. 황지해 작가가 순천만의 갯벌모양

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하였으며, 공연장 객석에는 순천만의 본질인 뻘의 이미

지를 형상화하였다. 관객석은 계단 속에 계단이 자리 잡은 독특한 형태로 조성하여 

곡선의 콘크리트와 푸른 잔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주변 화장실은 공연장

과 어울리도록 낡은 폐선의 형상으로 조성하였다.

⑥ 어린이놀이정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설계된 정원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뽀

로로와 토마스 기차, 앵그리 버드, 디보로 정원을 조성하였다. 2012년 8월 ㈜제이콘

컴퍼니, ㈜비쥬얼스토리공장, ㈜가나안건설과 협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 3월 30일 준공하였다. 

뽀로로에는 정원박람회 취지와 느낌에 맞도록 토피어리로 포토존을 제공하여 가

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보 존에는 실질적으로 

‘놀이’라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에어범퍼카를 도입하고 디보 음악을 즐길 수 있

는 사운드 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펜스 내 범퍼가드를 장

착하였으며, 디보 캐릭터 5종의 토피어리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토마스 존에는 실

제 운행하는 토마스 기차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노랑꽃창포를 비롯한 맥문동, 백리향, 옥잠화 등 알

록달록한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⑦ 무궁화정원

2,000㎡ 면적에 다양한 무궁화를 식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원하고자 조성한 

정원이다. 단순한 무궁화식재를 넘어 정원 자체가 한 송이 무궁화가 되도록 디자

인하였으며, 무궁화 모양의 분수를 배치하였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헌수받은 배달, 

한사랑, 아사달, 옥토끼 등 73품종의 무궁화를 식재하였으며, 마사토포장 929㎡과 

그늘시설(쉘터) 1개소, 평의자, 갤러리월, 분수시계 등 8종의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2013년 2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푸조나무 외 50종, 초화류(아이

리스, 노루오줌 등) 26종 35,145본, 서양잔디 774.8㎡를 식재하였으며, 이사천 둔치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초화류와 잔디를 활용하였다.

그림 2-103  바위정원 조감도 및 조성현장

그림 2-104  어린이놀이정원 조감도 및 조성

그림 2-105  무궁화정원 조감도 및 조성현장

그림 2-106  도시숲 조감도 및 조성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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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정원�자연�환경을 소재로 21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조성은 치유공간인 녹색나눔숲과 보전형 생태공간인 내륙습지원으로 분리하여 단

계별로 추진하였다. 녹색나눔숲 공간은 습지변의 생태요소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공간과 숲과 뜰의 다양한 형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로 3cm, 경사로 4% 이

하로 조성, 화려한 문양 및 색채를 지양하고 차분한 컬러와 모던한 패턴으로 포장

하였으며, 100m마다 쌈지쉼터를 조성하였다. 식재 역시 나눔숲 취지에 따라 사계

절 관상가치뿐만 아니라 치유, 휴식, 관찰,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고려하여 팽나무, 

푸조나무, 수양버들 등의 큰 나무와 개쉬땅나무, 탱자나무 같은 작은 나무들을 도

입하였다. 또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 관람 시에도 일반인과 함께 이용이 가

능하도록 눈높이에 맞춘 나눔플랜터와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 휴게공간 등을 마

련하였다. 

그림 2-110  나눔숲 조성현장

⑩ 한방약초정원

한방약초정원은 약용식물원, 산야초원, 약술원 등 8개 테마정원(145,911㎡)과 한

방체험관(1,069㎡)으로 구성되며, 121종 720,000본의 약초 등을 식재하였다. 한방

체험관에는 한방재료를 활용한 전시관(143㎡), 치유관(192㎡), 체험관(144㎡), 한

방카페(81㎡) 등을 마련하여 한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에는 씀바귀, 돌나물, 달래, 엉겅퀴 등 우리에게 식용채소로 익숙한 들풀에서

부터 평소 접하기 어려운 꽃쥐손이풀, 노루귀, 애기석위 등을 식재하여 그 효능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⑪ 나눔숲(생태하천숲)

정원박람회장 하단부에 해당하는 순천시 풍덕동에는 산림청 녹색기금을 지원받아 

50,000㎡ 규모의 녹색나눔숲을 조성하였다. 이는 한방약초정원과 녹색나눔숲을 

연계한 치유효과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심 인근에 배회로 기능

의 공공숲으로서 도입하였다. 생태체험장과 비오톱습지를 조성하였으며, 박람회 

그림 2-107  동천갯벌공연장 조감도 

                및 조성현장

그림 2-108  한방체험관(한방약초정원) 

                 조감도 및 조성현장

그림 2-109  나눔숲 콘셉트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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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계단식) 양식과 비슷하지만, 노단식이 건물 전면의 앞뜰 경사를 극복하는 방

법이라면 화계는 뒤뜰의 개념이다. 한국정원은 뒷산을 화계로 조성하여 후원을 중

시하였으며, 면적 20,000㎡에 각 정원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배치하였다. 여기에 소

나무, 단풍나무, 말채나무 등 교목 628주와 해당화·모란·앵두나무 등 관목 4,466

주, 수련·꽃창포·국화 등 초화류 21종 16,960본과 한국잔디 1,328㎡를 식재하였으

며, 연못을 조성하여 한국적 풍취를 더하였다.

■ 궁궐의 후원

창덕궁 후원을 모티브로 후원 곳곳에 이야기를 품은 의미 있는 구조물들을 배치

하여 새로운 후원으로 재구성하였다. 후원에 들어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휴식을 

위한 정자로서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넓고 아름다운 공간인 부용정과 부용지를 도

입하였으며, 왕의 상징이자 신선계를 의미하는 네모난 연못 속 둥근 성에는 소나

무를 식재하였다. 그 외에도 한쪽에는 임금을 물에 신하를 물고기에 비유한 어수

문을 배치하였으며, 군자의 정원으로 넘어가는 곳에는 둥그런 액자의 역할을 하는 

만월문을 세우고 조선시대 왕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불로문은 돌문으로 장애

인 통로와 연결되도록 배치하여 그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3) 수목원 및 습지센터 

(1) 수목원 구역

서문게이트를 통과해 갈 수 있는 수목원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이

에 따른 식생환경에 대한 연구�보전�전시�교육�수집을 목표로 하는 난�온대림 

수목원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단기적으로 교육과 전시, 장기적

으로는 연구�보전�수집�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형 수목원으로서 관람형 

수목원, 정보가 있는 수목원, 재미가 있는 수목원, 연구하는 수목원, 그리고 지역민

과 함께하는 참여형 수목원으로 조성하였다.

① 한국정원(궁원 & 별서정원)

한국정원은 현재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 원림의 흔적을 더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진

정한 한국정원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전체 구성은 원림의 의미를 살린 

한국의 후원이며 궁궐의 후원, 군자의 정원, 소망의 정원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한

국정원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산지환경을 활용하고자 세계정원과 달리 수목원 구

역에 조성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 배산임수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이때 경사면의 침

식을 예방하고 뒤뜰을 꾸미기 위해 장대석으로 계단을 조성해 여러 층의 화단을 

만든 후 괴석을 설치하고 초화류와 관목류를 심어 장식하였다. 이것이 조선시대 고

유한 정원양식인 화계(花階)이다. 경사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탈리아의 노

•위        치 :  순천시 오천동 600번지 일원

•공사기간 :  2011.3.28. ~ 2013.3.30.

•사  업  량 : 35만 8천㎡

•사  업  비 : 74,902백만 원  

•사업내용 : 수목원, 한국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등 조성

그림 2-111  수목원 및 습지센터 조성전후

그림 2-112  궁원 및 별서로 구성된 한국정원

                조감도

그림 2-113  궁궐의 후원 조성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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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의 정원

궁궐의 후원을 지나서는 선비들이 세속의 명리를 버리고 학문과 사색의 공간으로 

애용했던 군자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담양 소쇄원의 광풍각과 경북 영양의 서석지, 

덕천서원의 세심정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비정원을 담아냈다. 계유를 끼고 있

는 정자는 주변 경관은 물론, 그 소리까지도 오감에 의해 완성될 수 있도록 조성하

여 자연 자체가 정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마루에 앉아 문 하나만 열면 앞뒤가 모두 

보이도록 시각적 개방성을 두었다. 

■ 소망의 정원

자연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게 자연의 영향력은 단순한 생명체를 넘어 

위대한 기운을 지닌 일종의 의식이었다. 나무, 돌, 우물가 등에서 복을 기원하고 나

쁜 기운을 물리치려는 다양한 행위가 행해졌다. 이러한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폭포

가 떨어지는 계유 중심에 돌로 만든 두꺼비 조각상을 배치하고 한쪽에는 돌탑을 

조성하여 소박함이 느껴지는 서민들의 정원을 완성하였다.

② 나무도감원

나무도감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들과 산에 조림된 수목을 수종과 품

종끼리 모아놓은 정원으로, 나무도감 속에 들어 있던 숲과 나무가 현실 속에 그대

로 펼쳐진 모습을 상상하며 디자인한 공간이다. 15,300㎡ 규모에 황벽나무·회화나

무·굴거리나무 등 265주의 교목과 좀작살나무·다정큼나무·유카 등 3,478주의 관

목을 식재하여 훗날 울창한 숲이 되도록 연출하였으며, 초가, 트렐리스, 쉼터, 벤치 

등을 조성하였다. 

그림 2-116  나무도감원 조감도 및 조성현장

④ 철쭉정원

순천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철쭉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였다. 산비탈을 

따라 철쭉 100여 종을 식재하여 10,742㎡ 규모의 큰 화단으로 연출하였다. 철쭉 외

에도 남천·황금편백·흰말채나무 등 관목 112,705주와 산수유·단풍나무·금목서·

얼룩식나무 등 교목 297주를 식재하였으며, 원두막,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다. 

⑤ 늘푸른정원

수목원 부지에 자생하던 녹나무와 함께 후박나무·가시나무 등 290주의 교목 및 

남천·홍가시나무·산수국 등 16,348주의 관목을 식재하여 10,000㎡ 규모의 사계절 

푸른 남도의 숲을 조성하였다. 또한, 88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확보한 홍가시나무

와 공공숲가꾸기를 통해 확보한 원목 등으로 숲과 나무데크, 벤치 등을 조성하였

으며, 늘푸른정원 끝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상징하는 에코지오탑을 배치하

였다.

그림 2-118  늘푸른정원 조성 및 에코지오탑 설치

그림 2-114  군자의 정원 조성현장

그림 2-115  소망의 정원

그림 2-117  철쭉정원 조성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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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지센터 구역

습지센터 구역은 순천만 습지를 활용한 글로벌 생태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전시공

간으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및 주요 진입광장으로서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였다.

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필요성

순천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태수도를 표방하면서 그 

중심에 순천만을 두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 왔다.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2002년 10

만 명, 2007년 70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은 2008년 람사르총회 이후 급증하여 

2010년 29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4년에 준공된 기존의 순천만 자연생태

관은 관광객 30만 명을 예상하고 만든 시설인 만큼 290만 명이라는 숫자를 수용하

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생태관은 연구시설로 전환하고 새로운 습지

센터를 5.5㎞ 후방의 도심지역으로 이전�건립함으로써 급증하는 생태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물론, 생태관광객의 도심 체류여건

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습

지’ 테마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순천만 글로벌 생태관광 모델사업과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전략에 부응하는 국제적 생물�생태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하게 된

다. 이처럼 순천만 신동선의 출발지가 될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순천만 탐방의 전

이공간이자 인공적인 환경에서 순수 자연환경으로 넘어가는 완충지역이며, 내륙습

지의 환경관찰과 연안습지를 보전하고 연구하는 공간, 습지 및 조류의 관찰과 신동

선의 환승공간으로서 습지교육�연구�전시�체험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

이다. 따라서 국제습지연대(WLI) 등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

는 습지 인식증진 프로그램 위주의 환경친화적 센터로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림 2-119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목표 및 기대효과

홍보의
장

습지
체험의

장

생태
관광의
중심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순천만의 세계적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는 홍보의 장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주제관으로 활용하여 세계적 가치를 지닌 순천만의
생태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의 장으로 계획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연안습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순천만 생태자원의 전시  관찰
  체험 및 보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습지센터로 조성하여 
미래가치에 대한 인식증진의 장으로 활용

습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인식증진을 도모하는 습지체험의 장

순천만 생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전시를 통해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 조성과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메카로 조성

습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명품 생태도시 순천시의 
생태  문화관광의 중심 시설

이러한 목표하에 2008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에 순천만 갯벌생태관 건립을 건의

하였으며, 2월에는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

역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에 대한 기본개념 및 맑은물관리센터 내 건립위

치 등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해 10월 순천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 정책보고

회를 통해 맑은물관리센터 내 건립하고자 했던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위치를 오

천문화공원 내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사업(2010~2014)에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반영, 2010년 3월 9일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해외 현지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2010년 12월에

는 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011년도 관광자원개발기금 1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써 기금과 시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443억 원을 전액 확보, 설계 현

상공모를 통해 2011년 3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기본방향 

104,762㎡ 규모의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건축 연면적 9,954㎡) 

규모로 건립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상설전시장 및 주제관인 대규모 컨퍼

런스홀과 영상관, 전시관 등을 갖추어 각종 국제회의와 홍보를 통해 순천만을 매

개로 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정원박람회장과 PRT, 

자전거 등 신동선의 거점 중심지로서 주변 자연정화습지는 물론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방향하에 순천

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과 순천만의 건강하고 다양한 생명력을 담고

자 하였다.

그림 2-120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기본방향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감성 생태체험 전시 순천시 생태 파노라마 연출 라이브 미니 생태계 재현 테마파크형 종합체험관

공감각적 환경연출로 순천만의 생 

태를 감성적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구성, 단순 정보전달을 넘어 공감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감성 

전시

순천만을 만들어온 동천의 상류 

에서부터 순천만 갯벌까지 동천과 

바다가 함께 만들어낸 생태계를 

전시하여 동천의 상·중·하류 

지역의 생태계를 한 곳에서 모두 

관람

순천만을 대표하는 살아 있는 동식 

물을 전시하여 보는 즐거움과 함께 

스스로 관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생생한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갈대, 갯벌, 철새를 테마로 실내 

전시관 및 야외 생태공원이 어우 

러진 종합습지체험관으로 구성 

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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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여 전체가 조화롭고 동일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

였으며, 색채는 마감재료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느껴지도록 

하여 정원 속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 

그림 2-123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재료선정

■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 포플러 나무

습지센터 건립 초창기 가장 큰 난관은 뜻밖에도 나무 한 그루였다. 순천만국제습

지센터 조성 전 부지였던 오산마을에는 수령 45년이 된 포플러 나무가 자라고 있

었다. 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 하필이면 중앙로비가 위치할 자리에 자라고 있어 베

어질 운명에 처해 있었다. 2011년 습지센터 건축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포플러

나무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지붕을 뚫어 포플러 나무를 그 자리에서 그대

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베어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활용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공간배치 및 친환경 재료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그 특성상 지형의 흐름을 반영하여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

응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 층을 공공영역으로 조성하였다. 옥상녹

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정원으로 조성하고, 북측에 의한 도로소음과 북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외부에는 전시계획과 연계하여 수생식물 체험습지 및 생태

탐사 공간으로서 물새놀이터 및 야생동물원을 배치하고, 습지와 야외공연장이 어

우러지도록 선큰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소음차단효과를 증대하였다. 또한, 습지조

망 및 동천 PRT스테이션과 연계되는 영역을 배치하여 정원박람회장과 연결하였으

며, 조망과 정보습득 및 학습이 가능한 영역, 주 진입구와 매개되는 휴게 및 산책영

역 등을 배치하였다. 

그림 2-122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간배치

습지센터는 친환경적인 건물의 특성상 재료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자연에서 채집� 

가공된 재료를 적용하고, 순천지역의 특성을 살려 거주자에게 친밀하면서도 경제

적인 재료, 유지보수 측면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보수가 용이한 재료, 시간의 변화

에 따라 경관이 미려한 재료 위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감성적(Warm)이면서 현대적

(Hard) 이미지를 위해 고밀도 목재패널과 로이 복층유리 및 접합강판을 사용하고, 

녹색계열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색상을 도입하였다. 순천지역의 건축

그림 2-124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조성현장

화강석 혼드 마감

전시실 진입부 목재 루버

메인 로비 알루미늄 쉬트 괼도 목재패널

접합감판

옥상녹화

그림 2-121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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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7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준공식

그림 2-125  국제습지센터 로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던 포플러나무

포플러나무는 대나무숲이라는 자연 옷을 입고 있어 장엄한 모습이었으며, 누워 있

는 줄기에 또 다른 세로줄기가 자라는 특이한 모양의 나무였다. 회의를 진행하면

서까지 이 나무의 쓰임에 대해 논의했지만 담당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

다. 행사는 다가오고 건물은 지어야 하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

라 건축물을 이동하거나 지붕을 개방하는 형태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

였다. 그러나 나무를 살리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우선 습지센터 바닥레벨이 나

무가 있던 지면보다 3m 정도 높았으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생육조건이 부족하고, 

이태리 포플러는 꽃가루가 날려 건물 내의 수목으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서 앙상한 모습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힐 즈음, 결국 베어내기로 결정하였다. 

벌목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0개월 뒤, 죽은 줄 알았던 나무는 박람회장에서 버젓이 부활하였다. 습지

센터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박람회장 약술원에서 거듭 태어난 

것이다. 담당자들은 이 나무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박

람회장 조성 초기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보금자리를 미처 신경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선사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준공

2011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100일

인 2013년 1월 10일 준공식을 갖고, 1월 18일부터 시설물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기

계�전기실 등을 갖춘 통합관제실을 운영하고, 기계�전기�소방 등 시설물관리 및 

일일점검을 시행하면서 소방CP, 방송실 칸막이, 출입구 추가 설치 등 기능보강공사 

및 화장실, 유도블록, 수유실, 경사로, 장애인주차장, 촉지안내판 등 장애인 및 노약

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다. 그밖에 건축, 조경식재, 기계, 전기 등 하자보수처리를 

시행하면서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개막 전까지 지속적인 시설물 환경정비를 시행하

여 관람객들을 맞을 준비를 끝마쳤다.

② 순천만WWT습지

WWT의 조언을 받아 조성한 순천만WWT습지는 도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를 

잡고 살아가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조류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39,700㎡ 규모의 면적에 습지를 기본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습지를 관찰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수목 및 화훼류 등을 식재하여 습지와 조경이 어우러진 풍

경으로 조성하였다. 습지 주변으로 실벚나무(수양벚나무)`왕버들`느릅나무`멀

구슬나무 등 교목 248주와 개쉬땅나무`조팝나무`뜰보리수`꽃댕강나무 등 관목 

19,050주, 무스카리`천일홍 등 40종 66,100본의 화훼 및 갈대`부들`조릿대 등 22

종 342,310본의 초화류, 한국잔디 7,526㎡를 식재하였다.

그림 2-128  순천만WWT습지 조감도 및 조성현장

③ 에코지온온실

544㎡ 규모의 에코지오온실을 조성하여 물의 정원, 이벤트정원, 야생화 분재원을 

돌며 이색적인 정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50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을 

전시하여 정원과 꽃,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조하고, 특히 다양한 온

실재배 수목을 살펴보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식생이 줄어가는 현실

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곳에는 여미지식물원에서 기증받은 

일부 수종을 전시하였으며, 하아레카야자`대만고무나무`하와이무궁화 등 48주의 

그림 2-126  베어졌던 포플러나무의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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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과 괴불나무`백서향`극락조화 등 104주의 관목, 각시붓꽃`갯기름나물`골무

풀 등 189종 14,073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④ 녹색관광교량, 꿈의 다리

주 박람회장과 수목원 및 습지센터 구역은 박람회장을 가로지르는 동천에 의해 분

리되어 있다. 따라서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두 구역을 연결하는 녹색관광 교

량으로서 꿈의 다리를 조성하였다. 꿈의 다리는 연장 175m, 교량폭 7.29m 규모로, 

습지의 자연정화와 자연재생능력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자원의 재생과 순

환’이라는 콘셉트를 도입하여 컨테이너를 건축 소재로 재활용하였다. 

컨테이너 외부에는 2010상하이엑스포 당시 한국관에 한글 설치작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내

부에는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 14만여 장을 설치하였다. 국내 그림은 교육부의 협조

를 통해 전국 학교 및 유치원 아이들의 그림을 수집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각국 대

사관 및 공관, 시 자매결연 국가의 도시, 한국관광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였다. 

그림 2-132  꿈의 다리 조성현장

한글작품은 유리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해 작가작품을 스캔한 후 50×50cm의 규

모로 바둑판 배열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 모자이크 타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2-129  에코지오온실 배치 및 조성현장

그림 2-131  외부 및 내부마감계획그림 2-130  컨테이너 상세도

2.43m

12.19m

2.89m

그림 2-133  한글작품 제작순서

작가 작품 → 색상유리(1×1cm) 생산 → 메쉬 뒷면 유리부착(모자이크) → 유리모자이크 줄눈 설치 → 알루미늄 부착(4개 부착) → 

컨테이너 부착 → 줄눈 설치(4T, 폭 3cm) → 설치 완료

알루미늄 판넬에 4개의 유리타일작품을 철제용 에폭시로 접합, 알루미늄 몰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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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컨테이너 내부에 전시되는 어린이 그림(7.62×7.62cm)은 청암대학교 학생회

를 주축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그림을 나무판에 붙인 후 컨테

이너 내부 벽면 밑그림 위에 부착하여 완성하였다.

표 2-32  꿈의 다리 그림 참여현황

구 분 국  가 참여도시 및 단체 인원(명) 계

국 내 소  계 국내 학교 및 유치원 123,000
146,000

국 외

소  계 23,000

미국 콜롬비아시 외 7 807

프랑스 낭트시 외 2 314

독일 전라남도 유럽 영사관 458

스페인 스페인 라팔라스 한국학교 27

세이셸 공화국 세이셸공화국 100

중국
서안, 영파시 등 8,236

홍콩 477

일본 고치현 등 참여지자체 5,970

스리랑카 - 8

타이완 한성화교 소학교 382

태국 치앙마이원예박람회 조직위 5,124

불가리아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176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138

인도네시아 한국관광공사 110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 185

기타 유니세프 - 강익중 1,089

⑤ PRT(Personal Rapid Transit) 스테이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하면서 자연환경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박람회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박람회가 끝난 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자연으로 돌아간 정원박람회장이 어

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단계부터 고려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

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잇는 친환경교통수단을 계획하였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PRT는 포스코가 개발을 담당한 4~6인승의 택시형 무인고속전철로 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인근까지 4.6㎞ 구간에 설치하였다. 저소음에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첨단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림 2-135  순천만PRT 박람회장 내 정거장 조감도 및 완공모습

2009년 4월 13일 포스코에서 순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9월 

25일에는 (주)포스코와 순천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환경보호를 위한 포스

코의 책임 있는 사회환원정신과 생태환경 보전에 힘쓰는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개

발계획 의지가 힘을 모아 탄생된 반영구적인 편의시설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는 이

들에게 자연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태양광 설치

정원박람회장에 건설되는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하여 박람회장에 필

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고, 대지이용의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자재의 친환경성 및 

1 작품    2 작품수집

3 작품선별 4 바탕채색

5 작품부착 6 설치완료

그림 2-134  꿈의 다리 작품 설치과정

5 6

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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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경제성 등 친환경 박람회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형 박람회로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태양광설치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국제행사 부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4,504백만 원, 발

전용량 783.246kW(건물일체형 BIPV 135.246, 고정형 PV 648)로 설치되었다. 2012년 1

월 제안자 모집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 2012년 3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태양광 모듈 설치 시에는 최적 설치각도, 

음영과 발전성능, 온도와 발전성능, 건축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였다. 

1) 설치 현황

태양광 설비는 국제습지센터를 비롯하여 주 박람회장에 위치한 남도식당 A`B, 전

기차 충전소, 서문주차장 비가림시설 등에 설치하였다. 국제습지센터에는 태양광 

발전용량 135.2kW 3개소, 지열시스템 용량 379.5kW를 구축하여 건물 총 에너지

의 42%를 절감하였으며, 남도식당A 지붕에는 300kWp(2,400㎡), 남도식당B 지붕

에는 100kWp(700㎡)를 구축하였다. 또한, 주 박람회장 구역의 전기차 충전소에는 

68kWp(495㎡), 수목원 구역의 전기차 충전소에는 48kWp(320㎡), 서문주차장 비

표 2-33  태양광모듈 주요 설비 현황

주요 설비 위   치 용량(kWp) 소계(kWp) 계통연계형 인버터 총 용량(kWp)

건물일체형 BIPV

습지센터 창문 14.832

13.246

10(kW)*1

783.246

3kW*1

습지센터 캐노피 90.630 100kW*1

습지센터 처마 29.784 30kW*1

고정형 PV

박람회장 남도식당 300.00

648.00

100kW*3

수목원 남도식당 100.00 100kW*1

박람회장 충전소 68.00 100kW*1

수목원 충전소 48.00 50kW*1

서문주차장 132.00
100kW*1

50kW*1

가림시설에는 132kWp(880㎡)를 결정질 PV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그림 2-137  남도식당 태양광 설치

그림 2-138  전기차 충전소 및 서문주차장 비가림시설 태양광 설치

2) 에너지 절감효과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수목원 및 습지센터

는 한 달 평균 3.49시간, 주 박람회장은 3.59시간 발전하였으며, 이를 통한 평균 에

너지 절감량은 [표 2-34]와 같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연평균 경제적 효과는 탄소

배출 저감량 499.4ton, 약 209,020그루의 나무심기효과, 71.3ha의 산림조성효과, 

20,900백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4  태양광설치로 인한 평균 에너지 절감효과

구   분 발전량(MWh) CO2 저감량(ton) 연료환산량(ton) 요금절감액(백만 원)

2013.1.1.~10.31. 839.872 381.3 180.6 126

연평균 1,100 499.4 236.5 165

※ CO2 저감량(ton) = 전력 × 0.454/ 연료환산량(ton) = 전력 × 0.215

그림 2-136  국제습지센터 태양광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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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 시설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후관리비용 절감 및 

공사비 등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박람회장 자체 전원으로 사용되면서 박람회

장 전체 전력량의 약 21%를 충당, 연간 약 165백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저

감 정원박람회장 조성에 기여하고, 관람객 및 대국민 홍보시설로도 활용하였다.

4. 전시연출

1)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전시연출

(1)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전시연출은 순천생태 미니어처를 통해 순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모두 만나보는 생태체험 어드벤처로 기획하였다. 사라졌던 철새가 찾아

오고, 다양한 생명이 꿈틀대는 생명의 보고, 순천만!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도시 순

천에서 삶의 숨결을 느끼고, 순천만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생명들을 만날 수 있도

록 다양한 전시로 구성하였다. 

그림 2-139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

(2) 공간 및 전시연출

① 로비

로비는 관람객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곳이다. 따라서 순천만의 상징인 흑두루미 

상징조형물을 통해 순천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국내·외 다양한 습지 영상으로 관람

객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② 주제영상관

470㎡ 규모의 주제영상관은 장애인석을 포함하여 180석 규모로, 박람회 기간 동안 

주제영상물 상영을 위해 프로젝터 2대를 설치하였다. 주제영상물은 대한민국 생태

관광 1번지,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의 녹색정원을 테마로, 고루한 홍보물이 아닌 스토리와 주인공이 있는 드라마적 

요소와 3D 입체영상, 특수효과, 사운드 기법 등을 결합하여 수준 높고 창의적인 영

상물로 제작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흥미와 감

동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 순천만의 가

치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우

수성과 국가 녹색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작품은 2011년도 문화부 「공공분야 3D 영상콘텐츠 제작」 공모에 선정되어 제작

하였으며, 220만 애니메이션 신화를 이룬 「마당을 나온 암탉(2011)」 제작팀과 암

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Iron Crows(2009)」의 박봉남 감

독이 손을 잡고 만든 실사 애니메이션 합성 입체영화로 제작하였다. 순천만이 달

과 지구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풍요로운 갯벌이라는 의미를 담아 「달의 정원(Full 

Moon Garden)」으로 표현하였으며, 순천만 인근에서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꽃비라

는 아이가 우연히 짱뚱어를 만나 갯벌세계로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아

냈다. 2012년 9월 3~7일 순천만 일원에서 촬영을 진행한 후 3D 입체영상으로 제작

하였다. 실사촬영과 애니메이션 제작의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었으며, 특히 갯벌에 사는 동물들을 캐릭터로 사용하다보니 갯벌 생물들의 동작을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림 2-140  로비 전시 그림 2-141 주제영상관

• 환영

• 세계습지를 건너

• 그린시어터 • 정원박람회

• 풍요로운 도시

• 안전한 도시

• 순천만 에코투어

• 순천만 지키기

• 정원도시들의 

  희망 만들기

• 기대: 순천만에 들어서다

• 경이: 순천만 하늘을 날다

• 탄생: 순천만의 탄생

• 만남: 시간의 터널 속으로

           강물 따라 순천만

           땅과 물이 만나는 곳

           숨 쉬는 순천만 갯벌

• 공존: 함께 살아가는 순천만

• 순천의 동물 친구들

• 장난꾸러기 수달

• 부지런한 멧토끼

• 결벽증 있는 염소

• 게으른 너구리

• 모성애 고슴도치

• 용감무쌍한 오소리

• 홍학놀이터

• 철새 따라 순천만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2장  정원의 꿈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223222

주제영상물은 2013년 2월 19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 주제영상관에서 최종보고

회를 갖고 최종 수정 및 외국어본을 제작하였다. 중간산출물로서 3D 영상의 실사 

촬영분을 홍보에 활용하여 여수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의 순천만과 순천만정원박람

회 홍보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③ 생태도시관

204㎡의 생태도시관은 순천만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세계 정원도

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순천만 에코투어, 정원도시들의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별 전시를 통해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와 순천만을 지키는 에코벨트 순천의 역할, 순천만의 모든 것, 순천만

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세계의 정원도시 등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④ 생태체험관

순천의 상류에서부터 하구 갯벌까지 다양한 형태의 서식환경이 보전된 순천만 속

으로 들어가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고, 생명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고로서의 순천만을 이해하는 공간이다. ‘기억(Memories)’이라는 전시주

제를 통해 살아있는 자연 속을 거닐며 순천만을 기억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림 2-144  생태체험관 주제 및 스토리라인

생태체험관으로 들어가는 인트로 공간은 순천만 하구의 S자 수로의 곡선을 모티

브로 연출하였으며, ‘기대’관에서는 새벽을 깨우는 개개비 소리를 따라 동틀 무렵

의 순천만 풍경을 감상하며 걸어 들어오면 애니메이션, 이미지 픽쳐쇼, 고보라이트 

등의 연출을 통해 순천만의 아침풍경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끔 하였

다. 이어 ‘경이’를 주제로 한 영상관을 통해 죽도봉에서부터 순천만 전체를 조망하

며 순천의 4계절을 감상한 후, 순천만의 ‘탄생’과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

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생태환경을 간직한 순천의 젖줄 동천을 

따라 동천의 상류, 기수지역, 갯벌하구로 이어지는 다양한 생명의 이야기를 ‘만나’

게 되며, 마지막으로 순천의 종 다양성을 의미하는 상징공간에 다다르게 된다. 순

천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모습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출하였으며, 관람객이 전자

펜으로 엽서에 메시지를 작성해 스캔하면 모니터에 스캔된 엽서가 표시되고 모아

진 엽서는 벽면 생명의 나무에 별도로 디스플레이 되는 디지로그 방명록 등을 기획

하였다.

그림 2-142  주제영상물 실사촬영

그림 2-143  생태도시관

1 인트로 2 기대

3 경이 4 탄생

5 만남 6,7,8 공존

그림 2-145  생태체험관 전시구성

1 2 3 4

5 6 7 8

- 순천만에 들어서다 - 순천만 하늘을 날다 - 순천만의 탄생 - 시간의 터널 속으로

- 강물 따라 순천만(동천상류)

- 땅과 물이 만나는 곳(기수지역)

- 숨 쉬는 순천만 갯벌(갯벌하구)

- 함께 살아가는 순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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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6  야생동물원

⑤ 야생동물원

순천의 토착 야생동물을 비롯해 세이셸공화국에서 데려온 알다브라 육지거북 등

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야생동물을 위한 공존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너구리, 닭, 고슴

도치, 수달과 오소리 등을 전시하여 그들도 지구의 정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

원임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⑥ 물새놀이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앞에는 습지에 서식하는 홍학의 쉼터를 연출하였다. ‘플라밍

고’라 불리는 홍학은 주로 갯벌과 민물에 사는 생물을 먹고 사는 습지의 한 가족이

다. WWT의 조언에 따라 국제습지센터 외벽은 밖에서는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고 

안에서는 바깥 경치를 조용히 감상할 수 있는 특수유리를 설치하여 홍학 등 물새

들이 방문객을 신경쓰지 않고 호수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살아있는 전시

국제습지센터는 전시를 보여주는 데서 나아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식

생과 생물을 배치하여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① 식생

동천을 따라 흘러가며 순천만에 다다르기까지 상류식생, 강변식생, 기수지역 식생, 

염생식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상류식생에는 동백`먼나무 등의 교목류와 주목

`꽝나무`히어리 등의 관목류`기린초`돌단풍 등의 지피식물을 전시하고, 강변식물

에는 생이가래, 기수지역 식물에는 갯개미취`억새`갈대`수크령, 퉁퉁마디 등의 염

생식물을 전시하였다. 

그림 2-147  물새놀이터

상류식생 

교목류

관목류

지피식물

강변식생

기수지역
식생

염생식물

그림 2-148  식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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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갯벌 및 수조생물

갯벌 및 수조에는 장수풍뎅이`사슴벌레`장수하늘소 등의 숲 속 곤충은 물론, 버

들치`쉬리`돌고기 등의 청정 1급수 물고기들, 피라미`갈겨니`모래무지`긴몰개 등

의 동천 민물고기, 자라`유혈목이`두꺼비 등의 양서류 및 파충류, 물방개`물장군`

구애비 등의 수서곤충, 도둑게`방게`갈게 등의 민물게, 망둥어, 짱뚱어, 칠게, 농게 

등의 갯벌생물을 전시하였다. 

③ 조류 및 포유생물

꼬마물떼새`흰물떼새`댕기머리물떼새 등의 물새를 비롯하여 수달`고슴도치`너

구리 등의 포유류, 쿠바홍학`유럽홍학`칠레홍학`꼬마홍학 등의 홍학류를 전시하

고, 습지원에는 쇠백로`중백로`왜가리`큰고니`검은고니`흰기러기 등의 철새들을 

전시하였다.

표 2-35  동물 입식계획

전 시 관 종   류 수   량 내             용

계 53종 2,536마리

생태체험관

소계 37종 2,267마리

어류 23종 2,163마리 쉬리, 버들치, 돌고기, 붕어, 도둑게, 칠게, 짱뚱어, 망둥어

양서류 및 파충류 11종 97마리 유혈목이, 청개구리,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물방개, 물장군

조류 3종 7마리 꼬마물떼새3, 댕기머리물떼새2, 붉은발도요새2

야생동물원

소계 6종 22마리

포유동물 5종 20마리 오소리2, 고슴도치5, 너구리2, 관상닭9, 수달2,

파충류 1종 2마리 육지거북2

물새놀이터 조류 4종 50마리 쿠바홍학10, 유럽홍학15, 칠레홍학15, 꼬마홍학10

WWT습지 조류 6종 197마리  쇠백로, 중백로, 왜가리, 큰고니, 검은고니, 흰기러기

숲 속 곤충

청정 1급수
물고기들

동천 민물고기

양서류 및
파충류

수서곤충

민물게

갯벌생물

그림 2-149  갯벌 및 수조생물

물새

포유류

홍학

습지원, 철새

그림 2-150  조류 및 포유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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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외 전시관 전시연출

(1) 전시연출 방향

실내`외 전시관은 정원박람회의 철학과 원칙을 구현하고,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

라는 박람회 주제와 메시지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

성하였다. 공간의 특징과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인 콘텐츠를 기본으로 관람객의 소

통과 참여를 높이는 정원문화 연출, 공간별 임팩트하면서도 관람객의 관심과 이목

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이하고 독창적인 콘텐츠 전시연출로 박람회다운 가치를 실

현하고자 하였다. 

전시연출은 실내전시관 3개동, 기타 실내·외에 희귀한 자연물 및 오브제를 전시연

출하는 <정원 속의 자연> 및 <우아미 화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실내전시관은 텐트

형 가설 막구조 건축물을 조성하여 전시하였으며, 국내·외 작가, 도시, 기업 등의 전

시가 이루어지는 제1전시관, 희귀수목 등을 식재 연출한 <정원 속의 자연>, 한국의 

오래된 정원철학을 선보인 <우아미 화원>으로 구성된 제2전시관, 조경·공예산업관 

등 실내전시관으로 구성하였다. 

전시연출사업은 창의력과 구성력이 뛰어난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2012

년 1월부터 2013년 11월 20일까지 제안공모를 통해 진행하였다. 제1전시관과 제2

전시관은 국내`외 도시, 정원 관련 협회, 조직 등이 참가하여 조경`원예`예술`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정원을 조성하여 경연을 펼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시 

및 조성기간 등 공간의 특징과 체류인원 등을 고려한 유선형 공간배치 및 환경친화

적 경계 구분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인류의 품, 자연은 태초부터 내려온 공통의 자산이다. 순천만의 광활한 정원 속에 

우리의 자연이 있다. 따라서 전시연출은 자연과 함께해 온 생태도시 순천의 문화와 

삶, 정신을 재조명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 알아가는 배움의 정원이자, 세계

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원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제하에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차별성 있는 전시 패러다임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첫째, 새로운 수종과 신기술의 향연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정

원문화의 미래기술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발된 우수한 품종개량 식물의 시연이나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전시로 이슈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수목이나 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오브제를 설치하여 식재가 아닌 다른 매체의 활용을 통해 전시공간

을 상징화함으로써 색다른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

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역축제 및 관광요소와 연계하여 개발함으

로써 입체적 공간연출을 통한 참여형 체험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단편적인 지식

이나 형상을 전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동을 전달

함으로써 기억에 남는 전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그림 2-151  전시연출 흐름도

(2) 전시연출 

① 정원 속의 자연(Nature in Garden)

<정원 속의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정원으로서 소중함과 가치를 인지하는 장

을 연출하고, 소주제를 시각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주최자 정원이다. ‘자

연, 우리의 공통 자산’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시의 자연 → 

정글의 풍경 → 인류의 선택’으로 구분하여 인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정원의 모

습을 연출하였다. 660㎡ 면적에 화석식물, 열대식물, 선인장, 다육식물, 채소류 등 

33종 3,545주를 식재하여 연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9종 14주는 바오밥나무, 자이

언트보틀트리, 올레미파인 등 희귀수목으로 전시하였다.

표 2-36  전시연출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면  적 (㎡)

실  내

(8,000㎡)

제1전시관(2,800㎡/70m×40m) 실내 참여정원 2,800

제2전시관(1,200㎡/60m×20m)
정원 속의 자연 660

우아미 화원 540

조경산업전시관(2,000㎡/40m×50m) 조경·정원용품 홍보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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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  <정원 속의 자연> 배치도

과거의 정원을 상징하는 ‘원시의 정원’에는 콘셉트에 어울리도록 현무암으로 제작

된 조형게이트와 ‘시간의 문, 생명의 폭포’를 조성하고 연못에는 각종 고비류와 이

끼류를 활용하여 오래되고 낯선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미니어처 공룡을 소품으

로 연출해 주제를 부각시켰다. 또한, ‘정글의 풍경’에는 열대우림지역의 식생을 반

영하여 다양한 식물종을 연출하고, 틸란드시아와 박쥐란 등의 식물을 활용하여 한

층 정글다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민속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상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정원이 될 ‘인류의 선택’

에는 온난화로 인해 사막화된 미래의 정원을 표현하여 다육식물과 선인장으로 연

출하였으며, 그밖에도 도시에서 농업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녹지를 확대하여 온

난화를 저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미래정원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각 

정원의 연출방향에 따라 원시의 자연에는 화석식물 위주로 7품종 1,519주, 정글의 

풍경에는 열대우림지 식물 위주로 18품종 1,681주, 인류의 선택에는 선인장 및 다

육식물과 채소류 등 8품종 345주, 총 62품종 3,647주를 식재하였다. 

그림 2-153  <정원 속의 자연> 구성

또한, 희귀자연물을 공간 콘셉트에 어울리게 배치하여 킬러콘텐츠로 활용하고, 국

내에서 보기 힘든 수종을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

고자 하였다. 『어린왕자』 속의 바오밥나무를 비롯하여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울레미 소나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종류인 미인수, 석가모니의 

나무 인도 보리수, 열매가 딸기처럼 생긴 스트로베리 트리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희귀자연물을 배치하였다.

그림 2-154  <정원 속의 자연> 희귀자연물

② 우아미 화원

주최자 정원의 두 번째 전시는 선비의 여유와 기품을 체험하는 <우아미 화원>으로, 

540㎡ 면적에 『화암수록(花庵隨錄)』과 『산가요록(山家要錄)』,『양화소록(養花

小錄)』을 근거로 선비정신이 담긴 전통정원으로 조성하였다. 한국 전통정원의 아

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정원으로서, 조선시대 사대부의 화원을 콘셉트로 구성하였

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은 만물을 낳는다고 여겼으며, 인간은 자연의 마음을 물려

1 원시의 자연   

2 정글의 풍경

3 인류의 선택

1 2 3

바오밥나무

• 학명 : Brachychiton rupestris 

• 영명 : Baobab tree 

• 규격 : H5.0xR80

올리브나무

• 학명 : Olea europaea 

• 규격 : H3.0~3.5m

몽키퍼즐트리

• 학명 : Araucaria araucana 

• 영명 : Monkey Puzzle Tree 

• 규격 : H1.7m

미인수 

• 학명 : Chorisia speciosa 

•  영명 : Floss silk tree 

•  규격 : H5.0xR70

울레미파인 

• 학명 : Woolemia noblis 

• 영명 : Wollemi Pine 

• 규격 : H1.7m

자이언트보틀트리 

• 학명 : Brachychiton rupestris 

• 영명 : Giant Bottle Tree 

• 규격 : H5.0xR70

대만고무나무 

• 학명 : Ficus retusa 'Panda' 

•  국명 : 대만고무나무 

•  규격 : H3.0xR50

덕구리란 

• 학명: Beaucarnea recurvata Lem 

•  영명: Pony Tail Plant, bottle palm, 
           elephant-foot tree 

• 규격 : H4.0×R1200

부겐베리아 

• 학명 : Bougainvillea 

• 영명 : Bougainvillea 

• 규격 : H2.0x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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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자연관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우아미 화원은 자

연풍경식 정원에 따라 자연환경 요소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 풍속, 신앙, 사상 등을 

가미하여 전통정원에 담긴 불로문과 흙기와 등 다양한 오브제를 공간 콘셉트에 맞

게 배치하였다. 

서양보다 앞섰던 선조들의 정원에 대한 철학을 담아 ‘화원의 메시지 → 선비의 루 

→ 최고의 온실 → 화원산책 → 아름다운 바람’으로 이어지도록 공간을 구성하였

다.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을 위해 3~4m의 동선 폭을 유지하고, 동선의 흐름을 방

해하지 않도록 원-웨이(one-way)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내구성과 자연미를 강

조하여 표면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경화된 경화마사토로 포장해 안전하고 편안

한 관람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획전시의 모든 경계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여 석재

로 연출하였다. 연못은 전통방식을 따라 자연석으로 시공하고, 전시조경연출 부분

에는 자갈로 다짐하였다.

그림 2-155  <우아미 화원> 조감도 및 배치도

‘화원의 메시지’는 정원 안의 생태갤러리 우아미 화원의 초입으로 선비의 기품과 

여유를 강조하는 전시연출을 통해 전통정원을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며, ‘선비의 루’

에서는 『화암수록(花庵隨錄)』을 배경으로 선비들의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

第)에 대한 내용을 십장생을 비롯한 다양한 오브제 및 영상을 통해 화원의 볼거리

로 극대화하였다. 이어지는 ‘최고의 온실’에서는 17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전통온

실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하여 전통온실의 재료 및 전통온실의 축소모형을 배치하

였다. 또한, ‘화원산책’을 통해 선조의 즐김과 여유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트랠리스 

조경터널로 여유로운 숲 속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양화소록(養花小錄)』에 기

록된 꽃나무를 키우는 원예기술을 나레이션과 관련 이미지로 연출하여 선조들의 

원예기술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바람’ 코너에서는 선비정원 외에 서

민적 개념의 오브제인 돌탑정원을 통해 정성들여 돌을 쌓으며 가족의 건강 등 소

박한 소원을 빌던 옛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서낭당의 나무를 오브제로 한 인

공연출물을 설치하였다.

그림 2-156  <우아미 화원> 연출계획

③ 조경`공예산업관

조경산업관(1,043㎡)은 국내·외 정원 참가자 등 29개 업체가 참여하여 정원 및 조

경용품을 홍보하고 전시·판매하였다. 또한, 공예산업관(957㎡)에서는 48개 업체

가 참여하여 대한민국 공예대전과 연계한 전통공예와 명인·명장의 작품을 전시하

고 판매하였다.

 

1,2,3 화원의 메시지    4,5,6 선비의 루

7 최고의 온실    8,9,10 화원산책

11 아름다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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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예산업관은 격자 형태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순환형 동선체계를 갖도록 

하였으며, 진입부에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포켓 수공간으로서 석탑분수를 조성하

여 입구성 및 상징성을 부여하고 잔디와 청명한 수공간의 어울림을 통해 안락한 휴

게공간을 제공하였다. 분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석탑양식을 모티브로 방형의 형태

로 디자인하여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공간에 생동감과 편안함을 부여하고 대기공간 

및 포토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경·공예산업관 텐트 양쪽 공간에 대나무

를 식재하여 미니정원으로 조성해 한국적인 미와 여유를 나타내었다.

④ 식물공장(IT정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원 외에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정원과 IT를 

결합한 식물공장을 조성하였다. IT정원(식물공장)은 시설 안에서 빛, 온도 등 모든 

재배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자동으로 식물을 생산하는 인공 생육장이다. 박

람회 도입 시스템은 이동 가능한 모듈형 식물공장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및 원격

관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람객에게는 정원과 IT가 융합된 식물정원으

로서의 볼거리 체험장으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180㎡ 면적에 재배실(119㎡), 제어

실(27㎡), 입구(11㎡), 판매대(23㎡)로 구성하였으며, 식물공장 내에는 딸기, 인삼, 

상추, 꽃 등 볼거리 식물 등 32종을 연출하고, 연출을 위한 식물의 재배 및 작업관

리를 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림 2-159  식물공장 투시도 및 조성

2011년 4월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신기술 검증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 5월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며, 2012년 12월까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

크(USN)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식물공장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사업시행 및 인력제공은 주관기관인 순천시 농특산물유통영농조합이 담당하고 순

천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참여하였다. 원격제어시스템을 활용한 이동형 식

물공장 개발 및 판매를 내용으로, 1차 년도(2011년 5~12월)에는 통합관제시스템, 

육묘출하시스템 등 모듈형 생산지 식물공장 시스템 개발`구축 및 전시, 2차 년도

(2012년 1~12월)에는 1차 년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생산의 이동형 소비

지 식물공장 개발 및 전시`판매를 진행하였다.

⑤ 참여정원

참여정원은 국내·외 도시, 기업, 작가 등이 참여하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참가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원, 참가도시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드러

내는 정원,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의 정원,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정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원, 한번쯤 이런 정원을 가진 곳에서 살고 싶은 마

음이 들게 하는 정원, 60여 개의 참여정원이 나타내는 정원의 모습이다. 이러한 다

양한 형식의 참여정원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이 정원문화의 단초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참여정원 참가자 모집

참가자에게는 기본 면적 50~300㎡ 내ㆍ외의 전시장을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특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작가와 대학생 그룹의 활발한 참여

를 위해 공모를 통해 진행하였다. 2011년 1월부터 참여정원 유치·공모 및 전시·경

연계획을 수립한 후 실외정원은 2011년 10월 1일~11월 30일, 실내정원은 11월 22

일~12월 30일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실외정원 72개소(국외6개, 국내66)가 참여하였

으며, 실내정원 역시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정원디자이너 및 기업 등 

총 38개 팀이 응모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1~3차까지 

선호도 조사 및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각각 13개 작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그림 2-157  조경산업전시관 조감도 및 조성

그림 2-158  조경·공예산업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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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작품들은 정원디자이너, 대학생, 전문디자인회사 등 다양한 참가그룹의 창의적

이고 실험적인 정원 모델들로, 이를 바탕으로 정원박람회장 내 전통양식의 정원과 

종적 다양성,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진 정원들이 조성되었다.

공모 외에도 다양한 기업 및 작가들의 유치활동을 통해 2012년 3월 참가신청 확정

자들을 대상으로 세부계획서 및 디자인 설계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그해 8월 참가

확정에 따른 협약 조성·지원이 이루어져 실외정원 35개소, 실내정원 26개소를 조성

하였으며,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토사(흙), 전기, 물, 기타 소모성 기본자재 등

을 제공하였다.

표 2-38  참여정원 조성현황

구  분 계 실내정원
실    외    정    원  

소  계 작  가 도  시 기  업 기  타

계 151 26 35 12 10 7 6

국외 25 15 10 3 5 1 1

국내 126 11 25 9 5 6 5

면적 13,710㎡ 1,610㎡ 11,700㎡ - - - -

■ 국외 반입물품 보세 운송·통관·검역 실시

국외 참가자의 경우 정원조성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 등이 손쉽게 반입될 수 있

도록 박람회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원활한 운송·통관·검역 등을 지원하여 

편익을 제공하였다. 

각 나라별 정원조성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 등의 반입이 지체될 경우 정원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 물건에 대해 관세를 유보

하고 신속하게 행정절차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여수세관의 협조를 받아 

박람회장 453,059㎡를 보세전시장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CJ대

한통운을 박람회 공식운송사로 선정하여 해외 반입물품을 원활히 운송하였으며, 

통관·검역 담당기관인 관세청 여수세관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네덜란드 등 9개 국가 12개 도

시 380품목(거북이, 식물, 정원자재 등)에 대해 27회에 걸쳐 물품의 운송·통관·검

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그림 2-160  국외 반입물품 보세 운송·통관·검역 

표 2-37  참여정원 공모 수상작

구     분 소     속 출 품 자 비   고 계

실외정원

대상(3)

에이트리, 박진구 김상윤 -

13개소

서울시립대학교 한승욱 -

Wilson McWilliam Studio Gavin McWilliam 영국

우수상(10)

(주)씨토포스디자인 이대영 -

건국대학교 김현주 -

Garden5090 권혁문 외 -

조경작업소 울 김연금 외 -

(주)그람디자인 오현주 외 -

순천대학교 송조현 외 -

(주)라이네쎄 하나금 -

조경디자인 린(주) 윤영조 외 -

Andy Sturgeon Garden Design Andy Sturgeon 영국

Jim Fogarty Design Pty Ltd Jim Fogarty 호주

실내정원

대상(1) (주)그람디자인 최윤석 외 -

13개소
우수상(12)

부농자재 김성곤 -

개인 박선희 외 -

가든작업실 민 주례민 -

(주)그람디자인 이동은 외 -

정원이야기 윤정선 -

바보아트디자인 김경미 -

에뛰드 아미 이규철 -

개인 이소연 외 -

개인 이나래 -

그린애드팀버 박아름 -

온누리플라워 & 가든 엄숙희 -

순천대학교 이민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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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정원

그림 2-161  실외정원 배치도

인도 볼리비아 중국 서안시 터키

일본 온유(溫柔)조경, (고즈키)조원 독일 라인마인대 Andy Sturgeon Jim Fogarty

Gavin McWilliam 서울대, 독일 라인마인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그림 2-162  실외 잠여정원 조감도

수원시

그람디자인

부산광역시

녹색조경

고흥군

씨토포스디자인

하나은행

에이트리

현대하이스코

라이온스클럽

SK

시립대학교

광주은행

조경디자인 린

환경부

한국조경수협회

코레일

건국대학교

K-water

조경작업소 울

범시민회의 전남새마을회

Garden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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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3  실내정원 도입부 

■ 실내정원

실내정원은 국내·외 26개 팀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식재를 조형물로 제작하였

다. 전체공간은 평면상 조경산업전시관보다 자유롭게 면적을 배치하였으며, 입면

에서 약 70m 길이의 전시공간에 약간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공간구성

으로 차별화하였다. 또한, 실내정원 도입부에는 참가자들을 다양한 꽃으로 형상화

한 행잉을 설치해 마치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는 듯한 풍경을 연출하였으며, 국내·

외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양각색의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친환경적인 재료로 

경계면을 구성하여 정원박람회의 특성을 살리도록 연출하였다.

그림 2-164  실내정원 배치도 

그림 2-165  실내 참여정원 조감도

노팅엄 TRENT 대학교(영국) 정원사의 작업실 오랑쥬리 틔움

수단 Amit Aggarwal(인도) AIPH 키스텔 케냐

담양군 한국조형연구소 온누리플라워&가든 산내들

이소연, 김효영 바보아트디자인 에뛰드  아미

스리랑카 홍콩 그람디자인 그람디자인(공모전 대상)

Loic Mareschal(프랑스) Thebaud Phillipe(프랑스 낭트) Sally Court(영국) 카누마시(일본)

일본 이즈미시(일본) 인터가든(바누아투) 세이셸공화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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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평정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전문가의 제한된 참여가 아닌, 온 국민이 함께하는 박람

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참여정원의 일환으로 한평정원을 조성하였다. 아울

러, 박람회장에 조성될 한평정원의 연장선상에서 한평정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참

여를 유도하였다. 

경연대회는 2012년 5월 25~27일 동천변에서 개최되었으며, 「2012에코지오페스티

벌」과 함께 열리는 경연을 통해 각자의 꿈이 담긴 작은 정원을 펼쳐 보였다. 참가자

는 4월 2~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나만의 개성을 담은 정원 

연출’이라는 주제로 50개소 한평정원에 대한 모집을 진행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하

였으며, 전문가 심사와 관람객 투표를 통해 초등학생 참가자에게 수여한 특별상을 

포함하여 총 1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에는 헌책과 서랍을 이용해 정

원을 가꾸는 것은 배움이며 즐거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의 「주경야독(晝耕夜讀)」이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매연을 소재로 환경오염에 대

한 경각심을 일깨운 「자연 속의 네 바퀴」, 건설 폐기물을 활용한 「블록 정원」 등 다

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수상자에게는 정원박람회장에 

한평정원을 만들 수 있는 우선 참가권을 부여하였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에는 국내 90개, 400㎡ 규모의 한평정원을 조성하였다.

(3) 오브제 연출

야외에는 기존 전시 가설구조물의 개념을 넘어 별도 페스티벌 개념의 콘텐츠를 도

입하여 박람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여러 작가들이 스토리

를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보기만 하는 전시물이 아닌 참여와 소통의 작품

이 되도록 오브제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정원산업계의 전시회에서 정원문화로 

콘텐츠 영역을 확대하고, 전시될 작품을 공모형태로 진행함으로써 정원박람회가 

미술계에 이슈화되어 보다 큰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의 제

작 및 설치과정을 함께 기록·전시하여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박람회 개장 전후  홍

보에도 활용하였다.

오브제는 ‘정원 속에 쉼’을 주제로 작가 7개소와 퍼포먼스 설치미술그룹 ‘마감뉴

스’의 그룹전으로 구성하였다. 작품은 국내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6개월의 준비기

간 동안 현장방문을 통해 여러 차례의 드로잉 검토와 협의를 거쳐 완성되었다. 자

연물과 공업제품, 일용품의 물체로부터 습관적인 용도와 의미를 제거하여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형식이나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제작된 

작품들이 주변의 환경과 공존하도록 함으로써 상생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은 2013년 2월 20일~3월 15일 설치하였다.

그림 2-167  오브제 연출계획

5. 화훼연출

1) 화훼연출 방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테마별 꽃의 정원 조성과 꽃조형물 제작·설치 등 예술성, 

창의성, 독창성이 요구되고 시기별, 화종 및 화색별 조화로운 배식과 장기간의 연출

에 따른 세밀한 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업체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화훼연출 디자인 및 설계, 시공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림 2-166  2011 한평정원 경연대회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2장  정원의 꿈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245244

2012년 3월 화훼연출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화훼연출 17개소, 꽃조형물 

16개점(대형 2, 중형 4, 소형 10), 화분 및 행잉 설치(가로화분280/ 걸이화분40/ 꽃

볼30/ 세계정원 화분연출80/ 수목화분70) 등 9,927㎡ 규모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

였다. 박람회 주제를 전달하고 정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는 독창적이고 예술

성을 갖춘 화훼연출을 기본방향으로, 박람회 구역 및 입구, 광장 등에 정원별 주제

와 행사목적에 부합하는 화훼 조경공간 및 꽃조형물을 조성하여 품격 높은 박람회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꽃과 문화예술을 접목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하는 계

절별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

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7명의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 2012년 

5월 접수를 진행하여 (주)에버택을 선정함으로써 2012년 6월 14일부터 박람회장 

화훼연출사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화훼연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2년 

5월 22일 순천대학교 강종구 교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및 고양꽃박람회 관계자

를 비롯한 15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어떤 꽃을 

식재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연출할 것인지, 어떤 볼륨감과 입체감을 갖고 연출할 것

인지, 어떤 사인물을 접목하여 표출할 것인가 등 다양한 내용이 토론되었다. 특히 

순천만이 갖고 있는 품종 및 국내 토종의 품종연출이 필요하며, 박람회가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꽃의 개화시기 및 기간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관리방법까지 준비해

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밖에도 꽃 수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39  꽃 소요량 (단위 : 본)

구  분 계 일년초 구  근 숙  근 비     고

계 2,472,528 1,835,966 459,580 - 103종 207품종

화훼연출 2,240,920 1,679,040 459,580 102,300 잔디 753㎡

꽃조형물 175,602 110,600 - 53,100 덩굴류 등 11,902본

화분 등 56,006 46,326 - 9,680 -

2) 구역별 화훼연출

(1) 콘셉트

화훼연출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박람회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오감으로 느끼는 축제의 장’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꽃들이 들려주는 지구이

야기’를 주제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꽃이 들려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스

토리텔링을 적용하였다. 

그림 2-168  화훼연출사업 스토리텔링

① 화훼연출

화훼연출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첫째_ 초장에 따른 입체적 식재기법을 적용하였다. 문양화단의 경우 같은 높이의 

초종을 선정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선형화단은 다양한 높이를 가진 품종을 식재하

여 점진적인 시점이동에 따른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_ 대비와 채도를 활용해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동선의 시·종점, 굴절점 등에는 

강조를 위해 원색대비를 이용해 배색하고, 노선변 등 조화가 필요한 곳에는 편안

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파스텔톤으로 배색하였다.

셋째_ 혼합식재를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문양화단 또는 강조가 

필요한 곳에는 단일 초종으로 효과적으로 연출하였으며, 노선변 등 편안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다채로운 파스텔톤의 품종을 혼합식재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

출하였다.

② 조형물 연출

조형물은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기존의 조형물과는 차별화되는 소재와 형태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환경문제와 자연과 인간의 상생문제를 주제로 한 카운트다운, 

기운생동, 대지의 요정 등 조형물을 연출하였으며, 획일화된 형태와 추상적인 형태

를 벗어나 벽면녹화, GRC 공법 등 다양한 공법과 기술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디자

인으로 연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69  꽃조형물 연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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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시기별 화훼연출 현황

구    분 주     요       화     종 본수(천 본)

계 튤립 등 103종 2,475

1차 (2012.11.26. ~ 2013. 4. 7.) 튤립 등 28종 603

2차 (2013.  5.  1. ∼ 5.12.) 버베나 등 31종 483

3차 (2013.  6.10. ∼ 6.20.) 백일홍, 맨드라미, 백합, 메리골드, 일일초 등 33종 81품종 361

4차 (2013.  7.10. ∼ 7.20.)  토레니아, 해바라기,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베고니아 등 33종 80품종 385

5차 (2013.  8.10. ∼ 8.20.) 천일홍, 에키네시아(숙근), 임파첸스, 코레우스, 석죽 등 31종 82품종 347

6차 (2013.  9.10. ∼ 9.20.) 일일초, 석죽, 국화, 가든 맘 등 20종 59품종 296

(4) 세부연출

화훼연출은 박람회장 진입로인 서문, 동문, 남문 입구를 비롯한 주요 동선 16개소

에 연출하였으며, 각 장소에 어울리는 꽃조형물 16개를 설치하였다.

표 2-41  화훼연출 조성지 현황

구  분 site 위   치 면  적(㎡) 조형물 설치 비      고

계 9,927

수목원 및 습지

소계 2,429

site-1 서문게이트 232 대-1 서문게이트-꾸루·꾸미1(별도)

site-2 수목원 입구 961

site-3 습지가로변 192

site-4 남문 입구 311 중-3, 소-2

site-5 전시온실 앞 733 중-1 

주 박람회장

소계 7,498

site-6 꿈의 다리 입구 379 중-1

site-7 주 동선로(세계정원) 2,506

site-8 네덜란드정원 1,518

site-9 참여정원 주변 572

site-10 바위정원 입구 672
중-1 낙지대왕

소-6 갯벌친구들

site-11 전시장 가로변 192

site-12 소망의 언덕 55

site-13 동문 입구 585 대-1 카운트다운

site-14 주 동선로(동문~) 442

site-15 도시숲 구간 299

site-16 도시숲 정원 274

(2) 구근류 1차 식재 선정품종

구근류 1차 식재품종은 4월 20일 박람회 개장에 맞춰 개화 가능한 품종을 선정하

여 개화시기가 4월 초~4월 중인 조생종, 4월 중~4월 말인 중생종, 4월 말~5월 초인 

만생종을 선정하였다. 또한, 투톤색 및 톱니모양을 가진 품종 등 세계적인 트렌드

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여 정원박람회 위상에 걸맞은 연출을 선보이고자 하였다.

(3) 계절별 화훼연출

화훼는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계절별로 달라지는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총 6회 교체식재를 계획하였다.

그림 2-170  구근류 1차 식재품종 선정

그림 2-171  계절별 화훼연출계획

4/20개막

홍보기간 ⇩  행락철

     10~20폐막

행락철 ⇩  휴가철

구분

튤립 금어초 백합 아스틸베 칸나 글라디올러스 국화

초화전시연출
계획

초화류
유지관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4/10 ~5/10 ~6/10 ~7/10 ~8/10 ~9/10

1차식재 2차식재 3차식재 4차식재 5차식재 6차식재

인력제초

병충해방제

시비작업

AutumnSpring Summer관수(여름철 집중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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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2  화훼연출 현황도

■숲 속으로의 정원(site-2) 

수목원 입구는 여러 종류의 수림을 체험하는 공간인 만큼 이와 연계하여 ‘숲속으

로의 정원’이라는 테마에 따라 단일품종으로 화훼를 연출하였으며, 꽃조형물이 없

는 대신 문양형의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면 형태의 화단에 화사하고 다채롭게 연출

하였다. 주요 시각적 결절지점인 만큼 색상대비를 통해 시각적 강렬함을 주고, 1차

로 튤립과 히아신스 등을 식재한 후 핵심관리지역으로 5회 교체(6회 식재)하였다.

그림 2-174  수목원 입구(site-2) 화훼연출계획 및 1차 식재

■습지를 바라보며(site-3)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인 습지 가로변에는 면 형태의 화단에 자연적 혼합식재와 

파스텔톤의 은은한 배색연출을 통해 자연스러운 패턴과 다양한 종을 혼합식재하

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하였다. 1차로 비올라, 튤립, 히아신스 등을 식재하

였으며, 주 동선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일반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4회 색재(3회 

교체)하였다.

■ 꿈의 정원(site-1) 

서문게이트는 ‘꿈의 정원’이라는 테마에 따라 진입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

여 환영을 의미하는 노랑계열로 배색하였으며, 자연형 혼합식재를 통해 점형 화단

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1차 튤립, 무스카리 등을 식재하고 핵심관리

지역인 만큼 5회 교체(6회 식재)하였다. 또한, 꽃조형물 ‘꿈의 정원’을 설치하여 미

래의 녹화기술 발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다양한 녹화기법을 통한 이상향

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소형 조형물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소

구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형과 소형을 조합해 한 장소에 스토리텔링과 결

합하여 연출하였으며, 서문과 동문게이트에는 ‘꾸루·꾸미’ 소형 조형물을 배치하

여 포토존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2-173  서문게이트(site-1) 조형물 설치 그림 2-175  습지 가로변(site-3) 화훼연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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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7  전시온실 앞(site-5) 화훼연출계획 및 1차 식재

■꿈의 다리를 건너(site-6)

꿈의 다리 입구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비, 새로운 생명을 담아 연출하였다. 문

양형의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화려한 색상의 배색으로 연출하였으며, 튤립과 히아

신스 등을 식재한 후 6회 식재(5회 교체)를 통해 계절별로 연출하였다. 아울러, 빗

방울 형태의 꽃조형물과 어울리도록 물의 파장형태로 디자인하였다. 함께 설치된 

꽃조형물 ‘봄비’는 새싹들을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봄비를 표현하였으며, 하부 화

단은 울림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2-178  꿈의 다리 입구(site-6) 화훼연출계획 및 1차 식재

■세계정원길(site-7)

주 동선로인 세계정원 구역에는 자연형과 문양형을 혼합식재하였으며, 선형이 반

복되므로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파스텔톤으로 배색하였다. 중요관리지역인 

만큼 5회 식재(4회 교체)하여 계절에 어울리도록 하였다.

■정원길 따라(site-4)

남문 입구는 ‘정원길 따라’ 테마에 따라 자연형과 문양형을 결합한 혼합형으로 식

재하였으며, 다채롭고 은은한 파스텔 톤의 배색으로 연출하였다. 선형의 화단에 경

사지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패턴으로 연출하였다. 또한, 꽃조형물 ‘달팽이처럼’을 

설치하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결국 자연과 인간에게 적응의 시간을 주듯 느리게 

변화하고 대처하자는 의미를 담아내었다. 일반관리지역으로 4회 식재(3회 교체)하

였다.

■기운생동(site-5)

전시온실 앞은 PRT정거장과 꿈의 다리가 연결되는 주요 지역으로, 축제의 장으로 

가는 길, 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이다. 따라서 ‘기운생동’이라는 테마를 부여하여 대

비를 통해 화려하게 연출하였으며, 문양형의 식재패턴을 적용하였다. 면 형태의 화

단에 튤립과 무스카리 등을 1차 식재하고 중요관리지역으로 5회 식재(4회 교체)하

였다. 꽃조형물로는 자연의 치유력과 인간의 노력 등을 콘크리트와 식물소재로 표

현한 ‘기운생동’을 설치하였다. 

그림 2-176  남문 입구(site-4) 화훼연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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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원을 따라(site-9)

참여정원 주변에는 자연형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은은한 색채로 배색하였으며, 점

형의 화단형태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하였다. 일반관리지역으로 4회 

식재(3회 교체)하였다.

그림 2-181  참여정원 주변(site-9) 화훼연출계획

■어린이정원과 함께(site-10)

바위정원 입구에는 문양형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위주

로 배색하였으며, 조형물 역시 어린이들을 배려하여 ‘낙지마왕’, ‘갯벌 친구들’ 등 

소형 꽃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무스카리, 튤립, 잔디 등을 통해 갯벌에서의 체험을 

재현하였으며, 특히 6개의 소형 꽃조형물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순천만 여름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순천만의 봄, 짱아, 짱순이, 방실이, 주먹대장, 칠게촌장, 꼬

막아주머니 등 갯벌친구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낙지마왕

이 공격해 오면서 위기에 빠지지만, 모두 힘을 합쳐 낙지마왕을 물리친다는 내용을 

담아내었다. 

그림 2-179  세계정원길(site-7) 화훼연출계획 및 1차 식재

■네덜란드정원(site-8)

네덜란드의 조경가 니크 로즌의 설계로 진행된 네덜란드정원에는 네덜란드 큐켄

호프정원의 문양형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튤립을 통해 화려한 배색이 돋보이도록 연

출하였다. 선형의 화단형태로, 중요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5회 식재(4회 교체)하였다. 

그림 2-180  네덜란드정원(site-8) 화훼연출계획 및 1차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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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입구(site-13)

동문 입구에는 문양형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화려하고 풍성한 배색으로 연출하였

다. 선형의 화단에 입구의 상징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형 꽃조형물 ‘카운트다운’을 

통해 현재 지구의 정원, 숲을 포함한 녹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과 상생해야 함을 상기시키

고 정원박람회의 개최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림 2-185  동문입구(site-13) 화훼연출계획

■꽃의 축제(site-14)

동문 입구에서 주 동선로에는 선형의 화단을 조성, 선형의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 

혼합식재와 파스텔톤의 배색으로 연출하였다. 특히 정형식재를 통해 강한 축을 강

조하였으며, 행잉을 설치하고 중요관리지역으로 5회 식재(4회 교체)하였다.

■도시숲과 잔디의 장미원을 지나(site-15)

도시숲 구간에는 주 동선 사이의 화훼 띠를 만드는 선형의 화단을 조성하여 자연형 

혼합식재 및 혼합배색으로 튤립, 무스카리, 비올라, 디기탈리스, 프로틸라리아 등을 

식재하였다. 특히 한국형 잔디구간인 만큼 배경색과 잘 어우러지도록 연출하였다.

■호수정원을 바라보며(site-11)

순천호수정원이 보이는 전시장 가로변은 자연형 혼합식재 및 다채롭고 화려한 배

색의 선형 화단으로 디자인하였다. 노선에 볼륨감을 줄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였으

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배식하였다.

■소망의 언덕(site-12)

소망의 언덕에는 휴식과 함께 꽃과의 친밀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문양형 식

재패턴을 적용하여 원색의 강렬한 색상을 연출하였다. 잔디마당과 보색대비를 이

루도록 튤립, 팬지, 금어초, 비올라 등 점 형태의 화단에 원색의 초화를 식재하였으

며, 순천만의 갯골과 파도의 모양을 모티브로 연출하였다. 일반관리지역으로 4회 

식재(3회 교체)하였다. 

그림 2-182  바위정원 입구(site-10) 화훼연출계획 및 1차 식재

그림 2-183  전시장 가로변(site-11) 

                 화훼연출계획

그림 2-184  소망의 언덕(site-12)  

                화훼연출계획

그림 2-186  꽃의 축제(site-14) 화훼연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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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모형작품과 1억 송이 국화꽃들의 어울림을 통해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과 누림이라는 정원박람회의 부제가 담고 있는 어울림을 표현하고, 관람객들

과 꽃들의 어울림을 상징화하였다. 전시공간은 3구역으로 구분하여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 지역과 세계의 어울림, 나눔과 누림의 어울림을 담아내었으며, 전시화단의 

마운딩을 통해 국화작품들의 입체적 관람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6) 기타 조형물

식재를 통한 화훼연출 외에도 가로화분 280개, 걸이화분 40개, 꽃볼 30개, 세계정

원 화분연출 80개, 수목화분 70개 등 화분과 행잉을 통해 박람회장을 아름답게 연

출하였다. 화분과 행잉은 다품종으로 연출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3~5회 교체하

였다.

다.  

■도시숲 정원(site-16)

도시숲 정원에는 원색의 단일품종으로 선형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가장자리는 볼

륨감을 갖도록 연출하였다. 

(5) 국화전시

그림 2-188  국화전시 연출계획

가을철을 맞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클로버동산 

내 국화연출을 계획하였다. 가을국화전시를 통해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

한 자긍심과 가치를 전달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정원연출을 통해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만의 선진화된 아이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향대전은 ‘꽃들의 어울림’이라는 주제하에 62종 310점의 

그림 2-187  도시숲 구간(site-15) 

                화훼연출계획

그림 2-189  가로화단 및 행잉 연출



259258 259258

정원으로의
초대

Chapter 3

Suː m of the Wind

순천시민과 함께 정성껏 만들고 가꾼 정원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사람과 자연, 자연과 도시, 그리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어져 푸른 지구를 가꾸

어갈 수 있도록 순천시는 생태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주거, 교통 등 박람회를 통해 

도심 전체를 생태적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했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이벤트성 행사를 넘어 새로운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성장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에, 산업화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부드럽지만 강하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묻습니다

01 세계적 행사개최를 위한 정원박람회 홍보

02 정원으로의 초대, 관람객 유치활동

03 관람객 수용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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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만 시인의 시 「순천만」으로 제작한 ‘시가 있는 스카프’

01

정원으로의 
초대

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에 가보셨나요? 2013년 봄 순천만 일대에 자연이 빚어낸 지구의 
정원과 인간이 만든 생태정원이 결합된 예쁜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이 키우고 인간이 
가꾸어 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가 담긴 정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하
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시간은 행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세계적 행사개최를 위한

정원박람회 홍보

1. 홍보전략

1) 홍보ㆍ마케팅 기본방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박람회의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

각시키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도시 브랜드를 고려하여 홍보의 콘셉트를 자

연스럽게 ‘생태’로 설정하였다. 이를 기본방향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2013년까지 국민 1인당 3회 이상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인지도가 70%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단계별 홍보전략

박람회 개최에 대한 국내·외 홍보는 단계별로 설정하였다. 박람회 유치가 결정된 

초기에는 인지도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행사개최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박람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행사개최가 임박해지면 참여열기를 높여 박람회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  단계별 홍보전략

추 진 단 계 추 진 내 용 세 부 내 용

1단계(2010년)

박람회 개최 인지도 확산

• 홍보전략 수립

• 엠블럼 및 로고 확정

• 국내�외 언론 홍보

•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관람객 예측 분석

• 1단계(초기) 홍보물 제작

• 기반 구축(조직 및 인력 확충)

• 공식 스폰서 모집

• 언론 홍보 및 광고

• 국내�외 여론 주도층 운영 준비

• 관람객수에 따른 운영계획 확정

• 홍보인쇄물, 영상물, 인터넷 등

2단계(2011년) 

이해도 증진 및 여론 형성

• 개최효과 분석

• 본격적인 국내�외 홍보

• 참가기관 및 업체 모집

• 준비과정 언론 홍보

• 2단계(중간) 홍보물 제작

•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 유사 박람회,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참가업체 모집

• 개최 준비과정 및 현장답사 홍보

• 기존 홍보물 내용 보강 제작

3단계(2012년)

참가열기 확산 및 유도

• 국내�외 미디어 홍보활동

• 국내�외 행사참가 홍보

• 개최 1년 붐 조성 행사

• 3단계(최종) 홍보물 제작

• 미디어 적극 노출(홍보 및 광고)

• 전시회, 이벤트, 축제 등 참가

• 기념행사 개최

• 세부프로그램을 포함한 홍보물 제작

4단계(2013년)

관람객 유치 확대
• 현장취재 및 방송제작 지원

• 홍보 및 문화 이벤트 개최(온�오프라인)
• 행사장 현장 언론취재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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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한 인지도 확산 등에 주력하였다. 나아가 박람회 개최성과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대감을 고조시키고자 박람회 경제유발효과 및 이를 통한 순

천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단계(2011년)

2011년은 2010년에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시

기이다.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순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기 위

해 순천만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언론노출을 극대화하고, 박람

회 인지도 확산 및 관람의욕 고취를 위한 일반인 대상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

내 친환경기업 및 각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박람회 홍보를 강화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3) 3단계(2012년)

2012년은 박람회 개최를 1년 앞둔 시점인 만큼 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

확보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적 아젠다로 승격하고,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통해 해외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의 정부기조에 부합하는 박람회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생태�환경적 가치를 부각

시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순천시만의 지역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축제로 승

화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도록 국내발 해외송신 미디어를 활용한 박람회 보도 

및 국내주재 외신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재외동포가 참가하는 국제행사나 국제 규

모 행사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4) 4단계(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2013년에는 로컬홍보를 지양하고 전국적 홍보

를 통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이나 현장

보도형 프로그램 유치 및 지역방송국을 활용한 전략적 스폿광고를 추진하고, 온라

인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유도와 방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순천시, 

산림청, 전라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3) 단계별 홍보·마케팅 과제 

홍보�마케팅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정원박람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를 조기에 차단하고, 위기는 최

단시간 내 진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홍보활동은 그 효

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1단계에서부터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간접적인 홍보, 대중매체보다는 대중과의 

교감을 위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가면서 주 홍보대상인 순천시민들에게 정원박람

회 개최를 통해 발전하게 될 순천시의 미래상과 시민들이 얻게 될 혜택을 강조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1) 1단계(2010년)

2010년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하는 시기이다. 따라

서 정원박람회 EI 작업을 통한 아이덴티티 구축 및 홍보활동을 통해 순천시의 브

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홍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박람회 홍보마케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시민들의 방문유도 및 

온라인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리뉴얼, 일반시민 대면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박람회의 전국적 인지확산 및 관심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계 강화, 박

람회에 대한 우호적 지지표명이 가능한 전문가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언론보도 

및 온라인을 활용하여 박람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순천지역민을 대상으로 비용 대

비 효율성과 주목도가 높은 옥외광고를 실시하거나 박람회 주요 계기성 이벤트 고

표 3-2  단계별 홍보ㆍ마케팅 과제

구      분 단 계 별  핵 심  과 제 포 인 트

1단계(2010년)
•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순천시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

• 순천시 도시브랜드 홍보

홍보마케팅 인프라 구축

2단계(2011년)
• 박람회에 대한 관심 및 실체에 대한 기대감 고조

• 박람회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바탕으로 한 화제성 이슈창출에 주력
주요 포인트 마케팅 전개

3단계(2012년)

•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등의 과제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적 홍보 추진

• 박람회에 대한 관심 및 실체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전 국민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에 따른 혜택 부각

• 기대효과와 사전체험을 통한 바이럴마케팅

기대효과와 사전체험을 통한 

바이럴마케팅

4단계(2013년)
• 행사 전 타깃별 참여유도형 마케팅 강화

• 행사 중 언론(특히 방송)을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행사 후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이용한 순천시 브랜드 제고

대상군별 직접적인 

참여유도마케팅 + 유지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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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플랜에 따른 홍보방안

국외 미디어플랜에 따른 홍보방안

2. 홍보활동

1) 홍보물 제작 

신문 및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작위 홍보에 해당하지만, 리플릿 등 세

일즈프로모션은 홍보 대상에게 직접 전달하여 대상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원박람회 소개를 위해 용도에 맞는 각종 홍보물을 지속적

으로 제작하여 홍보행사 등을 통해 배부하였다. 초기에는 박람회의 개최배경 및 

의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점차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으로 구성하였다. 홍보행사 

4) 미디어플랜에 따른 홍보방안

지상파나 케이블 등의 TV는 도달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매체이나 비

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 붐업 단계에서 주력 미디어로 활용하고, 초

기와 중기 단계의 계기별 박람회 인지를 위한 미디어로서 인식 영향력이 높은 신문

과 옥외광고를 이용하였다. 국외 역시 초기와 중기 단계의 계기별 박람회 인지를 

위한 미디어로서 비용과 지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주한외

신과 여행사 팸투어에 주력하였다. 

표 3-3  기관별 중점 홍보사항

구    분 중   점       홍   보   사   항

산림청

• 주요 언론사 기획보도 및 수시 보도

• 전문가 릴레이 언론기고 및 인터뷰

• 공익광고, 자막광고

• 언론 프레스 투어 및 설명회 추진

• 전문잡지 이미지 홍보 및 산림청 뉴스레터 홍보

• 블로그 기자단 및 파워블로거 팸투어

• 온라인 홍보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전광판 광고 추진

전라남도

• 도내 지자체 관공서 박람회 홍보물 비치 및 게첨

• 광주·전남 캠페인 광고

• 반상회 사전협의회자료를 통한 박람회 안내 

• 직접관리 또는 이용가능한 동영상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도로전광표지판 포함)

• 도내 각종 축제 정원박람회 홍보 

• 도 출입언론 홍보  

순천시

• 출입언론 대상 홍보

• 범시민 4대 실천운동(친절, 질서, 청결, 참여) 전개

• 인근 지자체 참여 및 홍보 협조체계 구축

• 지역 담당제를 통한 홍보

조직위원회

• 방송협찬을 통한 전국프로그램 유치(예능·특집·현장보도형 프로그램)

• 대도시 대중교통 및 옥외광고

• 미디어데이, 미디어호프데이, 프레스센터 운영, 전문지 및 교양잡지 홍보, 언론브리핑 등

• 페이스북, 이벤트 홍보 및 웹툰, UCC 제작·홍보

확산방안

목표

캠페인

목적 

및 

구성

초기
(2009.1.~2010.12.)
순천 인지 중심 홍보

중기
(2011.1.~2012.6.)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체에 대한 기대감

후기
(2012.7.~2013.12.)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체 붐업

- 네이버 공동 프로모션
- 블로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UCC공모 및 확산을 위한 
  동영상 전문사이트 제휴

- 글로벌 Broad Caster 모집을 통한 
  홍보이슈 극대화
- 글로벌 Broad Caster 공모 블로그

- 바이럴마케팅(유투브, 구글어스)
- 드라마 PPL
- 온라인 생방송
- 글로벌 Broad Caster 공식 블로그

             브랜드 이미지

순천에 대한 긍정적 인지 유도

- 유명인사의 트래블 포토
- 순천 홍보블로거 운영
- 순천 UCC공모전

                   브랜드 이미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발적 관심 유도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플랫폼 구축
- 글로벌 Broad Caster
   (온라인방송국) 모집

                 브랜드 액티비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의명분 및 
가치 제시

- 글로벌 Broad Caster 운영

박람회의 의미와 구체적 가치, 
차별적 가치 전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활성화 
및 잠재 관람객 방문유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호기심 형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순천에 대한 긍정적 인지 유도

                   브랜드 이미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발적 관심 유도

                 브랜드 액티비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의명분 및 

- 네이버 공동 프로모션
- 블로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UCC공모 및 확산을 위한 

- 글로벌 Broad Caster 모집을 통한 
홍보이슈 극대화

- 글로벌 Broad Caster 공모 블로그

- 바이럴마케팅(유투브, 구글어스)
- 드라마 PPL
- 온라인 생방송

박람회의 의미와 구체적 가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활성화 

확산방안

목표

캠페인

목적 

및 

구성

초기
(2009.1.~2010.12.)
순천 인지 중심 홍보

중기
(2011.1.~2012.6.)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체에 대한 기대감

후기
(2012.7.~2013.12.)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체 붐업

- 주한 외신 초청 팸투어
- 순천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

- 바이럴마케팅(유투브, 구글어스)
-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외국민 대상 홍보 강화

- 글로벌 Broad Caster 공식 블로그
- 순천만 방문기회 확대를 위한 
   해외여행 패키지 개발
- 해외 유력 미디어

             브랜드 이미지

순천에 대한 긍정적 인지 유도

- 순천만의 자연생태학적 가치
   집중 조명

                   브랜드 이미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발적 관심 유도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플랫폼 구축
- 글로벌 Broad Caster 모집

                 브랜드 액티비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의명분 및 
가치 제시

- 글로벌 Broad Caster 운영

박람회의 의미와 구체적 가치, 
차별적 가치 전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활성화 
및 잠재 관람객 방문유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호기심 형성

그림 3-1  정원박람회 미디어플랜에 따른 홍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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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개책자 및 종합안내북 

정원박람회에 대한 소개 및 관람정보를 제공하고자 소개책자 및 종합안내서를 제

작하여 박람회의 의미와 미래를 알리는 데 활용하였다. 

2013년 3월 10일 소책자 10,000부를 제작하여 30인 이상 단체관람객에게 제공하

였으며, 박람회 개최 후에도 국문 2,000부, 영문 1,000부를 제작하여 박람회 개최의

의 및 목적, 순천만과 박람회장 소개 등을 담은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VIP를 비

롯한 전국 자치단체장, 협력여행사 등에 배부하였다. 120페이지로 구성된 종합안

내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구역별 정원이야기, 재미있

는 나무이야기, 박람회장 여행코스 및 박람회장 밖에서 만나는 순천의 생태관광지

를 다룬 여행가이드, 공식지정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의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및 정원박람회 소개를 위한 다양한 리플릿과 소개책자, 홍보영상, 화보, 만화 등을 

제작하였으며, 로고송·UCC·포스터 공모 등을 진행하였다. 

(1) 인쇄 홍보물 제작

① 팸플릿 

정원박람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조감도 및 이미지를 담은 리플릿은 각종 행사 및 

부스 또는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해 활

용하였으며, 참신하고 위트 있는 박람회 소개를 위해 만화홍보물을 만드는 등 노

력을 기울였다. 또한, 타 지역 사람들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나 순천만, 낙안읍성 

등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여 순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도록 3단, 6단 접이식 리플릿, 4면 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 및 내

용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3-2  정원박람회 국문(3단) 및 중�일어(6단) 리플릿

그림 3-3  만화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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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정원박람회 국문 및 영문 소개책자

그림 3-5  정원박람회 종합안내서

(2) 자연다큐멘터리 영화 「순천만 오페라」제작

순천만의 가치를 알리고 정원박람회 해외관람객 유치를 위해 순천만을 다룬 Full 

HD 자연다큐멘터리 영화 1편을 제작하였다. 해외방송용 자연다큐멘터리 영화 

「순천만 오페라」는  주제영상물 「달의 정원」과 함께 2011년도 문화부 ‘공공분야 

3D 영상콘텐츠 제작’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40분 내·외로 제작하여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 188개국에 송출하였다. [순천만 오페라]는 무려 2년 동안 순천만의 

다양한 색과 생명력을 담아낸 작품으로, 제작은 국내 대표적인 자연다큐멘터리 제

작자로서 「물의 여행(2008)」을 연출한 임완호 감독과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

랑TV)에서 담당하였다.

순천만 오페라

Prologue

작은 하천 몇 개가 모여 바다로 향합니다. 구불구불 흐르던 하천은 바다와 만날 즈음 드

넓은 갈대밭을 만들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던 갈대는 이곳에서 특이한 모양을 만듭니

다. 갈대와 갯벌이 만나 엄청난 공동체를 이루는 곳, 순천만 오페라입니다. 

4월 중순 낮 기온이 20℃를 넘기 시작하면서 순천만 공동체가 부산해졌습니다. 밀물이 밀

려오면 짱뚱어는 갯벌 굴속으로 들어가지만 말뚝망둥어는 쉴 곳을 찾아야 합니다. 공기호

흡을 하는 탓도 있지만 따뜻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밀물이 깊숙한 곳까지 밀려오면 농주

리의 칠면초 서식지도 봄을 맞이합니다. 갈대도 뻘 깊숙한 곳에서 줄기를 갯벌 위로 올려 

보냅니다. 뒤늦게 대대리 농부들도 벼농사를 서두르면서 순천만 색이 완성됩니다.

……봄이 오면 흑두루미는 떠날 때를 압니다. 3월 대부분의 흑두루미는 순천만을 떠났

고, 새끼 한 마리는 다친 어미 때문에 주변을 맴돕니다. 순천만에는 올해 흑두루미 700

여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100마리에서 7배로 늘었죠. 전봇대를 없애고 사람들

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다친 흑두루미를 치료해 날려 보냈습니다. 생명공동체를 위한 인

간의 노력 중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Epilogue

도시를 지나는 작은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순간, 생명의 노래와 춤이 펼쳐집니다.  끊임

없이 순환하고 정화하는 자연의 축복이 있는 곳. 달과 갯벌이 만나 생명의 향연이 펼쳐

지는 곳, 이곳이 바로 지구정원입니다. 

 글/구성/연출 임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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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람객 유치 홍보영상 제작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리 홍보영상 및 박람회 홍보영상, 그리고 해외 온라인 홍보

를 위한 7편의 영상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한국

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제작하였으며, 각각 네이버, 구글, 야후재팬, 

바이두, 얀덱스 등의 홍보사이트에 게재하였다. 그밖에도 박람회 3D주제영상 2D

버전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하여 방송 및 온라인 홍보 등에 대비하였다.

(4) 공식포스터 공모

정원박람회의 시민 참여 확산 및 인지도를 높이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포스터를 활용해 전국적인 홍보를 펼치고자 포스터 공모를 진행하였다. 전 국

민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주제인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표

현하거나 저탄소 녹색성장 표본 박람회, 정원박람회를 통해 꿈꾸는 미래세상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① 1차 공모

1차 공모는 2010년 10월 29일~12월 10일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원)·일반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공모결과,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총 176개 작품이 응모되어 정원박람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특히 일반부 포스터 당선작은 한국적 패턴을 이용해 세

계5대연안습지 순천만을 형상화하였으며, 정원박람회를 통해 펼쳐질 다양한 형태

의 생태정원을 한국의 전통미를 담아 심미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② 2차 공모

2012년에도 2차 공식포스터 공모를 진행하여 9월 28일~11월 16일 총 91개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전국적인 응모와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로 정원박람회 인지도 상승

의 홍보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접수된 작품들은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11월 29일 심사를 진행하였다. 작품은 정원

박람회의 생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이면서도 포스터의 문안 

및 비주얼 등에서 전국적인 홍보가 가능한 작품들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

람회 상징성, 생태적 이미지, 홍보 효과성, 창의성 및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한 결과, 응모작 중 최우수작으로 선정할 만한 작품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2차 공모에서는 전북대 대학원(산업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송하영·최미란 씨 작품

을 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순천만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박람회 전역이 큰 지도로 보이도록 디자인하였으며, 특히 박람회 프

로그램을 상징하는 다양한 체험존과 흑두루미·농게·짱뚱어·갈대·어린이·꽃 등

그림 3-6  1차 포스터 당선작

그림 3-7  2차 포스터 우수작

을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심사위원 협의에 따라 초

등부 심사를 거쳐 노력상 1점을 선정함으로써 응모에 참여한 초등학생을 격려하고 

선정배분에 적절성을 기하였다. 

표 3-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포스터 2차 공모결과

구   분 성   명 지 역 ( 소 속 ) 작 품 명

최우수상 미선정

우수상 송하영, 최미란 전북 전주시(전북대학교) 다양한 체험의 장

장려상
신해영 부산광역시 -

이상헌 경기도 수원시 2013 피어나라, 지구의 정원이여!

노력상
이은아 경기도 안산시 Roof Garden

장경민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남초등학교 3학년) 하늘과 땅이 공생하는 곳

이후 우수상 수상작을 수정`보완하여 순천만 보전의 상징과도 같은 순천만국제습

지센터 및 박람회장의 랜드마크인 순천호수정원의 조감도를 활용하거나, 아름다

운 순천만의 칠면초 실사를 활용하여 포스터로 제작�활용하였으며, 박람회장 조성

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부터는 순천호수정원의 실사를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3-8  조감도 및 실사활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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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에 정원박람회의 이해를 돕고 홍보하는 훌륭한 소재가 되어 주었다.

(7) 웹툰 제작 및 활용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소재로 한 참신하고 위트 있는 내용의 웹툰 및 웹진을 제

작하여 만화를 읽으면서 자연과 정원이 주는 사랑과 가치를 느끼도록 하고, 삶

의 에너지와 재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는 이메일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온라인 및 바이럴마케팅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8) 홍보기념품 제작

리플릿과 함께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활용도가 높은 손수건이나 볼펜 등 간단한 정보를 소개할 수 있는 상품으

로 제작해 행사 시 일반인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정원박람회의 EI ‘ECOGEO’를 활

용한 다양한 기념품도 제작하였다. 또한, 2010년 4월 14일에는 순천만을 배경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문안이 삽입된 ‘나만의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시

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등에 활용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개막에 맞춰 2013년 4월 19일에는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EI를 활용한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5) UCC 공모

인터넷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생태습지의 중요성을 세계인들

과 공유하고자 UCC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UCC 제작과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

의 공존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취지에 따라 공모작은 정원박람

회의 내용을 알차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녹색성장박람회이자 환경박람회로서의 의

미를 담은 스틸사진,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준 높은 작품발

굴을 위해 인터넷 배너광고 및 대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2010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작품을 접수하였다. UCC 공모에는 20

편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주제의 연관성 및 참신성, 활용성을 고려해 6월 

9일 총 18편의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우수작에는 페이퍼워크(Paperwork) 기법으로 정원박람회를 소개한 「자연에서의 

쉼」, 3D 사진기법을 활용한 「정원박람회의 힘」, 샌드아트(Sand-Art)로 자연의 소중

함과 정원박람회 개최의미를 전달한 「미래를 위한 도약 정원박람회」 등 3개의 작

품을 선정하였다. 이 작품들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정원박람회를 효과적으로 표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상작들은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6) 로고송 제작

UCC와 더불어 쉽게 들리면서도 정원박람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사가 담긴 로고

송 공모를 진행하였다. 순천시와 여수MBC 공동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

일까지 정원박람회를 노래로 표현한 창작물을 접수한 결과 60여 편의 수준 높은 

작품이 응모되었다. 4월 23일 심사를 통해 순천만과 정원박람회 관련 가사에 다양

한 리듬을 얹어 라디오용(20초)과 TV용(10초)으로 구분한 서주범 씨의 작품을 금

상으로 선정하였다. 당선된 로고송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홍보에 활용하거나 다

운로드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벨소리로 지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로써 언제 어디서나 정원박람회 로고송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EI와 함께 

그림 3-10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로고송 금상 수상작 악보

1  자연에서의 쉼

2  정원박람회의 힘

3  미래를 위한 도약 정원박람회

그림 3-9  UCC 공모전 우수작

1 2 3

그림 3-11  홍보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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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은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박람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

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개막 전에는 그간의 추진상황과 이슈를 중심으

로 보도성 홍보에 치중하고, 개막이 임박해서는 보도와 함께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광고는 최소화

하고, 공중파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박람회를 소재로 한 방송제작을 

유도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일간지 및 특간지, 잡지 등 언론매체별로 차별화

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3월 5일 시청에서 언론인 브리핑을 실시하여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보도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박람회 개최확정 시기부터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중앙 및 지방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기사화 및 방송을 통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인지도 확산과 관심

을 고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 TV 및 라디오 

①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각국의 

정원박람회 사례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기획 다큐멘터리는 독일과 

네덜란드,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정원박람회가 관람객을 위한 전시뿐만 아니라 도

시의 얼굴을 바꾸고 화훼�조경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담았다. 나아가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세계 유일의 생태정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환경 

그림 3-12  출입 언론인 브리핑

그림 3-13  뉴스 및 시사프로 보도장면

브랜드로 육성하고, 21세기형 생태정원을 국가별로 조성함으로써 범지구적 인간 

정주환경에 대한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과정과 의

미를 재조명하였다. 

② 홍보영상(스폿) 제작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한 15~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전남지역 

주요 방송사인  KBS광주, 여수MBC, KBC와 MBN, YTN, CBS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전광판, 대중교통시스템 영상송출장치, 온라인 홍보 등에 활

용하였다. 순천만의 풍부한 생태자원과 함께 정원박람회를 홍보함으로써 박람회 

기간 순천 방문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③ 전국적인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한 루핑광고 

박람회 붐을 조성하기 위해 카운트다운 루핑광고 및 ID광고를 추진하였다. 개막 

D-100에 맞춰 KBS, MBC, KBC 등 지역방송국을 활용한 로컬루핑에 이어 D-30부

터는 KBS, MBC, SBS 등 전국루핑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정원박람회를 노출하였

다. 이후 박람회 기간 중에는 ID광고를 통해 TV 하단부에 박람회 관련 문구를 자

막으로 내보내거나 박람회장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였으며, 방송뉴스 배경으

로 정원박람회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④ 라디오를 통한 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

<라디오전국일주>(KBS1 월~금 14:30), <라디오여행기>(KBS3 매일 06:40), <농수

산오늘>(KBS1 매일 05:15) 등 공중파 라디오에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참여분위기

를 조성하였으며, 라디오 캠페인 및 시사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다. 

⑤ 방송프로그램 유치

박람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는 2013년에는 가장 파급력이 큰 방송매체를 활용

하여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추진하였다. 박람회장의 다양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체험형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박람회장과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제작을 

유도하여 순천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박람회 기간 주말 

및 휴가철을 겨냥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추억할 수 있는 박람회, 추

억을 만들 수 있는 박람회’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1박2일>, <짝> 등 인기 예

능프로그램을 박람회장에서 촬영 후 방영함으로써 박람회장의 다양한 모습을 홍

보하였으며, <KBS굿모닝대한민국>, <MBC생방송전국시대>, <SBS출발모닝와이드> 

등 정보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감 넘치는 박람회장의 모습을 집중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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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를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순천의 비전 및 개최효과를 조명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뿐만 아니라 월간잡지 『외교』 및 중국신문 등에 정원박람회

와 순천의 주요 관광지가 소개되는 등 해외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특히 월간잡지 

『외교』에서는 28만 시민의 작은 도시 순천시가 환경과 자연복원이라는 21세기 화

두에 부합하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

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박람회의 두 

모델로 평가받는 오사카 및 곤명박람회와 비교하며, 순천이 역대의 박람회들과는 

사뭇 다른 포지션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타 박람회들처럼 특정산업을

육성하거나 도시홍보를 계획하는 박람회가 아니라,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시민

들에게 영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종합적 생태 리모델링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

의 생태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개막 및 폐막 전 축제분위기를 형성하고자 <<KBS전국노래자랑>, <KBS열

린음악회> 등 전국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박람회장을 소개하고 출연자들을 통

해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⑥ 미디어데이 개최

2013년 4월 14~20일에는 한국기자협회(JAK)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및 새만금방

조제, 정원박람회장, 창원시, 포스코 등 현장취재지 4개소에서 세계기자대회가 개

최되었다. 세계기자대회는 세계 50여 개국 현직기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17일 정원박람회장의 현장취재가 진행되었다. 이에 동시다발적인 언론보도 및 방

송노출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세계기자

대회와 병행하여 미디어데이를 개최하였다. 

2013년 3월 산림청 및 전라남도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데이와 관련된 사

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도시 유력지방지 및 주요 해외언론사를 초청하는 등 

언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개막을 앞둔 4월 17일 국제습지

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언론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데이를 개최하여 다

양한 정원과 전시관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참석한 언론인들은 정원박람회 브

리핑에 이어 주제영상물을 시청한 후 정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

을 가졌다.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특징과 콘셉트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세계정원, 주요 테마정원, 한방체험관, 국제습지센터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유도하

였으며, 국가의 날 및 지자체의 날, 풍성한 문화`체험 콘텐츠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채로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였다. 

(2) 신문·잡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확정 직후인 2009년 10월부터는 신문�잡지 등에 이미

지광고를 실시하였다. 예산 여건상 전남지역민부터 홍보를 시작하여 지역신문 지면

광고에서 점차 범위를 넓혀 가며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광고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지를 통한 기획특집기사 및 보도

성 홍보를 실시하여 순천과 정원박람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1년 

10월 20일 중앙일보는 특집을 통해 세계적 여행안내서인 『미슐랭 그린가이드』에

서 한국 여행지 최고점수인 별 세 개를 획득한 아름다운 순천만을 소개하고, ‘세계

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도심

과 순천만 사이에 각종 정원과 수목원 등을 조성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

해 순천은 훌륭한 시민 휴식공간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며, 

나아가 생태놀이터와 습지정원을 갖춘 신 관광동력으로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그림 3-14  국내 신문보도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3장  정원으로의 초대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279278

3) 다중집합장소 및 대중교통을 활용한 집중광고

(1) 옥외광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 주요 대도시의 다중집합장소에 집

중광고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박람회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갔다. 공항, 터미널 

및 역사, 시내버스, 대형빌딩 벽면 등 다중집합장소 및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이미

지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공연장 및 대형빌딩에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람회를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인천지하철에는 객실 

내부 모니터에 봄 특집편 서비스를 방영하여 90초 분량의 프로그램을 일 20회, 월 

600회 방영하였으며, 공연을 활용하여 티켓에 정원박람회 배너를 삽입하는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여수엑스포 기간에는 여수박

람회장 동영상광고 및 여수엑스포역, 여수공항에 조명광고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

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3년에는 기존 장소는 효과성을 판단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되 접근성이 용이

하고 상주인구가 많은 인근 중소도시로 확대하여 박람회 초기 2~4월 동안 집중광

고를 실시하였다.

그림 3-15  중국신문 정원박람회 소개

그림 3-16  옥외 이미지 광고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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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다중집합장소 이미지 광고 1  여수공항 탑승대기실  2  서울지하철 잠실역 10번 출구

3  서울지하철 서울역 스크린 도어

4  부산지하철 남포동, 연산동, 부산역

5  서울지하철 1호선 스크린 도어

6  버스정류장

그림 3-18  KTX 역사 빌딩 동영상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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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금호고속터미널 10개소에 배너기 및 현수막 설치, 웹사이트 팝업광고를 실시

하고 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 정원박람회 홍보정원을 운영하였다. 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주)에서는 홍보 현수막�포스터�대형현수막 및 홍보 포토존을 설치하고 

동순천IC 등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밖에도 코레일, 무안공항, 사천공항, 우정사업본부, (주)하나투어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 등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응원하였다.

4) 인지도 확산과 관심집중을 위한 홍보

(1) 홍보관을 통한 입소문 홍보

2010년 6월 15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년여를 앞두고 정원박람회장을 미

리 찾아가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에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

이하였다. 디지털 홍보관은 자연생태공원 출구 쪽에 162㎡ 규모로 마련되었다.

