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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중립 수목원 설계

Design for Carbon Neutral Arboretu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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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signed a model c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greement. The agreement calls for Gwangju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10% below 2005 levels by 2015.

Gwangju has seen this agreement as an opportunity to cut pollution and conserve the environment as well as to

reinvigorate local economy. According to policy of Gwangju, Gwangju held design competition for Gwangju City

Arboretum on march, 2009. The purpose of design competition was to give a wide publicity to Gwangju as Hub City

of Asian Culture and construct carbon-neutral arboretum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Low-Carbon and Green
Growth. First of all, a design concept of arboretum iswinding, round, overlayto reflect the landscape of Nam-do
which is surrounded by mountains and river flows through the village. Second, the arboretum has five different places

with these themes - Forest of Festivals, Health, Nature, Nostalgia, Education and Future. Each place has a symbolic

theme park and different flow planning respectively. Third, the most critical point is that the arboretum is a

carbon-neutral park. Gwangju arboretum will soon be developed in metropolitan sanitary landfill and constructed as the

O2 arboretum based on low carbon strategy. Fourth, the O2 arboretum suggests specialized issue :Energy Saving,
Recycling System,Green Network,Water System(rainwater maintenance and wetland development).
Besides, main buildings(greenhouse, visitor center, Nam-do experience exhibition hall, and forest museum) i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harmony with topography character, surroundings. Also, planting will be a multilayer plant based on

native landscape trees in consideration of function and the growth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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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주광역시는 호남권역에서 최초로 환경부와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발생량 기준 10%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역경

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탄소 시범도시 조

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발전연구원, 2009).

또한 이와 더불어 광주광역시는 푸른길 조성과 1천만

그루나무 심기운동,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조각 숲

녹화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도심속 5대 공원조성, 무등

산 자연환경 생태복원 사업 등의 숲 가꾸기를 병행하면

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흡수공간을 확대해 나

가고 있다(광주광역시, 2008).

이와 더불어 광주광역시는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남도문화 고유

의 특색과 전통을 담은 공간인 동시에 신 국가 패러다임

인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광주광역시의 다

양한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여 장기

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적인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쉼터인 빛고을노인

건강타운과 연계한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2009년 3월 현

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그 일환으로서 수행된 수목원 설계이

며, 남도의 특색을 강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에 부합하는 탄소중립형 수목원 설계에 초점을 두었다.

2. 탄소중립(Carbon Neutral) 개념

1980년대부터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

화는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등의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중에 축적되어 지구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대기온도를 상

승시키는 현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범 지구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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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됨에 따라 1992년 6월 UN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

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상정되어 154개국의 서명

을 받아 1994년 3월 21일에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1997

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

회(COP3)에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소하기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

택되었다(고재우, 안정근, 2008). 정부는 기후변화대책을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다하는 2012년부터 시행될 발리로드맵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1999년 이

후 3차에 걸쳐 수립․추진하였고, 2009년 1월저탄소 녹

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여 탄소세, 총량제한 배

출권 거래제 도입 및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광주발전연구원, 2009).

이와 같은 기조 하에 2015년 완공예정인세종특별자
치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해외 대도시와의 경쟁력을 확

보하고, 향후 국제적 도시로 격상시키기 위해 국제기후협

약에 대비한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

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

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는 한편, 발생한

탄소를 숲 등의 흡수체로 빨아들여 궁극적으로 이산화탄

소 발생량을0(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는 기존 도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도시 시설의 에너지 효

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이산화탄소 저감 프로그램과 장

기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3. 현황 및 여건분석

3.1 대상지 특성

대상지(300,000㎡)는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행암·양과동

일원으로 대상지의 접근성, 토지이용, 표고, 수계, 식생,

생태현황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그림 1).

그림 1. 대상지 주변현황 개요

1) 접근성분석

국도 제1호선(나주-장성)을 통해 나주, 담양 등으로 광

역교통체계가 양호하며, 대상지 내부의 대로, 중로와 연

계하여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인근 효천역(경전선)을 통

하여 접근이 가능하다(그림 2).

그림 2. 접근성 분석

2) 토지이용분석

대상지의 지목별 토지이용은 임야가 2,526,147㎡

(77.5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이 233,605㎡(7.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그림 3. 토지이용분석

3) 표고분석

대상지 최고표고는 360m, 최저표고는 40m이며, 평균표

고는 약 134.1m로 대상지의 대부분이 산지에 둘러쌓여

경관조망을 살릴 수 있는 시설배치에 유리하다(그림 4).

·

그림 4. 표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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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계분석

수계현황은 대상지 중심의 향등제에서 서측으로 수춘

천이 유하하여 대촌천(지방2급), 지석천(지방2급), 영산강

(국가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반경 약 2km 이내에 대

촌천, 수춘천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수계분석

5) 식생 및 생태분석

대상지 내 식생은 대부분 산지침엽수림이며, 일부 소나

무가 양호한 임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수목 및 식생보호

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경지리정

보에 따르면 약 67%정도의 지역이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하며, 나머지 3.3%지역은 3등급에 해당한다(그림 6).

그림 6. 식생 및 생태분석

3.2 대상지 현황 종합분석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행암·양

과동 일원의 300,000㎡ 대지는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북쪽으로는 시가지경관을 조망하고, 남

쪽으로는 산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적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며, 대상지 내부의 자연스러운 표고 차와 풍부

한 수계, 우수한 식생 등으로 수목원이 입지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들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크게 3

가지 네트워크 개념으로 대상지를 파악하였다.

첫째는 그린네트워크로 화방산, 분적산, 간지산과 연계

되어 녹의 핵심지로서의 녹체계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이

며, 둘째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로 주변 개발여건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주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이 가능한

대상지인 동시에, 셋째는 블루 네트워크로 대상지 내 향

등제를 거점으로 서쪽으로 유하하여 대촌천과 합류하는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설계 개념

4.1 수목원조성 기본구상

광주광역시립수목