홍보관 내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항공사진을 토대로 한 대형 패널을 전시하여 순

천시 도심에서부터 정원박람회장을 거쳐 순천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

며, 특히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위치한 정원박람장을 전시하여 순천만을 보전하고 

생태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비전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

다. 홍보관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터치스크린 방

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장애인과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설물도 배치되었

다. 특히 박람회 설계를 바탕으로 3차원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해 박람회장의 다양

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관람모드와 실제 비율로 축소된 박람회장 모형

에서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산책모드를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었다. 또한, 꾸루꾸미 색칠하기, 틀린 그림 찾기, 국가별 정원을 이해하기 쉽

게 사진과 특징으로 설명한 세계정원 이야기 등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정원박

람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다. 

홍보관을 둘러본 뒤에는 전자방명록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거나 순천

만에 대한 느낌을 남기고 자신이 작성한 글과 사진을 출력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원박람회를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전자방명록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연인,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 협찬광고(무료광고)

2013년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원은행 및 기업�단체들의 협찬광고를 병행

하였다. 

① 후원은행

■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전국투어차량, 653개 전 영업점, KTX 전 차량에 정원박람회 홍보동영

상을 상영하고, 전국 자동화기기(ATM기) 3,696대를 통해 홍보문구를 표출하였

다. 또한,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하나은행 모니터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였으

며, 하나-외환 LPGE 대회 기간 중 미국 골프채널을 통한 홍보, 홍콩 A-TV 홍보, 하

나은행 웹상이트 내 빅 배너 운영 및 호남영업본부 현수막 설치 등을 협조하였다. 

특히 박람회 개최 직전인 2013년 3월에는 전 영업점에 포스터를 게첩하고 리플릿 

10,000부를 배부하였다. 

그밖에도 아시아나항공 기내잡지인 『Aisana Entertainment』 4~6월호를 통한 홍보

를 진행하여 공항 및 패밀리 레스토랑 전국매장 등에서 배포하였으며, 기타 잡지나 

공연 리플릿 등 각종 후원협찬 매체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광주은행

광주은행 역시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힘을 보태며 

광주공항 내 대형 플래카드 2개, 광주고속터미널 홍보물 6개를 설치하였으며, 156

개 영업점 위성방송을 통해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였다. 또한, 전국 592대의 자동화

기기(ATM)에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웹상이트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용 

링크화면을 개설하였으며, 순천지역 전 영업점에 플래카드 설치, MBC, KBS 등 1일 

26회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였다. 그밖에도 협찬 및 제작하는 모든 광고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문구 및 로고를 표기하고, 2013년 4월 초에는 전 영업점 플래

카드와 배너 설치, 옥외 홍보광고 등을 진행하였다.

 

② 기관·단체 및 기업 

기관 및 단체의 협조도 이어졌다. 한국관광공사는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였

으며, KT 역시 광화문지사 사옥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웹사이트에 순천 관광지 소

개 및 정원박람회 배너광고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하이트진로 및 보해양조에서는 

주류 BACK라벨을 이용한 홍보를 비롯하여, 자체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홍보 현수

막 등을 게첨하였다. 운송업체에서도 힘을 보태며 (주)천일고속에서는 서울~순천 

외 35개 노선 192대에 차량 후면 래핑홍보 및 좌석 헤드레스트 홍보 등을 진행하였

으며, (주)금호고속에서는 765대 차량 내 동영상광고, 324대 차량 후면 외벽광고, 

그림 3-19  보해양조 후면 홍보문구 부착

• 면적: 162㎡

• 위치: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

• 전시시설: ECOGEO 이야기, 꾸루꾸미와 함께 떠나는 ECOGEO 세상, 한눈에 보는 

ECOGEO,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나들이, 손끝으로 이야기 하는 ECOGEO, 

와글와글!! ECOGEO 놀이터, 디지털 앨범, 전자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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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남승룡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홍보 

활동을 펼치는 정원박람회추진단

되었다. 그 외에도 세계산림과학대회, 환경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가 집중되는 9월과 10월에는 전

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박람회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홍보효과가 높은 대규모 

행사에 선별적으로 참가하여 방문객들에게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순천시 관광지

까지 홍보함으로써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박람회 기간 순천을 방문해야겠

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관람객들에게도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였다. 2010년 11월 5일에

는 「2010타이페이국제화훼박람회」에 참가하여 조직위에서 1개월간 홍보관을 운

영하며 해외관람객 유치 및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였

다. 또한, 2012년 5월 22~26일 영국에서 개최된 「2012첼시플라워쇼」에서는 「2011

첼시플라워쇼」에서 「해우소 가는 길」로 최고상을 수상한 정원디자이너 황지해 작

가가 디자인한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특히 첼시플라워쇼 홍보관은 엄격한 심사기

준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지금껏 국내에서는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으나, 정원

박람회 참여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원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다. 홍보관 운영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은 물론, 박람회장 ‘꿈의 다리’에 설치될 어린이 그림작품을 수집하는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0년 9월부터는 해설사의 체계적인 해설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관 이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해 순천만의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

다. 방문객은 평일 일평균 400명, 주말(휴일) 일평균 900명으로, 2011년 11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65,000명을 넘어서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홍보 역할

을 톡톡히 해내었다. 

(2) 홍보부스를 통한 방방곡곡 찾아가는 홍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

사에 참가하여 박람회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정원박람회

와 연관성을 갖는 행사의 경우 박람회 실제 수요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어 실질적

인 관람객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홍보방법에 비해 방문객과 상호

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박람회를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순천만갈대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낙안읍성민속축제 등 순천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물론, 타 지

자체나 단체의 전국 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주최 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직후인 2009년 11월에는 순천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인 「남승룡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37명의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전 직원이 순천 팔마경기장~순천역 구간을 왕복하는 5km 코스를 달리며 전국의 

마라토너 4,000여 명에게 박람회를 알렸으며, 2011년 11월에는 「세계와이크시티연

맹 서울총회」에서 정원박람회 내용을 보고하고 총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정원박람

회를 홍보하였다. 이날 보고는 와이크시티연맹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

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을 방증하는 것이었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그림 3-20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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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KBC라디엔티어링

2010년 3월 20일 순천만에서는 친구, 연인,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KBC라디오 생방

송 안내에 따라 순천만 곳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박람회 성공개최 열기를 

한데 모았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동안 퀴즈를 풀거나 장기자랑

을 펼치는 등 라디엔티어링을 통해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였다. 

③ D-500! 카운트다운 전광판 제막식

2011년 12월 6일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500일 앞둔 날로, 순천시청 로비

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정원박람회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고조시키고,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한데 모아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자 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기념행사에는 정원박람회 D-day를 나타낼  ‘카운트다운 전광판 제막식’을 비롯하

여 ‘제13회 예쁜엽서전시회’와 ‘성공기원 예쁜엽서보내기’ 등 박람회의 성공기원을 

염원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었다. 기념행사 후에는 시가지 조명등 점등식

이 진행되어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의 희망을 더욱 환하게 밝혀 주었다. 

④ D-365! 정원박람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2012년 4월 20일, 정원박람회 개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남은 1년을 어떻게 준비하

느냐에 따라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순천시민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시킬 필요가 있었다. 더 나아가 순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녹색

성장 도시모델로 부각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었다. 이에 정

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고 전국적 참여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

를 개최하였다. 

(3) 계기성 이벤트 행사

① 홍보 경연대회

2009년 12월 28일에는 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11팀이 참여하여 정원박람회

의 특징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만담, 연극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통해 홍보 경연

대회를 펼쳤다. 경연대회는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3-5  홍보부스 운영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회/62일 18회/78일 14회/49일 34회/175일 5회/41일

기후환경산업전

나주농업박람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남승룡마라톤 대회

농업경영인대회

도청전시회

부산CBMC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울진친환경EXPO

어린이날행사

낙안민속문화축제

아�태 잼버리대회

칠월칠석사랑페스티벌

순천만갈대축제

도민생활체육대회

남도음식문화축제

대한민국자전거축전

내나라여행박람회

국제불교문화박람회

광양항국제포럼

대한민국조경박람회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세계산림과학대회

F1코리아그랑프리

대한민국취업박람회

대한민국의학박람회

지역발전국제포럼

광주봄꽃박람회

낙안민속문화축제

JC 아·태대회

대한민국조경박람회

귀농귀촌박람회

전남농업경영인대회

한·중·일지방정부교류회의

순천대학교축제 

대구꽃박람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UEA 광주정상회의

전국노래자랑

순천시민의날

순천만갈대축제

광주봄꽃박람회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한민국조경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대구꽃박람회

ECO페스티벌

낙안민속문화축제

초등교장협의회

중등고교장협의회

정남진물축제

한국잼버리대회

세계생태관광총회

세계자연보전총회

서울국제걷기축제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전국나눔가득농산물서울장터

용산직거래장터

강서직거래장터

명량대첩축제

나주국제농업박람회

F1코리아그랑프리

팔마문화제

전남교육박람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경순중·고동문회체육대회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서울등축제

보행자의날

남승룡마라톤대회

대한민국풍력에너지대전

보성빛축제

광주봄꽃박람회

고양국제꽃박람회

정남진물축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산청전통의약엑스포

  

그림 3-22  홍보 경연대회

그림 3-23  KBC 라디엔티어링에 함께한

               시민

그림 3-24  D-500 카운트다운 전광판 제막식 및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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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D-100! 출근길 홍보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준공식을 갖던 2013년 1월 10일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가 개막 100일을 앞둔 날이었다. 순천의 미래 100년의 꿈을 담을 정원박람회 

D-100을 맞아 순천의 새 역사, 새 출발의 계기를 다짐하였다. 

시민과 함께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교통요충지 4개 지점을 중심으로 출근길 홍보를 펼

쳤다. 시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순천역 광장, 의료원로터리, 

조례사거리, 동순천IC 입구 등에서 정원박람회 참여국가 및 지자체 깃발 400개를 

활용해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마스코트인 꾸루`꾸미 행사를 병행하여 생동감을 

더하였다. 꾸루와 꾸미는 조례사거리 및 의료원로터리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

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정원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소망나무를 만드는 등 친

근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으로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염원하였다.

⑦ 설맞이 귀성객 환영행사 

민족의 고유명절 설을 맞아 2013년 2월 8일에는 순천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 

환영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순천시 공무원과 인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고향방문 환영인사와 함께 정원박람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달라진 고

향의 모습을 적극 홍보하였다.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고향의 정과 함께 정원박람

회 개최도시 순천의 출향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원박람회에 적극 참여해 주기

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그 외에도 선평삼거리와 동순천IC에서는 순천시 공무

원과 시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여하여 정원박람회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규

모 길거리 행보를 펼쳤다. 

KBS순천방송국 공개홀에서는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 동행의 기술’이라

는 주제로 콘서트 형식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시청에서는 조직위원회 

3차 총회를 갖고 부대행사로 전국 16개 시`도의 산과 강에서 가져온 흙과 물을 하

나로 합치는 합토 및 합수식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하였다. 또한, 순천만자연생태관 

잔디마당에서는 순천시장과 송영수 조직위원장, 순천대 김준선 교수가 참여하는

< KBC생방송투데이> ‘정원박람회 D-1년 성공개최’ 특집방송을 진행하는 등 참여 

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⑤ D-300! K-POP 축하공연

2012년 6월 24일 D-300을 기념하여 6월 20일 팔마경기장에서 성공다짐대회와 

K-POP 축하공연을 개최하였다. 기념식 및 성공다짐대회는 순천시민들의 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담은 성공다짐 릴레이 영상선언과 시민대표의 선언

문 낭독, 성공다짐 깃발 퍼레이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국내 정상급 아이돌 가수 

소녀시대, 달샤벳, 걸스데이 등 14개 팀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그림 3-25  D-1년 기념행사

그림 3-26  D-300 K-POP 공연

그림 3-27  D-100 출근길 홍보

그림 3-28  설맞이 귀성객 환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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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람회 행사의 효과적인 홍보와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단계적 웹사이트 개

편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20일 박람회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새로운 메인화면

을 구축하였으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구조로 변경하고 관광정보 등 

콘텐츠를 보강하였다. 이는 2012년 11월 22부터 27일 2,121명을 대상으로 관람객 입

장에서 웹사이트 메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메인화면의 변화를 

통해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전달하고 방문객이 최대로 접속하는 2013년 2월 

이후 최고의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박람회 개최 직전 4월 1일 웹사이트 추가 개편을 시행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박람회에 대한 소개를 기본으로 입장권 안내, 박람회 

공식지정업소, 편의시설, 사이버박람회 등 관람안내, 전시�행사안내, 생태정보, 관

광정보를 게재하였으며, 커뮤니티 메뉴를 통해 참여마당, 홍보자료실, UCC 뽐내

기, 소셜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정원박람회를 공

유하고 소통하도록 하였다. 또한 박람회가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각종 문의 및 민원게시물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고, 분야

별 소관 부서에서 정보관리를 전담하는 실명제를 추진하여 정보누락 및 오류를 방

지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외국어 웹사이트의 경우 2013년 2월 25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개편

하였다. 2011타이국제꽃박람회, 2012영국첼시플라워쇼 등 각국의 주요 사이트를 

분석한 후 외국인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문웹사이트와 차별화된 신규 사이트

로 구축하였으며, 간결한 디자인과 메뉴구성을 통해 해외의 저속 인터넷 환경에서

⑧ D-30! 정원박람회 4대 실천운동 범시민다짐대회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D-30에 맞춰 2013년 3월 21일 ‘정원박람회 4대 실천운동’ 범시

민다짐대회를 조례호수공원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각계각층

의 시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국제행

사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청결, 질서, 친절, 참여’

라는 박람회 4대 실천덕목과 시민 모두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실천하자

는 결의를 통해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붐을 조성하였다. 

행사에서는 박람회 4대 실천운동 참여와 성공개최의 염원을 담은 2013개의 풍선을 

하늘로 날렸으며,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원박람회에 보낸다는 의미를 담아 

마음을 엮는 인간 띠 만들기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연출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시민의 의식을 일깨워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5)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을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주요 홍보매체인 웹사이트뿐

만 아니라, 최근 신종 홍보수단으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블로그, 트위터 등 뉴미

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원박람회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타 방

문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및 이벤트, 선물추첨 등 홍보활동을 병

행하였다.

(1) 웹사이트 구축 : www.2013expo.or.kr

2009년 9월 8일 보다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재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원박람회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후 정원박람회 D-200을 겨냥하여 2012

년 9월 25일에는 인지도 확산 및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위

원회 등에 웹사이트 배너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1,053개소에 

웹사이트용 배너를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 웹사이트와 배너를 상호교류하여 효

과적인 온라인 홍보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웹사이트의 신속한 정보 업그레이드 및 

기능보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람회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3-29  정원박람회 4대 실천운동 

               범시민다짐대회

그림 3-30  www.2013expo.or.kr 2009년 

               9월 구축당시 웹사이트 메인화면

그림 3-32  웹사이트 개편(2012.12.20.)

그림 3-33  웹사이트 개편(2013.4.1.)

그림 3-31  웹사이트용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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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로그 및 트위터 개설

① 직원 블로그 경진대회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

하기 위해 직원 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

고 활발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원박람회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2010년 3월 12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5월 31일까지 블로그 제

작 및 운영결과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31팀이 참가하여 4,290건의 자료를 게재

하였으며 93,289명이 방문하였다. 블로그의 자료정리, 방문자 수, 검색 순위,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노력상 6팀을 

시상하고 상금을 전달하였다. 제작된 블로그는 정원박람회 웹사이트에 링크하여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매년 연동화 평가를 실시하였다. 

직원 블로그 경진대회는 지금껏 공무원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자치단

체의 대표 블로그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정원박람회처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

연대회를 개최한 것은 전국적으로 예가 없어 2010년 대회 이후 많은 지자체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었다. 이에 2011년에도 직원 블로그 대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5월

까지 9개 부서 블로그와 23명의 직원 개인블로그 등 총 32팀의 운영결과를 평가해 

우수부서 3팀, 우수직원 5명의 블로그를 선정하였다. 2011년 대회는 더욱 수준 높

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13,000여 건의 포스팅과 470,000여 명의 방문자를 기

록하였다. 

② 트위터 팔로우 이벤트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트위터 

등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정원박람회 홍보와 전 직원 및 시민의 팔로워 확보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키

고자 2010년 2월 트위터를 개설하였다. 이는 2013년 잠재 관람객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 양방향 소통 및 스킨십을 강화하고 정원박람회 인지도를 확산하고자 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순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U-정원박람회 기반을 구축하는 시작

이기도 하였다. 

③ 홍보 블로그 운영

블로그와 트위터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정원박람회의 홍보 마케팅을 다

각화해 나가면서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였다.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통해 15

명을 선정,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원박람회 홍보를 진행하였다. 신청 블로그 

중 일일 방문객수가 많은 순위로 선정하였으며, 본인 블로그에 정원박람회 관련 글

을 직접 작성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도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디자인은 국문사이트와 차별화되면서도 국

가별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중국어 및 일본어 사이트는 각국의 선호

색상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영문사이트는 정원박람회 EI 색상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향하에 디자인 콘셉트를 ‘새로운 정원문화’, ‘여가와 휴식’, 그리고 전라권

의 맛있는 ‘맛기행’을 중심으로 외국방문객을 유도하였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방

문목적이 쇼핑, 자연풍경, 음식 등의 순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정보의 접근성

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고 간결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현황파

악을 통해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2)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m.2013expo.or.kr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정원박람회에 대한 모바일 웹을 구축하

여 기존 포털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모바일 특성을 고려하여 재편함으로써 사용

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정원박

람회 이미지를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또한, 2월 25일부터는 스마트폰 접속을 

통해서도 정원박람회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

이션을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정원박람회의 모습을 화면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첨단 유비쿼터스 박람회(U-Garden EXPO)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모바일 웹사이트의 메뉴구성은 기존 웹사이트 메뉴구성 

방식에 아이콘을 활용한 퀵메뉴 형식을 조합한 형태로, 모바일 단말기로 접속할 경

우 자동으로 모바일 사이트로 이동하는 등 사용자 이용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그림 3-35  모바일 웹 & 스마트폰 어플

그림 3-36  직원 블로그 경진대회 최우수상

             ‘홍가네 이야기’ 

그림 3-37  공식 트위터

(http://twitter.com/ecogeo2013

그림 3-38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uncheon2013)

그림 3-34  외국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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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용하기 위해 연예인, 방송인, 음악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

며, 이들은 각종 토크쇼 및 신문잡지 인터뷰를 통해 박람회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TV이벤트 및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간접홍보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종 관련 

기관, 직능단체, 전문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홍보위원을 전국단위로 구

성하여 박람회에 대한 구전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홍보위원

에게는 정기적으로 박람회 소식을 제공하여 각자 위치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박람회 준비상황의 정기적 보도와 언론매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

체별, 시기별로 프레스투어와 프레스간담회를 실시하고, 중앙 일간지 및 전문지의 

여행전문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현장 초청답사(팸투어)를 실시하여 친밀도를 높여

나가고자 하였다. 

(1) 홍보대사 및 홍보위원 위촉 

① 홍보대사

홍보대사는 정원박람회의 브랜드 이미지가 어울리는 유명인사나 순천지역 출신의 

유명인사를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외에도 정원박람회를 알릴 수 있는 한류 인기

연예인을 우선 위촉하였다. 명예홍보대사 1호는 2009년 10월 31일 순천만 갈대포

크페스티벌 무대를 통해 탄생하였다. 방송인 김혜영 씨와 가수 추가열, 현숙, 남궁

옥분 등 4명을 위촉하고 위촉패 전달식을 가졌다. 김혜영 씨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쇼」를 다년간 진행하고 있으

며, 순천 출신의 추가열 씨는 순천만 홍보대사에 이어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를 자처

하여 위촉된 경우다. 홍보대사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자연스럽게 정원박람회를 홍

보하는 등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성악가 조수미,  장사익, 축구감독 히딩크, 순천 출신 축구선수 기성

용, 순천 선암사에서 출생한 조정래 소설가 등이 위촉되었으며, ‘트위터 대통령’ 이

외수 작가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소셜미디어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홍보대사가 정원박람회 알리기에 동참하였다. 2013년 4월 25일

까지 89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이들은 조정래 작가가 위촉식에서 건넨 말

처럼, ‘자연파괴가 인간파괴로 이어지는 현대문명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아 휴식을 취하고 우리 문화를 배워가기 바란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표 3-7  홍보대사 현황

위 촉 날 짜 성                       명

2009 10. 31. 추가열(가수), 김혜영(방송인), 남궁옥분(가수), 현숙(가수)

2011
5.   1. 조수미(성악가)

12. 10. (사)전남예총 회장단 17명

④ 정원박람회 공식 블로그 오픈

2011년 1월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정원박람회 공식 블로그를 

오픈하였다. 2010년 트위터와 해외홍보를 위한 구글 블로그, 페이스북을 오픈한 

데 이어 국내 시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정원박람회 공식 블로그 ‘꾸루꾸미의 

ECOGEO놀이터(http://blog.naver.com/gardenexpo)’를 개설하였다. 블로그를 통해 

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세계 각국의 정원박람회와 환경이야기 등 순

천시가 지향하는 정원박람회의 기본 모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⑤ 블로그 기자단 모집

공식 블로그 오픈과 함께 2011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학생과 여성, 노년

층, 외국인 등 계층별로 10명씩 총 40명의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였다. 다양한 계

층의 기자단을 통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원박람회의 생생한 소식들을 다양

한 각도에서 소개하여 계층별 눈높이 홍보를 실시하고, 박람회에 대한 다양한 이

슈를 담아냄으로써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이었다. 순천시민, 지역대학

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순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기자도 선

발하여 국내�외 홍보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였다.

블로그 기자단은 3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정원박람회 취재 블로그에 월2건 이상

의 포스팅을 진행하거나 정원박람회 소식과 순천의 흥미거리를 다룬 기사를 작성

하는 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관리하였다. 이들에게는 위촉장을 수여

한 후 순천관광지 투어 등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종 행사 시 초청 취재활동을 제공

하였다. 또한, 매월 우수기사를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지급 및 우수활동 기자를 선

발해 연말 표창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기자단 활동을 정상적으로 마감한 블로거

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블로그 기자단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

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나가는 역할

을 담당하였다.

표 3-6  SNS 운영현황

구   분 개설시기 개 설  사 이 트  

블로그 2011.  1. http://blog.naver.com/gardenexpo 

트위터 2010.  2. http://twitter.com/ecogeo2013

페이스북
2012.  2. http://facebook.com/ecogeoexpo

2010.12. http://facebook.com/2013exp

카페 2010.12. http://cafe.naver.com/ecogeoexpo2013

6)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홍보는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보다 그 폭은 좁지만 보다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홍보효과가 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효과의 이점을 최대

그림 3-39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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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서포터즈

2009년 9월 26일 대학생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

다. 발대식을 통해 순천대학교 관련 학과 학생 56명을 ‘박람회 대학생 서포터즈’로 

위촉하였으며, 2009년 10월 29일~11월 1일 낙안읍성에서 열린 「남도음식문화큰잔

치」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수보다 많은 8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2011년 9월 24일에는 조직위원회와 함께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개최된 기아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 참석하여 야구장 홍

보를 실시하였다. 13,000여 명의 관중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원 퍼포먼스

를 펼쳤으며, 특히 기아 조범현 감독과 이종범, 이용규, 김상현 등 주요 선수들의 캐

리커처 피켓을 통한 이색 홍보활동으로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3) 학생기자단

정원박람회를 학생들의 눈높이를 통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언론활동에 관심이 

많고 정원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학생기자단으로 위촉

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지역의 최대 프로젝트인 정원박람

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 12월 30일 제1기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통해 초등학교 4~5학년생, 중�고등

학교 1~2학년생 총 64명이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는 기자로 선발되어 6개월간 정원

박람회 소식 및 순천의 주요 행사 등을 취재해 기사화하고 자체적으로 기자단 카

페를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쓴 다양한 기사는 정원박람회와 각 학교 웹사이트 등

에 게재하여 박람회 소식을 알리는 데 활용하였으며, 채택된 원고는 순천소식지에 

싣거나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특히 학생기자단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취재기사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본 소양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참여율을 높이고자 

평가를 통해 우수 활동자와 좋은 기사를 선정해 시상하였다. 순천시 최대 현안사업

2012

1. 27. 오부규(북경 NEA-CON 대표이사)

5. 25. 장사익(가수, 국악인)

5. 30. 히딩크

7.   8.  기성용

7. 29. 요량, 회신위, 권동일

9.   3. 홍쌍리 명인(광양 청매실 농원대표)

9. 26. 유재건(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

9. 27. 조정래(소설가)

10.   4. 김원기, 김종석, 김홍빈, 백승일, 최세규

10.   9. 고찬석(호돌이문화재단 이사장)

10.  11. 이심(대한노인회 회장)

10. 13. 김춘곤(단국대), 양주동, 홍태영

10. 21. 이숙영(방송인)

11.   4. 강민(가수)

11. 16.
전국호남향우회 회장단 10명

강성재(한일문화교류센터 대표)

11. 19. 김광철(재경 광주전남향우회장)

11. 29. 정표수, 조상희, 박덕양, 조용환

12.   3. 조진이(JC Education 대표)

12. 10. 박상구(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장)

12. 17. 김우현, 김광태, 김남윤, 최재원, 에바포비엘

2013

1.10. 고도원(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1.18. 배무한(LA 한인회 회장)

2.   8. 김승일(테너)

2. 14.
이만기(전 천하장사)

구말모(재일전남도민회 회장)

3. 19. 최도자(전남어린이집연합회 회장)

3. 26. 다마오기 쇼고, 고바야시 후요

3. 27.
이외수(작가)

김선혁, 서경덕, 김홍신, 배도환, 선우재덕, 김흥국, 

김영호, 서기철, 이윤재, 염수연, 강민주

4. 22. 황홍승(대만가수)

4. 25. 여애련(홍콩작가)

계 89명

② 홍보위원

홍보대사 외에도 2011년 5월 13일에는 광주`김제`목포`익산`순천 등 한국폴리텍

V대학 총학생회 5개 단체, 9월 26일에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장 및 전남시

군지회장 22명을 실버홍보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후 재경순천향우회, 독도 사진

작가, 전 육군장교, F1대회 범도민협의회 부위원장, LonerKIT 밴드, 일본인, 사랑 실

은 교통봉사대 등 다양한 계층 및 연령층의 홍보위원을 지속적으로 위촉하여 2013

년 8월 17일까지 5개 단체을 비롯한 729명의 홍보위원들이 정원박람회 홍보에 동

참하였다.

그림 3-40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발대식 및 홍보활동

그림 3-41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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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기 위해 솔선하여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순천시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기자단의 활발한 활동과 정원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11년 6월에 

실시된 제2기 학생기자단 모집에는 3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면접 대기장을 

가득 메워 마치 취업 면접장을 방불케 했다. 이 가운데 127명을 선발, 제2기 학생기

자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기사와 사진, UCC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기

자단 카페와 교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원박람회 홍보에 한 축을 담당하였다. 카

페운영을 통해 홍보기사 426건을 게재하였으며, 22,000명이던 1기의 두 배가 넘는 

55,774명의 방문자수를 기록하였다. 

이들은 카페운영 외에도 정원박람회 시민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추석을 맞아 9

월 10일에는 순천역 광장에서 추석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꾸루와 꾸미 복장을 입

고 프리허그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홍보 리플릿 배부, 로고송 부르기, 정원박람회 

참여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제3기 학생기자단 84명, 제4기 학생기자단 92명 등 수많은 학생들이 대

한민국 구석구석 정원박람회를 알리는 데 동참하였다. 3기 학생기자단은 카페운영

을 통해 2기 대비 156%에 달하는 668건의 홍보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방문자수는 

229%로 127,726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기는 정원박람

회 성공개최를 향한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4) 외국인 서포터즈 

① 외국인 서포터즈 & 순천시민 영어자원봉사자들의 모임

2010년 5월 17일에는 본격적인 해외 홍보를 위해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20명

을 서포터즈로 위촉하였다. 정원박람회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외국

인들 위주로, 영국, 스페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 8개국 출신의 원어

민 강사, 유학생, 회사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된 서포터즈는 

국내 외국인과 자국의 기관·단체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국

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정원박람회를 전 세계에 알렸다. 외국인 서포터즈가 정원박람회에 대한 

현장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6월 5일에는 박람회 현장교육과 자연정원 순천만 탐방

을 실시하여 2013년 박람회가 열릴 현장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양하고 순천시의 비전과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통해 외국인 서포터즈들이 정원박람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순천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소개 및 정원박람회 자료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유쾌하게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였다.

아울러, 2010년 12월 18일에는 외국인 서포터즈와 순천시민 영어자원봉사자들이 

선암사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일대일 결연을 맺어 유대관계를 강화하였다. 순천시

민들로 구성된 영어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은 2010년 10월 제62차 AIPH 순천총회를 

준비하면서 구성되었으며, 외국인 서포터즈와 함께 해외 관광객들이 순천을 이해

그림 3-43  학생기자단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활동

그림 3-44  외국인 서포터즈 위촉식 및 현장교육

그림 3-42  제1기 학생기자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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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에코메이트로의 새로운 출발

2011년 1월 순천시민 영어자원봉사자들의 모임과 외국인 서포터즈는 정원박람회

의 동반자적 의미인 ‘에코메이트’로 거듭났다. 이들은 해외홍보 전용 인터넷 카페

인 에코메이트(http://cafe.naver.com/ecomate)를 통해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과 지인, 소속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였다. 

더불어 2011년에도 외국인 서포터즈를 추가 위촉하여 6월 30일 6개국 출신, 지역 

거주 외국인 17명을 위촉하였다. 외국인 서포터즈는 정원박람회 홍보 일원으로 참

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트위터, 페이스북, 학교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를 통해 자국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정원박람회를 알리는 박람회 전도사 역할을 하

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는 순천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계기이자, 고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외국인 서포터즈가 가세하면서 2011년 7월 17일에는 에코메이트 주최로 조

례호수공원 분수광장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에코메

이트 회원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

고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의지를 전달하였다. 

③ 외국어 서포터즈

2012년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국 대표단 및 해외 관광객에게 통역지원서비스

를 제공할 외국어 서포터즈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였다. 당초 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3월 23일 83명의 외국어 서포터즈를 위촉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서포터즈와 함께 박람회 개최 전까지 순천시 팸투어, 타 지

자체 벤치마킹 등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정원박람회 기본지식 및 자원봉사자로서

의 자질을 배양한 후 해외 홍보활동은 물론 각종 국제행사에서 통역 및 안내역할

을 수행하였다.

(5) SNS 서포터즈

박람회 개최를 한 달여 앞둔 2013년 3월 16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주제영상관에

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SNS 서포터즈는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정원박람회에 관심이 많은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

원서를 접수받아 모집하였으며, 발대식에는 일반인과 대학생 50명이 참석해 위촉

장을 수여하고 활동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SNS를 통해 전 국민, 전 세계인

과 소통함으로써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지구촌 축제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함께 즐기고자 하였다.

(6) 팸투어 추진

국내에서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관련 업계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전답사 형식으로 정원박람회를 소개하고, 순천

만과 낙안읍성 등 순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시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팸투어를 진

행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① 한국조경학회 및 한국조경수협회 전문가  

2009년 8월 26~27일에는 2009년 4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한 (사)한국조경학회, 10월 8일에는 (사)한국조경수협회 팸투어를 실시하여 박

람회장 부지와 순천만 등을 답사하였다. 조경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정원박람

회를 위한 학술적,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조경수 분야

의 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

한, 2010년 6월 24~25일에는 한국조경학회 자문단 팸투어를 통해 박람회장의 공

간배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양홍모 자문회의 단장 외 12인이 방문하

여 박람회 현장설명 및 순천만과 선암사를 답사하는 등 인지도를 높였다. 이들은 

박람회장을 직접 보고나자 정원박람회 개최가 현실로 다가옴을 느낀다며 더욱 실

현가능한 자문을 통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② 해외 홍보전문가 

2010년 4월 5~7일에는 남미 자전거여행기 『안데스 넘어 남미를 달린다』로 유명한 

해외 홍보전문가 김문숙, 에릭 베어하임 부부를 초청하였다. 이들 부부는 박람회

장 부지를 방문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순천만 탐방, 자전거 투어, 선암사 및 낙안읍

성`송광사`고인돌공원 등을 방문하며 순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해외홍보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표 3-8  외국인 서포터즈 현황

구  분 위촉일자 직     업     별 국       적 계

제1기 2010. 5. 17.
유학생(9), 원어민 강사(7), 

회사원(1), 다문화가정 주부(3)

영국(2), 캐나다(2), 스페인(1),

남아프리카공화국(3), 중국(4), 

필리핀(5), 대만(2), 베트남(1)

8개국 20명

제2기 2011. 6. 30. 유학생(5), 다문화가정 주부(7), 원어민 강사(5)
미국(3), 남아프리카공화국(3), 

필리핀(4), 일본(1), 중국(5), 베트남(1)
6개국 17명

그림 3-45  SNS 서포터즈 발대식

그림 3-46  한국조경학회 자문단 팸투어

그림 3-47  해외 홍보전문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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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방문하였다. 순천을 방문한 주한 외국대사에게 다채로운 순천의 문화와 

풍경을 알리고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인지도를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

는 계기가 되었다.

⑤ 한국관광공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고 적절한 마케팅 방법을 찾고

자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실 직원들을 초청, 2011년 12월 8~9일 팸투어를 실시

하였다. 이틀간의 팸투어 기간 동안 정원박람회장 현장을 방문하여 박람회장 조성

공사 진행상황과 향후 조성될 정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정원박람회의 

맞춤형 마케팅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무자급 현장방문을 통해 관광

공사와 조직위 간의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순천의 관광자원을 세계

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⑥ 한국사보협회 

(사)한국사보협회는 사보기자들과 취재, 기업방송 등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로 

구성된 홍보�커뮤니케이션 업계의 대표적 단체로, 약 800여 개의 업체가 회원사

로 활동 중이다. 2011년 12월 20일부터 1박2일간 한국사보협회 기자단 초청 팸투

어를 실시하였다. 박람회장 현장을 방문한 기자단은 순천만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시작된 정원박람회의 개최 의미와 조성현장 진행상황 및 향후 조성될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효과적인 국내�외 홍보방안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

였다. 

⑦ 외신기자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D-30을 맞아 서울주재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여 팸투어 

를 진행하면서 박람회장 인근 지역의 슬로시티(Slow City)와 생태관광지 등 볼거리

를 소개하였다. 팸투어는 2012년 4월 20~21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대

표 생태관광지이자 슬로시티인 순천만과 박람회장 조성현장을 둘러보았다. 

⑧ JCI 전국대회 국외참가자

[JCI아시아태평양대회]는 매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30여 개 국가에서 20,000여 명

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2013년 광주 행사에 방문하는 JCI 회원들이 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할 경우 외국인 관람객 유치뿐만 아니라 숙박 등 지역경제의 직

접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2012년 10월 5일에는 순천시장이 일본 

JCI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2013년 광주대회 기간 일본 JCI 회원들의 정원박람회 방

문을 요청하였으며, 6일에는 순천을 방문 중인 대만 JCI 회원들을 박람회장으로 

초청하였다. 또한, 충남온양에서 개최된 [제61차 JCI 한국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

③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2010년 10월에는 전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지구촌 소식을 보도하는 세계한인언론

인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29~30일 이틀간 순천을 방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취재하였다.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2002년 제1회 재외동포 기자대회에서 출발

해 현재 40여 개국 15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700만 재외동포들의 소통 

창구 및 지구촌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

주,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한인언론인들을 통해 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의 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한인언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효과 등을 설명하고, 정

원박람회장과 순천만, 낙안읍성 등 주요 관광지를 소개해 정원박람회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청행사를 계기로 지

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한인언론인연합회를 세계 각국의 정원박람회 

관람객 확보의 구심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④ 주한 외국대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9월 21일부터 

1박2일간 주한 외국대사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팸투어에는 브라질, 미국, 네

덜란드, 인도 등 9개국 15명의 주한 외국대사와 가족이 참석하여 순천만과 낙안읍

1

3

2

4 5

그림 3-48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초청취재 후 순천시 관련 보도1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순천 방문

2  호주 동아일보(2010.11.19.)

3  몽골 UB Korea Times(2010.11.22.)

4  중국 길림신문(2010.11.18.)

5  캐나다 캘거리 CNDream(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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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등반하기 위해 마차메 루트를 통해 등반을 시작, 2월 

1일 새벽 세찬 바람을 이겨내며 6시간여 만에 스텔라포인트(5,739m)에 도착하여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였다. 산악회 회원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

로 등반을 계획하여 킬리만자로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의지를 알려 

그 의미를 더하였다.

또한, 5월 16일에는 모아산악회 대원 19명이 동남아시아 최고봉인 말레이시아 보

르네오 섬에 위치한 키나발루(4,095.2m) 등정 발대식을 갖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 1,000만인 유치를 기원하였다. 5월 17일 등반을 시작, 5월 18일 새벽 6시 30분경 

전원 로시픽 등정에 성공하였다. 대원들은 등반과정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000만인 유치기원’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3) 자발적 참여, 순천매산여고 홍보단

2013년 2월 21일 순천매산여고 강당에서는 정원박람회 홍보단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정원박람회 홍보단’은 학교에서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결성, 재학생 및 인

솔교사 등 40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정원박람회 홍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활동의 경비까지 자비로 충당한 점은 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10개 도시를 방문해 주요 기관,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회]를 방문한 국외 참가자 33명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박2일간 순천만과 박

람회장 팸투어를 실시하여 정원박람회 방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⑨ 한국잡지협회 

2012년 11월 9~10일에는 (사)한국잡지협회 팸투어를 추진하여 조선매거진(주) 이

창의 대표이사 외 39명 등 잡지발행인 대표단을 초청하였다. 

7) 모두가 함께 뛰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 승주JC 정원박람회 홍보

2011년 6월 26~29일 열린 제61차 「JCI 아시아태평양대회」에서는 승주JC 회원 15

명이 22개국 50,000여 명의 JCI 회원과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승주JC 회원들은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제작하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통복장

과 한과 등을 준비하여 자체적으로 정원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서툰 영어

지만 열정적으로 정원박람회를 알리는 이들의 노력은 부스 방문자들로부터 ‘원더

풀’과 ‘뷰티풀’이라는 답을 얻어내기에 충분했다. 2013년 아시아태평양대회 개최

지로 광주시가 잠정 확정된 상황에서 광주지구 JC 회원들의 대대적인 홍보와 맞물

려 같은 해에 열리는 정원박람회가 홍보되어 그 효과가 배가되었다. 

(2) 킬리만자로와 키나발루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염원하다!

2013년 2월 1일 새벽 5시 40분경,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에 정원박람회의 성

공개최를 기원하는 염원이 펄럭였다. 순천 모아산악회 대원 5명이 1월 27일부터 아

그림 3-49  승주JC의 정원박람회 홍보

그림 3-50  순천 모아산악회 정원박람회 성공기원 키나발루 등정

그림 3-51  순천매산여고 홍보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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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

차량 35 km 정원박람회 및 순천만 주변 도로

도보 39 km 정원박람회 및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부 도보 코스

보트 3 km 순천만 생태체험선 탐방 코스

항공뷰 및 포인트뷰
항공뷰 525 spot

정원박람회장 및 관광10경
포인트뷰 218 spot

뮤지엄뷰 272 spot
순천만자연생태관 및 소리체험관, 한방체험관, 

국제습지센터, 식물공장, 조경산업관

스토어뷰 733 spot 정원박람회 1차 지정업소

(1) 그림지도

내부 도로 및 전시콘텐츠 위치를 GPS로 실측하여 반영한 일러스트 그림지도를 제

작하였다.

(2) 스토리텔링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교감을 나누며, 정원박람회의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였다. 단순 정보전달이 아닌 세

계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스

토리를 개발하였으며,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이 갖는 희소성, 대표성, 차별성과 

순천만 보전을 위해 출발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의미와 가치, 정원에 대한 소

개 등을 담았다. 개발된 스토리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

록 동화스토리북(2종)과 종합스토리북을 4개 국어(한�영�일�중)로 발간하여 관

람객에게 제공하였으며, 개발된 이야기는 정원해설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재미

있게 전달하여 이야기가 있는 정원박람회를 구현하였다. 

(4) 재경향우회원 「후원회의 밤」

2013년 2월 25일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후원

회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시장, 이중근 (주)부영회장, 김병

전 대사, 박경서 전 인권대사, 이종덕 직전향우회장 등 재경순천향우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순천시에서는 순천 미래 100년을 좌우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준

비사항과 관람객 유치 등 성공개최 지원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으며, 이날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후원회장으로 이중근 ㈜부영회장이 추대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하였다.

(5) 전남지방우정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기원 홍보퍼레이드 

전남지방우정청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을 대상으

로 우체국 문화상품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우체국 관련 세미나를 순천에서 개최하도록 유치하고, 우체국에서 입장권을 다량 

구매하는 등 정원박람회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3

년 3월 21일에는 정원박람회 개최 D-30을 맞이하여 광주 금남로에서 「순천만 국

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거리 홍보퍼레이드를 펼쳐 힘을 실어 주었다. 

8) 스토리가 있는 박람회를 위한 콘텐츠 구축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및 주요 관광지 등에 생태관광정보화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순천만과 박람회장에 정보화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스토리텔

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모바일 기반 스마트가이드 서비스 및 미디어보드 서비스를 

구축하여 첨단IT를 활용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생태관광 정보시스템

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순천시의 생태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U기술 융합을 통

한 정원박람회 및 순천시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홍보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3-52  전남지방우정청의 거리 퍼레이드

표 3-9 박람회장 콘텐츠 구축

항     목 수 량 단   위 대            상

그림지도 1 면 GPS 실측 반영한 박람회장 그림지도

스토리텔링(시나리오) 160 건 박람회장 전시콘텐츠, 10경�10미(4개 국어)

동영상 45 건 박람회장 전시콘텐츠

애니메이션 5 건 아동용 애니메이션

사진 1,987 면 공식지정업소, 박람회장 전시콘텐츠, 수목·화훼

그림 3-53  GPS 실측을 반영한 그림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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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세계정원, 꿈의 다리, 나무도감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등 박람회 주요 전시콘텐츠

에 대한 소개와 완공된 모습을 담은 동영상 45편과 아동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5편

을 제작하였다. 각 4분가량으로 제작된 아동용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아파트 앞 시

멘트 사이로 드러난 흙에 작은 씨앗을 심고 있던 주인공 아이들이 꾸루의 안내에 

따라 차가운 아스팔트와 건물로 꽉 찬 도시를 벗어나 정원박람회장으로 이동해 박

람회장을 둘러보는 내용으로, 정원박람회가 아이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0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현황

No. 제     목 수량 시 간 배 경 장 소

1 정원을 거닐다 1 04:03
빛의 서문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 나무도감원 - 에코지오온실 - 꿈의 다리 - 

메타세콰이어길

2 사랑과 호흡하다 1 04:01 하늘정원 - 야생동물원 - 물새놀이터

3 배움을 경험하다 1 04:20
지구동문 - 기획정원 - 실내정원 - 조경산업관 - 식물공장 - 약용식물원 - 참여정원 

- 한방체험관

4 세계를 탐험하다 1 04:01
태국정원 - 일본정원 - 영국정원 - 이탈리아정원 - 스페인정원 -  미국정원 - 

네덜란드정원 - 독일정원 - 중국정원 - 프랑스정원 

5  놀이공원만큼 신나요 1 04:03
야수의 장미정원 - 흑두루미 미로정원 - 동천갯벌공연장 - 순천호수정원 - 바위정원 

- 어린이놀이정원 - 잔디마당

(4) 사진

박람회장의 모습을 관람객들이 미리 접할 수 있도록 주요 정원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웨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관람객들이 박람회 지정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지정업소 홍보를 위한 업소별 사진촬영을 진

행하여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업소를 안내하였다.

(5) 사이버 가상투어

제한적인 오프라인 박람회의 성격을 개선하고 박람회 문화발전을 위해 모바일, 웹

을 통한 사이버투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이버투어는 기본적인 박람회 행사의 

일정, 날짜, 위치정보, 경로 등 정보검색은 물론, 박람회 웹사이트 콘텐츠를 제공함

으로써 박람회 홍보 및 박람회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2013년 4월 15~19일 항공뷰 촬영을 비롯한 로드뷰, 뮤지엄뷰 등 박람회장 촬영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사이버투어를 구현하였다.

① 항공뷰

항공뷰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정원박람회장을 50m 상공에서 촬영하여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거리 등을 가상현실시스템

(VR)과 연동하여 공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월 16~18일 실제 관

람경로를 따라 촬영을 진행하여 5월 15일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림 3-54  정원박람회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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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3장  정원으로의 초대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309308

③ 뮤지엄뷰

로드뷰가 실외를 보여준다면 뮤지엄뷰는 실내�외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뷰어로,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 특정한 공간이나 위치를 실제 관람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

다. 항공뷰, 로드뷰와 연동하여 박물관 주변과 그 외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실

제 박물관을 방문한 것보다 더욱 상세한 관찰이 가능하다. 

국제습지센터는 생태도시관과 생태체험관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실내정원 및 조경산업관, 식물공장은 실외에서 연출하기 어려운 조경예술

과 친환경 조경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정원이 창의적으로 연출된 기획 전시공간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한방체험관은 이동경로와 숲이 보이는 전경을 포함하도록 제

작하였다.

② 로드뷰 

로드뷰는 실제 거리를 고해상도의 DSLR카메라로 촬영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지도다. 360°로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은 자체 제작한 플래시 뷰어를 통

해 상하좌우 돌려보기 및 확대 축소보기가 가능하며, 원하는 지점에서 지도와 함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원박람회장의 로드뷰는 차량�도보�보트 등으로 이

동하며 촬영하였다.

그림 3-56  정원박람회장 항공뷰

그림 3-57  네덜란드정원 및 선암사 포인트뷰

그림 3-58  로드뷰 1  도보VR

2  차량VR

3  보트VR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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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목표관람객수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

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전국 단위의 기관 및 단체, 협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박람회와 연계한 여행사 관광상품 개발을 토대로 실질적인 

입장권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인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활용하여 순천만의 가치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갖는 의미를 알리고 주변 관광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정원박람회장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여행사 대상 순회설명회와 박람회장 팸투어,  

연계 여행상품 공모, 교육기관 방문 홍보,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장 

현장연수 및 사전답사, 맞춤형 홍보물 제작�배포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홍보방법

을 통해 전라남도 남단에 위치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관

람객은 한국관광공사와 관련 단체의 해외 네트워크와 적극 공조하여 국내에서 개

최되는 국제행사 참가자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언론 미디어와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2. 관람객 유치계획

1) 관람객 유치목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단 하루도 휴장 없이 6

개월간 개최된 국제행사로 개최지, 개최일수, 부지면적, 입지, 교통수단 등 기타 엑

스포와 환경여건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정확한 관람객 수요예측을 위해 직접 설문

조사 방식과 계량기법에 의한 예측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료관람객 342만 명, 무료관람객 58만 명, 총 400만 명을 관람객 

유치목표로 설정하였다. 목표관람객수는 관람객 유치방안 수립뿐만 아니라,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각종 시설의 적정 배치 및 수익사업, 회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기본지표로 활용하였다. 

박람회는 스포츠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많은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야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는 안팎의 힘을 모아 관람객 400만 명, 해외 관람객 12만 명을 목표로, 관람객 유
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정원과 
인간이 만든 생태정원의 어울림 속에서 쉼을 누리고, 나아가 21세기 인류의 방향에 대해 함
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정원으로의 초대, 관람객 유치활동

02

정원으로의 
초대

세상 밖에 펼쳐진 정원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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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바우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원박람회 관람을 유도함으로써 폐막 

시까지 보다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였다.

(2) 중점 추진사항

① 전국·도 단위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의 주요 행사유치

전국�도 단위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의 주요 행사가 정원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공공기관 329개소를 대상으로 회의나 워크숍, 각종 행사, 우수직원 포

상 연수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으며, 산림�원예�관광 분야 등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장소로 유도하였다. 또한,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시�도에 등

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0,523개소, 노인대학 및 복지관 등 노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

로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노년층의 여행이나 견학장소에 정원박람회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단체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공기업 티켓구매 및 전국 교육기관 연수프로그램 유치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정원박

람회 티켓을 구매하거나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저소득층 입장권 선물하기 등 구

매협조를 요청하였다.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 교육기관의 연수프로그

램 유치를 추진하여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 시`도 공무원연수원 등 과정별 현장학

습 운영계획에 정원박람회 반영을 요청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③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협력사업

공사의 국내관광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정원박람회 사이트를 링크하였으며, 여행바우처사업에 정원박람회를 적극 반영하

도록 요청하였다. 더불어, 관광전문기자 팸투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원박람회 

기사화를 추진하고, 토요학습 등 국내관광 프로그램이나 국민관광 활성화 관련 유

관사업에 박람회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④ 한국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관광협회, 한국교육여행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정원박람회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권역별 여행사 초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원박람회를  

표 3-11 관람객 유치목표                                                                            (단위: 명)

총 관람객수 내 국 인 외 국 인

4,000,000 3,880,000 120,000

2) 국내 관람객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공공기관, 기업, 민간 사회�

종교단체, 여행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1) 단계별 추진전략

① 사전홍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2012년 10~12월)

2012년 10~12월에는 사전홍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국 공공기관

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국�도 단위 주요 행사유치 및 직

원 후생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강화

하여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정원박람회를 연계하거나 웹사이트 링크 등의 홍보지

원, 관광 관련 협회와의 협력, 여행사 대상 설명회 및 박람회 여행상품 공모전 등을 

추진하였다. 

② 타깃그룹별 설명회 및 유치활동 전개(2013년 1~4월)

박람회 개최를 목전에 둔 2013년 1~4월에는 전국 공공기관 참여를 추진하여 직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티켓구매를 유도하거나 회의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유치에 

주력하였으며, 교육기관의 연수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중앙 및 시`도 공무원연수원 

현장학습 운영계획에 정원박람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 주

요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설명회 및 단체방문객 사전 팸투어를 추진하고, 주요 대

기업에는 입장권 구매협조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등 사회공헌사업 참

여를 요청하였다. 그밖에도 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상품화를 통해 자치단체 및 복지시설단체의 바우처 프로그

램에 정원박람회가 반영되도록 추진하였다.

③ 주요 행사 계기성 홍보 및 유치활동 지속(2013년 5~10월)

박람회 기간에는 온�오프라인 홍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접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와 연계해 홍보�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단체관람객

들의 박람회장 방문을 지원하여 현장방문 편의를 제공하거나 언론홍보를 통해 붐

을 조성하고, 전국 공공기관 및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

그림 3-59  전국�도 단위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의 주요 행사유치

서한문 및 홍보자료 발송
(2012. 11~12.)

사전답사 팸투어 지원
(2013. 2~3.)

박람회장 방문 지원 
(2013.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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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해외 관람객 유치목표

계 중국, 동남아시아 일 본 미주, 유럽 외국인 주민 기 타

12

(전체의 3.0%)

6.0

(1.5)

2.8

(0.7)

0.24

(0.06)

1.72

(0.43)

1.24

(0.31)

2013년 상반기까지 단계별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지역별 유치목표를 설

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 단체의 

해외 네트워크와 적극 공조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참가자 및 자치단체

의 해외 자매도시 참여유도, 언론 미디어 및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1) 단계별 추진전략

① 1단계(2012년 10~12월)

초기에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여행상품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외국 여행사와 언론

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관광박람회 참가 및 현지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정원박람회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

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도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2단계(2013년 1~4월)

박람회 개최 직전에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모객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언론 및 온라

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관련 단체와 국내 개최 국제

행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③ 3단계(2013년 5~10월)

박람회 기간에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방문해 실적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유치활

동을 독려하였으며, 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참가자를 대상

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2) 중점 추진사항

① 국가별 대상별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한국관광공사 본사 및 30개 해외지사와 공동협력을 통해 홍보 유치활동을 전개하

면서 국가별 대상별 맞춤형 유치활동을 병행하였다. 중국, 동남아시아 관람객은 크

루즈를 활용해 대규모 단체관람객을 유치하고, 일본은 후쿠오카 ↔ 여수 크루즈 

유치 및 부산 등 남해안권, 제주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주, 유럽 등은 AIPH 회원국 및 해외정원 참가국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은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국가별 대상별 맞춤형 유치활동을 통해 박람회 

기간 실질적인 관람객 유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개하고 입장권 판매정책, 단체관람객 편의시설, 인센티브 설명 등 상품개발 정보

를 제공하였다.

⑤ 여행사 정원박람회 상품 공모전 실시

관람객 유치를 위한 우수상품 개발을 위해 2012년 11~12월에는 정원박람회 상품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한국관광협회 등 관련 협회 회원여행사를 대상으로 상품개

발을 요청한 후 상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박람회 인정상품으로 홍보하였다. 선정

된 상품은 박람회 공식상품으로서 상품책자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박

람회 웹사이트에 등재하였다. 

⑥ 관광정보 DB 구축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시내와 인근 관광지에 대한 관광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주요 관광지, 교통, 숙박업소, 음식점 현황 등을 포함한 박람회 연계 여행상품을 개

발�홍보하였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정원박람회 지정업소 현황은 물론, 박람회 기

간 중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정책 등을 함께 소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⑦ 학생 관람객 유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

년 방문을 유도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장에 마련된 80여 개의 정

원을 비롯하여 선암사`송광사 템플스테이, 야생차체험관의 다도체험 등을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며, 순천만 뻘밭에서 아이들이 뒹굴며 짱뚱어나 게를 잡으면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성�창의체험과 생태체험의 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맞춤형 박람회 체험활동 

안내책자 및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 교육청, 지역 교장협의회 회의 및 연수와 연계

하여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은 1일 체험이 

가능한 광주`전남`경남권 중심으로, 초�중�고등학생은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

교육을 타깃으로, 대학생은 도내 대학 및 관련 학과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

였다. 

3) 해외 관람객 

해외 관람객은 전체 목표관람객 400만 명 가운데 3%인 12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

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의 관람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그다지 높

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순수 외국인 관람객 외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유치활동을 병행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매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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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한외국인 및 재외교민 대상 홍보

주한외국인 유치와 관련하여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국기업, 대학교 국제교류처 및 유

학생을 대상으로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주한미군 및 외국인 단체(클럽)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재

외교민을 대상으로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및 교민매체를 활용하여 광고 및 기사

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외동포재단 모국연수프로그램을 유치하거나 일본, 미국 

등 해외교민 전문여행사를 통한 상품개발 및 모객을 추진하였다.

⑤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적극 활용

산청세계의약엑스포(경남), 한상대회(광주), JC아시아태평양대회(광주) 등 2013년

에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 참가자들의 박람회 관람을 위해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

하거나 박람회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박람회 기간 중 환경과 생태 관련 국제회의 

및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하였다. 주최 측과 협력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를 유치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⑥ 지자체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도시 방문 유도

광주�전남지역 119개소, 전북�부산�경남지역 209개소, 서울 등 855개소 등 전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을 맺은 도시를 초청하여 정원박람회장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세계정원과 참여정원, 국가의 날을 홍보하였다.

⑦ 언론(방송) 및 온라인 홍보

일본, 미국 등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포매체를 통해 기사화 및 박

람회 광고를 추진하고, 아리랑TV, KBS World 등 국내 국제방송을 통한 홍보를 추

진하였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사이트 및 해외 포털사이트, 국제원예생산자

협회(AIPH) 및 박람회 참여국의 유관기관 등 박람회 관련 기관�단체의 웹사이트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였다.

3. 관람객 유치활동

1)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직위원회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8월 7일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협력체계 구축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여행사 및 언론인 연계사업을 추

진하였다. 2012년 10~12월 사이 중국 베이징과 산동,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등 

주요 여행사 및 언론인 팸투어를 추진하고, 현지 유력매체에 박람회 기사화 및 모

객광고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관광박람회 및 현지설명회를 추진하여 2012년 10

월과 12월에는 도쿄와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도시를, 2012년 11월에는 전라남도

와 공동으로 하얼빈, 대련, 북경, 상해 등 중국 주요 도시를 공략하였다. 아울러, 중

국 국제관광박람회(CITM)와 연계한 홍콩, 타이베이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2013

년 1~4월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박람회를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관광공사의 영�일�중어 등 9개 외국어 사이트에 박람회 소개 및 박

람회 웹사이트를 링크하고 공사의 해외광고 및 SNS를 통해 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공동 협력사업을 전개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공사 해외담당 실무자를, 2013년 

상반기에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외국유학생 블로거를 초청하여 투어를 실시하였으

며, 외국기업의 경우 방한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박람회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③ 관광 관련 협회와 공동협력

인바운드 관광을 총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람객을 유치

하고자 하였다. 2012년 10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인바운드 여행사 대

상 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 단체관람객 우대방안 및 여행사 유치보상제도 

등을 소개하고, 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회원사 팸투어를 추진하였다.

표 3-13  국가별 대상별 맞춤형 유치활동

국가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중국,

동남아시아

• 크루즈를 활용한 대규모 단체관람객 유치

• 실버층 및 학생단체 유치 등

• 정원박람회(서안, 곤명) 관련 기관, 업체 유치

• 부산 등 남해안권 및 제주 연계 관광상품 개발

2012.10~ 2013.3.

일본

• 후쿠오카 ↔ 여수 크루즈(비틀호) 유치

• 부산 등 남해안권 및 제주 연계 관광상품 개발

• 교포매체 광고, 교포전문여행사와 공동으로 교포 대상 홍보�유치활동 전개

• 정원, 생태 관련 유관단체 유치 등

미주, 유럽
• AIPH 회원국, 해외정원 참가국 대상 유치

• 교포매체 광고, 교포전문여행사와 공동으로 교포 대상 홍보�유치활동 전개

주한 외국인
• 관련 기관, 단체를 통한 홍보 및 유치
 (공관, 주재상사협회, 유학생협회, 외국인학교, 대학교 국제교류처, 외국인노동자단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2013.1~ 2013.10.

국제행사 참가자
• 국제행사 주관 국내기관, 협회 대상 홍보활동 전개
  - 국제행사 참가자 박람회 방문 추진

2012.12~ 2013.4.

기타
• 지자체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대상 홍보

• 산업체 연계 해외 산업시찰단 유치
2013.1~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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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은 순천만의 영구 보전, 

우리나라와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순천시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 원예산업 등 박람

회 관련 산업의 발전, 내�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 

공무원들이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며 함께한 것으로 박람회 홍보 및 

입장권 판매에 큰 힘이 되었다.

2) 국내 관람객 

(1) 한국관광공사 및 여행업계와 연계한 관람객 유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여행업협회, 여행사협회 등과 2013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 유치 협력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3차례 실시하였으며, 순회설명회, 

여행상품 공모, 팸투어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국 여행사에 공

문과 함께 모객활동에 따른 유치보상제도, 정원박람회 입장료 등이 포함된 안내문

을 발송하여 정원박람회장과 순천시 관광자원, 인근 지자체의 단체 숙박시설을 연

계한 관광상품 개발 참여를 유도하였다.

① 여행사 초청 설명회

전국 여행사 대상 순회설명회는 2012년 10월 30일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에

서 개최된 수도권 주요 여행사 초청을 시작으로 11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시행하였

다. 설명회에는 여행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12년에는 정원박람회 

홍보영상 상영 및 프리젠테이션,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

해도를 높였으며, 2013년 박람회 기간 중에는 가을철 박람회장 운영계획을 설명하

는 등 폐막 시까지 보다 많은 관람객들의 박람회장 방문을 유도하였다.

참여한 여행사에서는 순천만 생태체험선과 갈대열차 확충을 비롯하여 여행사 초

청 팸투어, 교통대책, 문화행사 일정 등에 대한 사전공지 등을 제안하여 박람회 관

련 주요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박람회 개최 전 여행사 초청 팸투

어를 추진하였다.  

(코레일)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정원박람회 입장권 판매, 열차상품 개발, 관광 전용

열차 운행, 철도수송력 증강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2) 국내 대표 여행사 

순천시에서도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 국내 대표 여행사와 협약체결을 추진

하여 2012년 5월에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체인 ㈜체스투어즈, 2012년 11월에는 

(주)하나투어와 관광업무 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여행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관람객 유치에 박차

를 가하였다.

(3)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및 여수공항 공동발전을 위해 2012년 9월 6일 순천시청 소

회의실에서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을 계기로 한국

공항공사 여수지사는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박람회 관련 공

항행사와 홍보물 설치장소 제공 등 홍보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박람회 기간 중 국

내�외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공노선 확충 및 항공기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을 이용해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4) 전국호남향우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150여 일 앞두고 전국호남향우회에서도 박람회 성공개

최에 힘을 실어 주었다. 2012년 11월 16일 시청에서 조직위원회와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전국 9개 시`도 호남향우회장,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대사 위촉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호남향우회는 각 지역 기관 및 

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여 박람회장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관련 단체의 야외행사가 있을 경우 정원박람회로 초청하거나 회원들의 인적 네트

워크를 활용해 입장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원박람회를 지원하

였다. 전국 호남향우회원들은 순천시민들의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입장권 예매 붐을 조성하고 범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

는 데 기여하였다.

(5)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연합 

2012년 12월 6일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합과 2013순천만국제정원

그림 3-60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및 

               시�도 호남향우회 회장단 
               업무협약

그림 3-61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합 업무협약

그림 3-62  권역별 여행사 초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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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선정 여행사 팸투어(2013. 1. 24.)

배부하였으며, 비즈미팅에 참석하여 여행사 및 수학여행 담당교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 단체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⑤ 여행상품 개발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및 손양원목사 선교유적지와 연계

하여 성지순례를 유도하고, 박람회장 방문객 인솔 등에 도움을 주고자 2012년 11월

부터 2013년 4월까지 17차례의 권역별 팸투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팸투어에

는 여행사 대표와 상품개발 담당 380여 명, 한국여행작가협회 작가 20여 명, 한국관

광공사 직원 40여 명, 교계지도자 100여 명, 관광전문지 기자 20여 명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순천만,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송광사, 

선암사, 드라마촬영장, 순천문학관,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전통야생차체험관 등

을 선택적으로 답사하였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며 박람회를 적극 홍보하여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

다. 또한,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정원박람회장이 도시의 정원으로 기능하여 순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정원문화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모았다.

 

② 2013여행바우처사업 유치 추진

전국 여행바우처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원박람회를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2013여행바우처사업에 정원박람회 관람 반영을 건의하는 등 협조를 부탁하였다. 

워크숍은 2012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

행바우처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③ 정원박람회 여행상품 개발

관람객들에게 박람회장과 연계한 여행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

을 추진하였다. 여행상품 개발은 국내(일반)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16개 광역�시�

도별 해당 지역에서 출발해 정원박람회장을 경유하는 여행상품과 여행기간 당일 

및 1박 이상 등 코스별 상품개발을 목표로, 2012년 11월 26일~12월 14일 공모를 

통해 진행하였다.

공모결과 38개사 148개의 여행상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순천만의 자연

경관과 옛 선조들의 역사와 남도문화가 담긴 상품, 정원박람회장과 남해안의 수려

한 관광자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품 등 수도권 53개, 부산`경남 15개, 대구

`경북 11개, 충청권 6개, 제주권 1개, 총 86개의 여행상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여

행상품은 조직위원회 웹사이트에 소개하였으며, 정원박람회 소개 및 기타 관광정

보 등과 함께 홍보책자 35,000부를 제작하여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배부하거

나 기타 여행사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하였다.

④ 내나라여행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2013년 2월 28일부터 3

월 3일까지 순천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정원박람회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여행상

품 안내책자 19,000부를 배부하였다. 특히 환경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여행

상품특별관 등 14개 홍보부스에서 정원박람회 안내책자를 동시 배부하여 집중적

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2월 28일에는 트래블마트에 참석하여 수학여행설명회 브

리핑 을 갖고, 체험학습`전라남도 수학여행`정원박람회 여행상품 안내책자 등을 

그림 3-63  전국 여행바우처 공무원 

               워크숍 설명회

그림 3-6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행상품 안내책자 

그림 3-65  내나라여행박람회 관람객 유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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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행사 팸투어(2013.3.4.) 전남지역 여행사 팸투어(2013.4.10.)

대전광역시 여행사 팸투어(2013.3.7.) 서울특별시 여행사 팸투어(2013.5.15.)

부산`울산광역시, 경남지역 여행사 팸투어(2013.3.11.) 한국여행작가협회 작가 팸투어(2013.4.4.)

광주광역시 여행사 팸투어(2013.3.29.) 한국관광공사 직원 연수 및 박람회장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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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전국 호남향우회 회장단 순회간담회 내역

일 자 방 문 대 상

2013. 7. 16. 진주호남향우회, 창원호남향우회

2013. 7. 18. 김해향우회, 김해서부호남향우회, 김해중앙향우회, 양산호남향우회

2013. 7. 23. 대전광주전남호남향우회

2013. 7. 25. 충남천안호남향우회, 충청서부지역호남향우회

2013. 7. 31. 전북호남향우회(노령회, 영산회, 보성군)

2013. 8.    8. 울산호남향우회

2013. 8. 12. 충북충주호남향우회, 음성호남향우회

2013. 8. 14. 강원도호남향우회, 원주호남향우회

2013. 8. 19. 대구경북호남향우회

2013. 8. 21. 제주호남향우회연합회

2013. 8. 28. 서울·경기·인천지역 호남향우회

2013. 9.   2.~6.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부산호남향우회연합회, 전북익산전남향우회

(3) 기관 및 단체 유치활동

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중앙부처는 산림청과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

동조합연합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

였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과 홍보영상을 발송하여 직원 

및 가족들이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전라남

도 각 실�과�소에서는 전국 및 도 단위 회의, 워크숍 개최 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

고 2013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는 등 적

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② 공공기관

공공기관 825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공문에는 기관·임직원 연수계획에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장 관람일정을 반영해 줄 것과 각 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 임직원

에 대한 정원박람회 홍보, 직원복지 및 사회공헌사업(저소득층 지원)의 일환으로 

박람회 입장권 구매, 전국 및 광역 단위 행사(회의, 워크숍 등)를 순천시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전달하였다.

③ 교육기관

전국 교육연수원, 전국 공무원교육원,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에 협조공문과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교육과정의 현장연수계획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수원 및 지방순회교육 과정별 교육 

전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연수원 현관입구에 포스터 게첩, 정원박람회 배너기 및 홍

(2) 전국 호남향우회 및 동문회 연계 유치활동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재경 순천중·고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

에 참석하여 250여 명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및 참여 협조

를 요청하였다. 이정우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면담을 통해 동문회 차원에서 입장권 

5,000매 구매를 약속하였으며, 별도로 기수별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동문회원 

소속의 회사 및 단체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박람회 개최를 앞둔 3월 18일 순천시와 자매·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전국 지

자체 및 호남향우회를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향우회원

들을 대상으로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등을 홍보하고 관람객 유형별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하절기 박람회장 관람을 유도하였다. 특히 7월 15일부터 9

월 6일까지 전국 시·도 호남향우회 회장단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재경호남향우회 

등 20개 호남향우회를 대상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박람회장 미방문 회원들

의 관람을 요청하였다.

그림 3-66  여행상품 개발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

그림 3-67  재경 순천중·고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

관광전문지 기자 팸투어(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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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융기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후원은행인 하나은행과 광주은행을 비롯하여 협

찬기관 농협의 전국망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입장권 판매를 전개하였다. 또

한, 전국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도 협조공문, 안내문, 홍보물을 발송하

여 임원�직원�회원들의 견학 및 교육장소에 정원박람회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

의하고 홍보를 요청하였다.

⑦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사회단체 등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중앙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 등록된 주요 사회단체 등 주요 기관과 단체에도 공문 및 안내문 등을 발

송하여 전 국민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방문을 유도하였다.

(4)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단 학생 유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 및 서한문, 체험학습 안내책

자, E-work Book 등을 발송하여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단 유치에 주력하였다.

 

① 맞춤형 체험학습 안내책자 제작·배부

학교에서 정원박람회장이 학생들의 체험활동 장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

다.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교사 25명이 참여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를 

연구한 후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통해 배우는 교과과정」 책자를 제작하여 학생

유치에 활용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학습 E-워크북을 제작하여 전

국 학교에 발송하였다. 또한, 정원박람회 소개 만화가 포함된 「순천만 여름이야기」 

책자를 제작하여 2시간권 이내 거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부하는 등 어린이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기타 박람회장 코스 안내도가 삽입된 원형의 물결 부채 10,000개를 제작하여 관람

객 유치에 활용하였다. 부채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에 

걸 수 있는 부채끈과 함께 제작하여 효율적인 관람안내 및 재방문을 유도하였다.    

보물 비치를 요청하여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전국공

무원교육원은 순회 출장방문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 교육생들의 현장학습장소로 

정원박람회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표 3-15  전국 공무원교육기관 방문내역

일 자 방 문 대 상

2013. 8. 26.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2013. 8. 27.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2013. 9.   5.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2013. 9.   6.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④ 종교단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정원문화와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 대표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이 출장방문을 통해 종단 차원의 관심과 홍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하였다. 2012년 6월 15,000여 명의 세계 불교도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우의를 다

진 「세계 고승 수계 대법회」, 2012년 7월 전남 동부지역 교인 3,000여 명이 참여한 

「복음엑스포」, 2013년 7월 전국 장로회 3,000여 명이 참여한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등 종교행사와 연계하여 정원박람회 안내 리플릿과 부채를 전달하며 정원

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복음엑스포에서는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를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되어 의미를 더하였다. 

⑤ 기업체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회 회원사 및 산하 기업을 

대상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여 보다 많은 기업 및 가

족들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림 3-68  종교행사와 연계한 관람객 유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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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두가 추천하는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교육기관에서 믿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

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원박람회장을 모두가 인정하는 학생들

의 교육의 장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학생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2년 11월 8일 (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 「글로벌 에코리더 100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체험학습 캠페인」, 2012년 11월 12일 전라남도교육청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연�생태 체험활동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으며, 2013년 2월 8일 전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과 녹색성장 체험활동 활성화」, 

2013년 3월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자연�생태 체험활동 활성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원박람회장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체험학습장으로 부각되었다. 이

를 계기로 전국의 학교에서 2013년 교육과정에 현장체험학습 또는 수학여행 코스

로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였으며, 교육기관 및 전국 중앙�도 단위 행사 시 정원박

람회 홍보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③ 교육기관·협의회 행사와 연계한 학생유치

시�도 교육청, 교육 관련 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전국�도 단위 교육관계자들의 

각종 연수 및 세미나, 회의에 참석하여 30여 차례 3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브리핑을 시작으로 홍보영상을 

상영하였으며, 체험학습 안내책자와 부채 등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홍보부스를 운

영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소 또는 수학여행 코스에 박람회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전국 보육교사 5,000여 명이 참여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비롯하여 한국

초등교장협의회 하계 연수(전국 초등학교 교장 5,000여 명),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하계 연수(전국 중·고등학교 교장 2,000여 명),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동계 

연수(전국 국·공립 중학교 교장 500여 명),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연수(전국 교육

장 등 250여 명), 한국중등여교장회 및 한국초등여교장회 하계 연수, 전남초등여성

교육행정연구회, 전국 대안교육 컨퍼런스, 시·도교육청 2013교육계획설명회와 월

례회의 등 전국을 순회하며 활발한 학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림 3-69  정원박람회 체험활동 안내책자 및 부채

그림 3-7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전라남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전국 학교장 하계 연수와 연계한 정원박람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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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장단(2012. 11. 22.) 남원시 교장단(2012. 11. 27.)사천시 교감단(2012. 11. 9.)

④ 교직원 순천만 일원 현장연수 및 사전답사

시�군�구 교육지원청과 지역별 교직원 모임 등을 통해 학교장과 교직원들을 대상

으로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일원에서 체험학습장 현장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정

원박람회장 방문이 예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인솔교사 사전답사를 통해 알찬 체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천만 일원 현장연수와 박람회장 사전답사는 420여 

차례 개최되었으며, 2,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림 3-71  교육기관�협의회 행사와 연계한 
               학생유치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2전국보육인대회와 연계한 홍보물 배부

전국 대안교육 컨퍼런스와 연계한 정원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경남교육청 정책관리자 회의 시 정원박람회 브리핑
대구 달성구 교장단(2012. 11. 30.) 경기도 교장단(2012. 12. 13.)교원능력개발평가 시·도 담당 장학사(2012. 11. 2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장단(2012. 11. 22.) 하동군 교장단(2013. 1. 4.)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장단(2012. 11. 14.)

해남군 교장단(2013. 1. 17.) 대구 동부 교감단(2013. 1. 23.)부산 동래구 교감단(2013. 1. 4)

서울 수학여행 담당 교사(2013. 2. 27.) 김제시 교장단(2013. 3. 21.)대구 서·남부 교감단(201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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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국 시·도교육감 순천 방문 

2013년 1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순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활용될 수 있도

록 추진하였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시작 전 사무총장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브

리핑이 진행되었으며,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 현장을 답사하였다. 참석자 대부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학생유치 지원에 동참하는 분위기였으며, 정원박람회 브

리핑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체험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건의하여 3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⑥ 교육기관 순회방문을 통한 개별면담 실시

전국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200여 개 기관을 방문하여 학

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지역에 정원박람회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찾아

가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호남지역에서부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박람

회 초기 학생관람 협조를 요청하였다.

⑦ 학생 봉사활동 실시 

학교와 연계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등

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봉사활동은 총 85개 학교에서 19,23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1~2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하였다. 

그림 3-72  교직원 순천만 일원 현장연수 및 사전답사

그림 3-73  전국 시�도교육감 순천방문 

그림 3-74  교육기관 순회방문을 통한 개별면담 1  광주광역시교육감

2  전라북도교육감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4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청 교육장

1

3

2

4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전문직(2013.3.30.) 경남 고성군 교장단(2013.4.4.)전라남도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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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관람객

(1) 2012년 해외 현지설명회 및 팸투어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 2012년에는 69회, 16,469명의 국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청 팸투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관광공사와 상해지사의 협조를 받아 진

행하였으며, 여행사 및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기간 실

질적인 해외 관람객 유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①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총회 홍보부스 운영

2012년 11월 23~29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시에서 개최된 「제24차 아시아�태평

양스카우트 총회」에서는 2012년 7월 순천시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협력 협약서

를 체결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정원박람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총회에는 28

개국 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장과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장 등 30여 명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단체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정원박람회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였다.

② 중국 강소지역 여행사 팸투어

2012년 8월 22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화동지역 3개성 12개 여행사 대표단이 정원박

람회장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였

으며, 9월 18일에는 중국 강소지역 여행사 대표단이 방문하였다. 특히 중국 동해에 

위치한 강소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자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며,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해

외관광에 대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한 지역이다. 방문단에는 강소성의 성도인 남

경방송사 기자와 MC가 동행 취재하여 중국 현지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

⑧ 청소년기관 등 유치활동

청소년기관�단체, 여행사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친환경 박람회

를 강조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는 임원과 전국 지구연합회 훈육위원장 및 사무국장, 

교사 450여 명이 참여한 한국스카우트 「2013전국리더스게더링 대회」를 비롯하여  

21개 지방·특수연맹 행사와 각종 청소년 관련 세미나�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정

원박람회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을 유도하였다. 또한, 

국립고흥우주청소년체험센터,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등과 연계하여 자체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정원박람회장 

관람을 포함시켜 전남지역 청소년이나  순천지역을 지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정원박람회장 방문을 유도하였다.

그림 3-75  학생 봉사활동

그림 3-76  2013전국리더스게더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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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 아랍 오만언론인 박람회장 취재 2

4. 20. 주한 외신기자 순천만 방문 70

4. 2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자단 초청 박람회장 취재 2

5. 10. 일본 발행잡지『코리아투데이』지사장 방문 2

5. 11. 일본 전통목각인형사범회 효영회 방문 20

5. 12.
일본 대형여행사 사장단 방문 8

세이셸공화국 대통령 방문 3

5. 17. 외신기자 방문(호주, 홍콩, 영국, 미국 등) 10

5. 21. 말레이시아 청소년지도자 방문 14

5. 24. 일본 동북지방 언론인 방문 5

5. 26. 오사카 물의 모임회 방문 4

6. 1.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 관계자 방문 3

6. 3. 사가현, 야마구치현 부지사 외 직원방문 10

6. 6. 한국 거주 일본인 모니터요원 방문 33

6. 8. 중국 고위직 대표단 방문 25

6. 11. 칠레 청소년지도자 방문 4

6. 18. 일본 스이타시 실내전시관 참여 관련 방문 2

6. 19. 중국 청소년지도자 방문 40

6. 21. 네덜란드 정부관계자 초청방문 20

6. 25. 중국 장춘시청 공무원 방문 8

6. 27. ~ 29.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연구원 팸투어 25

6. 30. 세이셸공화국 외교부장관 방문 3

7. 4. 중국 화동지역 여행사 대표 초청 팸투어 5

7. 5. ~ 7. 네덜란드대사 초청 팸투어 4

7. 20.
중국 영파시 기자단 및 공연단 초청 팸투어 80

한국관광공사 국제행사팀, 여행사 대표 팸투어 5

7. 21. ~ 22. 대만 교육관계자 팸투어 16

7. 24. 황지해 작가 초청방문 2

7. 26. 중국 청도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 팸투어 11

7. 27. ~ 28. 사가현청 공무원 방문 10

8. 4. 일본 여행업자 팸투어 15

8. 5. 일본 JTB큐수 사장단 팸투어 5

8.6. ~ 9. AIPH 임원 초청 팸투어 3

8. 12. 한국관광공사 사장 방문 4

8. 22. ~ 25. 중국 화동지역 여행사 팸투어 18

9. 17. ~ 20. 중국 강소지역 여행사 팸투어 18

10. 6. 대만 JC회원 팸투어 10

10. 19. ~ 20. JCI 임원진 팸투어 20

10. 20. 남도음식과 연계한 주한 외국대사 팸투어 30

10. 18. 사가현 조원협회 관계자 방문 3

10. 29. ~ 11.2. 칼푀르스터협회 회원 방문 3

10. 17. ~ 20. 중국 산동지역 여행사, 언론사 대표 팸투어 28

10. 23. ~ 26. 중국 북경지역 여행사, 언론사 대표 팸투어 18

10. 25. 일본 오사카 여행사, 언론사 대표 팸투어 25

10. 28. ~ 29. 중국 여행사, 언론사 여행상품 개발 팸투어 25

10. 29. 홍콩 여행사, 언론사 여행상품 개발 팸투어 13

11. 6 일본 크루즈사 대표 팸투어 3

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조하였다. 

  

③ 2012중국국제관광교역전 홍보부스 운영

「제12회 중국국제관광교역전(CITM)」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하

이에서 개최되었다. 중국국제관광교역전은 2001년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전으로 특히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인 동시에 한�중 우호교류의 해를 

맞아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의 초청으로 한국 측 관광분야 관계자, 지역관광협

회, 여행사, 미디어 등 80여 명이 팀을 꾸려 참가하였다. 전라남도에서도 홍보부스

를 운영하여 전 세계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알

리는 기회가 되었다.

④ 일본 후쿠오카 관광설명회

2012년 하반기부터는 급속히 냉각된 한·일 관계에 이어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일본인 관람객 유치에 더욱 신경을 썼다. 이에 2012년 12월 14일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일본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후쿠오카를 방문하여 일본 여행사, 언론사, 크루

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방문을 유도하였다. 

표 3-16  2012년 해외 현지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일 자 방 문 단 참 석

1. 4. 코스기조경회사 초청 팸투어 5

1. 16. ~ 18. 일본 고치현 관계자 방문 5

1. 27. ~ 28.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초청 팸투어 44

2. 5. ~ 6. 사가현지사 등 우호방문단 방문 68

2. 10. ~ 14. 순천호수정원 자문 릴리 젱스 방문 2

2. 29. 강익중 초청 순천방문 2

3. 9. 인도네시아 교육관계자 방문 20

3. 14. 일본 만국기념기구 자립한숲 재생센터장 2

4. 18. 한국관광공사 일본팀 언론인 방문 48

그림 3-77  중국국제관광교역전 전라남도 홍보부스 운영 및 인터뷰

그림 3-78  일본 후쿠오카 관광설명회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3장  정원으로의 초대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339338

론인과 여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박람회의 개요와 특징,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각종 

혜택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8회에 걸쳐 현지 TV와 라디오를 통해 정원박

람회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이슈화하였다. 이와 함께 재

미동포 101명을 홍보대사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많은 한인 동포들이 박람회 

관광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③ 동남아시아, 일본 도쿄 여행사 현지설명회 개최

2013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을 찾아 정원박람회 동남아

시아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전라남도 및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와 함께 지역 여

행업계와 현지언론을 대상으로 1월 14일 싱가포르, 1월 16일 태국 방콕, 1월 18일 

홍콩에서 홍보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와 병행하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1월 18

일과 19일 일본 교토를 찾아 현지 여행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관람

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11. 13. 중국 관광공사 상해지사 설명회 4

11. 14. 중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여행사 설명회 140

11. 15. 중국 항주지역 여행사 설명회 14

11. 16. 중국 상해 교민회, 유관기관 설명회 14

11. 17. 중국 상해지역 여행사 설명회 3

11. 15. ~ 18. 중국 상해 현지여행사, 일반인 설명회(350개 업체) 15,000

11. 24. 미국 LA 대한항공 대리점 여행사 대표 팸투어 13

11. 29. 일본 및 중국 여행업계, 언론사 팸투어 20

11. 3. 대만 여행사, 항공사 대표 팸투어 12

12. 2. 일본여행업협회 시코쿠지부 대표 팸투어 21

12. 5. 중국 하얼빈 여행사, 언론사 대표 팸투어 12

12. 13. 일본 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설명회 7

12. 14. 일본 후쿠오카 여행사 설명회 96

12. 27. 중국 산동성 청도시 관광설명회 50

12. 28. 중국 산동성 제남시 관광설명회 30

12. 29. 중국 강소성 강음시 관광설명회 100

12. 31. 중국 서안, 은천, 내몽고 여행사 팸투어 12

계 69회 16,469

(2) 2013년 정원박람회 집중홍보 및 관람객 유치

① 중국여행사 초청 정원박람회 팸투어 

2013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원박람회 해외 관람객 유치를 추진하여 

1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여행사 대표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원박람

회 팸투어를 진행하였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강`호남`귀주`복건`장시성 등 중국 내륙지역에 위치한 여

행사들이 참여하였다. 정원박람회의 홍보와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이 

없는 지역의 관광을 기피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3월 순천에 개장하는 시내 면세

점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였다. 이후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여행사

와 항공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확대하였다.

② 미주지역 홍보설명회 개최

2013년 1월 12일부터 9박10일간의 미주 정원박람회 홍보를 진행하였다. 홍보단은 

특히 정원박람회장에 개성이 뚜렷한 국제정원이 들어서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순

천시를 한국의 생태수도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각인시키는 데 주

안점을 두었다.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이어진 미주방문은 현지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되었으며, 한인회, 향우회,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을 통한 

순천시의 브랜드 제고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미주 상공인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뉴욕과 LA에서 5회의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7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언

그림 3-79  중국 내몽고 여행사 초청 팸투어

그림 3-80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및 한인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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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월 22일에는 중국 상하이 관광객 1,200여 명이 5만 톤급 크루즈선 스타호를 타고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였으며, 8월 12일에는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관광객 3,060

명이 광양항을 통해 입항하여 1,855명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상해 ↔ 여수, 후쿠오카 ↔ 여수 등 19차례에 걸쳐 30,000며 명의 중국인과 

일본인 관람객들이 크루즈를 이용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였으며, 천진 ↔ 무안, 

심양 ↔ 무안 등 전세기 170회 운항을 통해 중국인 23,000여 명을 정원박람회장으

로 유치하였다. 관람객들에게는 4개 국어로 제작된 박람회장 관람안내도를 제공

하고, 해설사 및 통역을 배치하여 관람편의를 제공하였다. 

⑦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참가자 유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광주 4회 1,700명, 여수�창원 3회 800명, 부산 8회 10,000명의 잠재 관람객들을 대

상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였다. 

특히 2013년 6월 13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0개국 15,000여 명이 참석하는 

「2013 JCI 아시아태평양대회」가 개최되어 3일간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홍보부

스에서는 JCI 아�태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안내 및 홍보물을 제공

하였으며, 마스코트 꾸루와 꾸미를 포토존으로 운영하는 등 정원박람회와 순천 주

요 관광지를 홍보하였다. 특히 정원박람회 관광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보여 스웨

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43명이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홍콩, 일본, 필리

핀 단체는 서울, 부산, 제주지역으로 여행코스를 선정하여 방한한 탓에 관광프로그

램 접수는 어려워 대신 하계 휴가장소로 적극 홍보하였다. 

④ 중국 상하이 현지설명회 및 팸투어

2013년 3월 4일부터는 중국 경제 중심도시 상하이시와 항저우시를 방문, 현지 여

행사 및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상하이 설명회에서는 남경시 중국

여행사, 상해환도여유투자관리유한공사와 정원박람회 기간 중 중국 관광객이 순

천시를 방문하도록 상품개발 및 홍보, 모객 등을 약속하였으며, 정원박람회 입장

권 20,000매 예매 및 지역별 대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상하이시

와 항저우지역 관광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중국 관광객을 태

운 전세기가 천진 ↔ 무안 등 매일 1편씩 취항하도록 하고, 여수항을 통해 크루즈 

선박 10여 편을 운항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4월 1~4일에는 중국 상하이 여행사 대표 16명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정원박

람회장을 방문해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다. 상하이 여행사 대표단은 순천에 머무는 

동안 정원박람회장과 선암사, 낙안읍성 등을 둘러보며 정원박람회 여행상품 개발

을 위해 현지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였다. 

⑤ 오사카 2013한국트래블페어 홍보부스 운영

2013년 3월 12일 오사카 중심부의 닛코호텔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일본 오사카지

사 주최로 「2013한국트래블페어(2013 Korea Travel Fair in Osaka)」가 개최되었다. 

서울에 집중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광 담당자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일본여행사들과 1:1 상담을 통해 저마다

의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스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성공적인 개최를 예감할 수 있었다.

⑥ 전세기 및 크루즈 이용 단체관람객 유치

전세기 및 크루즈 이용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품운영에 대해 국내�외 여행사 

대상 홍보 및 가이드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다. 해외 단체관광객들에게는 환영행사 

및 특별공연을 실시하고, 관내 숙박, 음식, 특산품 판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1  싱가포르

2  태국 방콕

3  홍콩

4  일본 도쿄

그림 3-81  동남아시아, 일본 도쿄 여행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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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오사카 2013한국트래블페어

설명회

그림 3-83  중국 크루즈 관광객 및 몽골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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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카이스트 유학생 방문

2. 22. ~ 24. 싱가포르 관광박람회 참가(53,344명, 방한 상품판매) 4,320

2. 27. ~ 28. 미국 LA한인회장단 팸투어 7

3. 4. ~ 7. 중국 화동(영파, 항주, 상해)지역 현지설명회 165

3. 12. 오사카 트래블페어 설명회 700

3. 15. ~ 17.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 90,000

3. 21. ~22.
중국 심양 여행사 팸투어 13

인바운드 여행사 팸투어 5

3. 23. 대구, 경북 중국인 유학생 답사 30

3. 25. 한국관광공사 일본팀 사전답사 3

3. 27.
일본 NHK서울지국 취재 3

하나투어 사전답사 32

3. 28.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전답사 30

3. 31.
중국 천진 ↔ 무안 전세기 취항 환영행사 홍보 150

동보여행사 사전답사 20

4. 1. ~ 4. 중국 상해 여행사, 언론사 사전답사 19

4. 3. ~ 4.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여행사 사전답사 23

4. 10. 1330안내원 및 관광통역안내사 사전답사 69

4. 11. ~ 12. 일본 후쿠오카 여행사 대표 사전답사 10

4. 12. ~ 13. 일본 나고야 여행사 대표 사전답사 8

4. 18. ~ 20. 일본 아오모리TV 정원박람회 특집촬영 8

4. 19. ~ 20. 중화�동남아권 여행사 사장단 개막식 참석 및 사전답사 37

4. 21. ~ 23. 대만 인기가수 뮤직비디오 촬영 24

4. 22. ~ 23. 싱가포르 파워블로거 정원박람회 취재 3

4. 24. ~ 26. 홍콩 여행전문가 박람회장 및 주요 관광지 답사취재 1

4. 26. 중국 사천TV 고급체험류 관광프로그램 촬영 7

4. 27. 주한 일본인 블로거 박람회장 취재 18

4. 28. 중국 섬서TV ‘한국문화관광주간’ 특집방송 촬영 4

4. 30. 중국 하얼빈 언론사 취재 5

5. 3.

중국 언론인 박람회장 취재 18

중국 유학생 블로거 답사 41

대만 여행사 사전답사 14

5. 7. 해외 블로거 박람회장 답사 41

5. 9. K셔틀 관계 여행사 박람회장 답사 35

5. 10.
중국 하얼빈 여행사, 언론사 답사 13

한국관광공사 협약 여행사 ‘일본여행’ 사전답사 10

5. 12. 투어재팬 박람회장 사전답사 3

5. 14. 사천성 여행업계 관계자 사전답사 10

5.14. ~ 15. NHK World 촬영 사전답사 3

5. 15. 일본 언론인 박람회장 취재 15

5. 17. 후쿠오카 언론사, 여행사 박람회장 취재 및 답사 25

5. 18. 태국 여행업자, 언론인 팸투어 15

5.22. ~ 23. NHK World 촬영 5

5. 23. 중국 전세기 관련 천일국제여행사 박람회장 답사 4

5. 24. 홍콩 여행사, 언론사 박람회장 취재 22

5. 27. 제28차 한�대만 관광교류회의(광주) 방문홍보 130

5. 31. 중화권 여성기자단  초청 팸투어 29

6. 1. 해외 언론인 초청 박람회장 답사 19

⑧ 국내 대학 유학생 및 초·중·고 외국인학교 학생 유치

국내 대학 유학생 및 초�중�고 외국인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199개 대학 

55,000여 명, 40개 학교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1일 각 학교별 협조공문을 발

송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인근 전남`전북`경남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등 집중홍보를 펼친 결과, 8월 

29일 한국교육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유학생 240명을 유치하였다. 담당자의 

박람회장 사전답사 시 모든 정원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박람회장의 이해도를 높였

으며, 방문 당일에는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박람회 티켓 

연계할인을 통해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선암사, 송광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

치하였다. 그 외 전남`호남`충남`전주대 등 11개 대학교에서 1,200여 명의 유학생

들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였다. 

표 3-17  2013년 정원박람회 홍보

일 자 방 문 단 참 석

1. 7. 대만 현지설명회 50

1. 8. 중국 광저우 현지설명회 40

1. 9. ~ 10. 중국 대륙여행사 대표 팸투어 104

1. 9. 중국 우한 현지설명회 48

1. 10. 중국 청두 현지설명회 48

1. 12. 중국 상하이 현지설명회 6

1. 14. 싱가포르 현지설명회 76

1. 16. 태국 현지설명회 71

1. 18. 홍콩 현지설명회 57

1. 23. 중국 상해시 여행사 대표자 간담회 15

1. 25. 중국 제남시 여행사 대표자 간담회 24

1. 30.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팸투어(한나라관광) 17

중국 서안시 여행사 대표자 간담회 25

2. 1. 중국 심양시 여행사 대표자 간담회 34

2. 14. ~ 15. 해외관람객 유치 여행사 팸투어(1차) 15

1. 15. ~ 17. 필리핀 관광엑스포 참가 50,000

2. 18. 해외관람객 유치 여행사 팸투어(2차) 22

2. 20. 해외관람객 유치 여행사 팸투어(3차) 36

2. 22. ~ 23. 한국관광공사, 정원박람회 마케팅을 위한 현장연수 14

그림 3-84  2013 JCI 아시아 태평양대회 홍보부스 운영 및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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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 2. 중국(흑룡강성) 전세기 관계 여행사 답사 3

6. 4. 일본 동북방송(TBC) 박람회장 촬영 5

6. 7. 중국 요녕방송국 박람회장 촬영 8

6. 10. 중국 암웨이 관계자 박람회장 방문 7

6. 13. ~ 15. JCI 아시아 태평양대회 홍보부스 운영 15,000

6. 12. 대만 여행사 관계자 박람회장 사전답사 5

6. 21. 관광상품 개발 여행사, 언론사 박람회장 답사 22

6. 28. 로얄캐리비안크루즈 기항지 투어 관련 가이드 사전답사 49

7. 9. ~ 11. 중국 상해시 여유국 대표 답사 6

7. 7. 싱가포르 자동차협회 ‘한반도 일주 상품개발’ 팸투어 7

7. 12. 중국 심양 ↔ 무안 전세기 운항 환영행사 8

7. 16. 중국 요녕성 언론사 및 주요 여행사 사장단 현지답사 14

7. 13. ~ 14. 한국교육과학기술원(KAIST) 국제학생지원 담당자 사전답사 2

7. 30.
싱가포르 CS트래블 현지답사 2

2013세계램넌트대회 참가 홍보활동 30,000

8. 8. ~ 9.
아시아권 유학생 SNS홍보단 취재 32

한국관광공사 아시아권 와우코리아 서포터즈 답사 28

8. 16. 중국 남통시 어린이와 그림그리기 교류행사 추진 57

8. 21. 중국 광동지역 여행업자 박람회장 답사 10

8. 26. 세계인구총회 참가자 홍보 1,800

8. 27. 부산지역학교(부경·경성대, 중국화교중·고) 방문홍보 2

9. 8.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홍보 95,000

9. 10. 광주지역대학교(호남·남부·광주대) 방문홍보 2

9. 12. 경남지역대학교(가야·창원·인제대) 방문홍보 2

9. 27. 대만여행사, 항공사, 언론사 박람회장 답사 17

9. 30. 인도 방송매체 박람회장 촬영 5

10. 4. 상해 스포츠 잡지사 박람회장 방문 3

계 38회 14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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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수용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1. 순천시 정원박람회 종합지원 

1) 순천시 행정지원체계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의 분야별 

업무공유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의 누수방지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 완벽한 

박람회 준비와 사업추진의 선진화를 통해 품격 있는 행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원박람회 관련 간접사업 및 순천시의 지

원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도로교통, 도시환경, 시민참여, 숙박�보건, 관광�문화, 

행정�안전 등 6개 분야 총 119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특히 2012년 하반기

부터는 박람회장 조성 중심에서 박람회 운영, 홍보, 수익사업 등 본격적인 운영준

비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시행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

지는 박람회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준비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시간 중점 

진도보고를 통해 현실성 있게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거나 정비해 나가며 현장 중심

의 점검을 강화하였다. 이후부터는 박람회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통합점검 및 예행

연습을 통한 문제점 보완�발굴 등 지원체계를 점검하여 실행하였다. 

 

순천역 광장에 설치된 정원박람회 꽃조형물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방문자들에 대한 교통, 음식, 숙박과 같은 수용여건 등 제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최 측에서 직접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이 아니므로 기존 민간시설을 활용해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가장 어려운 분야다. 결국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도시를 바꾸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었다. 이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고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직위원회와의 분야별 업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한 
완벽한 박람회 준비로 품격 있는 행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정원으로의 
초대

03

그림 3-87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본부 조직도

시민참여분야도시환경분야도로교통분야

종합상황실장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장

종합상황부실장
박람회지원과장

종합상황팀
박람회지원과

행정·안정분야관광·문화분야숙박보건분야

본부장 사장

부본부장 부사장

경제통상과장

환경보호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과장

건설재난관리소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산림소득과장

기술보급과장

상하수관리과장

하수도과장

시민소통과장

홍보전산과장

경제통상과장

여성가족과장

건축과장

기술보급과장

평생학습과장

박람회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경제통상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진흥과장

건축과장

보건위생과장

상수도과장

평생학습과장

박람회지원과장

경제통상과장

관광진흥과장

여성가족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순천만운영과장

낙안읍성장

문화예술회관장

박람회지원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상하수관리과장

박람회지원과장

순천만운영과장

체육시설관리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그림 3-86  순천시 단계별 지원방향

[ 1단계 ] 2012. 9. ~ 2013. 2.

[ 2단계 ] 2010. 3. ~ 10.

• 박람회 지원사업 마무리

ㆍ 미진사업 마무리 보완 박차

ㆍ 현장중심 점검 강화

• 지원체계 점검�실행

ㆍ 박람회 운영체계로 전환

ㆍ 박람회 운영과 연계한 통합점검

ㆍ 예행연습으로 문제점 발굴�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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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 분야

순천시는 북으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가, 남측으로 

영암~순천고속도로가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도시 내 주요 가로망은 백강

로, 남승룡로, 우석로, 중앙로, 강변로 등이 있으며 박람회장으로 동서남북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접근로를 이용해 박람회 기간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다. 당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목표 관람객수는 400만 명으로 교통 인프라 면에서 교통정체, 

주차시설 부족, 안내체계 부재 등 관람객 집중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교통인프라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주체자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관람객 집중에 따

른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 순천시민들의 불편

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1) 박람회장 연결도로 개설 및 정비

① 남승룡길 도로 확·포장공사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 수요를 고려할 때 남승룡길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순천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원박람회 교통개선대책 회의에서 박람회 기간 

하루 평균 최대 85,000명이 방문하게 되며, 이 가운데 90%가 승용차나 관광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박람회장의 진�출입로인 남승룡길이 편도 2차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검토 끝에 정원박람회장으로

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람객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선사하고자 2012년 8월부

터 호현삼거리~저류지 경계구역까지 L=528m 도로에 대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 

2012년 11월 남승룡길 1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호현 1�2교 확장 및 보도 설치 등

을 완료하였다.

② 오산마을 진입로 개설

오산마을은 기존 진입로가 국제습지센터 조성 부지 내에 편입됨에 따라 우회도로

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

로 개선하였다. 오천동 강변로~오산마을 구간에 391m, 폭 8.0m의 도로개설을 위

해 2011년 5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12월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았으며, 9~12

월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포장을 완

료하였다. 미협의 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수용재결신청을 통해 

도로공사를 추진하였다. 

③ 오천택지 내 도로개설(대로3-1호)

정원박람회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장~남승룡길 구간에 이

르는 오천택지 내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L=1.1㎞, 

B=25m, 왕복4차로 도로를 개설하였다. 

④ 연향 호반아파트~체육관사거리 도로 개설

동순천IC~박람회장 간 진�출입로는 도심통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

었다. 따라서 연향2지구~연향육교(하부)~체육관사거리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박람회장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로를 확보하였다. 2012년 12월 토공 및 옹벽 등 3

종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고 배수관 등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1,200m를 확장(폭20 

→ 24m)하고, 폭 12m의 우회도로 500m를 개설하여 박람회장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⑤ 소형 무인궤도차(PRT) 설치

순천시는 2009년 9월 25일 (주)포스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만PRT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1년 1월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영산강유역환경

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순천만PRT사업에 대해 국

토해양부의 특별건설을 승인 받아 PRT 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본 사업은 2011년 8월 8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4.64

㎞의 궤도를 설치하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및 순천문학관에 정거장 각 1개소, 차

량 40대를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2012년 1월 파일박기를 시작으로 2013년 4월 3일 

토목�건축�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2013년 2월 19일에는 PRT 시운전을 위한 차

량이 처음으로 정거장에 투입되었으며, 이후 전체 수량인 40대가 시운전을 완료하

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한 

바 있다. 

PRT사업이 완료되어 차량이 운행되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을 연결하는 

친환경교통수단으로서,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차량매연 등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었던 순천만에 차량진입을 억제하게 되면서 순천만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3-89  연향 호반아파트~체육관사거리

               도로 개설 구간

연향사거리

그림 3-88  순천시 광역교통망 및 인접가로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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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차에 걸쳐 동천수변공원에서 자전거동호회 및 시민 등 500명이 참가한 가운

데 자전거 대행진을 열고 자전거 무료수리 등을 진행하였다. 

⑧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정원박람회장에는 남녀로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실내 2개소, 실외 12개소, 총 14

개소가 일반 화장실 입구에 마련되었으며,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이

용하기 편한 터치식 자동문으로 설치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담당자들의 자문

을 받아 설치하였으며, 리벳황동 점형블록은 전남지역 시각장애인단체의 자문을 

받아 설치하였다. 나아가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는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일원 150개소에 대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경사로를 정비하는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였다. 

(2) 교통처리대책

① 대중교통 이용 관람객 교통대책 

■ 박람회장 순환버스 운영

박람회장과 순천역, 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영을 추진하여 (합)순천교

통에서 저상버스 5대를 구입, 200번 노선버스를 10분 간격으로 배차함으로써 관람

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박람회장 앞 강변로 차량통제에 따라 노선을 변

경하여 운행하고자 2013년 1월 운수업체 동신교통과의 협의를 통해 69번 버스노

선을 변경하였다. 

■ 시내버스 LED 행선지 전광판 설치

박람회장 주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행선지 표지판 역시 친환경박람회에 어울리

는 깨끗한 LED 전광판으로 설치하여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2013년 1월 시내버스 총 

165대 중 도심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85대를 선정한 후 2~3월 시설을 구축하였다. 

대상 차량은 순천교통 62대, 동신교통 23대로, 버스 전�후면에 LED 행선지 전광판

을 설치하고 순천시 버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번호입력 등을 자동화하였다.

표 3-18  순천만PRT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발주처 (주)순천에코트랜스

시공사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주)포스코ICT, (주)벡터스

사업구간 순천시 오천동 국제습지센터~순천시 교량동 순천문학관

노선연장 총연장: 4.64㎞(복선 4.21㎞/ 단선 0.86㎞)

정거장
정거장 2개소(S1: 정원역/ S2: 문학관역)

운영관리동 1개소(종합관제실, 검수고, 기계식 주차설비 포함)

노선형식 전 구간 고가교량형식

차량 PRT시스템(1량 1편성/ 총 40편성)

⑥ 간선도로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노후 균열된 주요 간선도로를 재포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정원박람회를 찾

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 정비 및 보행환

경 개선을 위해 1차로 2011년 6월까지 중앙로 등 6개 노선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

으며, 2차로 2012년 6월까지 강변로 등 7개 노선, 3차로 2013년 3월까지 녹색로  등 

노선을 정비하였다.

 

⑦ 자전거 이용확대 기반 조성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2011년에 도시기반시설 계

획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로 기반을 확충하고자 전국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및 녹색도로 개설, 자전거도로망 정비 및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10월부터 매년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가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2월까지 자전거도로 7개 노선(23.57km)을 확충

하여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근거리 교통수단인 공영 온누리 

자전거터미널 및 자전거보관대를 확대하여 정원박람회장을 포함한 4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터미널 20개소, 자전거 3,400대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2012년 5월과 

그림 3-90  PRT 노선도

그림 3-91  LED 전광판 설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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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  교통신호 원격제어 

트를 통해 실시간 소통정보, 사고정보, 주요 지점 영상정보, 차량소통 정보, 돌발상

황 정보, 교통사고 정보, 주차장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교통신호 원격관리 

박람회장 진�출입 주요 도로 20km에는 원격신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심 주요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교통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제어�관리하여 교통소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남승룡길, 백강로, 팔마로 등 기 구축구간 9.5km 및 중앙로, 우석

로, 남산로, 녹색로 10.5km에 원격신호체계를 구축하여 교차로 교통신호를 원격

관리하고, 교통혼잡도에 따른 단계별 신호를 부여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팔마로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남승룡로

와 백강로, 3월에는 중앙로 및 남산로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남승룡로 및 

백강로에 신호연동화를 구축하였다.

■ 교통안내소 설치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동동선 확보방안으

로서, 박람회 기간 주요 구간에 교통안내소를 설치하였다. 2012년 12월 대상지 조

사를 통해 동문삼거리, 서문삼거리, 해룡천변사거리, 남산사거리, 강변로저류지 입

구, 연향사거리, 호현삼거리 등 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 등 

안내소 설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통안내소를 제작�설치하고 담당자를 지

정하였다.

■ 브랜드택시 이용 활성화

박람회 관람객들의 콜택시 이용편의 제공 및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인 및 법인택시 1,192대를 대상으로 브랜드택시 이

용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2010년 미인콜 브랜드택시, 2012년 아하콜 브랜드택시를 

구축하고 콜센터 운영관리 및 콜 이용을 관리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개인택시

(순천콜) 콜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센터별로 정원박람회 홍보방안으로서, 기초질서 

지키기, 주변 환경 청결히 하기, 친절하게 인사하기, 차량 안 가지고 나오기 등 ‘박람

회 4대 실천운동’ 동참 및 친절�안전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편안한 박람

회장 관람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확대하였다.

② 자가용 이용 관람객 교통대책

■ 교통상황 관리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외부관람객에 대한 교통대책으로서 첨

단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박람회 기간 종합교통상황실에서 교통상

황 관리, 교통정보 제공, 교통신호 원격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교통정보 수집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도심 주

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교통관리체계를 구

축하였다. 2011년 12월 교통정보 수집장치 41개, CCTV 1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

관리시스템을 1차 구축하고 2012년 4월 교통과 3층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였

으며, 2012년 12월 교통정보 수집장치 32개, CCTV 27개소를 설치하여 2차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박람회 기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 교통정보 제공 

종합교통상황실에서는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도로전광판 및 인터넷, 모바

일 등에 실시간 제공하여 차량들의 우회운행 및 분산효과를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

화하고자 하였다. 인터넷(http://its.sc.go.kr)과 모바일(http://mits.sc.go.kr)  웹사이

그림 3-92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한 

               교통상황 관리

그림 3-93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과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그림 3-95  교통안내소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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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임시주차장 운영현황

구   분 계 소   형 대   형

계 4,210 4,210 -

맑은물관리센터 450 450 -

팔마체육관 1,300 1,300 -

청암대 200 200 -

신대지구 2,260 2,260 -

아울러, 오천택지 내 130,000㎥ 면적에 4,400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동천변 저류지 부지에도 주차장 2,000면을 개설하였다. 또한, 2012년 

8~11월에는 팔마체육관 부지에 총 1,300면(기존 474면, 신규 82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2년간 공공하수처리장 내 인라인구

장 등 주차시설 450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밖에도 농산물도매시장, 순천

만, 남산초등학교 외 6개 학교 등 예비주차장 8개소 2,160면을 지정하여 운영함으

로써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였다. 

② 도심 대형 주차장 조성

박람회 기간 도심 내로 관람객들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도심 내 버스 11면, 소형 

90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원로터리 일원 및 엘레강스모텔 앞 

등 대상지 2개소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도심미관을 고려해 

정비가 필요한 의료원로터리 대상지 인접 포장마차는 중앙동과 웃장상인회, 포장

마차 업주들 면담 후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4) 교통서비스 향상

①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강화

운수종사자들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순천시 대중교통의 이미지

를 제고하고자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각 운수사업체별 교육장에서 택시 1,300

명, 버스 320명, 총 1,62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박람회 대비 친절 및 안전운전, 교통법규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지키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순천역, 의료원, 조례사거리 등 도심 주요 교차로 10개소

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교통질서 지키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2012년 12월 순천역을 시작으로 월1회 시민, 운수종사자, 순천시, 순천경찰서, 순천

교육청, 철도공사 등의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들은 운

③ 교통통제 종합대책반 구성 및 운영

2012년 5월부터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기간 종

합적인 교통대책 운영 및 상황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

축하였다. 종합교통대책반은 박람회 기간 교통상황을 통제�관리하는 종합교통상

황실과 교통상황팀으로 구성하였으며, 박람회지원과에서도 교통지원팀을 구성하

여 지원하였다. 공무원 외에도 순천경찰서에서 교통통제를 맡고, 운수업체, 시민단

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의 참여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 2013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였다.

④ 도로명 안내표지 및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미관저해 및 안내에 혼선을 주는 표지판을 정비하여 시내 주요 간선도로 43개 교

차로에 177개를 교체�신설하고, 낡고 과다하게 설치된 기존 표지 88개를 철거하였

다. 이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새주소 도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도로

명안내표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순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도

사업 대상 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30%를 지원받아 시행하였다. 또한, 교차로 구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표지판 등 237개 지주를 92개로 통합하

고, 도로를 횡단하는 공중 선로를 지중화하는 도로 안전시설물 통합정비사업도 병

행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목표전

략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3) 주차장 설치

① 주차장 설치

정원박람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자료에 따르면,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소요 주차면

수는 1일 평균 25,000명, 2,925면으로, 조직위에서는 일 최대 방문 85,000명, 주차

소요면 7,606면으로 운영을 계획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관

람객 증가로 인한 박람회장 주차장의 혼잡 및 박람회장 주변 교통혼잡 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이에 대한 운영인력을 지

원하였다.

표 3-19  박람회장 주차장 설치현황

구  분 계 소  형 대   형 비            고

계 8,770 8,170   600

동문주차장 263 211 52

서문주차장 242 218 24

오천택지주차장 4,415 4,050 365

저류지주차장 2,027 2,027 -

해룡천변주차장 529 404 125

순천만주차장 1,294 1,260 34 순천만운영과 자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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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100개의 가로등걸이 화분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

를 각인시키고 정원박람회를 집중 홍보하였다.

2013년 3월 22일 꽃조형물 설치를 완료한 후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꽃의 도시 순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

였다. 특히 꽃조형물은 폭풍이나 태풍에 대한 안전성과 시민통행은 물론, 교통의 

흐름까지 고려한 것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에도 유의하였다. 

③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 확충 정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을 확충`정비하였다. 지역의 기

후와 풍토에 맞는 특색 있는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도시공원 내 시설물 확충 및 정

비보수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가로변 자투리땅 등을 활용

하여 신개념 녹색도시의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장

대공원은 2011년 10월 31일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탄생하였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도시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사람을 끌어

들이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아우르는 순천 도심의 

생태 축이 그려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대공원~남승룡길 구간에는 하천제내

지 및 제방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숲길 등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

송사업체를 방문하여 교통기초질서 생활화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하거나 박람회 

기간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및 교통안전 홍보물 등을 배부하였다. 아울러 주요 교차

로 10개소에는 교통안전 홍보용 현수막을 게첩하였다. 

③ 차량견인 서비스 제공

박람회 기간 교통혼잡 해소와 차량사고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박람회장 

현장사무실 주변에 차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견인서비스 차량 및 인

력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견인차량 1대를 상시 순회하도록 배치하고, 교통혼잡 시

에는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2~3대를 추가 배치하여 정원박람회장 주변 교통흐

름 방해 및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인근 주차장에 확보된 견인차고지로 신속하게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견인업체를 선정하여 견인

차량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박람회 주차장 4개소에 견인차고

지를 확보하여 안내판을 부착하였다. 

④ 차량정비 서비스반 운영

박람회 기간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과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한 차량정비를 위해 서비스반 운영을 추진하였다. 정비반은 전남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 및 새전남자동차정비조합의 지원을 받아 2개 조합에서 현장반과 이동반

을 각 1개반씩 오천택지주차장에 배치하였다. 2013년 3월 말경 이동서비스반 부스

를 설치하고, 정비기구 및 물품을 설치하여 박람회 기간 동안 이동서비스반을 편성

하여 운영하였다.

2) 도시환경

(1) 도시녹화

① 4대 관문 녹지 확충

순천으로 들어오는 4대 관문은 여순로, 녹색로, 순천로, 순광로로, 가장 먼저 만나

게 되는 순천의 이미지다. 따라서 비로소 생태도시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도록 박

람회 개최 이전까지 4대 관문 주변 5㎞에 녹지를 확충하는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5월 먼나무 외 11종 1,216주, 꽃잔디 외 3종 15,720본을 식재하였다. 

② 아름다운 꽃도시(Flower City) 만들기

도시에는 나무와 함께 꽃이 필요하다. 특히 철쭉 생산량 전국 1위라는 ‘꽃의 도시’ 

순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순천

IC 등 주요 관문 및 박람회장 진�출입로에 꽃조형물 12개소 및 3개소의 화단을 조

그림 3-96  시청광장 등에 설치된 꽃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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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원박람회에 어울리는 생태환경 조성

순천시는 2010년부터 공공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를 바이오가스와 석탄 보조연

료로 전환하는 에너지절약형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특

히 순천만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준공하였

으며, 별도로 시설동을 마련하여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인라인스케이트

장, 인조잔디구장을 갖추면서 공공하수처리장은 순천만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방문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

월까지 물의 광장 구간에 있는 31건의 조형물을 정비하고, PRT 구간에 차폐목으

로서 금목서와 천리향 등의 수목식재 및 생태터널 쉼터를 조성하였다. 또한, 생태

학습장에는 초화류 4,000본을 식재하고 병·해충방제,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여 정

원박람회 개최도시에 어울리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였다.

(2) 시가지 환경정비

① 전통시장 시설 정비

순천시 풍덕동 동천변에 위치한 아랫장은 순천시 웃장과 함께 아직도 장이 서는 전

통재래시장이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장이었으며, 아랫

장은 지금도 1일 이용객이 15,000여 명이나 되는 약 33,000㎡ 규모의 전국적인 재래

시장이다. 광양, 여수 등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하동·진주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

까지 찾아와 ‘남부5일장’이라고도 부르며,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청결미를 비

롯한 각종 농산물과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각종 약초·화초 등이 거래된다. 

아랫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시설정비를 추진하여 건물 간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진입로 및 시장 내 도로정비, 이용자 주차장 신설, 노후건축

물 리모델링, 전광판 및 조형물 설치, 상인대학 및 특성화 운영기반 조성 등을 완료

하였다.

②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영세민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있

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483개 지구에 대해 추진

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76

개 지구가 사업을 추진하였다. 순천시에서는 향동 외 7개동, 총 20개 지구 0.99㎢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 2단계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러진 원도심 지역의 대표 녹지공간을 조성하였다.

④ 공원·녹지대 및 가로화단 등 환경정비

공원시설 확충과 더불어 공원�녹지대 및 가로화단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시행하

여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5년간 도시공원, 녹지

대, 가로화단, 소공원 등 총 265개소에 비료주기, 전정, 병충해방제 등 조경수목 관

리를 시행하였으며,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및 풀베기작업 등 환경정비, 각종 공원�

녹지시설물 정비 및 도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다. 환경정비사업은 

관리대상 공원이 많고 이용자 요구사항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큼,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시 관리하였다. 

⑤ 가로수 식재 및 가로환경 조성

사계절 아름답고 푸른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로수 및 보�차도 화단을 조성하

는 등 도시환경을 정비하였다. 2012년 5월 여순로를 비롯하여 국도17호선 우회도

로, 순천로, 순천만길 등 15개소 33㎞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백강로, 중앙로, 운곡

지구에는 보�차도 화단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조례원님길과 기적의 도서관길 구간에는 회화나무 83주를 이식하고 먼나

무 113주를 식재하였다. 이 구간에 식재되어 있던 회화나무는 꽃가루로 인해 보행

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성장이 워낙 빨라 도로건물과 마찰이 생기면서 수시로 

정비를 해 왔다. 그러다보니 수형이 한쪽으로 치우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가

벼운 태풍에도 도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상가치가 높고 자라는 속도가 

더딘 먼나무로 교체하였다. 

⑥ 도심 속 콘크리트 구조물 친환경 개선 및 건축물 옥상녹화

콘크리트 구조물로 둘러싸인 도심은 삭막하다. 그러나 그처럼 삭막하고 딱딱한 콘

크리트 구조물이 한순간에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단

단한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도, 자동차 소음과 매연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을 이어

가는 이름 모를 작은 생명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순천시에서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수양벚 등 12종 1,738,229본을 식재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대 등 

114개소(28,229㎡)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생명력이 느껴지

는 푸른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공서, 공공건물, 대형상가 등 2,000㎡ 면적에 건

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중으로, 2012년 9월 시범 공공건축물 선정 후 2013년 2

월까지 녹화 및 조경사업을 시행하는 등 도심 속에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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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를 대상으로 고장장비를 즉시 정비하는 등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하였다.

(3) 시가지 경관 개선

①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물에 대

한 일제정비 및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

게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2012년 3월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관내 간선도로변 9개 노선의 육교 5개소, 교량 3개소, 담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로 확정하였으며, 건물 및 부대시설, 시설안내표지판, 지주간판 정비 등을 시

행하여 2012년 10월 준공하였다. 

② 노후 가로등 교체, 지하차도 및 육교 정비

순천역사 주변, 중앙로, 남승룡길 3개 노선에는 노후한 가로등을 교체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다. 중앙로에 가로등 65개를 신설하였으며, 순천역사 주변의 

노후한 가로등 30개 교체, 남승룡길에 90개의 가로등 신설 및 기초설치 70등, 51개

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신설 155등, 교체 81등, 총 236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지하

차도의 콘크리트 벽면이 매연 등 각종 오염물로 부식 및 퇴색되고, 육교의 녹 발생 

등 부식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2012년 9~12월에는 9개소의 지하차도 및 

육교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조례�장천의 지하차도, 이수�효천�조례1�조례2�남

산�풍전�송촌 등의 육교를 대상으로 균열보수 및 도색작업을 시행하였다.

③ 남승룡로 도로 중앙분리대 개선

체육관사거리~호현삼거리에 이르는 남승룡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을 추

진하여 2012년 9월~2013년 2월까지 철재분리대(L=2.8km, B=1.5m)를 홍가시 등을 

식재한 수목형 분리대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의 분위기와 연계 하였다. 

④ 박람회 대비 청소대책

2012년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가지 및 행

③ 개방(공중)화장실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화장실 이용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11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시내 중심부 대형

건물, 상가, 기업체 등에 지정하였으며, 표지판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하였다. 2012년 8월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지정소 교부 및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다. 

아울러, 깨끗하고 청결하게 화장실 이용하기 등 시민운동을 추진하여 성숙된 순천

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④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례저수지에서 시작해 순천만으로 흘러들어가는 해룡천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

업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사행 제방축조, 수로 및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였다. 해

룡천을 맑고 깨끗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유용미생물을 투여하는 등 

다양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룡천 복원을 위한 범시민운동으로서 해룡천 

지킴이를 구성하여 2011년부터 80여 명이 5개 팀으로 나누어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쓰레기 줍기를 시행하는 등 해룡천을 생명력 넘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⑤ 정원박람회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

순천시는 하수도 정비를 도시재생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2012년부터 2021년까

지 「하수도정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이 완료

되면 해룡천, 동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에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특히 2012년 8~11월에는 도사동 오산마을 일원을 대

상으로 우수토실 정비 1개소, 기존 관로준설 659m, 관거정비 1,908m, 배수설비 42

가구 등 정원박람회장 주변 하수관거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정원박람회 폐막 이후 

시설의 사후활용을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⑥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악취저감을 통한 대기질 환경개선

순천시에서는 장천동(시청)과 연향동(시립도서관), 순천만(자연생태관 옥상), 산업

단지 인근 지역인 호두리(해룡면 호두정수장 내) 등 4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

치해 가동하고 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질 모니

터링과 지역 간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 및 이동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오존경보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및 환경보전 의식에 기여해 왔다.

2012년에는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 및 점검을 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환경

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대기질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관내 오수중계펌프장 8

그림 3-97  도심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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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시민홍보

3) 시민참여

(1) 범시민참여운동

① 손님맞이 범시민운동 전개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모든 손님들을 내 집에 온 손님처럼 맞이하기 위해 2012년 9

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손님맞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내 일원에서 ‘정원사

랑 2013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시 산하 직원, 시민홍보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요 

교통요충지에서 길거리 홍보를 펼쳤으며, 종사자 50인 이상 기관 및 사업체를 방문

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시민결의대회 캠페인을 전개하고, 차량스티커 부

착운동, 도로변 환경정비, 내 집 및 상가 앞 화분 내 놓기,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플래카드 게첩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집집마다 내놓은 화분을 

통해 정원의 도시에 온 것을 알리며 환영의 인사를 전하였다.

② 전 세대가 함께하는 정원박람회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원박람회 기간에 맞춰 전 세대가 함께하는 정원박람회

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여성단체, 어르신, 아동 등을 대상으로 대외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2012년 9월 여성

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단체 임원 60명과 함께 정원박람회 참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이러한 대외 교류를 통해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5일~9월 11일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원봉

사활동을 위한 정원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24명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 2

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③ 정원박람회장 둘러보기

시민들이 직접 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원박람회에 대

한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박람회장 

및 홍보관에서 순천시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교사, 관외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박람회장, 습지센터, 수목원 조성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4월에는 

순천시 공무원 1,280명,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시민 및 단체 960명, 학생 

및 교사 313명이 참여하였으며, 2012년 11월부터는 관외 관련 단체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④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한평정원 만들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지역사업을 근거로 순천

시에서는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한평정원 50개소 이상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주민

사장 청소대책을 마련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다. 순천시 전역 및 박람회 

행사장 주변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118명, 청소차량 17대를 운영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개소를 운영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정원박람회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과 박람회 행사장 주변 청소를 위해 환경미화원 노선반 2명을 

배치하였으며, 노면 청소차량을 활용한 박람회장 주변 자동차 전용도로 및 시내일

원 청소, 대기 수거차량(압축차량)을 활용한 박람회장 주변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먼지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⑤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및 도색

청소차량 외부에는 정원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개선 및 도색작업을 추진

하였다. 디자인은 크게 친환경 이미지, 정원박람회 캐릭터 및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

천의 이미지와 연계한다는 방향하에 2012년 8~9월 디자인 시안 3종을 개발한 후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정원박람회 캐릭터 및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

지 최종 2종을 선종하였다. 

2013년 1~3월에는 청소차량 외부 디자인 도색용역을 시행하여 1차로 2012년 신규

차를 정원박람회 캐릭터로 도색하였으며, 2차로 기존 청소차량 45대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로 도색을 완료하였다.

 

그림 3-98  청소차량 디자인안1  1안(친환경 이미지)

2  2안(정원박람회 캐릭터)

3  3안(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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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등 비영리단체, 지역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진

행하였으며,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한 한평정원 조성 및 텃밭상자 보급, 내 집(상가) 

앞 정원 및 옥상녹화, 담장녹화 등을 추진하였다. 박람회장과 도심을 연결하는 주

동선 및 상가 등에 전문가 및 주민 참여정원 사업발굴을 위해 2012년 1~2월 16개소

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순회하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대

상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22개 공모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18

개 사업을 확정지었다. 3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2012년 사업 주체별로 한평정

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12월에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시상하였다. 

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도심공한지 녹화)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도심공한지 등에 텃밭(10,000㎡) 및 에코팜잉을 위한 텃밭상

자 300개를 보급하고, 벽면녹화(1,000㎡)를 추진하는 등 도시민 밀착형 도시농업

을 추진하였다. 삼산·덕연·장천·남제동 등에 텃밭상자를 보급하였으며, 도심지 내 

녹색경관사업을 위해 덩굴식물(아이비) 육묘화분 700개, 유채 및 크림손클로버 등 

녹비작물 화분 144개, 트레이 200개 등을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생태계를 보

전하고, 사회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였다.

(2) 자원봉사대책

①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외국어, 정원해설사)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발

전을 위한 리더를 양성할 목적에서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순천시민대학을 운

영하였다. 교육은 생태환경, 정겨운 시민 등 2개 분야 17개 과정으로 순천시 평생학

습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 통역전문가, 정원해설사, 약용식물관

리해설사, 순천관광해설사, 자원봉사 중간관리자 등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문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였으며, 조직위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012순천시민대학에는 652명이 참여하여 445명이 수료하였

으며, 이 가운데 통역전문가 60명, 정원해설사 60명, 약용식물관리해설사 22명, 자

원봉사 중간관리자 22명, 순천관광해설사 15명 등이 정원박람회에서 활동하였다. 

표 3-21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구 분 과 목 명

생태환경 분야

정원박람회 통역전문가(영어1/영어2/영어3/중국어/일어)

정원해설사(주중반/주말반)

정원박람회 자원봉사 중간관리자 양성

약용식물관리해설사

정겨운 시민 분야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순천학

순천관광해설사 양성

문해교육사 2급 과정

평생학습상담사 교육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학교폭력 상담사 양성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2013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2013순천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생태환경, 문화교양, 

평생학습 리더 등 3개 분야 11개 과정을 개설하고 5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시민의 생태적 소양 및 정서함양을 통해 생태 힐링도시 분위기 를 조성하고자 생태

환경 분야를 운영하고, 정원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②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

일반 자원봉사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모집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2년 9

월까지 박람회 기간 동안 필요한 자원봉사자 인원을 파악한 결과 회장 내 1,468명, 

회장 밖 352명, 총 1,820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2,300명 

내·외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시내 안내소 6개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

을 배치하였다. 회장 밖에서 활동한 278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외곽 안내소 4개소, 

회장 내 안내소 1개소를 관리`운영하였으며, 주말에는 회장 내 취약지 1개소에서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 안내를 지원하였다.

(3) 의식수준 확립

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소통학교

시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관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한 단계 성숙해진다. 정원박람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소통학교’다. 시민소통학교는 정

원박람회 홍보인력 양성을 위한 박람회 알리미 양성교육 3회 및 활동을 지원하였

으며, 리더를 위한 정원박람회 홍보교육 2회를 실시하였다. 정원박람회 알리미 과

정을 통해 50명의 알리미들이 탄생하였으며, 이들은 자체 행사 및 모임, 부서 기관 

및 단체 파견, 인터넷 카페 운영, 월1회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정원박람회를 알리

그림 3-100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1  [중앙동] 꿈의 정원

2  [왕조1동] 희망정원

3  [덕연동] 도심 속 전통정원

4  [왕조2동] 아름다운 한평정원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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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 교

육을 실시하였다.

② 찾아가는 시민의식 함양 강좌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같은 외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선진시민의

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

부터’ 사회질서를 실천하려는 노력이다. 정원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순천의 

인상을 어떻게 심어주느냐는 결국 시민들의 선진문화의식이자 작은 노력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선진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회강좌를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시

민의식 함양 강좌’는 시민, 음식, 숙박, 접객업소, 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

진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자 추진하였다. 2012년 

7월 25일 허병주 (사)희망세상 이사장과 이원근 순천제일대학교 교수(산업안전관

리과)를 시민강사로 위촉하여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순회강좌를 운영하

였으며,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마음자세와 친절교육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직능단

체와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장을 찾아가 정원박람회 알리기에 적극 참

그림 3-101  시민소통학교를 통해 하나가 되어 정원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할 것을 당부하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생활 주변에 예쁜 정원 만들

기, 기초질서 지키기, 관람객 불편 덜어주기 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해 많

은 호응을 얻었다. 

③ 상거래 질서 확립

순천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순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빠질 수 없는 것

이 바로 투명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상인들의 의식개혁

을 위한 상인교육을 2회 실시하고, 상인들의 의식개혁 문안을 전광판을 통해 송출

하거나 4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설�추석 물가안정 캠페

인을 4회 전개하였으며, 매주 개인 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요금조사를 실시하여 시 

웹사이트에 결과를 공개하였다. 그밖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원산지 표시 이행 지도점검, 상거래용 계량기 지도점검 등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시, 한국부인회, YMCA, YWCA 공동으로 소비자 고발�상담센터 및 이동상

담실을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④ 여성단체 환경서포터즈 실천운동

2009년 11월에는 여성단체 환경서포터즈 400여 명이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매

월 13개 단체가 담당 구역을 지정받아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주차장이나 생태관 등

에서 쓰레기 줍기, 생태공원 내 잡초제거, 보도블록 껌 제거 등 깨끗하고 푸른 순천

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지역경제는 여성의 힘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여

성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환경서포터

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10월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을 위해 아

파트 및 원룸 330개소를, 2012년 5월에는 취약 아파트 4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였다. 또한, 2012년 3~5월에는 순천만

과 동천 일원에서 순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9개 단체가, 6월 14일에는 동천 일

원에서 13개 단체 200명이 참여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였다. 

(4) 박람회 홍보

① 지역담당제 홍보활동 전개

부서 지역담당제란 순천시 전 부서와 전국 지자체 245개소를 연결하여 홍보활동은 

물론 해당 지자체 방문 시 음식�숙박업소 소개, 정원박람회장 안내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순천시에서는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해 담당 지역별로 부서별 

정원박람회 홍보시기, 방법, 장소선정 등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홍보기

념품을 제공하는 등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모든 공무원들이 홍보

요원이라는 생각으로 홍보전략 발굴 및 전 국민 대상 홍보를 펼침으로써 홍보인력 

그림 3-102  찾아가는 시민의식 함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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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에서 정원박람회 홍보에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여 정

원박람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아울러, SNS 시민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정원

박람회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③ 순천 소식지 홍보

순천 소식지를 활용해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였다. 정원박람회 특집호를 제작하여 

박람회 볼거리, 이용Tip, 한눈에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2012년 2

회/9월, 12월, 2013년 2회/5월, 9월) 55,000~60,000부씩 발행하여 읍면동, 향우회, 

공공집합장소, 공공기관, 타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순천 소식지는 출향인사 

및 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과 기관`단

체 등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④ 시민홍보단 운영

읍�면�동별 지역유지, 직능단체 대표 등 순천의 지역리더 10인 이내로 구성된 24

개단, 224명의 시민홍보단을 구성하여 읍�면�동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순천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박람회 분위기 조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찾아가는 정원박

람회 시민홍보단’은 2012년 10월 4일 발대식을 갖고, 위촉장 전달 및 다짐대회 결

의문을 낭독하였다. 이후 향우회, 출향인사, 자매결연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박람회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정원박람회 D-200 기점인 10월 2일부터 

판매가 가능한 정원박람회 입장권 예매 또한 적극 추진하였다.

⑤ 평생학습동아리 서포터즈 활동 전개

순천은 국제교육특구지정 및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도시이며, 생애 단계

별 특색 있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도시다. 2007년 9월 41명의 평생학

습 서포터즈가, 2010년 2월 29명의 평생학습마을리더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5개 

및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정원박람회 인지도 확산과 초반 붐 조성을 위해 2012년 2~5월 공무원 홍보단 30

명을 1차로 편성하여 활동하였으며, 6월부터는 과소 전 부서 지역담당제 홍보활동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지자체 6회 방문 및 전국 지자체에 박람회 홍보 관

련 공문을 9회 발송하였다.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 출장을 통해 기관장을 면담하고 

박람회 견학 및 행사참가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관공서뿐만 아니라 다중집합장

소, 직능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과 입장권 애매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전

국적으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는 9월에는 현지방문 및 전국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추석절에는 담당지역에 포스터 및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방송·통신사·신문·인터넷, 인터넷 포털사이트, 

동영상 전광판, 인터뷰, 대담, 시정 홍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

용하여 시기별, 타깃별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 붐을 

조성하고 국내�외 관심을 유도하였다. 정원박람회 홍보 및 정원박람회 4대 실천운

동 등과 관련한 방송 9개사, 신문 및 배너광고 81개사, 관내 동영상 전광판 3개소 

및 타 자치단체 전광판, 지역진흥재단 전광판 홍보, 인터뷰, 대담 등 130회, 언론기

관 200개사에 보도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였다. 또한, 

사이버 홍보 T/F팀을 구성하여 페이스북 친구 5,000명, 좋아요 11,000여 명이 인터

그림 3-104  순천 소식지를 활용한 정원박람회 홍보

그림 3-103  지역담당제를 통한 

   전국적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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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흙, 한지, 돌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건강한 주거공간으

로 조성하여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학생 및 관광객들이 체류형 숙박시설로 이용하였다.

②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그동안 기존 중·저가 숙박시설(모텔)의 안내데스크와 로비가 어둡고 음침하여 외

국 관광객들의 안내데스크 개방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인 1침실 등에 

대해서도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로비·안내데스크 개방, 트윈베드 10실 이상 확보, 조명시설 

설치, 인터넷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0개소에 대해 개소당 2천만 원씩 4억 원을 

투자하여 모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순천시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큰 호

응을 얻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2억 원을 투자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농·어촌 민박 및 체험관광 활성화

순천 내의 농·어촌민박은 342개소(민박265, 한옥체험업76, 도시민박1)가 운영 

중으로, 민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순천시에서는 전국 최초

로 2012년 11월부터 농·어촌민박 및 농·어촌체험 통합예약시스템 를 운영

하여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민박농가가 해야 하는 

홍보 및 민박예약을 직접 해주면서 농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박 활성화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342개소를 대상으로 어촌민박 환경개선을 위

한 실태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농·어촌 민박업자 265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의식교

육을 5회 실시하여 민박 청결상태 및 친절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

러,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 민박용 힐링이불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간단한 외국어 안

내문 10,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순천놀러와’ 예약 및 운영을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분과 160개의 동아리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이러한 순천

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포터즈 참여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정예요원화

를 위한 각종 행사 등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지역문화공연 오디션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외 6개팀이 합

격하였으며,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세계총회」, 「좋은학교박람회」, 「전남교육박람

회」, 「순천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등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정원

박람회 및 평생학습 시책에 대한 시민홍보를 추진하였다. 

⑥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

아파트 벽면에도 정원박람회 홍보물을 설치하였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

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요 도로변의 6개소 아

파트 벽면에 정원박람회 로고 도색 및 정원박람회 홍보 이미지가 들어간 플래카드

를 게첩하였다.

⑦ 시정 홍보시스템 확대 구축

시민에게 정원박람회 등 시정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시

정 홍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다. 2013년 3월 문화건강센터(보건소) 및 상삼출장

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총 7개소에서 정원박람회 홍보영상, 4대 실천운동, 문화예술

행사 등을 송출하였다. 다중이용장소에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4) 숙박·보건 

(1) 숙박시설 확충

① 순천만에코촌 조성

순천시 해룡면에 위치한 구 분뇨처리장(해룡면 대안마산길 180) 일원에는 2009년 

환경부 에코시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순천만에코촌을 조성하였다. 순천만에코

촌은 2012년 2월 25일 공사에 착수하여 구 위생처리장 시설을 철거한 후 부지조성, 

건축, 조경 등을 진행함으로써 2013년 4월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혐오시설

인 분뇨처리장 부지에 한옥형 숙박시설을 짓는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생태 명품

숙박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에코촌은 도보를 이용한 생태탐방객들을 위한 시설로 부지 9,740㎡에 연면적 

1,760㎡ 규모로 조성되었다. 특히 국내 최초의 한옥형 유스호스텔은 숙박을 목적

으로 하는 에코동 4동 외에도 생태환경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생태관 1동, 각종 세

미나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에코관 1동을 갖추고 있다. 에코동은 자연친화적인 

그림 3-105  순천만에코촌 한옥형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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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요금 안정 및 서비스 개선

순천 내의 숙박업소는 호텔 8개, 모텔급 177개, 여인숙 33개소 총 218개소로 5,815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박람회 기간 숙박요금 안정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2년 12월까지 숙박업소의 먹는 물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 5

월부터 3개월 동안 직접 방문하여 위생평가 후 우수업소를 선정�공고하고 표창과 

인증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2부터 2013년까지 숙박업소 이미지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1개소

에 대한 침구류 교체지원, 행복호텔 9개소 지정, 외국어 가이드북 500부를 제작하

여 배부하였다. 그밖에도 2013년 4월에는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 숙박업 대표자 2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봉사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숙

박업소 지도점검 2회, 85개소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다. 

⑨ 새롭고 선진화된 숙박·음식문화 정착

정원박람회 대비 고급숙박시설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범시민 음식문

화 개선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박람회 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음식�숙박�쇼핑 실무대책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체험형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29개소를 지정�운

영하여 업소별 체험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아울러, 관광진흥과에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및 농·어촌 체험 통합예약시스템이 정원박람회 기간 실시간 잠자리 

예약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행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④ 전통한옥 및 민박 개·보수 지원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순천시 일원 전통한옥 4개소 및 민박 6개소를 대상으로 개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10월 사업을 신청한 이후 사업대상자를 확정

하였으며, 민박에 대해서는 개소당 1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지원하여 2012년 3월 화

장실, 샤워장, 취사장 개�보수 및 객실 증�개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전통한옥 체험

시설 개�보수사업은 개소당 4천만 원, 1억 2천500만 원을 지원하여 2012년 11월까지 

기존 한옥 개�보수 및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하였다. 

⑤ 행복마을 한옥민박시설 확충 및 활성화

순천지역 행복마을에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 및 한옥 신축을 지원하였다. 

순천만 주변의 대대와 안풍, 교량 행복마을, 낙안읍성 근처의 금산 행복마을, 해룡 

주변의 와온 행복마을, 선암사 주변의 승주괴목 행복마을 등 9개 마을에 132동의 

한옥을 신축하고, 마을안길, 담장정비, 마을회관 등 행복마을 기반을 조성하여 한

옥 집단화 및 한옥 손님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한옥민박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

록하였다. 2012년까지 총 9개 지구 중 7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13년 6월까지 총 132동 중 107동의 한옥을 건립하고 박람회가 끝나는 

10월까지 민박등록을 완료하도록 추진하였다. 

⑥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기능 보강

청소년수련원(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67)은 2010년 「아�태잼버리대회] 시 43개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국제야영을 했던 곳이며,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와 [남도연합

캠퍼리대회] 등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미래를 끌어안았던 곳이다. 숙박시설, 교육

시설, 운동시설, 유스호스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박람회에 대비하여 2012년 1월

부터 2013년 2월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였다. 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해 

화장실, 세면실, 탈의실, 샤워실 각 4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식당과 복도 등을 개선하고 휴게실 2개소를 설치하였다. 그 외 

야영장 조명 및 몽골텐트 35동 등을 설치하였다. 

⑦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순천자연휴양림 단지 내에는 자연과의 교류 및 국민여가를 위한 캠핑장 조성을 추

진하여 2012년 12월 공사에 착공, 2013년 9월 완공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잔디블록·마사토·데크 야영면 등 캠핑장 24면

을 조성하였으며, 텐트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캐빈하우스 6동도 마련하였

다. 그 외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2개동을 

설치하였다. 

그림 3-106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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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방충망 설치를 시작으로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등 복합건축물 정화조 유

충방제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매일 읍`면`동 자율방역단 24개반, 보건소 방역기

동반의 합동 방역소독을 통해 하절기 시가지 및 박람회장 주변 집중방역을 실시하

였다. 유충서식 및 악취제거를 위해 재래시장, 하수구, 웅덩이 등에 주2~3회 유용

미생물 30톤을 투여하였으며, 하수구, 웅덩이, 박람회장 내 호수 등 모기서식지에 

미꾸라지 200㎏을 방사하고, 위생해충 포획기 449대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건

강한 생태도시 구현에 기여하였다.

⑤ 정원박람회장 내 양질의 수돗물 안정공급

주 박람회장 및 국제습지센터 내에 급�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정원박람회장 내 양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은 2011년 9월 16일부터 

2012년 9월 15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당시 박람회장 부지가 

조성되기 전으로 관로매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큰 차질 없이 상수도 시설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박람회장에 필요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주철관 4,854m, 내

충격수도관 1,970m를 설치하였다.

(3) 응급의료대책

① 응급의료센터 운영

박람회 기간 동안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응급의료센터로서 의

료반 3개소를 운영하였다. 정원박람회장 내 습지센터에 위치한 중앙의료센터는 조

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한방체험관 및 순천만 2개소의 응급의료센터는 보건위생

과에서 운영하였다.

②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응급진료체계 및 박람회장과 연계한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년 말

까지 한국병원 외 5개소의 후송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협력기

관 및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 1차 진료 협력의료기관으로 중앙병원 외 3개소, 

거점 응급의료기관으로 순천의료원 외 1개소,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한국병원 외 1

개소를 지정하였다. 그밖에도 박람회장과 연계한 응급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24시간 운영하였으며, 법정휴일 당번약국 55개소를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 7개소

에 병상수의 10%에 해당하는 예비병상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2013년 3월까지 집

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간호사 등 예비 의료인력

을 확보하였다.

③ 빈틈없는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감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원박람회에 

(2) 위생수준 향상

① 보건위생 종합상황실 운영

2013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6개월 동안 보건소에 보건위생 종합상황실을 설

치하여 의료, 숙박, 식품, 감염병, 방역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종 민원에 신속히 대

응 조치하도록 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분야별 종사자 교육 및 운영준비를 중점적

으로 추진하였으며, 응급병원 및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숙박�음식�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황정비,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청 등 중앙 단위 질병대응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어 실행단계에서는 분야별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목표로 보건

소 전 직원을 숙박 및 음식 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응급의료후송체계 구축, 친

환경 방역소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등을 추진하여 2013년 4월 20일부터는 24

시간 운영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식품안전관리 특별대책팀 운영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식품접객업소 7,000개소를 대상으로 정원박람

회 대비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음료를 제공

하고자 식품안전관리 특별대책팀을 운영하였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대형 업소, 

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

품안전관리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였다. 특별대책팀은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순천역, 터미널 등 주변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

③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 브랜드화사업 

순천의 명품 10미(味)로 꼽히는 고들빼기, 꼬막회, 해풍에 말린 대갱이 무침 등 순

천의 향토음식을 브랜드화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반음식점 4,00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일반음식점 종사자 9,031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83회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4,000개소에 위생복 지원, 주방공

개 CCTV 41개소 설치, 화장실 13개소 개선, 위생해충 포충기 583개소 설치, 외국

인 친화업소 48개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연향동 once food 거리, 웃장 국밥거리, 중

앙동 곱창거리 등 향토음식 브랜드화사업 지원과 관련해 99개소에 덜어먹기 등 위

생용품을 배부하였으며, 2개월마다 현장방문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음식

문화 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④ 친환경 방역확대를 통한 건강생태도시 구현

박람회 대비 순천시 관내 및 정원박람회장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환

경친화적 집중방역을 실시하였다. 2013년 2월까지 단독주택 1,000세대에 정화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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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티투어 확대운영

순천시는 당일코스(월~금)인 시티투어와 1박2일 코스인(토~일) 에코투어를 운영

해 오고 있다. 2013년 3월부터는 기존의 시티투어 및 에코투어 외 박람회장을 경유

하는 반일코스 등 신규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시티투어의 경우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45인승 버스 4대를 기획상품(순천역 ↔ 박

람회장, 순천만 ↔ 관광지)으로 개발�운영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순천관광을 즐긴 후 정원박람회장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농촌테마마을과 연계한 철도노선을 개발

하여 낙안 꽃마차마을, 월등 향매실마을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8개소에 45회에 

걸쳐 1,000여 명이 방문하여 순천의 정취가 가득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 외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출발, 순천역, 드라마촬영장, 순천만, 낙안읍성, 뿌리깊은박물

관으로 이어지는 에코투어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③ 생태관광정보화사업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및 주요 관광지 등에는 생

태관광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생태관광정보화사업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박람회 조성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체감형 생태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

트 생태관광 안내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스마트폰 및 미디

어보드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12년 6월 입찰공고를 통해 7월 농심

대비하여 식중독�신종플루 등 감염병 검역을 강화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여수검

역소�전라남도 등 방역기관과 연계하여 완벽한 질병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였다. 감염병 차단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홍보 및 대응 → 법정 감영병 차단 

→ 신속한 검사체계 구축 등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4) 박람회 지정사업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 음식, 쇼핑, 여행사 등 4

개 분야 468개소를 박람회 공식지정업소로 운영하였다. 운영기간은 2012년 9월부

터 2013년 12월까지로,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5개 시군 

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선정업체는 2012년 10월 5일까지 4차에 걸쳐 참여희망자

들의 신청접수를 통해 서류·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11월 8일 해당 업소에 지

정증 및 현판을 전달하고 대표자 다짐대회를 진행하였으며, 고급숙박시설 14개소

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후 12월 12일부터는 지정업소 대표자 및 종

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22  박람회 공식지정업소 선정 분야 및 대상

선정 분야 대                          상

음식시설(251개소) 한·중·일·서양식 등 고급음식점, 전문음식점, 조식 가능식당 등

숙박시설(207개소)
고급(호텔)·여관(모텔)·체험형(펜션, 한옥, 민박) 숙박시설,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등

쇼핑시설(7개소) 특산·기념품 판매업소 등

여행사(3개소) 외국인 단체 인바운드(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5) 관광·문화

(1) 관광대책

① 생태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순천의 생태관광상품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정원박람회장으로 관람객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의 일환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

진하여 테마별 코스 및 상품 개발, 홍보물 제작, 웹사이트 정비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에 따라 기존 3코스이던 시티투어를 6코스로 확대하여 다양화하였으며, 생태교육

형, 문화�역사 탐방형 등 체류�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직접 코스를 개발하는 맞춤형 투어코스 개발 등 계층별 맞춤형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3-107  시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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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해설사 40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농�

산�어촌 체험마을 및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과와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다. 

 

⑥ 정원박람회 성공지원 체험프로그램 특성화

박람회 기간 동안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Aha! 순천 생태테마체험’ 프로그램

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대상은 박람회 장에서 순천만에 이르는 코스로, 2013년 1월

부터 9월까지 참가접수를 받아 운영하였다. 또한, 당일 일정으로 ‘순천만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주 4회(화~목)에서 6회(화~일)로 확대하였다. 

⑦ 정원박람회장 주변 경관단지 조성

PRT 주변의 오천들과 교량들 및 연향들에는 55ha 규모의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정

원박람회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1�2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 PRT 

주변에는 녹비작물인 크림손클로버 35ha, 2구간 연향들에는 사료작물인 이탈리

안라이그라스 20ha의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9월까지 종자 

800kg을 확보하여 10월까지 파종을 완료, 이후 푸른들 경관을 유지�관리하였다.  

⑧ 순천만 주변 경관농업 조성

순천만 들판에는 순천시의 시조인 흑두루미와 ‘WELCOME, 지구의 정원 순천

만’이라는 문구를 자도벼로 디자인하였다. 흑두루미를 통해 정원박람회의 성공

적인 마무리를 소망하며 하늘 높이 비상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홍보 문안인 

‘WELCOME’을 통해 순천을 찾은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고 지구의 정원 순천만

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588,700㎡ 경관지구를 친환경으로 관리하면서 경관디자인을 시작하였으며, 벼가 

자라면서 서서히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다 출수기인 9월 초 절정을 이루었다. 2012

년도 경관농업은 농업에 참여할 농업인과 계약 후 경관디자인 및 측량, 모심기를 

거쳐 10월 31일 수확함으로써 완료하였다.

⑨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난봉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과 옥천의 청량함이 가득한 향동에는 선현들의 삶

의 흔적이 담긴 순천부읍성을 비롯한 팔마비, 옥천서원, 임청대와 100년 전 순천에 

자리 잡은 미국 선교사들의 마을이 있어 곳곳에 순천 사람들의 이야기와 풍경이 담

겨 있다. 2009년부터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 갤러리, 화실, 공방, 

차문화연구소 등의 단체�연구소, 카페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까지 자리 잡고 있다. 

순천시 행동, 영동, 금곡동 일원에 조성된 ‘순천 문화의 거리’는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일방통행로 지정 및 디자인 개선, 냉각탑 리모델링, 문화마당 및 주차장 조성, 

흙담장 조성, 간판디자인 개선, 영화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문화예술 업종 45개 업

NDS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2013년 2월까지 생태관광정보화 기반시설 1식을 구축

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12월까지 운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첨단IT를 

활용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생태관광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순

천시의 생태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U기술 융합을 통한 순천시 관광자원의 효과적

인 홍보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웃장 국밥페스티벌 등 관광상품 개발

순천시 북문길 40번지(동외동) 웃장지역은 특히 국밥골목으로 유명한 곳으로, 

201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맛과 문화가 살아 숨 쉬

는 전국 음식테마거리 200선’에 선정되었다. 국밥골목에는 20여 개의 업소가 모여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맛을 지켜가고 있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장활성화사업 등과 함께 웃장 국밥골목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신설 등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정원박람회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2년 9월 8일에는 웃

장국밥데이(9�8day)를 개최하였다. 9월 8일을 98로 줄이면 ‘국밥’과 비슷한 발음

이 나서 축제날짜를 이날로 정하였으며,  「순천웃장국밥」 증명표장을 추진하고 웃

장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고객 편의시설을 마련하였다.

⑤ 농업해설사 양성과 농촌체험 운영 

2013년 순천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8개소로,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소(농림

축산식품부 지정), 전통테마마을 2개소(농촌진흥청 지정), 산촌체험마을 1개소(순

천시 지정), 어촌체험마을 1개소(순천시 지정)를 운영하고 있다. 

정원박람회 기간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농촌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해설사 양성 및 농촌체험 운영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순천

시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농업해설사에게 필요

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농업해설사 양성과정은 2013년 1월 입학식을 시작

으로 5월까지 농업교육관 및 농촌체험마을 현장 등에서 15회 교육을 진행하여 농

그림 3-108  무선장비 설치현황1,2 순천만자연생태관 옥상

3,4 순천문학관

5,6 박람회장 주차장 및 보세창고

7,8 팔마스포츠타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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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차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문인 양성 및 야생화단지 조성, 차와 음료 등 꽃을 이용

한 특화상품 개발, 가든샵 등을 운영하여 정원박람회 및 순천만을 찾은 관람객들

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9회의 양성교육을 통해 27명, 5회의 보수교육을 통해 27명의 꽃차 전

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야생화단지는 6지역으로 나누어 왕벚꽃, 팬지, 목련 등을 

식재하였다. 또한, 10차례의 꽃차 시음회를 통해 꽃차 등 상품개발 및 판매망을 구

축하고, 정원박람회를 홍보하였다. 

⑫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관광웹사이트 리뉴

얼 및 민박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에 걸쳐 외

국인 친화업소 관광안내표지판 및 식당메뉴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 아름여행사, 센터투어, 주한미

군부사관협회, 한국생태관광협회,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체류

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시의 자연생태 관광자원

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 대표 여행사, 일본여행업협

회, 주한미군 관계자 등 10여 차례의 팸투어를 추진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었다.

⑬ 관광안내소 확대 설치·운영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관광안내소 4개소(순천역,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

사)를 제외한 국제정원박람회장 내에 종합관광안내 콜센터와 영화·드라마촬영장, 

순천하늘빛축제장, 동순천 IC에 관광안내소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54명의 문

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직무교육 등 마인드함양교육 실시 후 투입하였다. 특히 

관광안내소는 홍보물 배부 등 단순한 역할에 그쳤던 기존 관광안내소와 달리, 관

광지 소개 등 홍보활동과 숙박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숙박콜센터, 민박예약, 음식

업소 안내 등 체류형 관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문화예술행사

① 정원박람회장과 도심권을 연계한 문화순천 전략

정원박람회장과 도심권을 연계한 문화순천 전략으로서, 박람회 기간 동안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비롯한 전시�체험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국대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순

천시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예술인에게 알려 

시 위상을 범국가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체가 모여 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정원박람회 기간 중 전시�체험 등 164회의 문화예술행사 프로

그램이 운영되어 도심권 축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2013년 4월에는 문화

의 거리~매산등 거리디자인을 개선하여 매산여고 뒤 옹벽 벽화사업을 완료하고 문

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 한옥글방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하여 박람회 기간 중 문화예술행사(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공연을 149회 운영하였다.

⑩ 영화·드라마촬영장 관광 명소화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영화�드라마촬영장은 40,463㎡ 규모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대별로 60년대 순천 읍내거리, 70년대 서울 봉천동 달동네, 80년

대 서울변두리 번화가 등 3개 마을 200여 채가 지어져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5060세대에게는 그리운 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60~80년대 달동네 생활을 체험

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다. 

순천시에서는 영화·드라마촬영장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포토존 설치, 관광안

내판 정비, 휴게시설 설치, 색다른 체험거리 등을 조성하였으며, 하국·구절초·억새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 꽃동산을 조성하였다. 또한, 추억을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

램 및 국악, 통기타, 오카리나, 색소폰 등 주말 상설공연을 진행하였다.

⑪ 순천만 야생화 꽃차 사업

순천만과 남도삼백리길 지역 일대에서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야생화 

표 3-23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 업종

계 화실 화랑 서예원 도자기 공예 국악전수원 민속공예 표구점 수공예 기타

45 9 7 1 1 1 4 2 17 3

그림 3-110  영화·드라마촬영장 달동네 전경

그림 3-109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행사 및 거리디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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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원박람회 기간 1박 이상을 순천에서 머물 수 있도록 9월까지는 관광객이 많

은 금·토·일, 10월 이후에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여 축제장을 찾은 

500,000여 만 명의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늘빛축제는 관광객 유치 

및 생태수도 순천이 관광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색 있

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순천의 브랜드화를 촉진하였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2013년 10월 10~13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개최하여 남도의 맛과 멋을 마음

껏 누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하늘과 땅, 대륙과 해양의 힘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남도에서 맵고 시고 달고 짜고 쓴 ‘오미(五味)’를 주제로 삼아 ‘청(靑)·

적(赤)·백(白)·흑(黑)·황(黃)’의 다섯 가지 빛깔 재료에 후덕한 인심과 갈고 닦은 

손맛을 더해 탄생한 남도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제다.

음식과 더불어 대학동아리한마당, 동편제, 가야금병창, 퓨전국악, 추억의 탈곡, 천

연염색, 전통혼례, 상달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순천만갈대축제

2013년 10월 25~27일 개최된 「순천만갈대축제」는 순천만 생태자원의 실용적 콘

텐츠화를 통해 녹색성장 모델로 육성함으로써 ‘명품 생태환경축제’로 자리매김하

였으며, 도심권 테마형 축제로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족감 높은 시민 행

사로 추진하였다. 순천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갈대길 걷기대회, 

드림브릿지, 철새정원, 갈대산업관, 수상퍼레이드, 시민 대화합 퍼레이드, 소원탑 태

우기, 진주시와 함께하는 유등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원박람

회 개최 이후 시민 감사 페스티벌로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유치결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136개 지부 회원 등 130만 문화예

술인의 최고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제30차 예총전국대표자대회」를 비롯하여 「제

22회 전국무용제」, 「제38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제102차 기독교한국침례교

총회」, 「2013년 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박람회 기간 유치

하였다.

② 전통 민속문화 상설공연

순천은 아직도 다양한 전통 민속문화가 살아 있는 고장이다. 줄다리기, 달집태우

기, 디딜방아 액막이굿, 순천구산 용수제, 낙안읍성 백중놀이 등이 지금도 전 시민

들의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순천의 민속문화 유산을 보전

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낙안읍성 동문~동헌, 객사, 내아, 놀이마당 등에서 다양한 

민속문화를 상시 진행하여 언제라도 관람객들이 민속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

다. 2013년 수문장교대의식 224회, 가야금 병창공연 54회, 낙안읍성 군악공연 68

회,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 62회, 국악 등 기획공연 237회를 진행하였다.

③ 차별화된 테마축제 추진

우리나라의 지방문화축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대개 비슷한 내용들

로 지역적 차별화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닌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테마축제를 추진하여 순천에서만 보고 즐길 수 있는 축

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 순천하늘빛축제

2013년 6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동천 장대공원 일원에서는 차별화된 도심권 

축제로 「순천하늘빛축제」를 개최하였다. 순천하늘빛축제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

계하여 낮에는 박람회장, 저녁에는 하늘빛축제장을 관람하는 코스로 관광객들

그림 3-111  전통 민속문화 상설공연 및 체험

그림 3-112  순천하늘빛축제 그림 3-113  남도음식문화큰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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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아이들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더욱 가치 있는 가

능성의 존재들이라는 것이며, 미래를 만들어나갈 주역이라는 점일 것이다. 2012년

부터 2013년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내 지역아동센터 43개소 500명의 아

이들과 함께하는 발표회, 공연, 체험행사 등을 준비하여 아이들 세상 축제한마당

을 펼쳤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발표회 참여 신청접수를 받아 박람회 기간 동

안 재능발표 및 다양한 어린이공연을 개최하였다.

⑥ 관현악·국악부 등 학생예술단 육성 지원

학생들의 감성문화 예술교육 활성화와 예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초�중학

교 예술단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1년에 이어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인 

승주초등학교(윈드 오케스트라), 순천여자중학교(관현악부)에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방과 후 프

로그램 등으로 9개교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기존 관현악 및 

오케스트라 지원에서 벗어나 가야금과 해금 등 국악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지

역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승주초등학교를 비롯한 13개교 학생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조례호수공원 및 정원박람회장 등에서 각종 문화

공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⑦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구성

박람회 기간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만11세 이상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구성을 추진하였다. 목관, 금관, 현악, 타악 등 총 50명으

로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2년 10월 순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2013년 2~3월에 공개모집을 거쳐 4월 12일 창단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풍성한 공

연을 펼치는 데 기여하였다. 

⑧ 세계청소년합창제 및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유치

2013년 7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와 8월 세계청소년합창제를 유치하였다. 전국

시립소년소녀합창제는 20개 합창단 1,300여 명, 세계청소년합창제는 미국, 호주, 

스위스, 대만, 필리핀, 한국 등 6개국 7개팀이 참가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였다. 

⑨ 시립예술단 테마작품 뮤지컬 공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2012년 사전 제작된 작품으로 시립예술단 3개 단체

에서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였다. 시립합창단의 「순천만 연가」, 

시립극단의 「잔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황금 짱순이」 등 2012년 9월까지 3개 단

체 작품제작 및 공연을 완료하였다. 이후 작품 보완 및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박람회 

기간 박람회장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완성도 높은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제1회 순천시 생태학습박람회 개최

생태와 교육의 도시인 순천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 5월 24~26일에는 「제1회 순

천시 생태학습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문화건강센터~동천~박람회장~순천만 등 생

태 축을 연결하는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였다. 이는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행사로, 정원박람회 성공과 함께 모든 시민이 배움을 통해 생

태적 삶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학습도시로의 도약을 알리고자 함이었다. 

생태학습박람회는 전국 35개 평생학습도시와 생태지향도시가 참여하여 도시별 특

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118개 평생학습 기관�단체들의 

체험부스 운영 및 공연�전시로 구성되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생태학습’이라

는 새로운 분야에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차별화된 친환경 갈대부스

와 동천 수상무대 공연은 참여도시는 물론, 출연자 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생태

학습박람회를 통해 순천시가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전

국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⑤ 아이들 세상, 축제한마당 조성 

그림 3-114  순천만갈대축제

그림 3-115  제1회 생태학습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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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람회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예매활동 추진

2012년 9월부터는 박람회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예매활동을 추진하여 정원박람

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다. 예매목표량은 80만 매로, 공무원, 전 부서 업무

관련 기관�단체, 지역담당 자치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지역 내 기

관�단체 중심으로 전국 단위 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참여 붐 확산을 통해 입

장권 예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단위 기관�단체를 과소 및 소관별

로 담당하였다. 또한, 입장권 예매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

악하였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59회의 업무협약 체결 및 국내�외 행사 77건을 

유치하였다. 

그밖에도 관람객 유치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그랜드세일’ 행사를 추진하여 박

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 티켓 소지자는 순천만과 낙안읍성 등 주요 관광지 7개소에

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민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할인기간

을 확대하여 시민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박람회 종료시점까지 5개소에 대해 무제

한 입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였다. 

(2) 의전

① 의전지원대책

박람회 기간 중 시내 전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를 비롯한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전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의전요원의 역할분담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 2월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 38명을 위주로 박람

회 조직위원회 의전팀인 국제부와 더불어 국내부로 나누어 의전팀을 구성하였다. 

이후 12월까지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보강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완벽한 의전수행을 준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2월

까지 의전지원이 필요한 행사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전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4월까지는 박람회장 내 행사를 비롯한 공식행사 시 국내�외 VIP

급 인사의전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의전팀에서 담당하고, 박람회장 외 행사는 행사 

추진부서에서 담당하여 분야별 행사를 지원하였다.

② 공무원 통역요원 양성 및 정예화

정예화된 공무원 통역요원을 양성하고자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영어, 일

본어, 중국어 3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요원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4기로 

나누어 기수별로 운영하였으며, 3개월 단위로 기당 100명 내·외로 운영하였다. 교

육기관은 브랜트 옥스폰에서 진행하였으며,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능력자를 선발하

여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제1�2기 공무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206명, 제3기 교

육 89명이 수료하였다. 아울러 통역요원을 정예화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에는 38

⑩ 시민과 소통하는 시립예술단 공연

문화예술회관, 박람회장, 주요 관광지, 야외무대 등에서는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2013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비롯하여 세계어린이합창제 개최, 전국단

위 합창제 공연, 러시아 극단 초청공연, 외부예술단 초청공연, 관내 합창제 등 다양

한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012년 12월까지 공연작

품 및 일정을 확정짓고, 2013년 1~2월에 외부출연팀을 섭외하여 2013년 3~10월 동

안 연습을 거쳐 공연을 개최하였다. 

6) 행정·안전 

(1) 행사지원

① 정원박람회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박람회지원과 내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행사준비에

서 마무리까지 정원박람회를 지원하였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의 총괄하에 6

급 이상 5명, 기타 9명 등 박람회지원과 14명으로 상황반을 구성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하였다.

준비 및 착수단계인 2011년에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사업별 종합지원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평가보완, 행정지도를 강

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완성단계인 2012년에는 정원

박람회 종합지원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미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

며, 관리단계에 접어드는 2013년에는 통합점검 및 예행연습을 거쳐 박람회 기간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였다. 상황반은 8개반 70명으로 편성하여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일일 종합상황관리를 통해 점검 및 보완하였다.

②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지원

순천시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6개 도시를 대상으로 박람회 기간 중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박람회 공식행사에 초청하고 ‘국가의 날’ 행사 개최, 교류

도시를 대표하는 전통예술단 초청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지원하였다. 다만, 자매�

우호도시 ‘국가의 날’ 운영을 조직위원회와 별도로 진행할 경우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조직위원회에서 총괄하되,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2013년 1월까지 조직위원회에서 국가의 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서한문을 발송

하여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2013년 2월 참가 도시 확정 및 방문일정, 프로그램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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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천시의회 지원활동 

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순천시의회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자 행정자치

위원, 문화경제위원, 도시건설위원 등 9인으로 구성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 사전 홍보활동 전개

2012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장단, 의장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

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등 5팀 28명이 36회에 걸쳐 타 시�군 의

회 전국 순회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15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홍보위원 3명을 위촉하였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 전국 의회

의 관심을 고조시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과 참여 붐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밖에도 풍덕주유소사거리, 해룡사거리, 남교오거리에서 길거리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서한문과 의정소식지 등 10회의 홍보우편물

을 발송하고 입장권 2,383매를 구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원박람회 개막

을 5일 앞둔 2013년 4월 14일에는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해 두 

바퀴 홍보단 투어를 진행하였다. 두 바퀴 홍보단은 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지원특

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순천의용소방대장, 산악자전거 동호회원 등 20명

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4월 13일 정원박람회장 동문 입구에서 출범식을 갖고, 자동

차로 서울까지 이동해 15일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출근길 홍보를 시작하였다. 

길거리 홍보 후에는 서울시청 광장을 출발, 수원시청~천안시청~대전시청~전주시

청을 자전거로 경유하면서 19일까지 550여 ㎞ 길거리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외국어 서포터즈를 정비하여 해외인사 방문 시 수시로 통역

을 지원하였으며, 조직위에서 운영 중인 민간외국어�외국인 서포터즈와 연계하여 

서포터즈 규모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3) 재난관리

재난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다. 자동

강우량기, 재해감시CCTV 등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재난재해 발생시 

도심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4개소, 저류지 1개소 등 총 5개소에 내수배제시

설을 설치하였다.

표 3-24  재난재해 예·경보 시스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자동강우량기 전도형 개소 15 읍면11, 동4

재해감시CCTV 각종 개소 23 하천4, 펌프장8, 시내7, 적설4

문자전광판 3040×768 개소 3 주암2, 서면1

자동우량경보기 화진T&I 대 1 서면 청소골

수위계 화진T&I 대 2 순천 수평교

문자전송프로그램 크로샷 명 3,375 공무원, 주민 등

재난종합상황실은 박람회 기간 중에도 24시간 운영하였으며, 매월 4일에는 안전문

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월2회 문자전광판, 문자전송프로그램 등 예�경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수방자재 등을 정비하였다. 그 외 배수펌프장은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

여 시설물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가동인력 및 예비인력을 확보하여 비상시 신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종로구의회 방문

2  춘천시의회 방문

3  강릉시의회 방문

그림 3-116  순천시의회 순회방문 홍보활동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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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전라남도지원단 실국별 지원사업 추진과제

실 국 명 주 요  사 업  추 진 과 제

계 41개

기획조정실 • 실국별 지원사업 추진상황 총괄 관리

대변인실 • 박람회 언론�방송 취재지원

종합민원실 • 박람회 자원봉사자 모집�홍보 지원

녹색성장정책실

• 순천만 에코시티 조성사업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 순천만 그린에너지정원 조성

• 신·재생에너지 춘계학술대회 유치

투자정책국 • 투자유치 활동기업 대상 박람회 홍보 추진

경제과학국
• 「마을기업 전국박람회」 개최

• 해외 교류지역 정원박람회 참여

안전행정국 • 국제행사 인접 지역 「행복마을 청결운동」추진

관광문화국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5000년 한국의 정원 관광자원화 사업

• 박람회장 주변 경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박람회 연계 관광객 유치

• 박람회 연계 수학여행단 유치/ 박람회 관광객 대체숙박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 안내

•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지역축제 연계 박람회 홍보

• 문화예술행사 개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개최

보건복지여성국

• 응급의료 지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식�음료 안전관리

• 국제정원박람회장 인접 지역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 숙박요금 안정 및 서비스 개선대책

농림식품국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준비/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정원박람회 연관 조성사업 추진상황/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숙박지원

• 정원박람회 홍보 및 예매활동 추진사항/ 나무은행 운영 및 수목기증운동 전개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지도�감독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현장 산지체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국 • 순천만 습지 환경정비

건설방재국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시외버스 증회 운행

• 하천재해예방(동천저류지 및 제방보강)사업

• 순천 동천「고향의 강」정비사업

소방본부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소방안전대책

2) 산림산업과

산림산업과는 도 차원의 개최준비 및 중앙정부와 순천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였다.

(1) 국제행사 유치 및 승인 지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이전에는 정원 관련 전담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무

3) 박람회 기간 의회부스 운영

순천시의회에서는 사전 홍보활동에 이어 박람회 기간 의회부스를 운영하였다. 184

일간 국제습지센터 1층에 의회부스를 마련해 의원 24명, 직원 30명이 참여하여 매

일 당직자 3명이 근무하였으며, 당일 방문기관이 많을 경우 정원해설사, 비당직 근

무자도 다수 지원하여 운영하였다. 의회부스에서는 박람회 안내 및 해설, 의원 접

견, 숙박�음식업소 추천, 관광일정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박람회 기간 230개소 단체가 방문하였으며, 의원, 직원, 주민 등 6,334명이 방문하

였다. 특히 지방의회는 전국 244개 가운데 194개소가 방문하여 80%가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방문자별로 접견을 갖고 시의원, 조직위 정원

해설사, 사무국 직원 등이 참여하여 박람회장을 안내하였다.

3. 전라남도 지원활동

1) 정원박람회지원단 구성

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병행되었다. 전라남도 정원박람회지원단은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지원단장하에 1팀 12담당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원단은 중앙정부 및 관

계 기관의 지원 협의, 국제교류 추진, 지자체의 날 운영 등 광역적 지원사항과 보건

�위생, 교통�숙박, 시�군 참여 지원 등 분야별 41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실국별 주요 추진내용은［표3-25］와 같다.

그림 3-117  순천시의회 방문자 접견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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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홍보활동

정부청사 등 정부전광판 130여 개,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목원�휴양림 

등 1,175개소에 정원박람회 홍보물을 비치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

개하였다. 또한,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로서 전 국

민 입장권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농림식품국 직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로 

하여금 입장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9,916매를 구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직

위원회와 공동협력하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입장권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군수 산림연찬회,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등 중앙부처 등의 전국 단위 각종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박람회장 방문을 

유도하여 1,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도 박람회장을 가로지르는 송전철탑 지중화를 통한 경관 향상 등 정원박람

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3) 실국별 지원사업

(1) 기획조정실 

정원박람회지원단 운영 및 종합지원사항 총괄관리,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등

과 도 차원의 업무협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요청사항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였

다. 392개 기업체 및 3,144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3,536건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

으며, 중앙부처나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박람회 홍보 및 입장권 구매안내를 진행

하여 순천시와 조직위 방문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47개, 공공기관 111개, 공기업 

57개, 민간단체 92개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국별로 홍보마케팅 담당기관

부처 선정을 위해 산림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승낙하

는 데 기여하였으며, 도지사를 중심으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는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발굴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가 승인될 수 있도

록 노력하였다.

(2) 세계정원 유치 지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세계정원 유치를 위해 도와 순천시 간의 역할분담을 통

해 업무협의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관계 자문대사 협조 등 적극적으로 유

치를 지원하였다. 특히 1996년부터 도와 상호 공무원 교환근무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가현과 고치현을 방문하고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정원 2개소를 유치하였다. 

(3)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지자체에서 국제행사 개최 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사업추진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64

억 원, 생태하천숲 복원, 수목원 조성, 도시숲 조성, 도시산림공원 등 12건의 연관사

업비 1,098억 원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홍보

비 3억 원을 지원하여 중앙, 도, 조직위원회 등 역할분담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였

으며, 사유지 매입(산림청) 및 무상사용 승인, 나무은행 보유수목 식재 등 다양한 

예산절감정책을 발굴하여 21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그밖에도 전 도민 나무기증운동을 전개하여 느티나무 등 16종 58,000주를 기증받

았으며,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통나무를 활용해 통의자를 만들거나 우드칩

을 생산해 식재 주변에 피복하는 등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

록 지원하였다. 또한, 최대한 자재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맷돌, 절구통, 목장

승, 돌하루방 등 각종 정원소품을 골동품가게에서 저렴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4) 지자체 참여 및 협조 지원

참여정원 및 지자체의 날 행사에 광역시 및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지자체

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

른 제반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시군 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림 3-118  전라남도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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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정책국 

투자유치 활동기업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홍보를 추진하였다. 도내 투자유치기

업(MOU 기업) 8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및 관람협조

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기업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PM)을 활용하

여 박람회를 홍보하였다. 또한, 투자유치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권역별 투자유치활

동과 함께 박람회 홍보를 병행하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대상 유치활동 시 정원

박람회 팸플릿을 배포하였다. 

(6) 경제과학국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

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든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경제과학국에서는 박람회 

기간 박람회장 내 잔디마당에서 「2013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하였

다. 이를 통해 경영 노하우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발

전방안 모색과 국민의 관심 제고,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확대 및 일자

리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박람회 대행사를 선정하고 웹사이트를 구축

하여 204개 참가업체를 모집하였으며, 2013년 9월 6일 17개 시`도의 우수한 마을

기업 업체가 참여하여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활동을 펼쳤다. 

그밖에도 해외 교류지역의 정원박람회 참여를 독려하였다.

(7) 안전행정국 

전라남도는 2007년부터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자 행복마을사

을 배정하여 직접 방문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밖에도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창구역할을 담당하였다. 

(2) 대변인실 

대변인실에서는 2013년 2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브리핑, 설명회 및 인터뷰 지

원, 보도자료 제공, 박람회장 사전답사, 도정소식지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정원

박람회를 지원하였다. 도정소식지 『전남 새뜸』을 통한 홍보와 문화체육관광부 『위

클리공감』, 충북도보, 제주도보 등 중앙 및 시`도 홍보지에 교차홍보 등을 진행하

였으며, MBC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삽입홍보, KTX 차량 내 모니터 영상광고, 도

정뉴스 시 스폿광고 및 시`군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도 출

입기자 대상 현장견학 및 중앙·지방 기자단 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박람회 현

장의 취재를 지원하였으며, 도민 명예기자를 활용한 대면 홍보를 추진하였다.

(3)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에서는 전국 및 도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조직위원회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지원하였으며, 16개 시도, 22개 시군의 전국 자원

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나눔 포털 ‘1365 자원

봉사’에 강사양성교육을 유치하여 박람회 기간인 6월 순천에서 개최하였으며, 10

월 11~12일에는 전국새마을중앙회 주관으로 6,000명 규모의 「2013년 전국 새마을

운동지도자대회」를 유치하였다.

(4) 녹색성장정책실 

녹색성장정책실에서는 정원박람회를 녹색박람회로 준비하는 데 지원하여 순천만 

에코시티 조성사업, 순천만 그린에너지정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춘계학술대회 개최 

등을 완료하였다. 순천만에코촌에 18명의 운영인력을 투입하고 인터넷 예약시스

템을 구축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

환으로 순천만에 그린에너지정원을 조성하였다. 사용전기의 20%에 해당하는 태양

광발전 783㎾ 및 지열 104RT를 목표로 2012년 3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

지 박람회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습지센터 냉·난방 지열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그밖에도 박람회 기간 「2013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

여 정원박람회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순천시 시내

버스 200대, 청소차량 17대, 총 217대를 목표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

하였다. 

그림 3-119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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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림식품국 

농림식품국에서는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 박람회장 주 출입구인 동문과 서문에 농산물특산품관을 설치�운영하여 144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도축장, 식육

판매업소 등 2,79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도축, 미신고영업, 가공 및 성분규격 위반 

등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등을 위한 

위생교육, 유통되는 식육 및 식용계란 수거검사 등을 시행하여 박람회장 등 주요 

축제지역에 유통되는 축산물 위생감시를 강화하였다.

(11)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에서는 2013년 1년간 순천만 일원의 쓰레기 처리, 관광기반시설 정비 등 

박람회 연계 관광지인 순천만 습지의 환경 및 생태탐방시설을 관리하여 관광객들

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다. 습지 환경정비를 위해 쓰레기 처리 및 투기예방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여 쓰레기 수거 100톤, 갯벌 해양보호관찰 시스템(CCTV) 43개를 설

치하였다. 또한,  순천만 습지 생태탐방로의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순

천만자연생태관 내 박람회 홍보공간을 확보하여 박람회 기간 중 리플릿을 비치하

고 배너광고 등을 시행하였다. 

(12) 건설방재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및 원활한 교통소

통을 도모하고자 시외버스 증회 운행 및 교통시설 정비�확충 등을 추진하였다. 박

람회 기간 동안 광주~순천~박람회장 간 시외버스를 10회 증회 운행하고, 광양 등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순천터미널에서 박람회장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하였으며, 목

포와 부산 등 23개 노선은 박람회장을 경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호등, 안전표지

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터미널,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안내표지

판 200개소 설치, 교통안내소 9개소를 운영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주차장 12개소를 설치하고 동천 저류지 조성부지를 박람회 기간 동안 임시주차장

으로 활용하였으며, 고향의 강 사업 중 박람회장과 인접한 구간을 조기 추진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3) 소방본부 

소방본부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박람회 지정업소 숙박시설 등 

225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 

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행

복마을 청소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마을 대청소를 비롯하여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 및 담장정비, 빈집철거, 한옥민박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매월 1회 청결운

동 T/F팀 계도 및 점검을 시행하여 3월부터 7월까지 13개 시군, 39회의 행복마을 

청결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언론홍보를 병행하였다. 아울

러, 행복마을 한옥민박주를 대상으로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박람회 기간 관

람객들의 숙박 및 관광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8)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에서는 박람회장 주변 숙박시설 청결지도 및 문화�스포츠 행사 유치, 

관람객 유치 등을 지원하였다.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자 15개 사찰에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여 대체숙박을 지원하였으며, 할인 관광업소

에 대한 할인북 제작, 지역관광지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기성 전세기를 운항하여 2013년 3월 31일부터 

1년간 매일 천진 ↔ 무안, 7월 12일부터 3개월간 주3회 심양 ↔ 무안을 운항하는 

2개 노선을 확보하였으며, 다채로운 스포츠행사를 개최하여 박람회 기간 중 입장

권 24,303매를 예매함으로써 박람회 열기를 고조시켰다. 전국 및 국제대회를 비

롯한 시�도�단위 대회 등 75개 대회를 유치�개최함에 있어 사전에 주관 체육단

체인 순천시체육회 27개 가맹단체와 순천시장애인체육회 6개, 순천시생활체육회 

40개 가맹단체 등 3개 체육회와 72개 가맹단체에서 체육행사와 연계하여 시상품

과 기념품 등을 정원박람회 단체관람권으로 구입하도록 안내한 결과 체육행사 

참여자 90,000여 명이 정원박람회장을 관람하였다. 

(9)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를 지원하였으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기 정착, 바가지요금�불친절 근절 및 청결하고 아

늑한 숙박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응급환자 이송을 위

한 협력병원 10개소를 지정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였으며,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하고 식`음료시

설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밖에도 박람회 지정음식점에 손 소독기 190대를 

보급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 및 부채 19,000매를 배부하였으며, 박

람회장 내 식당 영업주, 종사자 및 고속도로 휴게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

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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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들은 물론, 많은 시�도민이 정원박람회를 방문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

청하였으며, 입장권 사전구매, 지역 교육청 및 학교 등의 단체관람, 방문지역 대시

민 홍보를 협조하는 등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토론회 개최 등 사후활용방안 모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와 함께 박람회 후 녹색도시, 관광도시로의 성장

을 위한 사후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국 곤명과 서안 세계원예박람회장을 견학

하는 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 3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세계원예박람회 관계 기

관 및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사후 시설운영 관리실태를 직접 둘러보면서 운영에 대

한 노하우와 활용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

다. 또한, 2013년 8월 27일에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

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후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폐막을 2개월여 앞둔 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대비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박람회 기간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박람회 기간 순천소방서 전 직원 특별경계근무

를 실시하여 소방CP 및 남문센터에 차량 2대 및 8명의 소방력을 근접배치하고, 하

절기 야간개장 시에는 연장근무를 통해 지원하였다. 

4. 전라남도의회 지원활동

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전라남도, 순천시, 조직위원회

의 유기적인 소통을 지원하는 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

였다. 

2) 현장시찰 및 사전 홍보활동 전개

특별위원회는 박람회장 현장을 시찰하고 각종 보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준비

과정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

였다. 또한, 2013년 3월 7일부터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도서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틀간 전체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등 6개 시�도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 면담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직접 알리는 등 홍보활동

을 펼쳤다. 

 
그림 3-120  전라남도의회 박람회장 조성현장 시찰 및 타 시·도 의회 방문 홍보활동1  박람회장 조성현장 시찰

2  경상남도의회 방문

3  부산광역시의회 방문

1 2 3

그림 3-121  사후활용방안 토론회 



Chapter 4

정원의 향연

Suː m of the Human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쁘게만 달려왔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23개국이 조성한 83개의 다양한 정원을 거닐며 지친 오늘을 위

로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은 생태체험을 통해 마음껏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까지, 184일간 펼쳐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 그 이상의 정원이 

되어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쉼표가 돼 주었습니다. 

6개월간 봄부터 여름, 가을이라는 시간의 옷을 갈아입는 정원을 
배경으로 삶의 여유와 행복을 전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 시대의 힐링입니다

01 정원을 거닐다 

02 정원에서 즐기는 문화·체험행사    

03 정원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태놀이터 운영 

04 품격 높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의전 

05 박람회 재정운용 및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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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거닐다

2013년 4월 19일 개막식을 앞두고 13일에는 최종 리허설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두 

번의 준비상황 리허설을 통해 개선�보완된 상황을 기반으로 준비상태를 총괄 점검하고, 리
허설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여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
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다. 2013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는 2013년 4월 19일 개막식을 갖고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1세기 인간
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정원의 
향연

01

항공에서 바라본 정원박람회장

1. 천년의 정원, 문을 열다

1) 개막식

(1) 식전행사

2013년 4월 19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드디어 개막식을 갖고 6개월간

의 축제를 시작하였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개막식은 국내·외 주요 인사와 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박람회장 내 잔디마당과 순천호수정원, 수변무대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개막식은 ‘지구의 정원 순

천만, 생명을 심다’를 주제로 개발이 아닌 순천만 보전을 위해 정원으로 둑을 쌓아 

도시의 팽창을 막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순천시민들의 생명존중과 공존, 환경보전

의 마음을 무대에서 표현하였다. 

식전공연에서는 정원박람회 주제영상물 「달의 정원」 상영 및 주제공연 「천년의 정

원」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졌으며, 개막식 주제곡 「생명의 땅 순천만」을 순천시립

합창단과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개막식에는 이동

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외 내빈들이 참석하였으며, 세이셸공화국의 돌프 

페이엣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AIPH 와야신야 부회장, 크리스토퍼 로스트론 국제

습지센터 대표 등 20여 개국 250여 명의 주요 해외인사들도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울러, 정원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산림청장, 순천시장, 정원박람회조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식수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그림 4-1  개막식 식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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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행사

① 오프닝: 생명을 깨우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개막 오프닝으로 북의 대합주가 펼쳐져 분위

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디딤 무용단에 의한 북의 대합주는 북의 울림이 생명들을 

일깨우고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세계만방에 알린다는 의미를 담아 순천호수정원

의 호수를 지나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의의를 알렸다. 또한, 참가국 국기와 박

람회기, AIPH기 입장과 함께 정원박람회에 참여한 23개국의 국화 유등이 등장해 

잔디마당 수변무대 앞에 정렬하였다. 

② 공식행사: 세계와 나누다

드디어 개막이 선언되었다.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는 생태체험 학습장으로서, 미

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것이며,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건강행복도시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의

의를 밝혔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만이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순천

시민들의 혜안과 아름다운 노력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계에 널리 퍼져 지구촌 

환경보전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전하였다. 이어 정부대표로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은 삶에 지친 마음에 휴식과 여유를 가져오며, 정원

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축소된 자연”이라며 “앞으로 이 정원이 문화와 예술을 사

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의 땅 전라남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축사를 전하였다.

③ 개막 퍼포먼스: 생명을 심다

개막 기념 축하공연은 화합의 대합창을 통해 순천만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미지 

뮤지컬로서 순천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구성되었다. 제1장 인간과 자연이 더불

어 사는 평화로운 순천만, 제2장 산업사회가 도래한 욕망의 시대, 제3장 산업사회

로 인해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생명을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지구의 정원 순천

만이 생명을 심는’ 과정을 노래하였다. 이를 통해 녹색의 도심공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순천이 앞장설 것임을 선언하였다. 

(3) 식후행사

식후행사는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팝페라가수 이사밸조를 비롯해 어린이재단 

초록 우산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천사(1004명)합

창단, 걸그룹 레인보우 등이 참여하여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2) 개장식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관람객들의 입장이 시작되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 개장식을 시작으로 드디어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박람회장이 공개되었다. 

우천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장식 행사는 간략하게 진행

되었으며, 순천시장의 개장선언 후 테이프 커팅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이후 프랑스정원 개원식 및 갯지렁이 다니는 길 갤러리 개관행사 등이 진행되었으

며, 한국정원에서도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프랑스정원 개원식에는 낭트시의 

그림 4-4  개막식 축하행사

그림 4-2  오프닝 ‘북의 대합주’

그림 4-3  개회선언 및 주요 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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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릭 랭베르 시장이 참석하였으며, 순천호수정원을 디자인한 찰스 젱스, 갯지렁

이 다니는 길을 디자인한 황지해 작가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은 비가 오는 와중에

도 많은 관람객들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아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국제정원박람

회를 만끽하며 세계 23개국이 조성한 83개의 다양한 정원을 즐겼다.

2.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박람회장의 문을 열고

1) 빛의 서문(West Gate of Light)에서

수목원 구역에 위치한 ‘빛의 서문’은 박람회장의 첫 관문으로서, 자연침하 지형

을 그대로 살려 디자인한 광장이다. 땅으로 쏟아지는 빛을 한곳으로 모으는 선큰

(sunken) 광장 형태이며, 지구의 정원을 밝히는 빛을 의미한다. 자연스러운 지형 위

에 솟은 세 동의 건물 사이로 광장 어느 곳에서든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정겹게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으며, 건물에는 매표소, 관광안내센터, 지역특

산물 판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이제 우리 모두의 자연정원이 되어 인류의 현재와 미래

를 밝히는 빛이 되기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2) 꿈의 남문(South Gate of Dream)을 지나

만남의 광장에 위치한 ‘꿈의 남문’은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동천변에 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와 꿈의 다리 사이에 있는 장소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자

연의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다. 수목원 구역과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관람한 후 주 

박람회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며, 주 박람회장에서 나와 순천만국제습지

센터와 수목원을 가기 위해서도 지나야 하는 곳이다. 박람회장을 찾은 수많은 사

람이 거쳐야 하는 남문은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이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

나들 수 있는 어울림을 상징한다. 

3) 지구동문(GEO East Gate)으로

지구동문으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입구에서부터 수직으로 솟아오른 자연질감의 

벽체를 만나게 된다. 지구동문은 지표를 뚫고 올라온 지구의 기운을 상징해 디자

인함으로써 박람회장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극대화한 문이다. 우뚝 솟은 석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디자인함으로써 역동적인 지구

의 힘을 담아내고자 했다. 방문객들이 땅의 에너지를 듬뿍 받으며 박람회장에 들

어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공간이다.

개인의 작은 힘이 모이면 지구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큰 힘이 정원박

람회장을 가득 채우고, 지구의 정원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림 4-6  빛의 서문

그림  4-5  개장식

그림 4-7  꿈의 남문

그림 4-8  지구동문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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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정원(German Garden) 

유럽 각국의 정원양식을 받아들인 독일은 19세기 말 특유의 근대정원을 선보였다. 

정원을 유난히 사랑했던 독일 사람들은 정원을 실내공간의 연장으로 생각해 건축

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정원을 만들었으며, 정원이 자연의 꾸밈없는 모습을 닮길 

원했다. 

칼 푀르스터 선큰정원을 모델로 디자인된 독일정원은 자연의 생태계 내에서 스스

로 생존능력을 키워가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주

어진 토양과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바람에 날린 꽃씨가 

자연스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듯 조화로운 정원은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정경을 

연출한다. 특히 지면보다 낮은 계단식으로 디자인하여 조화롭게 층을 이룬 야생화

를 감상할 수 있다.

(3) 영국정원(British Garden) 

영국정원은 풍경화를 그리듯 정원의 구도를 미리 계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영국인들은 정원에서 가족나들이를 즐기고 결혼식을 하고 예술을 즐겼

으며, 언제나 생활 가까이 정원을 두고 즐겼다. 첼시플라워쇼는 월드컵보다 인기가 

있으며,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가 가드닝인 나라가 영국이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이 조성되었다. 빅토리아시대 폴리 팜 가든

의 아름다움을 재현한 영국정원은 볕이 좋은 오후를 캔버스에 담은 것처럼 한가

롭고 조용한 전원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영국의 식생활과 밀접한 라벤더 등의 각종 

허브가 식재되어 있으며,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호젓한 오솔길이 있어 조용한 전원

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3. 정원을 통한 세계와의 소통, 세계정원 구역

설레는 만남이 가득한 정원에서 한데 어울려 피는 꽃이 되어 하나의 풍경을 이룬

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세계정원 구역은 각국 정원의 다양한 가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도모하는 박람회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 공간이다. 프랑스,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정원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정원과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들이 참여한 테마정원, 세계의 도시·작가·기업이 조성한 참여정원 등

으로 꾸며져 있다. 

1) 각국의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세계정원

(1) 프랑스정원(French Garden)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17세기 프랑스정원을 조성하면서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가꾸었던 정원을 들였다. 장엄하고 화려하면서도 질서정

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은 유럽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하

고자 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보여준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었다. 

정원박람회장의 프랑스정원은 절대군주의 욕망과 철학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생태보호라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녹여 냈다. 프랑스 국민들이 베

르사유 정원을 소중한 유산으로 자랑하듯 순천만도 생태정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로 역사에 남길 소망하며 조성하였다. 프랑스정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는 기하학적인 문양의 자수화단, 연못, 분수, 질서 있게 식재한 수목 등을 배치하여 

통일성을 추구함으로써 웅장한 정원미를 보여준다.

그림 4-9  프랑스정원 그림 4-10  독일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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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튤립이 각종 허브와 어우러져 원색의 자연을 그대로 보여준다. 

(5) 스페인정원(Spanish Garden) 

중세시대 이후 유럽정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스페인에는 오랜 역

사를 지닌 정원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남부 세비야에는 원형이 잘 보전된 오렌지

정원이 존재한다. 스페인에서는 오렌지나무를 정원에 심어 숲을 만든다. 오렌지나

무는 너른 그늘을 만들어 일하던 사람들이 땀을 식힐 수 있도록 해주며, 때로는 상

큼한 오렌지 향으로 사람들을 정원으로 불러들인다. 정원박람회장에 재현된 스페

인정원에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자라기 힘든 오렌지나무 대신 유자나무를 가지런

히 심었다. 

(6) 이탈리아정원(Italian Garden)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막강한 부를 소유한 메디치

가의 후원 아래 건축·조각·회화·문학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정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덕분에 이탈리아의 정원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예술

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다. 메디치가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빌라를 여러 채 남겨 놓았는데, 깔끔하고 잘 정돈된 이미지가 특징이

다. 작은 규모의 언덕과 계곡, 그 사이로 곳곳에 자리 잡은 올리브나무 농장과 포

도밭 풍경. 

정원박람회장의 이탈리아정원은 평지가 국토의 25%에 불과한 이탈리아 지형을 반

영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하였으며, 르네상스시대 메디치가의 빌라정원을 재현하

였다.  

(4) 네덜란드정원(Dutch Garden) 

아름다운 튤립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는 ‘유럽의 정원’이자 꽃밭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유럽 사람들은 ‘큐켄호프에 꽃이 피어야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고 한다. 큐켄호프 축제 등 다양한 꽃박람회가 열리는 네덜란드는 세계 화

훼산업을 이끄는 나라로서 유명한 화훼장식가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한 튤립은 오늘날 네덜란드정원의 상징이 되었지만, 원래는 중앙아시

아와 남동 유럽이 고향이다. 그곳 남자들이 쓰는 터번을 닮았다는 뜻에서 튤립으

로 불리게 되었으며, 불운을 막아 주는 신성한 꽃으로 여겼다고 한다. 

네덜란드정원은 큐켄호프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의 설렘을 담아 지구의 정원에 찾

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생태수도의 봄을 알리는 마음으로 조성하였다. 다양한 색상

그림 4-11  영국정원

그림 4-12  네덜란드정원

그림 4-13  스페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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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와 도심 속 정원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함께 즐기면서도 개

인의 가치가 존중된 정원, 자연을 즐기면서도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원이야말

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지구정원의 정신임을 표현하였다.

(8) 중국정원(Chinese Garden)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는 명·청대에 번성했던 170여 개의 특색 있는 원림이 흩어져 

있다. 그 중 60여 개가 현재까지도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19개 정도가 대외

에 개방되어 관광객을 맞이한다. 정원박람회장의 중국정원은 16세기 중국정원에 

중국의 전통정원인 원림을 들여와 꾸몄다. 정원에 심은 수목이 복을 불러온다고 알

려진 원림정원은 흙과 돌을 쌓아 만든 인공 산과 연못 주변에 물과 나무, 기이한 암

석을 미학적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중국정원은 어떤 방향에서 보느

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선사해 주며, 숨김과 드러냄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정

원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부유한 집안의 딸인 축영대와 가난한 집안의 양산백이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 나비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정원 곳곳에 배어 있다. 구릉과 

물, 다리, 돌, 나무 등을 이용해 전통 조경기법으로 정자와 연못, 교량 등을 조성하

여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나눈 두 젊은이의 애틋함을 표현하였다.

(9) 일본정원(Japanese Garden) 

일본정원에서 정원의 주인은 사람도, 집도 아니다. 정원에 온 세상을 담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정신이 반영된 14세기 일본정원은 석조물들로 장식된 정원과 큰 연

못이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못이 들어선 정원은 호수를 완벽하게 재

(7) 미국정원(American Garden)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은 영국과 유럽정원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정원양식

이 나타난다. 북미대륙의 광대한 지형적 특성이 드러나는가 하면, 농장풍경의 여유

로움이 묻어나는 자연주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 중 18세기 버지니아주의 미

국정원은 대저택과 농장을 끼고 조성된 넓은 정원이 특징적이다. 유럽과 영국정원 

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미국 지형의 특성을 살려 조성한 자연주의 정원양식으로, 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는 1700년대 농장을 배경으로 넓은 자연이 펼쳐져 있는 

버지니아의 자연주의 정원을 되살려 놓았다. 특히 ‘정원은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며 

휴식하고, 동시에 놀이터도 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그림 4-14  이탈리아정원

그림 4-15  미국정원

그림 4-16  중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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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정원을 떠올리면 사찰, 궁궐, 리조트와 공원의 정원을 생각하게 된다. 커다

란 불상이 있는 황금빛 사찰, 유럽풍 건물의 궁궐, 그리고 현대적인 리조트와 유명

공원은 모두 특색 있는 정원을 갖추고 있다. 

정원박람회장의 태국정원은 개방형 건축물로 뜨거운 햇빛과 비를 피하는 데 사용

했던 태국의 전통 건축물 살라타이와 대나무 구조물 등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조성

하였다. 아열대 지역의 열기를 저감하는 지혜로운 생활상을 통해 지구온난화 및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워싱턴야자와 코코

스야자 등 열대수목이 식재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2) 테마정원 

(1) 순천호수정원(Suncheon Lake Garden) 

지구동문을 통해 박람회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둥근 언덕이 호수를 감싸고 있는 

순천호수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거대한 동문 뒤에 어떤 풍경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객들로서는 탁 트인 호수와 솟아 있는 여섯 개의 봉우리를 보며 신선

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구동문은 의도적으로 동선을 감추고 눈앞의 풍경이 

보이지 않도록 연출하여 더욱 극적이고 시원한 풍경을 선사한다. 

찰스 젱스가 설계한 순천호수정원은 순천이 생태도시의 완성이라는 큰 꿈을 품고 

지구의 정원으로 성장할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박람회

장의 중심 공간이다. 중심에 있는 봉화언덕은 도심에 자리 잡은 봉화산을 나타내

며, 호수는 도심을, 호수를 가로지르는 나무데크는 순천의 젖줄 동천을 상징한다. 

현하고, 누각이 들어선 정원은 사찰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일본정원은 자연을 그

대로 담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발현된 곳이다. 흡사 아름다운 호수나 

건물을 완벽하게 미니어처로 재현해낸 듯하다. 

사가현정원은 산을 배경으로 계곡이 있는 일본 전통정원으로 세후리(脊振) 산과 

아리아케(有明) 연못을 재현하였으며, 고치현정원은 연못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

고 돌과 모래로 자연을 표현하는 가레산스이 양식에 따라 바위와 자갈 등을 배치

하여 고치현의 웅대한 태평양 바다와 험준한 산 등 자연을 표현하였다. 

(10) 태국정원(Thai Garden) 

그림 4-17  일본정원

그림 4-18  태국정원 그림 4-19  순천호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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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내부 공간 중 가장 고도가 높은 봉화언덕(16m)은 순천만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박람회장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지점으로, 언덕 위에 올라서면 

푸른 박람회장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산의 경관을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봉화

산을 축소해 조형하였으며, 봉화언덕 정상에 사진을 콜라쥬한 탑을 설치하여 산의 

일부를 보면서 동시에 산 속을 직접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

였다. 또한, 난봉산, 인제산, 해룡산, 앵무산 등 순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난봉언

덕, 인제언덕, 해룡언덕, 앵무언덕으로 표현하고 순천만언덕에는 생물계의 번성을 

생태적인 순환으로 상징화하여 지면에 표현하였다. 갈대숲의 자연정화 작용에서 시

작하여 사슴 등 동물계, 게와 물고기 등의 순서로 표현하였으며, 생태계의 정점에는 

약 230여 종의 철새가 찾아오는 순천만의 상징새 흑두루미를 표현하였다. 이들 주

요 생물종은 그림이 그려진 포장에 각기 해당 순서 층에 따라 표시하였으며, 무지개 

모양의 인조잔디, 진달래꽃과 함께 구현하였다. 삼각형은 로마신화에서 강의 신 티

베르가 들고 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원뿔 모양의 잔을 상징한다.

(2) 갯지렁이 다니는 길(Lugworm Path) 

그 이름만으로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갯지렁이 다니는 길은 자유분방한 선들

을 입체적으로 드로잉 한 듯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갯지렁이가 몸으로 갯벌

을 밀고 간 듯 밑으로 푹 꺼진 공간에 선큰가든 형식으로 조성하였다. 작은 생명체

인 갯지렁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존재지만, 순천만 갯벌에서 갯

지렁이는 갯벌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이 순천호수정원으로 흘러들어 간다. 갯지렁이

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생태계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갯지렁이 형태의 갤러리와 도서관, 쥐구멍 카페, 개미굴 휴게공간, 미친개정원, 씨뿌

리는 손, 씨뿌리는 발, 언덕산책로, 생각하는 의자, 덤불숲 파고라 등 각자의 이야기

와 개성을 담아 정원 안에서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지렁

이가 파놓은 공간처럼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쉼터를 만들거나, 쥐구멍 카페에 직

접 들어가 낙서를 하는 등 작은 생명들이 어우러진 순천만처럼 작은 정원들로 이루

어져 있다. 

(3) 야수의 장미정원(Rose Garden) 

장미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사랑받는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야수가 가장 아끼던 보물도 장미꽃이었

다. 그 종류 또한 워낙 많다보니 시대와 환경에 따라 사랑받는 품종 또한 달랐다. 

1 2 3

그림 4-20  순천호수정원의 언덕 및 상징물 

4 5 6

1 봉화언덕    2 봉화언덕 사진탑 

3 해룡언덕      4 난봉·인제언덕

5 앵무언덕    6 순천만언덕 그림 4-21  갯지렁이 다니는 길 1 항공에서 바라본 갯지렁이 다니는 길 

2, 3 갯지렁이 도서관 입구 및 내부

4 갯지렁이 갤러리 내부

5 쥐구멍 카페    6 씨뿌리는 발

1

4 5 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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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흑두루미 미로정원

(5) 바위정원(Rock Garden) 

크고 작은 바위들이 어울려 강인한 자연의 힘을 전하는 바위정원은 돌 틈에서 자

라는 작은 식물까지 어우러져 생명력 넘치는 정원을 보여준다. 목포~순천 간 고속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바위를 재활용하였으며, 제주도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

며 살아남은 수령 600년 된 팽나무가 운치 있는 경관을 연출하는 정원이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는 바위는 굳은 의지와 견고함을 상징한다. 십장생에

도 포함될 만큼 귀하게 여겼으며, 예로부터 우리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였

다. 바위정원에는 푸른 지구를 가꾸어가고자 하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의 굳은 의

지가 담겨 있다.

(6) 어린이놀이정원(Kids’ Garden) 

원래 정원은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이다. 어린이놀이정원은 어린이들이 좋아하

는 뽀로로, 디보, 토마스 기차, 앵그리버드 등 캐릭터 놀이기구를 배치하여 정원이 

정적이고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신나고 유쾌한 공간이 될 수 있음

을 알려준다. 정원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아이들이 즐

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정원은 진정한 정원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정원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동화를 생각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정

원을 꿈꾸며 조성한 공간이다.

엘리자베스시대에는 장미의 화려한 모습이, 빅토리아시대에는 다소곳한 모습의 

장미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장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미

녀와 야수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연인들끼리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출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4) 흑두루미 미로정원(Hooded Crane Maze Garden)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이자 순천시의 시조인 흑두루미 형상의 미로 속에

서 가족, 친구와 함께 미로에 감춰진 출구를 찾아가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미로를 따라가며 출구를 찾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은한 측백나무 향

기가 코끝으로 스며든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재미있고 신기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있을 것만 같은 미로 속에서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

만의 동화를 완성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4-22  야수의 장미정원

그림 4-24  바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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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숲(Urban Forest) 

오늘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

조성 대안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도시숲 조성이 활발하다. 잘 조성된 도시숲은 

도시의 허파기능을 한다. 분진의 70~90%를 감소시키고 기후를 조절해 해마다 최

고 기록을 갱신하는 여름철 기온을 3~7%까지 낮춘다. 그밖에도 밀도 높은 도시숲

은 건조한 도시의 습도를 조절해주며 차량 소음을 80%까지 감소시켜준다고 한다. 

도시숲은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객과 차량으로부터 박람회장의 조경과 수목이 영

향을 받지 않도록 도로변에 조성한 숲이다. 1,000여 그루의 큰 나무들이 식재된 도

시숲은 공해로부터 박람회장의 에코벨트를 지키는 도심 속 숲이자, 앞으로도 박람

회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3) 어울림정원

(1) 잔디마당(Green Yard) 

순천호수정원 옆에 자리한 잔디마당은 박람회 기간 동안 조용하고 정적인 연출이 

필요한 행사들을 위한 무대이자 광장이다. 초록 카펫이 깔린 듯한 잔디 위에 돗자

리를 펴고 평온한 휴식을 즐기며 순천호수정원을 바라볼 수 있다. 호수가 만든 물

의 정원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무대가 된다. 비어 있어 오히려 꽉 찬 듯한 여유공간

에서 온 가족이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거나 다양한 체험을 하며 거리낌 없

이 뛰어놀 수 있는 평화롭고 화목한 공간을 그리며 조성하였다. 

(7) 무궁화정원(Mugunghwa Garden: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남도에서는 무궁화를 무우게 혹은 무강나무라고 부르며, 꽃은 오전에 활짝 피었

다가 오후에 지지만 나무 전체로 보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영속성을 보여주는 꽃이

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과 닮은 꽃으로 

생각되어 왔다. 무궁화에 관한 기록은 중국 『산해경』과 『고금기』에 나올 만큼 역

사가 깊어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라와 고려

가 중국에 보낸 문서에도 ‘무궁화의 나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나

라꽃이라 하여 강제로 뽑아 없애기도 했다. 광복 이후 공식적으로 나라꽃으로 정해

졌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에서 품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름에

서도 한국적인 특색이 잘 나타난다. 배달, 한사랑, 아사달, 옥토끼, 고주몽 등 무궁

화정원을 둘러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원하고자 만든 정원이다.

그림 4-26  무궁화정원

그림 4-25  어린이놀이정원

그림 4-27  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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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옆 낡은 폐선을 형상화한 화장실을 통해 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  

(3) 한방약초정원

① 한방체험관(Oriental Herbs Experience Center) 

한방 관련 공간이나 제품은 어르신들에게 더 익숙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한방체험관은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 구성원 모

두에게 친근하고 유익한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재미있는 볼거리로 구성

하였다. 

■ 한방전시관

약재 서랍, 단상, 한약 봉지, 작두 등을 전시해 한약방을 재현한 한방전시관에서는  

사상의학을 토대로 체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상체질과 현대식 한방 건강테

스트를 진행하였다. 

  

(2) 동천갯벌공연장(Riverside Open-air Stage) 

동천갯벌공연장은 순천만의 본질을 담아 만든 곳이다. 공연을 관람하는 즐거운 시

간에 앞서 순천만 보전을 위한 마음을 널리 헤아려주기 바라며 만든 공간이다. 황

지해 작가가 순천만 갯벌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으며,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

을 탄생시키는 갯벌처럼 박람회 기간 동안 주제공연, 국가의 날, 지자체의 날 등 다

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주제공연인 

「천년의 정원」이 관람객들을 맞이하였으며, 축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동천갯벌공연

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며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관객석

은 갯벌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순천에서 모은 폐품을 활용해 가치를 더하였으며, 

그림 4-28  잔디마당

그림 4-29  동천갯벌공연장

그림 4-30  한방체험관 시설 1 한방체험관 전경   2 한방체험관

3  한방치유관

4  한방전시관    5 한방카페

6 놀이마당

2

31

5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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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헛개나무 같은 약초들의 이름과 효능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한방과 관련된 모

든 것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4) 식물공장(Plants Factory) 

지난 2009년 순천에 위치한 중소기업 (주)파루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외부 환

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폐쇄형 육묘시스템(식

물공장)을 개발해 남극 세종기지로 보냈다. 덕분에 3,000㎞나 떨어진 칠레에서 통

조림으로 가공된 야채를 공급받아야 했던 세종기지 연구원들은 싱싱한 야채를 재

배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식물공장을 만날 수 있었다. 식물공장은 정원과 

IT가 융합된 이동 가능한 모듈형 농업공장으로, 첨단 IT시스템과 미래형 농업기술

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제어하는 미래

형 농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동형 식물공장과 최첨단 경작지를 체험할 수 있다. 식

물공장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은 박람회 이후 IT농업에 활용해 주말농장과 연계하

거나, 이동형 식물공장을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에 판매한 후 원격 관리를 통해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식물이 생

장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 습도, 조도 등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니

터링과 관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식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상상 속 모습이 현실에서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소망언덕(Wish Hill)

소망언덕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나

지막한 언덕으로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 또한 이루어지길 바라

며 조성한 공간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 보전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완성을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라는 믿음으로 순천시민들과 함께 달려왔

다.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순천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모

■ 한방체험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한의학 지식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위생적인 건식 

족욕장비를 설치해 족욕을 하면서 힐링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 치료실에

서는 체질별 맞춤형 한방 향 테라피 체험을 진행하였다.

■ 한방치유관

한방치유관에서는 사상체질 검사, 이혈검사, 진맥 등의 진단 및 진료가 이루어졌다.

■ 한방카페

고전적 분위기와 현대적 감각의 다실로 연출하였으며, 한약재와 허브를 비롯해 체

질에 맞는 차를 선정해 마시면서 각자의 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한방판매관

3대 명약이라고 일컫는 인삼, 구기자, 하수오와 한방체험형 기념품을 판매하였다.

■ 놀이마당

한방체험관 앞 놀이마당에서는 한방 기념품 만들기, 전통 줄타기, 한방약초 썰기 

등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모두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제공하였다.

② 약용식물원(Medicinal Plant Garden) 등 8개 테마정원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약

초에 의존해 병을 고쳐 왔다. 그래서 약초는 귀중히 다루었다. 특히 그 귀한 쓰임에 

비해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풀 중에도 약초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길가나 산에

서 자라는 민들레·쑥, 마당에서 자라는 나팔꽃·봉선화,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와 석

창포도 약초가 된다. 약용식물원은 삽주·어수리·방하·백량금·족도리풀·삼지구엽

초·작약·붓꽃·투구꽃·씀바귀·질경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약초를 만

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주변에는 산야초원과 약술원 등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곰취·냉이·두메부추 등 음식재료로 사용되는 각종 야생초와 식물들을 심었으며, 

그림 4-31  약용식물원

그림 4-32  식물공장

그림 4-33  소망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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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외정원

■ ‘꽃들에게 희망을’ 환경정원('Hope to flowers' Environmental Garden)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자연에 순응하는 모

습을 정원으로 표현하였다. 멸종위기식물을 포함한 한반도 자생식물로만 조성한 

정원으로, 빗물을 활용한 재생시스템도 보여준다. 특히 국가 생물자원 보전을 위

해 순천 및 영월 교도소, 서울 및 청주 소년원 수용자들이 직접 증식한 식물들이 포

함되어 있어 소통과 회복,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식물을 가꾸는 일이 치유

와 위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원이다.

환경부｜디자이너 (주)대종원종합개발

■ 서울의 정원(The Garden of Seoul City)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표현한 정원이다. 전통적인 정원 이미지에 현대

적인 감각을 더하여 세계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고궁과 마천루가 조화

를 이룬 국제도시 서울에는 개발논리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자연 치유된 철새들의 

낙원 밤섬이 있다. 도심 속의 숨겨진 보물 밤섬을 형상화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현재와 녹색가치의 시대를 펼쳐 가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를 

표현하였다. 또한, 원형의 화단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충만한 순천만 연안습지의 

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모두의 

참여 속에 있음을 되새기며, 각자의 소소한 소망들 역시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6) 허브카페(Herbs Cafe)

허브카페는 소망언덕과 도시숲 구간에 있는 쉼터로, 라벤더, 레몬밤, 로즈마리 등 

다양한 허브를 식재하여 이름만으로도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듯한 자연카페다. 

허브는 원래 서양의 대표적인 약용식물이다. 중세에는 장원이나 수도원은 물론, 

일반 민가의 정원에서도 허브를 키우고 일상생활에 이용했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

는 약초의 역할뿐 아니라 요리, 미용, 장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

양한 허브가 심어져 있는 허브카페는 몸과 마음의 힐링공간이다.

(7) 메타세콰이어길(Metasequoia Path)

메타세콰이어는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자란다. 또한 어디에 뿌리를 내려도 햇빛을 

좇거나 바람에 굴해 제 몸을 수그리지 않는다. 미국정원에서 스페인정원 길 300m 

구간에는 메타세콰이어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다. 88고속도로에서 도로확

장 공사를 하면서 베어질 나무들을 옮겨와 식재하였으며,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

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4)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정원

정원의 테마와 주제를 통해 정원을 새롭게 인식하며 정원박람회가 우리의 여가문

화와 환경의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며 조성한 공간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와 국내의 도시, 그리고 각 기업과 작가들이 정원을 가꾸고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도시들은 각 도시의 특징이 반영된 정

원을 선보였으며, 기업들 역시 평소 추구했던 가치를 정원에 구현하였다. 여기에 작

가들의 참신한 정원까지 모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조성하였다. 참여정

원은 박람회장 개울길 주변으로 총 35개의 실외정원과 26개의 실내정원을 조성하

였으며, 다양한 정원을 통해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정원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세계의 다양한 정원문화와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참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

하기 위해 정원조성 후 전시와 경연을 실시하였다. 실외정원은 작가·융합·도시·기업 

4개 부문, 실내정원은 국내·국외 2개 부문으로 전시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그림 4-34  허브카페

그림 4-35  메타세쿼이아길

표 4-1 참여정원 전시경연대회 심사부문

구   분 부문 주      요        내      용

실외정원

작가 전통·실험·실용·관념적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원의 미래

융합 다양한 층위의 참가자가 나타내는 정원의 모델

도시 도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원

기업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정원

실내정원
국내

국내 참가자 정원의 디자인 및 완성도 등
국외

그림 4-36  ‘꽃들에게 희망을’환경정원

그림 4-37  서울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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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데스아마존정원(The Andes Amazons Greden) 

어머니인 자연을 뜻하는 ‘파차마마’를 주제로 만든 정원이다. 티티카카호의 배와 

아마존을 형상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인간의 노력을 정원에 담았다. 안데

스 아마존 문화에서 직물들의 질감은 그곳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며, 색깔은 인류와 어머니 대지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는 삶의 교향곡이다. 

다양한 색깔의 실이 짜여 만들어진 천을 통해 자연 역시 식물과 동물이 어우러져 

동심원을 만들고 상호의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룬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볼리비아｜디자이너 Reinhard Nina

■ 서안정원(Xian Garden) 

서안정원은 수목, 회랑, 정자, 물, 바위와 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고대 사가

에서 정원을 만들던 방식 그대로 재현하여 중국정원의 품격을 보여준다. 중국정원

의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해 정원의 중앙에 전체 정원을 장악하는 주요 건축물을 

배치하고 그 중심에는 실개천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정원 속의 정원’은 제한된 공

간에 자연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구조로, 전체 건축물 본래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도 전체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서안시｜디자이너 Xian City(China)

 ■ 터키정원(Turkey garden) 

동·서양이 만나는 아름다운 지중해.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는 터키는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터키정원에 대해 널리 알리면서 ‘어린이와 꽃’이라는 테마

로 열릴 2016년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유목시대부터 정원에 관심을 갖게 된 터키인들이 실제로 정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착생활이 시작된 후였다. 터키 중부의 고원 아나톨리아는 독특한 기후

와 비옥한 땅 덕분에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었으며, 이는 터키식 정원을 구성하

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터키정원은 중앙아시아에서 배워온 아름다움에 터키인

갈대 원형을 표현하였다.

서울특별시｜디자이너 (주)경동엔지니어링 게이트준

■ 오이소, 보이소, 즐기소(Dynamic Busan)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 항상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 부산. 부산

의 아름다운 자연과 명소를 함축하여 둘러볼 수 있도록 꾸며진 정원이다.

부산광역시｜디자이너 (주)엘오디 장태영

■ 무등을 노래하다(Sing Moodeung) 

자유·평등을 상징하는 무등산의 무등정신과 대동정신이 서석대, 입석대, 너덜을 지

나 비엔날레 출품작인 장고와 별자리를 통해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짐을 표현하였다.

광주광역시｜디자이너 호남대학교 김희우 교수

■ 수원의 정원(The Garden of Suwon City) 

전통과 문화의 도시 수원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정조대왕의 웅대한 

꿈이 서려있는 화성을 상징화한 정원으로, 중앙에 보물 제1710호인 서북공심돈(西

北空心墩)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화성의 전통연못인 용연을 표현하였다. 서북공심

돈은 중국 성서(城書)의 제도를 본떠 치(雉)에다 돈(墩)을 설치한 것이다.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약간 돌출시켜 치를 만들고, 그 위에 벽돌로 3층의 망루를 세우고 

망루 꼭대기에는 포사(鋪舍)를 지어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서북공심돈 전

면에는 수원 화성의 성곽 일부를 도입하였으며, 성곽의 선형은 조선시대 전통의 활

인 국궁(國弓)을 형상화하였다.

수원시｜경희대학교 김신원 교수, (주)케이웍스 디자인

■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정원(The main city of Space-air, Goheung Garden) 

고흥을 대표하는 팔영산을 배경으로 특화작물인 유자와 석류를 소재로 한 ‘석류·

유자 치유의 숲’이라는 테마정원을 조성하였다. 우주선 조형물을 통해 우주로 통

하는 관문인 고흥을 상징화하였으며, 우주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

을 표현하였다.

고흥군｜디자이너 (주)에스제이

 ■ 사원정원(TEMPLE GARDEN) 

신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인도의 사원정원은 인도의 전통 건축

물을 이용한 정원으로, 그 안에서 신의 창조와 자신의 존재를 즐거워함으로써 몸

과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인도｜디자이너 Indian Association for Ornamental Horticulture(REGD)

그림 4-38  오이소, 보이소, 즐기소

그림 4-39  무등을 노래하다

그림 4-40  수원의 정원

그림 4-41  고흥정원

그림 4-42  사원정원

그림 4-43  안데스아마존정원 및 디자이너

그림 4-44  서안정원

그림 4-45  터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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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정원(KORAIL GARDEN) 

추억과 낭만의 상징 철도여행을 박람회장으로 옮겨놓았다. 국가 대동맥인 철도의 

역사에 관한 사진과 그림을 기차 조형물과 함께 전시하고, 남북한의 기후특성을 보

여주는 오죽과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한반도 종단철도의 희망을 표현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니기차를 설치해 즐거움이 가득한 정원으로 조

성하였다.

코레일｜디자이너 경희대학교 김신원 교수, (주)케이웍스디자인

■ 물을 담는 큰 그릇(K-water garden) 

기상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보이는 물의 양의 변화를 통해 세계적 

이슈인 물 부족과 물 소비에 관해 이야기하는 정원이다. 물의 양이 변하면서 그릇 

내 바닥에 때때로 드러나는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은 우리의 물 소비에 관한 정

보를 알려준다. 물 부족시대에 K-water의 역할, 그리고 물의 저장과 공급을 통해 땅

과 자연에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정원에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K-water｜디자이너 최윤석, 이동은, 경정환, 오현주, 조용철, 조혜령

■ 현대 하이스코 희망 정원(H3 GARDEN: HYUNDAI HYSCO HOPE GARDEN) 

스틸 구조물 사이에서 다양한 꽃이 피어나는 희망나무는 철 안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짐을 상징한다. 특별한 희망나무가 전하는 따뜻한 철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원이다.

현대하이스코｜디자이너 (주)디자인그룹 유스테이지

  

■ 소망정원(Wish Garden)

마을 당산나무에 기도를 드리며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옛 사람들의 삶을 모

티브로, 소원박스와 소원나무를 만들어 관람객들이 리본을 달며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이다. 소원을 적은 리본이 많아질수록 정원의 의미도 커진다.

서울대학교 + 독일 라인마인대학교｜디자이너 이유미, 이슬, 양희은, Laura Abeler, Lisa Oppermann

의 미적 감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터키정원

은 터키의 전통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으며, 현대적인 건축재료가 어우러져 독특

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돌과 나무로 전통양식에 따라 주택을 조성하고, 구근식물

과 덩이뿌리, 뿌리줄기 등을 식재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터키의 독특한 문화를 정원에서도 느낄 수 있으며, 평화롭고 목가

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한일 우정의 정원(Korean/Japan Friendship Garden)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조경회사가 순수 기

부활동을 통해 조성한 정원으로, 다른 정원에 비해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오감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온유조경, 고스키조원, (주)수프로

■ KJB 광주은행(The Castle & Line) 

든든한 지역금융의 동반자 KJB 광주은행이 은행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성과 정원

의 부드러운 선에 빗대어 표현한 정원이다. 성의 라인은 식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동시에 고객과 은행을 이어주는 신뢰를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부

드러운 곡선 디자인의 정원은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를 상징한다.

(주)광주은행｜디자이너 죽화경(주) 유영길

■ SK 행복정원(Steps Forward to Happiness) 

SK그룹이 기업광고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주제어를 담아낸 정원이

다. 공간이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는 다랭이논으로 표현된 정원의 형상은 고객 행

복을 위해 과거, 현재, 미래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기업, SK

의 모습을 상징한다. 마지막 계단의 가운데에는 정원의 핵심 공간으로 따뜻한 느

낌의 가제보를 배치하여 SK그룹이 추구하는 행복이 머무는 공간, 행복을 담는 공

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SK E&S｜디자이너 아이디얼가든 임춘화

■ 하나은행 정원(HANA SEED BANK GARDEN)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은행은 씨드뱅크를 주제로 우리의 푸른 미래가 안전하

고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였다. 씨드뱅크는 지

구에 닥칠지 모르는 재앙에 대비해 씨앗을 모아두었다가 훗날 지구를 복원시키는 

프로젝트다. 정원은 낡은 화물용 컨테이너와 환경에 해가 되는 기름통, 폐목 등을 

재활용하여 인간이 버린 쓰레기조차 정원에서는 아름다움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강한 정원이다.

하나은행｜디자이너 오가든스 오경아

그림 4-46  한일 우정의 정원

그림 4-47  KJB 광주은행

그림 4-48  SK 행복정원

그림 4-49  하나은행 정원

그림 4-50  코레일 정원

그림 4-51  한국수자원공사 물을 담는 큰 그릇

그림 4-52  현대하이스코 희망정원

그림 4-53  소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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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여행(Journey of life) 

이 정원은 어디에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이용한 현대적인 자갈정원이다. 

식물과 단단한 재료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은 특정한 곳을 생각나게 하진 않지

만, 어딘가 모르게 부드럽고 이국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위해 남반구, 지

중해 지역의 건생식물과 영국정원의 식물을 섞는 등 각기 다른 지역의 식물들을 조

화시켰다. 이 정원은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쉼터이다.

U.K｜디자이너 Andy sturgeon

■ 표류(Drift) 

선명함으로부터 흐릿하게, 모호함과 공존하는 확실함을 볼 수 있는 표류를 모티브

로 한 정원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생각은 변화하고 진화하고 재정의되며, 추

상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명료한 것으로 바뀌어 간다. 자연은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

을 포함한다. 우리가 사는 풍경은 식물들로 인해 바뀌어 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움

직이고 재통합되면서 경계와 부드러운 선명도는 확산된다. 이처럼 정원을 통해 표

류라는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영국｜디자이너 Gavin McWilliam, Andrew Wilson

■ 마지막 물결(The Last Wave) 

이 정원은 호주의 해변을 모티브로, 휴양지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유서 깊은 박스들

을 목재로 된 그늘막으로 표현하고,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물결을 연못을 통해 표

현하였다. 벽면 위의 하얀 세로물결 모양은 남부해안가의 깊은 곳에 서식하는 켈프

■ 크나이프 테라피 정원(Kneipp-Therapy Garden) 

19세기 독일의 물을 사용한 독특한 자연치료요법인 크나이프(Kneipp-Bath) 요법

을 경험할 수 있는 정원으로, 관람객들이 독일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며 지친 

다리를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서울대학교 + 독일 라인마인대학교｜디자이너 Felix, Kathrin Saueressig, David Shaw, 김신성, 소진

■ 상생정원(Epigyny Garden) 

순천을 대표하는 철쭉과 억새를 활용해 발전하는 순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순

천의 24개 협의회가 모여 결성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범시민회의가 만든 정

원이다. 순천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나무와 풀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되, 빈 공

간을 충분히 살려 상생과 안식을 표현하여 절제의 미를 살렸다. ‘오룡쟁주형(五龍

爭珠形)’이라고 일컫는 순천의 지세를 통해 상생과 화합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낙엽교목 다섯 주를 상징적으로 배치하였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범시민｜디자이너 팔마조경

■ 난대 수종의 생태정원(Ecological garden with warm temperate trees) 

온대 남부 및 해안성 기후대에 속하는 순천지역에서 자생하는 수목을 선정하여 난

대수종 생태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난대수종의 교목과 관목 등의 활용방안을 소개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난대수종으로 자연스러운 숲 터널을 만들고, 반대쪽에

는 조경수를 배치해 편안함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주)한국조경수협회｜디자이너 (주)삼우조경

 

■ 뉴 새마을 정원(New Saemaeul Garden) 

1970년대 범국민적 근대화운동인 새마을운동의 맥을 이어온 ‘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변화, 도전, 창조의 의미를 조형적이고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정원이다. 

시골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 정겨움을 더하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전남새마을협회｜디자이너 조경디자인 린(주)

■ 아낌없이 주는 나무(The Giving Tree) 

라이온스클럽의 투철한 봉사정신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유하였으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의 영역을 확대

해 나간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봉사정신을 원형의 형태로 형상화하였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디자이너 (주)해오름 조경

그림 4-54  크나이프 테라피 정원

그림 4-55  상생정원

그림 4-56  난대수종의 생태정원

그림 4-57  뉴 새마을 정원

그림 4-58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림 4-59  인생의 여행

그림 4-60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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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산 정원(Soekgasan Garden: Korea Traditional Rock Garden) 

석가산은 산수자연을 축경하여 집안으로 끌어들인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 조성기법

으로, 산수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한국정원의 중추적 경관물이다. 석가산정원은 고

증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석정문화의 시대별 대표 유형을 정자와 담장으로 재현하

였다. 중국, 일본과 다른 한국 전통정원의 양식을 만날 수 있으며, 고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을 거치며 변화해 온 정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정원이다.

조경디자인 린(주)｜디자이너 윤영조

■ 대나무 사랑(翠竹舍廊房: Bamboo Love) 

이 땅의 토착정신의 근원을 바탕으로 옛 마을길을 닮은 산책로와 대숲 길, 가든 파

빌리온으로 구성한 정원이다. 대나무가 빼곡하게 서 있는 마당에서는 소쇄원의 대

숲에서 들리는 청정한 바람소리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반

추할 수 있는 여유로운 헤메임을 즐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은일의 세계를 통해 자

신을 돌아보고자 고안된 정방형의 작은 정자(5×5m) 등이 있으며, 각각의 구조들

은 우리의 신체가 이미 부지불식간에 체득하고 있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적인 축척으로 조성되었다.

(주)씨토포스디자인｜디자이너 이대영

■ 두루미 정원(Crane garden) 

두루미는 평화와 장수를 상징한다. 두루미 정원이 그 뜻을 담아 작은 천국이 되기

를 소망하였다. 정원 앞에서 전체를 관망하면 날개를 펼친 두루미의 형상이며, 정원

의 길을 따라 걸으면 두루미의 아름다운 곡선을 느낄 수 있다. 자연과 교감하며 소

통하는 도심 속 정원으로, 분홍빛의 초화화단이 더욱 낭만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

는 정원이다. 

김현주｜디자이너 김현주

해초를 묘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사람과 자연이 공존

하는 깨끗한 해안지역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호주｜디자이너 Jim Fogarty

■ 한국의 부뚜막정원(KOREAN KITCHEN GARDEN) 

한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이루어

지는 부엌은 그 가정의 건강한 삶의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부뚜막정원은 전통주

거에서 부엌이 갖는 공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였으며, 정원

과 결합하여 실용적으로 재구성한 한국적인 정원이다. 황토를 쓰고, 기와를 얹고, 

부뚜막을 만들었다.  

에이트리｜디자이너 김상윤, 박지호, 박진구

■ 재활용 정원(C4 + Recycling Garden) 

식물과 버려진 캔을 조합해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

달하는 실험적인 정원을 조성하였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캔을 인간과 식

물의 매개체로 활용하였으며, 캔에 식물을 심어 딱딱한 무기체가 유기적인 재료

가 되는 압도적인 경관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C4 란 주요 시설물인 Can + Garden 

Wall·Curtain·Bench·Pole로, 딱딱한 무기물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정원이다.

서울시립대학교｜디자이너 한승옥

그림 4-61  마지막 물결

그림 4-62  한국의 ‘부뚜막정원’

그림 4-63  재활용정원

그림 4-64  석가산 정원

그림 4-65  대나무사랑

그림 4-66  두루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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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정원

■ 어느 선비의 느린 정원(Slow garden of a classical scholar) 

한국선비의 정원은 드러남보다는 숨김, 화려함보다는 소박함과 실용성, 시각적 즐

거움보다는 공간에 조용히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다. 속도에 치우친 한국

사회를 빗대어 느림과 속도의 완급조절을 역설하기 위해 오래 전 한 선비의 생활을 

엿보고자 하였다. 선비의 멋이 느껴지는 사군자(四君子), 선비의 필수품인 차(茶), 

선비의 벗인 문방사우(文房四友)를 테마로, 현대적 재료 및 기법을 통해 현대 도시

민들에게 여유로움의 맛, 느림의 멋을 보여준다. 

재물이나 권력 같은 세속적 욕망에 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 그 깨끗한 

행복을 ‘청복(淸福)’이라고 한다. 자연에서 얻는 행복, 선비들의 청빈한 삶에서 얻

게 되는 만족 또한 청복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청복을 마음껏 누린 선비처럼, 

‘뜬 구름 같은 인생에서 우연히 반나절 한가함을 얻는다(浮生偶得半日閑).’ 

그람디자인｜ 디자이너 최윤석, 조용철, 조혜령

■ 도시 속의 보물창고(Treasure house in the city)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산수분경을 만들어가는 정원이다. 폭포와 호수, 개울을 만들

어 숲과 야생화를 초대하였으며, 험준한 금강산경 아래엔 뒷동산과 정겨운 초가를 

짓고 아이들과 옛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쉼과 사색, 그리고 이야기가 묻어나오는 

도시 속 보물창고로서의 정원을 표현하였다.

산내들｜디자이너 김성곤

■ 태양을 가득히(Full of Sun) 

우리 시대의 아파트 베란다는 온실 속 정원에 가깝다. 이제 창문을 걷어 올리고 하

늘과 바람과 햇빛, 자연을 불러들이자는 의미에서 조성한 정원이다. 들창기법을 통

해 베란다 창을 들어올리고, 그 위에 물주머니를 올려두어 풍부한 햇빛이 산란될 

수 있도록 하여 채소와 과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계절의 변화와 

■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정원 休(Mind controlling meditation garden) 

가벼운 산책과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 평화로

운 정원에서 탁 트인 공간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거나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정원

이다. 현대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의 대화인 

명상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자연의 요소를 통해 정원으로 표현하였다. 

가든 5090｜디자이너 엄귀순, 홍지연, 권혁문, 박성현, 박경숙, 김신정, 김현주

■ 색 펼치고 개다(The color, open and close) 

천이 펼쳐지거나 개어진 모습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평평한 대지 위에 다양한 색

깔의 평면과 화단을 펼쳐놓았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염색 재료인 물, 흙, 식

물을 만나고, 생활 속 조형물로 드러난 염료식물의 숨은 색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

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색조를 띠는 정원이다.

조경작업소 울｜디자이너 김연금, 허믿음, 박은혜, 임선영

■ 네이처 다이닝(Nature Dining)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박스가 공간을 변화시킨다. 높낮이를 다르

게 배치한 박스에 심은 채소나 허브는 정원의 화단으로 변신하고, 조립된 박스들

은 야외테이블과 벤치로 변신하여 나무그늘 밑 나만의 작은 북카페가 된다. 거창

하지 않지만 소박한 재료를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가까운 정원의 모델을 제시함

으로써 ‘나만의 작은 정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람디자인｜디자이너 오현주, 경정환

■ 숲의 선물(Present of Forest) 

인류문명이 발전하면서 숲 속 수목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숲의 선물로서 

생활 속 정원이 조성되어 온 과정과 정원문화의 변화과정을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

대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과 시대별 기법 등으로 연출하였다. 녹나무, 다정큼나무, 

돈나무, 멀꿀 외 20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화장실 지붕은 사계절 푸른 숲 속의 화장

실로 연출하였다. 

녹색조경｜디자이너 장용기

■ 조형 대나무 동산(Formative bamboo mound)

뒤뜰과 산에 있던 일반 대나무가 예쁜 모습으로 변신하여 정원과 베란다, 우리 곁

으로 다가왔다. 대나무동산은 죽순이 올라오는 4월부터 90일 동안 비가 오거나 태

풍이 불어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120번의 사람손길을 거쳐 탄생하였다. 대나무는 

2년이 지나면 성장을 멈추는 분재 대나무들로, 오랜 노력 덕분에 현재의 형태 그대

로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관목터널과 수경시설을 통해 시각·청각·촉각으

로 만나고, 허브를 통해 미각·후각으로도 만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삼한건설조경주식회사｜디자이너 박병대

그림 4-67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정원 休

그림 4-68  색 펼치고 개다

그림 4-69  네이처 다이닝

그림 4-70  숲의 선물

그림 4-71  조형 대나무 동산

그림 4-72  어느 선비의 느린 정원

그림 4-73  도시 속의 보물창고

그림 4-74  태양을 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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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日常: Daily Life) 

시간을 테마로 개인이 가진 추억을 조우하고 찾아가는 사색의 공간으로 조성된 정

원이다. 원형 동선은 라이프서클로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시계방항의 동선을 

따라 어린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상을 표현하였다. 추억을 전시하는 순백

의 공간인 자작나무숲 등 각각의 오브제들은 흐름에 따른 추억을 담아내었다. 

그람디자인｜디자이너 이동은, 최윤석, 조용철

■ 물로부터의 돌, 그리고 조화(Stone from water, Harmony)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둥근 반원 위에 태양과 달의 빛, 그 아래 한가로이 노니는 

물고기를 배치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한국조형연구소｜디자이너 윤한수

■ 소쇄원(Sosoewon) 

조선시대 민간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문화유산인 소쇄원의 광풍각

을 모델로 꾸민 정원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모티브로, 광풍각과 대나무 분재

를 소재로 하여 햇살과 화초를 가꾸며 희로애락을 노래했던 선조들의 느림과 비움

의 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담양군｜ 디자이너 (주)대숲과 자연

■ AIPH 지구의 정원(Earth’s Garden)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 바다와 대륙, 그리고 식물을 주제로 조

성된 AIPH 지구의 정원에서는 지구의 안락함을 유지해주는 식물들이 있어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상상하고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식물들을 더 많이 보급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AIPH의 마음이 담겨 있다.

AIPH｜ 디자이너 AIPH KOREA

■ 인도정원의 힐링 풀(Indian Garden of Healing Pool)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마을이나 도시, 또는 어떤 형태이든 인간 주거지가 생길 때

마다 가장 먼저 그 주변에 신성한 장소를 축성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 안에 조

성되는 힐링 풀은 한 사람의 기(氣)를 차단하거나 힌두철학에서 모든 생명체를 존

재하게 하는 힘으로 여겨지는 프라나(prana)의 불균형을 제거해 거대한 생명력을 

수용하게 한다. 물 속 깊이 손과 발을 담근 채 힐링 풀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물 속

을 걷는 풀에 있는 7~11분의 시간은 커다란 활력소이자, 몸과 마음의 원기회복을 

도와준다.

인도｜ 디자이너 The Association of rural Handicrafts & Horticulture Organization

흐름까지도 그대로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조경디자인그룹 틔움｜디자이너 박아름

■ 사지막골의 추억(The reminiscences of Sajimakgol) 

작가의 유년시절 놀이터였던 사지막골 계곡은 옥천과 동천을 지나 순천만으로 흘

러들어간다. 금곡동 공마당의 친구들과 물고기, 고동, 가재를 잡으며 함께 살아가

는 꿈을 키웠던 그곳에서 이제 그 꿈을 함께 나누길 소망하며 조성한 정원이다.

온누리플라워&가든｜디자이너 엄숙희

■ 도심 속 인간과 자연의 소통(Eco Bridge) 

인간은 도시를 일구며 편리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연과 공존하는 자리를 잃었

다. Eco Bridge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연

과 가장 가까운 정원을 디자인하여, 우리 삶과 자연이 소통하기 바라는 마음을 표

현하였다.

디자이너 김효영, 이소연, 송초희

■ 정원 일의 즐거움(Fun of Gardening)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는 정원 일은 인간을 자연에 가깝게 연결해주는 행위로서, 

가장 오래 존속되어 온 소박하고 경건한 인간생활의 일부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

서 정원을 접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정원 일의 즐거움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런 

현대인들을 위해 집안에 화분을 기르거나, 작은 텃밭에서 상추며 쌈 채소를 재배

하는 등 자연에서의 소소한 노동을 통해 정원 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정원이다. 이를 통해 자연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정원사의 작업실 오랑쥬리｜디자이너 주례민

■ 맑은 숨(Pure SU:M) 

아로마테라피 정원 ‘숨(Su:m)’은 건축과 정원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허브식물과 

다양한 꽃, 나무가 어우러진 향기정원에 천연자재로 만든 정자를 쉼터로 배치하고, 

작은 개울가에는 족욕샘터를 만들어 감상하는 정원을 넘어 아름다운 힐링정원으

로 조성하였다.

바보아트디자인｜디자이너 Teresa Jang

■ 정원_나 어릴 적 풍경(Garden_landscape from my childhood) 

어릴 적 동네놀이터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였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풍

경이 떠오르는 아날로그 감성정원이자, 회색빛 도시에 자연의 초록빛을 선물하는 

도시정원이며, 추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는 치유정원이다. 

에뛰드 아미｜디자이너 양은영, 김복실, 김선주, 원주현, 이규철

그림 4-75  사지막골의 추억

그림 4-76  도심 속 인간과 자연의 소통

그림 4-77  정원 일의 즐거움

그림 4-78  맑은 숨

그림 4-79  정원 _ 나 어릴 적 풍경

그림 4-80  일상

그림 4-81  물로부터의 돌, 그리고 조화

그림 4-82  소쇄원

그림 4-83  AIPH ‘지구의 정원’

그림 4-84  인도정원의 ‘힐링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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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미술관(Gallery of Nature) 

홍콩 하면 떠오르는 구룡의 전설을 주 콘셉트로 잡아, 구름 속을 날아가는 용의 모

습을 구조물에 표현하였으며, 바다를 상징화하여 파란색 외부 울타리로 표현하였

다. 전체적인 배경이나 식물 및 구조물들은 마치 갤러리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

낌으로 연출하였다. 

홍콩｜ 디자이너 주흥모

■ 황무지(The waste land) 

자연은 생명이 살기 어려운 장소에서조차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하며, 어떤 장소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받아들인다. 관람객들은 이 정원을 통해 버려졌던 도시의 불쾌

한 장소가 경이로운 정원으로 재탄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건물이 낡거나 장소

가 볼품 없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자 하였다.

영국｜ 디자이너 Sally Court

■ 예술과 과학의 정원(Garden of Art & Science) 

예술과 과학의 정원은 ‘생명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생명의 최소단위인 

DNA가 가진 끝없는 생성과 변화, 퇴화의 반복과정을 통해 자연 속에 공존하는 과

학과 예술의 아름다운 융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정원이다. 나아가 하나의 

과학예술작품처럼, 관람객들이 정원의 일부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과학

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운 융합을 깨닫게 되길 바라며 조성하였다.

영국 노팅엄 트렌트대학교｜ 디자이너 김성희

■ 감각의 정원(Senses’s Garden) 

엄격함과 대칭으로 가득 찬 웅장한 프랑스정원을 보다 작은 규모로 해석하였다. 

오솔길은 생울타리와 포르티코, 그리고 프랑스정원의 예술과 파리의 향수를 연상

시키는 격자무늬 장식의 울타리가 눈길을 끈다. 향수의 향이 있는 자판대 아래 중

심부를 통해 찬란한 에펠타워와 파리의 찬양, 그리고 샹 드 마르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디자이너 Thebaud Urbanisme et Paysang, Teresa Jang 

■ 산자수명(山慈水明: Sanjasumyeong) 

일본 특유의 조경양식인 ‘고산수정원’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돌과 모래를 

기본으로 수목과 잔디, 이끼 등을 더해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추상적으로 표현

한 정원으로, 카누마시의 특산물인 왜철쭉 사츠키 분재를 엄선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일본정원을 재창조하였다. 일본의 전통과 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일본 카누마시｜ 디자이너 Izumi City(Japan)

■ 에덴동산이라 불리는 세이셸(Seychelles Garden, ‘GARDEN OF EDEN’) 

‘에덴동산’이라고 불리는 세이셸의 아름다운 경치와 코코 드 메르 이파리, 산호사, 

화강암석 등 세이셸의 자연을 대변하는 오브제들을 이용하여 마치 세이셸을 산책

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연출하였다. 특히 세이셸공화국 

115개 섬 가운데 프라슬린과 쿠리우스 섬에서만 자생한다고 알려진 코코 드 메르 

열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으로 알려져 있다. 무게 22㎏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

식기를 닮은 특이한 생김새 덕분에 가장 인기 있는 관광기념품이다. 세이셸공화국 

정부에서는 암거래를 막기 위해 나무마다 식별번호를 붙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

고 있다고 한다. 

세이셸공화국｜ 디자이너 채상엽

■ 휴양(Relaxation) 

스리랑카에서 서식하는 식물이 가진 고유한 색의 조화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정원이다. 스리랑카 출신의 작가가 직접 빚은 화기와 정원이 조화를 이루

게 함으로써, 자연 본연의 모습을 모던하고 감각적으로 연출하였다.

스리랑카｜ 디자이너 W.A. Anura Weerasinghe, 방식

■ 전통 베트남 정원(Garden of Traditional Garden)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을 지켜왔던 베트남 민족들의 전통을 베트남 소수민족 중 하

나인 바나족을 토대로 정원으로 조성하였다. 전통가옥의 경우 지붕의 높이가 높을

수록 부와 권력을 상징한다. 정원박람회장에 조성된 베트남정원의 가옥은 실제 높

이 19m를 모티브로 설계하였으며, 구조물들은 인위적인 구조물이 아닌 최대한 자

연의 느낌 그대로 조성하였다. 

베트남｜ 디자이너 주흥모

그림 4-85  에덴동산이라 불리는 세이셸

그림 4-86  스리랑카정원 ‘휴양’

그림 4-87  전통 베트남 정원

그림 4-88  자연의 미술관

그림 4-89  황무지 

그림 4-90  예술과 과학의 정원

그림 4-91  감각의 정원

그림 4-92  산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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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꿈과 희망을 담은 한평정원

초등학생부터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를 통해 작지만 꿈과 희망이 

담긴 정원들이 박람회장에 조성되었다. 바로 ‘정원을 통한 국민 행복지수 올리기’

를 기획 포인트로 전시된 한평정원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전문가의 제한된 

참여가 아닌 온 국민이 함께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된 정원이다. 

어린이놀이정원 옆 클로버 동산에 조성된 한평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첫 경연대

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경연을 통해 기 선정된 64명과 초등학생, 다문화가족이 참

여하여 박람회 기간 중 총 90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예선을 통과한 기 확정자에게 리싸이클링정원, 키친정원, 오브제정원을 테마로 재사

용을 통한 자원의 소중함과 내가 가꾸는 건전한 먹을거리를 일깨우고, 초등학생에

게는 위인전 동화스토리를 정원 테마로, 다문화가족에게는 향토정원을 테마로 모국

의 향수를 그려내도록 기획하였다. 총 3회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한평정원 전시는 

매 회별 30개의 작품들을 약 45일간 전시하여 전체 90개의 정원작품을 전시하였다.

특히 순천 황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꾸민 한평정원이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어린왕자와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소품을 직접 만들었으며, 정원은 8월 한 달간 박람회장에 전시되었다. 또한, 식물정

원 인근에 다문화가족이 조성한 한평정원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만든 작은 정원은 순천, 담양, 보성 등 전남 3곳에 거주하는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9개국 16가구 다문화가족들이 한 

평의 정원공간에 자국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

 3개월간의 디자인 컨설팅까지 거치면서 새로운 정원문화를 선보였다. 가족들이 

함께 정원연출에 동참하여 소중한 추억을 쌓고, 다문화가족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기회가 되었다.

■ 프랑스 터치 정원(French Touch Garden) 

겹겹이 쌓아올린 상자 속에 잘 가꾸어진 비옥한 정원이 있고, 그 중심에 프랑스 자

동차 씨트로앵을 배치하여 프랑스의 문화적 유산이 연상되도록 하였다. 재활용을 

통해 미래가 꽃을 피운다는 메시지를 담아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생각하기 바라며 

조성한 정원이다.

프랑스｜ 디자이너 Loic Mareschal

■ 수단정원(Sudanese Garden) 

수단정원은 거대한 나일강 부근, 푸른 나일과 흰 나일 사이 두 강이 만나는 계곡 상

류에서 번성했던 누비안 문명에 의해 조성되었다. 수단정원에서는 수 세기 동안 그

들이 사용했던 특수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푸른 나일과 흰 나일 주변에서 자라는 

다양한 수단의 식물들로 조성하였다.

수단｜ 디자이너 Mamdouh Shamoda

■ 키스텔 케냐(KISTEL-KENYA) 

케냐국기의 색을 꽃과 정원을 구성하는 구조물에 다양한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

여 국가의 자존심을 표현하였다. 특히 마사이족을 상징하는 붉은 황토색과 평화를 

나타내는 하얀색 줄무늬 등을 정원 곳곳에 섬세하게 묘사하였으며, 케냐 주민의 

생활공간인 오두막과 다양한 조각공예품을 잔디에 전시하여 케냐를 구성하고 있

는 부족들의 상징적 의미를 깊이 있게 담아낸 정원이다.

 케냐｜ 디자이너 Teresa Jang

■ 두루미와 무가저택의 노지정원

     (Red crowned crane and Muga house’s Noji garden) 

세계 두루미들의 도래지와 무가저택 군(群)으로 유명한 이즈미시는 시목이기도 한 

나한송(라칸마키)의 생산이 왕성해 국내·외에 다수 수출하고 있다. 품종이 개량된 

나한송의 중후한 가지 모양을 최대한 살려 일본정원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

해석하였다.

일본 이즈미시｜ 디자이너 이즈미조원건설협회

■ 남태평양의 낙원(The South Pacific paradise)

기온변화가 적고 사계절 열대기후의 특성으로 인해 언제나 푸르름과 화사함이 함

께하는 남태평양의 마지막 낙원, 바누아투의 대자연과 어울리는 꾸밈없는 모습을 

표현한 정원이다. 

바누아투｜ 디자이너 인터가든

그림 4-93  프랑스 터치 정원

그림 4-94  수단정원

그림 4-95  키스텔 케냐

그림 4-96  두루미와 무가저택의 노지정원

그림 4-97  남태평양의 낙원
그림 4-98  한평정원에 새겨진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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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정원(Exhibition Garden)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기획한 실내정원으로, 희귀식물들을 

식재하여 박람회 주제를 시각화한 <정원 속의 자연>과 한국정원의 우수성을 현대

적으로 재해석한 <우아미 화원> 등이 선보였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공통 자산이

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의 위태로움은 결국 희귀식물과 멸

종식물로 드러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라지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자 준비

한 곳이다. 

(1) 정원 속의 자연

자연 그대로의 순수정원이 지닌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나누기 위해 기획한

정원이다. 바오밥나무, 자이언트보틀트리 등 희귀식물을 식재하여 식물 종 다양성 

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를 시각화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원시의 자연, 정글의 풍경, 인류의 선택’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인

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정원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① 원시의 자연

중생대 쥐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원시림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생명의 폭포

와 더불어 다양한 소철류, 화석식물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자연 그대로인 정원의 원

형을 보여준다.

② 정글의 풍경

열대우림지의 다양하고 희귀한 식물이 가득한 정글의 풍경은 식물의 다양성을 대

변하는 공간이다. 희귀식물과 자연물, 토속 민속품 등으로 구성하여 생태계의 중

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마련한 공간이다.

③ 인류의 선택

미래의 정원은 결국 인류의 선택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선인장과 다육

식물이 눈길을 끄는 인류의 선택에서는 사막정원과 벽면녹화를 통해 상반된 미래

상을 보여줌으로써 환경문제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2

3

그림 4-99  정원 속의 자연

1

1 원시의 자연   2 정글의 풍경

3 인류의 선택

대만고무나무 소행성 B612 『어린왕자』 속의 
바오밥나무

줄기는 못생겼지만 꽃은 아름다운

나무 미인수!

석가모니의 나무

인도 보리수

평화의 상징 비둘기 입에 물린

이파리, 올리브

부겐베리아 살아 있는 화석,

울레미 소나무

하와이안 웨딩

플루메리아

그림 4-100  희귀식물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
우는 나무로 ‘미인수’라 불리며, 
씨앗이 명주실을 닮은 솜에 둘러
싸여 있어 명주솜 나무로도 불린
다. 가시가 많은 줄기는 건기를 대
비해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정화식물이며, 고무나무라 
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 
껍질에서 흘러나오는 유액을 응
고처리하여 고무를 생산한다. 국
내 최대 크기의 고무나무다.

아프리카 전설에 따르면 바오밥 
나무가 자신의 생김새에 대한 불
평을 늘어놓자 화가 난 신이 나무
를 뿌리째 뽑아 거꾸로 심는 바람
에 특이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 하
나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는 수
령이 5천 년에 달하는 것도 있다.

석가모니가 이 나무 아래에서 깨
달음을 얻었다 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무이다.

대표적인 성서식물이며,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가 주요 산지이
다. 그리스에서는 현관에 작은 올
리브 가지를 걸어 두면 악마가 들
어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다. 

부겐베리아라는 이름은 최초 발견
자인 프랑스 항해가 Do Bougainville
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분
홍색 화려한 포엽이 관상 포인트로 
실제 꽃은 포엽 속에 있는 작은 것
이다. ‘정열’이라는 꽃말처럼 꽃이 
열정적이며, 70년 이상의 노거수
(老巨樹)다.

쥐라기 공룡시대에 살았던 식물
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1994년 호주 블루 마운틴에서 발
견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희귀
한 식물종 중 하나다.

하와이의 대표적인 꽃으로 환영
의 의미로 전해주는 꽃이다. ‘러
브 하와이’라고도 불리며, 상처에
서 나오는 유액에는 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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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를 통해 들쑥날쑥 자연을 따라 쌓아올린 돌담을 따라 느리게 걸어봄으로써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③ 최고의 온실

세계 최고의 온실, 우리의 전통온실에 대해 소개하는 공간이다. ‘산가요록에 대하여’ 

코너에서는 조선시대 초기 전순의(연대미상)가 편찬한 『산가요록』의 복제본을 전시

하고, 서적의 주요 내용을 설명패널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다. 

판유가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창호지로 쓰는 한지에 들기름을 먹여 온실 채광창

으로 이용하였다. 기름 먹인 한지는 인장강도가 비닐보다 세어 빗물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었으며, 빛 투과율이 높아져 태양빛을 온실 내로 투과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지를 만나다’는 최고의 전통온실을 만들었던 재료를 소개하는 코너로, 친환경적

이며 과학적인 원리로 겨울에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원리를 실물 한지연출과 

설명패널을 통해 소개하였다. 이어 ‘전통온실을 만나다’ 코너를 통해 산가요록을 근

거로 축소모형으로 제작한 전통온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키오스크를 통

해 제작과정 및 서양온실과의 비교, 온실의 용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화원산책

조선시대 풍속화와 산수화에 나타난 꽃과 나무를 통해 선조의 풍류와 여유를 재발

(2) 우아미 화원: 여유와 기품의 정원

우리 선조들의 정원에 대한 철학을 담은 공간으로, 한국 전통정원의 우수성을 현대

적으로 재해석하여 전시한 정원이다. 옛 선비들에게는 꽃과 나무를 통해 인격수양

을 배웠던 기품이 있었으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본연의 가치에 순응하

며 관조하는 여유가 있었다. 

이러한 여유와 기품을 담아 ‘화원의 메시지, 선비의 루, 최고의 온실, 화원산책, 아름

다운 바람’ 등 5개 공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옛 책에 나타난 정원연출의 모습과 전통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산가요록(山家要錄)』은 조선왕조 전기 어의 전

순의가 지은 요리책이자 농업책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온

실 설계법은 서양의 온실보다 170여 년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꽃의 

달인이라 불리던 유박이 지은 화훼전문서 『화암수록(花菴隨錄)』은 조선 전기 강희

안이 지은 원예기술서 『양화소록(養花小錄)』과 비견될 만한 소중한 책이다. 

① 화원의 메시지

정원 안의 생태갤러리 〈우아미 화원〉의 초입으로, 기품과 여유를 강조하여 서양과 

다른 정원관을 통해 전통정원의 가치를 재조명한 곳이다. 

‘마음의 문’ 코너에서는 기획전시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 전통 원형문을 설치하

여 예를 갖추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는 전통적 의미를 담았으며, 사람의 몸이 아

닌 마음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을 담아 기획전시의 시작을 표현하였다. 원형게이

트를 지나면 살문(a lattice door)을 콘셉트로 한 전통월인 우드 루바월(wood ruba 

wall)을 통해 우아미 화원에 대한 총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의 맥을 짚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비의 나무’ 코너에서는 선비의 나무로 불리는 회화나무

를 기획전시의 상징목으로 식재하여 메인 오브제로 연출하였으며, 불로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서면 옛 사대부의 정원 유래 및 정원관, 당시 정원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선비의 루

유박(1730~1787)의 『화암수록』을 배경으로, 선비들의 화목구품에 대한 내용을 십

장생을 비롯해 다양한 오브제와 영상으로 만나는 공간이다. 

‘선비의 품제정원’ 코너에서는 선비들이 누각에 모여 시와 서예를 즐기면서 풍류를 

즐기던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오는 여유롭고 단아한 자리를 재현하였다. 연못 위 

‘루’에 서서 우아미 화원의 전경을 관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형 부채에서는 강

희안이 친구에게 화목을 아홉 품제로 나눈 내용을 붓글씨로 서서히 써내려가는 영

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꽃을 아홉 등급으로 분류한 유박의 ‘화목구등품

제’에 대한 내용을 루의 중심에서 연출하고, 각 품제에 속하는 수목을 실제 연출하

면서 그에 따른 의미가 담긴 내용을 함께 전시하였다. 아울러, ‘돌담, 느리게 걷기’ 

그림 4-101  우아미 화원

1

4 5 6

3

2

1 화원의 메시지    2 선비의 루

3 최고의 온실       4,5 화원산책

6 아름다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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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정원’ 순천만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 습지의 자연정화 원

리, 생물과 공존하는 모습과 세계적인 생태도시들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자체발전 시스템과 태양광, 지열을 

활용해 건물 전체 소비에너지를 약 40% 가량 절감하도록 조성하였다.

(1) 로비

순천만의 상징인 흑두루미 상징조형물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환영인사를 건네

는 로비는 국내·외 다양한 습지영상을 보며 순천만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

는 공간이다. 또한, 종합안내소를 설치하여 박람회장 안내에서부터 관광지 안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주제영상관(Green Theater)

주제영상관에서는 박람회 기간 동안 주제영상 「달의 정원(Full Moon Garden)」을 

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예서인 강희안(1417~1464)의 『양화소록』을 

토대로 선조들의 원예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선조들의 즐김과 여유’ 코너에서는 조선시대 풍속화와 산수화에서 보이는 꽃과 

나무를 통해 선조의 즐김과 여유의 미가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트랠리스 조경터널

을 통해 여유로운 숲 속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한, ‘선조들의 원예 이야기’ 코너

에서는 양화소록에 기록된 원예기술을 나레이션과 관련 이미지를 통해 연출하였

다. 유박의 생애에 대해서는 꽃을 가꾼 일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고 하니, 꽃에 관한 그의 애정이 남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대나무숲 산

책 코너’는 선비의 기개를 나타내는 대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도록 연출하고, 흙

기와, 물확, 돌절구 등 서민의 삶 속에서 원예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⑤ 아름다운 바람

돌탑은 선사시대 이래 험준한 고갯길에 무더기로 쌓았다가 맹수를 만나면 돌을 사

용해 물리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다시 돌무덤을 쌓아 놓았던 데서 유래한다. 일종

의 신체보호용이었고, 방어용으로 사용한 돌무덤이었다. 무덤의 또 다른 형태인 고

인돌, 그 후 다른 병기의 발달로 인해 원시의 돌무더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

었지만, 사람들은 오랜 세월 습관적으로 길가의 돌무더기를 보존해 왔으며, 여행

길에 맹수나 산적들로부터 안전을 기원하는 역할을 대신해 왔다. 이러한 의미를 담

아 서민적 개념의 오브제인 돌탑정원을 조성하여 정성 들여 돌을 쌓으며 가족의 건

강과 소박한 소원을 빌었던 마음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4. 습지의 희망과 만나는 습지센터 구역

박람회장은 처음부터 순천시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서 거대한 띠가 되어 자연의 에

코벨트 기능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그 중심이 바로 습지와 그곳 생명체들을 가까

이에서 들여다보며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습지센터 구역이다. 습지센터 구역

은 순천만의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1) 순천만국제습지센터(Suncheon Bay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표하는 주제관으로, 순천만의 

생태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그림 4-102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그림 4-103  국제습지센터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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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관은 지금의 순천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이야기와 세계의 정원도시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자연을 포함하는 정원의 광범위한 의미를 전

달하고, 도시화를 극복한 순천과 세계의 여러 정원도시를 소개하였다.

(4) 생태체험관(Eco Experience Hall)

생태체험관은 살아 있는 자연 속을 거닐며 순천만을 생각하는 공간이다. ‘기대 - 경

이 - 탄생 - 만남 - 공존’이라는 주제로 순천만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생생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순천만을 이해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

들과 만나며, 생태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5) 야생동물원(Wildlife conservation park)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전시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너구리와 관상용 닭, 고슴도치, 수달과 오소리 등은 

물론, 순천과의 우호교류를 위해 세이셸공화국에서 온 알다브라 육지거북 암수 한 

쌍 등이 어울려 공존하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소다. 

상영하였다. 「달의 정원」은 갯벌 생물들의 생생한 삶의 모험담이 뛰어난 영상과 박

진감 넘치는 스토리로 펼쳐지는 3D 영상으로, 순천만 인근에서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꽃비라는 아이가 우연히 짱뚱어를 만나 갯벌세계로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

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오가며, 다양한 갯벌 생물들의 특징을 

살린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등장해 호기심과 함께 갯벌생태에 대한 교육

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었다. 

(3) 생태도시관(Ecocity Hall)

그림 4-104   주제영상관

� 정원박람회: 웰컴투 정원박람회
� 풍요로운 도시: 생태수도의 미래산업
� 순천만 에코투어: PRT 타고 순천만으로
� 순천만 지키기: 철새들의 땅 만들기, 순천을 지키는 노력들
� 정원도시들의 희망 만들기: 녹색바람이 부는 도시 - 슈투트가르트
                                    걷고 싶은 도시 - 채터누가
                                    창의적 생태도시 - 꾸리찌바   
                                    푸른 길의 도시 - 밴쿠버
                                    생태수도의 아름다운 도약 - 순천

그림 4-105  생태도시관

� 기대: 순천만에 들어서다 - 여명이 시작되는 순천만의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 경이: 순천만 하늘을 날다 - 꾸루의 안내에 따라 순천만의 사계를 감상한다.
� 탄생:  8,000년 동안 풍화와 침식을 거듭하며 탄생한 생명의 땅 순천만을 
          만난다.

� 만남: 시간의 터널 속으로, 강물 따라 순천만에 이르는 갯벌과 생명을 만난다.
� 공존: 함께 살아가는 순천만의 소중함을 느낀다.

그림 4-106  생태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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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천만WWT습지(Suncheon Bay WWT Wetland) 

물이 고인 습지호수에는 다양한 토착조류와 철새들이 모여 산다. 습지호수에 사는 

물새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공존하고 다음 세대는 같은 자리에서 그 질서를 따

르며 산다. 순천만WWT습지에서는 습지의 수생식물과 야생조류가 어울려 살아가

는 자연습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생태도시의 완성을 꿈꾸는 순천시가 미래

에도 환경과 습지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다짐하며 조성한 공간이다. 

(6) 물새놀이터(Water Birds' playground)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홍학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쿠바홍학, 유럽홍학, 칠레

홍학, 꼬마홍학 등이 자유롭게 펼치는 군무를 감상할 수 있는 새들의 놀이터다. 

(7) 하늘정원(Sky Garden)

습지센터 지붕에 조성된 정원으로, 버려진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 지붕 위에 부드

러운 한국잔디를 깔고 꽃과 화초를 심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고, 

자연단열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정원이다. 

그림 4-106  생태체험관

그림 4-107  야생동물원

그림 4-108  물새놀이터

그림 4-109  하늘정원

그림 4-110  순천만WWT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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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코지오온실(ECOGEO Greenhouse) 

에코지오온실은 물의 정원, 이벤트 정원, 이색정원, 야생화 분재원으로 구성된다. 

이색정원에서는 공중정원, 식충식물원, 암석원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공중

정원과 식충식물원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

다. 제주여미지식물원에서 기증한 수목을 비롯하여 극락조화, 무늬벤자민고무나

무, 하와이무궁화, 코디리네 아이치아카, 테이블야자 등과 같은 열대식물을 만나

볼 수 있다. 온실재배 수목을 살펴보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식생이 줄

어가는 자연의 현실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 꽃재배장(ECOGEO Nursery Garden) 

꽃재배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박람회장 조성과 관리를 위해 조성한 재배공

간으로, 친환경 정원조성을 위한 실험실이자 보고서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준

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퇴비생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조경과 화훼산업의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화훼묘목 관리현장을 둘러보고, 박람회장을 장

식한 각종 꽃과 묘목이 자라는 경이로운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5) 꿈의 다리(Dream Bridge)를 건너

컨테이너 30여 개를 활용해 생태도시의 완성을 향한 순천의 꿈과 희망을 담아 디

자인한 꿈의 다리는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다리 미술관이다. 다리를 건너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과 자연, 순천만과 지구의 정원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기를 바

라는 마음을 담았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세계 어린이들이 희망을 담은 14만여 점

의 그림을 전시하였으며, 컨테이너 외부에는 강익중 작가가 틈틈이 메모해 두었던 

유쾌한 삶의 지혜들을 작품화한 한글작품을 유리 모자이크 타일 1만여 장으로 설

치하였다.

꿈의 다리는 사람과 자연, 자연과 도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꿈을 잇는 다리다. 또

한, 지구의 정원과 천혜의 습지,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엮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다리가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

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그림 4-111  에코지오온실

그림 4-112  꽃재배장 그림 4-113  꿈의 다리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457456

또한, 산세가 다소 높지만 옆으로 낸 길을 따라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

도록 조성하였으며, 여백의 미를 살려 방문객의 오감만족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

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한국정원 뒷길을 따라 편백

림과 숲길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전형적인 한국지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호젓하고 편안한 체험공간이다.

(1) 궁궐의 정원

돌다리를 건너 주 출입구인 연휘문을 들어서면 부용지와 부용정이 단아함과 절제

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네모 반듯한 부용지 중앙의 둥그런 섬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우주관을 상징하며, 한쪽에는 임금을 물에, 신하를 물고

기에 비유한 어수문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과 조화된 가장 한국적인 정원을 조성하

기 위해 경복궁 교태전의 후원 문인 연휘문, 아미산 화계, 길상문양의 전통꽃담, 굴

뚝의 부조장식과 다양한 문양, 그리고 왕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만들었던 불로

문과 만월문 등을 배치하였다. 왕과 왕비의 휴식처로 사랑받았던 궁궐 후원의 특징

을 재구성한 아름답고 기품 있는 궁궐의 정원이다.

(2) 군자의 정원

소박한 정자 툇마루에 앉으면 그대로 자연이 된다. 군자의 정원에서는 옛날 선비들

이 앉아 시를 읊고 경치를 즐겼을 것만 같은 세심정이 깊은 운치를 더한다. 연못 위

에 오롯이 서 있는 광풍각과 서석지, 낮은 담장과 정겹게 느껴지는 협문은 자연경

관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으려고 했던 옛 선비들의 마음을 보여준다. 

5. 고즈넉한 숲속 산책로를 따라, 수목원 구역

 

우거진 나무가 가득한 울창한 숲에서 수많은 생명과 조우하며 세상과 소통한다. 

한국정원, 나무도감원, 늘푸른정원, 편백숲, 철쭉정원 등으로 이루어진 수목원 구

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울창한 숲으로 번성해 아이들에게는 자연생태학습장이 되

고 도시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아름드리나무들의 천국을 거닐

다보면 어느새 맑은 공기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고즈넉한 산책로에서 여유와 

사색을 즐기다보면 고민과 번뇌로 가득 차 있던 머릿속이 맑아진다. 인간을 쉬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숲. 그 숲에 도시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내일이 

있다.

1) 한국정원(Korean Traditional Garden) 

한국정원의 고즈넉한 공간에 들어선 방문객들은 우리 옛 정원의 정취를 마음껏 느

낄 수 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건축과 배치를 미덕으

로 여겼던 한국 고유의 정원을 한곳에 모아 궁궐의 정원, 군자의 정원, 그리고 서민

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오래 머물수록 멋스러움이 더해지는 한국정원은 자연의 모습과 그곳에 깃들어 사

는 사람의 온기가 더해져 완성되는 공간이다. 지형적 특성을 거스르지 않는 한국의 

오래된 정원풍경을 옛 느낌 그대로 재현하여 방문객들이 우리 정원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14  한국정원

그림 4-115  궁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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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망의 정원

소망의 정원은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두 손 모아 빌던 우리의 정서를 반영한 

공간으로, 서민들의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어둑한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의 무사안일을 빌던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며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전은 박람회가 끝난 후 수거하여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

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계유 옆에는 돌탑을 조성하였다.

(4) 한국정원 전망지(Korean Traditional Garden Mountaintop View) 

한국정원의 비탈면을 따라 올라가면 한국정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국정원 

전망지를 마련하였다. 이 길은 전형적인 한국 지형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도록 다소 

높은 산세를 그대로 살렸으며, 숲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호젓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한국정원 전망지는 서울 북한산 아래 병산들의 쉼터였던 세검정을 기본 구조

로 조성하였다. 자연의 청량함이 배어 있는 바람을 맞으며 자연과 벗하는 즐거움을 

저절로 알게 되는 공간이다.

2) 테마정원

(1) 나무도감원(Tree Ground) 

한국정원 맞은편에 위치한 나무도감원은 식물도감을 펼치듯 200여 종의 자생나무

와 식물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곳이다. 특히 난대수종과 온대수종을 함께 식재하

여 훌륭한 학습의 장이자 이색적인 경관으로 연출하였으며, 꽃과 나무에 얽힌 이

야기를 스마트폰의 QR코드로 알아보면서 또 다른 나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책로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한쪽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의 「나무의 

마음」이라는 시비가 놓여 있어 잠시 쉬는 동안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온 나무 한 그

루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립순천대학교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제작하여 설치한 조형물 ‘축배’를 

배치하였다. 순천지역 가야시대의 각배와 순천만의 상징 흑두루미의 비상을 형상

화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미래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조형물 앞 표지석에는 “이곳에 

서서 산과 물, 땅 그리고 ‘각배’와 마주하니,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어

라! 잠시 상념을 떨치고,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며 스스로에게 길을 묻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 꿈을 축배에 담아보자!”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그림 4-116  군자의 정원

그림 4-117  소망의 정원

그림 4-118  한국정원 전망지

그림 4-119  이은상 「나무의 마음」 시비

나무의 마음

나무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소 

숨 쉬고 뜻도 있고 정도 있지요

만지고 쓸어주면 춤을 추지만 

때리고 꺾으면 눈물 흘리죠

꽃 피고 잎 퍼져 향기 풍기고 

가지 줄기 뻗어서 그늘 지우면

온갖 새 모여들어 노래 부르고 

사람들도 찾아와 쉬어 놀지요

찬서리 눈보라 휘몰아 쳐도 

무서운 고난을 모두 이기고

나이테 두르며 크게 자라나 

집집이 기둥들보 되어주지요

나무는 사람마음 알아주는데 

사람은 나무마음 왜 몰라주오

나무와 사람들 서로 도우면 

금수강산 좋은 나라 빛날 것이오

- 이은상(1903~1982) -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461460

그림 4-124  늘푸른정원 및 에코지오탑

3) 어울림정원

(1) 남도숲길(Southern Forest Path) 

순천은 전라남도에서 산이 가장 많은 도시로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산속 숲길은 순천 지역민들이나 순천 근교를 오가는 사람들

에게 중요한 통행로였으며, 숲길을 걷는 것은 일상이었다. 한국정원 뒤쪽으로는 부

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남도숲의 식생으로 조성한 자연스러운 남도숲길이 펼

쳐져 있다. 산과 바다가 만나는 순천의 자연경관과 수목이 어우러진 숲길에는 소나무, 

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이 골고루 조성되어 전라남도 지역에 자리하는 산의 식생

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2) 편백숲(Cypress Forest) 

편백 1,000여 주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맡으며 걸을 수 있는 숲이다. 수목원 구역

의 중턱에 위치한 편백숲은 산림욕을 통해 피톤치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인 숲길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 조성하였다. 산책로를 따라 벤치가 있고, 편백

숲 뒤편으로 소나무 숲길이 300m 남짓 이어져 있어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산책을 하다보면 좋은 에너지로 재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3) 늘푸른정원(Evergreen Garden) 

수목원 내에서 가장 따뜻한 지형에 자리 잡은 늘푸른정원은 남도의 숲을 보여주는 

정원으로,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활엽수가 만드는 운치 있는 산책로와 사색의 공간

이 조성되어 있다. 상록수가 하늘을 향해 곧게 올라가는 모습은 신성함을 자아낸

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나무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 나

무의 정신적인 힘에 매료되었다. 나무 한 그루에서도 신성함을 발견하고 공경할 줄 

(2) 철쭉정원(Royal Azalea Garden) 

순천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쭉의 70%를 길러 내는 철쭉의 고장이다. 독성이 있어 

진달래처럼 먹을 순 없지만, 순천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는  고마운 꽃이다. 산비

탈을 따라 희귀철쭉 100여 종이 암석과 함께 어우러진 철쭉정원은 ‘사랑의 기쁨’이

라는 철쭉의 꽃말을 되새기며, 박람회장을 찾는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는 순천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림 4-120  나무도감원 및 조형물‘축배’

그림 4-121  철쭉정원

그림 4-122  남도숲길 

그림 4-123  편백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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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였다. 걷다 다리가 아프면 생각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기존 등산로

를 최대한 살려 복원한 생각쉼터는 마을 뒷동산 같은 친근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인위적인 설계를 최소화한 이곳은 목련을 비롯한 산수유, 단풍나무 등 자생수종이 

어우러진 여유공간으로 도시의 생활공간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6. 자연과 동화되어 사는 지혜의 땅, 습지 구역

생명이 피어오르는 습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생명의 숭고함과 자연의 소중함이

다. 광활한 갈대밭과 갯벌이 어우러진 대자연 그대로의 습지 구역을 거닐다보면 순

천만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습지 구역은 생태체험

교육장에서부터 순천만자연생태공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일컫는다. 스

스로 정화하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어 모든 것이 공

생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위대한 정원이다.

1) 나눔숲(Kindness Forest) 

느리게 사색하며 걷고 싶은 사람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걷고 싶은 이들을 위한 

숲길이 이어진다. 턱이 없는 바닥으로 조성해 휠체어와 유모차, 힘든 길을 걷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약자, 누구든지 편안하게 정원과 자연습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다. 자연이 선물하는 향기와 풍광은 누구든 공평하게 즐길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2) 순천만자연생태공원(Suncheon Bay Ecological Park)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광활한 갈대밭과 갯벌이 어우러진 대자연이다. 갯벌 22.6㎢

와 갈대밭 5.4㎢에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산다. 생태도시의 완성을 목표로 장기적

인 계획을 세워온 순천시가 2004년 11월 순천만에 조성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자연적인 생태계와 국제적 희귀조류의 월동지를 품은 순천만의 자

랑스러운 공간이다. 순천만의 S자형 수로에 비친 낙조는 손꼽히는 비경이며, 국내 

유일의 평지천문대인 자연생태관이 들어서 있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각

광받고 있는 순천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아는 마음을 담아 늘푸른정원 끝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상징하는 에코지

오탑을 세웠다.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푸른 지구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가려는 순천

시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4) 수목원 전망지(Woody Mountaintop View) 

걷기 편하게 이어진 길의 끝자락, 초지원 위쪽 산꼭대기의 탁 트인 수목원 전망지

에 올라서면 박람회장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다. 편백나무와 소나무 등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순천의 드높은 하늘과 유유히 흘러가는 동천, 다양한 빛깔과 형

태로 조화롭게 구성된 정원박람회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다. 낮은 곳에서는 

미처 감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과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바로 아래 펼쳐진 나무

도감원과 습지센터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 

(6) 사색의 길(Meditation Path)과 생각쉼터(Meditation Place)

숲은 사색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남도숲길에서 이어지는 사색의 길에는 산벚나무

와 산수유가 자라고 다양한 종류의 자생야생화가 피어 있다. 야생 그대로의 모습

을 간직한 난·온대림 숲길로, 사색하며 잠시 철학자가 되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

히 맨발로 걸을 수는 산책길을 조성하여 대지의 기운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도록 

그림 4-125  수목원 전망지

그림 4-126  사색의 길 & 생각쉼터

그림 4-127  나눔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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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와 문화체험의 장이었다. 꽃과 나무로 가득한 정원
을 거닐며 관람객들은 행복을 느끼고 오감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
라 매일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져 문화의 감성을 충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공연 
48회, 지역문화공연 736회, 거리공연 2,969회, 특별·초청공연 83회, 대형공연 11회, 도
립국악단 공연 25회, 기타 시 및 방송 연계 행사 83회, 184일간 펼쳐진 34종의 체험행사 
및 6종의 전시, 그리고 16개 국가 21개 도시가 참여한 국가의 날 및 60개 지자체의 날 행
사 등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인간과 자연의 소통은 물론, 지역과 세계, 인간과 인
간이 소통하며 나누는 생태·문화축제였다.

02

정원의 
향연

정원에서 즐기는 문화·체험행사

4천여 명이 함께한 지상 최대의 강강술래

1.‘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할 것인가?

1) 문화예술행사 목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적 수준의 녹색성장과 인간 정주환경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참여국가와 주제국의 국

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행사 계획수립을 통해 

타 박람회와 각종 문화행사 사례의 특·장 점을 분류하고, 문화예술행사가 갖는 의

의,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마스터플랜 제시, 관람객 유치와 홍보, 주제구현의 핵심이 될 상설 주제공연의 세

부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공식행사 및 공모사업 등 주요 현안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통해 ‘문화가 흐르는 정원’이라는 주제하에 계절별 특성에 맞

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을 유도하고, 회장 내 관람객 분산 및 순환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며,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태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로서 주제구현을 통한 성공적 개최 및 

박람회 메시지를 확산하고, 열린 공간에서 시즌별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사후활용 및 지

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태수도이자 정원의 도시로서 ‘지속성

장의 순천시’를 다양한 접점에서 홍보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하였다. 

2) 행사개발 기본전략

(1) 기본전략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문화예술행사는 선택과 집중, 블랙홀(Black-hole), 프

로슈머(Prosumer)라는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통해 박람회 주제구현에 이

생태와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박람회로서 주제 구현01 집객 유도 및 관람 동선

순환을 통한 관람객 분산02

열린 공간에서 계절별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03 방송과 연계 이슈창출을 통한
화제성 프로그램 구성04

그림 4-128  문화예술행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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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자와 향유자를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3) 행사 추진계획

(1) 공간전략

공간배치의 경우 광활한 박람회장 특성을 고려하여 동천갯벌공연장 등 이미 갖추

어진 공연장 시설을 활용하고, 거리공연 등 소규모 공연은 공연장을 제외한 회장 

내 곳곳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자연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① 동천갯벌공연장

동천 주변에 위치한 나선형의 동천갯벌공연장은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

모로, 상설 주제공연, 특별공연 및 국가의 날, 지자체의 날 공식행사, 문화행사 등의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특히 야간공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VIP`장애인`일반석을 구분하여 평상시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석은 동선상 장애인 관람이 용이하고 입·퇴

바지하고, 박람회 집객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박람회에 와서 보게 되는 

행사가 아닌 ‘이것’ 때문에 박람회를 찾게 되는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2) 지원전략 : 선택과 집중

박람회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구현 행사를 제작·시연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

해 관람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간 국내 

박람회에서 볼 수 없었던 공연 및 특별 이벤트를 통해 밴드왜건(Band-wagon)효과, 

즉 입소문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활한 박람회장에 어울리는 전문

거리공연으로 볼거리를 특화하고, 국제박람회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종류의 행

사를 기획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 유도하고자 하였다.

(3) 실사구시 전략 : 블랙홀(Black-hole)

184일 동안 장기간 개최되는 박람회의 특성상 모든 행사를 예산이 수반되는 콘텐

츠로 채우기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따라서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의 예

술·학술 행사를 박람회장 내로 유치하여 행사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단체 및 회원

의 박람회 참여를 유도하였다. 

(4) 민간참여 전략 : 프로슈머(Prosumer)

박람회의 본체인 정원의 존재의미가 순천만과 연계하여 그 혜택을 사람들에게 돌

려주는 것이라고 할 때, 최대의 수혜자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전략을 수립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관심도와 참여율을 제고하고 향후 소중한 자산이 

될 정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민간참여 전략

으로서 순천시 관내 각종 동아리 공연과 전시 등을 박람회장 내로 끌어들여 문화

표 4-2 정원박람회장 공연장 현황

구분 동천갯벌공연장 잔디마당 습지센터공연장 거리공연 생태체험교육장

위치 주 박람회장 내 주 박람회장 내 습지센터 내 박람회장 내 5개소 메타세콰이어길 옆

면적 3,000㎡ 7,000㎡ 900㎡ 개소당 100㎡ 5,000㎡

무대 35x12m 21x11m 27x10m 거점형 -

관객 규모 2,000석 4,000석 300석 - -

주요 행사 주제공연, 특별공연 개막식·대형공연 지역예술단체
해외초청거리공연
국내전문거리공연

체험 위주 프로그램

※ 공연장 면적은 무대면적을 포함한 수치임

Black-hole

Prosumer

선택과 집중

킬러콘텐츠

박람회에 와서 보게 되는 문화행사가 아니라
박람회를 보러 오게 만드는 문화행사

그림 4-129  문화예술행사 기본전략 

유일무이한 이벤트

가족을 위한 이벤트

첨단 이벤트

특화 이벤트

선택과 집중

그림 4-130  지원전략

그림 4-131  실사구시 및 민간참여 전략

정원박람회
문화예술행사

개최예정
행사

학술행사

동아리
행사

Producer

Consumer

Pro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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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정원

한국정원은 공연보다는 조용히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스탠

딩 앰프 1식을 갖추어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정원과 어울리는 국악공연을 진행하

였다.

(2) 시간전략

행사기간의 월별, 일별, 주기별 행사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월별 특성을 살펴보면 

개장 초기인 4~5월에는 학생단체 수학여행이나 가족의 달 등 행사로 인해 성수기

에 해당하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8월 비수기를 거쳐 가을 관람객이 집

중되는 9~10월에 다시 성수기를 맞는다. 따라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본 시기별 특

성과 이에 따른 계절별 주제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봄에는 박람회 

개장에 따른 관람욕구를 충족시키고, 여름에는 기후적 여건을 고려한 비수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가을에는 전통적 성수기에 따른 박람회 관

람열기가 고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월간전략의 경우 국가의 날 및 지자체의 날은 해당 국가의 국경일, 지자체의 

장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아울러, 공연장 및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는 코

디네이터(매니저)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다.

②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연장

국제습지센터 정문 로비 옆에 위치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상설공연장은 수용인원 

300명 규모로, 목재데크로 이루어진 무대와 지붕을 갖춘 시설이다. 지역문화공연, 

중`소형 브랜드 공연, 시 연계 공연, 학생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VIP`장애인석은 필요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코디네이터(매니저) 및 운영요원, 자원봉사 등 인력을 배치하였다.

③ 잔디마당

지구동문 인근에 조성된 타원형의 잔디마당은 약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에 대규모 행사 시 특설무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형공연, 단

체관람객 대상 OX퀴즈, 기획테마 행사 등 광장 형태의 공연을 주로 진행하되, 기

후 여건을 고려한 비수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4-132  동천갯벌공연장

그림 4-134  잔디마당

그림 4-135  한국정원

그림 4-133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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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깃별 세분화 전략

타깃을 세분화하여 전략적인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③ Story 테마전략

정원박람회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펼쳐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즌별 테마

를 설정, 3개의 Theme Festival로 개최하였다.

④ 기후 대응 프로그램

혹서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공연시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대응 프로그램을 마

련하였다. 하계 혹서기 일조량이 가장 많은 시간(12:00~15:00)에는 공연배치를 지

양하였으며, 미꾸라지 잡기, 수난장 등 물을 활용한 이벤트 및 아이스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체험공간에는 우천 보호막을 설치하

고, 공연장 내에는 텐트를 비치하여 비가 오면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

에도 관람객들에게 배포할 우의와 갑작스런 폭우를 대비한 이동형 텐트 등 우천 

시를 대비하여 편의시설 및 물품서비스를 준비하였다. 아울러, 우산을 활용한 공연 

등 우천형 거리공연 상비팀을 대기시켜 우천 시 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3) 문화예술행사 총감독 위촉 및 운영

 

문화예술행사와 대회운영은 관람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

구되므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총감독단을 운영하였다. 2012년 8월 9일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장관을 총감독으로 기획총괄감독, 지역예술감독을 위촉하였다. 또한, 

2012년 8월 21일에는 박람회 기간 동안 동천갯벌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칠 주제공

연을 제작·운영할 대행사를 선정하였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표사로, ㈜광

기념일을 반영해 개최하였으며, 일간전략의 경우 야간에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인 

멀티미디어쇼나 스페셜이벤트 등은 주·야간 행사전략을 수립하고 주간공연은 혹

서기 및 우기에 대비하여 유동적으로 편성하였다. 그 외 1회성, 단기행사와 상설행

사별 배치를 통해 이벤트성을 극대화하는 등 주기전략을 수립하였다. 방송 연계 

행사의 경우 1회 단기행사로 개최하고, 상설공연과 거리공연 등은 매일 개최하여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예술단공연, 오케스트라, 국가 및 지자체의 날 행사 

등은 가급적 주말을 활용하여 추진하였다. 

① 시기별 집객전략

박람회 개최기간의 월별 특성 및 관람객 분석을 통해 개장 초기, 하계시즌, 가을시

즌 3단계의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를 배치하였다.

그림 4-139 문화예술 총감독 위촉식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

목표관람객
입장 예상치

30일간의 숭부수
개막 초반

성공 분위기 조성

하계 휴가시즌
가족관람객, 2030세대
대상 관람객 유입 유도

폐막 전 관람객 집중,
순천만 관광객 대상
유인 프로그램 배치

1기
4.20.~5.19.

30일

5기
9.14.~10.20.

27일

2기
5.20.~6.19.

31일

3기
6.20.~8.20.

62일

4기
8.21.~9.13.

24일

그림 4-136  시기별 집객전략

그림 4-138 Story 테마전략

“정원, 꽃이 만개하다”

“Garden Blossom”Festival

“ 봄”(4.20.~5.31.)

“정원에 흠뻑 빠지다”

“Dive into Garden”Festival

“ 여름”(6.1.~8.31.)

“정원, 풍성함을 만나다”

“ 가을”(9.1.~10.20.)

“Garden meets the Full moon”
Festival  

그림 4-137  타깃별 세분화 전략

일반단체

•평일 단체관람객

•자유관람 및 ‘정원박람회 어디까지 가봤니?’ 

    단체객 프로그램(에듀테인먼트/ 스탬프랠리 이벤트)    

가족단위
•여름시즌 및 주말 가족 단위

•현장 선착순 접수, 주말 메인체험    

2030세대
•(연인, 친구)  여름휴가 시즌

•Lovely Road, 개막 k-pop 페스티벌, 여름휴가 시즌 락 페스티벌 개최   

학생단체
•평일 에듀테인먼트형 체험(OX퀴즈, 에코지오 지도 완성하기)

•평일·단체 체험 및 순천 에코공작소(유료체험), 생태체험교육 등    

중·장년층
•가족 동반 휴식형 체험

•가을시즌 중·장년층 공연 및 Heal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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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송, ㈜토탈코리아에서 제작·운영을 담당하여 개막행사, 주말(금·토요일) 2회, 

총 48회 공연을 준비하였다. 

아울러 박람회장과 각종 문화행사를 총괄 운영할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2012년 

9~10월 공모를 진행, 10월 26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공연사무국을 구성하여 문화예술행사를 총괄 관리하였으며, 책임감독하에 선임감

독 1명, 공연·전시·체험·국가의 날 행사를 담당하는 조감독 4명, 매니저 4명, 각 부

문별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요원 19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문화예술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생태환경 보전이라

는 정원박람회장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효율

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정기시스템과 비 정기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였다. 또

한, 동천갯벌공연장, 잔디마당,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연장 등 주요 공연장에는 적

절한 인력을 배치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공연에 대한 준비 외에도 비

상상황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운영매뉴얼을 수립하고 지역 및 시 연계 등 

타 단체행사 시 원활한 협조체계 및 철저한 물자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정원박람회에 걸맞은 품격 높은 문화행사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책임감독

선임감독

공연
국가의 날

지자체의 날기획행사체험

특별공연

조감독 조감독

매니저

전문거리공원 힐링하우스 러블리로드
지역문화공연
시연계공연

습지센터
공연장

잔디마당
공연장

습지센터
주변

메타세
콰이어 길

동천갯벌
공연장

주박람회장 생태체험
교육장 입구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운영인력
6

조감독

생태체험교육장

운영인력
5

시스템
(외부인력)

시스템
(외부인력)

시스템
(외부인력)

전문업체
(외부인력)

운영인력
1

운영인력
2

상설체험 주말체험 - 조감독

기획테마행사
(3시즌)

운영인력
2

운영인력
2

운영인력
1

전시

그림 4-140 문화예술행사 대행사 인력 조직도

표 4-3 정원박람회 문화체험행사 추진현황

구       분 횟수 및 종류 내                    용

공연

주제공연 

「천년의 정원」
48회 뮤지컬 「천년의 정원」

지역문화공연 602회 지역 예술단체 및 동아리 공연

거리공연 2,969회
연결형 인형, 탭댄스, 주사위 던지기, 나비 퍼포먼스, 스틸트, 스피너, 마

임, 중국기예단, 썸머 스페셜 공연 등  

특별초청공연

특별공연 40회

메이크업 판타지아쇼(2회), 브레멘음악대(10회), 퍼니밴드(2회), 비보이

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슈퍼브라스 공연(2회), 조은 퓨전 앙상블(2회), 

루마니아 오케스트라, 비보이 페스티벌(3회), 락 페스티벌(3회), 전국 동

아리 페스티벌(4회), 포크콘서트 페스티벌(2회), 평양예술단 공연(6회), 

2013명과 함께하는 강강술래, 소망기원 한마당 행사

초청공연 43회

일본 오카리나 공연(4회), 허숙 판소리 공연(2회), 정읍 시립국악단, 플라

맹고 공연(2회), 고양 하울림 공연, 전주 남성합창단, 한일 우정공연, 아

차산 음악회, 굴렁쇠놀이패, 해남 강강술래, 전통놀이 로봇공연(12회), 

전국무용제(3회), 육·해·공 군악 페스티벌(9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제, 승주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러시아 래드아미 오케스트라, 한일 친선

예술제

대형공연 11회

광주은행 ‘정원음악회’, 하나은행 ‘푸른음악회’, 소리꾼 장사익 초청공

연,  농협 ‘푸른음악회’, 에코지오 낭만 콘서트, 디바 인순이 빅쇼, 전국

Top10, 이미자 효 콘서트, K-POP콘서트, 추석 특집콘서트, 김홍철과 

함께하는 알프스의 향연 요들송 공연

도립국악단

「정원 속의 풍류」
25회

국악가요, 실내악, 창극, 설장고, 가야금병창 등 남도의 국악 전통문화

예술공연

기타 시 연계

 및 

방송 연계 행사

시 연계 행사 39회

중국 댄스스포츠, 혜민스님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어린이 그림책 인

형극(8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24개 읍·면·동의 날, 노인의 날 행사(순

천시, 풍덕동, 서면 외, 향동)

기업·단체 행사 11회

전국 택견대회, 광양만권 가족합창제,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의 날, 종

사자의 날(2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다문화 페스티벌, 광주축협 한마

음대회, K-water콘서트, 여성단체 한마당, 금호 문화예술제 등

시립합창단 및 극단 27회

뮤지컬 「잔치」(2회), 청소년 뮤직댄스 경연(2회), 청소년 문화존 공연(6

회), 뮤지컬 「황금짱순이」(6회), 러시아 람빠극단 초청공연(2회), 전국시

립소년소녀합창제(2회), 「순천만 연가」(6회), 세계어린이합창제 

방송 연계 행사 6회
〈KBS전국노래자랑〉, 〈KBS열린음악회〉, 〈KBS음악교실〉, 〈매일그대와 

김동규입니다〉,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진양혜의 음악공감〉

체험행사 34종
봄철 9종/ 여름철 9종/ 가을철 6종/ 추석 3종/ 유료 7종(184일)

전시행사

전시행사 6종
갤러리 전시, 힐링하우스, 트릭아트, 사랑의 우체통, 소망캡슐, 사랑의 

서약(184일) 

국가 및 지자체의 날
• 국가의 날 : 16개국 21개 도시

• 지자체의 날:  60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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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봄: 정원, 꽃이 만개하다

① 플라워 블로썸 뷰티아트쇼

최근 K-뷰티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과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싱그러운 봄, 아

름다움을 꿈꾸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꽃이 만발한 「플라워 블로

썸 뷰티아트쇼」가 4월 28일 잔디마당에서 개최되었다. 뷰티아트쇼는 메이크업 시

연과 메이업쇼로 구성되었으며, 순천대학교 뷰티케어과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② 트럭투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꿈을 찾아 떠나는 동물들의 신나는 모험이야기를 다룬 그림형제의 동화 『브레멘 

음악대』를 각색한 「유열의 브레멘 음악대」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어린이 뮤지컬

로서 그동안 어린이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높은 퀄러티를 자랑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2. 공연 프로그램

1) 주제공연: 천년의 정원

개장 첫날 비까지 내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천년의 정

원」 야외공연에는 1,000명 이상의 관중이 공연을 감상하였다. 정원박람회 주제공

연 「천년의 정원」은 순천만에 내려온 옥황상제의 아들 천랑과 마을 제사장의 딸 연

의 사랑을 테마로 제작된 순수 창작품으로, 연극, 무용, 음악 등이 조합된 뮤지컬

이다. 신영섭 예술감독의 총괄 지휘하에 연출 조준희, 작가 이수재, 음악 김형석, 그 

외 김수용, 장태성 등 탄탄한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한 편의 아름다운 순천만 이야

기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제공연은 박람회 기간 동안 봄철과 가을철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

부터 공연되었으며, 여름철에는 저녁 7시30분부터 공연을 진행하였다.

2) 특별·기획공연

특별·기획공연은 전국적으로 박람회 홍보가 가능한 KBS프로그램 녹화방송을 유

치하거나 꽃을 소재로 한 특별공연, 2030세대 및 가족 단위방문객 유입 공연, 7080 

포크콘서트, 브랜드 공연 등 방송 연계 및 시즌 이슈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관

람객 방문을 유도하고, 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

사하고자 하였다.

그림 4-141 천년의 정원

그림 4-143 플라워 블로썸 뷰티아트쇼

그림 4-142 봄시즌 특별공연 프로그램

월 일 정 횟  수 프로그램명 내           용 장    소

4 28 2 플라워 블로썸 뷰티아트쇼 메이크업 시연 및 메이크업 쇼 잔디마당

5

1~5
10

(1일 2회)
트럭투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어린이날 기념 

브레멘 음악대 공연
잔디마당

5 2 퍼니밴드 음악회 어린이날 기념 퍼니밴드 음악회 동천갯벌공연장

7 1 KBS전국노래자랑 가정의 달 특집방송(녹화) 동문주차장

11 1 하나은행의 날 하나은행 푸른음악회 잔디마당

15 1 KBS열린음악회 KBS열린음악회 녹화 공개방송 오천택지주차장

그림 4-144 브레멘 음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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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하나은행, 자연사랑 푸른음악회

푸른음악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후원은행이기도 한 하나은행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무료로 진행하는 환경콘서트로, 1993년부터 매년 개

최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대표적 문화행사다. 2013년에는 5월 11일 하나은행의 날

을 맞이하여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과 함께 박람회장 

내 잔디마당에서 「2013자연사랑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푸른음악회를 통해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환경보전의 메시지를 담은 영

상을 상영해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였으며, 씨스타, 김범수, 김수희 등 인기가수

들과 함께 자연과 인간, 음악이 어우러진 하모니를 선사하였다. 음악회를 통해 사

람들이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문화·예술을 접

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자녀 100여 명을 초대해 나눔의 의미를 더하였다.

(2) 여름: 정원에 흠뻑 빠지다

여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로 몸과 마음은 지치지만 정원의 푸름은 더욱 깊어

지는 계절이다. 하절기 연장운영에 따라 다양한 특별공연을 유치하여 박람회 붐 조

어린이날 기념공연으로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브레멘 음악대는 5월 1일부터 5일까

지 잔디마당에서 3.5톤 무대차량을 활용한 기동성 있는 방식으로 직접 관람객을 찾

아가며 공연을 펼쳤다. 힘든 모험을 헤쳐 나가며 함께 꿈을 이루는 브레멘 음악대

를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꿈꾸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③ 퍼니밴드 음악회

어린이날 동천갯벌공연장에서는 퍼니밴드의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이들은 의자를 

버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유쾌하게 춤추는 듯한 연주를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박

수갈채를 받았다. 퍼니밴드는 2001년 결성 이후 1,5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퍼포먼스 브라스 앙상블 그

룹이다. 전통 클래식의 진부함을 벗어던지고 예술과 대중의 화합을 추구하며 콘서

트, 마임,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상상 이상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은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연주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즉석에서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운 

후 서툴지만 멋진 연주를 펼쳐 보였다.

④ KBS열린음악회

그동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함께 뛰어온 순천시민들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5월 

15일에는 순천시와 조직위원회 주최로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오

천택지 C주차장에서 1,000석 규모로 초대권을 배부하여 개최하였으며, 소프라노 

강혜정을 비롯하여 부활, 장윤정, 이용, 씨크릿, B1A4 등 9개 팀이 출연해 축제 분

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날 녹화분은 5월 26일 전국에 송출되었다.

그림 4-145 퍼니밴드 공연

그림 4-147 하나은행 푸른음악회

그림 4-146 KBS열린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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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은행, 사랑나눔 정원음악회

6월 7일 잔디마당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후원은행인 광주은행이 

「KJB사랑나눔 정원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광주은행장, 순천시장, 정원박람회조직

위원장, 순천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회에 참석한 1만여 명의 관객들

은 광주 오페라중창단의 클래식 선율과 초대가수 박상민, 송대관, 홍진영 등이 마

련한 열정적인 무대를 함께하며 초여름 밤 음악의 향기를 만끽하였다. 

특히 이날 광주은행은 식전행사로 순천의 노인복지시설인 성산요양원을 KJB사랑

샘터 60호점으로 선정하는 기념식을 갖고 지역민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갔다. 

② 혜민스님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최근 힐링과 치유로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젊은 세대들의 멘토로 자리 잡은 혜민스

님이 6월 23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힐링콘서트를 통해 대중과 만남을 가졌다. 

비트스카이의 타악공연에 이어 진행된 토크 콘서트는 휴식과 치유를 얻기 위해 정

원박람회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고집멸도(苦集滅道)’를 주제로 마음을 치유

하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악을 함께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가 내리

는 와중에도 4,000여 명이 참석해 물기를 머금어 더욱 푸르러진 박람회장에서 혜민

스님과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혜민스님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성 및 관람객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4-149 광주은행 사랑나눔 정원음악회

그림 4-150 혜민스님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월 일정 횟수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6

7 1 광주은행의 날 KJB사랑나눔 정원음악회 잔디마당

16 2 조은 퓨전 앙상블 조은 퓨전 앙상블 공연

동천갯벌공연장

21 1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뮤지컬 갈라쇼

22 1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광양만권 가족 합창제

23 1 혜민스님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혜민스님

24 1
음악과 함께하는 세계로의 여행

(루마니아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오케스트라 공연

7

1 1
KBS라디오

〈매일 그대와 김동규입니다〉
KBS라디오 생방송 습지센터공연장

6 2 장사익 소리판 장사익 초청공연 잔디마당

28 1
KBS라디오

<이무송과 임수민의 희망가요〉
KBS라디오 생방송

습지센터공연장

8

2 1 에코필름 어워즈 환경영화제

3
1 순천 세계어린이합창제

미국(2), 스위스, 대만, 호주, 

필리핀 국내 5개 팀
동천갯벌공연장

1 인순이 BIG 쇼 인순이쇼, 김정택 오케스트라 잔디마당

5~7 1 비보잉 페스티벌 Soul of Skill 외 5개 팀(1일 2팀) 동천갯벌공연장

9 1 쿠바 아바나 컴파스 무용단 공연 아바나컴파스(Habana Compass)

11 1
KBS라디오 

<진양혜의 음악공감>

박완규, 해바라기, 변진섭, 적우, 이광조, 

신효범, 소찬휘, 이치현과 벗님들 등
잔디마당

12~14 1 가든 락 페스티벌 크라잉넛 외 5개 팀(1일 2팀) 동천갯벌공연장

15 1 낭만콘서트
최백호, 해바라기, 신촌블루스, 사랑과 

평화, 적우, 남궁옥분, 최성수
잔디마당

17 1 푸른음악회
바리톤 정경, 소프라노 이종미, 현숙, 

박상민, 기타 대중가수
동천갯벌공연장

18 1 전국 TOP10 가요쇼

MC허참, 지원이, 미소라, 신유, 최유나, 

정삼, 최영철, 박주희, 이부영, 오로라, 

박상철, 상신, 명진, 조승구, 유지나, 이용, 

박구윤, 문희옥, 주병선, 조은성, 윙크, 

소명, 국상현, 서지오, 홍원빈, 임수정, 

배일호, 현숙

잔디마당

23 1 다문화 페스티벌 다문화가족 참여 문화공연 동천갯벌공연장

24 1 이미자 孝콘서트 이미자, 백댄서, 코러스 외 잔디마당

31

1 전남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청소년 뮤직댄스 경연대회 동천갯벌공연장

1 K-POP콘서트
소녀시대(태, 티, 서), 달샤벳, 스텔라, 

마이네임, 왓섭, 김소정, 김장훈
잔디마당

그림 4-148 여름시즌 특별공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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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사익 소리판! 순천만 갈대의 노래

우리 시대의 거장이라 일컬어지는 소리꾼 장사익과 함께하는 한바탕 소리판이 펼

쳐졌다. 공연은 7월 6일 잔디마당에서 시장, 시의장, 조직위원장, 사무총장이 참석

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순천시민과 관람객 약 1만여 명이 참여하여 흥겨

운 소리를 즐겼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주제로 열린 공연은 정원박람회 홍보

대사이기도 한 장사익 씨가 한 편의 영화처럼 배를 타고 등장하며 순천이 낳은 허

형만 시인의 「허허바다」를 열창하였다. 관람객들은 「찔레꽃」, 「아버지」, 「아리랑」 

등을 함께 부르며,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그의 자유로운 음악세계를 마음껏 즐

길 수 있었다. 공연에는 한국 최초의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츠가 함께해 더욱 풍성

한 시간이 되었다. 

 

⑥ 환경영화제, 에코필름어워즈 

8월 2일에는 (사)로하스코리아 포럼 주최, 환경TV 주관으로 「제2회 에코필름어워

자존감 있는 사람이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는 주제로 강의를 펼쳐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③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한여름 밤 축제

6월 24일에는 하절기 야간 관람객들을 위해 내한 공연 중인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한여름 밤의 축제를 펼쳤다.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Filarmonica Banatul Timisoara Orchestra) 초청공연은 참신하고 독특한 

공연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제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향연을 통해 동천갯벌공연장

을 동유럽 클래식의 진수로 물들였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에서 벗어

나 관객들과 호흡하고자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루마니아 3개의 춤곡」 등 

편안하고 친숙한 곡 위주의 음악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1시간 30분 동안 감성을 

어루만지는 곡들을 감상하며 마음을 정화하였다. 

④ 정원박람회장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 생방송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재도약의 시점인 7월 1일을 맞이하여 정원과 음악으로 힐

링하는 귀중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KBS 2라디오 FM개국 13주년 특집으로 ‘무지개

콘서트-정원박람회’라는 타이틀로 <매일 그대와 김동규입니다>가 오전 9시부터 12

시까지 습지센터공연장에서 특집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정원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주제로 청취자들이 사전에 신청한 음악을 

초대가수들이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2부는 ‘정원에서 음악과 함께 마음치유’

라는 주제로 각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연을 미리 받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치유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3부는 ‘정원의 마

티네(오전에 하는 음악회)’라는 주제로 성악가 3명이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다. 가수 임지훈과 신계행, 테너 이원용, 소프라노 강혜

명, 색소폰 연주자 정동규, 기타 연주자 김종성 등이 출연하여 정원을 더욱 풍성하

게 하였다.

그림 4-151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그림 4-152 매일 그대와 김동규입니다

그림 4-153 장사익 소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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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는 순천호수정원의 봉화언덕 등에 자리를 잡고 공연을 즐겼으며,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⑧ 가든 비보이 페스티벌 및 락 페스티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젊은 층의 문화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선호층의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 집객을 극대화하고자 동천갯벌공연장에서 가든 비보

이 페스티벌 및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비보이 페스티벌(B-boy Festival)」은 8

월 5~7일 Soul of Skill 외 5개 팀이 참여하여 전문 DJ BOX를 설치해 댄스타임을 연

출하였으며, 「가든 락 페스티벌(Garden Rock Festival)」은 12~14일 인디밴드 크라잉

넛 외 5개 팀이 참여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⑨ 농협, 푸른음악회

NH농협 순천시지부에서는 8월 17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NH농협푸른음악회」

를 개최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다. 서울팝스오케

스트라와 현숙·박상민, 소프라노 이종미, 바리톤 정경 등이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쳤다. 음악회에는 농업인 조합원은 물론, 많은 사람들

이 참석해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

즈」가 습지센터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에코필름어워즈는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

존방법, 생활 속 환경 이야기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모하는 환경영화제로,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로 촬영한 작품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응

모가 가능하다. 제2회 에코필름어워즈는 ‘생활 속 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3월부

터 5개월간 작품을 접수한 결과, 아마추어 필름 부문에 76편, 일반·학생 부문에 

201편이 출품되어 전체 277편이 접수되었다. 단순한 환경영화제를 넘어 캠페인과 

공연을 병행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오후 5시부터 대북공연, 환경열전 OX퀴

즈, 순천만 삼행시 백일장, 로하스 생명손수건 캠페인 등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총 

10편에 대한 수상작 시상과 함께 에코 옴니버스 영화 상영,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

되었다. 순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다루는 에코필름어워즈의 

시상식을 생태와 문화의 박람회인 정원박람회장에서 갖는 것은 매우 뜻 깊고 반가

운 일”이라며 “이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에코필름어워즈가 정원박람회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

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수상작은 환경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으며, 환경전문 온라인뉴스 사이트 그

린포스트코리아에 소개기사가 보도되었다.

⑦ 정원, 열정을 노래하다: 인순이 빅쇼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대형공연을 개최하여 동천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정원박람회장으로 시민들을 초대하였다. 8월 3일 저녁 잔

디마당 특설무대에서는 1만 3천여 명이 「인순이 BIG쇼」를 함께하였다. 특히 이날

은 순천은 물론 여수, 광양 등 인근 지역에서도 참여하여 야간에만 2만여 명이 박

람회장을 찾아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관객들은 잔디마당뿐만 아니라 잔디마당

그림 4-156 가든 락 페스티벌

그림 4-155 인순이 BIG쇼

그림 4-154 제2회 에코필름어워즈

그림 4-157 NH농협 푸른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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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석절 ECOGEO 콘서트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동안 정원박람회장은 가족, 친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지

인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다. 박람회장 입장을 위해 연휴기간 내

내 매표소의 줄은 끊이지 않았고, 문화공연과 체험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알

찬 관람스케줄을 짜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들로 인해 박람회장 안팎의 안내소 또

한 북새통을 이루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추석 분위기와 어울리는 유명 트로트 가

수들의 초청공연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는 귀성객 및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공감

을 이끌어냄으로써 박람회의 성공을 이끌고자 하였다. 추석인 9월 19일 저녁 잔디

마당에서 시민과 관람객 1만여 명이 참석해 국민가수 남진, 장윤정, 박현빈, 크레용 

팝 등 가수들과 함께 흥겨운 한마당을 펼쳤다. 

③ 2013명과 함께하는 지상 최대의 강강술래 정원한마당

9월 20일 잔디마당과 봉화언덕에서는 지상 최대의 강강술래가 펼쳐졌다. 추석명절

을 맞아 박람회장을 찾는 귀성객 및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2013명과 함께하는 강강술

래 정원한마당」을 준비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에코지오 스카프를 기념품으로 제

공하였으며, 행사참여를 위해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일일 행사입

장권을 배부하였다. 2시부터는 사전행사로 잔디마당에서 지역 예술공연단의 특별

공연을 진행한 후 잔디마당에서 해남보존회의 강강술래를 시작하였다. 이어 봉화

언덕으로 이동하며 해남보존회와 지역예술인, 시민, 관람객들이 어우러진 2013명

의 대동화합의 한마당으로 본 행사를 진행하였다. 

강강술래 줄은 끝없이 이어져 귀성 전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부터 서울에서 추석연

휴를 맞아 방문한 단체관람객 등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정원박

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손에 손을 잡고 봉화언덕을 올랐다. 순천시민뿐만 아니

라, 전 국민이 어우러진 진정한 대동화합의 한마당이었다.

(3) 가을: 정원, 풍성함을 만나다

가을로 향해 가는 정원박람회장의 풍경에는 여유로움이 가득했다. 유난스러웠던 

여름날 폭염을 견뎌낸 나무들이 느긋하게 가지를 펼치기 시작하고, 박람회장을 찾

은 사람들의 걸음도 선선해진 바람만큼이나 가벼웠다. 빨리, 더 많이 보는 박람회

가 아니라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정원박람회의 미덕. 박람회장의 꽃과 

나무들이, 길 위로 불어가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가을철 정원

박람회장에서는 가을의 여유로움과 풍성함이 느껴지는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

었다.

① 정원 속에 흐르는 재즈의 선율, 슈퍼브라스 특별공연

가을을 맞아 9월 18일에는 7인조 재즈밴드 슈퍼브라스가 동천갯벌공연장에서 두 

차례 특별공연을 펼쳤다. 젊은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슈퍼브라스의 음악은 현재 

대한민국의 재즈 트렌드를 집약하고 있는 음악이라고 평가된다. 하우스, 트랜스, 

앰비언트 등 일렉트로니카의 대표 스타일들을 브라스와 자유롭게 결합시킨 이들

의 상상력과 연주실력는 ‘재즈’라는 단어에서 연상하는 전형적인 올드 재즈를 넘어 

지금 시대의 재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월 일  정 횟  수 프로그램명 내          용 장   소

9

18 2 슈퍼브라스 슈퍼브라스 밴드 공연 동천갯벌공연장

19 1 추석절 ECOGEO 콘서트
박현빈, 조승구, 강진, 최영철, 장윤정, 남진, 

크레용팝, 윙크 등
잔디마당

20 1
2013명과 함께하는 

지상 최대의 강강술래
5,000여 명이 함께한 강강술래 잔디마당/봉화언덕

21 1 인당수 연꽃 하나 풍자와 해학, 감동이 함께하는 심청이야기 잔디마당

26 1 순천만 & 남도시립합창제 - 동천갯벌공연장

27 1 전국무용제 6개국 공연

10

2~3 2 ECOGEO 포크 페스티벌

2(수) - 유리상자, 여행스케치

3(목) - MC김현영, 우순실, 김연숙, 우연이, 

문연주, 조안나(팝페라가수), 박철호(뮤지컬배우) 동천갯벌공연장

3~6 4
2013 전국 대학교 동아리

콘테스트

통기타, 그룹사운드, 밴드, 비보이, 재즈, 탭댄스 

등 동아리들의 경연대회

5 1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 23개 팀 출연 습지센터공연장

7 1
러시아 래드아미 윈드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동천갯벌공연장

20 1 폐막식 - 잔디마당

그림 4-158 가을시즌 특별공연 프로그램

그림 4-159 슈퍼브라스 밴드 공연

그림 4-160 에코지오콘서트

그림 4-161 5,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어우러진 대동한마당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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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순천시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은 지방에서 접하기 어려운 

고품격 창작무용을 직접 감상할 수 있었다.

⑦ 전통놀이, 로봇기술을 만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전통공

연예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통놀이, 로봇기술을 만나다] 공연이 9월 27

일부터 나흘 동안 펼쳐졌다.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단순한 로봇전시가 아닌 역동적인 로봇격구로 진행되었다. 격구(擊毬)는 말을 타

고 장시(杖匙)라는 채를 이용해 공을 쳐서 상대방 구문에 넣는 우리나라 전통무예 

중 하나다. 특히 조선시대 인기가 높았으며, 태조 이성계의 격구 실력이 뛰어났던 것

으로 전해진다. 로봇격구는 전통격구와는 달리 말이 아닌 ‘비비라이더’라고 불리는 

이동형 로봇을 타고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격구 후에는 아이들이 직접 로봇을 타고 

이동하는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였다.

⑧ 대학동아리는 정원박람회장으로 다 모여라!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학생 문화교류

④ 마당놀이 「인당수 푸른 물에 연꽃 하나」

9월 21일 습지센터공연장에서는 풍자와 해학, 감동이 함께하는 심청이야기가 놀

이패 ‘신명’에 의해 마당놀이로 펼쳐졌다. 각설이 마당을 통해 왕초의 이야기보따

리가 펼쳐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타령과 마당극 등으로 진행되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마당극 특성상 관람객들과 어우러져 흥겨운 공연이 되었다. 아울러, 

마당놀이에 앞서 여수지역 10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2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전

통연희단의 굴렁쇠놀이패 공연이 펼쳐졌다. 

⑤ 사물놀이 「잽이」

9월 22일에는 잽이 공연단에 의해 ‘판굿과 타악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잽이 풍물공

연’이 진행되었다. 우리 가락과 무용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타악 풍물공연으로 각설

이마당, 타령, 마당극 등이 잔디마당에서 펼쳐졌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굿판 한마

당을 시작으로, 한가위의 풍성함과 풍요를 기원하는 소리가 이어졌으며, 잽이의 신

명나는 사물놀이와 여성무용단의 공연, 물을 활용한 북퍼포먼스가 흥을 돋우었다.

⑥ 도심까지 이어진 자연 속의 춤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원박람회장과 시내 일원에서는 ‘자연 속의 춤’이란 

주제로 [제22회 전국무용제]가 개최되었다. 이는 정원박람회장과 도심권을 연계

한 문화순천 전략의 일환으로 박람회 기간 시내 및 주요 관광지 등에서 지역문화

예술단체 공연을 비롯한 전시·체험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국대회 개최를 추진한 

결과다. 전국무용제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국내 15개 시·도 대표팀 

1,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개막식에 앞서 26~27일 시내 일원과 정원박람회장에

서 축하공연으로 길거리 퍼레이드를 펼쳤다. 

26일 시내 일원에서는 러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공연

팀의 퍼레이드가 진행되었으며, 국악인 오정해 씨의 사회로 전라남도국악단과 서

울예술단, 서울발레시어터, 그루지아 무용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27일에

는 조례호수공원에서 전국 15개 시·도 지자체 축하공연과 정지윤 & 이수무용단, 

송춘무용단, 장미영무용단,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등 전국 무용단의 축하공연

그림 4-163 잽이 공연

그림 4-164 전국무용제 퍼레이드 및 공연

그림 4-165 로봇체험

그림 4-166 전국 대학동아리 공연프로그램 공모

그림 4-162 마당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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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원박람회장에 울려 퍼진 알프스 요들송

10월 13일,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알프스 요들송이 울려 퍼졌다. 김

홍철·장승일과 함께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요들 페스티벌」은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요들송을 전파한 김홍철 씨를 비

롯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들러와 요들클럽 회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알프호른, 카우벨, 오르겔리, 백파이프 등 스위스 민속악기 연주와 요들송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추억거리를 안겨주었다. 특히 30여 명이 참여한 알프호

른 연주는 ‘최다 인원 연주부문’ 공식 한국기록 도전행사로 치러졌다. 길이가 3m가 

넘는 알프호른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데다 연주하기가 쉽지 않아 대규모 공연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또한, 김홍철·장승일 씨의 지도로 관람객들이 직접 요들

송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과 「즐거운 목동」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되어 가

을정원에서 알프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었다. 

⑪ 지구의 정원愛 꿈을 심다, 소망기원 한마당 

조직위원회는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던 강강술래에 이어 관람

객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지구의 정원愛 꿈을 심다’를 주제

로 10월 12일 [소망기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순천호수정원에는 순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상징하는 봉화언덕, 해룡언덕, 인

제언덕 등이 있으며, 이 언덕들에는 각각 소망을 담은 스토리가 담겨 있다. 봉화언

덕은 어머니의 품처럼 평화롭고 안락한 느낌으로 포용과 어머니의 품이라는 스토

리를 통해 건강·행복·장수·행운을 테마로 삼았으며, 해룡언덕은 베푸는 만큼 채

워지는 소원성취를 스토리로 합격·취업·결혼·수능대박을 테마로 삼았다. 또한, 인

제언덕은 세계평화, 지혜와 덕성을 갖춘 인물을 스토리로 하여 승진·성공·명예·번

창이라는 테마로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소원을 빌어주

는 도립국악단의 비나리제를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지역문화공연으로 가을 정원의 

의 장을 마련하고자 9월에는 대학 동아리 공연프로그램을 전국 공모하였다. 분야

는 음악, 댄스 등 무대공연이 가능한 전국 대학소속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이는 관

람객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전국 대학 우수동아리에 프로

그램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문화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한 프로그

램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박람

회장 내 야외공연장에서 예선과 결선을 통해 입상작 6팀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1팀 

500만 원, 최우수상 1팀 150만 원, 우수상 3팀 각 100만 원, 인기상 1팀 50만 원의 

상금을 제공하였다.

⑨ 육·해·공군 의장대 페스티벌

우리나라 육·해·공군 의장대가 가을이 깊어가는 정원박람회장에서 공연을 펼쳤

다. 10월 10일 잔디마당에서는 3군 의장대 시범 등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와 함께  

군악연주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었다. 3군 군악대 공연은 공군 군악대를 필두로 

1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육군, 해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였다. 특히 군악연주와 함께 대중음악부터 전

통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보다 즐겁고 친근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3군 군악제를 통해 정원박람회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림 4-167 군악 페스티벌

그림 4-168 알프스 요델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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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획하여 관람객 환영 및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공연이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박람회 개장시 모든 퍼포먼서들이 각 팀의 공연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입장객들

을 맞이하는 개장환영 거리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기간 동안 전문거리공연은 1

일 28회, 총 2,969회가 진행되었다. 동·서문,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연장, 나무도감

원, 남문 PRT광장, 어린이놀이정원 입구, 중국정원, 순천호수정원, 생태체험교육장 

외곽 등에서 자유롭게 관람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스틸트, 탭댄스, 연결형 

인형, 주사위게임, 나비·스피너·마임·클린·레인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으며, 하계시

즌인 6월부터는 중국 기예단 공연 및 인디언 민속음악 공연 등 특별공연이 진행되

었다. 또한, 9월부터는 세계정원에서 각 나라의 특색 있는 공연이 펼쳐져 다양한 문

화를 접할 수 있었다. 

모든 공연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 박람회장에 적합하고 완성도 있는 공연연

출과 환경 및 장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충전앰프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였다. 

(2) 전문거리공연 프로그램

① 스틸트

드넓은 정원을 누비며 등장한 키다리 정원사가 거대한 모형가위로 회장 내의 나무

들을 가꾸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스틸트 공연은 해외 초청 거리공연팀으로 

운영하였다. 지구동문에서 관람객을 맞이하였으며, 거리 및 대기열 등 관람객이 모

여 있는 곳을 찾아가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추억을 선사하였다. 

② 주사위 게임

어린이놀이정원 입구에서는 상황극 퍼포먼스로 주사위게임이 펼쳐졌다. 이 게임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관람객들과 함께 대형 주사위를 던지며 재미있는 즉흥극을 이

어가는 공연으로, 동화캐릭터 의상을 입고 진행하였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블랙카드 병사와 레드카드 병사가 대형 주사위가 든 보자기를 들고 등

장, 보자기를 열어 주사위를 발견하고 관람객들과 주사위를 던지며 육면에 적힌 단

어를 몸으로 묘사하는 장난을 치며 극을 이어갔다.  

③ 나비 퍼포먼스

다양한 나무가 있는 나무도감원에서는 잔디를 배경으로 움직임 퍼포먼스를 진행

하였다. 나비 퍼포먼스는 애벌레가 나비로 되어 가는 변태과정을 스토리로 구성하

여 번데기에서 나오려는 나비와 나비의 탄생을 기다리는 박사의 기다림을 아름다

운 장면으로 연출하여 생명의 숭고함을 표현하였다.  

정취와 흥을 돋우었으며, 잔디마당과 도시숲에서는 11개 세계정원의 참여의의를 

되새기고 공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LED 연 날리기 시연을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행사 참여자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증정한 LED 촛불을 들고 테마별

로 소망을 기원하는 행렬을 통해 봉화언덕과 해룡언덕, 인제언덕을 오르며 또 하

나의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였다. 생태도시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문화도시를 가

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은 뜻 깊은 행사이자, 각자의 소망을 되새

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전문거리공연

(1) 전문거리공연 개요

전문거리공연은 회장의 관람객 밀도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하였다. 

관람객 혼잡도가 높은 공간에 공연을 배치하여 분산효과를 높였으며, 우기 시즌

에는 ‘비’를 키워드로 한 스페셜 프로그램이나 관람객과 함께하는 우산 퍼포먼스

를 운영하는 등 유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매일 개장시간에 맞춰 빛의 

서문, 지구동문에서 상설 공연팀 전체가 참여하여 관람객 환영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주 박람회장 내 쉼터를 중심으로 5개 거점에서 상설공연을 진행하는 등 공간과

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거리공연은 관람객과 틀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Interactive’를 키

워드로 ‘흐름’과 ‘변화’에 따라 연출하였다. 해외초청공연은 시기별 최대 집객시기

를 선정, 우수 거리공연을 초청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관람객들과 호흡하도록 

하였으며, 상설거리공연은 게이트나 관람객 쉼터, 대기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운영

그림 4-169 소망기원 한마당 행사

그림 4-170 스틸트 

그림 4-171 주사위 게임

그림 4-172 나비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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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련된 연출기법으로 9명의 공연단원이 거리공연과 무대공연의 두 가지 테마로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중국 기예단은 남문 인근 

광장에서 물구나무서기, 근력쇼, 링쇼 등 화려한 기술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

여 관람객들에게 갈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문 습지센터 인근 광장에서는 하루 4회에 걸쳐 인디언 민속공연이 펼

쳐졌다. 7명으로 구성된 북미민속음악그룹 아파치는 인디언의 전통악기인 께냐와 

삼뽀나, 차랑고 등을 이용해 북미 인디오들의 역동성이 묻어나는 전통음악과 북미

의 이색적이고 음악적 개성을 표현한 외국음악을 연주하였다. 에콰도르 국적인 아

파치는 전통 인디언 복장과 독특한 허밍, 리듬으로 자연의 소리를 연주해 관람객들

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⑪ 테마가 있는 세계정원의 날

각 나라별 정원에서는 9월부터 10월 20일까지 세계정원의 특색 있는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었다. 세계정원의 날 주간데이(7일)를 지정·운영하여 각국 정원의 참여

의의를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다

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람

객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테마가 있는 세계정원의 날은 9월 9일 프랑스정원에서 펼쳐진 코믹마임쇼를 시작

으로 스페인정원, 이탈리아정원, 독일정원, 중국정원, 미국정원 등 6개소에서 각 일

주일간 진행되었다. 행사를 통해 관람객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고유의상 체험 및 공연 참가자와의 기념사진 촬영 등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였다.

④ 클린 퍼포먼스

생태체험교육장에서는 원색 우주복 의상을 입은 청소부들이 거리를 청소하며 등

장하였다. 청소부들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거나 빗자루로 쓸어 담고 주변 시

설물을 걸레로 닦는 등 관객들과의 교감이 아닌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

이다. 클린 퍼포먼스는 캠페인 퍼포먼스로, 지구 밖에서 도착한 존재들이 지구인들

에게 쓰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마임 퍼포먼스를 통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

하고, 지구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⑤ 연결형 인형

지구동문과 실내정원 사이에서 펼쳐진 연결형 인형공연은 한 사람이 4개의 인형과 

연결된 상태로 관람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진행하였으며, 피터팬과 인디언 소

녀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관람객들과 호흡하며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⑥ 마임 퍼포먼스

남문 PRT광장에서는 마임퍼포먼스가 펼쳐져 익살스럽고 유쾌한 표정연기로 꿈의 

다리 대기열의 지루함을 잊게 해 주었다. 마임 퍼포먼스는 풍선 만들기, 키다리, 마

임 등으로 진행하였다.

⑦ 레인 퍼포먼스

기후 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펼쳐진 레인 퍼포먼스는 비가 오면 더 즐거운 거리

공연이었다. 원색의 다양한 우산을 활용하여 비가 올 경우 모든 거점의 배우들이 

잔디마당 또는 봉화언덕에 모여 플래시몹 형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⑧ 스피너 퍼포먼스

빛의 서문 게이트에서 펼쳐진 이 공연은 〈SBS스타킹〉에 출연한 전문 스피너 퍼포

먼스팀이 박람회 대형 홍보판을 자유자재로 돌리며 관람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⑨ 탭댄스

순천호수정원에서 펼쳐진 탭댄스는 멋진 발놀림으로 리드미컬한 정원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전문 탭댄스 배우들의 현란한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며, 관람객들이 즉

석에서 탭댄스를 배우는 등 역동적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⑩ 특별 거리공연

여름을 맞아 중국 기예단과 인디언 민속공연 등 외국 거리공연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6월 6일 첫 선을 보인 중국 기예단은 기존 중국 기예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

그림 4-173 클린 퍼포먼스

그림 4-174 연결형 인형 퍼포먼스

그림 4-175 마임 퍼포먼스

그림 4-176 레인 퍼포먼스

그림 4-177 스피너 퍼포먼스

그림 4-178 탭댄스

그림 4-179 특별 거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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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는 각 단체의 공연이 끝난 후 바로 점수를 공개해 현장감과 재미를 더하였다.

오디션 평가결과 3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비봉 태권도의 

‘외발자전거 시범경기’, 순천대학교 IYF의 ‘각 나라 민속댄스’, The Voice의 ‘노래로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등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박람회 사전 붐 행사와 박람회 기

간 동안 박람회장과 도심 곳곳에서 공연을 펼쳤다. 공연내용은 사전에 지역문화공

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수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박람회 기간 동안 환경과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도심 곳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예술단 35개 팀과 전문예술단의 공연으

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연장과 한국정원에서 20~40분 내·외로 1일 4회, 총 602

회의 공연을 펼쳤다. 요일별로 ‘춤의 여행(월), 우리 가곡과 아시아음악(화), 어쿠스

틱과 퓨전(수), 왈츠데이(목), 합창과 음악, 그리고 춤(금), 합창과 퓨전(토), 뮤지컬

음악, ABBA를 연주하다(일)’ 등 다른 주제 및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다. 4) 지역문화공연

관람객들에게 순천시의 수준 높은 지역예술을 선사하고자 계획된 지역문화공연은 

다양한 지역 예술단체의 참여를 통해 각계각층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정적 

문화콘텐츠에서 탈피하여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자 하였다. 정원박람

회의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 콘

텐츠를 기준으로 한 만큼 뮤지컬 등의 신규개발 콘텐츠는 지양하였으며, 음악·무

용·연극·영화 및 연예·국악·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으로 구성하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2012년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국악·무용·연극·대중가요 등 접수된 51개 프로그램의 오디션을 거

쳐 최종 선정하였다. 전문평가단 외 정원해설사 교육생, 외국어 서포터즈 등 일반

표 4-4 테마가 있는 세계정원의 날 운영

구    분 운영기간 행 사 명 형 태 구성 콘셉트 비    고

프랑스정원 9. 9. ~ 15. 마임쇼

공연

재미있고 웃음이 있는 코믹마임쇼 1일 3회

스페인정원 9. 16. ~ 22. 플라맹고 스페인 전통 집시춤 플라맹고, 살사 등 연출

-

이탈리아정원 9. 23. ~ 29. 가면무도회 베네치아 가면무도회 콘셉트의 마임연출

독일정원 9. 30. ~ 10. 6.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바그너, 바흐 등 클래식 음악의 

전통가를 재현한 미니 오케스트라

중국정원 10. 7. ~ 13. 변검, 기예
중국 경극예술의 하나인 사천 변검기예와 

저글링, 원통묘기 시연

미국정원 10. 14. ~ 20. 댄스뮤지컬 시카고, 하와이 훌라 춤 시연

표 4-5 지역문화공연 

구    분 장                           소

전문예술단 공연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연장{매주 월, 화, 수(1일 1회)/ 목, 금, 토, 일(1일 3회)}

   �  한국정원(1일 2회)

지역예술단 공연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연장{매주 월, 화, 수(1일 3회)}

그림 4-180 테마가 있는 세계정원의 날

프랑스정원 스페인정원 이탈리아정원

독일정원 중국정원 미국정원

그림 4-181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오디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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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연계 및 기타행사

정원박람회와 시 부서별 유치행사와의 유기적인 운영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상호협

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39회의 시 연계 행사 및 11

회의 기업`단체 행사, 27회에 이르는 시립합창단 및 극단 등의 공연을 펼쳤으며, 경

연의 형식을 갖추는 경우 예선과 결선 중 협의하여 박람회장 내에서 진행하였다. 

출입구에서 안내간판을 통해 공연장 안내 및 관람객을 유도하고, 아젠다를 통해 

공연 및 행사를 공지하였다.

(1) 뮤지컬 「순천만 연가」&「황금 짱순이」& 「잔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2012년 사전 제작된 작품으로 시립예술단 3개 

단체에서 박람회 기간 동안 뮤지컬을 공연하였다. 

순천시립극단의 뮤지컬 「잔치」는 1부 맹노인의 칠순잔치와 2부 갑분이와 김미언의 

결혼잔치를 통해 양반사회를 배경으로 사랑의 참뜻과 인간의 회복을 강조한 작품

으로, 6월 6~8일 3회 공연되었다. 또한, 순천만이 지닌 깨끗한 바다의 이미지를 담

은 판타지 뮤지컬로서 순천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한 순천시

립소년소녀합창단의 뮤지컬 「황금 짱순이」는 6월 27~29일 3회, 순천만을 배경으

로 펼쳐지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순천시립합창단의 뮤지컬 「순천만 연가」

는 7월 18~20일 3회에 걸쳐 공연을 펼쳤다.

표 4-6 지역문화공연 프로그램

요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장  소

월 춤의 여행 춤의 여행, 세계의 춤
춤의 여행, 

음악과 만남
춤의 여행, 세계의 춤

[습지센터]
13:00~13:50

 
16:50~16:50

[한국정원]
15:00~15:30

화
우리 가곡, 

아시아음악

사랑의 멜로디, 

세계 각국의 민요, 

사랑의 음악, 

아시아음악

세계 각국의 민요, 계절음악, 

우리 가곡, 아시아음악

계절음악, 

사랑음악과 

국악만남, 

아시아음악, 

사랑의 멜로디

세계 각국의 민요, 

우리 가곡, 

아시아음악,

사랑의 멜로디

계절음악, 우리 

가곡, 아시아음악

수
어쿠스틱과 

퓨전

어쿠스틱과 

퓨전, 시와 음악, 

크로스오버음악

어쿠스틱과 퓨전, 

시와 음악, 

크로스오버음악, 

최신가요

크로스오버음악, 

최신가요, 

어쿠스틱과 

퓨전

최신가요, 

어쿠스틱과 

퓨전

크로스오버음악, 

어쿠스틱과 퓨전

최신가요, 

어쿠스틱과 퓨전

목 왈츠데이

탱고데이,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 

세계민요여행, 

왈츠데이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 세계민요여행, 왈츠데이, 

탱고데이

세계민요여행, 

왈츠데이, 

탱고데이,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

세계민요여행, 

왈츠데이, 

탱고데이

금
합창과 음악, 

그리고 춤

Pop & Dance, 

명상과 음악, 

합창과 음악, 

그리고 춤, 

유럽음악

Pop & Dance, 멕시코음악, 합창과 음악 그리고 춤, 

유럽음악

멕시코음악, 

합창과 음악 

그리고 춤, 

Pop & Dance 

멕시코음악, 

합창과 음악 

그리고 춤, 

유럽음악

토 합창과 퓨전

세대별 음악여행, 

소리와 춤, 

7080과 퓨전, 

합창과 퓨전

세대별 음악여행, 

소리와 춤, 

7080과 퓨전, 

합창과 퓨전, 

세대별 음악여행

소리와 춤, 

7080과 퓨전,

합창과 퓨전, 

세대별 음악여행

소리와 춤, 

7080과 퓨전, 

합창과 퓨전, 

세대별 음악여행, 

소리와 춤

7080과 퓨전, 

합창과 퓨전, 

세대별 음악여행, 

소리와 춤

7080과 퓨전, 

합창과 퓨전, 

세대별 음악여행

일

뮤지컬음악, 

ABBA를 

연주하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Trot 

& Canzone, 

뮤지컬음악

영화음악, ABBA를 

연주하다, 

뮤지컬음악,

Trot & Canzone 

ABBA를 

연주하다, 

영화음악,

Trot & Canzone, 

뮤지컬연주

ABBA를 

연주하다, 

뮤지컬음악,

Trot & Canzone, 

영화음악

ABBA를 

연주하다, 

뮤지컬음악,

Trot & Canzone, 

영화음악

뮤지컬음악,

Trot & Canzone, 

영화음악 

그림 4-182 지역문화공연

1

그림 4-183 시 연계 뮤지컬

3

2

1 순천만 연가

2 잔치

3 황금 짱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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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마쳤다. 람빠극단 초청공연은 순천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4) 읍`면`동의 날 

혹서기와 장마철에 대비하여 7월에는 습지센터공연장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지역

주민 화합과 박람회 관람열기를 확산하고자 「읍`면`동의 날」을 운영하였다. 24개 

읍·면·동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일부는 도·농 상생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읍·

면과 동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읍·면·동의 날 문화행사는 7월 8일 1,000여 명의 주

민이 참여한 왕조1동을 시작으로 덕연동, 향동, 조곡동·낙안면 등 16회의 공연을 

펼쳤다. 주민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공연을 펼치며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박람회 만들기에 동참하였다.

표 4-7 읍·면·동의 날 참가현황

No. 읍`면`동명 개최일자 장    소 비  고

1 왕조1동 7.  8. 동천갯벌공연장 -

2 덕연동 7. 10.

습지센터공연장

-

3 향동 7. 11. -

4 조곡동`낙안면 7. 13. 공동개최

5 도사동 7. 15. -

6 풍덕동`송광면 7. 17. 공동개최

7 왕조2동`황전면 7. 18. 공동개최

8 해룡면 7. 19. -

9 서면 7. 22. -

10 장천동`상사면 7. 23. -

11 저전동`승주읍 7. 24. 공동개최

12 삼산동 7. 25. -

13 중앙동`외서면 7. 26. 공동개최

14 별량면`남제동 7. 29. 공동개최

15 매곡동`주암면 7. 30. 공동개최

16 월등면 7. 31. -

(2)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서 하나 된 남과 북

2013년 6월 16일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화합 축

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북한 이탈주민의 날 행사가 동천갯벌공연장에서 개최되었

다. 순천시 보안협력위원회와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광주ㆍ전남권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하였으며, 6월 13일이 북한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절(음력 5월 5일)임을 고려하여 즈음해 행사를 개최하였다. 

조직위원회는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합의 장이 펼쳐지

기를 바라며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서 하나 된 우리’라는 부제로 행사를 진행하였

다. 광주ㆍ전남지역 북한 이탈주민 및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꽃

바다예술단 공연, 참가지역별 노래자랑, 통일지도 완성하기 등 풍성하고 흥겨운 축

제가 펼쳐졌다. 특히 평양 꽃바다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활동을 했던 재능 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각종 행사에서 수준 높은 북한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적 

교류가 단절된 남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조직위원회도 이번 행사가 남

과 북을 잇는 가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3) 러시아 람빠극단 초청공연

7월 1일과 2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는 순천시립극단의 해외 초청공연으로 러시아 

나호트카 시립 람빠극단의 복합퍼포먼스 공연 「장난꾸러기 큐피드」가 펼쳐졌다. 

안톤체홉의 세계적인 명작단편 『장난꾸러기 큐피드』를 원작으로, 곰과 청혼이라

는 내용에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밝고 유쾌한 작품이다. 

공연은 순천시와 러시아 나호트카시의 상호 문화교류 추진으로 이루어졌다. 2012

년 6월 시립극단 정기공연 시 람빠극단 초청 합동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2013년 1

월에는 시립극단에서 러시아 나호트카시를 방문해 람빠극단과 합동공연을 성공리

그림 4-184 북한 이탈주민의 날 행사

그림 4-185  람빠극단 초청공연

그림 4-186  별량면ㆍ남제동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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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각 국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도 전시하였다. 그밖

에도 각 국가 전통의상 포토존 체험,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즉석 가족사진 촬영 

등 풍성한 체험행사를 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문화가족이 한데 어울릴 수 있

는 문화의 장이 되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7) 어린이 그림책 인형극 

9월 24일부터는 순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준비한 그림책 인형극(연출 김효승)이 

습지센터공연장에서 여덟 차례 펼쳐져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

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림책 인형극은 그림책 『강아지똥』과 『늙은 어머니

의 지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작품으로, 세계 정원문화와 생태 체험공

간인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

고자 준비하였다. 

특히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등 9개 인접 자치단체 유치원과 어린

이집,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으로 하여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을 직

접 방문해 홍보하였으며, 곡성·남해·하동군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84개소에 인

형극 홍보공문을 발송해 단체관람 예약을 받기도 했다. 첫날 공연에는 여수 홍익

어린이집 50명 등 여수·보성·순천지역의 9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4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8) 정원박람회의 숨은 조력자! 자원봉사자 화합행사 

정원박람회장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이계운(44세) 씨는 

서울시 중구 도로교통공단에 근무하면서 매주 주말이면 자원봉사를 위해 아무 연

고도 없는 순천을 찾았다. 지난 2002년 월드컵대회가 기폭제가 되었다는 그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 위

해 자원봉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처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는 귀중한 시간

을 쪼개 자신이 지닌 재능을 나눈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5) 세계어린이합창제 &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7월 12일부터 이틀간 「제21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가 동천갯벌공연장에서 

‘정원에서 울리는 힐링 페스티벌’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는 전국 20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와 합창음악 발전

을 꾀하고, 합창 인구의 저변확대 및 훌륭한 예술인을 발굴할 목적으로 매년 번갈

아 가며 수도권과 지방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합창제에는 20개 팀 1,20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고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실력을 높

이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또한, 8월 3일에는 「세계어린이합창제」가 동천갯벌공연장에서 펼쳐져 노래로 하

나가 되었다. 미국, 스위스, 대만, 필리핀에서 온 합창단과 순천·광양시의 합창단이 

펼치는 아름다운 선율은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6) 제1회 전국다문화가족 ECO페스티벌

전국의 다문화가족들도 정원박람회장에서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8월 23~24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개최된 ECO페스티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안정적인 정착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8개 팀 3,000여 명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

행하였다. 문화공연은 서울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충북 단양군, 광주 북구, 대전광역시, 인천 남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경상남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19개 전남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표로 진행되었

다. 또한,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요리 부스와 중국, 베

트남, 일본, 태국, 몽골, 필리핀의 전통소품 및 장신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얼리 부

그림 4-187  세계어린이합창제

그림 4-188  다문화가족페스티벌

그림 4-189  그림책 인형극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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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날 & 지자체의 날

1) 국가의 날

생태와 문화체험의 장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자연이 주는 힐링의 공간이자, 

세계와 지역이 만나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이었다. 국가의 날에는 16개국 21개 

도시가 참여하여 아시아 10개, 유럽 5개, 아프리카 3개, 중동 1개, 북중미 2개 도시

가 함께하였다. 

국가의 날 행사는 주요 참석자 접견, 의식행사, 관람안내 등 공식행사 21회를 비롯

하여 각국 문화공연단 12팀, 순천시와 전라남도 해외 자매`우호교류 자치단체 공

연팀 등 9팀이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를 통해 중국, 일본, 스페인, 우간다 

등 세계 각국의 고유 전통의상과 독특하고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박람회장에서 직

접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전라남도와 교류지역인 일본 사가현에서는 국내에서 보

기 힘든 열기구 시연행사와 사가현 여름축제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230여 명의 대규모 방문단이 방문하였으며, 순천시와 교류지역인 낭트시에서는 프

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들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5월 

30일, 10월 14일 저녁 2회에 걸쳐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자원봉사

자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초청가수들의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개인 및 단

체봉사자들의 노래자랑, 경품추첨, 시상식 등으로 진행하였다. 행사를 통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어울리며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봉사

활동을 시작했던 마음을 되새기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표 4-8  시 연계 공연 및 행사

구  분 콘     텐     츠 내         용 장    소 일  시

초청공연 

및 시 연계 

공연

전남도립국악단 공연(25회) [정원 속의 풍류] 동천갯벌공연장 -

일본 EAST 공연(4회) 일본 오카리나 공연 습지센터공연장 4. 23. ~ 24.

허숙 판소리연구소 단원 공연(2회) 판소리 공연
동천갯벌공연장

4. 24. ~ 25.

순천시립극단 뮤지컬 공연(3회) 뮤지컬 「잔치」 6. 6. ~ 8.

토크쇼(7회) 「아마존 한국을 품다」 토크쇼 습지센터공연장 6. 17. ~ 23.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공연(3회) 뮤지컬 「황금 짱순이」

동천갯벌공연장

6. 27. ~ 29.

순천시립극단 해외초청공연(2회) 러시아 초청 복합퍼포먼스 공연(람빠극단) 7. 1. ~ 2.

순천시립합창단 뮤지컬 공연(3회) 뮤지컬 「순천만 연가」 7. 18. ~ 20.

시 연계 행사

제9회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택견대회(1회) 전국 택견대회 5. 4.

어린이집교직원 한마음의 날(1회) 2013년 전남 어린이집 교직원 잔디마당 5. 25.

순천시립합창단 주관 합창제(1회) 제25회 전남합창제
동천갯벌공연장

6. 14.

가족합창제(1회) 광양만권 가족합창제 6. 22.

지역 청소년 뮤직 & 댄스공연(2회) 전남 청소년 뮤직댄스 경연대회 습지센터공연장 6. 22.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주관 합창제(1회) 제21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동천갯벌공연장

7. 12. ~ 13.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주관 합창제(2회) 제5회 세계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 8. 2.~ 3.

다문화 공연 및 체험 공식행사(1회) 제1회 전국다문화가족 ECO페스티벌 8. 23.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1회) 전남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8. 31.

순천시립합창단 주관 합창제(1회) 순천만 & 남도시립합창제 9. 26.

청소년 문화존(6회) 청소년 락 공연 습지센터공연장 7. 20.

락 & 댄스 페스티벌 청소년 뮤직·댄스공연 동천갯벌공연장 8월

그림 4-190  자원봉사자 화합행사로 더욱 힘을 내며!

표 4-9  국가의 날 행사현황

월별 국  가  명 공연일 주요 참석자(VIP)

계 16개국 21개 도시

4월 중국(영파) 21. ~ 22. 영파 부주석

5월

이  란 7. ~ 8. 주한 이란대사

일본(이즈미시) 11. ~ 12. 이즈미 시장

터키 18. 문화관광부 차관, 주한대사

타이완 25. 징메이고등학교장(학생공연단)

네덜란드 26. 경제부차관, 주한대사

스페인 29. 주한 스페인대사관 서기관

6월

일본(고치현) 1. 고치현 지사, 현의회 의장

인도 5. ~ 6. 주한 인도대사

세이셸공화국 29. ~ 30. 재정투자부 장관

7월

미국(콜롬비아시) 6. ~ 7. 콜롬비아시 공보관

일본(카누마시 & 닛코시) 19. ~ 20. 카누마 부시장, 닛코 부시장

중국(서안) 27. ~ 28. 서안 부총경리

8월

아프가니스탄 5. ~ 6. 정보문화부 장관, 주한대사

우간다 7. ~ 8. 관광부 장관

쿠바 9. 대표단 없음

일본(사가현) 16. ~ 17. 사가현 부지사, 현 의장

9월 스리랑카 1. ~ 2. 문화예술부 공연분과 수석비서관

10월

독일 5. 대사

프랑스(낭트) 18. ~ 19. 대사

중국(장시성) 19. ~ 20. 문화청 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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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계자들과 안탈리아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

해 박람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박람회 준비에 관한 벤치마킹의 

시간을 갖고 홍보를 병행하였다. 국가의 날 행사와 정원박람회 벤치마킹을 아우르

다보니 대규모 방문단이 참석하였으며, 터키의 대표적인 언론사들도 함께 방문하

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해외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2016안탈리아엑스포조직위원회와 ㈜터키항공이 자국의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박람회장 내 터키정원 250만 번째 관람객을 대상으로 터키 안탈리아 왕복항

공권과 호텔숙박권을 경품으로 지원하였다. 9월 28일 13시 30분경 전라북도 전주

시 노현호(22세) 씨와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예슬(22세) 씨가 행운의 커플 주인공

이 되어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였다.

(5) 타이완

5월 25일에는 2010년 타이페이화훼박람회를 개최했던 타이완이 국가의 날 행사를 

갖고, 징메이고등학교장과 학생공연단이 참석하여 고적대 공연 등을 선보였다.

(6) 네덜란드

정원박람회장 내 11개의 세계정원 중 네덜란드정원은 높이 솟은 풍차와 형형색색

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튤립으로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정원박람

회장의 명소로 자리 잡은 네덜란드정원을 기념하기 위한 네덜란드 국가의 날 행사

가 5월 26일 폴 멩크팰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로얄드 라뻬레 경제부 차관보, 께이

스 반 로이어 호스트 시장, 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가의 날 행사에 앞서 네덜란드정원에서 개최된 사전행사에서는 네덜란드정원을 

설계한 니크 로즌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가져온 튤립 3,000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

다. 식재된 튤립은 화훼강국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니크 로즌이 6월 21

일 순천을 방문해 직접 식재하였다. 16세기 후반 신분상승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

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튤립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7) 스페인

5월 29일 개최된 스페인 국가의 날 행사에는 주한 스페인대사관 호르헤 미한고

스 서기관,  라켈 비야르 문화담당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지난 

2009년 9월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제61차 총회에

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승인이 확정된 각별한 인연이 있는 만큼 환영과 감

사가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공식행사에 이어 스페인 공연단은 민속춤

인 플라맹고 댄스를 기반으로 뮤지컬 형식의 스토리를 결합한 다양한 리듬을 종합

랑스 요리사를 파견해 프랑스 요리 시식회를 주관하여 관람객들이 프랑스정원에

서 프랑스 진미를 맛보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그밖에도 한국과 문화교류가 활

발하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과 우간다의 참가가 외교부의 정부 간 문화교류로 이

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국가의 날 행사를 통해 지방의 중소도시 순천시는 국가 간 문화교류와 우

호협력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정원박람회장은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

카에 이르는 다양한 대륙과 국가의 전통공연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문화교

류의 장이 되었다.

(1) 중국 영파시

중국 영파시의 예술단공연을 시작으로 국가의 날 행사가 막을 올렸다. 영파시 국가

의 날 행사는 20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이 악기합주, 지방극 「홍루몽」, 중국 전통민

요 등을 선보이며, 4월 21~22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하루 2회 총 4회 문화공연을 

펼쳤다. 아울러, 국가의 날 행사와 함께 쉬밍푸 영파시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참석

하여 중국정원 개원식을 진행하였다. 

(2) 이란

5월 7일에는 동천갯벌공연장에서 이슬람문화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아흐마드 마수피마르 주한 이란대사와 이슬람공화국 문화

공연팀이 참여하였다. 공식행사에 이어 이란 공연단은 전통 궁현악기인 카만체 등

을 이용해 이란의 전통공연인 아카펠라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3) 일본 이즈미시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이즈미시는 5월 11일 대표단 35명이 참여하여 동천갯벌공연

장에서 이즈미시의 날을 개최하였다. 시브야 토시히코 이즈미 시장을 비롯해 교육

장, 의장, 관광협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정원박람회장을 

견학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방문단이 준비한 일본 전통 

북공연 와라쿠는 북의 강렬함과 함께 신비롭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전달하여 관

람객들이 일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터키

터키는 2016년도 안탈리아 엑스포 개최지로서, 농림부와 문화관광부, 안탈리아엑

스포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8일 터키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정

그림 4-191  중국 영파시 국가의 날 

그림 4-192  이란 국가의 날

그림 4-193  일본 이즈미시 국가의 날 

그림 4-194  터키 국가의 날

그림 4-195  타이완 국가의 날 

그림 4-196  네덜란드 국가의 날

그림 4-197  스페인 국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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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였다. 르네 그래함 공보관 등 시청 관계자 5명과 공연단 14명이 정원박람

회장을 방문하여 공식행사에 이어 동천갯벌공연장에서 미주리 현대발레단이 준비

한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현대발레단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교가 녹아있는 세련

된 안무, 관객의 허를 찌르는 구성으로 관람객들의 환호를 이끌어 냈다.

(12) 일본 카누마시 & 닛코시

7월 19일부터 습지센터 공연장에서 펼쳐진 일본 카누마시의 날에는 츠야마 유타

카 카누마시 부시장, 유자와 미츠아키 닛코시 부시장 등 18명이 조직위원장실에서 

순천시장, 사무총장 등과 환담을 나눈 후 국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카누마시

에서는 카누마 상공고등학교 음악부에서 일본 전통현악기인 오코토 연주를, 닛코

시에서는 전설 속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전통 타이코(북) 연주를 선보였다.

(13) 중국 서안시 

중원문화의 중심지로 평가 받는 중국 서안시 국가의 날이 7월 27일 동천갯벌공연

장에서 개최되었다. 궈하이민 서안세원투자공사 부사장을 대표로 서안시 정부관계

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정원박람회장에 조성된 서안정원 개원식을 비롯

해 문화공연, 핸드 프린팅 세러머니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특히 서안시 민

속공연단이 준비한 [대당귀비], [진공] 등의 예술공연은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좋

은 기회가 되었다. 서안시 민속공연단의 문화공연은 28일까지 하루 2회, 총 5회 개

최되었다.

(14) 아프가니스탄

아프간국립음악학교(ANIM) 공연단의 청명한 합창과 그윽한 합주가 정원박람회

장에 울려 퍼졌다. 아프가니스탄은 8월 5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모하메드 유노스 

파르만 주한 대사, 사이드 마흐둠 문화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의 날 행사

를 가졌다. 국립음악전문학교는 내전과 탈레반 통치로 갈 곳 없는 전쟁고아와 교육 

받을 기회조차 없는 여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자, 아프가니스탄 내의 평화와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음악교육단체다. 학생들은 전통악기로 다양한 합주와 민요

를 연주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프간 음악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하였다. 

(15) 우간다

우리나라와 우간다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및 문화교류 확대

를 위한 우간다의 국가의 날 행사가 8월 7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열렸다. 무타킴바 

적으로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8) 일본 고치현

일본 고치현은 6월 1일 대표단 78명이 참석하였다. 오자키 마사나오 지사, 모리타 

에이지 의장, 나카지마 시게미츠 고치현 부시장, 쿠보 하타오 무로토시 시의장 등으

로 구성된 방문단은 정원박람회장 내 고치현정원과 조경산업관에 설치된 고치현 

홍보부스를 둘러본 후 본 행사를 가졌다. 고치현은 화려한 의상과 역동적인 퍼포

먼스가 매력적인 일본의 전통춤인 요사코이 민속공연을 펼쳐 일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였다. 아울러, 고치현 대표단은 31일 전라남도와의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9) 인도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대사와 바누 프라카쉬 인도문화 원장 등은 6월 5일 박

람회장 참여정원에 조성된 인도정원을 관람한 후 습지센터공연장에서 순천시장, 

조직위원장, 사무총장 등과 함께 국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과 인도의 수

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 국기 게양식, 핸드 프린팅 등 의전행사와 함께 인도 최

고의 전통춤, 무술, 요가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쳤다. 특히 인도의 문화공연은 

사랑, 행복,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면을 살펴 이를 음악, 소리, 춤으로 표현한 작품

으로 독특한 인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10) 세이셸공화국

지난 2012년 10월 29일 세이셸공화국을 방문한 순천시장은 세이셸공화국의 장폴 

아담 외교부장관과 재크린 무쉬타쉬 벨 빅토리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

에 관한 협정식을 체결하여 코코 드 메르를 비롯한 253개의 희귀식물, 육지거북 암

수 1쌍을 기증받았다. 이후 2013년 4월 20일에는 정원박람회장의 실내정원에서 순

천시장과 세이셸공화국 환경에너지장관 등이 코코 드 메르 씨앗심기 행사를 가졌

다. 그리고 6월 29일 세이셸공화국은 이틀에 걸쳐 국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

이셸공화국의 문화공연은 17세기 세이셸에 정착한 유럽인의 춤에서 기원한 우아

한 칸톨레와 농장의 노예들이 고단함을 달래는 데 사용했던 세가 등 전통음악과 

무용공연을 선보였다. 

(11) 미국 콜롬비아시

순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콜롬비아시는 7월 6일부터 이틀간 국가의 날 행사

그림 4-198  일본 고치현 국가의 날

그림 4-199  인도 국가의 날 

그림 4-200  세이셸공화국 국가의 날 

그림 4-201  미국 콜롬비아시 국가의 날 

그림 4-202  일본 카누마시, 닛코시 국가의 날 

그림 4-203  중국 서안시 국가의 날 

그림 4-204  아프가니스탄 국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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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일

독일은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5일 국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독일정원에서 펼쳐진 테마가 있는 세계정원의 날과 연계하

여 모차르트, 바그너, 바흐 등 클래식 음악의 전통가를 재현한 미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독일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20) 프랑스 낭트시

낭트시는 전통 문화예술과 음식을 콘텐츠로 10월 18일부터 이틀간 행사를 가졌으

며, 제롬 파스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비롯하여 대표단과 공연단, 요리팀 등 10여 

명이 방문하였다. 프랑스정원에서는 낭트에 거주하는 한국 입양인들로 구성된 낭

트-순천 문화우정협회에서 주관한 문화행사를 갖고, 국가의 날 기간 동안 프랑스 

식당 앞에서 프랑스 전통 진미시식회 및 조리시연회를 열었다. 아울러, 습지센터공

연장에서는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앙상블 스케네 공연단의 [쥘 베른과 추억의 타임

머신] 창작 클래식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21) 중국 장시성

폐막 하루 전인 10월 19일 랑따오시엔 장시성 문화청 부청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공연단 등 30여 명이 방문하여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지안시 채다 가무극단 공연 및 

핸드 프린팅 세러머니를 펼쳐 보였다. 중국 공연단의 문화행사는 19~20일 이틀에 

걸쳐 총 3회 공연되었으며, 이로써 모든 국가의 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 지자체의 날

국가의 날과 함께 지자체의 날을 개최하여 광역·도·시·군·구의 특색 있는 문화마

케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13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관계자 설명회를 갖고, 담당공무원 및 공연 대표 등을 초청해 행사

운영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해를 돕고자 박람회장 현장견학 및 순천만 

일원 투어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 동안 부산, 광주 등 60개 지자체가 참

가하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지자체의 날 행사는 전통공연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

한 문화공연들을 선보이며, 점차 잊혀져 가는 소중한 우리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

을 환기시키는 문화의 장이 되었다.

마리아 관광부장관 등 9명이 이끄는 우간다 은데레 트루프(Ndere Troupe) 공연단

은 컬러풀한 의상을 입고 아프리카의 전통 노래와 춤, 음악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

려운 공연을 선보였다. 은데레 트루프 공연단은 우간다에서 재능은 있지만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발굴해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과 2000년 일본 하우스텐보스에서 개최된 세계의 축제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16) 쿠바

8월 9일에는 쿠바 아바나컴파스(Habana Compàs Dance) 무용단의 흥겨운 공연을 

통해 쿠바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바나스컴파스 무용단 공연은 한국과 쿠바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주최해 기획한 행사

로 서울 및 지방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으며, 정원박람회장에서 그 마지

막 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드럼스틱, 캐스터네츠, 클라베스 등 손악기를 이용한 타

악기 연주로 아프리카 쿠바리듬과 스페인 전통춤을 결합한 독특하고 흥겨운 무대

를 선보였다.

(17) 일본 사가현

일본 사가현에서는 8월 17일 대표단, 공연단, 관계자, 주민대표 등 230여 명이 참

석하였다. 사가현정원에서 기념식수를 갖고 조경산업관 사가현 부스를 방문한 후 

국가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공식행사에 이어 펑키`사강클럽 연기자들의 외발자

전거 묘기를 비롯하여, 가라쓰 히가시 중학교 서예부의 서도(서예) 퍼포먼스, 닌자

체험 우레시노 닌자쇼, 청소년 댄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대행사로 남도식

당A 옆 잔디밭에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열기구 시연이 펼쳐졌으며, 사가현

정현에서는 사가현의 여름축제와 이벤트 등이 개최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

였다.

(18) 스리랑카

9월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스리랑카는 위타나게 수니타 쿠레이 문화예술부 공연분

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공식행사에 이어 

문화공연에서는 스리랑카 국립예술단 및 댄스앙상블팀이 캔디안 댄스와 마굴 베

라 등 남성의 박력과 격렬함은 물론, 여성의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스리랑카 현지

의 민속무용을 선보였다. 

그림 4-205  우간다 국가의 날

그림 4-206  쿠바 국가의 날 

그림 4-207  일본 사가현 국가의 날 

그림 4-208  스리랑카 국가의 날 

그림 4-209  독일 국가의 날 

그림 4-210  프랑스 낭트시 국가의 날 

그림 4-211  중국 장시성 국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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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의 꽃향기

지자체의 날 행사는 4월 20일 고양시에서 출발하였다. 고양시장 등 6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습지센터공연장에서 식전공연, 공식행사,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고양600년 고양의 꽃향기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시립합

창단, 힙합, 태권도 퍼포먼스, 퓨전국악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2) 삼학도의 전설 

목포항은 일제강점기 호남지역에서 일본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던 대표적인 항구

로, 5월 3일에는 목포시의 날 행사를 통해 민족의 수난사를 지켜보았던 항구도시 

목포의 문화적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목포시립무용단은 동천갯벌공연장에서 목

포 학춤 등을 선보였다. 특히 목포에는 삼학도의 전설이 있을 만큼 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정원박

람회 개최도시인 순천시에 친밀감을 더하였다.

(3) 광지원농악,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는 5월 28일 지자체의 날 특별공연을 펼쳐 박람회 열기를 더하였다. 

습지센터공연장에서 공식행사를 가진 후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40여 명이 광지원

농악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광지원농악은 광주시 무형문화유

산 제3호로 지정된 광주시의 대표적인 전통놀이로, 옛 광지원이라는 지역 내 둔전

표 4-10  지자체의 날 행사현황

No. 월  별 지자체명 공연날짜 공    연    내    용 공식 홍보관 공 연 장 소

계 60

1

4월

고양시 21 고양 신한류예술단 축하공연 O X 습지센터공연장

2 충청남도 24 무용 창작작품 X X

동천갯벌공연장
3 강진군 25 강진 비자동 베틀놀이 X X

4 담양군 26 대나무를 이용한 악기연주 & 대나무악기 전시체험 O O

5 신안군 29 전통민속공연 O X

6 충청북도 30 충북 씨알놀이 판놀음 공연 X O 습지센터공연장

7

5월

고흥군 1 승승장구 신바람 공연 O X
동천갯벌공연장

8 목포시 3 전통무용 O O

9 순창군 7 순창 농요금과 들소리 X X 습지센터공연장

10 함평군 13 난타, 사물놀이 X X

동천갯벌공연장
11 진도군 14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공연, 진돗개 공연 X O

12 서울 서대문구 15 밸리댄스, 음악공연 O X

13 곡성군 16 곡성 여성연극단 마당극 「심청전」, 곡성 죽동농악 공연 O X

14 무안군 17 민속극 일로품바(직앙) 연희놀이 X X 습지센터공연장

15 하동군 20 마당극 「최참판댁 경사났네」 X X

동천갯벌공연장16 광양시 21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공연 등 X X

17 부산 서구 23 부산 농악(아미농악) O O

18 서울 송파구 24 구립교향악단 공연 X X 습지센터공연장

19 경기 광주시 27~28 시립농악단 공연 O X

동천갯벌공연장20 구례군 29 호남 여성농악 공연 O O

21 충주시 30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충주시 택견 시범단 X X

22 보성군 31 보성 소리공연, 가야금병창, 남도민요,사물놀이 등 O O
습지센터공연장

23

6월

광주 광산구 10 밸리댄스, 모듬북, 스포츠댄스 X X

24 천안시 11 퓨전국악 O X

동천갯벌공연장

25 나주시 12 나주시 홍보동영상 상영, 문화공연 O X

26 안산시 13 시립합창단 X O

27 제천시 15 제천 풍물공연단 X X

28 수원시 17 시립합창단 O X

29 서울 강서구 26~27 연극 또는 뮤지컬 공연 O X
습지센터공연장

30

7월

해남군 5 강강술래 X X

31 장흥군 11 국악공연 O X

동천갯벌공연장
32 세종시 22 마당극 「뺑파전」 X X

33 거제시 25 거제 칠진농악 공연 O X

34 화순군 26 우봉 들소리 민속놀이 O X

35 영암군 30 난타 및 가야금산조 O O 습지센터공연장

36

8월

구리시 1 시립청소년교향악단 공연 X X

동천갯벌공연장

37 남원시 13 퓨전국악 X X

38 완도군 14 전통음악 X O

39 울산광역시 21 시립무용단 공연 O O

40 영동군 22 퓨전국악 관현악 X X

41 광주 서구 26 난타, 가요 등 X X

42 인천 남동구 28 인천 남동구 풍물공연단 X X

43 인천 강화군 29 강화 용두레질 소리 O O

44

9월

전라남도 2 도립국악단 O X

동천갯벌공연장

45 정선군 3 정선아리랑 공연 X X

46 진주시 4 중요무형문화제 제12호 진주검무 O O

47 전주시 5 시립국악단 O X

48 여수시 9 시립국악단 공연 O O

49 광주 동구 11 동구립합창단 X X

50 울산 북구 13 오페라(코믹연주회) X O 습지센터공연장

51 사천시 16 모듬북, 사물놀이 X X

동천갯벌공연장
52 대전광역시 24 이정애무용단 한국전통무용 X X

53 광주광역시 25 2012자스민광주/ [님을 위한 행진곡] O O

54 부산 진구 26 진구 피오레 여성합창단 공연 O O

55 오산시 27 경기도 선소리 산타령 등 X X 습지센터공연장

56 남해군 30 보물섬 예술단 공연(살풀이 등) O O

동천갯벌공연장57

10월

장성군 2 상무대 군악대, 퓨전국악 X O

58 광주 북구 7 풍물공연 X X

59 영광군 14 우도 농악 X X 습지센터공연장

60 임실군 16 임실 필봉농악 필봉예술단 O X 동천갯벌공연장

그림 4-212  고양시 지자체의 날 

그림 4-213  목포시 지자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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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공연을 관람한 후 박람회장을 둘러보았으며, 전종구 예총 전라남도연합회장 

등 4명의 문화예술인이 문화향유와 창작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

로패를 전달받았다.

4. 전시 프로그램

정원박람회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각종 전시가 펼쳐졌다. 전시는 박람회장

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였으며, 하나의 테마로 전시되는 전시구간

을 설정하여 Theme Road를 통한 랜드마크 구간을 구성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

금 ‘그곳에 가면 힐링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단방향 전시형태에서 

탈피하여 체험이 가능한 전시로 구성함으로써 보기만 하는 전시에서 참여가 가능

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하였다. 

1) 힐링하우스(Healing House)

전시가 이루어진 첫 번째 공간은 힐링하우스(Healing House)다. 생태체험교육장 입

구에 마련된 힐링하우스는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휴식과 힐링

을 주제로 ‘정원의 한가로움’을 도시와 자연의 만남으로 표현하였으며, 3×6m 2동

이 있어 둔전병들이 군악으로 사용하다 둔전제도가 폐지되면서 연초에 행하는 농

악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날 공연은 판굿, 길놀이를 시작으로 일본 오카리나 밴드팀 이스트(EAST)와 

협연을 펼쳐 오카리나와 농악이 하모니를 이루며 광주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렸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1천여 명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으며, 

5월 26일 정원박람회가 개장 37일 만에 관람객 150만 명을 돌파하여 흥겨움을 더

하였다.

(4) 천안시

순천시와 천안시는 2013년 3월에 협약을 맺고, 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반값으로 입장

이 가능하도록 협력하였다. 이어 6월 11일에는 동천갯벌공연장에서 성무용 천안시

장,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김숙희 민간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해 천안시의 날 행

사를 갖고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공식행사에서 순천시장은 “자연과 생태가 인간의 

질을 높이고 웰빙식품이 뒷받침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며 21세기 행복을 만드

는 지혜를 두 시가 함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전하였다. 이후 천안시립교향악단은 

정원박람회장의 공연장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클래식보다는 대중적인 오페라, 

서곡, 클래식 소품 등을 연주하였다.

(5) 정원 속의 풍류여행,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지자체의 날 행사를 맞아 9월 2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전라남도립국

악단의 공연을 선보였다. ‘정원 속의 풍류여행’이라는 테마로 준비한 공연은 창작

곡 「아름다운 인생」과 국악 관현악과 타악 협연의 「매사냥」, 국악가요 「상모」, 부

채춤, 마당놀이창극 등으로 구성되어 신명을 더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배용태 행

정부지사와 도의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등 도내 문화예술인이 참석해 

그림 4-214  경기도 광주시 지자체의 날 

그림 4-215  천안시 지자체의 날

그림 4-216  전라남도 지자체의 날

그림 4-217  지자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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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체험 대기 관람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마련한 전시공간으로 운영하였다. ‘이

곳에 가면 사랑에 빠진다’는 개념으로 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소품을 전시해 

참여형 전시환경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전시는 7m마다 구간별로 나무로 구분하

였으며, 관람객의 보행통로라는 점을 감안하여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전시물을 설치

하였다. 특히 러블리로드 전 구간에 하트 POP을 디스플레이하여 설레임을 느끼는 

거리, 사랑을 나누는 거리 등 핑크빛 사랑이 가득한 공간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공간은 고백 존, 사랑 존, 결실 존으로 구분하여 러블리로드를 따라가며 사랑을 완

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고백 Zone

① 우리사랑 5자로 말해요 ‘사랑의 대화’

<우리사랑 5자로 말해요 ‘사랑의 대화’>는 연인들이 사랑에 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리본으로 매달려 있는 하트 메시지에 다양한 질문들이 적혀 있고, 

이에 대해 관람객들이 다섯 글자로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서로를 5가지로 표

현해 본다면?, 서로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느낄 때는?, 서로가 만나며 가장 행복했

을 때는?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가족, 연인, 친구가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폴틸히의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 귀 기울이는 것

이다’와 같은 사랑 관련 문구를 전시하여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의 부스에 포토갤러리와 뮤직갤러리로 구분하여 박람회가 개최되는 184일 동안 상

시 운영하였다. 전시는 순천만 사진전 및 타임랩, 힐링 뮤직카페, 사랑의 우체통 등

으로 구성하였다.

(1) 포토갤러리

포토갤러리에서는 순천의 아름답고 다채로운 사진과 정원박람회의 경관을 사진으

로 담아 시즌별로 전시함으로써 순천의 다양한 명소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였다. 또한, 타임랩을 구성하여 정원박람회장 내 습지센터를 비롯하여 순천만 일

대, 동천, 송광사 및 선암사, 드라마촬영장 등 순천 주변의 관광지 등을  각각 3~5초 

혹은 10~20초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촬영한 후 BGM과 함께 152초 분량의 영상으

로 구성하여 순천시와 박람회를 소개하였다. 

(2) 뮤직갤러리

뮤직갤러리는 생태도시 순천의 상징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힐링 뮤직카페로 계획하

여 뮤직 플레이어 8대를 설치한 후 흑두루미 노랫소리, 갈대밭 바람소리, 천년고찰 

송광사 및 선암사의 풍경소리 등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체

통과 우편엽서를 배치하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엽서를 작성하면 힐링하우스 진행요원이 러블리로드 우편

까지 취합하여 매일 박람회장 내 이동우체국으로 전달하는 일괄 배송서비스를 실

시하였다.

2) 러블리로드(Lovely Road)

러블리로드(Lovely Road)는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길게 펼쳐진 길에서 ‘사랑’을 

그림 4-218  힐링하우스

그림 4-221  러블리로드 배치도

그림 4-219  포토갤러리

그림 4-220  뮤직갤러리

그림 4-222  사랑의 대화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517516

② 러브 아치

4×3.2m 규모의 러브아치를 설치하여 포토존으로 활용하였다. 

3) 아트주(ARTZOO)

아트주는 자연, 환경, 동물을 테마로 예술동물들을 창작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만

지고 타고 놀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트주는 작품으로 승화된 예술동물들의 보

금자리이자 아틀리에, 체험관, 공연장, 도서관, 놀이터 등이 어우러진 자급적 종합

문화예술 콘텐츠 파크이다. 특히 아트주가 2011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아시아 

아트주공모전(Asia ARTZOO Competition)은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

향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의 장으로 아시아지역 예술가들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젝트다. 박람회 전 기간 동안 국내 

유명작가들의 작품과 아시아 아트주공모전 수상작들의 초청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6월 14일부터 폐막하는 날까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아시아 아트주공모전

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장에는 다양한 예술동물들이 전시되었다. 『별주부전』을 모

그림 4-223  공중전화 부스 및 사랑의 우체통

그림 4-224  사랑의 서약 하트 조형물

그림 4-225  소망캡슐

그림 4-227  러브아치

그림 4-226  날개 및 대형 꽃다발 트릭아트 그림 4-228  아트주

② 공중전화 부스 및 사랑의 우체통

우체통과 전화기 부스를 디스플레이하여 현대에는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소품들

로 아기자기하면서도 고풍스러운 거리를 재연하였다. 멋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박

람회 기간 포토존으로 활용되어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우체통 옆에는 테

이블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편지를 쓴 후 실제 발송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2) 사랑 Zone

① 사랑의 서약 

<사랑의 서약> 전시는 3.46×2m 규모의 하트 모양의 틀을 조형물로 만들고 그 안

에 아크릴 판을 대어 연인들이 메시지를 작성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한 전

시이다. 하트 조형물 옆에는 보드마카 펜을 비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메시지를 적도

록 하였으며, 메모가 가득 찰 경우 일주일 단위로 지워 사용하였다. 아울러, 매일 관

람객의 소원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② 소망캡슐

<소망캡슐> 전시는 캡슐 안에 사랑의 서약을 담아 게리온박스 보관함에 넣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운영요원이 하나의 미니캡슐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면 작은 소망용

지에 본인들이 원하는 소망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결실 Zone

① 대형 꽃다발 및 날개 트릭아트 

날개 트릭아트는 날개 모양의 포토존으로 날개를 합판에 포인트 벽화로 제작하였

으며, 액자 형태의 대형 꽃다발 트릭아트는 명화 속 인물이 꽃다발을 전해주는 모

습으로 제작하여 마치 프러포즈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트릭아트는 

친환경 페인트와 유화안료로 작업하였으며, 날개와 꽃다발의 위치를 조절하여 관

람객들의 포토존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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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천 파빌리온

순천 파빌리온은 방대한 정원박람회장에서 관람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

치와 의자, 그리고 내부 공간들이 결합된 휴식을 위한 건축물로, 주변을 산책하는 

모든 보행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좌청룡(左靑龍), 우백

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北玄武) 등 4방위신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수호하는 전통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서로 다른 4가지의 모습을 결합해 추상적 

중심공간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관람객들이 순천 파빌리온의 서로 다른 4가지 모

습과 중심공간을 통해 박람회장의 주변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경험하도록 하

였다.

작가 : 은진표

재료 : 목재, 투명우레탄 마감

규격 : 3600×3400×4000mm

(4) 시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재해석한 작품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견하는 작품이다.

작가 : 김희양

재료 : 화강석, 스테인리스스틸 등

규격 : 600×600×3000mm

(5) 휴식처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쉼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의자를 선정해 작품화하였으

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쉼터가 될 수 없게끔 전체 의

자의 표면을 못으로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적인 쉼터의 상징적인 의

자가 인간의 쉼터가 아니라, 정원박람회장 전체가 우리들의 진정한 쉼터임을 은유

적으로 표현하였다.

작가 : 방우송 

재료 : 철(철조) 

규격 : 520×520×2500mm

티브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풍자적으로 해석한 「Rod」, 짱뚱어와 숭어 

등 순천만의 물고기와 인간을 접목시켜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

며 살아간다는 소통의 메시지를 전한 「공존(共存)-2013(2013 Coexistence)」, 인간

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끊임없이 생활영역을 빼앗기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울

부짖음을 형상화한 「떠나는 것들(Leaving Things)」 등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7인의 오브제Objet적 - 칠면초(七面草展)

정원박람회장 7개소에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설치미술작품들을 전시

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원의 가치를 높이는 공존의 공간

연출을 선보였다. 국내 설치미술작가들이 참여한 오브제 전시는 순천만 생태의 상

징성을 칠면초(七面草)에 담아 봄부터 가을까지 일곱 번의 색깔변화를 일곱 명이 

지닌 7가지 아름다움으로 승화하였다. 

(1) 자연으로부터

자연을 모티브로 아름다움과 깨끗한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조형화하였으며, 둥근 

원형은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열어가는 국제 자유도시의 아름다운 순천만 정원을 

순환의 기호로 기하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작가 : 김상현

재료 : 제주석, 스테인리스 등

규격 : 1500×1500×450mm

(2) 질서에 관한 어법

기하학적인 형태는 수직과 수평선의 대립적 관계의 만남이 만들어 낸다. 여기서 만

들어진 면은 공간을 뜻하기도 하며, 순수 아름다움의 근원인 조형적 형태이기도 

하다. 절제의 순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단순화하였으며, 반복적 패턴을 통

해 순환의 지속성을 이야기 하였다.

작가 : 김재성

재료 : 목재, 투명우레탄, 백색페인트, 각파이프

규격 : 3000×3000×1050mm

그림 4-229  자연으로부터

그림 4-231  순천 파빌리온

그림 4-232  시간

그림 4-233  휴식처

그림 4-230  질서에 관한 어법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521520

(6) 목이 길어진 기린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을 제작하고자 목이 긴 기린의 특

징을 강조하여 가상의 해프닝을 연출한 작품이다.

작가 : 이이남

재료 : 우레탄폼(우레탄 도장)

규격 : 2000×4000mm

(7) 기다림

현대인의 기다림에 대한 서정적 정서를 구상적 표현으로 이미지화하였다.

작가 : 김상현

재료 : 브론즈 및 현무암

규격 : 2000×1200mm

5. 체험 프로그램

1) 오감으로 즐기는 생태놀이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을 보는 것뿐 아니라 문화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학생들이 정원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생태

체험을 통해 정서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구상의 살아있는 모든 것이 뛰

어노는 생태놀이터’를 테마로 박람회 전 기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계절

의 특성에 맞게 봄 시즌에는 ‘생태와 정원’, 여름 시즌에는 ‘물과 열정’, 가을 시즌에

는 ‘낭만과 힐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단체 및 일반관람객을 주 대상으로 박람회장 전체 권역을 체험하는 스탬프랠

리형 체험프로그램인 학생 단체관람객 & 회장 투어형 체험, 생태와 정원을 주제로 

한 클래스형 체험인 교육형 상설체험,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를 위한 지역 연계 유료체험, 가족단위 주말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주말체험, 계절

별 테마를 적용한 특별 이벤트형 체험프로그램 등 총 34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

영하였다.  

그림 4-234  목이 길어진 기린

그림 4-235  기다림

단체관람객 참여체험 교육형 상설체험 지역 연계 유료체험 주말 메인체험 시즌별 특별프로그램

그림 4-236  체험프로그램 구성

그림 4-237  스탬프 랠리

2) 봄: 생태와 정원

봄 시즌에는 총 9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 단체프로그램을 비롯하

여 갈대공예, 갯벌체험, 함께 정원 만들기 등 교육형 상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11  봄 시즌 체험프로그램

구분 계 내                     용

무료 9종

스템프랠리 정원OX퀴즈 가든골든벨 갯벌체험

함께정원만들기 갈대공예 증강현실체험 승마체험교실

한방체험관 체험프로그램 - - -

유료 7종
유화액자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부채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소망나무열쇠만들기 나염찍기 꽃반지만들기

(1) 학생 단체프로그램 

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어디까지 가봤니?

    - 스탬프 랠리: 7가지 정원의 비밀을 찾아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공연장과 정원박람회장 내 7개 Post에서는 당일 박람회장을 방

문한 학생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스탬프랠리를 진행하였다. 하나은행 스탬프 통

장 이벤트를 운영하여 박람회장 내 7개 안내소에 하나은행 스탬프 통장 및 스탬프 

도장을 배치하고, 스탬프 통장에 박람회장 내 7개 지정 Post의 도장을 모두 찍어 웹

사이트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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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갯벌체험 & 갯벌 전시관람

생태체험교육장 내 갯벌 & 곤충체험존에서는 살아있는 갯지렁이와 곤충을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있는 생태체험을 진행하였다. 생물 & 곤충체험은 상시 운영하였

으며, 식물전시장의 전문 정원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태체험 기초교육을 받은 관

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체험은 관람객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교육장의 체험인원 과부하 및 동선에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봄과 여름에

는 짱뚱어, 게, 갯지렁이 등 생물체험을, 가을에는 풀벌레,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 등 곤충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④ 갈대공예

순천만을 대표하는 갈대를 이용하여 생태체험교육장 내 갈대 파라솔에서는 갈대

공예 체험을 진행하였다. 갈댓잎을 접어 바람개비를 기본으로 생활소품 및 곤충, 

동물 등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바람개비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

제영상 「달의 정원」에서 짱뚱어가 주인공 꽃비에게 만들어준 장난감이다. 학생들

은 전문 공예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갈댓잎을 접어 바람개비를 완성하였다. 갈대공

예 체험은 봄과 가을에는 1일 6회, 여름에는 1일 8회, 각 30분간 진행하였다.

⑤ 증강현실체험

생태체험교육장 내 매표소에서는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 손안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경험을 즐길 수 있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 

콘텐츠 및 순천만 서식동물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정원이AR’ 애플리케이션

을 출시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3D로 보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사물을 합성하

②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어디까지 가봤니? - 정원 OX퀴즈 & 가든골든벨

정원박람회장 전체 권역을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형 프로그램으로, 매일 

14~15시에는 잔디마당에서 1일 1회 정원 OX퀴즈 및 가든골든벨을 진행하였다. 학

생 단체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거쳐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상품을 증

정하였다.

(2) 교육형 상설 체험프로그램

생태체험교육장에서는 교육형 상설체험으로 갈대공예, 함께 정원 만들기, 작은 화

분 만들기, 갯벌 및 곤충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① 생태기초교육

생태체험교육장에 입장하는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교육장 입구에 마

련된 식물전시장을 배경으로 생태와 환경에 대한 기초교육을 진행하였다. 식물전

시장 앞에 식물전시장 안내문구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문 정원해설사가 대기하여 

상설로 운영하였다.

② 함께 정원 만들기 & 정원체험교실

함께 정원 만들기 체험의 일환으로, 관람객이 직접 꾸민 종이컵을 이용해 화분을 

만드는 플라워컵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계절별 씨앗을 교체하여 플라워컵을 만든 

후 체험부스 뒷공간에 행사 엠블럼을 이용한 ‘2013 ECOGEO’ 화단바닥에 전시를 

진행하여 관람객들이 함께 또 하나의 정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정원체험교실에서는 작은 화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 일상에서의 작은 

정원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238  정원 OX퀴즈 & 가든골든벨

그림 4-239  함께 정원 만들기 & 정원체험교실

그림 4-240  갯벌체험

그림 4-241  갈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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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박람회

장 내 동물원에 있는 홍학, 알다브라 거북이 등과 순천만에 서식하는 흑두루미, 짱

뚱어 등의 동물 이미지 인쇄물을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보

다 흥미롭고 생생하게 박람회를 체험할 수 있었다.  

⑥ 승마체험교실

박람회 전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158일간 생태체험교육장 옆 승마체험

장에서는 승마무료체험교실이 진행되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국민생활

체육전라남도승마연합회에서 마필 3두로 운영하였으며, 10~17시까지 승마교관 

및 코치의 진행하에 운영되었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심신수련과 전인

교육 등 다양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

었다.

⑦ 한방체험관 체험프로그램

한방체험관에서는 박람회 전 기간 동안 9~19시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체험을 원하는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방 기념품 만들기, 

전통 줄타기, 한방약초 썰기, 재기차기와 윷놀이,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 고무신 던

지기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하여 모두에게 흥미로운 시

간을 제공하였다.

그림 4-243  무료승마체험교실

그림 4-244  한방체험관의 다양한 체험행사

그림 4-245  페이스페인팅
그림 4-242  증강현실체험

표 4-12  여름 시즌 체험프로그램

구    분 계 내                   용

기존 프로그램 11종

갈대공예 증강현실체험 승마체험교실 유화액자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부채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소망나무열쇠만들기

나염찍기 꽃반지만들기 한방체험프로그램

공모 체험프로그램 5종
수경재배화분만들기 양초인형만들기 정원T셔츠만들기 친환경미니화분만들기

북아트만들기 - - -

특별 체험프로그램 4종 미꾸라지잡기 물총싸움하기 물풍선터트리기 난타교실

(3) 지역 연계 유료체험

상설 무료체험 외에도 순천지역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유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생태체험교육장뿐만 아니라 습지센

터 주변, 어린이놀이정원 앞, 메타세콰이어길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장

소에서 10~18시까지 상설로 운영하였으며, 유료금액과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조직

위와 협의 계약 후 진행하였다. 습지센터 주변에서는 유화액자 만들기, 꽃반지 만

들기, 천연비누 및 나염찍기 프로그램이, 어린이놀이정원 앞에서는 페이스페인팅, 

메타세콰이어길에서는 소망나무 열쇠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3) 여름: 물과 열정!

2013년 6월 1일부터 하절기 연장운영에 따라 톡톡 튀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오

감만족’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문화체험행사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

였다. 하계휴가와 방학을 겨냥한 가족관람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공모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하절기 단체학생 및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박람회장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연분야를 제외한 모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류 및 심층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대해 사

업시행권을 부여하였으며, 아이디어 공모 입상자에게는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였다. 

체험프로그램은 7월 13일부터 생태체험장 등 5개소에서 20종류가 운영되었으며, 

갈대공예를 포함한 9개의 기존 체험프로그램에 공모 체험프로그램인 수경재배 화

분 만들기, 친환경 미니화분 만들기, 양초 만들기, 정원T셔츠 만들기, 북아트 만들

기, 꾸루꾸미 모자 만들기 등 5종을 추가로 구성해 운영하였다. 여기에 여름철 박

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이색체험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

응을 얻었다. ‘물과 열정’을 테마로 하계휴가와 방학기간 동안 가족들이 즐겁게 체

험할 수 있는 난타교실, 미꾸라지 잡기, 물총 싸움하기, 물풍선 터트리기 등의 특별 

체험행사 4종을 함께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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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북이와 함께하는 토요이색체험

정원박람회장 야생동물원에는 세이셸 알다브라 육지거북 한 쌍이 살고 있다. 숫거

북은 35살에 몸무게 150㎏, 암거북은 25살 100㎏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북이다. 

7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육지거북이가 건강관리를 위해 야외산책을 하는 기

간에 맞춰 거북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이색체험을 진행하였다. 

WWT습지 주변 잔디밭에서 매주 토요일 16~17시까지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8월에는 거북이들의 이름을 공모하여 관람객 선호

도 투표를 거쳐 선정하였다. 거북이들은 순천지명을 암수 각각 첫 글자에 붙여 ‘순

북이’와 ‘천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3) 미션수행 ECOGEO 지도 완성하기 

7월 27일부터는 자연친화적인 체험활동으로서 자연과 생태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박람회 방문을 유도하고자 

「정원박람회 E·C·O·G·E·O 지도 완성하기」를 진행하였다. 박람회장 전체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습지센터 안내소를 비롯한 한국정원`중국정원`미국정원`남문 안내

소, 생태체험장 등 6개소에 스탬프 날인장소를 설치하고,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확

인서 날인란에 E·C·O·G·E·O 한 글자씩 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미션수

행 후에는 체험학습 3시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4) 가을: 낭만과 힐링

가을을 맞아 9월 4일부터는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가을철 체험프로

그램은 ‘낭만과 힐링’을 테마로 정원박람회 주제인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 부합

하면서도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체험프로

그램 11종 외에도 힐링 체험프로그램 6종 및 추석 특별프로그램 3종을 추가 운영

하였다.

특히 밀가루와 통밀이라는 친환경 가을철 소재를 이용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통밀 놀이터, 밀가루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밀가루 반죽으로 다양

한 작품 만들기 등 이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비눗

방울 만들기, 로켓의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로켓 만들기, 활 만들기 등 박람회

장을 찾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람객들이 우리 고유의 떡을 직

접 만들어 보는 떡메치기와 전통의상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으며, 회사야

(1) 하계 특별 체험프로그램

① 미꾸라지 잡기

생태체험학습장에서 진행된 미꾸라지 잡기는 커다란 에어바운스에 미꾸라지를 풀

어놓고 편을 나누어 이기는 팀이 풍선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직접 미꾸라지를 잡는 모습에 흐뭇해하였으며, 아이들은 더위도 잊은 채 

에어바운스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며 시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② 물총싸움 & 물풍선 터트리기

상대편에게 더 많은 양의 물을 쏘아 맞추는 게임으로, 물풍선 터트리기를 벌칙으

로 정하였다. 게임에 진 팀의 팀원들은 백월에 선 채 얼굴에 물풍선을 맞아야 했지

만, 물풍선을 던지는 사람과 맞는 사람 모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다.

③ 난타교실

상설로 악기를 설치해 아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 후에

는 관람객들을 상대로 난타교실을 운영하여 시원한 두드림을 선사하였다.

그림 4-247  알다브라 육지거북과 함께

그림 4-248  정원박람회 에코지오 지도완성 

하기 체험활동 인증서

그림 4-246  하계 특별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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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밀가루 체험

통밀 놀이터에서 가공 전 통밀의 촉감과 모습을 체험했다면, 밀이 가루로 가공된 

과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 속에서 친숙한 소재인 밀가루체험을 통해 

어린이 관람객들은 부드러운 밀가루를 뿌린 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밀가루 반죽으

로 송편 빚기, 동물 만들기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③ 활쏘기 체험

과거 순천에는 순천읍성의 동쪽에 자리한 순천면 동외리(지금의 동외동)에 활을 

쏘는 사정(射亭)이라고 불렸던 환선정(喚仙亭)이라는 정자와 큰 연못이 자리했다. 

연자루(燕子樓)와 함께 순천의 대표 경관이었다. 환선정은 1962년 수재로 소실된  

이후 죽도봉공원으로 옮겨갔지만,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직접 활을 

만들어 과녁을 향해 천천히 활시위를 당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④ 로켓 만들기

참여정원 가운데 고흥군이 조성한 정원에는 2013년 1월 30일, 수차례 시도 끝에 하

늘로 솟구쳐 오른 나로호 모형이 서 있다. 우리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우주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생태체험교육장에서는 로켓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로켓 만들기를 진행하여 미래의 과학 꿈나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다.

⑤ 대나무공예

대나무는 과거 선조들의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였으며, 박람회장에도 다양

한 대나무숲들이 펼쳐져 있다. 또한, 바구니, 대자리, 채반, 부채 등 실생활에 이용

되어 온 친숙한 소재다. 생태체험교육장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공예체험

을 통해 대나무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⑥ 연날리기 & 잠자리채 만들기

잠자리 잡기는 과거만 해도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진 놀이의 일종이었다. 잠자리를 

유회 또는 친목모임에서 방문하는 단체관람객들은 씨름, 꼬리잡기, 닭싸움, 낱말 

맞추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관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1) 가을철 특별 체험프로그램

① 통밀 나라(통일 놀이터)

통밀 놀이터는 생태체험교육장 입구에서 10~18시까지 운영하였다. 보통 다른 잡

곡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어 해충이 많은 여름을 거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가을에 심고 늦봄에 수확하는 밀은 해충이 적은 겨울을 

나는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빈도수가 훨씬 적은 친환

경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통밀 놀이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개장 전과 폐장 후 

곡물효소로 만든 친환경 소독제로 소독하고, 모든 소품들 역시 자연발효세제로 세

척하여 관리하였다. 살균 소독제는 쌀, 보리, 옥수수 등을 발효시킨 발효알코올을 

주 성분으로 제조해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통밀 놀이터에 투여된 통

밀은 무려 7톤으로, 20㎏ 250포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 직접 통

밀을 만지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표 4-13  가을 시즌 체험프로그램

구분 계 내                  용

기존 프로그램 11종

갈대공예 증강현실체험 승마체험교실 유화액자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부채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소망나무열쇠만들기

나염찍기 꽃반지만들기 한방체험프로그램 -

힐링 체험프로그램 6종

통밀나라(통밀놀이터) 밀가루체험
가을정원

레크레이션
비눗방울놀이

로켓만들기
대나무공예

(활,연,잠자리채 만들기 등)
- -

추석 특별프로그램 3종 떡메치기 전통의상체험 대형윷놀이 -

그림 4-249  통밀나라(통일 놀이터)

그림 4-250  밀가루 체험

그림 4-251  활쏘기 체험

그림 4-252  로켓 만들기

그림 4-253  대나무 공예체험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531530

기 등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가의 설명 및 시범에 이어 직접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초가마을을 배경으로 직접 지게를 지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였으며, 10월 8~12일에는 박람회장 초가매점 5동에서 

이엉잇기를 진행하였다.

(4) 쓰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정원 리본달기 

소망정원은 마을 입구에서 그 마을을 지켜주고 주민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

던 당산나무를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한 참여정원으로, 독특한 

외형 때문에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었다.

조직위원회는 폐막이 얼마 남지 않은 10월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쓰는 대로 이루

어지는 소망정원 리본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정

원박람회를 찾아주신 관람객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힘든 시기에도 관람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획하였다. 관람객들이 직접 

3.5m의 백색 천에 소망문구를 작성한 후 매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

은 각자의 소망이 적힌 리본을 매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6. 국제 학술행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문화체험행사와 더불어 ‘환경’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행사

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환경문

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첨단원예산업 육성 세미나

가 개최되어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원예산업의 미래 발

전상을 엿볼 수 있었다.

1) 지속가능한 습지의 이용과 복원, 국제습지보전회의

지난 [람사르총회] 기간 중 열린 2008순천국제습지회의는 순천시와 국제습지연대

(Wetland Link International) 간 협약을 통해 습지센터의 설립과 전문적 정보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순천만에 대한 효율적 보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19

일부터는 2013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가 개최되어 ‘지속가능한 습지의 이용과 복

많이 잡는 것으로 승부를 내기도 하는데, 마당 빗자루를 이용해 날아가는 잠자리

를 덮치는 방법, 검지를 펴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잡는 방법, 왕잠자리의 암컷을 

잡아 실로 발을 묶어 날려서 잡는 방법 등 다양하다. 지금은 비록 들판을 뛰어다니

며 잠자리 잡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잠자리채 만들기를 통해서나마 아이들이 

자연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2) 추석문화 체험행사

가을은 풍성하다. 곡식을 수확하고, 수확한 것을 함께 나누는 풍요로움이 있다. 특

히 한가위를 맞아 9월 18~22일 정원한마당 특집공연과 함께 상설 체험행사 외에

도 떡메치기, 전통의상 체험, 대형 윷놀이 등 정원에서 즐기는 특별한 추석문화 체

험행사 3종을 운영하였다. 상설 체험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총 20종의 추석연휴 체

험행사는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전통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른들

에게는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떡메치기 체험프로그램에는 많은 관

람객들이 참여해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어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외국인 

관람객들도 참여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였다.

(3) 초가 이엉잇기 체험행사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는 해마다 겨울맞이 초가지붕 이엉이기가 진행된다. 초가

의 지붕을 덮고 있던 낡은 이엉을 걷어내고 새로 엮은 이엉을 이는 작업이다. 매년 

10월 중순경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지지만, 2013년에는 약 20일 정도 일찍 시작되

었다. 추수가 끝난 볏짚을 이용해 새끼를 꼬고 이엉을 엮고 용마름을 만들어 초가

지붕에 올리는 귀중한 작업으로, 여느 농촌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행사다. 

초가지붕 이엉이기는 낙안읍성의 겨울맞이 축제로 자리 잡았다. 

정원박람회장에서도 초가 이엉잇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10월 1~7일 바위정원 앞과 중국정원 매점에서 진행하였으며, 새끼꼬기 및 이엉엮

그림 4-254  추석연휴 떡메치기 체험

그림 4-255  이엉잇기 체험행사

그림 4-256  소망리본달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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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는 한국과 네덜란드 원예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첨단원예산업의 발전동향을 살펴보고, 침체된 한국 원

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첨단원예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4) 생물다양성 국제포럼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주최로 

「2013생물다양성 국제포럼」이 7월 25일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

다. 포럼은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국

내·외 발제자 및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여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ICLEI는 지속가능 도시, 생물다양성 도시, 재난과 위기에 유연한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 및 녹색 도시경제 실현 등을 목표로 세계 1,228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순천은 1996년 11월에 가입하였다. 

개회식에서 순천시장은 “순천시도 ICLEI 회원으로서 생태환경 보전을 통해 인간

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도 그 과정 중의 하나임을 밝혔다. 이어 ICLEI 前 사무총장 콘라

드 오토 짐머만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 현황, 과

제 등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생물다양성 도시(BiodiverCity) 만들기에 대

한 현실적인 국내 정책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제

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심포지엄에 이어 26일 생물다양성 보전의 최고 가치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았다.  

5) 생명의 땅 아마존, 한국을 만나다

8월 22~25일에는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생명의 땅 아마존, 한국을 품다’

라는 주제로, 순천만보호와 아마존보호를 연결해 보호가 주는 가치 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상 육상 생태종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발

생하는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하며, 산소의 20% 이상을 생성하고 있어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대보전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아마존은 석유

개발, 댐과 수로건설 등으로 아마존 원주민들의 문화는 물론, 생물종 다양성 파괴

위기에 놓여 있다. 아마존의 수난은 아마존 지역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갈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제는 서로가 지혜를 공유

원’이라는 주제로, 80여 명의 국내·외 습지 전문가 및 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와 열띤 토론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습지 보전전략을 모

색하였다. 

습지회의는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평가, 습지에 관한 인식증진사업과 습지센터의 

역할,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습지 훼손사례와 복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홍콩,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습지센터들의 습지관리사례와 인식증진활동

을 비롯해 해양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표, 국제협력방안 등

이 소개되었으며, 국내 주요 습지보호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가자들이 내용을 공유

한 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순천만을 비롯한 국내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가치

를 재조명하였다. 아울러, 회의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습지보전의 중요성과 실천을 위한 습지보전 선언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 그린시티 세미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도시들은 도시공간 속에 자연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존

의 공간을 만드는 녹색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의 생태도시 쿠리치

바(Curitiba)는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대표적 사례다. 인구 180여 만 명의 대도시 쿠

리치바의 1인당 녹지면적은 서울의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넓은 도심 속 녹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 카피바라(Capybara)는 마음껏 풀을 뜯는다. 또한, 시베

리아에서 날아온 철새들의 월동지가 된 영국의 런던습지센터는 도시 속에서 인간

과 야생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순천 역시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대표 도시다. 이와 관련하여 개막 전인 4월 

19일 ‘환경 중심의 녹색도시’라는 주제로 「그린시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에코

그라드호텔에서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시티 순천 선언을 시

작으로, 국내`외 그린시티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경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3) 한국 - 네덜란드 첨단원예산업 육성 세미나

네덜란드 국가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5월 27일에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첨단원

예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네덜

란드 대사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순천시장, 로알트 라뻬르 네덜란드 경제부 

차관보, 폴 멩크펠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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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공존과 공영의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순천선언문

이 발표되어 그 의미를 더하였다. 순천은 선언문을 통해 열대림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마존 사람들을 지지하고, 건강한 지구 생태계 보전에 대한 

희망을 전하였다.

아울러, 8월 13~31일 아마존의 풍경과 원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을 개

최하여 아마존의 현실과 원시자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마존 보호의 당위성

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린시티세미나 4. 19. 에코그라드호텔 100명
• 그린시티 순천 선언

• 그린시티 국내·외 사례 소개

• 전문가 참여 환경세미나 등

한국-네덜란드

첨단원예산업 육성 세미나
5. 27. 국제습지센터 150명

• 첨단원예산업 발전현황

• 시설원예기술 개발

• 한국의 첨단원예 현황

• 원예산업 발전(시장과 경제)

생물다양성 국제포럼 7. 25. 국제습지센터 200명

• 생물다양성협약 논의 동향

•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과 과제

• 해외도시 생물다양성 사례

• 생물다양성 도시 만들기

생명의 땅 아마존, 한국을 만나다

국제심포지엄
8. 22. ~ 25. 국제습지센터 200명

• 아마존 사진전 병행

• 아마존의 현실과 환경파괴 사례

• 아마존 토착민들의 노력 소개

• 전국 주요 지역 순회방문 활동

• 순천선언문 발표 등

표 4-14  국제학술행사 개최현황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인  원 주   요      내   용

계 5회 850여 명

국제습지보전회의 4. 19. ~ 23. 문화건강센터 200명

• 국제습지회의

• 습지보전, 복원과 관련한 사례

• 국제협력 필요성 부각

• 습지환경포럼, 평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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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을 달리는 관람차

정원의 
향연

03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장이 정원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태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박람회 기간 동안 초화류의 교체식재 및 수목관리는 물론,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입장권시스템, 편의시설, 관람서비스, 회장관리 등 작은 것까지 애정을 
쏟아 부었다. 덕분에 개장 첫날부터 3만 명이 넘는 인파로 시작, 개장 26일 만에 100만 명, 
2개월 만에 목표치의 절반인 200만 명의 기록을 세우며 폐막 8일을 남긴 10월 12일에는 
목표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콘텐츠와 회장운영에 대한 준비는 물론, 그늘막 및 
쉼터, 편의시설 보완 등 신속하게 대응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물이었다.

정원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태놀이터 운영

1. 회장운영 개요

1) 운영의 기본방침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의 최대 화두는 박람회장을 방문한 다양한 계

층의 관람객들이 무엇을 위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했으며, 어떠한 만족감을 느끼

며 돌아가느냐이다. 즉, 관람객이 즐거움과 만족을 느껴 다시 박람회장을 찾거나  

입소문을 통해 박람회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때 정원박람회 운

영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람객의 입장을 배려

한 서비스 제공 및 대규모 행사에서 유발되기 쉬운 무질서, 혼잡, 각종 사고 및 범죄 

등으로부터 시설과 인적, 물적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관람객

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하는 데 회장운영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라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배제할 수 

없는 데다, 6개월간 개최되는 박람회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중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원박람회 종합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시`행사`운영 등 회장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활동내역을 지침화하여 활용하였다.

2) 운영방향: 정원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태놀이터!

회장운영은 주최자, 이용자, 운영자의 시점에서 전체를 보면서 진행하되, ‘정원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태놀이터’를 운영방향으로 설정하였다. 1,112,000㎡의 드넓은 

정원에서 23개국이 조성한 83개의 정원이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공

간이 되며, 청소년들에게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창의와 인성발달의 체험학습장

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국내·외 정원문화 향유와 휴식을 통한 힐링공간이 되기

를 소망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생태힐링 체험은 우리가 갈구하는 삶의 키워드다. 정원박람회

장은 21세기 시대정신의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와 문화를 아우르며, 정적일 

수 있는 정원을 자연에서 뛰어노는 생태놀이터로 만들고자 하였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소통과 친화의 공간에서 봄에는 어린 나무의 순과 봄꽃의 어울림을, 여

름에는 알록달록한 꽃밭과 신록의 건강함을, 그리고 가을에는 정원의 풍성함을 느

낄 수 있도록 계절별 탄력적인 회장운영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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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주체별 업무분담체계

주 체 별 근무 구역 인원 구성(명) 역  할 주       요        업      무

조직위원회

(종합상황실)

회장 전 구역

(습지센터종합상황실)

104

(15)

회장운영

(상황관리)

• 회장운영 등 책임지역 배치

•  수목, 화훼(전시연출) 관리 등(회장운영 전체적인 민원접수 및 
처리 총괄상황 보고 등)

대행사 박람회장, 주차장 등 전역 207 회장실행 • 회장운영 등 전체적인 실행

행정지원 국소별 책임구역(5개소) 78 상황파악
• 책임구역 근무 및 관리

• 문제점 발견 시 상황실 보고

2. 회장 상황관리

1) 종합상황실 운영

(1) 조직 및 운영체계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습지센터 1층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박람회의 총괄

3) 운영체계: 5권역 책임담당제

박람회장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박람회장을 5권역으로 나누어 책

임담당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연락망과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였다. 

내실 있는 회장운영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조직위원회, 대행사, 순천시 행정지원

단으로 구성된 구역별 담당제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분담 및 참여 종사자의 책임성

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상황관리 및 회장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하였다. 대행사에서는 권역 팀장을 배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순천시에서는 각 부서

별 행정지원을 통해 박람회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

람회의 협력체계는 타 박람회의 귀감이 될 만큼 상호 협력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운

영되었다. 대행사에서 파견된 감독단과 조직위원회 직원, 순천시 직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5개 권역 외에도 회장 내외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고유부서에서 분장업무

를 수행하였다. 보건소에서는 방역·위생·식품·진료소 등 공중보건의를 지원하였

으며,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임시주차장 이용안내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또한, 순

천시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안내소 운영, 순천만운영과에서는 순천만 셔틀버스 

관리 및 회장 입장권 판매, 문화예술과에서는 도심 내 각종 문화행사 운영, 도서관

운영과에서는 갯지렁이 다니는 길 도서관 운영, 교통과에서는 도심 교통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표 4-15  박람회장 구역구분

구  분 위                     치 담    당

1권역
• 주 박람회장(우측)
- 동문주차장, 회장안내소, 이동안내소, 생태체험교육장 외

행정지원국

2권역

• 주 박람회장(지구동문)
- 종합안내소, 물품대여소, 수유실, 분실물보관소, 출입증관리센터, 입장권관리센터 외

경제환경국

• 주 박람회장(좌측)
- 관람차, 이동안내소, 흑두루미 미로정원, 순천호수정원, 한방체험관 외

맑은물관리센터

3권역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주변
- 빛의 서문, 서문주차장, 종합안내소, 주제영상관, 생태도시관, 생태체험관 외

민원복지국

4권역
• 수목원 및 PRT 주변
- 한국정원, 수목원, 남문게이트, 꿈의 다리

농업기술센터

5권역
• 회장 밖(주차장)
- 오천주차장, 저류지주차장, 해룡천변주차장

도시건설국

고유(분장) 업무수행 • 회장 내외 전체 구역 보건소 외 6개 부서

사무총장(부시장)

주 박람회장(좌측)

경제환경국

- ※ 표시된 시설(분야)는 전담부서에서 추진하고, 그 외 시설(분야)는 해당 국에서 총괄 관리

- 제외 : 보건소(보건위생 지원), 맑은물관리센터(현업부서), 평생학습문화센터(시내 문화행사 추진), 야간 경비매니저2/ 거리공연 매니저1 제외

조직위원장(시장)

상황실장

기획운영본부장행정지원인력(순천시) : 71명
- 미배정 3명(방역 1, 불법영업단속 2)

시

대행
매니저

사무관 2명

운영2

회장 밖 (주차장)

도서건설국

권역

계 19

시직원시설(분야)명

1
권역

9
- 오천주차장 8
- 카트운영 1
   (오천주차장)

2
권역

10
- 저류지주차장 5
- 해룡천변주차장 5

시

대행
매니저

사무관 2명

운영2

수목원 및 PRT주변

농업기술센터

권역

계 9(1)

시직원시설(분야)명

1
권역

-- 한국정원
- 수목원 전망지

2
권역

(1)

- 회장안내소(PRT광장) 1
- 남문게이트 2
※ 남문의료센터
- 이동파출소
- 꿈의다리 1
- 세월교
- 셔틀버스(하행) 2
- 셔틀버스(상행) 2

시

대행
매니저

사무관 2명

운영2, 문화1, 경비2,
콜센터1

습지센터 주변

민원복지국

권역

계 17(7)

시직원시설(분야)명

1
권역

10
(5)

- 서문게이트 2
※ 미아노인 보호소(1)
※ 수유실(1)
※ 물품분실보관 대여소(2)
※ 애완동물 보호소(1)
- 종합안내소 1
- 출입증관리센터 1
- 은행ATM기
- 정원나무도감원
- 이동안내소(도감원앞) 1
- 서문주차장 2

2
권역

5
(2)

- 국제습지센터운영 2
- 종합안내소 1
※ 콜센터 ※ 방송실
※ VIP관리(1)
※ 프레스센터(1)
※ 습지센터 공연장(1)
- 순천만 WWT습지주변

시

대행
매니저

사무관 2명

운영2, 문화2, 경비1

권역

계 4

시직원시설(분야)명

1
권역

10
(5)

- 동문주차장 2
※ 물자창고
- 이동파출소
※ 조경산업관
※ 실내정원 1
※ 실내정원 2
※ 식물공장
※ 어린이놀이정원
- 이동안내소 1

2
권역

1

- 바위정원
- 세계정원(6개소)
- 회장안내소 1
- 참여정원(작가정원)
※ 순천만생태체험
    교육장(문화행사)

주 박람회장(좌측)

경제환경국

시

대행
매니저

사무관 2명

운영2, 문화4

주 박람회장(우측)

행정지원국

권역

계 19(9)

시직원시설(분야)명

1
권역

10
(5)

- 동문게이트 2
※ 물품분실보관 대여소(2)
※ 애완동물 보호소(1)
※ 미아노인 보호소(1)
※ 수유실(1)
- 종합안내소 1
- 출입증관리센터 1
- 은행ATM기
- 장내카트 운영 1
- 미로정원
※ 동천공연장(문화행사)

2
권역

9
(4)

※ 잔디마당(문화행사)
- 순천만 호수주변 1
- 순천만 바람의언덕 1
- 한방체험센터 운영 2
※ 한방체험관 의료센터(4)
- 회장안내소 1
   (프랑스정원앞)
- 세계정원(중, 프, 독, 미)
- 참여정원(도시, 기업, 기타)

그림 4-258  전체 조직도

그림 4-257  박람회장 권역별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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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상황보고 및 조정 실무회의 개최

회장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예견되는 사항의 조정, 자연재해·안전사

고·전기·화재·방역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법을 논의하여 조치하고, 국

내·외 주요 내빈의 방문과 관련한 의전 및 접견사항 확정, 문화예술행사 및 대형 이

벤트 개최에 따른 조정을 위해 종합상황회의를 개최하였다. 종합상황회의는 사무

총장을 의장으로 부서별 부장, 팀장, 유관기관 담당자, 회장운영 대행사 총감독이 

참석하여 매일 오전 8시에 진행하였다.

(3) 각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한 종합상황판 운영

종합상황실에는 관람객 현황, 문화예술행사 일정, 주요 내빈 방문일정, 교통현황, 

주차장 현황 등 운영에 필요한 상황판을 LCD 4대로 설치하여 일정별, 시간대별 운

영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였다. 또한, 박람회장 전체 및 주요 시설을 조망할 수 있도

록 총 96대의 고정·이동형 CCTV와 LCD 모니터 8대를 설치하여 현장의 운영상황

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항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원박

람회장 운영현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회장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통

합상황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종합상황판은 회장 운영상황판 6대, CCTV 관제상황판 6대로 구성하였으며, 박람

회 통합정보시스템(운영관리시스템), 검표관리 및 출입증관리시스템 등의 입장권 

인프라, 순천시 교통정보시스템, 기상청 날씨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

해 동문·서문·오천택지·저류지·해룡천변·순천만 주차장정보는 물론, 5분 간격으

적인 상황관리 및 보고·지휘체계를 통합관리하고, 박람회장 내·외의 각종 사건, 사

고나 운영상의 각종 상황을 접수·파악·전파·조정하는 상황관리부서로서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준비단계를 거쳐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

였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총 7명의 인력을 배치하였다. 

종합상황실은 기획운영본부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상황부장과 3개 팀(상황관리, 

상황지원, 민원처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표 4-17  종합상황실 운영인력별 주요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종합상황실장
• 종합상황실 총괄지휘

• 박람회 상황유지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안 결정

상황부장 • 종합상황관리 및 상황실장 보좌

관리팀

상황회의 구성 및 운영
• 종합상황보고, 상황조정회의 구성·운영
- 각종 회의 부의결과 처리 및 전파

각종 상황보고서 작성

• 상황보고서 작성업무 총괄
- 보고안건 및 회의자료 준비작성

- 종합상황보고 자료, 상황조정회의 자료 작성

- 주간, 월중 업무계획 수립 종합전파

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

• 종합상황실 인력관리 및 운영
- 근무자 복무관리,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종합상황실 서무, 예산, 회계 등

• 종합상황실 보안관리

지원팀

상황정보 접수 및 전파

• 상황접수 및 대내`외 전파`보고

• 회장 내외 모든 상황정보 수집`관리

•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관리

• 긴급상황, 조정상황의 수집`처리`보고`전파

주요 행사 및 상황일지 취합·작성

• 대내`외 주요 행사 파악처리

• 상황일지 작성`취합 및 기록유지 업무

• 일일 상황처리 현황 및 결과보고서 취합

CCTV 및 관제시스템
• 종합상황판 및 CCTV 운영관리

• 상황판 장비관리 및 점검

• 박람회 개·폐장 준비 유무 최종확인

민원처리팀
콜 민원처리 지원 • 각종 콜민원 접수 및 전파`처리 지원

콜 민원업무 조정지원 • 콜 민원업무 조정지원

협조요청처리지시

구역별로
상황실에

주요 상황보고

결과통보

상황 조정관리

비상상황 관리

브리핑룸 운영

보고회의 개최

운영지원

행정지원

환경·문화

안전·소방

교통

구역별 회장

상황관리, 조정 후 전파

대행사
처리지시

상황보고

상황전파

처리지시

상황보고

상황반
조직위원회

교통대책본부

행정지원단

유관기관

안전T/F팀

경찰CP

119소방안전센터

그림 4-260  종합상황실 업무흐름도

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

민원처리팀민원처리팀민원처리팀

상황부장상황부장상황부장

지원팀지원팀

•상황실 운영ㆍ상황관리
•상황회의 운영 및 보고서 작성
•각종 상황분석 및 조정업무

•개ㆍ폐장 및 관제시스템 운영
•유관기관 및 시 지원 협조사항
•각종 상황정보 수집관리

•콜 민원처리 지원
•콜 민원업무 조정지원

관리팀관리팀

그림 4-259  종합상황실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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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운영결과 출입관리, 시설 관련, 긴급환자 발생, 문화행사 등 총 1,062개의 회

장상황이 발생하였다. 월별로는 4월 184건, 5월 275건, 6월 189건, 7월 144건, 8월 

90건, 9월 85건, 10월 95건이 발생하였으며, 일자별로는 4월 27일 총 23건으로 가

장 많았다. 내용으로는 출입관리, 시설보수, 우천으로 인한 문화예술행사 관련 사

항이 주를 이루었다.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회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박람회장 전 구간에 광케이블 포설을 비롯하여, 전

화, CCTV, 전관방송,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년 10월~2013년 1월 백

본장비, 전화, 방송장비 등 메인 정보통신시스템을 설치하고, 2~3월에는 스위치장

비, CCTV, 전관방송 등 옥외용 유선 정보통신시스템과 WiFi, 무선메시 등 무선인

터넷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4월에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통합상황

판, 운영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성능을 보강하였다. 이를 통해 종합

상황실 등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여 신속한 상황 대처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장운영을 도모하였다.

(1) 무선인터넷망

무선인터넷망은 관람객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량 분석결과를 근거로 AP 필요 수량

을 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무선인터넷 사용자 수는 46,400명

으로 추정하였으며, 46,400명의 무선인터넷 접속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예비율

을 포함해 최소 50대의 AP 수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 내 

무선AP 50개소 및 무선메시 8개소, 총 58개의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무선AP는 기

로 순천시 교통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교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상

황의 접수와 원활한 전파를 위해 유선전화와 TRS를 주요 담당자에게 배부하였다.

(4) 상황관리

① 평상시 상황관리

종합상황실은 주간에는 오전 8시부터 폐장시간까지 운영하였으며, 야간에는 당직

근무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회장운영 대행사에서는 주간근무를 담당하여 개장 전 

주요 통신망 점검을 시작으로 개장 준비사항 점검 및 확인, 회장 내 주요 시설 및 행

사 참여현황 보고(1일 2회), 운영 중 발생한 각종 사항의 보고 및 조치, 폐장사항 점

검 및 확인 등에 역점을 두었다. 야간에는 운영본부 당직자와 안전경비 CP간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였다. 

회장운영 대행사에서는 종합상황실에 총 7명(감독4, 매니저1, 운영요원2)을 배치

하고, 상시로 4명(감독1, 매니저1, 운영요원2)이 근무하였다. 

② 비상상황시 상황관리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종합상황실 상황실장의 주재하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도

록 하였으며, 필요시 조직위원장 주재로 전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하여 운영

하도록 계획하였다. 비상상황별 사안에 따라 A, B, C급의 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부

서로 하여금 세부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립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박람회 기

간 동안 단체관람객 중 일행이 퇴장을 하지 않아 비상대책회의가 한 차례 개최되었

으나 큰 문제없이 조치되었으며, 그 외 특별한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③ 박람회 기간 상황발생

박람회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현장에서 선조치 후 보고를 원칙으로 하였으

며,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실 보고 후 지침을 받아 대처하였다. 종사

자 및 관람객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환자 발생시에는 의료팀에서 사건을 접수

한 후 의료카트 및 응급차를 이용해 박람회장 내 3개 의료센터로 후송하여 1차 응

급처치 및 진료하였으며,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나 환자의사에 따라 지정된 후송병

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1  회장운영상황판

2  박람회장 CCTV 관제상황판

그림 4-261  박람회 통합관제상황판

기타

긴급환자

암표상

관람차

혼잡관리

문화예술행사

시설보수

출입관리

67

14

34

72

104

161

177

433

그림 4-262  박람회 기간 상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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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활한 상황접수 및 전파를 위한 통신망 구축

박람회 기간 중 주요 상황관리 책임자 및 권역감독, 조감독, 매니저에게 무전기 및 

TRS를 배부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접수·보고·전파를 통해 현장의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간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TRS 100대, 

무전기 150대를 조직위원회 및 회장운영 대행사 주요 인원에게 사전 배포하여 운

영하였으며, TRS는 주로 지휘망으로, 무전기는 현장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유선의 경우 일반 유선전화와 Fax를 지급하였다. 

표 4-18  대외기관 지정 유선통신

순천지역 유관기관 대외기관 및 기타

왕조119안전센터

응급전화

경찰범죄신고
저전119안전센터

낙안119지역대 경찰민원콜센터

순천시보건소 화재환자 응급전화

여수검역소 보건복지콜센터

순천기상대 응급의료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점

의료기관

(종합병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남도시가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 순천 성가롤로 병원

한국도로공사 서순천 영업소 순천중앙병원

한국도로공사 순천 영업소 순천한국병원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기타

대한민국관광안내전화
-

- 외국어통역서비스

- 전라남도관광정보센터

- 순천동물병원

존 구조물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주변 미관을 고려해 주변 환경과 융화되도록 은

폐하였다. 서문·남문·동문게이트 및 국제습지센터 등 23개소에 대해서는 건물을 

이용하였으며, 통신함체 18개소, 기타(가로등, CCTV POLL 등) 17개소를 설치하

였다. 외부함체에 설치하는 AP는 PoE 스위치를 통해 데이터 및 전원을 공급하고, 

건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를 병행하였다. 기타 주차장 가로

등 설치 시에는 가로등에 상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모바일 & 인터넷서비스 존 운영

습지센터 1층 생태체험관 로비에 2013년 4월 모바일 & 인터넷서비스 존을 설치하

여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인터넷 검색, 박람회 사진촬영 및 출력, 휴대폰 충전, 국제로밍 및 서비스 신청, 

유지보수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보

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원박람회 마스코트 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

영하여 출력할 수 있는 키오스크 2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미와 추억거리를 제

공하였다.

인터넷검색(4대)

핸드폰충전기(3식)

포토키오스크(2대)

프린터(2대)

1, 2  박람회장 주차장(오천지구1)

3, 4  서문게이트

5, 6  습지센터

7, 8  박람회장 야외지역

1 2 3 4

5 6 7 8

그림 4-262  무선인터넷 안테나 설치현장

그림 4-264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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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5  상황실 CCTV 관제 

지 3구역(서문게이트 /한국정원 주변/남문게이트), 주 박람회장 5구역(동문게이트 

/동천갯벌공연장 /독일정원 주변/어린이놀이정원 주변/녹색나눔숲 주변)에서 청

취할 수 있었다. 

그 외 상황발생이나 공지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경음

악방송을 송출하였다. 배경음악은 다양한 관람객 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

록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음악을 위주로 관람동선의 흐름과 시간대별 관람객 체류

율, 관람형태를 고려해 클래식부터 대중적인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선곡하였으며, 특히 정원박람회의 주제와 행사장별 분위기를 감안하여 안락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표 4-19  방송프로그램 구성

구  분 내                          용 운     영     방     침

정규방송

• 개장준비 및 입장개시 안내

• 행사안내(종합관람, 환경보호 및 편의시설, 

전시프로그램 안내, 문화행사, 후원사 홍보 등)

• 셔틀버스 운행 안내 

• 미아, 분실물 주의 안내

• 폐장시간 및 종료 안내

•  일일 방송시간을 설정하여 내용과 시간에 맞는 정규방송 
프로그램 구성

수시방송

• 체험 및 이벤트 프로그램 안내

• 미아 보호자 찾기, 노약자 보호안내

• 습득물, 분실물 안내 

• 질서유도 안내 

• 행사유도 안내 

• 긴급상황 발생 안내

• 회장여건에 따른 상황별 대응 안내방송(주요 행사 및 

공연안내, 관람유도 및 안내, 주요 회장별 상황 안내)

• 콜센터를 옆에 배치하여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진행

긴급방송
• 긴급 호출방송(행사 관계자)

• 긴급상황 안내방송(행사관계자 및 관람객)

• 기본은 전 스탭 무선통신으로 진행

• 긴급 비상상황시에만 진행

외국어방송 •  정규방송 내용을 외국어로 녹음하여 정규방송으로 편성
• 사전녹음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진행

•  콜센터 외국어 상담요원을 이용한 외국어 수시방송 진행

배경음악방송 • 시간대별 방송계획에 따라 운영 -

시그널방송 • 정규방송, 수시방송 • 사전녹음

(4)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박람회장 주요 지역이나 사각지역 등을 종황상황실에서 통합 관제함으로써 관람

객 혼잡 여부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CCTV 9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행사

장의 눈과 같은 CCTV를 지속적인 관제가 필요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설치·운영하

여 효과적인 행사장 관리 및 신속하고 편리한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야간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야간개장 시 안전에 대비하였으며, 종황

상황실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사장 운영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유도하였다. 

3) 방송실 운영

국제습지센터 1층에는 방송실을 운영하여 회장운영 지원 안내방송 및 관람객 편

의를 위한 관람정보 안내방송을 실시하였다. 방송실은 리허설 기간을 포함하여 4

월 10일부터 운영하였으며,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회장 내 주요 동선에 스피커를 설

치하여 음성녹음방송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정규방송과 수시방송, 긴급방

송, 외국어방송, 배경음악방송(BGM) 등으로 진행하였다.

방송은 비상상황 발생 등 긴급방송을 우선으로, 개·폐장 및 문화행사 안내 등 정시

방송, 미아발생, 주차장관리, 동선유도, 관람차 안내방송 등 수시방송 순서로 진행 

하였다. 수시방송은 3개 지역 8개 구역에서 별도 방송으로 운영하였으며, 수목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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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마당

어린이
놀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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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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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원

1대(청암대)

5대

5대

5대
5대

5대

5대

1대

1대

2대

2대

4대

4대

10대

6대

3대
32대

장소
주 박람회장

(5개소/ 22대)
수목원 및 습지
(8개소/ 64대)

임시주차장 등
(4개소/ 10대)

설치 위치 

및 수량

동문주차장(5), 

동문게이트(3), 

어린이놀이정원(5), 

중국정원(5), 한방체험관(4)

서문주차장(5), 서문게이트(2), 

습지센터(32), 배수펌프장(4), 

남도식당(5), 수목원전망지(5), 

남문광장(1), 꿈의 다리 내부(10) 

청암대(1), 

해룡천배수펌프장(1), 

해룡천변주차장(2), 

오천주차장(6)

그림 4-265  CCTV 설치위치

그림 4-267  박람회장 스피커 및 방송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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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40.42%

21.60%

13.54%
1.91%

1.72%

정규방송 미아 ·노약자 문화공연 단체 분실물 기타

한 서비스로 감동을 안겨 주었다. 각 게이트에는 종합안내소를 설치하여 박람회 관

람을 위한 정보와 교통·숙박·관광정보까지 두루 제공하였으며, 별도의 콜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친절하고 신속한 관람객 응대 서비스를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해 관람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관람객 서비스는 종합안내 업무, 편의서비스 업무, 도우미로 구분되며, 종합상황실

의 총괄책임하에 순천시 행정지원, 운영대행사,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운영하였다. 구역별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구역별 감독자를 배

정하여 종합상황실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박람회장에 배치되어 있

는 모든 요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배정을 통해 직무별 업무범위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장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행사장 내 문제 발생시 업무절차

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실은 기본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받아 방송을 실시하였으

며, 구역 담당책임자가 방송을 의뢰하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방송하고, 유

관기관에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방송요원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

계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여 총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봄 

시즌에는 아나운서와 감독 각 1명씩 근무하였으며, 하절기부터 폐막까지는 아나운

서 2명, 감독 1명이 근무하였다.

184일 동안 정규방송은 4,441회 방송되었으며, 수시방송은 미약ㆍ노약자 찾기 

방송 2,373회, 문화공연 1,488회, 단체 210회, 분실물 189회, 기타 2,287회로, 총 

10,988회 방송되었다. 월별로는 관람객수가 많은 5월, 9월, 10월의 방송횟수가 높

았으며, 수시방송은 미아 및 노약자 찾기 방송이 전체 방송의 20.1%를 차지하였다. 

그 외 관람차 운행중단, 셔틀버스 혼잡, 날씨, 매표지연, 입장권 관련 등 기타방송

이 20.81%로, 관람정보 안내 및 질서유지 방송을 통해 관람객들의 관람편의를 제

공하였다.

4) 프레스센터 운영

2013년 4월 10일부터 박람회 종료시점까지 국제습지센터 2층에 송고실, 브리핑 룸 

등을 갖춘 프레스센터를 운영하여 행사기간 중 종합적인 프레스센터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 

중앙일간지를 비롯하여 지역일간지, 통신사, 방송사 등 국내·외 언론사의 현장 취

재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특별한 이슈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을 통해 언론보도를 극대화하였다. 사전 또는 현장등록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프레

스센터 전용 출입증 카드를 발급하여 출입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기자실과 브리핑 

룸에는 사인물을 비롯한 행사장 조감도, 현황판을 설치하여 박람회 이해를 도왔다.

3. 관람객 서비스

1) 운영체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회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장에서 퇴장까지’ 세심한 배려와 운영요원들의 정성이 가득

그림 4-269  관람객 서비스 구성

그림 4-270  관람객 서비스 운영체계

그림 4-268  방송운영 분포결과

• 종합안내소

• 회장안내소

• 외국인안내소

• 정원해설사 안내소

• 순천관광안내소

• 미디어보드

안내서비스

• 물품보관소

• 물품대여소(휠체어, 유모차)

• 분실물 보관 서비스

• 수유실

• 여성휴게실

• 노인ㆍ장애인보호소

• 어린이보호소

• 애완동물보호소

• 입장권관리센터

• 양산 대여 서비스

• 핸드폰 충전 서비스

• 관람차

편의서비스

• 은행(하나ㆍ광주은행)

• ATM기(하나ㆍ광주은행)

• 공중전화

• 우체국

공공서비스

• VIP

• 외국인

• 유아

• 노약자

• 단체

대상별 서비스

• 정원해설사

• 안내소 운영

• 정원해설사 관리

• 관람차 매표

• 업무관리

조직위원회

• 회장 내 안내소 지원

• 행정업무 일반 관리지원

• 셔틀버스 관리 및 운영

• 관람차 매표

행정지원(순천시)

• 관람객 서비스 총괄

• 관람차 관리 및 운영

• 편의서비스 운영

• 관람객 서비스 시설 내 

    운영요원 관리

• 도우미 총괄관리

• 안내사인물 관리

운영대행사

• 자원봉사자 수급·관리

• 편의시설 운영보조

자원봉사단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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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람객 서비스 시설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종합안내소를 비롯하여 영·유아실 및 수유실을 운

영하였으며, 관람하는 동안 반려동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애완동물보호소, 관

람객들의 무거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소, 휠체어와 유모차를 빌려주는 

물품대여소 등을 운영하였다. 관람객 서비스는 구역별로 운영하였으며, 자세한 현

황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관람객 서비스 시설물 현황

시    설 수량(개소) 위           치

입장권관리센터

출입증관리센터
2

지구동문(C동 내)

빛의 서문(B동 내)

종합안내소 3

지구동문 안쪽 국기 게양대 앞

빛의 서문 광장 입구 내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로비 내

회장안내소 6

지구동문 광장 내

중국정원 사거리 내

미국정원 앞

남문 광장 내

한국정원 앞

오천택지주차장 광장 내

애완동물보호소 2
지구동문(A동 내)

빛의 서문(A동 내)

물품보관소 5

지구동문(B동 내)

지구동문 안쪽 수유실 옆

중국정원 부근 수유실 옆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주제영상관 앞

빛의 서문(A동 내)

표 4-20  관람객 서비스 직무별 업무처리

구  분 처리 가능 내용 보고 필요 내용

매니저

• 혼잡상황에 대한 유기적 인력관리

• 관람객 서비스 파트 내에서의 관람객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 미아, 노인, 애완동물의 전문보호시설 인수인계 업무

• 유실물의 경찰서 인수인계 업무

• 관람객 환불 요청

• 언론, 방송 등의 취재요청

•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한 관람객 불만사항

운영요원

• 미아발생 및 신고접수

• 시설물의 단순수리 및 보수요구상황

• 관람객의 경미한 부상발생 상황

• 파트별 자원봉사자 관리

• 화재진압, 구급환자 이송, 형사사건 등

• 혼잡상황 처리

• 즉시 대응이 불가한 관람객 불만사항

• 혼잡상황 처리

• 즉시 대응이 불가한 관람객 불만사항자원봉사
• 근무지역 내 시설물 청결유지

• 미아발생 및 신고접수

• 습득물 및 분실물 접수

물품대여소 2
지구동문(B동 내)

빛의 서문(B동 내)

분실물보관소 2
지구동문(B동 내)

빛의 서문(B동 내)

수유실 4

지구동문(C동 내)

지구동문 안쪽 국기게양대 앞

중국정원 앞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내

어린이보호소 2
지구동문(C동 출입증관리센터 내)

빛의 서문(B동 출입증관리센터 내)

노인ㆍ장애인보호소 2
지구 동문(C동 출입증관리센터 내))

빛의 서문(B동 출입증관리센터 내)

공중전화 2
빛의 서문 주차장 내 농·특산물판매장 건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내 로비 앞

은행
하나 1 빛의 서문 광장 내

광주 1 빛의 서문 광장 내

(1) 안내서비스

안내서비스 시설은 신속하고 정확한 박람회 정보를 제공하여 관람객 불편을 최

소화하고자 계획된 시설이다. 박람회장 내`외부에 종합안내소, 회장안내소, 외국

인 안내소를 설치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운영시간에 맞

춰 4~5월은 09:00~19:00, 6~8월은 09:00~21:00, 9월은 09:00~20:00, 10월은 

08:30~19:00까지 운영하였다.

① 종합안내소

종합안내소는 회장 내 관람과 관련된 정보 및 주변 관광지, 숙박, 교통편을 포함한 

관람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순천시 행정지원 요원들과 일반 자원봉사자, 외

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위주로 편성하여 안내서비스를 진행하였다. 관람객 주

요 동선인 지구동문 내부 국기게양대 앞과 빛의 서문 광장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

하여 운영하였으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 로비에 위치한 종합안내소는 기존 안

1  빛의 서문 광장 입구

2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로비

3  지구동문 안쪽 국기게양대 앞

1 2 3

그림 4-271  종합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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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다. 박람회장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보드를 이용하여 방문객의 위치도 확인

하고 인근의 전시장, 편의시설, 관광 및 생태정보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멀티미디

어 안내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박람회장에는 14개소에 총 18대의 미디어보드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여름에는 관람객들이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모여 즐거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8월 16일~10월 19일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가족, 지

인들과 다 함께 모여 찰칵! 몇 명까지 찍어봤니?>는 미디어보드에서 10명 이상 단

체가 모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후 당첨자를 선정하여 박람회 기념품

과  기념사진을 인화하여 증정하였으며, <정원 스피드 퀴즈!>는 미디어보드에서 퀴

즈 프로그램에 응모하는 게임을 가미한 이벤트로 35,000점 이상으로 1위를 갱신한 

사람을 선정해 박람회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내데스크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종합안내소에서는 박람회장 내 정원 및 이용안

내, 관람 소요시간, 주요 행사, 공연시간 안내, 교통안내 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② 회장안내소

회장안내소는 종합안내소의 수용범위에서 벗어난 지역 내 관람객 정보제공 및 안

내기능을 담당하였다. 박람회장 내 5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오천택

지주차장에도 회장안내소를 설치하여 관람객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

였다.

③ 외국인안내소

외국인안내소는 박람회장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

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배치하여 통역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

구동문 및 빛의 서문 개찰구 안쪽에 각 1개소씩 운영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많

은 외국인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중국 크루즈 여행객과 전세기를 통해 방문한 중

국인 관람객이 주를 이루었다. 

 

④ 이동안내소 

이동안내소는 고정식 회장안내소와는 달리 이동하면서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한다

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안내소는 전기카트를 이용해 제작하였으며, 박람회장 주요 

장소에서 안내물을 디스플레이하여 원하는 관람객들에게 신속히 안내물을 제공

하였다.  

⑤ 미디어보드 운영 및 스마트장비 대여

■ 미디어보드 운영

2013년 3월 말부터 포털과 연계하여 미디어보드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미디어보드 

서비스는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전시물

에 대한 사진, 영상, 스토리텔링 정보를 안내 및 설명해 주는 박람회 큐레이팅 서비

1  중국정원 앞

2  미국정원 앞

3  지구동문 광장 입구

1 2 3

그림 4-272  회장안내소

그림 4-273  외국인안내소(지구동문)

그림 4-274  이동안내소

그림 4-275  미디어보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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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리플릿(4. 15.) 앞면   2  뒷면

3 다섯 번째 리플릿(9. 25.) 앞면   4  뒷면
그림 4-277  리플릿

⑦ 콜센터

콜센터는 박람회장을 방문하기 전 관람객과 소통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박람회 이

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정원시설 정보, 행사

정보, 입장권 안내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박람회 안내정보는 물론, 순천시 관광, 숙박 

및 교통정보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One-Stop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입장권 구매, 숙박예약 등과 같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해당 콜센터와 연계를 통해 안내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운영기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단계별 인원충원과 운영시간 

조정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운영하였으며, 단계별로 투입되는 전문 안내요원들에게

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노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2년 5월 박람회 대표전화번호(1577-2013)를 확보한 후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였

으며, 2012년 12월~2013년 3월 시스템 설치 및 안내DB 프로그램 개발, 운영인력 

선발 및 교육 등 콜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1단계로 박람회 관련 전체적인 상

담매뉴얼 작성 및 상담DB 구축 후 시범운영을 시작, 3월부터는 국제습지센터 1층

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유관기관 교환기 연동 운영 및 개선사항 업그레이드를 통해 

2단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4월부터는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3단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개장 초반에는 입장권 관련 문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여름철 휴가시

즌 이후부터 입장권과 더불어 교통, 박람회 일반사항, 행사, 식음편의서비스 등 방

문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문의사항들이 고루 증가하였다. 콜센터는 박람회 기

간 동안 인입되는 콜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변경되는 사안에 대

한 수시교육 및 현장교육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스마트장비를 이용한 박람회 체험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장비 40대를 활용하여 박람회 스토리텔링 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스마트패드는 정원박람회 음성 안내서비스 어플을 통해 160개 

시설물에 대해 4개 국어(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음성안내 및 영상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⑥ 안내 홍보물

박람회장을 홍보하는 리플릿은 184일간의 회장운영에 필요한 절대 요건 중 하나

다. 축구장 80여 개의 넓은 박람회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종 편의시설, 의료시설, 회장안내소 등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모

든 정보를 담아 제작하였다. 184일 3계절 동안 4개 국어 리플릿을 5회에 걸쳐 총 

450만 부를 제작·배포하였다. 특히 계절과 행사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하였으며, 5회에 걸친 리플릿만 보더라도 박람회장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

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종합 회장안내소 9개소를 비롯하여 박람회장 내 홍보부

스를 포함한 모든 부스에 배부하였으며, 시 연계 행사 및 낙안읍성, 순천만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조직위원회 홍보팀과 연계하여 각 지자체, 민간업체와 더불어 해외 

홍보에도 활용되어 박람회 홍보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1 2

3 4

그림 4-276  스마트패드

ARS

1. 박람회 안내

2. 입장권 구매

3. 박람회 
   지정업소
   숙박 안내

4. 순천시 
   관광 안내

순천시
관광콜센터

호텔엔조이
콜센터

ARS
안내멘트

문의전화
1577-2013

상황실(한국어)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보건소
(음식, 숙박 문의)

인터파크
콜센터

상담원 연결

연계 콜 상담사 2차 이관
박람회 상담사 2차 이관

운영종료 시

그림 4-278  콜센터 안내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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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아보호소

박람회장 내에서 발생한 미아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보호자를 찾아주는 서

비스를 시행하였다. 1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미아가 발생할 

경우 미아보호소로 인계하고, 아이의 인적 사항 파악 후 전관방송을 통해 보호자

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미아가 발생하였으나 

모두 보호자를 찾아 인계하였다. 

② 노인·장애인 보호소

노인·장애인 보호소는 박람회 운영 중 이용이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개장 

초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구동문에는 자원봉사, 빛의 서문에는 순천시 행정지

원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길을 잃은 장애인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노인보호

소의 경우 빛의 서문에는 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지구동문에는 294건의 발

더불어 고객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부서 운영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안정적인 응답

률을 유지하였다. 특히 6월부터는 중국과 일본 전세기 및 크루즈 단체고객 방문 시 

박람회장 내 현장통역을 지원하였으며, 7월 중 주말에는 회장 내 외국인안내소에 

상주하면서 외국인 통역 안내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그밖에도 국가의 날 행사 통역

지원, 박람회 외국어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수시 번역작업, 회장 내 외국어방송 안

내 등 상담업무도 병행하였다.

(2) 편의서비스

미아보호소, 노인·장애인 보호소, 분실물보관소, 물품보관소, 물품대여소, 수유실, 

애완동물보호소, 흡연구역 등을 설치·운영하여 관람객들의 상황별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림 4-280  지구동문 편의서비스 시설 위치도

그림 4-281  빛의 서문 편의서비스 시설 위치도

표 4-22  단계별 콜센터 운영시간 및 근무인원

단  계 운영기간 운영시간 근무인원(명) 서   비   스

1단계 2013. 1. 2.~2.25 09:00~18:00 2 한국어

2단계 2013. 3. 1.~3.31. 08:30~18:30 5 한국어, 영어, 중국어

3단계

2013. 4.~5. 08:30~19:30

16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2013. 6.~8. 08:30~21:30

2013. 9. 08:30~20:00

2013.10. 08:30~19:30

그림 4-279  콜센터 안내요원 교육 및 운영

1  빛의 서문 B동 건물 내

2  지구동문 C동 건물 내

1 2

그림 4-282  미아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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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유실

관람객 중 모유수유가 필요한 여성 관람객들을 위한 독립적인 수유공간을 제공하

고, 기저귀 교환이나 유아의 취침이 필요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박람

회 개장 초기에는 지구동문 출입증관리센터 내부 및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 설치

하여 운영하다가 이후 지구동문 안쪽 프레스센터 옆, 중국정원 앞 회장안내소 옆에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여 수유실로 운영하였다. 자원봉사자 1명씩 근무하며 수

유실 업무를 담당하였다.

⑦ 물품대여소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관람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구동문과 빛의 서문

에 물품대여소를 각 1개소씩 운영하였으며, 각각 200여 대의 휠체어와 유모차를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빛의 서문의 경우 초기에는 물품보관소와 같이 운영하였으나, 휠체어와 유모차가 

증가하면서 공간이 협소하고 대여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의 혼잡이 발생하여 서문

A동 뒤편에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하여 추가 물량을 보관하였다. 휠체어는 기존 대

여소에서, 유모차는 몽골텐트에서 대여하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지구동문 물품대

여소는 개장 초기 지구동문 건물B동의 분실물(습득물)보관소, 물품대여소와 같이 

운영하다가 협소한 공간과 물품증가로 인해 지구동문 광장에 컨테이너 2동을 설

치하여 박람회 폐장까지 운영하였다. 마감시간까지 반납하지 않아 운영자들이 폐

장 이후에도 반납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람회 기간 유모차 22,874건, 휠

체어 13,488건이 대여되어 관람객들의 이용에 기여하였다.

생신고 및 218명의 노인이 발견되어 보호하였다. 이 가운데 3건은 회장 내 경찰서

로 인계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였다. 어르신들이 길을 잃

은 경우 신체 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방송실과 종합상황실에 전달하여 전관방

송을 통해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③ 물품보관소

관람객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유·무인 물품보관소는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당

일 폐장 1시간 전까지 물품을 찾아가도록 유도하였다. 무인보관소는 운영 중 물품

보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관람객 편의를 위해 중국정원 앞 수유실 옆, 지구

동문 안쪽 수유실 옆 등 총 2개소에 추가 운영하였다.  

④ 분실물(습득물)보관소

박람회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습득물 신고는 지구동문 4.56건, 빛의 서문 3.40건의 신

고가 접수되었으며, 분실신고의 경우 지구동문 6.11건, 빛의 서문 2.2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⑤ 애완동물보호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회장 내 애완동물 반입을 금지시켰다. 때문에 박람회장

을 방문한 관람객이 애완동물을 동반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빛의 서문 1개소, 지구 

동문 1개소에 애완동물보호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다행히 유기된 애완동

물은 발생하지 않았다. 평일에는 학생 및 기타 단체관람객이 많아 애완동물보호소 

이용은 적었으며, 주말과 연휴기간 동안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우

에는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4-285  수유실 1  지구동문 안쪽 프레스센터 옆

2  중국정원 앞 회장안내소 옆

1 2

1, 2  지구동문 B동 건물 내

3  중국정원 앞 수유실 옆

1 2 3

그림 4-283  물품 보관소

1  빛의 서문 A동 건물 내

2  지구동문 A동 건물 내   3  부착 안내문

1 2 3

그림 4-284  애완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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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와 방화사를 비치하고, 청결유지를 위해 화

장실 청소 담당자들이 특별 관리하였다.

⑩ 폭염 대비 그늘막 및 쉼터

그늘막 및 쉼터는 박람회 기간 중 무더운 혹서기에 관람객들의 편의시설로 제공함

으로써, 대부분 야외시설인 정원박람회 특성상 야기될 수 있는 관람객들의 부족

한 휴식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기존 1,631

개에서 1,963개로 332개를 증설하였다. 예산절감을 위해 2012년 10월~2013년 4월 

16일 여수세계박람회 재고물자 24종 11만여 개를 인수하여 야외주차장 그늘막 63

동, 박람회장 이동형 그늘막 50개 등을 재활용하였다.

⑧ 임시화장실

일평균 관람객 추이 산정결과 기존 19개소 고정식 화장실만으로는 관람객들의 편

의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관람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회장운영을 위해 계획기

준일 최대 동시 체류인원인 평균 48,800명을 적용하여 남녀공용 15개, 여성전용 4

개, 장애인 7개 등 총 17개소에 임시화장실 26동을 설치하였다. 관람객 이동 동선

상 가장 붐비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이동식 

화장실의 틀을 깨고 정원박람회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랩핑 및 방부목으로 인테

리어를 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의 이동식 화장실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⑨ 흡연장소 운영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본래 취지는 금연 박람회였으나 흡연자들의 권리를 충족시

키기 위해 2개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주 박람회장 한방체험관 옆쪽 체육시설, 남문 전기자동차 충전소 임시화장실 

뒤편을 흡연장소로 운영하였으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갈대를 이용하여 장식

그림 4-287  랩핑 및 방부목으로 인테리어한 임시화장실

1, 2, 3   빛의 서문 A동 건물 뒤편

4, 5, 6  지구동문 광장 내 

그림 4-286  물품대여소

1 2 3

4 5 6

그림 4-288  여수박람회장 그늘막 재활용 1  여수박람회장 야외주차장 그늘막

2  그늘막 운반

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설치

1  2 3

1  2 3

그림 4-289  박람회장 그늘막 1  배나무 그늘막

2  보행로 그늘막

3  독립형 그늘막

4, 5  대형 파라솔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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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GN 홍보서비스

임시사인물은 정원박회 회장운영 시 고정사인물과 함께 주차동선 및 회장 관람동

선, 셔틀버스 등 관람객들의 동선과 이용안내 등을 표기해 놓은 사인물이다. 고정 

사인물과 달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이 가능하고 이동이 편리해 운영자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인물은 여수세계박람회 물품을 재

활용하여 도색 및 글라인딩 작업 등 보수 후 사용하였다. 동·서·남문, 순천만국제

습지센터, 주 박람회장, 3개의 주차장에 안전사인물을 포함한 총 5종 552종의 임시

사인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관람을 도모하였다. 임시사인물은 관람객 안내 및 질서

유지를 위한 동선 안내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혼잡한 곳에서는 혼잡방지의 역할

과 함께 주차장에서는 쉽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폭염에 대비하여 동천갯벌공연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였으며, 습지센

터 공연장에는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철 그늘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⑪ 관람차(전기차)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박람회장 내를 운행하는 관람차를 운영하였다. 프랑스정

원과 어린이놀이정원 등 2개소의 정류장을 지정하여 순서대로 순회하였으며, 정류

소별 5대씩 총 10대를 운영하되, 차량고장 등 상황에 따라 정류장별 배차를 조정하

여 탄력적으로 운행하였다. 하절기에는 기존 10대에서 29인승 2대를 증차하여 12

대로 운영하였다.

운영거리는 2.3㎞로, 4~5월, 9~10월에는 09:30~17:30, 하절기인 6~8월에는 한 시

간 연장하여 배차간격 20~30분 간격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카트가 이동하는 동선

이 일반관람객들의 보도로 이용되는 만큼 보행자를 우선으로 최대속도 15㎞ 이하

로 운행하였으며, 관람객 탑승 시 노약자, 임산부, 유아 등이 우선 탑승할 수 있도

록 각 정류소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였다. 운영인력은 승·하차 장소, 대기열 관리 

각 1명씩을 배치하였으며, 순천알리미 과정을 수료한 해설사가 동승하여 박람회 

설명 및 주변 안내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운영되는 차량 이외의 예비차량 1대는 충

전상태로 대기하여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그림 4-290  관람차 정류소 및 이동동선

그림 4-291  박람회장을 달리는 관람차

그림 4-292  임시 사인물 종류

순천호수정원 참여정원(실내) 어린이놀이정원

프랑스정원     한방체험관     참여정원(실외)     생태체험교육장      

순천호수정원 참여정원(실내) 어린이놀이정원

프랑스정원     한방체험관     참여정원(실외)     생태체험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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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객 방문 시에는 실내공간에서의 대기열 증가로 인해 관람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

므로 사전안내를 통해 관람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였다. 

■ 시간대별 코스

■ 1시간 코스 3종(VIP 코스)

•  서문게이트→습지센터→꿈의 다리→에코지오온실→나무도감원→한국정원→서문

게이트

•  동문게이트→야수의 장미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중국정원

→프랑스정원→바위정원→실내정원→동문게이트

• 서문게이트→꿈의 다리→프랑스정원→야수의 장미정원→잔디마당→동문게이트     

■ 2시간 코스 2종

•  서문게이트→한국정원→에코지오온실→꿈의 다리→한방체험관→갯지렁이 다니는 

길→흑두루미 미로정원→야수의 장미정원→실내정원→조경`공예산업관→프랑스정

원→중국정원→꿈의 다리→습지센터→서문게이트 

•  동문게이트→실내정원/조경`공예산업관/식물공장→어린이놀이정원→바위정원→

일본정원→스페인정원→메타세콰이어길→참여정원→작가정원→세계약초원→한방

체험관→중국정원→프랑스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허브카페→야수의 장미정원

→동문게이트   

■ 3시간 코스 2종(노인 및 어린이 대상 코스)

•  서문게이트→한국정원→에코지오온실→꿈의 다리→한방체험관→갯지렁이 다니는 

길→흑두루미 미로정원→야수의 장미정원→실내정원→조경`공예산업관→어린이놀

이정원→프랑스정원→중국정원→꿈의 다리→습지센터→서문게이트

•  동문게이트→실내정원/조경`공예산업관/식물공장→어린이놀이정원→바위정원→

일본정원→스페인정원→메타세콰이어길→참여정원→작가정원→세계약초원→한방

체험관→중국정원→프랑스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허브카페→야수의 장미정원

→동문게이트     

■ 5시간 코스 2종(단체 및 일반관람객 코스)

•  서문게이트→나무도감원→한국정원→수목원→습지센터→꿈의 다리→한방체험관

→독일정원→참여정원→네덜란드정원→메타세콰이어길→스페인정원→이탈리아정

원→영국정원→일본정원→태국정원→실내정원→조경`공예산업관→야수의 장미정

원→흑두루미 미로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중국정원→프랑스정원→꿈의 다리→

서문주차장

•  동문게이트→야수의 장미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프랑스정

원→중국정원→한방체험관→독일정원→참여정원→네덜란드정원→미국정원→스

페인정원→이탈리아정원→영국정원

(4) 관람서비스

박람회장에는 안내 및 편의서비스 시설 외에도 다양한 관람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전

시관을 비롯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원을 엿볼 수 있는 세계정원, 참여정원, 테마정

원, 기획정원, 식물공장 등 다양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풍성한 박람회가 

되도록 하였다. 주요 관람장소에는 시설물 내 각 시설과 정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한 운영요원과 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주요 정원에는 정원해설사를 배치하여 깊이 있는 안내

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전시관

다양한 전시를 통해 순천만과 습지 영상물, 살아 있는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순

천만국제습지센터는 실내에서 관람이 이루어지는 만큼 안내동선을 2개로 구분하

여 운영하였다. 

제1관람동선은 로비 → 주제영상관 → 생태도시관 → 생태체험관 → 야생동물원 

→ 물새놀이터 → 순천만WWT습지, 제2관람동선은 로비 → 생태도시관 → 생태

체험관 → 순천만WWT습지로 하여 안내하였으며, 해설사(3명), 운영인력, 시설관

리(3명) 인력을 배치하여 관람을 도왔다.  

② 관람코스 추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관람코스를 선보이고자 시간대별, 장

소별 관람동선을 지정하여 관람객의 관람목적 및 여건에 따라 안내하였다. 많은 관

그림 4-293  관람을 돕는 정원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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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풍경: 만남이 가득한 정원을 거닐며 세상과 소통하다

•  지구동문→야수의 장미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프랑스 정

원→중국정원→[선택코스: 꿈의다리→순천만자연생태공원]→한방체험관→독일정

원→참여정원→네덜란드정원→미국정원→스페인정원→이탈리아정원→영국정원

→일본정원→태국정원→바위정원→실내정원→조경`공예산업관→지구동문

■ 자연과 동화: 자연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다

•  지구동문→실내정원→어린이놀이정원→야수의 장미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 

순천호수정원→한방체험관→프랑스정원→중국정원→꿈의 다리→PRT광장→ 

에코지오온실→[선택코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빛의 서문

그림 4-297  테마코스: 자연과 동화

■ 테마별 코스

■ 습지의 희망: 생명이 피어오르는 습지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다

•  빛의 서문→순천만국제습지센터→순천만WWT습지→PRT광장→에코지오온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꿈의 다리→중국정원→프랑스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순천호수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야수의 장미정원→지구동문

■ 초록의 숨결: 아낌없이 주는 자연에서 아름다운 나무와 함께 치유의 공간을 얻다

•  빛의 서문→나무도감원→한국정원→남도숲길→편백숲→수목원 전망지→철쭉정원

→순천만WWT습지→PRT광장→에코지오온실→[선택코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꿈의 다리→중국정원→프랑스정원→한방체험관→독일정원→바위정원→ 

태국정원→일본정원→약용식물원→실내정원→지구동문

그림 4-295  테마코스: 초록의 숨결

그림 4-294  테마코스: 습지의 희망

그림 4-296  테마코스: 세상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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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해소하도록 하고, 국내·외 유치행사 및 지

자체장 등 방문 시 격에 맞는 의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3월부

터 10월까지 중앙정부, 전국 자치단체, 학생단체, 국내·외 행사, MOU 체결기관 단

체를 대상으로 단체관람객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국지역 책

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표 4-23  특화서비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일반관람객

•  박람회장 전역에 관람객 서비스 시설을 배치하고, 순회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  모든 운영인력이 실시간 박람회장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혼잡시 관람객 동선유도, 청결상태 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처리 지원, 미아보호 등 다양한 관람객 밀착서비스 제공

장애인, 노약자

• 상황에 따라 게이트나 전시관 입장 시 우선입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 애완동물의 입장은 불가하나 시각안내견의 경우 입장 지원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 제공

• 박람회 전역에 다목적 화장실 운영(장애인 전용 화장실 운영)

영ㆍ유아 • 영ㆍ유아를 위한 수유실을 운영하고, 필수용품과 보조용품을 배치하여 서비스 만족도 증가

단체관람객 •  단체관람객이 내방할 경우 단체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게이트를 운영하며, 단체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동선 안내

외국인 관람객
• 종합안내소 및 외국인안내소 운영으로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통역 및 안내

• 콜센터를 활용한 외국인 편의서비스 제공

여성을 위한 서비스
• 영ㆍ유아 모유 수유를 위한 수유실 운영

• 여성휴게실 운영

• 여성 전용 화장실 추가 설치

③ 혹서기 대비 서비스

정원박람회 개최기간 중 혹서기가 포함된 만큼 이를 대비한 서비스시설을 계획하

여 관람객들에게 그늘 및 시원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안개분무시설인 포그

시스템을 중국정원 근처 및 수목원 초가쉼터 근처, 국제습지센터 주변 등 3개소에 

설치하고, 남문, 꿈의 다리, 참여정원, 어린이놀이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나눔숲 

등 6개소에는 쿨팬을 설치하였다. 그 외 스페인정원 내 물 공급수로를 물놀이 수경

시설로 활용하였으며, 혹서기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체험교육장에는 간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였다.  

■ 관람유형별 코스

■ 어린이 동반 가족 추천코스

•  빛의 서문→순천만국제습지센터→야생동물원→꿈의 다리→실내정원→어린이놀이

정원→잔디마당

■ 연인들을 위한 추천코스

•  지구동문→야수의 장미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프랑스정원→중국정원→한방체

험관→독일정원→네덜란드정원→미국정원→태국정원→실내정원

■ 학생단체 추천코스

•  빛의 서문→순천만국제습지센터→꿈의 다리→흑두루미 미로정원→식물공장→실내

정원→생태체험교육장

■ 그린 트레킹 코스

• 한국정원→늘푸른정원→철쭉정원→순천문학관→순천만 갈대밭→용산전망대

(5) 특화서비스 및 혹서기 대비 서비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장 전역에 관람객 서비스 시설을 배치하고, 순회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관람객 

외에도 여성,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단체 및 외국인 관람객 등 대상별 맞춤서비

스를 시행하였다.

①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자동통역서비스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어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어, 영

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음성 자동통역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통역비서 어플

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을 인식하여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고, 관광`쇼핑

`식사`교통 등 상황별 18개 분야 4,190개 문장의 전문회화를 수록하여 자주 사용

하는 문장과 회화 북마크를 지원하는 통역서비스 지원 앱(App)이다. 통역된 문장

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트위터 등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는 자동통역서비스를 통해 관광지나 음식점, 택시업 종사자, 그리고 순천을 찾는 

모든 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단체관람객 원스톱 서비스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단체관람객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서별 역할분

담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단체관람객 방문 시 대형 숙박 등 부족한 그림 4-298  스페인정원 물놀이시설 전환 및 생태체험교육장 간이 물놀이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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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장권 구성

입장권은 보통권, 단체권, 야간권, 2일권, 시민권(전 기간권), 특별할인권, 무료입장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입장권은 1매당 1인만 사용 가능하고, 2일권은 연속하여 2일

간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장권 구매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인매표

소와 무인발권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찰구 통과 중 입장권 오류 

시 휴대용 리더기를 활용하여 재검표를 실시하였다. 각 게이트별 입장권관리센터에 

입장권 발권기와 발급인력 1인을 배치하여 입장권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표 4-24  정원박람회 입장권 종류 및 요금

구   분

입   장   료

세     부     사     항성  인

(만19~64세)

청 소 년

(만13∼18세)

어 린 이

(만4∼12세)

보통권 16,000 12,000 8,000 - 1일 관람권

단체권 13,000 10,000 6,000 - 내국인 30인, 외국인 10인 이상

체험학습단체 8,000 3,000 2,000 -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체험학습단체

야간권 8,000 6,000 4,000 - 6~9월, 관람시간 17:00 ~ 21:00

2일권 24,000 18,000 12,000 - 2일 관람권, 연속 2일만 입장 가능

시민권(특별할인) 60,000(30,000) 50,000(25,000) 40,000(20,000) - 박람회 전 기간 관람(누구나 구입 가능)

특별할인권 8,000 3,000 2,000

- 65세 이상자(194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수급자, 군인(하사 이하), 4~6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보호자 1인

- 1~3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4. 회장관리

1) 입·퇴장관리

게이트 운영관리 업무는 박람회장의 입·퇴장을 원활히 하여 관람객과 참가자, 운

영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자 관람객에게 첫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업무

에 해당한다. 게이트별 출입관리 대상은 관람객을 비롯한 행사관계자, VIP·방송

통신 등 차량으로, 입·퇴장 관리체계 수립 및 입장권 방식에 따른 매표운영, 구분기

준에 따른 입장객 대응방법과 입·퇴장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다. 

박람회장에는 총 15개(서문6, 동문6, 남문1, 남문 임시출입구2)의 출입시설을 설

치하였으며, 장애인·외국인·종사자 전용 출입구 2개소(동문1, 서문1), 단체관람객 

출입구 4개소(서문2, 동문2), 일반관람객 출입구 9개소(서문3, 동문3, 남문1, 남문 

임시2)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동문과 서문에는 관람객 밀집 시 각각 임시 출입

구 2개를 임시로 운영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출구는 총 4개소(서문1, 

동문2, 남문1)를 운영하였다. 행사진행 중 동문 출구는 관람객의 혼선으로 인해 1

개소로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며, 남문은 출입구 구별 없이 운영하였다. 

모든 박람회 관계자 및 종사자는 상시 출입증을 패용하고 지정 출입구를 이용하였

으며, 모든 관람객에 대해 1일 1회 재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관람객

이 순천 주변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배려하였다. 

(1) 게이트

박람회장 게이트는 총 3개소가 설치하였으며 각 게이트는 매표소와 개찰구, 검표

소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1  동문게이트

2  남문게이트

3  서문게이트

그림 4-300  박람회장 게이트

1 2 3

그림 4-301  입장권 구성

빛의 서문

게이트 : 6

매표소 : 9

출입증/입장권 관리센터: 1

꿈의 남문

게이트 : 2(임시 검표소 포함)

매표소 : 1

출입증/입장권 관리센터: -

지구동문

게이트 : 6

매표소 : 5

출입증/입장권 관리센터: 1

그림 4-299  박람회장 출입구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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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입장권(LED) 확인시스템

LED코드 비         고 글자색 검   표   정   책

NA 보통권 성인

녹색

1일 사용, 1일 재입장

NY 보통권 청소년

NC 보통권 어린이

SA 특별할인 성인(경로)

노랑

SY 특별할인 청소년

SC 특별할인 어린이

PY 체험학습 청소년

PC 체험학습 어린이

CA 시민권 성인

전 기간 사용, 1일 재입장

CY 시민권 청소년

CC 시민권 어린이

DA 특별할인 시민권 성인

DY 특별할인 시민권 청소년

DC 특별할인 시민권 어린이

GA 단체권 성인

녹색

1일 사용, 1일 재입장GY 단체권 청소년

GC 단체권 어린이

TA 2일권 성인

연속된 2일 사용, 1일 재입장 TY 2일권 청소년

TC 2일권 어린이

EA 야간권 성인

6~10월 야간에만 1일 입장(17:00~21:00), 재입장 없음EY 야간권 청소년

EC 야간권 어린이

FA 무료입장 노랑 1일 사용, 1일 재입장

QA 종사자 입장
녹색

-

QL 종사자 퇴장 -

RE 모든 권종 재입장 노랑 재입장 시

E1 입장불가 E2

사용불가E3 훼손, 분실입장권 E4

E5 날짜제한(전일 사용된 티켓) -

(2) 매표소

매표소는 동·서·남문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관람객 증가로 인해 

② 검표시스템

박람회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입장권 확인시스템으로 두 개의 개찰구를 하나로 연

결해 검표를 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신호가 울려 통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였

다. LED를 이용해 다양한 코드표를 이용하여 티켓을 판독, 입장불가 시(X표시) 입

장불가 판독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24시간 가동되

었으며, 정전이 발생해도 복구하는 동안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검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대용 리더기로 검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 게이트에 8개 이상 별도로 보관하고, 혼잡하거나 재검표 확인 시 적극적으로 활

용하였다.

입장권 확인시스템은 입장권 종류에 따라 LED 화면에 검색결과가 표시되도록 하

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4-25］와 같다. 

무료입장

- 국가유공자(유족 및 독립유공자 포함), 1~3급 장애인

- 단체관람객 인솔자, 안내교사, 버스기사 등(내국인 20명당, 외국인 10명당 1인 원칙)

- 만4세 미만(가족동반 입장 시 무료입장/어린이 단체관람 시 유료입장)

- 꿈의 다리 그림 참여자(가족동반 시 1회 무료입장/(어린이 단체관람 시 유료입장)

그림 4-302  서문게이트 배치도 및 개찰구 투시도 

1 2 3

그림 4-304  매표소 1  빛의 서문   2  지구동문   3  꿈의 남문

[개찰구 통제]

그림 4-303  검표시스템

[개찰구 정면]

리더기 왼편이 통로임

진행 방향표시 LED

입장 가능한 경우

입장 불가능한 경우

안내 그림과 같이 바코드가 안쪽으로 
보이도록 티켓을 삽입한다,
정상적으로 리딩이 되면 ○표시가 발생,
실패하면 ×표시가 발생

개찰구 
운영요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검표결과 LED

[개찰구 리더기] [개찰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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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기 관람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9월

에는 개장시간을 30분 앞당겨 개장하였다. 10월에는 본래대로 09:00 개장을 원칙

으로 운영하였다.  

표 4-26  출입구 운영시간

구    분 4. 20. ~ 5. 31.(2개월) 6. 1. ~ 8. 30.(2개월) 9. 1. ~ 9. 30.(1개월) 10. 1. ~ 10. 20.(20일간)

게이트

09:00~19:00

입장마감 17:00

(재입장 및 시민권 18:00)

09:00~21:00

입장마감 19:00

(재입장 및 시민권: 20:00)

09:30~20:00

입장마감 18:00

(재입장 및 시민권 19:00)

09:00~19:00

입장마감 17:00

(재입장 및 시민권 18:00)

매표소 08:30~17:00 08:30~19:00 08:30~20:00 08:30~18:00

출입증ㆍ입장권 관리센터 08:30~18:00 08:30~20:00 08:30~19:00 08:30~18:00

비고 - -
관람객 편의를 위해 

조기개장(08:30)
-

② 게이트 운영

■ 입구(개찰구)

출입구 주변 관람객의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경비 인력을 2명씩 배치하였으며, 경찰

서와 연계하여 별도로 2명의 경찰관이 게이트에 대기하였다. 혼잡에 따른 출입구

의 개·폐 여부는 권역 감독 및 조감독이 먼저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혼잡시를 대비

해 가이드봉을 설치하여 일자와 지그재그 형태의 대기라인을 유동적으로 설치하였

다. 개장 초창기에는 대인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출구와 구분을 두었으나, 미관상 

가이드봉으로 교체하였다. 

입구에서는 주차장 상황과 관내 도로 차량유입 현황을 체크하여 혼잡시 대처하였

으며, 일반 및 단체관람객의 방문현황을 종합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하여 게이트 운

영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빠른 입장을 위해 1인1매로 표를 관람객이 지참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및 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람객은 종사

자 전용 출입구로 입장하도록 조치하였다. 동문의 경우 횡단보도, 셔틀버스, 매표

오천택지 광장에 2개소와 동문 대형버스 주차장과 소형 주차장 사이에 임시매표

소 1개소를 추가 운영하였다.

게이트 밖은 관람객의 원활한 입장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

여 질서를 유지하고, 입장권 발매 방법별, 대상별 전용 개찰구를 지정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개찰구는 게이트별 관람객 밀집도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영하였으며, 단체관람객`일반관람객`장애인`VIP`종사자 및 재입장, 퇴장구

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구동문은 게이트 앞에 대형 공연이 이루어지는 잔디마당

이 위치해 혼잡하고, 빛의 서문은 게이트와 대형 주차장(오천·저류지)이 연결되어 

있어 집중 혼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였으며, 꿈의 남문은 

순천만에서 진입하는 관람객들을 고려하여 임시검표소를 설치해 운영하였다.

(3) 출입구 운영

① 운영시간 

입·퇴장 시간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09:00~19:00 운영을 기준으로 야간개장 시에

는 09:00~21:00까지 운영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야간

개장이 끝난 후 9월에는 09:00~20:00까지 운영하였다. 입장시간은 단체관람객이 

방문하거나 행사기간 중 연휴 등 다수의 관람객이 대기할 경우에 한해, 종합상황

실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8월까지 7회에 걸쳐 5~15분 정도 입장시간을 앞당기는 

게이트

입장권 구입 : 매표소, 무인 발권기

종사자, VIP 장애인 단체관람객 일반관람객

종사자, VIP, 장애인 전용 개찰구 통과 단체관람객
개찰구 통과

일반관람객
개찰구 통과

그림 4-305  게이트 운영개념도

그림 4-306  서문 및 동문

그림 4-307  평상시 및 혼잡시 입장개념도(동문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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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0  출입증

⑤ 인력배치

관람객 입·퇴장 업무는 종사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및 리허설을 통해 고객응대 및 

혼잡시 대처에 관련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교육 

및 안전대처 처리교육 등 CS교육을 2회 이상 받게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중요한 행사 및 회장안내를 사전 아침조회 시 숙지하도록 하여 입장하

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하였다. 또한, 관람시간 동안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니저를 통해 

상황에 맞게 조치하였으며, 관람객 혼잡 및 대기시간을 안내하여 관람객 분산을 유

도하는 등 유익하고 편안한 관람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유아 및 장애인, 거동

이 불편한 관람객에게는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를 안내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입·퇴장 안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문게이트에는 자원봉사자 12명, 운영요원 

30명(게이트, 출구, 대기열)을 배치하였으며, 서문게이트에는 자원봉사자 14명과 

운영요원 34명(게이트, 출구, 대기열)을 배치하였다. 

(4) 출입증관리센터

박람회장에 출입하는 모든 행사관계자의 출입증은 인터파크에서 일괄 제작 후 운

영부에서 배부하였다. 30일 이하 단발성 공연이나 전시 등 행사관계자는 대상별 발

급기준에 따라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였으며, 승인된 직무수행을 위해 제복을 입고 입

장하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은 출입증 없이 입장하였다. 또한, 조직위원회 방문 

VIP 및 수행원은 편의 차원에서 국제협력팀에서 지원받아 임시출입증으로 입장하게 

하였다. 출입증관리센터는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구동문 C동, 빛의 서문 B

동에 4명의 인력(조직위원회1, 운영요원2, 자원봉사자1)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5) 특정 관람객수 이벤트 진행

① 첫 번째 입장객 축하행사

2013년 4월 20일 대망의 정원박람회 개막과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첫 번째 입장객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

소 대기열과 입구 대기열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입구관리 운영요원(4), 자원봉사자(7)를 추가 배치하여 혼잡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

을 두었다. 서문게이트는 입구에서 매표 대기열과 사전에 표를 지참하고 오는 관람

객을 미리 구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하였다.

■ 출구 

별도의 개찰구는 운영하지 않고, 퇴장 시 재입장을 위한 스탬프를 날인하였다. 지

구동문은 개찰구를 중심으로 양쪽 건물 사이에 총 2개소를 운영하였으나, 관람객

이 화장실 및 편의서비스 사용 등 임의적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발생해 기념품판매

소에 있는 출구 1개를 운영하고, 화장실 쪽 출구는 폐쇄하였다. 잔디마당에서 대형

공연을 개최하거나 야간개장 시에는 관람객의 안전과 빠른 퇴장을 위해 입구를 모

두 개방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직원 및 대행사 감독단이 배치되어 안전한 퇴장을 유

도하였다. 또한, 빛의 서문은 개찰구 좌측을 이용해 퇴장하였으며, 꿈의 남문은 별

도의 출구는 운영하지 않고 입장 및 퇴장구를 동시 사용하였다.

③ 재입장 관리

박람회장 광역화 전략에 따라 주변 관광지 방문률을 높여 자연스러운 분산을 유

도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재입장제도를 도입, 1일 1회에 한해 재입장을 

허용하였다. 각 게이트 출구에서 재입장하려는 관람객의 입장권을 확인하고 손등

과 입장권을 겹쳐 스탬프를 날인한 후 재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편의시설 및 은

행이용 등을 이유로 재입장을 하려는 관람객은 스탬프 날인 후 게이트에 상황을 

전달하여 검표처리 없이 입장권 조회 후 재입장을 허용하는 등 상황에 따른 탄력적

인 운영으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④ 무료입장객 관리

국가유공자, 심신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단체 인솔자 및 안내교사, 버스기사, 만

4세 미만의 어린이 등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꿈의 다리 그림 참여자

는 가족동반 시 1회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4-308  게이트별 혼잡시 퇴장 개념도

그림 4-309  재입장 스탬프

그림 4-311  출입증관리센터

서문게이트 혼잡시 차량 게이트 open 남문게이트 혼잡시 전체 개찰구 open동문게이트 혼잡시 입구 게이트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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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표달성! 400만 번째 입장객 축하행사

폐막을 8일 앞둔 10월 12일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

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었다. 개장 176일 만에 목표관람객 400만 명을 돌

파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준비한 6개월이라는 최장기 국제행사를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에 400만 번

째 입장객 축하행사는 종사자 전체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축제형 행사로 진행하였

으며, 10월 12일 16시 1분 순천시에 거주하는 박현자(65세) 씨가 지구동문으로 입

장하면서 그 주인공이 되었다. 이로써 정원박람회는 목표관람객 400만 명을 넘어

서면서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21세기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친환경 미래형 박람회

로서의 가치를 국민적 성원 속에 입증하였다. 

2) 안전경비

(1) 안전한 박람회, 잡상인 없는 박람회 실현

박람회 기간 회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편

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안전경비를 수행하였다. 준비단계에서의 자체 안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박람회장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경비 및 순찰활동을 통해 시설물 훼손방지 및 질서를 유지하고, 철저한 사전예방 

및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조직위원회와 유관

기관과의 업무분담을 통한 안전경비체제를 구축해 운영하였다. 

2013년 2월 28일 순천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경비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3월 4일 정원박람회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경비

박람회 1호 입장객은 광주에서 온 김종운(42세) 씨가 차지하였다. 김종운 씨는 정

원박람회장에 1호로 입장하기 위해 자정부터 박람회장 동문게이트에 대기했다가 

게이트가 열림과 동시에 입장하였다. 또한, 안타깝게 2호 입장객이 되었으나 해외 

관람객으로서는 1호 입장객이 된 아츠시 후타가미(39세) 씨는 박람회 개장 하루 전 

일본에서 쾌속선을 타고 한국에 도착해 새벽 2시부터 박람회장 입구에서 기다렸다

고 한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6개월간

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② 100만 번째 입장객 축하행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장 9일(4. 28.)  만에입장객 30만 명이 넘어섰으며, 개장 

11일(4. 30.) 40만 명, 개장 14일(5. 4.) 50만 명, 그리고 개장 26일째인 5월 15일 입장

객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하였다. 100만 번째 입장객의 정확한 

선정을 위해 종합상황실과 수시로 체크하면서 입장인원 현황을 예측하였으며, 종

합상황실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현장에서 100만 번째 입장객을 선정하였다. 

100만 번째 입장객은 5월 15일 13시 29분 서문게이트를 통과한 서울에서 온 홍경

진(65세) 씨로, 꽃목걸이와 꽃다발,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는 

단순히 추정으로 방문객수를 산정해 실제 방문객수와 상당한 오차를 보이는 일반

적인 행사와 달리 입장권을 통해 정확한 방문객수가 집계되었기 때문에 100만 입

장객 돌파는 더욱 의미 있는 것이었다.

③ 200만 번째 입장객 축하행사

200만 번째 입장객 환영행사는 개장 60일째인 6월 18일에 진행되었다. 정원박람회

가 폐장 4개월을 앞두고 있어 400만 명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

사자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우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조직위원회는 200만 번째 입

장객 입장시각 맞히기 이벤트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13시 4분 서문 출입구를 통해 입장한 용인시 문기남(68세) 씨가 200만 번째 입장

의 주인공이 되어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였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정원박람회

의 성공적인 진행상황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시각대를 맞힌 순서대로 당첨자 13명을 선정하여 TV, 가전제품, 입장

권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였다.

그림 4-312  첫 번째 입장객 축하행사

그림 4-313  100만 번째 입장객 축하행사

그림 4-315  400만 명 목표달성 및 400만 돌파 기념 응모행사

그림 4-314  200만 번째 입장객 축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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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경비 조직별 주요 업무 및 역할

구     분 업     무        및        역     할  

상황실장
• 전반적인 안전사항 총괄

• 비상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현장투입 요청

상황부장
• 종합상황실장 부재시 역할 대행

•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지원반, 상황관리반에서 보고를 받아 상황실장에게 보고

상황지원반

(안전소방 담당자)

• 1~3선 경비 조율

• 행사장 내·외부 경비 및 시설안전 관련 상황파악

• 비상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및 상황실장과 협의 후 대처계획 수립

운영주체자 자율경비 • 영업장, 문화행사장, 전시관 등 각 운영주체가 자기 구역 24시간 책임경비

안전경비팀
• CCTV 모니터링 및 행사장 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업무

• 출입인원 및 차량 출입관리, 경비초소 관리 등

경찰경비
• 행사장 내`외 치안 및 방범활동

• 행사장 주변 및 혼잡지역 관람객 질서유지 등

(3) 경비운영

① 경비CP 

안전경비 분야는 회장운영 부문 중 가장 먼저 시작되어 폐장 후에도 14일간 지속

되었다. 안전경비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박람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인

원의 전문화 및 순찰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노력하였다. 

경비인력은 4월 10일 사전투입을 시작으로 폐막까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

서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4월 1~9일 17명을 투입하였으며, 4월 10일~19

일 주간 37명, 야간 18명, 총 55명을 투입하였다. 이후 하절기 연장운영에 따른 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천관 ISG를 선정하였다. 경비인력은 ‘관람객

에 대한 편안한 서비스’를 목표로 선발하였으며, 개장 전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

였다. 또한 박람회 기간에는 근무조회 시 근무자세교육 및 친절교육을 통해 관람

객 응대 자세 및 숙지사항을 1일 2회 이상 교육하여 밝고 명랑한 안전경비원상을 

확립하였다. 그밖에도 개장 전, 개장 중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기본적

인 응급처치교육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무는 박람회장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 매니저와 팀장을 선임하여 

책임구역 안전순찰 및 위험지역 예측, 순찰을 통한 확인, 관람객 밀집지역에 경비

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수상안전요

원을 순천호수정원에 상시 배치하고 구조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하절기 부교 설

치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육상뿐만 아니라 수상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투입을 포함한 총 203일간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무사고 박람회

를 실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상인, 순천시, 조직위원회, 회장운영 대행사의 협

조와 노력을 통해 잡상인 없는 깨끗한 박람회를 실현하였다. 

(2) 경비체계

경비업무는 일관된 업무지시 및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초소 

및 순찰 경비요원 → 안전경비팀 → 회장운영 대행사 → 종합상황실로 일사분란하

게 보고가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매니저가 종합상황실에 직

접 통보하도록 하였다.

안전경비팀은 1·2·3선 경비로 구분하여 1선 경비는 각 시설 운영주체자들의 자율

경비, 2선 경비는 안전경비팀에 의한 경비, 3선 경비는 경찰경비로 운영하였으며, 

경비 대상은 VIP, 관람객, 관리공급시설, 전시시설, 식음 및 위락시설이 해당한다. 경

비업체에서는 VIP, 관람객, 관리공급시설, 전시관 외곽을 담당하여 행사장 내`외 질

서유지, 행사장 경비, 순찰, 범죄 및 사고예방, 관리시설 경비, 유관기관 지원, 관람

객 서비스 등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식음 및 위락시설은 운영자, 전시시

설은 참가자들의 자율경비로 진행되었다. 

상황실장(기획운영본부장)

상황부장

상황지원반

안전경비팀

경비요원

경찰경비

상황관리반 유관기관

경찰

운영주체자 자율경비

각 운영주체자

그림 4-316  안전경비팀 조직도 

그림 4-317  경비 관련 시설 위치도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583582

표 4-28  경비초소 위치 및 주요 업무

구분 위         치 주      요      업      무 개소

1구역 해룡천, 스페인정원, 비오톱습지
• 해룡천 주변 무단침입자 감시 및 주변 질서유지

• 인근 체험장, 정원지역 상황발생시 현장CP 역할 수행
3

2구역
동천갯벌공연장, 

순천호수정원 수문

• 동천변 및 주 박람회장 외부 무단침입자 단속 및 주변 질서유지

• 순천호수정원 수문 설치지역 안전관리 및 접근통제

• 봉화언덕과 한방체험관 주변 안전관리

• 인근 공연장 주변 상황발생시 현장CP 역할 수행

• 주 박람회장 지역 방송통신 차량 및 VIP 차량 출입관리

• 관람객 질서유지

2

3구역 습지센터공연장 후면부
• 습지센터공연장 후면 경사부 접근통제 및 습지센터 주변 안전관리

• 무단침입자 단속 및 질서유지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지역 방송통신 차량 및 VIP 차량 출입관리

1

4구역 수목원 지역, 남문 광장

• 수목원 지역 후면부 차량 출입통제 및 무단침입자 단속

• 한국정원, 수목원 전망지 등 위험 예상지역 안전순찰활동

• 꿈의 다리 및 부교 설치지역 안전관리 및 관람객 동선관리

• 버스 회차 지역 안전관리

2

③ 경찰CP 등 유관기관 지원

경비업체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행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사건,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유선망은 

TRS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박람회장 내 방송 및 행사 등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업무를 실시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습지센터 1층에는 경찰CP를 설치하고 동문주차장 내 가설

건물로 지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순찰차량 2대를 운영하였으며, 경찰CP는 

제선 구축을 위해 6명을 추가 배치하여 야간 위험지역 통제선 관리, 위험지역 접근 

관람객에 대한 안내 및 회장시설 내·외곽 경비를 시행하였다. 이어 9월 1일부터 10

월 20일까지 66명을 투입하여 1~3조로 나누어 경비인력의 피로누적을 최소화함으

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변지역이 많고 언덕이 많은 

박람회장의 특성상 수변사고 및 낙상사고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변과 언덕지

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안전에 대비하였다. 

경비요원은 개막 전 리허설에 투입되어 1차 리허설 25명, 2차 리허설 17명, 최종 리

허설 17명을 투입하였다. 안전경비팀은 4월 1일부터 사전투입 인원을 대상으로 박

람회장 내·외부의 업무 흐름과 실행 매뉴얼의 실적용에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였

다. 또한, 경비인력들의 현장 응급상황 출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4월 8일 조직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박람회장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

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하였다. 아

울러, 지구동문 주차장의 대행사 사무소 내에 안전경비팀 사무실을 운영하여 경비

인력의 휴게 및 대기공간으로 활용하였다. 

② 초소경비 및 운영

박람회장 게이트 주변 및 주요 지점에는 초소를 설치하여 출입자 및 차량관리 등 

초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보고를 담당하였다. 습지센터 3개소, 주 박람회장 5개

소 등 총 8개의 초소와 동·서문 주차장 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차량게이트 초소를 

운영하였다. 각 정원이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박람회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 부

근과 동천 및 해룡천 강변 부근에 초소를 운영하였으며, 동문은 차량출입증관리센

터(조경산업관 출구)로, 서문은 안전관리센터(나무도감원 출구)로 활용하였다. 

그림 4-318  안전경비팀 사전준비1  리허설 투입   

2  리허설 투입 후 게이트 정비

3  최종리허설 수변지역 점검   

4  응급처치교육

5  친절한 관람객 응대를 위한 어깨띠 착용

6  응급처치 핸드북 제작`배포(2,000부)

1 2 3

4 5 6

그림 4-319  경비CP 1  경비CP   2  동문 차량게이트

3  서문 차량게이트 

4  1초소(수목원 나무도감원)

5  5초소(조경산업관 출구)   6  꿈의 다리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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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순찰

박람회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순찰을 시행하였으며, 총 5개 노선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근무로 진행하였다. 주간에는 관람객 서비스 제공과 사건·사고 예방 

및 처리 위주로 근무하고, 야간순찰 시에는 월담자나 잔류자에 대해 안내와 경고

를 통해 박람회장 밖으로 신속히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도난 및 

시설방호 위주로 근무하였다. 특히 야간순찰 시 순찰점검 일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

한 관리를 통해 야간에도 큰 사고 없이 박람회를 마칠 수 있었다.

⑥ 연장개장에 따른 통제선 설치

201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박람회장의 하절기 연장운영에 따라 야간경관 

조명 미설치 지역 및 위험지역은 통제선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당초 계획은 1·2

차에 거쳐 순차적으로 통제할 계획이었으나, 관람객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비오톱

습지와 한국정원 지역만 통제하였다.  

3) 소방·방재

박람회장 내 화재, 테러 등 우발상황 발생시 일사불란한 소방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고, 박람회장 및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박람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28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방·방재관리를 위한 운영매뉴얼을 제작하

내부 상황발생시 지휘·통제업무 수행 및 종합상황실과 통신망을 유지하고, 경찰지

구대는 행사장 내`외 치안 및 방범활동과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투입되어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박람회장 인근 지구대로는 남도지구대, 역전지구대, 연향지구대 등이 

약 6~8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각 출입구, 광장, 주요 동선 및 행사장 주변 질서유

지, 범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 경비업무

① 행사장 내·외 질서유지

관람객 주요 동선인 동문과 서문에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주말 특별행사 등 다수 

관람객 입장에 의한 혼잡상황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박람회장에 식재된 화훼의 훼

손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경비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람

객에 대한 편안한 서비스’를 목표로 사전교육부터 실행까지 만전을 기하였다. 폭

력사고, 응급환자 등 행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근절행위 등에 신속히 대처

하였으며, 빈번하게 발생했던 미아 찾기나 길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

였다. 

그 외에도 행사장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암표상 적발에도 경비요원을 투입하여 

단속하였다. 박람회 초기에는 암표인이 출연하여 경비요원이 현장에 출동해 박람

회 파출소에 현장을 인계·처리하였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박람회 후

반에는 암표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② 회장 내부 차량출입 통제

회장 내부 차량출입에 대해서는 허가된 차량에 한해 개장 30분 전까지, 폐장 30분 

후부터 입장을 허용하였다. 또한, 회장 내 비허가 차량의 차단 및 검색을 위해 2013

년 4월 17일 동·서문 차량게이트에 차단기를 각 1대씩 설치하였으나, 관람객 차량

의 운전미숙으로 동문 차량차단기가 파손된 것을 계기로 차단기가 위험하다고 판

단해 모두 철수하였다. 

③ 수변지역 안전관리

수변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보트를 운영하여 수상안전뿐만 아니라 수

변지역 환경정화활동을 병행하였으며,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무사고 박람회 실

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수변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순천호수정원, 순천만

WWT습지, 비오톱습지, 동천 벚꽃길 등에는 25개의 구명환을 설치·운영하였다. 

④ VIP 안전성 유지

대통령, 기업체 인사, 연예인 등의 방문 시 안전성 유지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 주체

별로 초청된 VIP는 자체 경호하되, 경호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 2 3

1  구조보트

2  구조보트를 활용한 수상정화

3  구명환

그림 4-320  구조보트 운영 및 구명환 설치

그림 4-321  연장개장에 따른 통제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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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전 안전관리

①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박람회 기간 회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긴급대응체

계를 확립함으로써 박람회장 내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란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고전화 접수에서

부터 출동지령, 상황관제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소방 정보화시스템이다. 2012여

수세계박람회의 경우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함

으로써 무사고 안전박람회를 달성한 바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긴급구

조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남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회장배치 소방력에 대한 

직접 출동지령으로 신속한 출동 및 효과적인 초동대응, 현장 대응시간 단축 등 관

람객에게 수준 높은 긴급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3년 1월 28일 전남소방본부(순천소방서) 및 조직위원회 IT

사업팀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설치 위치, 통신망 구성방법 등을 협의하였

다. 장소는 남문게이트 내 소방센터 및 습지센터 내 소방CP에 구축하였으며, 2013

년 4월 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다.

였다. 

운영방침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구성원으로 조직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시설별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화재나 긴급구조, 구급활동 대응 조직을 운영하였다. 또한, 방

재시설 및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직원, 시설운영자, 용역안전요원 등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유

사 시 대응능력을 배양시켰다. 아울러, 소방기관과의 협의하에 박람회장에 소방력 

배치 및 소방현장지휘소(소방CP) 운영 등 안전활동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유관

기관과의 소방·방재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안전은 행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행사 전 시설별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보완, 

종합상황실 및 전시·편의시설 등에 소화기 비치, 시설별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등을 진행하여 준비태세를 갖추었으며, 행사 중에는 응급환자 이송 등 구조

구급,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종합상황실 내 CCTV를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업무를 실시하였다. 

표 4-29  소방`방재관리를 위한 조직별 임무

구            분 역                           할

조직위원회 종합상황실
•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대행사(안전관리팀)

• 소방안전분야 기획 및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

• 박람회장 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여부 확인

• 박람회장 내 화재, 구조, 구급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재난 유형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소방현장지휘소(소방CP)
• 화재발생시 화재진압 총괄지휘

• 박람회장 내 화재 초동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업무 대응

•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연락을 통한 단계별 대응 요청

그림 4-323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이용체계

운영대행사

종합상황실
관련 유관기관

(순천시, 순천소방서)
관련 유관기관

(순천시, 순천소방서)
관련 유관기관

(순천시, 순천소방서)

운영대행사

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소방현장지휘소
(소방CP)

소방현장지휘소
(소방CP)

소방현장지휘소

조직위원회 자위소방대
119소방센터

그림 4-322  소방 대응 조직도

박람회장 소방119안전센터
• 박람회 내`외의 화재발생시 진압활동 전담

• 박람회장 내`외의 생활민원 및 구급활동 전담

자위소방대 • 화재발생시 임무별 초동조치 및 긴급 대응·수습

회장운영 대행사

• 소방방재과와 안전경비팀의 협업을 통한 박람회장 소방`방재계획 수립 운영

• 인적, 자연재난 발생 대비한 대응계획 수립

• 박람회장 내 소방방재 물자조사 및 배치·관리

• 경비요원에 대한 자위소방대 업무 부여

• 유관기관의 소방`방재교육 운영 시 지원업무 등

경비요원
•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및 소방장비 분실, 파손 유무 확인 및 보고

• 창고, 시설물 주변 등 화재발생 취약지역 순찰 및 점검

순천소방서 상황실 및
소속 119안전센터

현장대응 및
상황보고

전남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상황
발생

박람회장 
소방안전센터

119신고
출동지령 현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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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에어컨 과열 화재 시 실내정원 소화기 및 운영대행사의 조경산업관 출구 초소의 

소화기 2대도 사용되었다. 초기에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조기 진화함으로써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였다. 아울러, 예비

소화기 12대를 경비CP에 보관하여 불량소화기는 대체하여 사용하였으며, 120개

의 휴대용 소화기를 구매하여 운영대행사 감독단 25개, 경비요원 55개를 1인당 1

대씩 지급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문게이트 광장 및 순

천만국제습지센터 등 11개 지역에는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였다.

표 4-30  소화기 및 옥외 소화전 설치내역

구  분 시   설 수량 시    설 수량 시   설 수량

소화기

습지센터공연장 2 각 초소 8 대행사 운영사무국 2

잔디마당 2 에코지오탑 주변 1 갯지렁이 다니는 길 주변 3

동천갯벌공연장 2 한국정원 주변 3 순천호수정원 주변 2

남도식당 A/B 2 수목원 주변 2 순천호수정원 봉화언덕 주변 2

실내정원 1 순천만WWT습지 주변 2 프랑스`중국정원 2

조경산업관 1 꿈의 다리 1 독일`네덜란드`미국정원 3

식물공장 1 한방체험관 2 바위`태국`어린이놀이정원 3

일본`영국`참여정원 3 생태체험교육장/ 비오톱습지 2 해룡천주차장 컨테이너 2

오천택지주차장 컨테이너 8 저류지주차장 컨테이너 2 - -

계 64

옥외 소화전

서문게이트 광장 2 한국정원 1 프랑스정원 옆 1

순천만국제습지센터 4 동문주차장 1 잔디마당 옆 1

어린이놀이정원 옆 1 - -

계 11

④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안전교육 

화재 및 재난은 그 성격상 급속히 확대되고, 대규모 관람객이 운집하는 박람회 특

성상 큰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담당자와 자위소방대, 경비요

원, 운영요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론교육은 조직위원회 및 관련 부서 대행사, 영업자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위소방대 구성 및 업무내용, 응급처치 소방안전교육, 화재 시 조

② 안전점검

박람회 개최 전 조직위원회와 순천소방서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다

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

써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였다. 2012년 12월 1일~2013년 2월 28일 1차 

소방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국제습지센터 및 야외공연장 등 행사시설 3개소, 박람회

장 인근의 숙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0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

였으며,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서 발부 및 보완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3월 한 달간 2차 소방안전점검을 실시, 정원박람회장 내 건물을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소방출동을 위한 소방통로 장애 여부를 확

인하였으며, 중대한 시정사항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

다. 또한, 박람회 개최 직전 4월 11~12일 최종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③ 소화설비 설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박람회장 전체에 걸쳐 중요도에 따라 3.3㎏ 일반소화기 총 

64개를 배치하였다. 박람회 초기 해룡천변 주차장 내에 위치했던 카라반 리조트 화

재 시 5대가 사용되어 실제 박람회장에는 59대가 배치되었다. 실내정원에서 발생했

그림 4-32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체계 

그림 4-325  소화기 설치 및 휴대용 소화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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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습지센터에 소방력을 투입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조자 현장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구급활동, WWT습지 수난사고 익수자 구조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2) 행사 중 안전관리

① 자위소방대

■ 조직위원회 자위소방대

박람회 기간 조직위원회 및 회장운영 대행사 등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를 운영하

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 및 각종 재난대책을 마련하였

다. 조직위원회는 구성원으로 조직된 자위대를 편성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신속

하게 응하도록 하고, 안전경비요원을 포함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및 훈

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소방·방재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에 신속

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자위소방대는 평상시 고유업무를 진행하다 화재 발생시에만 조직을 가동하여 지

휘부, 진압부, 구조구급부, 대피유도부, 통보연락부 등 5개 반별 임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움직이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박람회장 내 조직위원회 사무

실 및 종합상황실 등에 근무하면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이 접수되면 비상근무

로 돌입하되,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화재발생을 알리는 박람회장 내 

안내방송과 함께 자동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비상연락이나 

화재 안내방송 청취와 동시에 모든 자위소방대 대원은 화재발생 현장으로 집결하

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화재진압 및 박람회장 복구 후 상황해제 시 

비상근무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치 및 대피안내,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관람객 안전대피 유도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또

한, 4월 13일에는 조직위원회, 박람회 종사자, 운영요원 등 전체 운영인력을 대상으

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지적응훈련

2013년 3월 20일과 25일 2차에 걸쳐 박람회장 일원에서 소방력 현지적응훈련을 진

행하였다. 이를 통해 박람회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위치 

및 구조 등을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유사 시 완벽히 대응하고자 하였다. 1차 훈련에

는 인원 19명과 지휘차, 펌프차, 구급차 등 차량 7대를 투입하였으며, 2차 훈련에는 

인원 17명과 차량 6대를 투입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을 통해 국제습지센터 

등 건축물의 구조 및 소방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소방차 진입동선 확인 및 통행훈

련을 실시하고, 각 소방서로부터 박람회장과의 거리 및 출동 소요시간을 측정할 수 

하여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소방훈련

자위소방대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응태세를 점검

하고, 운영대행사 등 종사자에 대한 유사 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2013년 4월 5

일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긴급구조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소방훈련은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순천소방서 합동으로 실

시하였으며, 자위소방대, 운영대행사, 순천소방서 인원 100명, 소방차 등 장비 3종 

22대를 투입하여 국제습지센터 화재 및 WWT습지 수난사고 발생 가상메시지를 

부여하여 진행하였다. 자위소방대는 신고 및 관람객 대피유도, 중요물품 반출, 소

화기 및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을 훈련하였으며, 순천소방서에서는 

그림 4-326  현지적응훈련

1 2 3

그림 4-327  합동 소방훈련 1  관람객 대피유도

2  자위소방대 초기 화재진압

3  구조자 구급활동

4  화재진압 방수

5  수난구조활동

6  수난구조자 응급처치활동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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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을 총괄 조정하는 소방안전지휘본부(CP)는 종합상황실 옆에 설치하여 현장

책임관과 대응요원 각 1명씩으로 운영하였으며, 소방119안전센터는 진압·구급·순

찰 등 근무지원 인력 10명으로 운영하였다. 소방CP에서는 재난상황 접수·처리·상

황전파를 비롯하여 현장배치 소방력 지휘를 통한 신속한 초동조치 및 지원요청, 유

관기관 상호 연락체계 유지 및 지원태세 확립,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상호 정보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방119안전센터에서는 인명구조·대피 및 화재진화 

등 각종 소방활동과 관람객 현장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구급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소방CP의 경우 신속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과 소방서 간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소방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행정(순찰)차 2대를 지원받아 운영하였다. 소방

펌프차는 저전·연향119안전센터에서 각 1대씩 지원받아 고정으로 순환 배치하였

으며, 구급차는 해룡119안전센터에서 지원받아 운영하였다. 소방차 및 구급차의 

출입동선은 화재 및 응급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동·서문 차량게이

트, 남문 비상차량게이트 등 3개 게이트를 활용하였으며, 남문 출입동선에는 주 박

람회장으로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차량 출입통제 펜스 및 응급차량 출입구를 설치

하고, 차량게이트의 시건장치는 소방119안전센터 및 게이트 근무인원이 열쇠를 보

관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각종 특별행사 및 대형 공연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지원을 통해 안전한 박람회 실현에 기여하였다.

4) 보건·위생

(1) 의료

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들과 종사자의 질병 및 부상 발생시 신속한 진료 및 응급

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관람객, 참가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박람

■ 종사자 자위소방대

조직위원회 자위소방대와 함께 전시관 종사자 및 영업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

를 구성하여 비상상황시 종항상황실의 지시를 받아 대응하도록 하였다. 종사자 자

위소방대는 지휘·진압반과 대피유도반(긴급구조)의 2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지

휘·진압반에서는 영업장 소방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소방대장의 지휘를 받아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대응을 담당하고, 대피유도반은 119신고 및 비상상황 전

파, 근무자 등 대피유도, 부상자 등의 초동대응 및 출동한 구급대에 인계하는 역할

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화재발생을 확인하면 즉시 주변 소화시

설을 이용해 1차 대처한 후 종합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여 조직위원회 자위소방

대, 소방현장지휘소, 순천소방서와 함께 2차 대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② 소방력 지원

박람회 기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화재 발생시 초동대응 및 박람회장 전

반의 소방·방재 관리인력, 화재예방 관리감독을 위한 경비요원 등 유관기관의 소

방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였다. 소방력은 습지센터 1층에 위치한 소방CP 및 남문

게이트에 위치한 소방119안전센터에 대기하였으며, 소방CP 현장책임관을 비롯한 

진압·대응·구급·순찰요원 등 고정근무자 7명, 순찰근무자 5명, 총 12명의 소방서 

파견인력이 박람회 기간 소방·방재관리를 지원하였다. 

그림 4-328  조직위원회 자위소방대 구성

참가자 소방대장

종사자 및 영업자 대표

참가자 소방부대장

조직위원회 협력본부장

대피유도반(긴급구조)지휘ㆍ진압반

그림 4-329  종사자 자위소방대 조직도

소방대장(사무총장) 운영대행사 총감독

부대장(협력본부장)

환경안전부(안전경비팀) 진압부(정원조성본부) 구조구급부(환경위생팀) 대피유도부(기획운영본부) 통보연락부

그림 4-330  구조ㆍ구급을 위한 시설물 및 장비 배치도

오산마을 차량 출입구

서문 차량 출입구

소방CP

구급차1
소방119안전센터

구급차1
동문 차량 출입구

남문 비상차량 출입구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595594

박람회장 운영시간에 맞춰 4~5월, 9~10월은 09:00~19:00, 6~8월은 09:00~21:00

까지 운영하였다. 의사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중보건의 4명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였으며, 간호사는 순천시와 조직위원회에서 채용공고를 통해 

모집하여 근무하였다.

①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태풍, 호우,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공연장사고, 압

사사고 등의 인적 재난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

였다. 사고발생 긴급통보 시 의료센터 의사는 모든 의료요원에게 긴급사태를 무전

으로 통보하여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발생장소를 확인한 후 의료장비 및 물자

를 확보하여 신속히 사고장소로 이동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부상의 

경중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 응급구호 또는 이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구급

차 외 가능차량을 확보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하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매일 아침 기상상황을 확인한 후 폭염이 예상되면 

회장 내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119구급대, 보건소, 병원 등과 연계하여 체계

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는 의사 및 간호사, 운영요원 등을 배치하여 

참가자 및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및 이송 여부를 

결정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였다.

의료시설은 남문게이트 내 남문 의료센터, 한방체험관 의료센터, 동문 간이진료소

를 운영하였다. 당초에는 박람회장 동·서측을 구분하여 동측은 한방체험관 의료

센터, 서측은 남문 의료센터에서 담당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개장 초 관람객 증가

로 의료시설 및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조직위원회 및 순천시보건소

의 협조하에 간호사 및 구급차 2대를 지원하여 동문게이트에 구급차 1대, 태국정

원 앞에 구급차 1대와 간호사 1명씩을 배치하여 증가하는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동문게이트 인근의 간이진료소는 5월 21일부터 추가로 설치하여 간호사 1명, 자원

봉사자 1명으로 운영하였으며, 남문 의료센터와 한방체험관 의료센터는 운영요원 

각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박람회장 연장운영에 따라 6월 1일부터 운영요원

의 수를 각 2명씩 증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잔디마당 공연

장에서 행사 및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잔디마당 

앞 동문 간이진료소를 연장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의료시설에는 구급차 2대 및 환자이송에 필요한 의료용 카트 2대를 배치하였으며, 

표 4-31  박람회장 내 의료시설 현황

구   분 면적(㎡) 근무인원(명) 장     비

남문의료센터 30 9(의사2, 간호사2, 운영5) 침상 3배드, 119구급차 1대, 전기카트 1대

한방체험관 의료센터 20 9(의사2, 간호사2, 운영5) 침상 2배드, 민간구급차 1대, 전기카트 1대

동문 간이진료소 10 3(간호사1, 운영2) 침상 1배드

환자이송

차량출동(구급차, 의료카트)

환자분류/응급처치

종합상황실/의료센터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귀가

귀가

유관기관 협조(보건소, 소방서, 경찰 등)

응급의료기관

사고발생

• 최초 발견자 신고

• 구급차 이외의 이송가능차량 확보 및 유관기관 협조
• 비상시 의료진 현장이동 진료
• 발생사고 기록

• 사고장소 확인
• 의료장비, 물자, 차량 확보

• 환자발생지점 이동

그림 4-333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체계

그림 4-331  의료시설 및 이송차량1  남문 의료센터   2  한방체험관 의료센터

3  동문 간이진료소   4  119구급차

5  민간구급차    6  의료용 전기카트

1 2 3

4 5 6

회장운영 대행사

조직위원회(환경안전부)

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이송지정병원이송지정병원이송지정병원

한방체험관 의료센터
(한방체험관 내)

이송팀
(119구급차/민간구급차/의료카트)

남문 의료센터
(남문게이트 내)

그림 4-332  의료지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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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결과

박람회 기간 동안 의료센터에는 일일 평균 남문 의료센터 27명, 한방체험관 의료센

터 32명, 동문 간이진료소 30명의 환자가 이용하였다.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운영

기간 동안 제한된 의료시설과 인력으로 의료센터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원박람회라는 특성상 넓은 야외공간이 많아 관람객 중 노약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의료센터 수용상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 야외공간이 넓은 정원박람회장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열사병 

및 일사병 등을 예방하고자 한방체험관 내 세미나실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환자의 진료 및 응급처치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담당 의료진 및 운영요원들에 대한 친절도 및 신속성,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호의적이었다. 또한, 인근 지정병원 및 119소방센터와 유기적 관

계를 형성함으로써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통해 사고발생 빈도를 최소화하였다. 

표 4-33  의료센터 및 병원후송 현황

구분 계 남문 의료센터 한방체험관 의료센터 동문 간이진료소

이용자(명) 15,993 4,915 5,802 5,276

병원후송(건) 202 78 115 9

관람객, 종사자, 참가자 모두 건강주의 멘트를 수시로 방송하였으며, 폭염환자 발

생시를 대비하여 비상침상 확보 및 탈수방지를 위한 수액을 준비하고 응급환자 발

생시 즉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② 응급환자 이송방안

1차 진료 및 응급처치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송지정

병원 및 관내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이송차량은 남문 의료센터 및 한방체험관 의료센터에 구급차량 2대를 배치하고 

운전 및 이송요원이 지정 대기장소에서 상시 대기하였으며, 이송환자 발생시 진료 

담당의사가 이송병원을 지정하여 119구급차 및 민간구급차량으로 이송하였다. 구

급차 외에도 2대의 의료카트(전기차량)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남문 의료센터와 

한방체험관 의료센터로 이동하여 응급환자 운송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운영시

간 이후에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기하였다. 

표 4-32  후송병원 지정현황

병 원 명 병상수(배드) 병   원   명 병상수(배드)

순천성가롤로병원 589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82

순천한국병원 236 오병원 89

순천산재병원 290 하나병원 170

순천중앙병원 200 목포한국병원(목포) 499

순천제일병원 200 전남대학교병원(광주) 953

- - 조선대학교병원(광주) 707

③ 의료물품 수급 및 관리

정원박람회의 목표관람객은 400만 명으로, 환자발생 예상비율에 따라 의료물품 

및 의약품을 사전에 수급·관리하였다. 대전세계박람회, 아이치세계박람회, 인천세

계도시축전, 여수세계박람회 진료실 이용률을 적용하여 환자발생 예상비율 0.25%

를 적용한 결과, 박람회 기간 환자발생 인원은 약 10,000명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정원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거나 일사병 

발생 등 증상별로 필요한 의약품(비상약)과 의료물품, 기타 의료물자를 사전에 수

급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사전에 국제습지센터, 동문 간이진료소, 남문 의료센터, 한방체험관 의료센

터에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대를 설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직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적용하

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주 박람회장을 비롯하여 수목원 및 습지센터, 주차장, 문화

예술 행사장 등 관람객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27개의 구급상자를 배치하여 신

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4-334  진료현장 1  남문 의료센터

2  한방체험관 내 의료센터

3  동문 간이진료소

4, 5, 6, 7  의료시설 운영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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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

조직위원회와 광주식약청, 전라남도, 22개 시군 등 지원협력기관과의 협력하에 식

품위생 감시인력 및 검사장비를 확보하여 식음료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관람객 및 종사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음료를 공급하였다. 식

음료 안전관리 대상은 36개소로 식당 17개소, 패스트푸드 5개소, 카페 4개소, 매점 

10개소이며, 자동판매기는 완제품을 판매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① 식음료안전관리센터 운영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습지센터 1층에 식음료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식품당국

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반입 식재료 검사 및 영업시설 위생점검, 

수거한 시료분석 및 식중독균 간이검사, 식음시설 점검사항 정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대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식음료안전관리센터는 광주식약청, 전

라남도, 순천시보건소의 지원하에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명

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은 광주식약청에서 협조하였다.

② 식음료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

박람회 개최 전 박람회장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위원회, 순천시, 전라남도, 

광주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15회의 사전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2개 시`군 위생

지도 담당 및 위생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식음료안전관리협의회 운영

관람객 및 운영요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음료안전관리협

의회를 구성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식음료 안전관리 규칙」을 제정하였

다. 협의회에서는 박람회 개최 전 2월 15일과 27일 2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개

막 후에도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총 4회의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식음

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④ 식음시설 위생지도·점검

식음시설 위생점검은 2개조 6명이 동측(도1, 시군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 서측

(조직위원회1, 시군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으로 구성해 구역별로 관리하였다. 

박람회 초기에는 식당의 경우 1일 2회, 카페 및 패스트푸드·매점은 1회 관리하였으

며, 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위생관리가 정착된 후부터는 식당의 경우 1일 1회 이상, 

카페·패스트푸드·매점 등은 주1회 이상 관리하였다. 단, 위험노출업소는 집중적으

로 관리하였다. 식음시설 지도점검은 위생청결과 식중독균 간이검사 및 조리환경 

표면오염도 측정(ATP)을 병행하여 검사결과를 직접 확인 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

였으며, 미생물배양기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4-335  업무추진 체계도

표 4-34  식음료안전관리센터 인력구성

업    무 관할조직 인력구성 인원(명) 운영방법 비     고

총 인원 6

식음료 위생대책 수립 및 총괄
조직위원회

(환경안전부)
식품위생감시원 1 조직위원회

식음료시설 지도점검

전라남도
식품위생감시원

1
8일/1회 기준 투입

식품안전과 인력 출장지원

시`군 2 식품위생공무원 출장지원

순천시보건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2 5일/1회 기준 투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건소 지원

그림 4-337  1~3차 식음료안전관리협의회

그림 4-336  식음료안전관리센터 관계 기관 및 공무원 교육 1  보건소와 조직위원회 간 업무협의 

2  22개 시·군 위생담당 회의

3  식음료안전관리센터 지원 시·군 공무원 

    회의

1 2 3

(주 관) (협 조)

서측반 동측반

식음료안전센터
(조직위원회)

식음료안전대책본부
(전라남도)

광주식약청

전라남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교육청

한국외식업지부

한국도로공사

순천시

시군

• 3명

 -조직위원회1, 시군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

• 총괄 운영 관리

• 14개소 관리

 -식당4, 패스트푸드2,

  매점5, 카페3

• 3명

 -전라남도1, 시군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

• 위생교육 및 점검

• 22개소 관리

 -식당13, 패스트푸드3,

   매점5, 카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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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음료 안전성 검사

전라남도, 순천시보건소 지원으로 식음검사장비 및 시약을 구비, 식음시설에 대한 

조리환경 표면오염도 측정을 비롯하여 미생물배양검사, 산가측정 등 과학적인 방

식으로 관리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적합판

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식음료 사고를 예방하였다. 조리환경 표면오염도 측

정은 냉장고 손잡이, 작업대, 행주, 종사자손, 도마, 칼 등을 대상으로 3,000건을 실

시하였으며, 현장에서 검사 후 결과를 직접 보여주고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는 즉시 

세척소독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지시하여 안전한 조리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대

장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등 미생물간이검사는 5,500건의 검사를 실시, 양

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생교육 및 검사를 강화하여 조리장 내부 및 종사자의 오

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⑥ 식음시설 영업주·종사자 위생관리

철저한 자율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식음시설 영업주 및 종사자 위

생관리교육을 실시하여 4월 12일에는 식음시설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5월 

22일에는 식당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

소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개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식당 영업주에게는 매일 아

침 식중독 지수 및 식중독 안전수칙 등을 SNS로 그룹전송하여 식중독 예방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높이고, 식음시설에 대해 자율위생관리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였다.

⑦ 식중독 위해 우려식품 수거 검사

식중독 위해 우려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 신속검사를 실시하고자 식품의약품안

전처 및 광주식약청 주관하에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하여 냉면육수, 샐러드 

등 62개 품목에 대한 식중독 신속검사를 실시하였다. 식중독이 검출된 품목은 즉

시 회수 폐기하고, 당해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팥빙수 등 6

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여름철 빙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당 내 음·용수(정수기)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일반세균이 검출된 

정수기는 지속적으로 필터교환 및 세척 등을 통해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였다.

그림 4-338  식음시설 지도점검1  표시기준 확인

2  음식물 보관방법 확인

3  유통기한 확인

1 2 3

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

점검표에 의한 점검

위생점검반 편성

조직위원회 수익사업부

내부규정 위반 규정 위반사항 없음경미한 사항(현장지도)

그림 4-339  식음시설 위생점검 체계도

그림 4-340  식음료 안전성 검사1  ATP 간이검사(냉장고 손잡이)

2  검사결과 판독(적합)   

3  부적합 시 세척 및 소독

4  미생물간이검사   5  미생물배양검사 

6  배양결과 양성 시 자비소독

4 5 6

1 2 3

그림 4-341  식음시설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관리 1  식음시설 종사자 위생교육

2  식당 종사자 위생교육

3  식당 영업주 카카오톡 그룹전송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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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역

박람회장 내 쥐, 해충구제 및 살균소독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해충과 세균에

서 비롯되는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자 하였다. 

현장답사 결과, 박람회장의 환경은 정원 및 습지 주변으로 조성되는 특성상 모기나 

노린재 등의 해충서식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회장 내 식음시설 주변 및 쓰

레기집하장 등에 시궁쥐나 바퀴벌레 등의 서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친

환경차단방역을 실시하여 박람회장 생물체의 질병유입과 확산을 방지하였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5~8월은 하절기에 해당하므로 여름철 감염병인 비브리오 등 수인

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하였으며,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상 국가 비상 감염

병인 신종플루엔자, 사스 등 호흡기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처리체

계를 구축하였다. 단, 차단방역계획은 생태보전구역인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고

려해 수립하였다. 

방역을 위해 박람회 개최 전 4월 11~19일 박람회장 전역에 주1회 살균ㆍ살충작업 

및 월2회 이상 구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박람회 기간에는 보다 철저한 정기 및 수

시방역을 실시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역을 진행하면서 보행해충의 피

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 호남지방의 장마기간에 강수량이 적어 물웅

덩이 등이 형성되지 않아 모기의 번식이 적었고, 연이은 무더위로 인해 비래해충

이 발생할 여건이 축소되어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비래해충 발

생이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주변 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곤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모될 것임을 고려할 때 지속

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약제에 의존하기보다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표 4-35  박람회 기간 방역 운영내역

구             분 작 업 범 위  작 업 횟 수 작 업 시 기

박람회 전

(4.11. ~ 19.)

살균ㆍ살충작업
박람회장 전역

주1회 이상 분무 06:00~07:00

구서작업 월2회 이상 수시

박람회 중

(4. 20. ~ 10. 20.)

살균ㆍ살충작업 박람회장 전역 주3회 이상 분무 06:00~07:00

구서작업 취약지역 월2회 이상 수시

차단방역작업 박람회장 전역 상시 수시(포충 설치 등)

① 방역소독

박람회장 방역관리는 조직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되, 회장운영 대행사에서 하도

급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전문업체｛(주)프리엠환경｝를 선정해 관리하였다. 회

장 내 위생 취약지역인 쓰레기집하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대해 수시 순

회 및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회장 내 보건·위생관리와 감염병을 예방하였으며, 건물 

내 분무소독은 전문방역업체, 건물 외부방역은 보건소에서 담당하였다. 

표 4-36  방역관리 업무분담체계

업      무 관할조직 인력구성 인원(명) 인 력 수 급

계 10

방역업무 총괄 조직위원회 환경위생팀 1 -

실외방역 보건소 소독인력 6
순천시(담당2, 소독요원4)

※3명씩 2교대 근무

실내방역 전문업체 소독인력 3 (주)프리엠환경(팀장1, 소독요원2)

■ 전문방역업체

전문방역업체는 습지센터 내·외부 방역 및 방제를 담당하여 05:30~08:30까지 월 

2회 작업원칙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 16회 방역을 실시하였다. 방역소독은 서식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해충들을 예견하여 장비와 구제약품을 준비하고, 진단결과

에 따라 각 현장에 장비 설치 및 약제를 사용하였다. 이후 2인 1조 응급조치반을 대

그림 4-342  식중독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1  음·용수 채취(수질검사 의뢰)

2  조리음식 수거 검사물 채취

3  조리음식 수거품목

4, 5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내`외부

6  식중독균 검사

4 5 6

1 2 3

그림 4-343  방역실무회의(2013.04.01)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 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회장운영 대행사

전문방역업체전문방역업체전문방역업체보건소보건소

그림 4-344  방역 조직도 및 방역 대응 체계도

박람회 방역 대응 체계도박람회 방역 대응 체계도박람회 방역 대응 체계도

인근 시·군 보건소
•관할지역 신고체계 강화
•기동방역반 정비
•모니터요원 점검
•비상 연락체계 유지

전라남도
•상황실 운영
•방역체계 강화

•도 역학조사반 운영
•중앙 역학조사반 지원

•환자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방역 대응 인프라 협조 및 지원

순천시보건소
•기동방역반 현장출동
•초동 방역조치
•역학조사 실시

•병ㆍ의원 모니터링 강화
•보고 및 상황전파

조직위원회
•도, 순천시보건소 보고
•추가발생 동향파악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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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과 더불어 박람회 기간 중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신고센터 및 감염병

대책반을 운영하였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1차 예방활동으로서 종합안내센터, 의료센터 등 관람객 서비

스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홍보 및 위생 관련 리플릿 배포,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감염병 취약지역인 화장실, 하수구, 쓰레기처리장 등에 철저

한 소독을 실시하고, 음수대의 식수관리 강화, 식음시설 식도구의 소독유도 등 위생

개선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각 게이트, 전시관 입구, 

화장실 및 관람객 집중동선, 애완동물보호소 등 특수공간에 손 소독기 10대를 설

치하고, 발열로 인해 감염병이 의심되는 관람객을 체크하기 위해 주 박람회장 입구

에는 순천시보건소에서 발열감지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박람회 기간 중 남문 의료센터와 한방체험관 의료센터 

2개소에 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감염병 초기 징후 판명 및 모니터링, 환자발생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에는 남문 의료센터 의사가 

순천시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순천시 보건소 → 전라남도 →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습지센터 지하1층 방역관리실에는 의료팀과 협

조하여 감염병대책반을 운영하였다. 대책반은 의료팀 및 방역팀의 2개반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방역팀에서는 박람회장 방역소독반 및 감염병신고센터 운영, 감염병 

및 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시에는 의료팀

에 의해 진료 및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청소

청소업무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여 생태정원박람회 및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

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쓰

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

가 직접 관장하여 청소인력 수급 및 운영을 담당하였다. 청소요원은 순천시에서 채

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사전교육 후 총 82명을 투입하였으며, 박람회 종료 

시에는 77명이 근무하였다. 

기시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해충 발생시 즉각 출동하여 응급구제를 실시하였으

며, 사후관리까지 마친 후 매일 종합적인 현황 및 결과를 보고하였다.

■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박람회장 내 실외방역을 담당하여 관람객 동선에 방역을 시행하였

다. 2개조 3명이 교대로 실시하였으며, 방역효과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해 주2회 개장 

전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06:00~07:00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분무소독을 진행

하였다. 박람회장 내 화훼류에는 벌과 나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소독을 금지

하고, 습지 및 동천에 약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특히 쓰레기집하장 등 

취약지에 집중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동천갯벌공연장과 습지센터공연장에는 살균

소독을 실시하였다. 단, 하절기에는 매일 1회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방역기동반

을 운영하면서 민원 발생시 수시방역을 시행하였다. 또한, 6월에는 순천호수정원

과 WWT습지에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를 시행하였다. 모기유

충 밀도 조사결과, 미꾸라지 1마리가 모기유충 1,100마리 이상을 포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절감 및 친환경 박람회로서의 이미지를 한결 높일 수 있었다.

② 방역관리구역 및 위생장비 설치구역 관리

방역소독과 함께 방역관리구역 및 위생장비 설치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위

생장비는 임대사업장을 제외한 국제습지센터에 실내용 포충기 26개, 이동식 포충

기 2개, 실외 쥐트랩 14개를 회장운영 대행사에서 설치하고, 월2회 포충기 카트리지 

교체 및 청결유지, 소모품 교체, 월2회 이상 제품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

하였다.

또한, 박람회장 전 구역에는 보건소에서 현장진단 후 실외용 포충기를 설치하였다. 

특히 야간의 비래해충은 연막소독으로는 극히 일시적인 효과가 있고 계속적으로 

날아오는 해충을 방제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포충기를 설치해 해

충을 유인 후 살충하였다. 보건소에서는 2013년 4월 2~10일 가로등 주변 및 정원지

역을 중심으로 주 박람회장 20개, 습지센터 17개, 주차장 3개 등 총 40개의 위생해

충 포충기를 설치하였다.

그림 4-346  실내·외 포충기를 이용한 방역관리

1 2 3

1, 2  구서작업

3  분무소독

1 2 3

그림 4-345  방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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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는 박람회장을 동·서측 2개 권역으로 구역화하여 실시하였으며, 08:00~ 

19:00 청소요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전·후반조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면적이 넓

은 동측에는 전기카트 4대와 전기청소차 1대, 서측에는 전기카트 3대를 투입하여 

박람회장 내 쓰레기를 상차하여 쓰레기집하장으로 이송하였다. 청소관리의 경우 1

일 1회 이상 수거 및 확실한 밀봉처리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되, 쓰레기 발생

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식음시설 입주 업체에게 쓰레기 발생이 가능

한 용기사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시설로 

보내 퇴비로 재활용하였다. 

표 4-37  구역별 청소대상 및 인원

구역 관   리   대   상 인원(명)

계 77

동측 세계정원, 잔디마당, 동천갯벌공연장, 순천호수정원, 참여정원, 해룡천주차장 42

서측 국제습지센터, 한국정원, 남문광장, 오천택지주자창, 저류지주차장 35

5) 주차 및 교통

(1) 주차 및 교통 운영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일 최대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교통소통, 안정된 교통시설, 편리한 주차시설 등 생태수도 순천의 안정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교통 및 주차시설을 조성하고자 노력

하였다. 조직위원회는 교통과 주차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동문주차장을 제외

한 서문주차장, 오천택지주차장, 저류지주차장, 해룡천변주차장의 관리주체를 순

천시 각 관리부서에 일임하고, 교통과 주차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순천시 종합상

황실의 지휘 아래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부족한 주차인력은 군 인

력을 지원받아 주 교차로에 배치하여 보완하였다.

교통·주차와 관련하여 교통소통 지원, 대중교통 지원, 주차시설 확충, 도심 유입정

책 수립의 4가지 목표를 세우고,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진·출입 경로상 발생되는 교통 지·정체를 방지하고, 대중교통 현황노선의 검

토와 개편, 편의시설 확충 등 대중교통을 지원하였으며, 주차시설 확충 및 도심 유

입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림 4-347  전기청소차

표 4-38  주차 및 교통 운영인력                                                                                                                                      (단위: 명)

구    분 

투   입   인   원

업           무
교통

4. 20. ~ 5. 31. 6. 31. ~ 8. 31. 9. 1. ~ 10. 20.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순천시 44 33 50 33 50 33 50
• 주차장 내부 주차안내

• 예상 혼잡도로 주ㆍ정차 단속

• 관람객 동선안내

대행사

실무총괄

(매니저)
- 1 1 - - - - • 주차업무 총괄 및 인력관리

• 지시사항 전달

• 현장점검, 임시시설물 관리

• 비상상황 발생시 수시보고

• 주차업무 총괄 및 인력관리

• 지시사항 전달

• 현장점검, 임시시설물 관리

• 비상상황 발생시 수시보고

운영요원 - 10 15 1 2 4 5

관리

인력

자원봉사 100 10 20 10 20 10 20
• 주차장 내부 동선안내

• 셔틀버스 승ㆍ하차장 안내

군인 - 26 26 26 26 26 26
• 주차장 진ㆍ출입로 출입 안내

• 비상상황 발생시 수시보고

관리

인력

경찰 18 - - - - - - • 박람회장 유입도로 교통통제

• 주차장 출입관리

• 주차장 운영팀과 협력체계 구축

• 박람회장 유입도로 교통통제

• 주차장 출입관리

• 주차장 운영팀과 협력체계 구축

• 박람회장 유입도로 교통통제

• 주차장 출입관리

• 주차장 운영팀과 협력체계 구축

의경 27 - - - - - -

모범 10 - - - - - -

계 199 75 110 66 67 69 70

• 도심지 권역별 인프라시설 개설
• 주변 관광지와 연계 방안 검토
• 행정ㆍ재정적 지원대책 추진

•
•

친환경 생태도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녹색성장 선도도시

대중교통 
지원

주차시설 
확충

도심유입
정책

교통소통 
지원

• 셔틀버스 도입
• 버스노선 확충 및 신규노선 검토
• 전기버스 및 PRT 운영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 주차시설 확보 및 단계별 운영
• 주차장 관리 및 지원
• 주차안내시스템 운영

• TSM 개선사업 및 안전시설 설치
• 차량 우회동선 및 보행동선 계획
• 지능형 교통체계 활용
•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돌발상황 관리

그림 4-348  주차·교통 목표 및 추진전략

교통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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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개선책 등을 논의하였다. 교통운영팀, 교통시설팀, 교통통

제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였으며, 정원박람회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 

자문 및 종합교통상황실 운영, 교통시설 지원 및 차량통제, 교통통제 인력 충원, 시

민의식 함양 및 차량부제 등 협의, 정원박람회 종합상황실과 연계한 정책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종합교통상황실

종합교통상황실은 실시간 종합교통상황을 관리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박람회 기간 동안 교통과 3층 교통상황실에서 운영되었다. 08:00~21:00까지 실시

간 교통상황 점검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교차로 CCTV를 통한 도심 전체 

교통상황 실시간 관리, 전광판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소통 해소, 

교통신호 원격제어를 통한 박람회장 앞 교차로 소통해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운영자와 버스정보관리 및 첨단교통관리를 담당하는 유지보수 담당자 등 5명으로 

운영하였다.

당초 주차와 교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순천시청 교통과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차와 교통파트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하였다. 대행사의 운

영요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하고 순천시청에서 관리인력을 구성하여 주차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문제로 운영요원의 인력을 줄이고 군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

하였다. 

(2) 종합교통대책반 운영

박람회 기간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 운영 및 상황관리를 담당

하였다. 종합교통대책반은 박람회 기간 교통상황을 통제·관리하는 종합교통상황

실과 교통상황팀으로 구성하였으며, 박람회지원과에서도 교통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였다. 운영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도시건설국장을 대

책반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공무원 외에도 순천경찰서에서 교통통제를 맡

고, 운수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종합교통대책반에서는 교통운영·교통시설·교통통제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현장

실무형 교통상황팀을 운영하여 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순천시 박람회지원과와 유기

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① 교통상황팀 

교통상황팀은 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종합적인 교통상황 관리 및 통제를 위해 

실무자 중심의 상황관리팀으로 구성·운영되었다. 교통과장의 총괄하에 총 8명(공

무원5, 경찰2, 모범운전자회1)으로 구성되었으며, 주1회 정기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

종합교통대책반장종합교통대책반장종합교통대책반장 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정원박람회
종합상황실

박람회 조직위원회
대행사

도시건설국장
공무원, 경찰,

운수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총괄총괄 순천경찰서순천경찰서순천경찰서종합교통상황실

교통상황 관리

교통운영팀
(교통행정 담당)

•종합대책반 운영
•주차장 운영관리
•대중교통 운영관리

교통시설팀
(교통관리 담당)

•교통시설 관리
•교통신호 관리
•교통표지판 관리

교통통제팀
(교통지도 담당)

•차량소등·통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정비 및 견인

교통지원팀
(박람회지원과)

•교통안내 지원
•시민의식 고취
•자가용 이용 억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교통과장 교통통제 지원

그림 4-349  종합교통대책반 조직 구성도

그림 4-350  종합교통상황실 구성도

표 4-39  종합교통대책 실행계획

구    분 주 요   업 무 세 부   내 용 비    고  

종합교통상황실 운영

교통상황 관리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운영

교통행정교통정보 제공
• 도로전광판 16개소

• 인터넷 및 모바일서비스 제공

교통신호 원격관리 • 박람회장 주변 66개소 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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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안내소 운영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이동동선 확보방안으로서, 박람회 기간 

주요 구간에 교통안내소를 운영하였다. 동문삼거리, 서문삼거리, 해룡천변사거리, 

남산사거리, 강변로저류지 입구, 연향사거리, 호현삼거리 등 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경찰, 모범,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2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각 개소별 4명씩 운영

하였다. 교통안내소는 교통상황실, 통제소, 대형 임시주차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한 

후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하여 교통마비 시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고, 인근 주차장 

회전율을 감안하여 차량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관람객의 도심 통행편의를 위해 간선도로 및 상업지역 내 교통안내반을 운

영하여 공무원 100명, 자원봉사자 100명 등 안내요원을 배치하였다. 교통혼잡도에 

따라 단계별 운영하였으며, 도로 구간별 교통안내 및 불법 주·정차 계도 등의 업무

를 담당하였다. 

③ 도로전광판(VMS)을 이용한 교통정보 제공

VMS를 통한 정보제공은 간략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정보를 제공받는 운전자

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교통소통에 관

한 정보,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정보, 주차장 안내에 관한 정보, 셔틀버스 및 시내버

스 이용에 관한 정보 등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교통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하였다. 순천시의 VMS 설치지점은 총 16개소로, VMS에 표출되는 메

시지는 개소당 3~4개 문안을 제공하였으며, 교통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메시지는 

실시간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4) 주차장 운영

관람객들의 유입동선을 고려하여 박람회장 주차장 8,770면, 보조주차장 4,210면

을 확보하였으며, 도매시장 및 주변 학교 6개소에 예비주차장 2,810면을 확보하고, 

박람회장 입구인 남승룡길 정체에 대비하여 안풍교에서 민속마을길 4차선 도로에 

1,00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총 16,790면의 주차시설을 운영하였다. 

박람회 기간 회장 내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개장 중에는 주차장 이동 외 회장 

내 차량이동은 금지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오천택지주차장

에는 현장 1개반, 이동 1개반 등 차량정비 서비스반을 운영하여 박람회 기간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교통혼잡 해소와 차량사고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을 위해 박람회장 현장사무실 주변에 차량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정원박람회장 교통현황

① 순환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 운행노선 변경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69번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여 

박람회장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박람회 기간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을 오

가는 셔틀버스 및 역과 터미널 등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하였다. 셔틀버스는 

주중 8대, 주말 15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여름철 연장운영에 따라 관람객

의 편의제공을 위해 동문 ↔ 서문, 박람회장(남문) ↔ 순천만 구간을 운행하는 셔

틀버스의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관람객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

한, 순환버스(200번)는 순천역~버스터미널~정원박람회장 구간을 10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시민 및 예약된 단체관람객, 코레일 단체방문객 등이 이용하였다. 

교통운영팀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
• 순환버스 운영

• 승강장 시설 개선

교통행정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

• 브랜드택시 활성화

• 운수종사자 교육

주차장 운영관리 지원 • 상설 및 임시주차장 운영지원

특별교통대책 수립
• 돌발상황 대응

• 야간 교통대책

교통시설팀

교통시설 정비
• 교통시설 정비

• 버스터미널 및 순천역 주변 정비

교통관리교통안내시설 정비
• 임시표지판 정비

• 교통안내소 운영

교통신호 개선 및 

캠페인 실시
• 신호원격제어 9그룹

•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교통통제팀

교통통제반 운영
• 현장상황실 운영

• 교통통제요원 운영

교통지도
불법 주·정차 관리

• 집중단속구역 지정·운영

• 단속완화구역 지정·운영

견인 및 정비 서비스 제공 • 견인 및 정비 서비스반 운영

교통지원팀
자가용 이용 안 하기 • 주말 및 휴일 승용차 2부제 실시

박람회지원과
교통 안내인력 지원 •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지원

그림 4-351  박람회장 셔틀버스 및 순환버스 노선도, 동문 ↔ 서문 셔틀버스 승ㆍ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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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람객의 이용수요에 따라 3단계 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운

영하였다. 1단계는 박람회장 진입이 자유로운 단계로 박람회 주차장만을 이용하

였으며, 2단계는 남승룡로상 좌회전을 이용해 박람회 주차장으로의 진입을 통제

하고 우회전 진입을 유도, 3단계는 남승룡로 이용을 통제하고 보조동선을 이용해 

임시주차장으로 유도하였다. 각 주차장 운영요원들에게는 TRS 17대, 무전기 53대

를 지급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상황실에서 총괄하

였다.

표 4-41  상황별 주차 대처방안

상    황 대     처     방     안

박람회 주차장 만차시

1.  해당구역 주차운영요원 확인 후 운영부로 보고 

   → 박람회 주차장 70%(약 6,610대) 만차시 임시주차장으로 우회안내(무선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달)

2. 운영부에서 지정해 주는 주차장으로 진입차량 유도

3. 주차운영요원은 타 구역 요원에게 일괄통보

4. 진입차량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시 진입로 대로변에서 교통통제

교통혼잡시
1. 혼잡구간 발생시 현장 각 담당자 → 1차 매니저 → 2차 종합상황실 보고(조직위원회 주차 담당자)

2. 주요 상황은 보고 후 처리지시에 따라 대책반에서 처리

1  동문주차장   2  서문주차장

3  오천택지주차장   4  저류지주차장

5  해룡천변주차장

그림 4-353  주차장

3 4 5

1 2

표 4-40  박람회장 주차장 현황                                                                                                                                          (단위 : 면)

구     분 계  승 용 차 버  스 비  고

계(10개소) 12,980 12,380 600

주 주차장

소계(6개소) 8,770 8,170 600 -

서문 242 218 24 상설

저류지 2,027 2,027 - 상설/임시

동문 263 211 52 상설

오천택지 4,415 4,050 365 임시

해룡천변 529 404 125 임시

순천만 1,294 1,260 34 상설

보조 주차장

소계(4개소) 4,210 4,210 - -

팔마체육관 1,300 1,300 - 상설

신대배후단지 2,260 2,260 - 임시

맑은물관리센터 450 450 - 임시

청암대 200 200 - 상설

종합상황실

회장운영 대행사
주차관리 매니저

해룡천변
주차장

저류지
주차장

오천택지
주차장

회장 내
(동문, 서문)

외곽지역 임시주차장
(청암대, 팔마체육관, 맑은물관리센터, 신대배후단지 등) 

조직위원회 담당 부서

그림 4-352  주차 운영 조직도 및 주차장 운영절차

대상자
(운영자, 참가자, VP)

출입증 및 주차증 확인

조직위원회
담당부서

일일차량 출입증 신청에
대한 부분 승인 후 발급

주차증 확인

지정된 장소에 주차 유도

차량게이트

주차장 입구

주차장 내

그림 4-354  주차장 위치 및 단계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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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원연출 및 관리

1) 여름정원 연출

(1) 야간 경관조명 설치

하절기 야간개장에 따라 관람객 집결지 및 동선 112개소(게이트 및 광장35, 주 도로

60, 봉화언덕12, 가로등5)에 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야간개장 구역을 확대하면서 

6) 임시 컨테이너시설 설치

개장과 함께 많은 관람객이 유입되면서 박람회장 내·외에 관람객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종사자 휴식 및 대기장소로 이용할 공간이 다수 필요해짐에 따

라 다양한 임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임시 가설물은 장기간 운영, 비용, 미관을 

고려하여 임대 형식의 컨테이너를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박람회장 내, 관람객 주

요 동선에는 컨테이너 회장을 방부목으로 감싸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제작하였

으며, 6개월이라는 장기간 행사의 특성상 방수작업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하루에 

설치 가능한 컨테이너가 4~5개 정도로, 모든 컨테이너가 설치되기까지는 15일 이

상이 소요되었으며,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많

은 94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잔디마당 앞 프레스센터 대형 버스 기사쉼터 동문 대형 주차장 교통현장상황실

순천만FM89.5 조직위원회 현장사무소 생태체험교육장 물품보관소

동문 간이진료소 권역지휘소 동문광장 무인발권기

동문 대형 주차장 자원봉사자 쉼터 종사자 식당 뒤 거리공연팀 대기실 관람차 기사쉼터

수유실 물품대여소 회장안내소

생태체험교육장 유료체험부스 꿈의 다리 옆 부교

그림 4-355  임시컨테이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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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락조, 접목선인장 활용 볼거리 제공

보다 풍부한 볼거리를 위해 7월에는 세계약초원 200㎡에 극락조화 97주와 비모

란 접목선인장 30,000본을 활용하여 사랑愛 정원을 조성하였다. 접목선인장의 생

육특성을 고려해 비가림막과 차광을 설치하였으며, 접목선인장으로 ‘사랑해요’, 

‘ECOGEO’ 문구 및 여러 가지 동물 모양 등을 디자인하여 포토존으로 활용하였

다. 이 이색적인 정원의 명칭은 선인장의 꽃말 ‘열정’과 극락조화의 꽃말 ‘영구불변’, 

‘왕비’에서 착안하여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가족 간, 이성 간에 열정

적인 사랑이 영원불변하기를 기원하며 선정하였다. 여름철 내내 사진을 찍는 관람

바위정원 남쪽 하단부에 조명탑 3개, 가로등 11개 등 14개를 설치하였다. 특히 순

천호수정원에는 경관조명 및 특수조명 1식을 설치하여 정원박람회장 야간경관 창

출 및 관람열기를 확산하고, 박람회장의 상징성을 높이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2) 화훼교체

정원박람회장에 펼쳐진 다양한 정원들은 다른 박람회와 달리 계절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자연 그 자체였다. 정원박람회장은 개막과 함께 봄꽃으로 연출되었으며, 5월

에 버베나 등 31종 483본의 화훼를 교체하였다. 그리고 여름을 맞아 6월 10일부터

는 백일홍, 맨드라미, 백합, 메리골드, 일일초 등 33종 81품종 361천, 7월 10일부터

는 토레니아, 해바라기, 루드베키아, 코스모스, 베고니아 등 33종 80품종 385천, 8

월 10일부터는 천일홍, 에키네시아(숙근), 임파첸스, 코레우스, 석죽 등 31종 82품

종 347천의 화훼를 교체 식재하여 봄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연출하였다.

그림 4-358  극락조화와 접목선인장으로 조성한 사랑愛정원

그림 4-356  정원박람회장의 야경

그림 4-357  화훼연출 3~4차 식재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619618

표 4-42  국화모형작 및 기타작품 설치현황

구 분 작 품 명 규     격 수  량 면 적

전시공간1

(자연과 인간)

나비 1500X1500X1200 1

852㎡

대국나비(A) 3000X3000X1500 2

대국나비(B) 1800X1800X1200 1

독수리 1800X1800X1800 1

돌고래 3000X1200X3000 2

말 1800X800X1800 2

백조(대) 1800X1800X1800 1

백조(소) 1500X1500X1500 2

버섯(특대) H1500 2

버섯(대) H1200 1

버섯(중) H1000 2

버섯(소) H800 2

상어 2500X880X1500 2

오리 2000X1500X2200 2

코끼리(A) 2000X1000X1500 1

코끼리(B) 4000X1500X2300 1

태극용 3000X2000X3000 1

학 H1200 4

다륜 5간작 15

현애 H600 15

입국 11간작 20

객은 물론,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마음을 전하거나 프러포즈 장소로 활용되

는 등 사랑이라는 단어로 유독 아름다웠던 정원이다.   

(4) 실내 참여정원 추억의 곤충 날리기

7월 중 토요일에는 실내 참여정원에서 추억의 곤충 날리기를 진행하였다. 6일, 13

일, 20일 3회에 걸쳐 희망의 메신저 나비를 도입하여 정원이 주는 감성적 공감과 생

태교육적 효과를 높여 유쾌하고 유익한 전시관람 분위기를 제공하고, 고온기에 접

어들면서 발생된 해충 퇴치방법으로 천적곤충 무당벌레를 이용해 생물학적 방제

를 통한 친환경적 정원관리의 메시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1~3차 곤충 날리기를 

통해 나비와 무당벌레를 각각 800마리, 500마리, 500마리를 풀어 정원 속에 어우러

진 모습을 연출하였다.      

2) 가을정원 연출

9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정원박람회장의 가을풍경을 연출하기 위한 마지막 화훼

교체식재를 진행하였다. 주요 동선에 국화, 석죽, 일일초 등 297,000본의 화훼를 식

재하고, 특히 막바지 흥행을 위해 클로버 동산 내 국화작품을 연출하였다. 

국화작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부제인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

과 누림을 테마로 3개의 전시공간으로 구분하여 전시화단의 마운딩을 통해 국화

작품들의 360。 입체적 관람이 되도록 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전시공간에서는 대국

나비, 용, 코끼리, 말, 태극용, 오리, 돌고래, 학 등 국화모형작 22종 101점, 지역과 

나눔 전시공간에서는 대국돔, 배, 원뿔, 꽃차, 대국 5층 다륜 등 국화모형작 21종 

145점, 나눔과 누림의 전시공간에는 3층탑, 하트, 하트아치, 풍차 등 국화모형작 19

종 66점을 전시하여 1억 송이 국화꽃들의 어울림을 통해 순천의 어울림을 표현하

였다. 이로써 관람객들이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359  추억의 곤충 날리기
그림 4-360  가을철 국화정원 및 화훼 교체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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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람객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늘막과 주요 보행로에 잔디보호

매트를 설치하고 일부 지역의 서양잔디는 1주일에 2일 차단봉을 설치하여 휴식기

를 주었으며, 한국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해질 때까지 주 동선 주변은 로프를 

이용해 차단함으로써 관람객 답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훼손지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복구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잔디마당과 동천갯벌공연장

은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0여 명의 인부가 철야작업을 진행하였다. 아

울러, 잔디관리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잔디관리원을 채용하여 잔디관리에 

내실을 기하였다.

(2) 숙근초화류 관리

정원박람회장에는 초화류 343종 1,330,000본, 수목원 및 습지에 288종 670,000본, 

총 622종, 2,000,000만 본의 초화류가 식재되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각 초화류의 

생육특성에 맞는 관리를 통해 최상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숙근초화류는 5월 13일부터 12월까지 관수작업을 비롯하여 제초작업, 병충해 예

전시공간2

(지역과 세계)

5층 다륜 1200X1200X1200 1

933㎡

꽃차 2000X1500X1200 1

대국돔(A) 1500X1500X1800 1

다륜대작 D2.0
3

(350송이 특수작)

배 2000X900X1800 1

분재 - 40

933㎡

에펠탑 H1500 1

원기둥(대) H2000 2

원기둥(중) H1800 2

원기둥(소) H1500 2

원뿔(A) 1200X1200X2200 2

원뿔(B) 2000X600X2000 1

원탑 H2000 2

지도(대국) H4500XW2000 1

다륜 5간작 9

현애 H600 13

입국 11간작 20

전시공간3

(나눔과 누림)

3층탑 1000X1000X2000 1

692㎡

5층 하트 2000X1800X1800 1

7층탑 2000X2000X3000 1

눈사람 1200X1200X2200 1

대형하트 H2000 1

바람개비 H2000 1

별 1200X12000 6

아치 4000X1500X2300 1

초가 1500X1000X1500 1

파라솔 2200X2200X2300 1

풍차 2000X1500X2200 3

캐릭터(피카추) 1500X1200X1800 1

하트(A) 1800X500X1800 1

하트(B) 1800X1800 1

하트(C) 1200X1200 4

다륜 5간작 11

입국 11간작 20

3) 잔디·초화류·장미 관리

(1) 잔디관리

정원박람회장, 수목원, 습지, 습지센터에 잔디 236,319㎡가 식재되어 2013년 4월부

터 서양잔디는 12월까지, 한국잔디는 11월까지 관수작업, 잔디깎기, 병·해충 예방

작업, 제초작업, 배토작업, 비료주기, 훼손지 복구작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개막

시기에 맞춰 잔디의 건전한 생육촉진을 위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박

람회장, 수목원, 습지, 습지센터 잔디 전체 식재지에 모래 배토작업을 추진하였다.

1  관수작업   2  잔디깎기

3  병·해충 예방   4  비료주기

5  제초작업   6  훼손지 복구

그림 4-362  박람회 기간 잔디관리

1 2 3

4 5 6

그림 4-361  잔디 모래 배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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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관리

정원박람회장에는 느티나무 등 큰 나무 208종 17,603주, 철쭉 등 작은 나무 297종 

721,779주가 식재되어 있다. 수목관리의 경우 큰 나무 고사목 발생시 하자보식이 

어려우며, 관수용 호스가 관람객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고사목 하자보식의 경우 큰 나무는 전수조사를 통해 박람회가 끝난 후 일제 하자

보식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하자보식이 보다 용이한 작은 나무는 개장 전후 시간

을 이용해 수시로 보완 식재하였다. 

또한, 가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해(旱害) 관수대책을 마련하였다. 평

상시에는 개장 이전 관수를 완료하고 비상시에는 주 동선변은 개장 이전 완료, 기

타 지역은 개장 후에도 관람객 방해가 없도록 조치하며 관수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전정 및 제초작업을 통해 수형조절 및 고사가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풀매기 

및 풀베기를 통해 깨끗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생육이 저조한 수목에는 시비

를 주거나 돌발해충을 방제하였다. 아울러, 한국정원과 수목원 초지 사면에는 샤

스타데이지, 안개꽃, 메밀, 수레국화 등 야생화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관리를 위해 조경작업단 16명을 포함, 일용직 근로자 등 총 48명을 투입하였다.

찰 및 방제, 영양제 주기, 초화류 꽃 관리 및 교체식재, 한방약초 및 자생식물, 신품

종 화훼조사 및 도입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병행하였다. 특히 생육이 

부진한 초화류와 병·해충 발생 초화류에 대한 즉각적인 영양제 주기와 방제로 항

상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였으며, 11월까지는 수시로 꽃이 진 꽃대제거 및 줄기관

리로 지속적인 개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여름철 지상부 고사 품종의 연출식재, 생

육환경 부적합 초화류의 생육환경 조성 및 위치 변경 등 초화류 꽃 관리 및 교체식

재를 진행하였다. 특히 추석절 및 개천절에 개화 가능한 초화류와 희귀식물(단양쑥

부쟁이 등 19종 20,000본)을 식재하였다. 

(3) 일년초화류 및 장미 관리

박람회장의 수목원 재배온실은 관람객들에게 숨은 볼거리이자 안정적인 초화류 

공급의 숨은 공신으로, 2012년 1월부터 봄꽃 생산을 시작으로 총 200,000여 본

의 일년초를 생산하여 박람회장에 공급하였다. 재배온실은 관람객들이 수시로 찾

아와 꽃씨의 파종에서부터 육묘과정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된 꽃은 동문 및 서문게이트, 프랑스정원 앞 등 주요 지역과 행사기간 중 훼

손된 숙근초 식재지역 및 빈 공간 등에 수시로 교체식재되었으며, 야수의 장미정

원, 영국 및 프랑스정원에는 장미 8,590본이 식재되었다. 특히 야수의 장미정원은 

2012년 2월부터 이중하우스 설치, 가온, 생육조절을 통해 4월 20일 개화시켜 개장

일 이색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도 뛰어난 관리기술로 개장일부터 폐장일

까지 꽃이 피어 있는 장미원을 유지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림 4-364  일년초화류 생산 및 교체식재

그림 4-363  숙근초 식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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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5  정원박람회장의 봄 풍경

그림 4-366  정원박람회장의 여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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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력 및 물자관리

1) 인력운영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회장운영 대

행사 및 순천시 행정지원단, 회장운영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었다. 계절·행사별로 변화하는 관람객의 수요와 요구에 원활히 대처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하였으며, 회장 내 시설별로 기능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운영사항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2013년 1~3월 인력계획에 대한 부문별 운영매뉴얼 작성 및 확정 후 인력업체 및 도

우미, 운영요원 등을 모집하고, 2월에 인력업체를 선정하여 인력DB를 구축하였다. 

구역별 매니저(12명), 운영요원(117명), 도우미(45명), 안전경비(55명), 통역(1명), 

기타 전문요원(31명) 등 250명의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1일 206명)이 행사장 

표 4-43  시기별 인력운영                                                                                                                                                  (단위: 명)

구     분
봄 여  름 가  을

비     고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합  계
693

(588)

809

(733)

913

(808)

1,017

(912)

922

(819)

1,024

(921)

(  )는 조직위원회 직원 

제외 인원임

소  계 222 235 352 372 386 406 -

행정지원

조직위원회 105 105 105 105 103 103

순천78, 전남도12,

시군9, 소방1,

관광1, 계약직2

시 직 원  74 87  87  87 124 124
가을 안내요원

1일 37명 추가투입

유관기관 43 43 160 180 159 179 -

소  계 189 256 217 267 224 278 -

대행인력

감      독  25  25  25  25  25  25 -

운영요원 103 149 118 148 123 154 -

경      비  43  55  48  61  50  66 2교대 → 3교대 변경

기타(전문)  18  27  26  33  26  33
관람차, 콜센터, 

구급차, 방송, 오산마을

소  계 198 263 233 267 203 231 -

자원봉사

일      반 162 225 191 223 159 185 • 최초선발 1,833명

• 운영인원 1,697명통      역  18  20  24  26  24  26

정원해설  18  18  18  18  20  20 전체인원 51명

소  계 84 84 111 111 109 109 -

기  타
청소(직영)  53  53  80  80  78  78 -

군       인  31  31  31  31  31  31 95연대

그림 4-367  정원박람회장의 가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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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시설 4종 207대, 파라솔, 식염포도당, 모기퇴치제, 냉동병물 등 여름물품 4종 

2,171개 등 여름물자 8종 2,378개를 지급하였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사용했

거나 쓰다 남은 일부 시설물 및 물자를 재활용하였다. 그늘막을 비롯하여 가로등, 

플라스틱 의자, 비옷, CCTV 등 24품목 110,000여 개 물품을 재활용하였으며, 하루 

700~800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진행요원이 입는 바지 또한 정원박람회에 효율적으

로 활용함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표 4-44  물자수급 관리현황

구   분 품    목
수     급     현     황 

비고(금액)
입  고 출  고 재  고

계 203종 423,970 345,058 78,912

직  영 10종 41,613 39,609 2,004   1,252,573천원

대  행 164종 11,809 11,409 400     339,348천원

후원품 5종 254,587 254,587 -     211,000천원(상당)

여수세계박람회 24종 115,961 39,453 76,508    1,717,240천원(상당)

모든 물자는 회장운영 대행사 물자관리팀과의 협조하에 조직위원회 인력물자팀에

서 관리하였으며, 물자관리에 대한 실무는 운영대행사 책임감독의 책임하에 물자

관리 담당자 및 구매·임대 담당자로 구분하여 6명을 투입, 관리하였다. 매월 마지

막 주 수요일에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유·운용 중인 물품의 상태와 수량

을 확인하고, 초과 부족품과 활용도가 없는 불용물품을 파악하여 규정에 의해 처

리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행사 종료 후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임대 및 구입물자의 반납 

및 정리를 진행하였다. 

곳곳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배치되었다. 인력에 대한 근무배치 및 업무총괄은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근태, 휴식 및 휴무 등은 구역

별 매니저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운영인력(자원봉사자, 운영요원, 통역, 안전경비, 전문요원 등)에게는 기본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기본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관람객 대응법 및 POST별 운영매뉴얼을 숙지하게 하여 현장상

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리허설을 통해 실제 회장운영과 같은 업

무 및 교대조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함으로써 4월 20일부터 실행체제로 전환하였

다. 이후 하절기 연장운영에 따라 평일 705(734)명, 주말 843(872)명에서 평일 856

명, 주말 1,035명으로 교대근무 인력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51명의 정원해설사를 

배치하여 1일 19개소 20명이 일반 및 단체관람객들의 안내를 담당하였으며, 단체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7월 20일부터는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동·서문 및 현장에 배

치하여 10명 이상 단체 방문 시 자연스럽게 안내하도록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모든 인력은 보고ㆍ전파체계 및 통신망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은 조기에 발견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국제습지센터 1층 자원봉사상황실 내에 종사자(자원봉사자, 운영요원, 청소인

력 등) 휴게실을 마련하여 박람회 종사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다.

2) 물자수급

박람회장에 소요되는 물자는 우선적으로 기증 및 현물협찬을 받고, 임대, 구매 순

서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120% 물자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비소

모성 물자 및 전문물자는 임대를 통해 수급이 어려운 물자를 중심으로 구매하였으

며, 소모성 물자 및 개인지급 물품은 기증 또는 현물협찬 단계별 구매계획을 수립

하였다. 또한, 1차 수급량에 대한 소요추이를 분석하여 2·3차 수급량을 조정함으

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보급하였다. 

비소모성 물자 및 전문물자는 임대업체(2013. 2.)를 선정하였으며, 현물협찬을 병

행하여 최종 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3월에 임대 및 구매물자를 수급하여 위치별 

물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물자 수급·배치·재고를 

관리하였다. 한편, 소모성 물자 및 개인지급 물품은 2013년 2~3월에 품목별 납품

업체를 선정·발주하여 4월 초 2개월 소모분의 1차 수요량을 수급하였으며, 6월 초, 

9월 초 소요추이를 감안하여 물품을 수급하였다. 기타 품목별 조기품절 물품은 상

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수급하였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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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의전(儀典, Protocol)’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고 평온하
게 하는 기준과 절차이며, 공식행사나 의식에 있어 지켜야 할 일련의 규범이다. 의전의 출발
점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종결점은 다름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가의 날, 지자체의 날 등 
수많은 국내·외 주요 인사가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였다.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격 있는 의
전을 통해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였다.

품격 높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의전

04

정원의 
향연

1. 의전관리

1) 기본방침

정원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주요 인사 방문 시 품격 있는 의전업무를 수행하여 정

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나아가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 하였다. 주요 인사 범위와 예우는 선행 박람회의 사례 및 순천지역과 정원박람회

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실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귀빈의 범위를 구분해 적절한 

예우와 회장안내 등 의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의전업무는 조직위원회와 순천시 간

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유지하여 누수현상을 방지하도

록 하였다.

의전은 박람회장 내 영접을 원칙으로 영접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과도한 영접

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였다. 또한, 일반관람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빈

의 범위는 최소화하되 적절한 예우와 회장 내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를 통해 만족스러운 관람이 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담부서로 

의전팀을 운영하면서 전라남도 의전부서 및 대외 협력부서, 인천국제공항 및 여수

공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체계적인 의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추진하였다.

2) 추진방안 

정원박람회장에 초청 또는 방문하는 국내·외 VIP에게 최상의 관람편의를 제공하

기 위해 VIP 등급을 분류하여 응대자를 결정한 후 해당 등급의 책임자 또는 담당

관이 수행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외국인의 경우 통역요원을 동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영접 내용은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일정관리를 시작으로 별도 

그림 4-368  의전 기본방침

브리핑
박람회장을 찾은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방문편의 제공 및 박람회 주요 상황 브리핑

의전서비스
주요 내방객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의전서비스 제공
주차 → 영접 → 입장 → 브리핑 → 관람(필요시 가이드 동행) → 환송 

코스운영
내방객 방문일정과 목적에 준하여 접견실, 브리핑실 사전준비 및 
관람목적 및 VIP별 관람코스 마련    

업무공조
내방객 방문일정과 방문목적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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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환·영송, 회장 안내, 회장 내 교통수단 확보, 전시관 별도 입장 및 관람 등이

며, 외빈과 국내 귀빈 담당팀은 별도로 운영하되 영접상황실에서 총괄하도록 하였

다. 특히 주요 인사 방문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 본청과 효과적인 업

무분담을 통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3) 의전절차

(1) 의전절차

국내·외 VIP에게 정원박람회장의 방문일정, 수행원 등의 관람계획을 통보하면 일

정별, 시간별로 VIP 방문 접수부에 등재한 후 의전계획을 수립하였다. VIP응대는 

장관급 이상일 경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 및 순천시장이 직접 담당하고, 그 외 

VIP는 집행위원장과 순천시 부시장, 정원박람회 사무 처장이 안내하였다. 공식 업

무상 방문은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및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평시 의전수준

에 맞춰 예우하되, 관람목적으로 방문하는 주요 인사의 경우 박람회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간소화하였다. 

(2) 초청

① 초청 대상자 선정 및 초청장 발송

국외 초청자의 경우 AIPH 회원국 대표단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대표단은 주한

대사 내·외를 포함해 각 국별 4명 내외, 외국정원 조성국 대표단은 주한대사 내·외

를 포함한 10명 이내, 차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국은 3명 이내에서 초청하였다. 초

청은 각국 AIPH 회원국 대표에게 만찬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후 각종 행사장에서 

AIPH 회원국 대표에게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국내 참석자는 입법·행정·사법

부 및 민간 각계 인사 등 분야별로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전남 및 순천지역 

인사는 순천시가 직접 참석 여부 확인작업을 거쳐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대상은 시

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 시�군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주요 기관장 및 범시민지

원협의회 위원, 관련 기업 및 각급 단체대표 등으로 선정하였다.

표 4-46  초청 대상자 선정

구  분 대     상       귀     빈

국내

• 대통령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주요 정당의 대표

• 헌법기관 및 3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장 및 대통령 임명 주요 정부산하 단체장

• 시·도지사

• 전시 참가자 대표

• 주요 경제단체장

• 정원박람회 준비에 현저한 기여를 한 기업 및 단체의 대표

• 기타 이상에 준하는 인사 중 조직위원회에서 특별히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인사

국외
• 정원박람회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참가국, 국제기구 대표 및 그 일행(외빈)

• 정원박람회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방한 외빈 또는 외국 고위인사

• 기타 이상에 준하는 인사 중 조직위원회에서 특별히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인사

초청장에는 초청장과 함께 안내문, 입장카드를 동봉하였다. 참석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만찬에 관련된 안내문을 동봉하였으며, 명찰수령 

시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본인 명찰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명찰교환의 기능을 

가진 입장카드 및 승차카드를 제작�배포하였다.

표 4-45  의전 업무분담

구   분 내                  용

조직위원회

(의전팀 총괄)

• 주요 인사 의전기준 선정 및 총괄운영

• 법무,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주요 인사 일정취합 및 통보

• 개·폐막식 주요 참석자 초청(입장) 관리 

• 조직위원회와 시 본청간의 협조체제 유지

• VIP주차장(동문, 서문) 통제 및 관리

• 국내·외 주요 인사 의전수행
 - 국가원수, 장·차관급,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주요 해외인사 등

시 본청

• 시 본청 의전업무 총괄 및 조정(총무과)

• 의전차량 확보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 등 의원방문에 의전대책 추진(시의회)

• 업무 관련 기관·단체는 관계 부서에서 의전

• 개막식 등 주요 인사 의전지원

• 지자체의 날, 지자체장 방문(의장 등 의원 동시 방문 포함)은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의전지원

• 기타 주요 인사 의전수행

그림 4-369  초청장 삽지(앞·뒷면) 및 

                 입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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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8  주요 행사별 의전 실행계획

구  분 조     직     위     원     회 시 본청

개ㆍ폐막식

• 주요 인사 초청관리(의전팀)

• BH 업무협의, 의전총괄(의전팀)

• VIP 의전계획 수립(의전팀)

• VIP 영접 및 환송(의전팀)
- 조직위원장, 시장, 사무총장 역할분담

• 해외 주요 인사 방문관련 외교부 업무협의(국제협력팀)

• 해외 주요 인사 의전 통역지원(국제협력팀, 운영팀)

• VIP 대기실 운영(운영팀)

• 초청인사 입�퇴장 안내(운영팀)

• 도로구간 주차장 안내표지판 확충(운영팀)

• 초청인사 차량 통제·안내(운영팀)

• VIP 이외 주요 인사 의전(총무과)
- 시청 간부별 역할분담 의전수행 총괄

•  박람회장 외부에서 박람회장으로의 이동 및 주차장 
안내(교통과)

※  초청인사 참석상황을 고려하여 개막식 의전대책 별도 

수립

- 초청인사 그룹별 주차장 배정

- 다과회(또는 만찬) 참석자 구분

- 비표 구분 발행 및 도우미 배정 등

국가의 날

• 행사운영 총괄(문화체험팀)
- 대표단 일정관리

- 통역요원 운영 및 이동차량 확보

• 공식행사 의전지원(의전팀)
- 박람회장 내부 공식행사 의전 지원

-

지자체의 날
• 행사운영 총괄(문화체험팀)

• 공식행사 의전지원(의전팀)
 - 박람회장 내부 공식행사 의전지원

• 참여 지자체 행사장 안내 및 공식행사 운영지원
※ 시 지자체 담당부서

기타 

주요인사 

수시방문

• 국내·외 주요 인사 의전(의전팀)
-  국가원수, 장·차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해외인사 등

 - 당일 방문자 중복 시 총무과 지원

• VIP 박람회장 관람(운영팀)

- 정원해설사 관람안내(시간대별 관람코스 구성�운영)

• 중앙부처 실·국장 이하 의전(업무 소관부서)

• 기초자치단체의 장 방문의전(지자체 담당부서)

•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의전지원(총무과)

• 의원방문(광역·기초의회 의장 등)에 관한 의전(시의회)

•  자치단체장 및 의장 등 의원 동시 방문 시 의전(지자체 
담당부서)

• 관련 기관�단체 의전(소관부서)

• 의전차량 확보 및 차량기사 상시 지원체계 구축(회계과)

2. 의전수행

1) 개막식

개막식에 참석하는 귀빈 등 국내·외 주요 인사에 대한 정중한 영접 및 예우를 통해 

품격 높은 행사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의전수행을 통해 정원박람회의 첫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4월 19일 잔디마장에서 개최된 개막식은 장소 선

정 시 초청인사의 규모, 의전의 편의, TV 생중계에 따른 주변 경관, 식전·후 공연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였다. 무대의 기본 형태

는 식전·후 행사가 진행되는 단상과 무대, 초청인석으로 제작하였으며, 정원박람회 

② 고유번호 부여

초청 대상자 개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코드화함으로써 초청 관련 모든 인

쇄제작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사준비 및 진행 시 빠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4-47  초청 대상자 고유번호

구   분 고유번호 구   분 고유번호

국내 주요 내빈 001-300 AIPH 회원국 801-900

전남(순천)인사 301-500 기타 외국인 초청자 901-1000

참가 외국기업 501-600 각국 대표단 1001-1500

참가 국내기업 601-800 외국정원 조성국 대표 1010-18000

(3) 명찰 KIT 및 안내데스크 운영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전수행을 위해 명찰 KIT를 제작하고, 명찰발급 및 

안내데스크를 운영하였다. 명찰 KIT는 참석자의 성명 외에도 테이블 번호와 테

이블 존을 명시해 참석자의 배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신

원확인 시스템으로서 박람회장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착용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카드를 활용하여, 출입자의 사진 및 신상정보가 저장된 전

자칩을 비표에 내장 검색대 통과 시 PDP 화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행사별 의전계획

의전업무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 준비하였다. 첫째, 국내·외 공식, 비공식 내방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의전은 회장 내·외 관람일정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공

식 오·만찬 제공, 공항 영접 및 필요시에는 국내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둘째, 국

가의 날 및 지자체의 날 행사와 관련된 참가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일자에 따른 

행사의전을 지원하였다. 공식행사, 공연행사, 연회 및 전시관 관람 등으로 준비하였

으며, 행사참석 공식 대표단에 대한 영접 및 의전활동을 수행하였다. 셋째, 중요 인

사가 참석하는 개·폐막식 의식행사 의전활동 지원 및 전시시설 관람안내 등을 지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 환·영송과 관련하여 출입국 외빈에 대한 귀빈실 

사용 및 공항안내, 기타 교통편의 및 통역안내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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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상배·안문수 환경부국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영진 前 농림부장관, 한승수 前 국무총리 등이 방문하였으며, 그밖에도 국

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소기업청, 광주고등법원 등 정부관계자 700여 명이 방문

해 박람회 현황청취 및 박람회장을 관람하였다. 

이들은 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특히 6월 

14일 방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교통·숙박 등에 불편

함이 없도록 신경써 줄 것과 관람객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정복 장관은 9월 6일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2013대한민국 마을기

업박람회」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국회 여야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4월 27일에는 민주통합당 우윤근, 도종환, 윤

후덕, 노영민, 김광진 등 5명의 국회의원이 방문하였으며, 8월 14일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정양석 前 의원 등 관계자와 함께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조직

위원회 사무총장의 안내로 생태체험교육장과 꿈의 다리, 주 박람회장을 관람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그 외에도 김무성 의원, 추미애 의원, 이낙연 의원, 이해찬 

의원, 이주영 의원, 주호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및 관계자 160여 

명이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을 둘러보았다.

주제인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함축하는 이미지의 정원을 단상에 설치하여 정원

박람회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개막식에는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부식품장관과 신원섭 산림청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前 원내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

위원장 등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등 3,000여 명의 국내·외 내빈들이 참석하였으

며, 세이셸공화국의 돌프 페이엣 환경부장관, AIPH 와야신야 부회장, 크리스토퍼 

로스트론 국제습지센터 대표 등 20여 개국 250여 명의 해외인사들이 참석해 자리

를 빛내 주었다. 

2) 전직 대통령 영부인 방문

(1)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방문

5월 16일 이희호 여사와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및 박지원 의원 등 20여 명이 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하였다. 오후 4시경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주제영상을 관람한 후 꿈의 다리를 건너 주 박람회장으로 이동, 

세계정원과 참여정원 등 박람회장 내 다양한 정원들을 관람하였다. 이희호 여사는 

“아름다운 순천만의 자연습지와 정원박람회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순천이 국제적

인 도시로 발전해 나기기를 기원한다.”라며 축하인사를 전하였으며, 관람을 마친 

후에는 프랑스정원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순천시장 및 조직위원장과 만찬을 갖

고 환담을 나누었다. 

(2) 봉화마을사랑 이사장 권양숙 여사 방문

4월 29일에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봉화마을사랑 이사장) 여사가 방

문하였다. 27일 오후 1시 30분경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 비서관 등 30

여 명과 함께 순천시장의 안내로 박람회장 동문으로 입장한 권양숙 여사는 관람객

들로부터 큰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정원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순천호수정

원과 실내정원, 식물공장 등을 들러 꼼꼼히 관람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실내정원 세이셸정원에 전시된 ‘코코 드 메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3) 정부 및 국회인사

정부와 국회 등 주요 인사들도 방문하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그림 4-370  산림청장과 기념식수

그림 4-371  이희호 여사 방문

그림 4-372  권양숙 여사 방문

1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2  한승수 前 국무총리

3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그림 4-373  정부인사 방문

1 2 3

그림 4-374  전·현직 국회의원 방문 1  정몽준 의원

2  추미애 의원

3  천정배 前 의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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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도 방문하여 광역의회 29차례, 자치구 및 시�군의회

165차례 등 총 194차례에 걸쳐 1,450여 명의 의원들이 방문하여 정원박람회에 많

은 관심을 표하였으며, 지자체의 날에 함께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5) 국외인사

국외인사의 경우 4월 21일 국가의 날 첫 행사를 진행한 중국 영파시의 쉬밍푸 부주

석 등의 방문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16개국 21개 도시가 참여해 이

에 따른 의전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날 행사에는 각국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만큼 

최대한 정중히 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표단과 문화공연단 안내를 분담해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국제적 위

상을 드높일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인사

60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자체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방문하였다. 

지자체의 날 행사는 4월 20일 고양시를 시작으로 10월 16일 임실군 행사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람회장을 방문한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은 문화체험팀에

서 총괄 관리하였으며, 박람회장 관람지원 등은 시 담당부서에서, 공식행사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의 기관장 참석 시 의전팀에서 공식행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5월 3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서울시의회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박람회장을 방문해 실내정원과 서울정원, 네덜란드정원, 순천호수정원 등을 둘러

보았다. 지난 2013년 2월 28일 순천시와 서울시는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시 신청사, 서울숲 등의 홍보장소 및 서울시 웹사이트 등 시 홍보매체를 활용

해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며 힘을 보탰다. 박원순 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과 미국 센트럴파크와 비교하며, “센트럴파크는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지만 정원박

람회장은 자연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 훌륭하다.”라고 축하인사를 전하였다. 

이어 6월 13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방문하여 순천시장과 정원박람회에 대한 

환담을 나눈 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생태체험관과 야생동물원, 꿈의 다리를 둘

러본 후 세계정원과 참여정원 등을 관람하였다. 

그 외에도 「산림연찬회」에 참석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전남부시장 및 부군수

회의 참석자,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등 100여 개 시·도·구·군 관계

자 4,600여 명이 방문하여 지자체의 날 행사에 참석하거나 직원 워크숍 개최, 회의

참석, 박람회장 관람 등 축제를 함께하였다.

그림 4-375  지자체의 날 관계자 방문

그림 4-377  국가의 날 관계자 방문

그림 4-376  박원순 서울시장 및 김문수 경도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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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요 인사

관람객 유치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을 대

상으로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박람회 

기간 방문이 잇따랐다. 

특히 정원박람회가 청소년 대상 녹색체험교육의 모델로 부각되면서 많은 교육관

계자들이 방문하였다. 5월 3일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이 전남 교육

계 주요 인사 109명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았으며,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 부

산광역시교육청 임혜경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나금형 교육감 등이 학생 체험

학습장 현장답사를 위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도 방문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의 이철승 의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민족화

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덕룡 상임의장, 통일그룹 한학자 총재 등이 방문하였으며, 

(사)한중지역경제협의회, 광주시의사회, 호남로타리클럽,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

체연합회,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한국대학총장협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시

공사, 농촌진흥청 등 30여 개 단체 2,000여 명과 20여 개 유관기관 500여 명이 방문

하였다. 

특히 2014오송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2012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2013천안웰

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13광주비엔날레 등 박람

회 및 축제 관계자들도 방문하여 대한민국 박람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박람회 개최 전부터 박람회를 홍보하고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

를 해온 향우회에서도 회원은 물론, 가족 및 친지, 지인 등과 함께 박람회장을 방문

또한, 5월 23일에는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대표단이 스트라스필드시에 호주 최초

로 한국정원 조성계획을 앞두고 시장, 시 관계자, 시의원 등이 정원박람회장을 벤치

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중국 청년대표단 100명이 방문해 순

천만자연생태공원과 정원박람회장을 관람하고 상호 우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다. 그 외에도 벳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는 순천시장과 환담을 갖고, 일본정원과 

참여정원 등 박람회장 곳곳에 스며 있는 한일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자연과 

생태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프랑스 롱스시 쟈크 펠리

사르 시장이 한국정원 조성 및 순천시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방문하였다. 롱스시에 

조성될 한국정원은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2012년 네덜란드 세계원예박람회에 출

품했던 황지해 작가의 작품으로, 6개월간 전시된 후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힌 

롱스시에 새로운 자리를 틀게 되었다. 이 정원이 준공되면 순천시와 대한민국을 세

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밖에도 베트남 농수산 국제협력부 부위원장 및 상공부 차관, 몽골 어믄고비 아

이막(도) 도지사, 미얀마정부 인사위원장, 2005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버트하워드 

그럽스 교수, 싱가포르 CDL그룹 회장, 캐나다 철강회사 Lantic사 대표, 필리핀 통합

사관학교장, 중국 단동시 생활체육교류단, 일본 시민조경단체 등 24개국 정부 및 

기업, 단체 관계자 등 1,400여 명이 박람회장을 방문하였으며, 한인으로 구성된 미

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환경단체인 파바월드(PAVA World) 소속 재미 한인학생과 

학부모, 중국 요녕성 거주 교포 및 한인회, 미국 LA호남향우회, 재일전라남도도민

회, 재독일한인회 회장 및 임원들이 일행과 함께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고국의 변화

된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1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시장

2  중국 청년대표단

3  주한 일본대사

4  미국 글렌데일 시장 명예시민증 수여

5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시장

6  미국 비즈포스트 그룹 관계자

그림 4-378  국외 주요 인사 방문

1 2 3

4 5 6

그림 4-379  단체 및 유관기관 주요 인사 방문 1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2  한학자 통일그룹 총재

3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회장단

4  정준양 청암대 이사장

5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6  심윤종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1 2

4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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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대구, 울산,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

도 등 10개 지역에서 2,000여 명이 방문하여 고향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

였다. 그 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후원은행인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 정원

박람회 에너지부문 공식파트너인 GS칼텍스재단 허동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LG화

학, 포스코, 금호아시아나그룹, 삼성에버랜드 등 15개 기업 대표 등이 임직원 혹은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여 정원박람회장을 관람하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도

약과 비상에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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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향연

초가를 활용한 매점

05

정원의 
향연

박람회 재정운용 및 수익사업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자체 재정운용에 대한 탄탄한 계획수립 및 알뜰한 예산활용을 통
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다양한 예산절감정책을 활용하고 국가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시비를 절감하였으며, 박람회 수입의 기본이 되는 입장료 외에도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박람회로 운영할 수 있었다.

1. 재정운용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기반시설 등 박람회장 조성사업과 홍보·행사 등 개

최 붐 조성을 위한 운영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도모하였다. 

개최 전년도인 2012년까지 전시관을 비롯한 관련 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사업 등 공공재원을 중심으로 시설비에 집중 투자하되, 시설물을 최소화

하여 행사기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시설로 대체하였다. 이후 개최년도인 

2013년에는 회장관리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한 운영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였다. 

2. 투자 사업비

정원박람회장 조성에는 토지매입비,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비용, 기반조성공사 비

용, 전시연출 및 행사운영 비용 등이 소요되었으며, 전체 투자비용은 순수 시 자

체자본과 연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국비를 이용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박람회장 조성에 1,064억 원, 국·도비 지원사업 1,098억 원, 자체사업 293억 원, 총 

2,45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표 4-49  사업비 현황                                                

사  업  명
총      사 업 비 2012년까지 확보액 2013년 확보액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455 736 114 1,605 2,116.5 651 90.5 1,375 338.5 85 23.5 230

박람회장 조성 1,064 199 90 775 906.5 125 66.5 715 157.5 74 23.5 60

국ㆍ도비 지원 1,098 537 24 537 1,077 526 24 527 21 11 - 10

자체사업 293 - - 293 133 - - 133 160 - - 160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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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수입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함으로써 예

산을 절감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내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수익

사업 시행에 앞서 내규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지역주

민 및 업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대기업 및 친

환경기업 유치를 통해 흑자 박람회로 개최하고자 하였다. 박람회장 내 적재적소에 

임대영업시설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

화된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박람회 개최를 통한 수입은 입장료, 휘장 및 광고사업, 시설임대 및 기타 수익사업 

등으로, 목표액(34,450백만 원) 대비 136%에 해당하는 47,286백만 원을 달성하였다. 

1) 휘장사업

박람회 휘장사업을 추진하여 정원박람회를 상징하는 휘장 등 유·무형의 사용권리

를 기업에 부여하고, 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다. 휘장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내규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며, 참여업체에 부여하

표 4-50  수익현황                                                                                                                      (단위: 백만 원)/기준일 2013년 12월말

구 분 사 업 내 용 수 입 액 비            고

합계 47,286

사용료수입 입장료 판매수입 35,774 -

재산임대수입

소계 2,547 -

식음시설 1,492 식당16개소,  패스트푸드5개소, 카페2개소 

판매시설 844 매점10개소, 기념품점3개소, 화훼판매점, 자동판매기14개소, 기타(은행2개소) 

기타시설 211 조경산업관, 공예산업관

휘장사용료

소계 2,689 -

휘장사용료

(공식상품화권사업)
184 애드윈, 세진, 썬엔터프라이즈

인정상품 판매 496 3개소(동문, 서문, 순천만)

후원금(현금)

(공식후원·공식공급권사업)
2,009

하나은행, 광주은행, 롯데칠성음료, GS칼텍스, 하이트진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심, 삼육식품 

기타 운영수입

소계 6,276 -

기부금 2,126 -

관람차 운영 822 -

어린이놀이정원 108 -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9 -

기타 수입 1,211 법인세 환급금 등

 ※ 후원금(현물) 제외 : 1,435백만 원(롯데칠성, KT, GS칼텍스, 엠블호텔)

는 사용권리의 한도와 내용,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진하였다. 휘장사업으로 공식후원사업, 공식공급권사업, 공식상품화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후원사 권리보호를 위한 앰브싱 마케

팅 점검 및 후원사 노출프로그램(SRP: Sponsor Recognition Program)을 실행하고, 

공식 공급권자의 제품 독점공급권 권리 및 공식 상품화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휘장사업 목표액은 2,640백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137%에 달하는 

3,628백만 원을 확보하였다. 

표 4-51  휘장사업 현황                                                               

사 업 종 류 목 표 액 실 적 ( 현 물 ) 목 표 액  대 비 비        고

계 2,640 3,628(1,435) 137%

공식후원사업 2,000 3,014(1,374) 151% 7개 업체

공식공급권사업 400 430(61) 108% 3개 업체

공식상품화권사업 240 184 77% 3개 업체

(1) 공식후원사업

공식후원사업은 주로 대기업이 행사의 마케팅 권리 및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현금

과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에너지, 항공, 사무기기, 전자, 자동차 등의 분

야를 대상으로 GS칼텍스, 농어촌공사, 엠블호텔 여수, 현대자동차, 캐논 등을 대

상기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본사 및 지점방문, 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설명하

였다. 후원등급은 2개로 구분하여 공식파트너(Official Partners)는 2억 원 이상, 공식

서플라이어(Official Suppliers)는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7개사에서 3,014백만 

원의 후원을 유치하였다.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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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상품화권사업

정원박람회의 심볼, 로고, 마스코트 등 사업자에게 박람회 휘장을 사용하여 기념품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휘장사용료를 제공받는 공식상품화권

사업을 추진하였다. 박람회와 시장환경에 적합한 사업방식과 휘장사용료를 산정한 

후 단기간에 수준 높은 기념품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공식상품화

권자를 박람회의 중요 콘텐츠인 공식기념품을 제작하는 파트너라는 인식하에 최

대한 지원 및 권리를 보장하였다. 

조직위원회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유사한 재질의 품목을 묶어 품목군별 

공식상품화권자를 선정하였다. 대상품목은 총 6개 군으로, 박람회장 내 기념품판

매장 3개소에서 사업자별 기념품 매장을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6개 품목군으로 

최소화하였다. 사업자 선정은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조직위원회 웹사

이트, 관련 업체 이메일 DM발송, 유관기관 홍보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였다. 

표 4-54  공식상품화권사업 참여현황                                     

분    야 업   체   명 비   고

계 3개사

봉제, 의류, 생활용품류 애드원 3개 품목군

문구, 도서류, 로봇, 완구류 세진 2개 품목군

각종 잡화류 썬엔터프라이즈 1개 품목군

사업자 선정 시 기념품 종류 및 디자인 등 상품개발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최

소기간 내 수준 높은 기념품 개발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단순하게 상

품에 휘장을 부착하는 디자인이 아닌, 패턴�창의성·일관성·조화·시장성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품질관리는 사업자 자체적으로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수를 

의무화하였다. 개발된 기념품은 박람회장 내 공식기념품점 3개소에서 판매하였다. 

2) 인정상품 판매장 운영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룬 수익사업 전개로 방문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지역주민 및 지역업체 선정제품 판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인정상품 판매장을 운영하였다. 인정상품 판매는 정원박람회장 동·서문 게

이트 인정상품 판매장 및 순천만공예특산품관에서 운영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직

영으로 운영하여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3개소에 대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담당하였

다. 인정상품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 로고, 마스코트 등 휘장을 사용하여 전국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순천만공예특산품관, 드라마세트장 등 

기념품판매장 납품 및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 내 판매시설에 우선 참여할 수 

표 4-52  공식후원사업 참여현황                                         

분  야 업 체 명 분 야 업 체 명

계 7개

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 GS칼텍스 호텔 엠블호텔 여수

통신 KT 식품 삼육식품

(2) 공식공급권사업

공식공급권사업은 사업자에게 박람회장 내 매점이나 레스토랑 등 영업시설의 판매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권리를 부여하고 휘장사용료를 받는 사업이다. 국내 대기업 

외 식품류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사업이며, 타 행

사에서도 유사한 조건으로 진행된 바 있어 독점공급권에 대한 영업임대 사업자의 

거부감은 크지 않은 편이다. 후원사업이 주로 대기업 행사의 마케팅 권리 및 사회

공헌 목적으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공급권사업은 독점공급권과 

후원사보다 낮은 수준의 마케팅 권리를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직위원회에서는 휘장사업의 일환으로 음료, 제과·빙과, 라면, 맥주 제조 및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심볼, 로고, 마스코트 등 박람회 휘장의 상업적 권리(상품의 광고 

또는 판촉 등)를 부여하고, 공식공급권자(Official Supplier) 명칭을 부여하는 공식

공급권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위원회 필수 소요현물인 생수, 음료, 냉·

온수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소비자 구매빈도가 높은 식품업체 참여를 통해 

제품에 박람회 로고 노출 등 홍보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얻고자 하

였다. 박람회 위상에 적합한 식품류 주요 기업을 영입하여 제품 판매가격은 편의점 

수준으로 판매되도록 통제하고, 담합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최소입찰가격을 

산정하여 독점공급권을 보장하였다.

선정품목은 음료, 제과·빙과류, 라면, 맥주 등 4개 분야로 추진하였으며, 선정된 공

식공급권자에게는 박람회장 내 레스토랑, 식당, 매점에 해당 품목을 독점공급할 

수 있는 마케팅 권리를 제공하였다.

 

그림 4-380  후원사 로고 노출

표 4-53  공식공급권사업 참여현황

분 야 업 체 명

계 3개사

음료 롯데칠성음료(주)

맥주 하이트진로

라면 (주)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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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아울러, 통일된 포장디자인 및 공통 포장지, 포장박스 제작을 지원하여 상품에 통

일감을 부여하였으며, 판매증대를 위한 제품컨설팅 및 매장상품 디스플레이를 실

시하였다. 판매수수료는 농·특산품 20%, 수공예품 25%를 조직위원회 수입으로 

책정하였다. 특히 인정상품 공통 포장디자인은 친근한 캐릭터로 디자인하여 정원

박람회 홍보효과 및 인정상품 고급화에 기여하고, 인정상품의 대중화를 꾀하였다. 

인정상품 판매장 운영결과, 매출 총액은 1,950백만 원으로, 조직위원회 수입금은 

490백만여 원으로 집계되었다.

3) 식음·판매시설 임대사업

박람회 입장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상업시설의 임대수입 또한 주요한 박람회 운영

수익의 하나다. 임대사업은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임대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용가격 책정 및 

시설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입장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또

한, 적절한 임대료 책정을 통해 영업자의 이윤보장과 조직위원회 수익창출의 두 마

리 토끼를 잡고, 지역농산물 및 특산품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후방산업 

육성을 도모하였다. 

식음·판매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역업체에 우선 임대하였으며, 메뉴는 남도 대

표음식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 3월 남도 대표음식 현황조사 및 직원설문을 실시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표 4-55  인정상품 판매장

위   치 면   적(㎡) 판   매   상   품  운 영 주 체

계(3개소) 502

조직위원회
순천만공예특산품관 302 수공예품, 농�특산품

서문게이트 100 농�특산품

동문게이트 100 수공예품

2011년 7월, 9월, 2012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박람회 인정상품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공모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프로젝

트에 대한 설명 및 사업 참여안내와 신청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등 참여자들의 이해

를 도왔다. 상품은 순천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예품 및 지역특산품으로 정원박람

회 이미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상품을 위주로 선정

하였다. 

공모결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인정상품 106개 업체, 388개 제품을 선정하였

으며, 이 가운데 수공예는 58개 업체 223개 상품, 농·특산품은 48개 업체 165개 상

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상품은 손수건, 다기, 악세사리 등 순천만과 관련된 수공

예품과 녹차, 김치, 장류 등 지역특산품으로, ‘지방이 경쟁력’이라는 전략으로 인정

상품 선정 및 지역주민 중심의 운영을 통해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자 하였다. 이는 박람회 성공개최와 함께 지역주민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대상으

로 제품 디자인 및 포장, 마케팅 전략 등 전문가 강의와 품목별 개별자문 등 컨설팅

을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박람회 인정상품 선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성

그림 4-381  인정상품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그림 4-382  인정상품 로고 및 공통 포장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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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4  프랑스정원 레스토랑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등 비공개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박람회 기간에도 맛, 

청결, 친절도 등 고객만족도를 평가하여 수준미달 사업자는 제외시켜 고객서비스

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012년 3월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를 비치하고, 영업·판매시설에 대한 운용자 교육

을 거쳐 2013년 4월 17~19일 시범운영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표 4-58  남도식당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위 치 개소(개) 면 적 ( ㎡ ) 운 영 방 침

계 15 2,856

영구 습지센터 1 350 관내 모범음식점 대상 모집

임시
남도식당A 11 1,960 남도음식, 대중성, 회전율 중심/세계식당(2개)

남도식당B 3 546 회전율 높은 간편메뉴

(2) 정원레스토랑

프랑스정원에 위치한 정원레스토랑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를 운영자가 부담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완공 즉시 순천시 기부채납을 완료하였다. 2013년 1월 제안서 접

수결과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월 15일 임대계

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3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설치 및 집기류를 배치하고, 운영

자 교육을 거쳐 2013년 4월 17~19일 시범운영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계약기간 중 

총매출액의 3%를 월2회 조직위원회에 정산 납부하였다. 

표 4-59  정원레스토랑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메뉴 개소(개)

정원레스토랑 프랑스정원 327 프랑스요리 1

하여, 이를 바탕으로 6월에 영업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자를 선정

하였다. 목표액은 1,510백만 원이다. 

(1) 남도식당

습지센터 내 영구시설은 지역모범음식점 및 브랜드음식점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임시시설에 대해서는 남도의 대표음식 및 회전율 높은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하였

다. 2012년 8월 남도식당 메뉴선정을 완료하였으며, 5인으로 구성된 음식선정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야기(한국관광공사)」,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출품음식 중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회전율 높은 음식을 대상으로 대표음

식을 선정하였다. 

또한, 10월에는 남도식당 임대료를 책정하였다. 임대료는 참여업체의 초기부담을 

최소화하고 식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고정임대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POS-System 운영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집계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후 10~11월 남도식당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해 총 

33개 업소가 신청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 모니터요원을 구성하여 응모업체 

표 4-57  식음ㆍ판매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면 적 ( ㎡ ) 운 영 방 식 사 업 자  선 정 임 대 료  책 정

계 53 4,213

남도식당 15 2,856 남도음식, 회전율 중심 관내 업체(1년 이상) 임대료30% + 수수료15%

정원레스토랑 1 327 외국인을 위한 경양식 인테리어비(3억 원) 자부담 총매출액의 3%

패스트푸드 5 190 프랜차이즈, 간편음식 프랜차이즈(1개), 지역(4개) 고정임대료

매  점 10 154 음료, 빙과, 과자, 잡화 지역업체(도·소매업) 고정임대료

카  페 2 138 테이크아웃, 전통음료 지역업체(휴게) 고정임대료

기념품점 3 230 공식상품화권자 제한경쟁입찰 고정임대료

화훼판매점 1 210 조경수, 화훼, 관련 제품 지역화훼단체(6단체) 고정임대료

은행 2 48 후원은행 공식후원은행 고정임대료

조경산업관 1 1,043 정원ㆍ조경용품 등 공개모집 고정임대료

공예산업관 1 957 공예품 등 순천시(공예단체) 고정임대료

자동판매기 14 60 3조(커피, 음료, 생수) 1세트로 운영 공급권자 후원사업 후원금 + 수수료 15%

표 4-56  식음ㆍ판매시설 추진현황                                                                                                                              (단위 : 벡민 원)

사 업 종 류
목   표 실   적

비   고
시 설 수 금  액 시 설 수 금  액

계 55 1,510 56 3,547

식음시설 23 989 23 1,492 식당16, 푸드5, 카페2

판매시설 28 451 28 844 매점10, 기념품점3, 화훼1, 자판기14

기타시설 4 70 5 211 은행2, 조경산업관, 공예산업관, 종사자 식당

그림 4-383  남도식당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4장  정원의 향연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655654

(5) 화훼판매장

사업자 선정방법은 관내 조경수 및 화훼단체의 공동운영 방식으로 임대하였으며, 

2012년 12월 참여자 모집결과, 6개 단체가 참여를 신청하였다. 조직위원회는 화훼

판매점 부지를 임대하였으며, 참여를 신청한 순천만조경수유통영농조합, 토우영

농조합법인, (사)한국조경수협회전남동부지회, 순천철쭉영농조합, 전남조경수유

통영농조합, 순천시분제협회 등 화훼단체 6개소에서 자부담으로 비닐하우스 및 소

형관정 등 판매시설물 설치 후 화훼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표 4-62  화훼판매장 시설현황

개소(개) 면적(㎡) 위   치 운 영자 

1 210 오천택지주차장 6개 단체, 3개 매장

(6)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는 커피, 음료수, 생수를 3조 1세트로 설치·운영하였다. 관람객 편의에 

맞춰 관람객 동선 가운데 적정지역을 검토하여 배치하였으며, 사업자는 후원협정

에 따라 음료부문 공식공급권자로 선정된 롯데칠성음료(주)에 자판기 운영권을 

부여하였다. 2013년 3월 자동판매기 및 운영설비를 설치하여 4월 17~19일 시범운

영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표 4-63  자동판매기 시설현황

개소(개) 면적(㎡) 위   치 운 영 자 

14 60 주 박람회장 10개소, 습지센터 4개소 공급권자(롯데칠성음료)

4) 입장권 판매사업

입장권 판매사업은 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사업으로, 440

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1) 입장료 

입장료는 박람회 개최타당성 조사용역을 근거로 유사 국내·외 주요 박람회 입장료

와 국내 테마파크 요금 수준 및 입장객수에 따른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2012년 

7월 24일 조직위원회 제16차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입장권 가격으로 보통권

은 성인 16,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8,000원, 단체권은 성인 13,000원, 청소

(3) 패스트푸드 및 매점 

패스트푸드의 경우 습지센터 내에는 영구시설 1개소에 프랜차이즈업체가 임대하

여 운영하도록 하여 적격업체 대상 공개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였다. 햄버거

를 주 메뉴로 어린이 및 외국인이 선호하는 간편한 음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남

문게이트 옆 등 임시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순천지역

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재료로 한 간편한 음식 위주로 핫도그, 아이스크림 등을 판

매하였다. 사업자는 2013년 1월 18일, 29일에 선정하였다. 

한편, 매점의 경우 음료, 과자, 빙과, 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편의점형 상점

으로 지역업체 10개소가 운영하였으며, 공식공급권으로 지정된 품목은 공식공급

권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2012년 10월 임대료를 책정한 후 12월 28일부

터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2013년 1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유찰된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진행하였다. 이후 임시시설물 제작·설치 및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와 운영자 교육을 거쳐 2013년 4월 17~19일 시범운영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4) 카페

카페의 경우 습지센터 내 1개소, 서문게이트에 1개소로, 습지센터는 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음료를 중심으로 한 전통음료 및 커피전문점으로 운

영하였으며, 서문게이트는 브랜드 커피전문점으로 노천카페 테이크아웃 형태로 

운영하였다. 2012년 12월 시청 및 조직위위원회 웹사이트,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운영 테마에 맞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였다. 접수결과 습지

센터 내 카페에 2개, 서문게이트 카페에 7개 등 총 9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평가

를 통해 2013년 1월 2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내부 인테리어 및 운영비품을 설치하

고 운영자 교육을 거쳐 2013년 4월 17~19일 시범운영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표 4-61  카페 시설현황

개소(개) 면적(㎡) 위치(면적)

2 138 습지센터(100), 서문 게이트(38)

그림 4-385  초가를 활용한 매점

표 4-60  패스트푸드 및 매점 시설현황

구   분 시설 개소(개) 면적(㎡) 위               치

패스트푸드(5)
영구 1 130 습지센터 내

임시 4 60 남문게이트 옆, 중국정원 사거리, 실내정원 부근, 어린이놀이정원, 독일정원 앞

매점(10)
영구 5 79 서문게이트, 나무도감원, 중국정원 사거리, 태국정원 앞, 독일정원 옆

임시 5 75 WWT습지 앞, 남문게이트 옆, 실내정원 옆, 어린이놀이정원, 야생동물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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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급증하여 최종 440만 4천 명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수를 기록하면서 입장권 

3,633천매 판매에 따른 수입액은 35,774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3) 지자체 행사, 기업체 등 입장권 제휴 마케팅 

지자체 행사, 기업체 등과 입장권 제휴 마케팅을 추진하여 천안웰빙식품엑스포, 고

양꽃박람회, 산청전통의약엑스포, 오성화장품뷰티박람회 등 지자체 행사를 비롯

하여 코레일, GS칼텍스, 여수 아쿠아리움,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등의 제휴기관 및 

업체와 상호 입장료 또는 이용료 할인을 실시하였으며, 상호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

였다.

(4)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제도 시행

단체관람객 유치에 기여한 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제

도를 시행하고, 최소 500명 이상부터 구간별로 차등 보상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국외 관람객에 대해서는 더 높은 보상율을 적용하여 국외 관람객 유치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이로 인해 총 1,000백만 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212개 단체, 

70만 명가량의 관람객 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66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률

유치 관람객수
유치보상금(입장권 구입액에 대한 비율)

내 국 인 해 외 관 람 객

999명 이하 10% 30%

1,000~4,999명 15% 40%

5,000명 이상 20% 50%

※ 예시) 유치 관람객이 6,000명일 경우 999명은 10%, 4,000명은 15%, 1,001명은 20% 적용

5) 관람차 및 어린이놀이정원 운영

(1) 관람차 

박람회가 개최된 184일간 주 박람회장 약 2.1km 구간을 순환하는 관람차를 운영

하였다. 탑승요금은 1인 2,000원으로 총 13대(11인승 2대/ 14인승 2대/ 23인승 7

년 10,000원, 어린이 6,000원으로 운영하였다. 

입장권 판매목표는 342만 매로, 예매 입장권과 현장판매 입장권으로 구분하였으

며, 예매 입장권은 80만 매를 목표로 시기별로 두 번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조기

예매를 유도하였다. 사전예매 1단계인 2012년 10월 2일~12월 31일 예매할 경우 

20%, 2단계인 2013년 1월 1일~4월 12일 예매할 경우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자 및 기초수급자, 군인(하사 이하), 4급 이하 장애

인 등에게는 50% 특별할인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 및 3급 이상 장애인, 만4세 미

만, 꿈의 다리 그림전시에 참여한 어린이 등은 무료관람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밖

에도 체류형 관람객 유도를 위해 야간권, 2일권, 시민권(전 기간권)을 도입하였다.

(2) 입장권 판매

2012년 8월 22일 하나·광주은행과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

일부터 입장권 예매를 개시하였다. 인터파크, 정원박람회 웹사이트 등 온라인은 물

론, 하나·광주은행, 시청민원실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예매를 진행하였다. 2012

년 10∼12월 입장권 1차 예매결과 447천 매, 4,369백만 원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입장권 구매 협약을 통해 24개 기관 및 단체가 

130천 매, 1,259백만 원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차 예매활동 

시에는 입장권 판매기관에 코레일을 추가하여 기존 3개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하

였으며, 순천시청 민원실에도 입장권 판매창구를 운영하여 일반권 판매와 시민권 

접수 및 발권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직위원회 입장권관리팀에서 조직위원회 각 부, 순천시 과소·읍면동 및 타 

지역 기관 및 단체를 상대로 전화 또는 팩스로 입장권 구매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장

권은 우편으로 배송되도록 조치하였다. 그밖에도 입장권 판촉 온·오프라인 이벤

트를 추진하여 구매자 중 1,0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2차 예매활동을 

위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예매활동 결과 개막 전까지 총 1,061천 매, 11,526백만 원의 입장권 판매실

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예매목표 80만 매의 133%를 달성한 것으로 정원박람회 성

공을 예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막 후에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6월까지 52만 매 현장판

매를 달성하였으며, 213만 2천 명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다만, 7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혹서기로 인해 관람객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추석 이후 관람

표 4-64  입장권 예매 현황                                                                                                                                (단위 : 천 매, 백만 원)

구  분 계 보통권 단체권 2일권 시민권 특별할인권

매수 1,061 10 953 1 59 38

금액 11,526 147 8,554 23 2,510 292

표 4-65  입장권 총 판매현황                                                                                                                              (단위 : 천 매, 백만 원)

구 분 계 보 통 권 단 체 권 2 일 권 시 민 권 특 별 할 인 권 야 간 권

매수 3,633 1,072 1,688 5 80 559 229

금액 40,156 15,651 14,736 105 3,578 4,37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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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금품 후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시민, 기관, 단체의 기부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박람회

로 추진되었다. 순천고등학교 33·34회 동창회,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SK E&s 전

남도시가스,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 (주)파루, (주)부영, 재경 2013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3개 단체 및 기관, 개인 등이 약 2,126백

만 원의 기부금과 물품을 정원박람회에 후원하였다.

7) 기타 운영수입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기타 운영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참여정원 조성수

입금, 마사회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비, 법인세 환급금 등 3,220백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대/ 29인승 2대)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탑승객은 총 422,598

명(유료 412,559 / 무료 10,039)으로, 이에 따른 수입액은 약 822백만 원이다.

(2) 어린이놀이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놀이터가 되어준 어린이놀이정원은 캐릭

터 저작권사인 제이콘컴퍼니(주)와 함께 일반 놀이시설 입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입장료 2,000원을 부과하였다. 입장료 및 캐릭터 등 상품판매액을 통한 

총 매출액에서 저작권료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한 조직위원회의 순수입은 108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4-68  어린이놀이정원 운영수입                                                                                                                                       (단위: 원)

조직위 순수입
총  수 입 액 지 출 액

계 입장료 상품판매액 계 저작권료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

108,864,029 378,225,400 265,847,000 112,378,400 269,361,371 234,272,270 35,089,101

월별 순수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4,386,595 35,547,886 13,141,721 1,802,002 3,030,934 13,556,944 27,397,947

표 4-67  관람차 월별 탑승객 및 매출현황                                                                                                                         (단위: 명, 원)

구   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422,598 19,527 66,329 73,656 57,355 69,266 69,345 67,120

유료 탑승객 412,559 18,631 64,234 72,062 56,375 68,247 67,928 65,082

무료 탑승객 10,039 896 2,095 1,594 980 1,019 1,417 2,038

수입액 821,902,835 37,262,000 128,468,000 143,849,588 112,125,328 135,704,480 135,054,274 129,439,165

그림 4-386  관람차 운영

그림 4-387  어린이놀이정원 운영



Chapter 5

공존의 정원

Suː m of the Coexistence

관람객 440만 명이라는 국민적 성원 속에 정원문화의 가치를 창조하며 박

람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은 

세계적 생태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녹색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도시의 여건을 갖추었으며, 정원`화훼산업의 토대를 마

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원의 도시를 향해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합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끝났지만 순천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푸르러질 천년의 정원 속에서 진정한 
공존을 향해 갑니다

01 폐막, 그리고 정원의 도시를 향한 순천선언문

02 순천만정원, 희망의 나래를 펼치다

   【 Making Interview 】 

 【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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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난 4월 개막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10월 20일 밤 폐막식을 끝으로 6

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목표였던 400만 명을 훌쩍 넘는 440여 만 명의 관람객

이 다녀간 정원박람회는 마지막 날까지도 8만여 명의 구름 관람객이 입장해 폐막

을 함께하였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순

천호수정원 해룡언덕에 올라 전시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순천시장으로부터 50여 년 

전 동천 범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해복구 지시가 담긴 사진첩을 선물로 건네

받았다. 대통령은 지방 중소도시에 의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유치 및 진행을 치하하

였으며, 순천시민들이 행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설명에 “정말 훌륭한 일”이라며 내

실을 기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림 5-1  폐막식날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민들

대통령의 치하처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폐막식을 시민 중심의 축하행사

로 계획하여 184일의 여정과 함께 변화되어 온 순천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는 시

간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창조혁신도시로 새롭게 

발전하는 순천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폐막식은 10월 20일 17시부터 180분간 

주 박람회장 잔디마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원섭 

2013년 10월 17일, 순천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흑두루미 3마리가 관찰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 정도 일찍 목격된 흑두루미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을 3일 앞두고 박람
회 성공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축하사절과 같았다. 4월 20일부터 184일의 축제를 펼
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10월 20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박람회 성공개최의 주역인 순천시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순천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28만 순천시민  이름으로 선포된 순천선언문은 미
래 100년 정원의 도시를 향한 순천의 또 다른 출발이었다.

공존의 
정원

폐막, 

그리고 정원의 도시를 향한

순천선언문

정원의 도시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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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의 도시, 비전선포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시민들은 10월 26일 「제19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를 갖고, 순천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을 공유하였다. 

시민의 날 행사는 박람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자축하는 시민감사 페스티벌로 개최

되었으며, 잔디마당 일원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함께 응원하고 참여해온 

시민 10,000여 명과 함께 “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순천시,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였으며,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시민, 행사 참가자, 자원봉사자, 공

무원 등 모두 함께 지구의 정원 박람회장에서 어릴 적 소풍가던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 시민의 상 시상, 감사 퍼포먼스 등 기념행사 후 본격적인 시민감사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더불어 원도심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된 팔

마문화제에서는 정원박람회 기간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하여 6개월간 활

동한 순천시 문화예술단체의 집약된 공연이 펼쳐졌다.

    

그림 5-3  순천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순천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28만 순천시민의 이름으로 「정원의 도시, 순

천선언문」이 선포되었다. 순천선언문은 모두 9개항으로, 우리나라 최초 정원축제

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난 순천의 

미래 100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언문은 국제정원박람회 정신을 이어받

아 순천만정원에서 28만 순천시민이 역사적 소명과 미래 창조적 가치로 하나 될 것

을 강조하였으며, 정원박람회 폐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순천만정원의 

주인은 시민임을 밝혔다. 특히 순천만정원이 순천의 젖줄인 동천에서 순천만 정원

산림청장 및 박준영·이만의·송영수 공동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AIPH 빅 크란 회장 

등 각계 인사와 순천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박람회 홍보대사는 물

론, 자원봉사자 등 박람회 종사자, 지자체의 날 참여 지자체, 후원자, 참여정원 심사

위원 및 조성 기관·단체·기업, 순천시 기관`단체, 읍`면`동 단체 및 지역민, 꿈의 다

리 참여 어린이 등 그간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함께 뛰어온 많은 사람들이 참

여하여 기쁨을 함께 누렸다. 

폐막식은 정원박람회 주제공연과 그간 박람회 과정을 담은 영상, 성공개최를 위해 

땀흘려온 일꾼들의 노고를 기리는 세족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람회 성공개

최를 축하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창조혁신도시 순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

는 ‘희망의 나래’로 연출된 폐막식에서는 정원박람회장의 새로운 명칭이 된 「순천

만정원」을 공표하였다. 순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박람회 성공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관람객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박람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8만 시민을 비롯해 자

원봉사자, 해설사, 알리미 등 2천여 명의 종사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인 결

과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꽃이 만개한 봄부터 싱그러운 여름을 지나 1억 송

이 국화꽃과 일월초, 천일홍, 백일홍이 만개하고 꽃향기가 가득했던 가을의 박람회

장까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경상도, 충청도, 서울 등 각 지역의 말소리가 섞여 있고, 

젊은 연인들과 학생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지역, 연령, 계층의 사람들이 정원을 즐기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박람

회장에 온 시민들의 얼굴에 나타난 행복한 미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치유의 힘도 

기억할 것이다. 그 속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순천만정원과 더불어 박람회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은 향후 창조혁신도

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순천시의 미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림 5-2  폐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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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박람회 개최

성과 분석’ 연구용역」, (사)한국문화관광포럼, 

2013

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임을 밝히며, 이는 순천만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한 숭고한 

잉태임을 천명하였다. 

정원의 도시_ 순천선언문

“모든 생명은 자연과 더불어 공존해 갑니다.

정원을 만드는 활동은 자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순천은 천혜의 정원인 순천만을 보전하고자

또 하나의 정원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만들어

순천만의 생명력을 도심 속으로 불어 넣었습니다.

정원 안에는 자연과 예술, 역사와 이야기, 소통과 여유, 

치유와 행복, 새로움과 즐거움이 공존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박람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순천만정원 속에서

100년 후를 내다보는 역사적인 소명과 미래창조적인 가치로

28만 시민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원의 도시 순천’을 선언합니다.”
하나. 시민이 순천만정원의 주인입니다.

2013년 10월 20일은 정원박람회의 끝이 아니라 

시민이 순천만정원의 주인으로 새로이 탄생하는 출발일입니다.

둘. 정원은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입니다.

순천의 젖줄인 동천에서 순천만정원으로 생명의 길을 이어 갑니다. 

정원은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숭고한 잉태입니다. 

셋. 정원은 치유와 쉼터의 장입니다.

정원을 휴식, 산책, 명상,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정원을 공동체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소통과 공감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넷. 정원은 푸른 일터입니다.

정원디자이너, 숲 해설가, 정원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정원을 시민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지켜주는 터전으로 지켜갑니다. 

다섯. 순천은 생태체험 학습의 장입니다. 

순천만정원에는 인성·생태·체험 학습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원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순천을 모두의 추억 속에 살아있는 젊은 도시로 만들어 갑니다. 

여섯. 순천은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합니다.

순천은 지역의 조경·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촉진해 갑니다. 

다양한 정원축제와 이벤트로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해 갑니다. 

일곱. 순천은 건강행복도시입니다.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정원 속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어 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순천만정원을 건강증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여덟. 순천에 정원의 날을 제정합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페스티벌, 녹색정원 상 제정, 정원문화경진대회 등을 개최합니다.

 순천은 910.4㎢의 정원과 28만 명의 정원관리사가 있는 정원의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아홉.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은 순천만정원이 시작합니다.

향후 천년을 이어갈 귀중한 자산인 정원 속에 천년의 숲을 만들어 갑니다.

순천만정원은 대한민국의 정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13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민 일동  

3. 184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과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화학공업과 해양레저도시 여수, 철강과 항만물류도시 광

양 등 인근 지자체와 차별화를 추구하면서도 생태와 문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친환경 생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도시발전의 기본 전략으

로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원

박람회장이 순천만 쪽으로 도심의 팽창을 막는 에코벨트로서 버퍼기능을 수행하

도록 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습지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전략이자,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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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네덜란드의 플로리아드 등 해외국제정원박람회와 비교할 때 규모에 비해 많은 

방문객을 수용한 박람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과 생태를 테마로 한 정원박

람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의 결과물이자, 전라남도 남단의 도시 순천이라는 지역

적 한계를 극복한 창조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4  목표대비 방문객 유치 및 계절별 입장객 수

관람객 입장추이 분석결과 절정기는 5월이었으며, 주말 550,576명, 주중 656,663명

으로 주말과 주중 모두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방문객들의 기대심리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6~8월은 폭염과 장마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하다 9~10월 입소문에 의한 홍보

효과 등으로 인해 다시 관람객수가 증가하였다.

그림 5-5  관람객 입장추이 분석결과

(4) 일관성 있는 입장권 정책으로 90%에 육박하는 유료입장

전체 관람객 440만 명 중 유료관람객은 386만 명(87.7%), 무료관람객은 54만 명

(12.3%)으로 유료입장이 90%에 육박한다. 국내에서 개최된 여러 박람회와 비교할 

때 그만큼 알찬 박람회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관성 있는 입장권 정책 등 내실 

있는 운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순천만, 낙안읍성 등 훌륭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대다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순천만과 박람회장, 도심을 연

결해 체류형 생태관광시스템을 완성하고, 조경·화훼·한방·뷰티산업 등 신 성장동

력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심 하천인 동천과 순천만을 

가꾸고 보전하면서 시작된 생태형 박람회이자, 자연과 생태를 테마로 우리나라에

서 처음 개최된 국제정원박람회였다. 세계 각국의 정원을 조성하여 소개함으로써  

정원문화 보급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로 국가브랜

드가 향상되고 생태수도 순천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순천

만 보전을 위한 완충지대 확보 및 순천만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세계가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의 자긍심과 만족감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도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나갈 신 성

장동력 및 30만 자족도시 실현의 원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친환경 가치체험으로 청

소년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부각되었다.

(1) 대한민국 국제행사 중 최장기 6개월간 개최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184일간 펼쳐

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박람회이자, 6개월 동안 단 하루

의 휴장도 없이 개최된 박람회로서 국내에서는 최장기 행사였다. 지자체가 주최하

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행사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5無를 실현한 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안전사고, 교통체증, 바가지요금, 식중독, 잡상인 등 다섯 

가지가 없는 박람회로 치러졌다. 자발적인 차량2부제 실시 및 지역상권의 바가지요

금 없애기 등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경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KT 등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3) 관람객 440만 명, 목표대비 110% 초과달성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한 관람객수는 4,403,890명으로, 1일 평균 23,934명으로 집

계되었다. 개장 26일 만에 100만 명(5.15.)을 돌파하였으며, 개장 60일째 200만 명

(6.18.), 개장 153일째 300만 명(9.19.), 개장 176일째 목표관람객수였던 400만 명

(10.12.)을 돌파하였다.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았던 9월 20일 추석연휴에는 하루에

만 103,342명의 관람객이 몰려 구름관중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최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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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최된 해외박람회와 연령대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젊은 층의 방문비율이 높

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물 등으로 인해 답답한 느낌이 들고 단순한 직선

형으로 구성된 타 박람회와 달리, 시야가 확보되고 동선 유도형으로 구성되어 비주

얼리티가 효과적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그림 5-7  시즌별 만족도 분석결과

(7) 22억 원의 기부금품, 15만 4천 명의 종사자 등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이룬 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준비부터 운영까지 성공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개최에 큰 힘이 되었다. 

그림 5-8  시민참여를 실현한 박람회

53건 22억 원에 자발적 기부금품과 391명이 헌수한 수목 21만여 주는 조성 및 운

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자원봉사자, 외국어 서포터즈, 정원해설사 등 15만 4천 

명의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이룬 박람회라는 점에서 진정한 시민의 박람회를 실현

했다고 할 수 있다.

(5) 4%대 외국인 입장, 국제행사로서의 면모 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외국인 관람객수는 목표였던 12만 명(3%)을 넘어 약 17

만 6천 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관람객 대비 4.01%로, 중국(55%), 일본(8%), 

미국(6%) 등 61개국에서 방문하였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

제행사의 관람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박람회

장 관람을 위한 170회의 전세기 및 19회의 크루즈 운행 등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

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다.

(6) 보통 이상 86%의 높은 만족도 기록   

그림 5-6  박람회 만족도 분석결과

관람객들의 만족도 분석결과 86%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였

다. 만족 67.6%, 보통 18.7%, 약간 불만족 6.4%, 불만족 7.3%로, 이는 사상 초유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 → 가을 → 봄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율상으로는 

여름 92.3%, 가을 85.5%, 봄 82.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즌 공통적

으로 신속한 입장, 주제 반영성, 도로안내표지판, 안내요원, 주차시설 부문의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름시즌에는 신속한 입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특히 세계튤립정상회의 회장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심사위원이었던 미셀 굿

디에(Michel.A.Gauthier) 등 해외 화훼전문가들은 타 국가의 정원박람회는 주로 성

인 중심의 방문객 그룹인 데 비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이 많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가족을 타깃으로 한 홍보전략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구역(키드존)을 조성하는 등 노력의 산물이라고 분석하

였다. 실제 박람회 동반형태에서 43%가 가족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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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천만의 가치 및 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11) 수목 74만 주, 화훼 477만 본 식재, 조경·화훼산업 육성의 교두보 확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는 교목 208종 17,600여 주, 관목 297종 722,000여 주 

등 수목 74만여 주가 식재되었으며, 박람회 기간 6회의 화훼연출을 위한 274만 본, 

장미 및 숙근초 등 622종 203만 본 등 화훼 477만 본을 식재하였다. 타 박람회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잔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편이지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적 가치를 더해 감에 따라 박람회

장에 식재된 수목과 화훼를 바탕으로 정원문화사업 등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

하였으며,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조경·화훼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지역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생산적 효과를 누린 경제박람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1,06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115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7,578명으로 분석되었다. 2011금산인삼엑스포 4,614

억 원, 2012고성공룡엑스포 2,800억 원,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2,995억 원 

등과 비교할 때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2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경제적 파급효과

※ 박람회 사업비 2,455억 원, 관람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104,564원을 기준으로 함.

(13) 순천지역 관광산업의 기폭제 역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 중 순천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한 비율은 

약 47%를 차지한다. 순천시에서 선호하는 관광지는 순천만 갈대밭이 약 49%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은 낙안읍성으로 12%였다. 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순천지역 

주요 관광지에 대한 2013년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주변 지역에도 직·간접적인 파

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문객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당일 방문객은 

74.4%, 체류형 방문객은 25.6%로, 체류 관광객 중 60%가 순천지역에서 숙박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8) 폐자원 활용으로 200억 원 절감, 친환경·창조경제 구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폐자원을 적극 활용하였다. 광양~목포 간 고속도로 공사

장에서 채취한 자연석 2만 5천 톤으로 바위정원을 조성하여 25억 원을 절감하였으

며, 88고속도로 확장공사장과 벌채지 등에서 발생한 수목 및 시민, 단체 등이 기증

한 헌수목 등 27만 여 주의 수목을 재활용하여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등을 조성

함으로써 150억 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순천만의 버려진 갈대로 친환경 그늘막 및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2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지렁이 분변토 800톤을 활용해 정원

을 조성하여 2억 원을 절감하였다. 그 외에도 숲가꾸기에서 발생한 폐목 등을 활용

해 통나무 의자 384개를 설치하고 우드칩 및 지주목으로 재활용하여 3억 원, 2012

여수엑스포에서 사용한 바지, 우의, 그늘막 등 24종 11만 개의 물품을 재활용하여 

17억 원을 절감하는 등 총 200억 원을 절감하였다.

이로써 친환경 박람회를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갖는 재정한계를 극복

한 지혜의 산물로서 창조경제를 구현하였다.

(9) 박람회장 내 47종 4,189회 문화행사를 통한 품격 높은 문화향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생태박람회를 넘어 생태와 문화를 결합한 박람회였다. 

박람회 기간 매일 22회의 문화행사가 펼쳐져 총 7종 3,821회의 문화공연을 통해 

순천시민은 물론 관람객들이 품격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34종의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및 7종의 전시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생태문화체험이 

가능한 활기찬 박람회였다. 또한, 박람회장뿐만 아니라 순천역, 조례호수공원 등 

도심 7개소에서 지역 문화예술팀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도심에 축제 분위기

를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10) ‘환경’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4회) 개최로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유도

박람회 기간 환경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4회 개최하여 순천이 대표적 친환경 도

구   분 생산유발 소득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투자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4,057억 원 833억 원 2,045억 원 2,46명

관람객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7,003억 원 1,229억 원 3,070억 원 4,632명

총 파급효과 11,060억 원 2,062억 원 5,115억 원 7,578명

구     분 주제 참석인원 일자

그린시티

세미나 
환경 중심의 녹색도시 100여 명 4. 19.

2013순천만

국제습지보전회의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성공전략
200여 명 4. 19. ~ 23.

생물 다양성

국제포럼

도시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150여 명 7. 25. ~ 26.

생명의 땅 

아마존포럼

순천만 및 아마존 등 

세계 습지보전의 필요성과 가치인식
200여 명 8. 22. ~ 25.

표 5-1  환경 주제 국제회의 개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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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였으며, 환경부는 참여정원(실외)에 환경정원을 조성하였다.  

(2)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말뚝형 지주목 공법 특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다른 박람회와 차별화되는 한 가지는 바로 특허 받은 박

람회라는 점이다.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하여 말뚝형 지주목을 개발, 특허출원

(특허번호 10-2011-0096859)을 받았다. 이는 순천시 조경 담당 공무원들이 자체개

발한 공법으로, 수목식재 시 기존 지주목 설치방법을 지하 매립공법으로 설치하여 

수목을 고정하는 방법이다. 뿌리부와 결속된 지주목 4개를 땅 속에 매립하여 깔끔

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람회장의 큰 나무 1만 7천 주에 적용하

여 초대형 태풍 볼라벤 등에도 건재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림 5-10  말뚝형 지주목 특허

(3) 선택과 집중의 콘텐츠 전시연출

특히 도심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음식점(251개)과 숙박시설(207개), 쇼핑시설

(7개), 여행사(3개) 등 총 468개소를 공식업소로 지정관리하고, 도심에서 지역문화

공연을 추진하는 등 도심활성화 전략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박람회장과 도심에 순

천시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5개소를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

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순천시 주요 관광지 할인이 가능

하도록 하는 등 정원박람회와 도심권을 연계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였다. 

(14) 대한민국 제1의 생태정원 보유

정원박람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정원이다. 정원박람회장은 폐막에 맞춰 「순

천만정원」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앞으로 순천시

는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28만 순천시민의 정원을 넘어 5천

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루어낸 박람회

(1) 개별 국비지원사업 유치로 예산절감 및 콘텐츠 확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다양한 개별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무부처인 산림청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구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의 지원을 받아 박람회장을 조성하였다.

산림청은 박람회장 조성(199억 원), 수목원 및 습지 조성(118억 원), 도시숲 조성(30

억 원), 나눔숲 조성(8억 원), 나무은행 운영(5억 원) 등을 지원하여 주무부처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216억 원), 꿈의 다리 조성(45억 원), 한국정원 조성(2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는 한방약초정원 조성(64억 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 설치사업(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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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전략적 초화류 전시연출

그림 5-9  순천 주요 관광지 관람객 분석

              (순천시 관광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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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가 있는 박람회장 운영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가 관람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면서도 감동적

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박람회로 운영하였다. 정원 및 꿈의 다리 등 

100개소의 시설물 및 16개의 나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종합스토리북과

동화책 2종 등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북을 발간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

하여 해설이 있는 정원박람회를 구현하고자 정원해설사 51명을 양성하여 주요 정

원 해설 및 단체관람객 안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4) 테마별 코스개발을 통한 관람동기 유발 및 만족도 부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테마별 4가지 코스를 개발하여 관람객들의 관람동기를 

유발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및 순천만WWT습지를 중

심으로 한 ‘습지의 희망(주제: 생명이 피어오르는 습지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

음), 수목원 구역을 중심으로 한 ‘초록의 숨결(주제: 아낌없이 주는 자연에서 자연

과 함께 치유를 얻음)’, 어린이놀이정원, 흑두루미 미로정원, 한방체험관 등으로 이

어지는 ‘세상의 풍경(주제: 만남이 가득한 정원에서 세상과 소통함)’, 갯지렁이 다

니는 길, 세계정원 구역으로 이어지는 ‘자연과 동화(주제: 자연과 함께 즐거움을 

누림)’ 등 테마별로 최적의 관람코스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시간별 관람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관람객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그림 5-12  테마별 코스개발

(5) 시기별 콘텐츠 관리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 초화류를 교체함으로써 늘 새로운 박람회장으로 연출하여 재

방문을 유도하였다. 초화류는 매월 10일 기준으로 주요 동선 및 정원 내 교체 식재

정원박람회장의 수많은 초화류는 6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체되어 박람회장을 

계절별로 아름답게 물들였다. 특히 최대 관광시즌인 봄, 가을에 맞춰 전략적으로 

초화류를 전시함으로써 봄에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가을시즌에 재방문할 

경우 봄과는 또 다른 정원풍경을 선사하였다. 봄에는 튤립과 장미, 잔디가 주는 초

록의 물결을 중심으로 개장에 맞춰 적기에 핀 장미와 생육이 빠른 사계절 잔디를 

식재하여 화사한 경관을 연출하였으며, 가을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연출 및 국

화 조형작품을 전시하여 낭만과 아름다움을 전하였다. 특히 극조생종 국화로 연출

하여 함평 국향대전, 울산 가을꽃전시회, 한림공원 국화축제 등 타 지자체 축제기

간과 차별화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3) 관람객 중심의 회장운영

(1) 정확한 예상관람객 조사를 위한 수요예측 분석 실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국 홍보 및 인지도 상승요인 등 변화된 관광패턴을 적

용하여 목표 400만 명을 산정하였으며, 유료관람객 342만 명, 무료관람객 58만 명, 

내국인 388만 명, 외국인 12만 명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일 최대 8만 5

천 명 기준으로 박람회장 시설 및 운영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박람회 기간 최대인력 

초과 방문일수는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등 단 3일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정확한 목

표관람객 산정을 바탕으로 박람회장 운영을 준비한 결과, 전 기간 안정적으로 박람

회장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박람회장 구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박람회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박람회장 전 구간을 휠체어 관람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확보

하였으며, 박람회장 전역의 영구 화장실 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구비하고 지구동문

과 빛의 서문 출입증관리센터 내에 장애인 보호소 2개소를 마련하였다. 또한, 휠체

어 222대를 비치하여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중증장애인(1~3급)들의 무료관

람 및 보호자 입장권 50% 할인혜택을 시행하는 등 최대한 편안한 관람을 배려하

였다. 아울러, 여성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면을 동∙서문주차장에 각 10면

씩 확보하였으며, 지구동문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중국정원 앞 등에 수유실 4개

소를 운영하여 수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50대의 유모차를 비치하여 무료대

여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 외에도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 관람객들의 선 입장을 배려하였다.

습지의 희망 초록의 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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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예술팀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하모니 연출

박람회 기간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라는 주제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

여 순천시 전체에 축제분위기 및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48개 단체, 3,582

개 팀이 참여하여 순천역, 조례호수공원 등 7개소에서 총 1,687회의 문화행사를 개

최하였으며, 지역 공연팀에게 수많은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

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별도로 시민문화건강센터,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회

관 등 7개소에서 887회의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5) 에너지 절약 박람회 실현

그림 5-14  태양광 발전시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태양광, 지열 등 발전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박

람회를 실현하였다. 국제습지센터를 비롯한 박람회장 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

설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 1~10월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4,070,931kwh 가운데 

839,872kwh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함으로써 전체 사용량 대비 약 21%를 절감하

였다.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절감량은 381.3톤으로, 54.4ha의 산림조성과 맞먹는 효

과로 친환경 박람회를 실현하였다.

하여 6회의 다른 풍경을 연출하였으며, 지피초화류는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였다.

(6) 박람회장과 연접한 주차장 확보 및 충분한 식음시설 마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대규모 주차장 6개소 8,770면을 

확보하여 환승불만 제로화를 달성하였다. 상설주차장 외에도 임시주차장 4,000면

을 별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교통·주차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남도식당 15

개소, 레스토랑 1개소, 패스트푸드점 5개소, 매점 10개소, 카페 2개소, 자동판매기 

14개소 등 총 2,408석의 식음시설을 완비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4)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전기 마련

(1)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품격 높은 문화공연 향유

다채로운 글로벌 및 로컬 문화공연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에서 향유하기 어려운 품

격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16개국이 참여한 21회의 국

가의 날 행사를 통해 국제 문화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60개 지자체가 참여

한 지자체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별 전통문화 향유 및 교류의 기회가 되었다. 그밖

에도 추석연휴에 맞춘 지상최대의 강강술래 등 박람회장 내 문화공연 및 체험·전

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종 3,773회의 문화공연을 선보였으며, 매주 금·토요일에

는 상설 주제공연 「천년의 정원」을 통해 48회의 아름다운 뮤지컬을 선보였다. 아울

러, 184일 동안 34종의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및 6종의 전시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

여 진정한 문화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림 5-13  주제공연 및 5천 명이 참여한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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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의 모습

지역개발과 화훼산업, 정원문화 등에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시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행사 자체만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 
및 관련 산업 성장,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후활용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다. 이제 박람회장을 
활용한 도시발전 로드맵에 따라 비전을 현실로 일구어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결집할 때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순천만까지 아우르는 순천만정원으로 새롭
게 탄생하여 순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순천만정원, 

희망의 나래를 펼치다

1. 정원박람회장의 새로운 출발: 순천만정원

   (The Suncheon Bay Gardens)

정원박람회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될 명칭선정을 위해 2013년 6월 1일부터 7

월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공모와 시민·공무원·전문가 설문조사를 시

행하여 이를 토대로 10개안을 1차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0개 후보안에 대해 다

시 시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2개안을 선정하였다. 최종안은 시정

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사후명칭을 「순천만정원(The 

Suncheon Bay Gardens)」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도시지향성과 정원박람회장으로서 

공간의 정체성을 모두 담고 있어 장래 정원의 도시 순천의 브랜드 파급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표현으로 부르기 편하고 표기하기 간단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현재 순천만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법

제화를 추진 중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 유지관리비용의 국고지원 및 

관리비용 경감은 물론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이 기대되며, 이는 박람회 기간 방

문한 440만의 정원에서 대한민국 5천만을 위한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2. 정원박람회, 그 이후를 위한 고민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생태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순천만 보전을 위한 도시의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박

람회가 끝난 지금, 순천은 새로운 핵심 자산으로서 정원박람회장에 적합한 역할과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정원박람회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박람회 개최정신

을 계승하고, 순천만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관광 브랜드를 창출하며, 화훼·조경 등 

정원문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111만 2천㎡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정원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순천만과 연계한 집객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박람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방안 등이 요구된다. 특히 국제정원박람회장은 단

순한 시민의 여가공간이나 관광객들의 휴양공간이 아닌, 도시의 미래비전을 구현하

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순천시의 민간 주체들과 공공부문, 학교와 산업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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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2013년 6~7월에는 총 28회의 시민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순천시민 2,0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민들 대다수가 정

원박람회장 내 새로운 시설 설치 및 예산투자를 지양하고, 정원박람회장이 갖는 목

표와 모습 등 정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

견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1) 사후활용에 대한 기본전제: 생태 + 정원

정원박람회장의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생태’와 ‘정원’을 기본전제로 삼

았다.

정원박람회장의 핵심 기능은 순천만 보전이다. 따라서 정원박람회장은 원래 조성

목적인 순천만 보전을 위한 완충지대, 생태적 전이공간으로 이용되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순천만은 생태보전의 공간(Reserved 

Park), 정원박람회장은 생태와 문화의 이용공간(Used Park), 그리고 도심은 생태도

시공간(Park City)이 되어 순천이라는 하나의 ‘생태 테마파크’를 완성하게 된다. 

또한, 정원이라는 의미도 유지해야 할 개념이다. 정원박람회장은 공공과 시민 모

두가 한마음으로 꽃피운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의미를 이어가야 하며, 공

공정원(Public Garden)으로 활용하여 순천시를 특화하는 문화·산업적 구심점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정원이 품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를 이용

객들에게 보여주고, 정원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가꾸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

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원을 보고 이해하고 가꾸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위

로와 치유 역시 정원박람회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화훼·

조경산업을 촉진하고, 연관산업 및 지원산업을 촉진시켜 도시의 산업적 잠재력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의 시작

과 미래를 함께할 대표적인 정원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사후활용의 이슈

(1)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사후활용의 관건 중 하나는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

존 용역 비용분석을 보면, 서울숲, 월드컵공원, 울산대공원 등 단순히 공원면적을  

비교하여 분석한 것으로, 54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정원박람회장의 경우 현재 습

지센터 운영, 화훼식재, 잔디관리 등 2개월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관리비에 대

해 비용산정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4개월간 박람회 운영자료를 분석하고 유

부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사회·문화·경제적 활

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원문화산업의 중·장기적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넘어 순천시 발전의 발판이 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

해 왔다.

그림 5-15  사후활용체계

이에 박람회 폐막 이후인 2013년 10월 21일부터 2025년까지 12년간의 사후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박람회 개최 1년이 되는 2014년 4월 19일

까지, 중기적으로는 2014년 4월 20일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이후 2025년까지 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장을 활

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순천시 전체가 정원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5-16  사후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이를 위해 2013년 5월 20일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축

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정원박람회 사후운

영 및 연관산업 육성 실시연구」 용역에 착수하였다. 현장답사 및 실무협의를 시작

으로 지역 및 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 순천시 공무원 의견조사, 

박람회장 방문객 설문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및 의견조사, 순천시의회 간담회 등을 

1 시민순회토론회

2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3 순천시의회 의견수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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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으로서의 의미

·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
   장소로서의 의미

· 순천만 보전을 위한 
    Used Park로서 조성

순천만 보전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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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박람회장 유지관리에 연간 약 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었다. 여기에는 지역의 고용창출효과와 연관되는 인건비, 습지센터 운영비, 수

목화훼 조경비, 단지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표 5-3  박람회장 사후운영비용 소요예상

구   분 내            용
예상비용

(백만 원)
비    고

인건비

기간제 및 일용직 임금 및 보상금

단지 및 수목화훼관리인원, 해설사, 

경비 매표 등

1,802

 3~10월(8개월)   

 115명,  

 11~2월(4개월) 70명

습지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 제반경비, 

재료비, 유지보수비
831

무안갯벌센터,

코엑스아쿠아리움 

결산자료 검토결과 

적용

수목화훼 조경비
재료비, 조경시설비, 

일반운영비 포함
1,505 인건비 제외

단지 유지관리비
건축 및 기반시설 유지보수, 

수도광열비 등
743

아침고요수목원, 

대구수목원 등

결산자료 검토결과 

적용

계 4,881

(2) 공공성 + 비즈니스적 접근

시 예산만으로 111만 2천㎡에 이르는 정원을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부담

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공성 높은 사업으로 박람회장을 조성했다면, 이제는 공공

성과 수익성을 함께 갖춘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도시의 발전과 미래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5-17  공공성과 수익성을 아우르는 비즈니스적 접근

비즈니스 마케팅 도입을 위한 수익사업은 우선적으로 순천시의 미래비전과 부합

하면서 수익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순천만의 보전과 생태수도 

순천의 도시 지향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원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지역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펼치는 장이 되어야 한다.

3. 순천만정원 사후활용방안

1) 사후활용방안의 기본방침

(1) 순천만정원, 그리고 순천시의 비전

사후활용방안은 사업지의 비전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비전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순천만과 함께 순천만정원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

다. 세계적 생태습지로서 보전은 물론, 생태체험 및 학습의 장이자 정원문화체험 

및 휴양이 가능한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중심이 되고, 시민거버넌스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태비즈니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순천만정원을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은 생태와 교육이 결합된 생태체험 학

습도시이자, 생태와 산업이 어우러진 정원문화도시로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될 

것이다.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에 담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지로 각

광받는 도시가 될 것이며, 정원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풍요의 도시, 생태와 힐링

이 결합된 건강행복도시로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도시, 지역경제 발달

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2) 도입시설 및 활동의 도출방향

첫째, 공공성과 비즈니스적 공간이용의 결합이다. 공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시

민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외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 프로그램을 확충

해야 한다. 순천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물론,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어울림의 

공간이자 경제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생태·정원 휴양, 체험학습,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순천만정원 + 정원문화산업 활용
치유문화와 상품으로 확장

그리고, 순천만정원

성공적인 순천만정원 관리운영
생태·정원 체험성 강화

도시 연계관광 촉진

생태보전활동과 연구 본격화
정원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도시 연출

생태체험
학습도시

정원
문화도시

건강
행복도시

참여형
생태·정원문화 명소

효능형
생태·정원문화 명소

체험학습형
생태·정원문화 명소

그림 5-18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

공공성 높은
사업으로 조성

약 2,450억 원의 공공사업비 투자

순천만 보전을 위한 녹지축 구축
시민을 위한 공공정원 마련

외부 관광객 유입 유도
적정 이용료 부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장

공공성 + 수익성 
갖춘 운영체계 도입

그러나 
운영지속성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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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운영효율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구성

2)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1) 정원박람회와 축제

순천만정원의 사후활용방안으로는 첫 번째 정원축제를 중심으로 계절축제를 활

용하여 이용객을 유치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2015년부터 매년 4월 말에서 5월 중 

메인행사로 지역 정원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정원산업 전시판촉과 문화가 어우러진

정원축제를 개최하여, 여기에 계절축제로서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10월의 갈대축

제를 순천만정원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순천만정원의 정체

성을 적극 반영하여 세계해설가대회를 비롯하여 흑두루미 모니터링대회를 통해 

생태연구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학술·산업부문의 회의 등 생태 MICE를 유치`

계획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① 순천만국제정원축제

순천만국제정원축제는 다양한 정원산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박람회로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산업기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5-4  순천만국제정원축제 추진방향

The Suncheon Bay Gardens Show

개최 기간 • 매년 4~5월경(약 15일간)

행사 규모
• 산업전시 면적: 5,000㎡ 내외(실내 3,000㎡, 실외 2,000㎡)

• 작품전시 면적: 7,500㎡(실외)

참여 규모
• 정원산업 쇼케이스: 국내·외 정원(조경)산업 관련 업체 50개 내외

• 작품 및 참여정원: 30개 내외(실외정원)

둘째,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 고유성과 차별성이 없다면 굳이 순

천만정원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순천만정원이 갖는 제일의 경쟁력은 세계

5대연안습지에 펼쳐진 드넓은 갈대밭의 경관미와 습지의 생태적 가치, 겨울손님 

흑두루미와 습지를 가꾸어 온 이야기 등  ‘순천만’ 그 자체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

초의 정원박람회 개최지로서 생명을 가꾸는 즐거움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아름다

움을 접할 수 있으며, 예술과 어우러져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정원문화’, 그리고 

남도를 대표하는 식도락문화를 비롯한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예술문화를 간직한 

‘순천의 지역문화’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천만, 정원문화, 순천의 지

역문화가 갖고 있는 콘텐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셋째, 표적시장별 이용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순천만정원을 찾게 될 관람객들 중 

약 60%가 개별방문객이며, 단체방문객의 약 50%가 학생들로 예상된다. 또한, 이

용 층별로는 운동 및 산책, 휴식, 체험학습, 가드닝 등 문화활동을 즐기려는 목적의 

순천시민 30%, 가족단위 나들이, 광주·전남권 체험학습 및 광역권 수학여행 등 학

생단체, 친목도모 및 동호인, 연계 관광 등 일반인 관광객 70%로 예상된다. 따라서 

순천만정원의 시설 및 방향을 도출할 때는 이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림 5-19  지역거버넌스 활용

넷째, 수많은 자원봉사 및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의 성공을 이끌었던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야 한다. 개별시민, 문화예술인 단체, 

농가 등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지역활성화 효과를 확대

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야 한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늘어놓기보다는 

특화 프로그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원박람회를 활용한 계절축제를 비롯하여 

정원시설, 시민참여, 체험학습 등의 핵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

지역특산물, 먹거리
콘텐츠 제공

수익활동 전개

생태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참여
수익활동 참여

프로그램 참여

공연 및 전시 참여
문화예술행사 주도

시민 각 부문의 참여도 극대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참여

개별 시민

공연 및 전시 참여공연 및 전시 참여

문화예술인
·단체

지역특산물, 먹거리
콘텐츠 제공

농가·
지역 상인

생태 및 정원문화생태 및 정원문화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참여

학교·기관
·기업

프로그램
구성

· 정원축제
· 성수기(봄, 가을) 강화
· 비수기 활성화

· 특화 정원 도입
· 놀이, 신체활동
· 시민참여 정원
· 지역먹거리 체험 시설

· 습지 생태
· 정원문화 체험
· 연구 및 교육

· 시민 건강 증진
· 시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 정원축제 · 특화 정원 도입

· 시민 건강 증진 · 습지 생태

계절 축제 정원시설

체험 학습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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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갈대축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갈대축제를 2013년에는 정

원박람회장과 연계하여 ‘순천만 갈대꽃, 정원에서 피어나다!’라는 부제로 개최한 

바 있다. 축제는 도심권과 연계하여 순천만과 동천을 이원화하여 개최하였다. 앞으

로는 지속적으로 매년 10~11월경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서 이루어지던 행사를 확

대하여 순천만정원을 함께 행사장으로 활용하여 행사내용과 관람객 수용력을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세계해설가대회

세계해설가대회는 전 세계 58개국 8,5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해설협회 

(NAI: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주관으로 매년 세계에서 숲과 자연, 

문화유산 등 해설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순방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은 아

홉 번째 행사로 전라남도에서 개최된다. 해설전문가와 해설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해설 관련 국제대회로, 자연, 문화, 역사, 관광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가자 간에 해설연구와 기법을 공유하고, 해설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강원도 속초에서 세계해설가대회를 개최하여 우리나

라 숲과 자연, 문화를 세계 각국의 해설가들에게 알리고 국내·외 해설 분야 전문가

들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6년 만에 전라남도에서 또 한 번의 세계해설가대

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설가 역량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동

시에 해설가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남의 숲, 자연, 생태, 

문화유산 등 다양한 해설자원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산업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④ 흑두루미 모니터링 대회

순천만의 대표철새인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의 생태관찰 및 보호활동을 내

용으로 하는 전문 생태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흑두루미가 월동을 위해 순천만

을 찾는 12월 중 순천만, 에코촌,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흑두루미 바로 알기 강연

회를 비롯하여 연간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세미나,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흑두루미 

주요 내용
• 조경 및 정원 관련 산업쇼케이스 개최

• 국내·외 정원디자이너 가드닝 대회

• 시민참여정원 전시 및 조경·정원 관련 각종 문화행사

행사 주체 • 순천시, 정원박람회장 별도 운영관리조직

사업 비용 • 약 28억 원 소요

정원축제 기간 동안 개최할 프로그램은 크게 공식행사와 전시프로그램, 체험프로그

램, 공연 및 이벤트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행사로는 조경 또는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데이와 

정원문화인의 밤 행사 등이 있다. 또한, 정원축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프

로그램은 조경·정원산업 분야의 각종 업체들이 참가하는 산업전시, 국내·외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전문 정원설계전시, 순천시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참여하

는 한평정원 만들기 등의 정원 전시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순천시의 정원산업을 육

성시켜나갈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국내·외 조경·정원산업과 관련된 업체, 기관, 언

론매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조경·정원산업 쇼케이스가 있다.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꼬마정원사 체험, 맛있는 정원, 정원음악회 등 체험프로그램

과 공연 및 행사 등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성숙된 정원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림 5-21  순천만국제정원축제 운영프로그램 계획

비즈니스데이

• 박람회 일반방문객 오픈 전 3일간

• 조경·정원 관련 기업인 참여행사

• 산업전시 참여업체 무료초청

1 2 3

정원문화인의 밤

• 비즈니스데이 첫날 개최

• 조경·정원산업 관련 기업, 기관, 학계인사           

  초청행사

조경·정원산업 쇼케이스

• 국내·외 조경·정원산업 관련 업체, 기관, 

  언론매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쇼케이스 개최

4 5 6

정원디자이너 가드닝 대회

• 국내·외 정원디자이너, 환경미술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설계대회 개최

시민 한평정원

•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

• 당선작은 박람회 기간 전시

정원음악회

• 주 박람회장 잔디마당에서 개최

• 지역 문화예술단체 참여행사 개최 그림 5-22  세계해설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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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드벤처 등의 휴양형 정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① 세계정원 리모델링

박람회장 내 세계정원 10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조경시설물 및 구

조물 축조 등 국가별 전통정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정원으로 연출할 

계획이다.

그림 5-25  세계정원 리모델링 대상지

② 종교식물정원

문화적 산물로서 정원의 특성에 주목하여 특화된 정원시설로 세계 3대 종교를 테

마로 한 종교식물원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자문결과 종교정원 및 식물원은 차별성

이 높고, 종교성이 짙은 내용을 배제하고 대중화된 스토리로 조성할 경우 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학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테마정원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테마로 각 종교경전 속에 등장하는 식

물이 갖는 의미와 이야기, 가치, 아름다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학습

공간으로,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마음의 치유공간으로, 종교인들에게는 종교적 가

르침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호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흑두루미 보호정신을 나누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⑤ 2017에코시티 세계회의 등 생태 MICE 유치

국제습지센터라는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ference, Exhibition)를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습지생태 보전

과 탐방의 목적지였던 순천만을 미래 생태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

이다.

특히 2017년 에코시티 세계회의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환경 국제컨퍼런스를 추진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에코시티 세계회

의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코시티 빌더스(Eco City Builders)가 주최하

는 국제 회의로, 세계 각국의 행정가와 사업가, 연구가, NGO, 시민활동가 등이 참

여한다. 행사는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2013년 프랑스 낭트에 이어, 2015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2017년 9월 개최를 위해 

2013년 9월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행계획 수립 및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최가 

확정될 경우 70여 개국 2,000여 명의 참여가 예상된다.

(2) 정원시설

정원시설의 경우 그냥 보고 지나치는 정원에서 한발 나아가, 관람 매력성이 높은 

특화정원이나 시민참여형 정원, 휴양형 정원을 도입하여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문위원회의에서 제시된 종교식물정원이나 겨울정원 등의 이색관람형 정원, 순천 

백년의 숲 및 커뮤니티 가든 등의 시민참여형 정원,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 및 에

중국정원 프랑스정원
태국정원

일본정원

영국정원

독일정원

미국정원 이탈리아정원

스페인정원네덜란드정원

그림 5-24  에코시티 세계회의 관련 이미지

그림 5-23  흑두루미 모니터링 대회 관련 이미지

그림 5-26  국내 최초의 종교식물정원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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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겨울정원(Winter Garden)

방문율이 낮은 겨울철 비수기 활성화를 위한 테마정원으로 겨울정원을 도입하여 

사계절 관람이 가능하면서도 겨울철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정원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겨울철 꽃이 피는 식물과 화려한 색상의 가지 및 흥미로운 질감의 식

물을 활용하여 자연적이면서도 독특한 풍경을 연출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조명 

등을 활용해 감성이 물씬 풍기는 길을 연출하고 환경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윈터 갤

러리 등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순천 백년의 숲

해룡천변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순천의 귀중한 생태자원이 될 생태숲을 조성하

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향후 100년간 조성해 나갈 장기 프로젝트로서 ‘자연으로의 

귀환’이라는 아젠다를 형성, 장기적으로 숲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과의 연계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그림 5-31 순천 백년의 숲 관련 이미지

순천 백년의 숲은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약 20,000㎡ 규모로 조성하고, 숲

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친환경 재료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아트 포레스트(Art 

Forest)로서 방문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 및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감성체험관

광 수요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신진예술인의 새로운 작품을 유치

하여 예술인들에게는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예술의 향유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⑤ 에코어드벤처

순천 백년의 숲 부지 내에는  친환경 모험레포츠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었

다. 이색적인 콘텐츠 적용으로 테마 및 차별성을 강화하여 가족 단위 휴양객들의

부처의 향

침향나무

세상을 맑게 하는 향

샤프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사찰의 입구를 장식하는

은행나무

그림 5-28  불교경전 속 식물검토

낙원의 꽃

장미

아주 작은 씨앗을 품는 

겨자나무

천사 가브리엘이 

마호메트에게 전해준 

커피나무

천국의 음료재료

생강

이슬람세계와 

시작을 함께한 

바나나나무

그림 5-29  이슬람경전 속 식물검토

동백나무 설중매 풍년화 자작나무

호랑가시나무 수선화 크리스마스로즈

그림 5-30  겨울정원 겨울식재 검토

그림 5-27  성서 속 식물검토

승리와 평화의 상징

감람나무(올리브나무)

산양의 열매 

포도나무

정결케 하는 풀

우슬초(하솝)

아름다움의 상징

석류

건강의 숲(단기) 모험의 숲(중·장기)

그림 5-32  에코어드벤처 프로그램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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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홍보마케팅은 순

천만정원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활용하여 생태계 보전, 친환경에너지 사용, 가드닝

의 친환경적 의미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장의 성격과 부합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탄소 배출

권을 비롯한 탄소저감의 중요성 알기, 탄소저감의 한 방법으로서 나무심기 및 정원 

가꾸기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거래제 의무

국가에 포함될 예정으로, 조림사업 또한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다. 따라서 대규모 녹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순천만정원과 탄소저감을 연계하여

방송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스타들이 모은 탄소포인트로 식물과 정

원 부자재를 구입한 후 한평정원을 조성하는 모습을 방영함으로써 순천만정원에 

대한 홍보효과와 함께 정원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환

경부와 관련 기관, 범국민이 참여하는 에코기금을 조성하여 순천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으며, 정원박람회장 내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특별한 나무들

을 활용해 ‘나무’를 주제로 한 TV연작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여 정원박람회장

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순천의 친환경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그림 5-35  에코스타정원 만들기

(4) 생태·정원체험

순천만정원의 기본전제에 해당하는 생태·정원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하

되, 가족 단위 나들이객, 유·청소년 체험학습, 일반단체 및 동호회, 연인, 친구, 시니

어 등 각 이용 층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람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입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을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숲을 조성하는 과정인 만큼 수목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건강기능형 놀이터에서 운동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나무와 끈 등을 활용해 나무 위에 조성된 놀이터에

서 모험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⑥ 커뮤니티 가든

커뮤니티 가든은 순천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박람회장 곳곳을 지역공동체 

정원으로 가꾸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 마을공동체, 지역 내 학교, 기관,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이 가꾸는 정원으로 관광상

품화가 가능하다. 커뮤니티 가든은 가족형, 교육기관형, 기업형 등 주요 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 장소, 내용 등 커뮤니티 가드너 교육을 진행한 후 실

제 커뮤니티 가든을 가꾸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역 내에서 점차적으로 외부 

방문객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⑦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

순천만정원 내에서 순천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맛집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존 

식당과 그 외 고정 건축물을 활용하여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을 운영함으로써, 순

천만정원 내 식음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3) 프로모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방송, 기관 등과 연계하여 순천만정원에 대한 

정원 디자인 식물 및 정원용품 구입 나만의 정원 만들기

생태 정원문화 정원휴양 & 놀이

가족단위

나들이
유`청소년
체험학습

일반단체

·동호회
연인·친구 시니어

그림 5-36  이용 층의 요구를 반영한 생태·정원체험 프로그램

순천시민 커뮤니티 가든

• 분양면적: 15㎡ • 총 제공개수: 100개소

• 총면적: 3,000㎡

교육체험학습 농장

• 분양면적: 150㎡ • 총 제공개수: 20개소

• 총면적: 3,000㎡

기업형 농장

• 분양면적: 150㎡ • 총 제공개수: 10개소

• 총면적: 1,500㎡

그림 5-33  참여주체별 커뮤니티 가든 운영계획

그림 5-34  식음시설 유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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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정원체험 프로그램

③ 정원휴양 & 놀이

정원은 휴식과 놀이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휴양과 놀이가 가능하도록 여

름 임시 물놀이장, 호수정원 뱃놀이, 정원 우체통 운영, 이색 자전거 타기 등의 프로

그램을 고려하고 있다. 

하계 가족 단위나 어린이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

름철 임시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정원박람회장의 랜드마크인 순천호수정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재료로 만든 무동력 배를 타고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갯지

렁이 다니는 길 도서관에는 우체통과 친환경 편지지, 봉투 등을 마련하여 연중 편

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정원박람회장의 넓은 부지를 역으로 활용하여 1인용·2

인용·4인 가족용 자전거 등 이색적인 자전거 타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생태체험 프로그램

자연생태계의 보고 순천만 생태습지를 비롯한 순천시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순

천만 습지생태학습, 순천만 철새탐사, 순천물길 생태모험, 생태공예, 순천만 생태

해설투어 등 생태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4~10월 중 학생단체를 타깃으로 순천만의 갈대습지와 습지생태 속 생물을 관찰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국내 유·청소년 단체를 유치할 수 있으며, 환경

연구가, 관련 학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12~2월 중 순천만에서 전문가와 함께 철새

탐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생태해설가와 함께 동천을 따라 시가지~박람회

장~순천만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가며 담수습지, 내륙습지, 염습지의 생태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관람객을 대상으로 연중 생태해설투어를 진

행하여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타 정원박람회 기간 진행된 다양한 생태공예를 확대하여 계절별 자연재료

를 활용한 유·초등학생 대상 생태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체험 프로그램

정원박람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체험의 장임을 활용하여 일일정원사 체험, 정

원요리체험, 교과서 식물 스탬프투어, 춘하추동 정원해설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

영할 수 있다. 

정원사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정원 가꾸기 및 식물 돌보기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원박람회장 내 커뮤니티 가든의 친환경 야채와 채소를 활용한 요

리체험 및 시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에 나오는 약 140종의 식물을 콘텐츠로 저학년, 고학년용 워크북을 제작·배포한 

후 교과서 속 식물을 찾으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박람회장을 투어하는 체험프로그

램을 운영하거나, 계절별로 달라지는 정원의 풍경을 맛깔스런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시즌별로 정원해설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교과서 식물 스탬프투어

정원요리체험

일일 정원사체험

춘하추동 정원해설투어

순천만 습지생태학습 순천만 철새탐사

순천물길 생태체험 순천만 생태해설투어 생태공예

그림 5-37  생태체험 프로그램

여름 임시 물놀이장 호수정원 뱃놀이

정원 우체통 운영 이색 자전거 타기

그림 5-39  정원휴양 & 놀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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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등 만남과 어울림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순

천만정원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도시문화와 함께 나아갈 수 있

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4.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1) 단계별 운영계획

(1) 단기(2013년 10월 20일~2014년 4월 19일) : 부분운영 및 통합운영 준비

박람회 종료 이후 정원박람회장은 2014년 4월 20일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임시 시

설물의 철거와 정비사업,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주 박람

회장을 제외한 국제습지센터와 서문을 부분적으로 개장하였다. 그동안 운영을 담

당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으

로, 순천만정원 개장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주 박람회장의 임시가설물 철거와 단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커뮤

니티 가든 정지작업을 병행하고,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 가든샵 등 임대 시설물

에 입주할 임차사업자를 모집·선정하여 영업을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기존 웹사이트를 순천만정원 웹사이트로 재구축하고 그랜드 오픈

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2월부터는 체험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과 워크북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2015년 

국제정원축제와 2014년 세계해설가대회, 2017년 에코시티세계회의 유치를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2) 중기(2014년 4월 20일~2018년) : 순천만정원 전체 운영

정원박람회 1주년을 맞는 2014년 4월 20일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으로, 정비를 마

친 주 박람회장을 포함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운영사업을 시행한다. 운영 주체

는 2014년 1월 신설된 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가 된다. 

2단계에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 가든샵, 

어린이놀이정원, 관람차 등의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정원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향후 100년간 추진되

(5) 도시문화

순천만정원은 사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

시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원박람회장이 당초 시민공원을 조성

하려던 계획에서 출발한 만큼 순천호수정원 일원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침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휴식의 쉼터역할

을 하고, 관내 유아, 학생, 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정원 테라피를 도

입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음악, 문학, 예술적 감성을 담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동천갯벌공연장에서 토요일

마다 정원콘서트를 개최하거나, 갯지렁이 다니는 길, 국제습지센터, 야외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 시민,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정원갤러리를 운영하

는 등 도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메마른 감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원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시민 정원문화강좌, 시민 정원아카데미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문화강좌 및 전문적인 정원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정

원문화의 산실이자 정원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

이다. 그밖에도 토요일마다 동문주차장 일원에서 순천의 친환경 농산물 및 정원용

품들을 직거래하는 에코시장을 운영하거나, 아름다운 정원을 웨딩 및 연회장소로 

시민 아침정원 산책 정원갤러리

토요정원콘서트 정원문화강좌 정원아카데미

가든샵 에코시장

정원테라피

정원웨딩

그림 5-40  도시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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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가 프로젝트인 순천만 백년의 숲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 부지 내 에코어드벤

처 1차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천만정원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병행하

여 2014년에는 순천만 보전기금 모금사업인 에코기금을 발의하여 사업을 추진하

고, 방송국 예능프로그램과 연계한 에코정원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정원체험 및 시민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6년부터는 정원교육 프로그

램을 본격화하게 된다. 2014년 세계해설가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 2017년에는 

순천만국제정원축제를 개최하고, 2017년부터 생태학술축제인 흑두루미 모니터링 

대회를 시작하는 한편, 에코시티세계회의를 유치·개최할 계획이다.

(3) 장기(2019~2025년) : 사후활용사업의 본격적인 전개

중기사업이 기존의 여건을 활용한 운영사업이 주를 이룬다면, 장기사업은 단지 내 

도입되는 정원시설 사업들과 단지 내·외에 조성되는 정원문화산업 관련 시설들과

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순천시 전역의 관련 자원들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운영되면서 생태수도 순천의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3단계는 2단계의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국가 추진사업과 연계하

여 운영프로그램의 내용을 힐링상품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공간을 리

모델링하여 주제를 강화하는 종교식물정원 및 겨울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목의 생장에 맞춰 에코어드벤처 

2차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림 5-41  단계별 운영방향

2) 관리운영 방식 및 조직구성

(1) 관리운영 방향

순천만정원의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전문성이 확보 유지되어

야 한다. 우선, 순천만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성의 목적과 시민들을 위한 공익

적 공간으로서 운영의 목적, 지역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핵심 공간으로서 공공성 확

보가 요구된다.

관리운영조직이 정원박람회장의 관리운영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순천시 정원문

화산업 육성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을 고려할 때, 공공성 유지는 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연간 약 49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

의 조달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목과 화훼를 

콘텐츠로 지역 내·외 이용객들에게 정원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

영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관리운영 방식

박람회가 종료된 후에도 국내 많은 박람회들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박람회 전시장의 사후 운영과 차기 국제행사까지 운영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개최되었던 국내 박람회의 사후 운영조직을 분석한 결과, 조직기

능은 최대 80% 이상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최 후에도 정기행사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정원 관련 축제 및 행사를 개

최하기 위해 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4년 1월 「순천만

관리센터」를 구성하였다

시 직영방식은 대구수목원, 서울숲 등 공공수목원과 공원관리에 주로 적용되고 있

으며, 공공시설로서의 유지관리와 이용객 편의,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제한

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시설의 조성 목적을 유지하

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편익 공간으로서 운영이 용이하며, 도시 공공사업과 연계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운영사업에 한해서는 외

부기관 및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만정원의 관리운영은 순천시가 총괄하면서 비용의 효율성 및 업무 전

문성을 위해 일부 외주를 주거나 위탁, 임대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물원 관리

와 정원문화체험관 운영은 전문사와 기관에 위탁하고, 식음 및 판매시설은 지역 내 

관련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할 예정이다. 새로운 조직체계로서 「순천만관리

센터」는 사후 국내 박람회 준비 및 부지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국내 최초로 개최된 정원박람회의 자긍심을 이어가면서 변화와 개선을 통해 순

천만정원을 생태관광의 명소로 각인시켜 생태체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창출

중기

장기

단 기 2013. 10. 20. ~ 2014. 4. 19.  :   부분 운영

2014. 4. 20. ~ 2018  :                 전체 재운영

2019 ~ 2025  :                            전체 운영 + 사후활용사업 본격 전개

· 운영주체 : 순천시(순천만운영과, 박람회지원과)
· 운영구역 : 국제습지센터, 서문, 남문

· 운영주체 : 순천시(별도 조직 신설)
· 운영구역 : 국제습지센터, 박람회장 전 구역,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사후활용사업 도입 추진

그림 5-42  순천만정원 관리운영 방향

공공성

수익성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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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관리운영 조직 및 인력

순천만정원의 새로운 관리운영조직인 「순천만관리센터」는 크게 순천만기획과, 순

천만보전과, 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의 4개 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만

기획과는 기획총무, 문화체험, 수익사업, 홍보 습지센터 운영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순천만보전과는 순천만 내 제반시설의 관리운영, 생태보전활동과 연안

관리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시설관리, 화훼연출, 조경관리, 건축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원관리과, 정원문화와 화훼·조경산업 진흥업무, 정원치유산업 육성업

무를 담당하는 정원산업과로 구성되어 순천만정원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인력은 업무의 총괄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산정한 결과, 연중 자원

봉사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5-43  순천만정원 통합조직안

3) 운영비용 및 수입

(1) 관리운영비용

순천만정원의 관리운영에는 단지 유지관리비와 사무추진비, 사후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이 소요된다. 유지관리비는 국제습지센터 운영비, 수목화훼 조경비 

등 연간 약 49억 원이 소요되며, 사무추진비는 일반 운영비와 매체 홍보 등 약 6억 

2천만 원, 순천만국제정원축제를 비롯한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등 사후활용 프로

그램 운영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순천만정원의 관리운영에는 연간 약 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5  순천만정원 연간 관리운영비용 

구   분 금  액(백만 원) 비   고

단지 유지관리비 4,881 성수기 115명, 비수기 70명 운용기준

사무추진비 620 일반 운영비, 홍보마케팅비

운영사업비

2,772 순천만국제정원축제

75 흑두루미 모니터링대회

120 정원체험 프로그램

120 시민문화 프로그램

계 8,588

※ 순천만정원축제가 재최되는 짝수년도에는 775백만 원 소요

(2) 운영수입

운영수입은 크게 입장요금 수입과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요금 수입, 

임대매장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된다. 운영수입 추정을 위해 연간 목표이용객수를 

추정하였으며, 순천시의 과거 관광객 추세자료,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지역 내 관

광점유율,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지역관광객수 증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 검토결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정원박람회장, 에코촌을 아우르는 

순천만정원 수요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국제정원축제가 개최되는 2015년에는 약 

430만 명, 국제정원축제가 개최되지 않는 2016년에는 약 400만 명, 2020년에는 약 

406만 명, 2025년에는 약 445만 명의 지역 내`외 방문객들의 내방이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순천만정원의 적정 입장료를 검토하였다. 입장료는 박람회 기간 동

안 정원박람회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공원, 수목원, 식

물원 등 유사시설 사례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검토결과, 순천만정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천 원 수준의 요금이 적절

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역민 및 이용객 층별 다양한 할인요금을 적용한 결과, 

연간 약 93억 원의 입장요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입장료 외 정

원 내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어린이놀이정원, 관람차 이용, 각종 체험프로그램 이

용요금으로 972백만 원, 회의장과 전시관, 공연장 사용료 등 연간 시설이용료 수입

은 연간 약 31백만 원, 임대매장 수수료 수입은 약 967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제습지센터와 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순천만

정원의 연간 운영수입은 2015년 목표 수요를 기준으로 연간 약 113억 원으로 검토

되었다.

표 5-6  순천만정원 연간 운영수입 검토

구    분 금액(백만 원) 비            고

입장료 9,320 상시 입장수입 + 국제행사 입장요금 수입

프로그램 이용료 요금 972 어린이놀이정원 + 관람차 + 체험프로그램

시설이용료 요금 31 회의장 + 전시장 + 공연장

임대매장 수수료 수입 967 식음 및 판매시설 매출 수수료

계 11,289

순천만기획과 순천만보전과 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

순천만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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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풍토 확산 및 경관연출을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후방산업 육성방안

(1) 화훼·조경수 주식회사 설립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화훼·조경산업을 조직화하고 순천시의 화훼 및 

조경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화훼·조경수 재배농가를 주체로 하는 

화훼·조경수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관내 화훼 

및 조경수 재배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산발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순천시의 화훼·조경수 산업을 조직화·규모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수 주식회사 설립

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체의 주식회사 진단 컨설팅, 협의체 구성, 교육 및 웹

사이트 구축, 전문가 영입 등의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화훼·조경수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위해 기반구축 사업, 주체육성 사업, 역

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판매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5-45  화훼·조경수 주식회사 설립 내용

(2) 국제적인 정원문화 협력사업 전개

순천만정원과 순천 정원문화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려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

록 지원하고, 선진국의 보편화된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

지 국제적인 정원문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가든페

스티벌 이나 정원을 대상으로 업무협력을 추진하고, 국내·외 화훼 및 조경박람회

에 참가해 바이어를 대상으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연간 운영수지

연차별 목표이용객수 추정결과와 운영비용, 운영수입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14

년부터 운영사업 20년 차인 2033년까지의 운영수지를 검토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정원박람회장 운영 일정을 감안하여 이용객수와 운영비용 및 수입을 조정하여 적

용하였으며, 2015년 국제정원축제 개최를 위해 2014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

으로 적용하였다. 

검토결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약 27억 원에서 30~40여 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5-44  순천만정원 연간 운영수지 검토

5. 정원문화산업 육성방안

1) 정원문화산업 육성방향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개발된 정원문화도시로서, 순천시의 

국내·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화목류를 중심으로 한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여건 분석결과에 따라 산업의 조직화와 기술 

특화, 전문화,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내용으로 하는 후방산업의 육성을 공공과 민

간 차원에서 시행하고, 소비시장과의 판매접점 확충과 정원문화 체험상품으로의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전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원문화 도시로서

정원박람회 개최 및
각종 운영사업

(36%)

사무운영비
(7%)

인건비
(21%)

박람회장 유지관리
(36%)

입장료(86.4%)

체험프로그램
(9.1%)

시설사용료(0.2%)

임대매장
수수료
(4.3%)

연간 약 86억 원 지출 예상 연간 약 113억 원 수입발생 예상

창립총회 역량강화교육 공동 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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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업 관련 자재 및 재료의 상설 기획전시판매장과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전문

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실, 사무관리 및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4) 정원문화포럼 조직구성

2014년에는 정원문화, 정원 가꾸기 등 정원 관련 산업 전반을 다루는 연구회 조직

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여 공신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직의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향후 관련 

농가 및 기관에 지식과 기술력을 보급함으로써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다. 전문지식을 보유한 회원모집을 통해 위원 및 분과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

화하고, 지속적으로 정기모임, 세미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5) 전문 정원사 육성

2015년부터 순천시 관내 정원산업 관련 인력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정원사 

양성을 추진하여 순천시 관내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공공부

문의 정원사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 정원사의 경우 기존에는 전문 고

등학교나 대학 교육기관을 통해 주로 조경과 원예분야에서 양성되어 공원설계 및 

시공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환경디자인 등 전문학과

가 개설되고 시민정원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그림 5-48  정원사 양성교육

따라서 순천시 관내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전문 정원사 양성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정원문화산업의 선도적 도시로서 순천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학사과정의 

정원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내 민간 및 공공 일자리 확충으로 학과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개최되는 낭트국제꽃박람회와 가든페스티벌에 상호 교차정원 

조성을 협의하여 순천시에서는 480㎡의 규모로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순천시에서

는 2013년 11월 말까지 설계도와 정원조성에 필요한 솟대, 장승 등 재료를 제공하

고, 낭트시에서는 꽃, 돌 등 정원재료 조달 및 조성인력을 제공한다. 이후 2015년에

는 순천만국제정원축제에 동일한 조건으로 낭트시가 참가하게 된다. 또한, 2015년 

순천만국제정원축제와 2016년 쇼몽국제가든페스티벌 간 상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교차 참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3)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원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원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원 연관산업의 재료 및 자재의 전시·판

매·유통, 기술개발과 보급, 상품화와 브랜드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원산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200㎡ 

규모의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정원산업지원센터는 기존의 유통시설 및 산업지원센터와 차

별화하여 순천시에 적합한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국내 유일의 정원

자재 및 재료의 종합 물류기지, 종합 물류기지와 연계한 보완적 기능의 복지시설, 

정원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을 콘셉트로 추진하고자 한다. 도입시설로는 

중국국제화훼전람회 대한민국 국제봄꽃박람회낭트국제꽃박람회

선유도공원 도시정원사 양성교육 정원사 실습교육경기도 시민정원사 교육

그림 5-46  국내·외 정원 관련 행사

실내 전시판매 교육 및 연구 온실

그림 5-47  정원산업지원센터 주요 도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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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물관은 자료수집 및 보존아카이브, 전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드닝 분야의 복합문화공간, 정원문화 분야의 전문연구시설, 시민 및 전문가를 위

한 평생교육기관, 시민문화공간을 도입하고 도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 이다.

(3) 정원문화 체험상품 육성

순천시의 정원문화를 홍보하고 순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정원체험상품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

다. 순천시의 정원을 콘셉트로 식물, 디자인, 조경 등과 관련된 체험상품 개발 및 살

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관련 체험상품을 통합함으로써 온·오프라

인 안내체계를 통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공공기관 및 체험단체를 유치할 수 

있다. 코레일(S트레인), 여행사와 협의를 통해 체험상품과 연계 가능한 테마여행

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 및 판촉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5-52  정원문화 체험상품 육성방안

그림 5-53  정원체험상품 내용

4) 정원도시 연출방안

(1) 커뮤니티 가드닝 축제

도시 내 이용률이 낮은 유휴공간에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그림 5-49  전문 정원사 육성계획

3) 전방산업 육성방안

(1) 종합 유통 및 체험전시장 건립

지역 화훼 및 조경수 유통촉진과 체험상품 도입을 통한 화훼·조경산업의 1.5차 산

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종합유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화목류와 관상수류를 대상으로 유통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체험·전시장을 도입하

여 재배(1차), 유통·판매(2차), 체험·관광(3차)의 복합산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가공·유통시설에 저온저장고, 선별장, 유리온실, 자동화라인, 포장라인을 도입하

고, 전시판매장에는 전시장, 판매장, 공동육묘장을 조성, 체험장에는 실내·외 전시

장 및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2) 정원박물관 조성

국내·외 정원문화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전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사료 전시 등 

정원문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시민 및 학생, 관광객 등의 정원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정원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원박물관을 건립 

할 계획이다. 정원박물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000㎡ 규모로 조성하여 정

원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전시체험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정

원박람회장과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니 텃밭 가꾸기 정원카페 S트레인 여행상품

그림 5-51  정원박물관 건립 예정지

전시판매장 가드닝 체험장화훼·유통시설

그림 5-50  종합 유통 및 체험전시장 세부시설

정원사 교육과정 강화

• 학사교육과정 내 정원사 교육과정 강화

• 실무교육 강화로 현장형 인재배출

• 순천시, 관련 단체 장학기금 조성

지역 내 정원인력 일자리 확충

• 순천만정원 내 전문 정원사 배치

• 공공 및 민간 부문 관련 일자리 확충으로  

  전문인력의 순천시 유입 및 정착유도

체험과 살거리로

• 정원 가꾸기 교육

• 정원용품 전문판매장

• 테마 미술관, 전시관

• 정원 레스토랑 및 카페

• 정원 펜션 등

여행상품으로

• 남도 정원문화기행

• 순천 정원출사여행

• 초보 정원사 현장연수

치유문화로

• 원예치료

• 허브테라피

• 치유의 정원 산책

• 순천만 디톡스 캠프

• 정원 힐링음악회 

• 정원 힐링영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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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도입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정원문화체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시

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4월 20일 순천만정원축제와 연계하여 커뮤니티 가드닝

의 날을 제정하고, 순천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정원 가꾸기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

다. 도시 내 크고 작은 유휴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이색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

을 진행함으로써 정원의 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 오픈가든 가꾸기 캠페인

가옥이나 상가 등 개인의 공간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정원문화를 확산시키

고, 아름다운 도심지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순천시가지 전역을 대상

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정원으로 꾸미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성 운동을 전개하고, 옥

상, 베란다, 상가 외벽 등 개인이 활용 가능한 오픈스페이스에 미니정원이나 텃밭 등 이

색적인 오픈가든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수 정원을 선정하여 가드닝의 재료

를 지원하는 포상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캠페인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천은 향후 천년을 이어갈 귀중한 자산인 정원 속에 천년의 숲을 만들

어 갈 것이다. 그리고 천년의 숲에서, 건강한 정원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

리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순천’이라는 

이름의 공존의 정원이다.

텃밭 가꾸기 가드닝 캠핑게릴라 가드닝

옥상가든 재활용품 가드닝 장식 만들기 세계 최초의 텃밭버스

그림 5-54  커뮤니티 가드닝의 날 추진내용

그림 5-55  오픈가든 가꾸기 추진내용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5장  공존의 정원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713712

그 엄청난 관람객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원박람회의 콘셉트가 관

람객들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조직위, 순천시, 전라남도,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운영대행사, 자원봉사자, 시민 등이 똘똘 뭉쳤다는 것도 힘이 되

었다. 사실 조직위와 순천시를 제외하면 그 많은 단체 및 기관들이 정원박람회를 

통해 처음 만난 관계였다. 하루에 적게는 8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근무를 하는

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여러 집단이 모여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래서 너른 박람회장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회의를 개최해 서로 얼굴도 

익히고 식사도 하면서 적어도 해당 권역에서만큼은 합심하여 이끌어 나가자는 분

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다보니 ‘우리 권역은 우리가 책임 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

었던 것 같다. 각기 다른 조직이 박람회 성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움직여 준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순천시민들에게도 감사하다.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주최하는 이와 시민들과

는 상상 외로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차량2부제나 친절한 서비스 등

의 협조를 부탁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의 편리와 이윤추구를 위해 미온적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순천시민들은 달랐다. 시민들 스스로도 신바람이 났던 것 같다. 개막과 동

시에 관람객이 물밀듯 밀려 오자 모두가 기뻐했고,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는 한마

음으로 걱정해 주셨다. 그냥 주차장에 들러 관람객들이 이렇게 많이 왔느냐며 기뻐

한 시민도 있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순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린다.

Making Interview 1

나 승 병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순천에는 굴뚝이 없다. 여수에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광양에는 

포스코 제철소 및 광양항,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순천은 오랫동

안 광양만권의 배후도시 역할을 해 왔다. 약 80만 인구에 해당하는 광양만권의 주

거를 책임지면서 교육도시 등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온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시장들도 순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여수나 광양의 배후도시로서 생태도시로 발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여기에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과 국내 유일의 살아있는 민속마을 낙

안읍성, 태고종 본산 선암사와 조계종 본산 송광사 등 수많은 생태·문화자원을 보

유하고 있다. 게다가 도심 한가운데를 흘러가는 풍부한 수량의 동천은 여느 도시

에서 보기 힘든 순천시만의 풍경이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진 순천을 잘 가꾸어 

온 결과물이 생태도시 순천이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할 수 있다. 전·

현직 국회의원, 정부인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어

떻게 순천만과 연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을 했느냐”는 것이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일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박람회. 이는 곧 정답이 없다는 말이며, 그만큼 어려움도 많

았다는 뜻이다. 개인정원의 경우 수년간 다듬고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 정원이 완성

되어 간다. 그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 20일, D-day가 정해진 상

황에서 2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모든 준비를 끝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

니 어찌 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개막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사기간

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였으니, 개막에 맞춰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

해 야간작업을 해가며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또 하

나, 그렇게 바쁘게 준비해서 개막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왔다는 점이다. 운영 및 편의시설, 동선문제 등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 개막 

후 보름 정도는 임시화장실 추가설치,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등 무척 바쁘게 굴러갔

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시공, 공사, 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을 동시에 안착시켜

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름간은 종사자들 모두 숨 돌릴 겨를이 없었지만 다행

히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개막 당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600만 

명은 거뜬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침체되고 자신

감도 떨어졌다. 그러나 관광은 흐름이다. 여름에 관람객수 감소를 걱정하는 것도, 

관람객들로 하여금 무더위에 해수욕장과 계곡 대신 박람회장으로 휴가를 오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덕분에 앞으로는 여름철에 대비한 실내정원도 어

느 정도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다행히 가을이 되어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목표관람객 400만 명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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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직위

원회 설립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도 흔들림은 없었다. 다만,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설득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박람회는 토지보

상이 늦어지면 개최 날짜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주민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박람회를 계획대로 개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선 토지협의를 진행하여 협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

청을 하고 토지를 강제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해

양부로부터 확실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음으로써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민들 또한 우리의 노력과 내용을 알고 있었기

에 이해하고 협조해 주었다. 

그러니 순천시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의 미래를 바꾸

어 가고자 한다는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보상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기꺼이 감수해 

주었다. 물론, 애를 태우게 만든 분들이 없진 않았다. 도저히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경우 집에 가서 아예 같이 잠을 자면서 협조를 구했다. 그냥 아침마다 문

안인사를 드렸더니, 일주일 후에야 마음을 열어주신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정원박

람회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법의 테두리에서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하더라도 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터전을 선뜻 내놓기가 쉬웠겠는가. 순천

시가 정원박람회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공감대를 얻었고, 더불어 담당자들의 진

정성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2013년 4월 20일에 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같은 목표를 두고 조직위원회 직

원들이 온 힘을 쏟아 부었고, 여기에 순천시 1,300명의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

처럼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자치단체가 국제적인 규모의 정원박람회

를 개최한다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의 

저력을 믿었다.

사실 우리로서는 2013년 4월 20일, 개막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다고 본다. 기초 

자치단체, 그것도 인구 30만이 채 되지 않는 중소도시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박람

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저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저

력을 이어간다면 184일 동안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Making Interview 2

양 동 의  

前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장

2010년은 순천지명700년이 되던 해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순천지명700년 기념

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하자

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도심과 순천만 사이, 현재 박람회장의 수목원 및 습

지센터 일원에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면서 기왕 시민공

원을 만들 거라면 국내·외에 홍보를 하자 싶었다. 그것이 정원박람회의 시작이었

다고 할 수 있다.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함으로써 도심과 가

까운 곳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공원의 역할 겸 순천만 보전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애초 기획이 시민공원에서 출발한 만큼, 시민공원이 집을 짓는 일이라면 정원박람

회는 일종의 집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박

람회 개최라는 차별성과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순천만 보전,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추구되었다. 우리는 정원박람회

를 통해 얻은 소득을 순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지속적

인 시도를 통해 진보하는 순천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아무리 해외사례 및 서적에서 정원박람회를 접해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에서는 처음이다 보니 낯선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정원은 다

양하다는 것이었다. 서양의 정원과 동양의 정원이 다르고, 궁궐정원과 서민정원이 

다르다. 또한, 기업정원, 학교정원, 가정정원 등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

다. 따라서 정원박람회라는 것이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경쟁력이 있

다는 확신이 있었다.

초창기에는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사)한국

조경학회의 자문을 받으며 추진했다. 솔직히 당시에는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

처를 선정하고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처음에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 위주로

만 생각했는데 선뜻 나서는 부처가 없어 애를 먹었다. 그러던 와중에 산림청과 손

을 잡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도

움을 받았다. 나중에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이만의 

조직위원장이 “왜 환경부가 정원박람회를 주관하지 않았느냐.”라고 크게 화를 냈

던 일화도 있다. 당시 담당자를 찾아내라고 불같이 화를 내서 우리로서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그만큼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보니 초창기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이 가

장 어려운 관문이었다.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대체 정원박람회가 무엇인가?” 고개

를 갸우뚱 했다. 그러니 정원박람회에 대한 설명부터 역사, 개최과정 등을 심사위원

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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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병 철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장

Making Interview 3

사실 개막식 당시 본격적인 준비가 짧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개

막을 했더니 그야말로 구름관중이었다. 4만, 5만, 6만, 7만, 8만……. 쉴 새 없이 관

람객들이 모여들었다. ‘야! 목표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당초 폭염이 한 달 

보름에서 길어야 두 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석 달이 가도록 전국이 푹푹 쪘

다.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러다 400만 명 목표달성에 차질이 오는 건 아닌가.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 역시 더위에 지쳐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아름다운 정원

임에는 분명했지만, 이식된 나무들이 아직 무성해지지 않아 뙤약볕에 어르신들이 

걷는 모습을 볼 때는 죄송해서 말을 건네기도 했다.

초반에는 더위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 또 예상 외로 많은 관

람객들이 몰리다 보니 화장실과 식수대, 음수대, 수유실 등이 부족했던 점 등 준비

와 실제 운영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최대한 편의시설을 보강하면서 운영해 나갔

지만 준비단계에서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신속히 보완하

느라 초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폭염과 관련해 관람객들의 주요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 안개포그머신을 설치하고 곳곳에 쿨팬을 설치해 시원한 바람이 나

오도록 했으며, 그늘막을 대거 설치했다. 시원한 물속에서 물총쏘기 게임이나 미

꾸라지잡기 등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그래도 관람객수는 요지부동이었다. 

심지어 3,700여 명까지 떨어졌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나 폭염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감사했다. 순천에 폭염이 쏟아질 때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엄청났다. 그나마 정원박람회의 특성상 폭우보

다는 폭염이 나았다. 박람회장에 물이 고이면 꽃이며 나무며 손 쓸 도리가 없다. 박

람회장 전체를 다시 조성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더위만 찾아왔다. 순천은 물이 풍족한 곳이니, 땡볕에 꽃이나 나무

가 타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주면서 관리에 신경을 썼다. 그뿐인가. 박

람회를 개최하는 동안 두 번이나 태풍이 찾아왔지만 천만다행으로 순천을 비껴갔

고, 특히 다나스(Danas)는 바로 코앞인 여수에서 돌아갔다. 태풍에 대비해 많은 준

비를 해두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정원박람회는 하늘이 내려주신 행운이 아니었을

까 싶고,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

다행히 가을이 되면서 관람객수가 증가했고, 특히 추석연휴 5일 동안 32만 명이 찾

아오셨다. 아마 폭염 때문에 여름에 오지 못했던 분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았나 싶

다. 조직위 역시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운영하였으며, 특히 

강강술래는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반응이 좋

았다. 순천호수정원에서 너도나도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 언덕을 올라가는데 도

무지 끝이 없었다. 우리가 준비한 기념품 스카프 4,000개가 전부 소진되었는데도 

모두가 손을 잡고 그 순간을 즐겼다. 대국민 화합의 한마당을 보여준 멋진 이벤트

였다. 또한, 10월 12일에는 야간에 LED 촛불을 들고 소망기원 한마당 행사를 가졌

다. 인제언덕, 봉화언덕, 해룡언덕 등 세 개의 언덕을 스토리텔링으로 분류해 각각

의 소망에 따라 LED 촛불을 들고 언덕을 오르게 했다. 역시 끝없이 줄이 이어졌다. 

그렇게 작은 행사 하나로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었다. 

그리고 10월 12일 토요일, 계획했던 400만 명을 달성했다. 다른 산업박람회와 비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냈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 박람회의 새로운 이정

표를 세웠다는 것, 특히 보통 박람회나 축제에서 유료관람객이 70%를 넘지 못하

는 데 반해 정원박람회의 유료관람객은 90%에 육박한다. 나머지 10%도 종사자, 

공연 참가자, 운영자 등이다. 결국 무료티켓이 없는 실익 있는 박람회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어디를 둘러봐도 노점상이 없었다.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

았다는 점, 대규모 주차장을 박람회장 가까이에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 

10만 명이 입장하는 데도 큰 불편 없이 교통소통이 원활했다는 점은 정원박람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이 너무 넓다보니 관람객이 너무 몰릴 때는 간

혹 차 분실신고가 들어왔다. 주차한 곳을 찾지 못해 경찰차의 도움을 받아 온 주차

장을 헤매고 다닌 끝에야 겨우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400만 명이라는 숫자로 기억되는 박람회가 아니라, ‘순천시민들이 행복한 

박람회’였다고 기억되었으면 한다. 일단은 박람회 준비과정부터 현실적으로 순천

시민들이 없었다면 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개최기간 중에도 1,800명의 자원

봉사자가 투입되었다. 장장 6개월의 자원봉사란 결코 쉽지 않다. 힘든 와중에도 끝

까지 꿋꿋하게 책임을 다해주신 분들이 가장 고마웠다.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

쳐 종사자 화합의 날을 개최해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고개를 숙인다.

이제 과제는 어떻게 박람회장을 순천시민들에게 돌려주느냐 하는 것이다. 바람이 

있다면, 정원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의 질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에

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국가 전체가 공원인 캐나다는 그 공원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아름다운 공원이 결국 경제적 부로 연결되는 것이

다. 순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충분히 될 수 있다. 특히 순천은 학생들의 수학

여행지가 되고, 창의·인성·교육·체험의 요람이 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단체관람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다. 이 역시 순

천이 해결해야 할 과제겠지만, 인근 지자체와 동반성장하며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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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영 호

조직위원회 협력본부장

Making Interview 4

조직위원회는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원들을 다녔다.

독일은 지혜롭다. 독일의 정원은 생태적이면서도 과학적 생태를 넘어 삶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나라다. 그밖에도 네덜란드, 영국, 일본, 중국 등 역대 정원박람회가 개

최되었던 나라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을 다니며 장점들만을 벤치마

킹했다. 이로써 탄생한 것이 세계정원, 참여정원, 장미원, 미로정원, 동천의 효과적 

이용, 남승룡길과 박람회장을 차단하기 위한 도시숲 등이다. 중국 곤명이나 일본 

오사카 등은 국가정원의 배치간격이 너무 좁아 당장은 괜찮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곤란할 것 같아 우리는 간격을 넓게 따로따로 배치했으며, 무조건 많은 나라가 참

여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원들의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계정원은 10개소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했고, 참여정원을 통해 국내·외 다양하

고 참신한 정원을 선보이고자 했다. 

특히 국제행사로서 해외 참가국 유치는 매우 중요하며,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을 방법

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다소 생소한 국제 정원박람회로서 국

내 인지도가 미비한 데다, 인구 28만의 중소도시가 갖는 열악한 해외 네트워크 등 

박람회 준비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순천시와 

함께 2010년부터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주한 외국대사관,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대표단 등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와 AIPH 회원국, 순천시 그리고 전라남도

의 자매·우호도시 등 접촉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각적으로 해외 유치활동

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 23개국에서 83개의 정원조성에 참

여하였으며, 16개국 21회 국가의 날 행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다만, 

정원조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에서 침체된 유럽의 경

제상황으로 인해 참가를 포기한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해외정원 유치뿐만 아니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단순한 정원공간을 넘어선 특

별한 성과를 몇 가지 꼽을 수 있다. 그간 한국과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아프

가니스탄과 우간다에서 국가의 날 문화공연에 참가하면서 정부 간 문화교류로 이

어지는 가교역할을 했으며,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프랑스의 롱스르소니에시에 한

국정원이 조성되는 등 정원을 통한 국가 간 문화교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을 보호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박람회의 목적에 맞게 박람회 기간 국제사회와 함께 자연환경 보전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순천이 대표적 친환경 도시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 참여를 위해 순천을 찾은 석학들은 순천만과 정

원박람회장을 방문해 순천만의 가치 및 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나아가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가 현 세대에게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미래세대에게는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의미 있는 박람회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천만을 보전하고 순천시의 경쟁력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정원박람회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연안습지 순천만의 보전과 도시의 발전 사이에서 버퍼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은 순천만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울창하고 풍성해지는 박람회장의 아름다운 정원은 일상생활

에 지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삶의 여유와 행복의 시간을 선물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발길이 이어질 것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해 행복한 시간

을 보낸 수많은 관람객들이 그 증거다. 

정원박람회라는 것은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너른 잔디밭이 펼쳐진다. 그야말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국토면적이 좁고 대다수가 도시문화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의 여건상 뒷동산만 올라가도 좋다. 하물며 도심 한가운데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매력인가. 여기에 박람회장 주변에 너른 주차장이 마련

되어 있고, 각 국가관마다 줄을 서서 입장해야 하는 산업박람회와 달리 자유롭게 

정원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정원박람회만의 색다른 장점이 아니었나 싶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그동안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던 정원문화를 우리 사회에 퍼트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박

람회였기를 바란다. 

아울러, 순천시 자체적으로는 21세기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다는 

것, 그 저력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을 얻었다는 것이 정원박람회의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싶다. 이 모든 것이 박람회

장을 찾아주신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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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산업전선에서 누구보다 고생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순천시민들과 함께 정성껏 만들어놓은 정원박람회장을 꼭 보여주고 싶었

지만, 여건상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영상으로라도 감상하시라고 홍보영상을 보

내드렸다. 

그런 홍보활동 덕분에 알게 모르게 다녀가신 분들이 많다. 초반 4~5월에는 흥행이 

예상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6월부터 한동안은 힘들었다. 폭염으로 인해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던 우리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심 끝에 전국 이장님들의 주소와 성함을 전부 파악했다. 전국 읍·면의 이장은 

36,000명 정도로, 마을 단위로 단체 야유회를 갈 때 마을자금 운용이나 장소선정 

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분들이 바로 이장이다. 두루뭉술하게 ‘어느 마을 이장님’

이 아니라, ‘어느 마을 홍길동 이장님 귀하’라고 콕 짚어 홍보물과 조직위원장 서한

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담당자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서 박람회장

을 방문하시거든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박람회장

을 방문해 우리에게 전화를 한 이장님들만 200여 분, 우리 모르게 다녀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순천시의 시`군`구 담당제를 통해 담당자들과의 사전연락으로 

교감이 형성되어 방문하신 분도 많은 것으로 안다. 이장님, 시`군`구 맨투맨 담당

제 등을 통해 박람회장에 오게 되면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담당공무원이 친밀하게 

안내해 드렸다. 아는 얼굴이 안내해주니 부담스럽지 않고,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도 

되면서 반응이 참 좋았다.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수많은 홍보대사와 홍보위원 등의 역할도 컸다. 순천 공직자, 유지 대다수, 

특히 각 지역에 있는 순천연고의 향우들 한 분 한 분이 제몫을 톡톡히 해냈다. 심지

어 향우 중에는 매번 다른 분들과 함께 12번이나 박람회장을 찾아온 분도 계셨다. 

그 외 사비를 털어 차량을 빌려서 온 분 등 대단한 애향심을 발휘하셨다. 그래서 홍

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다. 특별히 잘 해서가 아니라, 시, 공직자, 조직위, 시민 

모두가 합심해 후회 없을 만큼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덕분에 주변에서는 개인적으로 땅을 좀 사달라고 부

탁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5~6년 후에는 순천지역에서 터를 잡고 싶으니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소개해 달라는 분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부럽다고 하

는 분들이 많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다.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움

직인 아름다운 결과물인 것이다.

정 기 성  

조직위원회 홍보부장

Making Interview 5

정원박람회와 대한민국 생태수도! 참으로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자연스럽게 홍

보의 주된 콘셉트는 ‘생태’로 잡았다. 도시브랜드와 박람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 특히 과거 산업박람회에서 자연 을 

추구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다. 

여기에 수많은 국내·외 정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전라남도, 산림청, 인근 시군, 시

민들까지 조직위원회와 힘을 모아 홍보활동을 펼쳤던 점은 지금 생각해도 자랑스

럽고 뿌듯하다. 수도권에서 광고업체들이 제안서를 갖고 올 때면 이구동성으로 하

는 말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중 지금껏 수도권 지역에 정원박람회처럼 많

은 광고를 한 건 처음’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개막 전 사전예매가 105만 표였으니, 

다른 박람회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치였다.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상 공중

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 지하철의 경우 전체 노선은 

어려웠지만 1·4·7호선 객실 내 광고를 비롯하여 남산 케이블카 광고, 서울시내 대

형 전광판,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등 4개의 주요 역 등에도 지속적으

로 광고를 진행했다. 

사실 처음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라서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기간이 길

었던 만큼 박람회 개최 전 홍보도 중요했지만 박람회 기간 지속적인 홍보도 아주 

중요했다. 재정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홍보방법을 택했다. 

박람회 개최 후부터는 시 산하 공직자 1,300여 명이 전국 시`군`구 230여 개의 지

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홍보담당제를 운영하여 전 직원이 휴가를 반납한 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직접 시청, 군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찾아다니며 홍보물을 전

달하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다. 한 예로, 충청

북도의 경우 순천시민 대표로 시민운동추진위원단의 윤옥담 대표가 홍보를 했는

데, 한 번은 도청간부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본 충북지사가 ‘우리 충청

도민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했다. 그

만큼 안 가본 지자체가 없을 만큼 열심히 홍보했다. 

찾아가면 대부분 고무적이었던 분위기도 힘을 실어 주었다. 일단 직접 발로 뛰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아주셨다. 특히 3개월간이나 폭염

이 지속되었을 때 동력을 잃을까 걱정하면서 중점적으로 전국의 교육장들과 산업

단지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당시 서산 보령의 자동차 와이퍼를 제작해 수

출하는 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수출물량이 계약되어 있다보니 그 폭염 속에 

근로자들이 철야를 하면서 물량을 맞추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정원박람회장에 

찾아올 시간적 여유가 단 하루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접 그 먼 곳까

지 찾아와 성의를 보이는 것에 감동한 대표이사가 본인이라도 가족과 친지들을 데

리고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10월 3일 약속을 지켰다. 참 감사했고, 한



WHITE PAPER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제5장  공존의 정원

공존의 미래로 가는 길
지구의 정원, 순천만  Garden Of The Earth 723722

강 철 웅  

조직위원회 시설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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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을 받고 근 한 달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데 도대

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부터 왜 하는가, 또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

는가……. 우리나라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과

도 같았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기법으로, 우리만의 정원박람회로 풀어나갈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에게도 “왜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해

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선 정

체성부터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참 좋겠구나…….’ 싶었다. 분명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 

도시가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 그러면 사회범죄가 줄어드는 등 사회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정원박람회는 미래산업이었다.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미래의 약속된 

번영의 땅으로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비록 순천이 성서 속의 

‘젖과 꿀이 나오는’ 땅은 아닐지라도 그런 땅에 가깝게 가려는 시도, 건강한 도시를 

향한 시도는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꿈과 희망이 아닐까? 

물론, 현실은 훨씬 가혹했다. 내부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규모는 크고 기간은 

짧아 직원들이 겁을 먹었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자료수집이나 데이

터 분석, 설계과정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다반사였다. 근무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따로 없었다. 매일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정원박람회장은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다. 설계 역시 공

모를 했지만, 온전히 설계회사에만 맡길 경우 정원박람회의 특성이 약해질 수 있다

는 우려가 있었다. 하다못해 정원에 난 크고 작은 길들을 만약 직선으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저 길의 끝까지 가야한다는 의무감이 먼저 들게 마련이다. 그리고 지루하

다. 하지만 구불거리면서 길이 보이다가 사라지는 등 변화가 있다면 호기심과 미지

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설계도 한 사람의 디자인

으로 넓은 박람회장을 채운다면 통일감은 있겠지만 너무 지루하고 단조로울 것 같

았다. 그래서 설계공모 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의 정원과 다양한 자문결과를 반영하

려고 했다. 물론, 시간의 부족함과 정책결정의 혼란 등 당시로서는 논란이 없지 않

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순천호수정원, 동천갯벌공연장, 갯지렁이 다니는 길 등이 

핵심 콘셉트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석조건축물만 있던 곳에 담쟁

이넝쿨이 작은 변화를 주는 것처럼, 핵심은 강함으로 채우고 부드러움으로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힘은 배로 들었다. 순천호수정원의 경우 그냥 흙을 쌓아 만들었다고 생각하

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공법조차 없었다. 영국에서는 흙을 쌓아가면서 한다고 하는

데, 영국은 연평균 강우량이 800mm 정도에 매일 5mm 정도의 비가 온다. 우리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찾아온다. 더구나 언덕 밑은 연약지반, 갯벌이다. 그래서 영국

에서 제안한 공법 대신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공법으로 조성했다. 큰 암석을 

밑에 깐 후 그 위에 흙을 쌓았다. 흙을 쌓는 것도 찰스 젱스가 설계한 경사도대로 

진행할 경우 비가 오면 전부 무너져 내릴 상황이라서 쌓는 대신 하나씩 다지면서 올

라갔다. 애초 다진 면적은 조성된 면적보다 훨씬 넓었고, 다진 후 깎아낸 면적이 현

재의 언덕이다. 제일 마지막까지 애를 먹었던 공종은 교량공사다. 일반적 교량은 

난간이 있고, 대개 난간은 간격이 넓다보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난간 위에 캡을 

씌운다. 순천호수정원에도 캡을 씌우려고 했으나 그럴 경우 불규칙 면이 발생한다. 

그래서 난간의 폭을 좁히고 캡을 씌우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등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박람회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토취장 개발을 최소화하고 근거리에 확보하는 등 최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다는 점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수목이나 돌 등 버려질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도 그렇다. 나무에 귀천이 있

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숲이지 수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나무든 귀한 나

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버려진 나무를 활용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나무 한 그

루 옮겨오는 것부터 참 많은 사연들이 있다. 서문게이트 근처의 모과나무는 별량

면에 있던 나무로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싶을 만큼 크고 좋은 나무였다. 그런데 좁

은 길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다. 다행히 주민들이 당신들 밭을 도로로 내어주셔

서 옮겨올 수 있었다. 그런 크고 작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뿐인가. 나무 한 그루에도 정성을 쏟았다. 박람회장에 옮겨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상

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새벽에 막걸리 한 병 사서 부어주러 왔더니, 

본부장님도 걱정돼서 막걸리 한 병 사서 간 길에 만나 한 병은 나무에게 부어주고 

한 병은 나누어 마셨다는 이야기. 또, 태풍 볼라벤(Bolaven)이 찾아왔을 때 순천호

수정원 담당자는 흙만 있던 봉화언덕 위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색소폰을 불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다.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겠는가.

어려웠던 일들을 들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에 올랐으면 배를 버려야 한

다. 앞으로 정원박람회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도시개발적 측면에서 구도

심은 장대공원을 거점으로, 신도심은 조례호수공원을 거점으로 박람회장과 녹지 

축을 연결해 자전거나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따른 통

합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원 박람회의 콘셉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운영

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이 보여준 희생과 동

참이 이루어진다면 정원박람회장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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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정원이지만, 그로 인해 꽃단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다. 꽃단지가 흩어져 있으면 화훼교체와 관리에도 어렵고, 경비도 많이 소요된다. 

앞으로는 국화정원 면적 3개소 정도에 봄, 여름, 가을 등 분위기별로 꽃단지를 조

성해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메밀 등을 집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효과적이지 싶다. 

아울러, 일년초보다는 다년생 꽃들로 관리를 해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듯하다. 숙

근과 구근 등 다년생 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만 잘 하면 해가 갈수록 꽃이 더욱 좋

아지는 특성이 있다. 튤립만 하더라도 도로공사 등이 완공되기 전인 2012년 11월 

비닐 등으로 덮어 월동시킨 후 2013년 봄에 꽃을 피웠다. 그래서 개막과 함께 선보

인 튤립은 색도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박람회 기간 화훼를 교체하면서 싹을 틔

운 것을 가져다 심었을 때는 꽃 색깔 등 전반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박

람회장을 성토한 후 꽃을 심는 과정에서 맨땅에 식재하지 않고 20cm의 거름층을 

만들어 준 덕분에 꽃들의 활력도가 좋았던 것 같다. 그밖에도 겨울이 되면 월동에 

대비해 추위에 약한 것들은 덮어주고, 봄이 되면 종에 따라 웃자라지 않게 거름을 

해주는 등 관리를 지속하면서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다. 

그 외 희귀식물을 식재한 〈우아미 화원〉은 당초 철거할 계획으로 임시시설로 설치

했지만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실외정원 35개는 그대로, 실내정원 26개는 철거하기

로 결정하였다. 그 중 옮겨 심을 수 있는 수종은 박람회장으로 옮겨 심고, 난대수종

은 화분에 담아 온실에서 관리하다 필요한 부분을 옮겨 전시하도록 계획하고 있

다. 그때가 되면 우아미화원의 보틀트리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보틀트리는 4월에 서울에서 이송해 오는 과정에서 유난히 날씨가 춥고 공사까지 

늦어지다 보니 가온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다. 다시 보

틀트리를 옮겨 서울 근교에서 뿌리를 내리게 했다. 지금은 푯말과 자리만 남아 있

지만, 건강을 되찾고 나면 박람회장으로 옮겨올 것이다. 

아마 그때가 되면 <정원 속의 자연>에 개막식과 함께 심어놓은 코코 드 메르 씨앗 

4개에서도 싹이 나지 않을까? 단단한 껍질을 깨고 푸른 싹을 틔우듯 정원박람회의 

또 다른 출발을 기대해 본다.

최 태 수  

조직위원회 정원화훼부장

Making Interview 7

현재 박람회장은 수목원, 습지센터, 한국정원 등 섹터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개별사업들이 혼합되어 있다. 정원박람회 예산만으

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여러 개의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여기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일단 한계가 불분명하고, 그에 따른 예산 또한 

여러 개 부처 예산이 섞여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한방체험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박람회장은 산림청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을 듯한 개

별사업들을 정원박람회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어울리게끔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아쉬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에서부터 업무를 진행하다 조직위원회 설립과 함께 2011년 7월자로 정원화훼부 

근무를 시작했다. 화훼 수급방법부터 화훼연출·관리 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특

히 정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관람객들에게 어떤 정원을 보여줄 것인가

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큰 틀에서 보자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다양한 정원을 통해 ‘정원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제는 

도시개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다.

장기간 개최되는 박람회의 특성상 박람회 기간 동안 6회의 화훼연출에 250만 본이 

소요되었다. 이 가운데 100만 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머지는 3농가에서 20만 

본을 충당하였다. 농가다 보니 많은 양의 화훼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또한,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다는 것도 어려움이었다. 여름에 피는 꽃은 가을을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꽃은 지고 줄기는 마른다. 그런데 6개월간 지속되는 박람

회다 보니 봄, 여름, 가을에 박람회장을 찾는 각각의 관람객들에게 시기마다 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튤립이 봄에 올라왔다. 튤립을 자연스럽게 두

면 가을에 꽃이 지면서 이듬해 봄을 위해 월동하는데, 사람들은 꽃이 없는 그 기간

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독일정원은 혼식을 했다. 튤립이 지

고 나면 여름꽃이 올라오고, 여름꽃이 지면 갈대와 사초 등을 배경으로 색깔을 지

닌 가을꽃이 한두 개 올라오도록 연출했다. 또한, 가을에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

을 위해 숙근 식재지 가운데 이미 꽃이 져버린 지역은 일년초 분재로 연출하고, 클

로버동산 내에는 국화정원을 연출했다. 앞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채별로 섹

터를 구분해 리모델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또한, 당초 갯지렁이 다니는 길 전체가 선큰가든 형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

의 꽃밭을 집중화시킨 정원이었다. 꽃은 국화정원처럼 집중화시켜야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다. 산재해 식재할 경우 처음엔 꽃을 반기다가도 이내 모두 똑같은 꽃처

럼 느껴지면서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정원박

람회장에 꽃단지를 집중화시킬 계획이었으나 갯지렁이 다니는 길 연출에 따라 그

렇게 하지 못했다. 황지해 작가가 조성한 갯지렁이 다니는 길이 의미 있고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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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주 지방행정주사 2013. 1. 7. ~ 2013.11. 4. 순천시

조영익 지방행정주사 2012. 9. 1. ~ 현재 순천시

조점수 지방행정주사 2013. 1. 7. ~ 2013.11. 4. 순천시

채연석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최진구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2. 9. 1. 순천시

최홍미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한길성 지방행정주사 2012. 8. 7. ~ 2014. 1. 6. 순천시

허범행 지방행정주사 2012. 8. 7. ~ 2013. 1. 7. 순천시

황태주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2. 4.12. 순천시

이성순 지방전산주사 2011. 7.11. ~ 2011. 8. 3. 순천시

조유경 지방전산주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나옥현 지방사서주사 2011. 7.11. ~ 2012. 8. 7. 순천시

원재연 지방공업주사 2012. 8. 7. ~ 2013. 7. 1. 순천시

최영선 지방농업주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이강진 지방녹지주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이천식 지방녹지주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최봉원 지방녹지주사 2011. 7.11. ~ 2011. 8. 3. 순천시

남양우 지방보건주사 2012. 8. 7. ~ 2013.11. 4. 순천시

김원덕 지방환경주사 2011. 7.11. ~ 2013.11. 4. 순천시

박선채 지방시설주사 2011. 7.11. ~ 2013.11. 4. 순천시

백한순 지방시설주사 2013. 1. 7. ~ 2014. 1. 6. 순천시

오행석 지방시설주사 2011. 7.11. ~ 현재 순천시

장영남 지방방송통신주사 2011. 7.11. ~ 2011. 8. 3. 순천시

김  만 지방농촌지도사 2013. 4. 1. ~ 2014. 1. 6. 순천시

송상현 지방농촌지도사 2012. 8. 7. ~ 2014. 1. 6. 순천시

이원기 지방농촌지도사 2011. 7.11. ~ 2012. 8. 7. 순천시

장성주 지방농촌지도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김금미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현재 순천시

김대규 지방행정주사보 2013. 7.11. ~ 2014. 1. 6. 순천시

김동영 지방행정주사보 2013. 1. 7. ~ 2014. 1. 6. 순천시

김동호 지방행정주사보 2011. 7.20. ~ 2014. 1. 6. 순천시

김서하 지방행정주사보 2013. 1. 7. ~ 2013.11. 4. 순천시

김양희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3. 1. 7. 순천시

김은숙 지방행정주사보 2012. 8. 7. ~ 2013.11. 4. 순천시

남기윤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2. 1.10. 순천시

류시원 지방행정주사보 2011. 7.20. ~ 2013.11. 4. 순천시

박병두 지방행정주사보 2013. 1. 7. ~ 2014. 1. 6. 순천시

박상진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1.11.28./
2012. 8. 7. ~ 2014. 1. 6.

순천시

백광채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2. 8. 7. 순천시

백종열 지방행정주사보 2012. 8. 7. ~ 2013. 1. 7. 순천시

서승환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양구열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3. 1. 7. 순천시

오  종 지방행정주사보 2012. 1.10. ~ 2014. 1. 6. 순천시

이수형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2.10.15. 순천시

이재성 지방행정주사보 2012. 1.10. ~ 현재 순천시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조은옥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2. 8. 7. 순천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참여인력 명단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현황

                 
                                                           ※ 조직위원회 당시 소속, 직급, 성명(가나다 순)임

성   명 직    급 근  무  시  간 소    속

나승병 지방부이사관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손영호 지방서기관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남두식 지방행정사무관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박해주 지방행정사무관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최태수 지방녹지사무관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배록순 지방행정주사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윤두환 지방행정주사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이용진 지방행정주사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정무혁 지방행정주사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정채용 지방행정주사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채종욱 지방행정주사 2012. 8.31. ~ 2013.12.31. 전라남도

양동의 지방서기관 2012. 8. 7. ~ 2013. 7. 1. 순천시

조병철 지방서기관 2013. 7. 1. ~ 2014. 1. 6. 순천시

최덕림 지방서기관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강재식 지방행정사무관 2012. 8. 7. ~ 2012. 9. 1. 순천시

문운기 지방행정사무관 2013. 1. 2. ~ 2013.10.31. 순천시

손권선 지방행정사무관 2013.10.31. ~ 2014. 1. 6. 순천시

손성만 지방행정사무관 2012. 8. 7. ~ 2012. 9. 1. 순천시

오봉수 지방행정사무관 2013. 7. 1. ~ 2014. 1. 6. 순천시

임영모 지방행정사무관 2012. 9. 1. ~ 2013. 7. 1. 순천시

장영휴 지방행정사무관 2011. 7.11. ~ 2013.10.31. 순천시

장일종 지방행정사무관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정기성 지방행정사무관 2013. 7. 1. ~ 2013.10.31. 순천시

허동웅 지방행정사무관 2012. 9.20. ~ 2013. 7. 1. 순천시

황택연 지방행정사무관 2012. 9. 1. ~ 2013. 1. 2. 순천시

강철웅 지방시설사무관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박용근 지방시설사무관 2011. 7.11. ~ 2012.12.10. 순천시

김민용 지방행정주사 2012. 8. 7. ~ 2014. 1. 6. 순천시

김영남 지방행정주사 2012. 8. 7. ~ 2014. 1. 6. 순천시

김재빈 지방행정주사 2012. 4.12. ~ 2014. 1. 6. 순천시

서숙자 지방행정주사 2012. 8. 7. ~ 2013. 1. 7. 순천시

손정순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신순옥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2. 1.10. 순천시

신은숙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2. 1.10. 순천시

위영애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유형익 지방행정주사 2012. 8. 7. ~ 2013.11. 4. 순천시

이기정 지방행정주사 2011. 7.11. ~ 2013. 5.20. 순천시

이수동 지방행정주사 2011. 7.20. ~ 2012. 4.12. 순천시

장기석 지방행정주사 2012. 8. 7. ~ 2013.11. 4. 순천시

장세용 지방행정주사 2013. 4. 1. ~ 2013.11. 4.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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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지방행정주사 2012.11. 1. ~ 2013. 3. 5. 여수시

김미성 지방행정주사보 2012.11. 1. ~ 2013.10.31. 광양시

서희숙 지방시설주사보 2012.11. 1. ~ 2013.10.31. 광양시

조상우 지방행정서기 2012.11. 1. ~ 2013.10.31. 담양군

임채덕 지방행정주사 2012.11. 1. ~ 2013.10.31. 구례군

강석원 지방농촌지도사 2012.11. 1. ~ 2013.10.31. 구례군

김보현 지방시설주사보 2012.11. 1. ~ 2013.10.31. 구례군

조종근 지방시설주사보 2012.11. 1. ~ 2013.10.31. 구례군

정규표 지방행정주사보 2012.11. 1. ~ 2013.10.31. 고흥군

이정훈 지방세무주사보 2012.11. 1. ~ 2013.10.31. 보성군

서종원 지방행정주사 2012.11. 1. ~ 2013. 3.20. 장성군

김현란 지방행정주사 2013. 4. 1. ~ 2013. 4.30. 완도군

강정기 지방소방교 2012.11. 1. ~ 2013.10.31. 전라남도
(순천소방서)

정익수 팀장 2012. 9. 6. ~ 2013.10.31. 한국관광공사

고현호 계약직 2012.11. 1. ~ 2013. 3.26. 조직위원회 계약직

노민영 계약직 2012.11. 1. ~ 2013.10.31. 조직위원회 계약직

정상무 계약직 2012. 4. 1. ~ 2012. 9. 30. 조직위원회 계약직

지광현 계약직 2012.11. 1. ~ 2013.10.31. 조직위원회 계약직

조임석 지방행정주사보 2013. 5.20. ~ 2013.10.31. 순천시

최형식 지방행정주사보 2012. 8. 7. ~ 2013. 1. 7. 순천시

하석현 지방행정주사보 2011. 7.11. ~ 2012. 8. 7. 순천시

홍창석 지방행정주사보 2012.10.15. ~ 2013.11. 4. 순천시

문병희 지방세무주사보 2013. 1. 7. ~ 2013.11. 4. 순천시

황학종 지방세무주사보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손우성 지방전산주사보 2011. 9. 1. ~ 2014. 1. 6. 순천시

임창현 지방공업주사보 2013. 1. 7. ~ 2013.11. 4. 순천시

허성무 지방공업주사보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문정기 지방농업주사보 2011. 9. 1. ~ 2013.11. 4. 순천시

김숙영 지방녹지주사보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김원만 지방녹지주사보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김효준 지방녹지주사보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윤덕준 지방녹지주사보 2011. 7.11. ~ 2013. 1. 7. 순천시

김미애 지방보건주사보 2012. 8. 7. ~ 2014.11. 4. 순천시

강승옥 지방시설주사보 2011.11.28. ~ 2014. 1. 6. 순천시

구길림 지방시설주사보 2011. 7.11 ~ 2013. 1. 7. 순천시

김성환 지방시설주사보 2011. 7.11. ~ 2013. 1. 7. 순천시

문강복 지방시설주사보 2011.11.28. ~ 2013.11. 4. 순천시

박치현 지방시설주사보 2011. 7.11. ~ 현재 순천시

김회진 지방방송통신주사보 2011. 8. 3. ~ 2014. 1. 6. 순천시

이철호 지방운전주사보 2012. 8.23. ~ 2014. 1. 6. 순천시

김미루 지방행정서기 2011. 7.11 ~ 2013. 1. 7. 순천시

김은곤 지방행정서기 2011. 7.11 ~ 2014. 1. 6. 순천시

김학준 지방행정서기 2011.11.28. ~ 2012. 8. 7. 순천시

김회복 지방행정서기 2012. 5. 1. ~ 2013. 7.15 순천시

문명지 지방행정서기 2012. 8. 7. ~ 2012.10.15. 순천시

박고운 지방행정서기 2011. 7.11. ~ 2012. 5. 1. 순천시

박재원 지방행정서기 2011.11.28. ~ 2013.11. 4. 순천시

서영상 지방행정서기 2013. 8. 7. ~ 2013.11. 4. 순천시

선혜정 지방행정서기 2013. 1. 7. ~ 2014. 1. 6. 순천시

심   선 지방행정서기 2013. 7.11. ~ 2013. 1. 7. 순천시

장미관 지방행정서기 2011. 7.11. ~ 현재 순천시

정용범 지방행정서기 2011. 7.20. ~ 2011. 9. 1. 순천시

정태균 지방행정서기 2011.11.28. ~ 2014. 1. 6. 순천시

주달수 지방행정서기 2011. 7.20. ~ 2011.11.27. 순천시

최종용 지방행정서기 2013. 1. 7. ~ 2014. 1. 6. 순천시

홍은오 지방행정서기 2011. 7.20. ~ 2011.11.28. 순천시

정선미 지방녹지서기 2011. 8.11. ~ 2014. 1. 6. 순천시

양동석 지방시설서기 2011. 7.20. ~ 2011.11.28. 순천시

이재현 지방기계운영서기 2012.12.18. ~ 2013.11. 4. 순천시

김경남 지방행정서기보 2013. 4. 1. ~ 2014. 1. 6. 순천시

김덕훈 지방행정서기보 2011.11.28 ~ 2013.11. 4. 순천시

김범철 지방행정서기보 2012.10.15. ~ 2014. 1. 6. 순천시

김슬기 지방행정서기보 2011. 7.20 ~ 2011.11.28. 순천시

정동준 지방행정서기보 2013. 4.19. ~ 2013.11. 4. 순천시

서왕기 지방행정주사 2013. 3. 6. ~ 2013.10.31. 여수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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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임원 및 위원 현황

※ 직위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위촉 시의 단체명과 직책을 명기하였음.

 직   위 단     체     명 직   책 성   명

위원장(3)

전라남도 도지사 박준영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송영수

환경부 제13대 장관 이만의

부위원장(3)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김준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순천시협의회 회장 황의병

이사장 순천시 시장 조충훈

부이사장 순천시 부시장 송영종

이 사(12)

순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공옥희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순자

순천YWCA 이사장 김연자

순천대학교생물학과 교수 박기영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사(회계사) 송경식

메디팜병원 원장 위계룡

2

3

4 5

1

6

1 기획운영본부 단체사진

2 상황부      3 기획총무부

4 홍보부      5 운영부

6 수익사업부

2

31

1 정원관리본부 단체사진

2 시설관리부      

3 정원화훼부

1

2 3 4

1 협력본부 단체사진     2 협력지원부

3 환경안전부      4 관람객유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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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오병태

㈜한양여수사업 본부장 오준묵

승주장학회 이사장 오형봉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유봉길

순천신용협동조합 전무 윤정구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이사장 이경옥

순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광하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 이사 이기장

새마을운동순천시지회 이사 이동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상석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원 통번역센터 센터장 이승권

한국예총순천시지부 지부장 이승정

순천시산림조합 조합장 이영규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이용우

순천제일대학 산업안전관리과 교수 이원근

아시아뉴스통신광주·전남본부 본부장 이윤관

한국식물수목원협회 회장 이재석

전라남도의회 (전)의원 이홍제

연세의료원 외국인진료소 소장 인요한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임승규

전라남도 농림식품국 국장 임영주

여수문화원 원장 임용식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임종채

순천시생활체육협회 회장 임중모

여수순천광양복음엑스포네트워크 순천대표회장 임화식

국제와이즈맨한국남부지구 차기총재 장란수

순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장승태

　 서양화가 장인숙

하나은행 부행장 정수진

한국농업경영인 순천시연합회 회장 정임수

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정홍준

광주은행 부행장 조억헌 

전라남도 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조정희 

천주교 사목회 회장 조택용

대한불교조계종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종  삼

삼성에버랜드 조경파트 차장 진용하

순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갑규

조직위원회사무처 정원관리본부장 최덕림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최정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최주원

(사)희망세상 이사장 허병주

원예농협조합 조합장 허창주

　 가든디자이너 황지해 

전라남도닷컴 대표 황풍년

감 사(2)
　 세무사 김성숙

순천시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이 사(12)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 유상철

자랑스러운시민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윤옥담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 연맹장 이복의

조직위원회사무처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순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조휴석

새마을운동전남지회 회장 황금영

고 문(5)

청암대학교 총장 강명운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성동제

순천대학교 총장 송영무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작가) 조정래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함종한

위 원(80)

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 회장 강갑구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동준

한국노총 순천지역지부 의장 강영수

한택식물원 이사 강정화

제주환경계획연구소 소장 고동희

KBS다큐제작부 부장 구수환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권영걸

순천향교 전교 권준표

목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농오

성광교회 담임목사 김동운

한국자유총연맹순천시지부 지부장 김병준

서부지방산림청 청장 김성륜

순천시 이통장협의회 회장 김영찬

순천시의회 (전)의원 김인승

전남의사협회 회장 나창수

(사)대한명인회 회장 남영숙

전남동부물류센터 이사장 노양기

중앙일보문화사업 대표 류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순천시협의회 부회장 류제숙

대한불교조계종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무   상

광양문화원 원장 박노회

순천한의사회 부회장 박병준

㈜신영 대표이사 박옥천

순천명광교회 담임목사 박춘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영갑

농림수산식품부백합수출연구사업단 단장 서정근

한국체육진흥회 이사장 선상규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설   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성종상

순천 YMCA 사무총장 신임숙

한국 AIPH 대표 안홍균

순천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양원모

새마을운동순천시지회 회장 양재원

한국조경학회 회장 양홍모

2009안면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부장 엄재우

순천시 산업단지협의회 회장 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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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구 여수엑스포시민포럼 공동 운영위원

명경식 새마을운동여수지회 회장

박노천 보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동열 한국예총 광양시지회 회장

박명규 광양상공인회 회장

박정남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박종호 순천대학교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박평근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지회 회장

배헌봉 순천모범운전자회 회장

백승한 순천제일대학교 기획처장

서명기 한국숙박업중앙회 광양시지부 지부장

유정준 대한음식업중앙회 광양시지부 지부장

은민기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 회장

이금옥 순천대학교 교수, 기획처장

이덕순 한영대학교 교수

이동근 여수시조경협회 회원

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

이영석 광양JC 회장

이평수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자문위원

임채욱 한영대학교 교수

장상배 대한숙박업여수지회 회장

전수진 청암대학교 교수, 산학협력처장

정영채 녹산조경 대표

정정길 대한숙박업순천지부 지부장

정희선 청암대학교 교수

조수현 청암대학교 교수, 기획조정처장

조익태 승주읍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진영재 한려대학교 외국어정보관광학과 교수

최갑주 순천의료원 원장

최광신 한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동현 광양만권협의회 위원

최성남 여수시조경협회 회장

한병세 전남대학교 교수

함옥인 여수YWCA 회장

② 분과별(전문) 자문위원회(7개분과 49명)

수익사업분과 자문위원(7명)

성   명 현직(경력)

공옥희
• 순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교수

• 전남발전 정책자문 위원, 전남 문화예술진흥위원

김동성

• 엑스포라 대표이사

• 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브랜드마케팅부장(4급 상당)

• 전) 대전엑스포 개막축제 기획 및 조연출

• 전) 2002월드컵 마케팅 및 브랜드 담당

남호정
• 전남대 예술대학교 교수

•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이사

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 직위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명기하였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순천시의회)

직   위 성          명

위원장 이창용

간사 서정진

위원(7) 김인곤, 남정옥, 문규준, 오행숙, 이복남, 이종철, 최미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및대책특별위원회(전남도의회)

직   책 성          명

위원장 기도서

부위원장 김상배

위원 김동철, 김 탁, 노종석, 박동수, 송형곤, 이용재, 이정민, 이준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문위원

                                                                  * 직위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명기하였음. 

① 정원박람회 자문위원회(54명)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원장
김충석 여수시 시장

이성웅 광양시 시장

부위원장

김원중 순천대학교 교수, 학생처장

안종훈 광양시 자문위원

정준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고문 박동선 파킹턴그룹 회장

총괄위원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 원장

위원 강대유 광양산림조합 조합장

강점례 광양YWCA 회장

김백수 순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선근 광양시 새마을지회 회장

김순빈 한국외식업여수지부 지부장

김신곤 성가롤로병원 원장

김영화 순천제일대학교 입시홍보처장

김원숙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김정삼 임천조경 대표

김준옥 전남대학교 교수

김태균 동광양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현수 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위원회 사무처장

김희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순천시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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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한국생약협회 지부장
전원생활대학 한방약초 고문

구전 전통지식자원연구 자문위원
지피초화

조정희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생약제제 팀장 지피초화

최경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천안웰빙엑스포 자문위원
경남 건축위원회 자문위원

지피초화

최준수 단국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한국잔디학회 회장
잔디

전시연출분과 자문위원(8명)

성   명 소     속 직   책 분   야

김명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 광양사무소 검역관 통관, 검역

김학량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 교수 건축, 큐레이터

나건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경영학부 교수 디자인

박종서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대표(작가) 디자인

신응섭 BADA 기획실·여우별 출판사 교수 스토리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교수

(정원디자이너)
건축, 큐레이터

임춘화 아이디얼가든 디자인 대표 조경

조동범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 조경

자원봉사분과 자문위원(8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강갑구
 • 대한노인회 순천지회

 •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장
위원

이원근
 • 제일대학교 

 • 순천시 직능자원봉사단
부총장(교수)

단장

박노춘
 • 자원봉사협의회 

 • 제일대학교 안전봉사대 
회장
(교수)

이인숙
 • 자원봉사협의회

 • 순천사랑해피바이러스 
환경봉사단장

회장

신정란
 •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 한국부인회 순천지회
회장 최준철

 • 자원봉사협의회 

 • 순천 모범운전자회
총무
고문

엄주일
 • 효천고등학교

 • 효천고등학교 새벽빛자원봉사단 
교사

담당교사
허병주

 • (사)희망세상향토학교 

 • 순천시다문화가족협의체 
이사장
위원장

송중헌
 • 대전세계박람회 회장운영본부 사업국 수익사업 담당

 •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마케팅팀장, 영업팀장, 운영팀장

이경호

 • 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장(변리사)

 • 특허청 상표심사관, 디자인심사관, 국제출원심사관

 • 특허심판원 상표심판연구관, 디자인심판연구관

이병주
 • 변호사,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 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전수익
 • (주)MBC애드컴 대표이사

 • 전 (주)제일기획 프로모션본부 PR, 스포츠사업팀장

문화행사분과 자문위원(6명)

성   명 소       속 직   책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혜련 (주)삼례 대표이사

민병대 프리랜서 방송인

이기호 (주)에버스테이지

임동창 t. a 피아니스트

정  철 적도 대표이사

조경수목분과 자문위원(6명)

성   명 소   속 직   책 분   야

김호근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소 조경팀장(조경고급기술자) 식재기술

남  웅 (주)광양조경 상무(농학박사) 토양

류성호 (유)그린조경·나무병원 원장 병·해충

문성철 우리나무병원(주) 원장 병·해충

신창호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연구관 수목

최정민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수목배식

화훼연출분야 자문위원(7명)

성   명 소   속 직   책

강종구 순천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박병모 전북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박윤점 원광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송태갑 전남발전연구원 실장

진용하 에버랜드 차장

진태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전시팀장

차성충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원예특작기술 담당

지피초화류 및 잔디 자문위원(7명)

성   명 소   속 직책 주요 경력 분야

강정화
(재)한택식물원
식물관리연구소

이사
희귀멸종위기서식지의보전기관협의회 

이사
환경부 국립생태원 자문위원

지피초화

김종호 (주)엘그린 이사
리베라 컴트리클럽 코스관리 담당

스카이72골프클럽현장 소장
잔디

류재필 승주컨트리클럽
그린
키퍼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 코스관리 팀장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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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후원 개인 및 단체

2011년 2012년 2013년

순천고등학교 33회 동창회 순천시청 홍보전산과 주식회사 부영주택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순천시청 여성가족과 순천시의약정협의회

순천시 새마을부녀회 순천시청 체육시설관리소 새우리병원

덕연동 주민자치위워회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

순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순천시청 희망봉사단 (주)파루

풍덕동 주민자치위원회
매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3개 단체
학교법인 효천학교

서강기업(주) 순천고등학교 34회 동창회 재경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원회

서강에스엔티(주) 연향동 노점상인 일동 순천성화로타리클럽

왕조1동 통장협의회 SK에너지 주식회사 한국신광마이크로 애랙토로닉스(주)

순천평생학습서포터즈 재경순천향우회

순천삼산로타리클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협의회

순천시청 생활자원과 덕연동 자전거CB사업단

순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마트 순천점

SK E&S 전남도시가스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인수

왕조1동 통장협의회

왕조1동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풍덕동 한솥밥공동회

장천동 주민자치센터

순천민간개인어린이집연합회

낙안유기질비료

순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순천시 새마을부녀회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라남도본부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

케이씨세라믹(주)

홍보위원 위촉 현황

위촉일자 대               상 인 원

2010  8. 7. 아태잼버리대회 참가자 11,630(국외 396) 11,630

2011

 5.13. 한국폴리텍V대학 총학생회(광주, 김제, 목포, 익산, 순천) 5개 단체

 9.26. 대한노인회 전남도연합회장 1, 시군지회장 22 23

 5.19. 재경 순천향우회 116

 6.27.
 6.27.

강형우(전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 1

김종권(독도 사진작가) 1

 7. 6.
강호용(전 육군장교) 1

정인화(정병원 원장) 1

 8.31. 박노춘(제일대 입시홍보처장) 외 101

10.13. 황순애 외(단국대) 18

10.25. 서영갑·김정중·김문수(서울시 의회) 3

11.10. 재부천 순천 향우회 14

11.15. 변용근, 최한영(대한지적공사) 2

11.26.
11.26.

김종익(F1대회 범도민협의회 부위원장) 1

이영민, 김수일, 최한(LonerKIT 밴드) 3

12. 5. 전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44

12.17. 최성휴(토당 대표) 1

2013

 1. 4. 장오용(다인산업 대표이사) 1

 2. 8.  김수련, 김경진, 강석우, 이만기, 김은종 5

 2.20. 이재민(강남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1

 3. 8.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50

 3.27. 김영완, 차성환, 정하윤, 김갑재, 스피드(그룹 7명) 11

 3.30. 일본인 92명(야마다토미요 외) 92

 8.17. 전국대학교 총학생회 240

계
12,359명/ 

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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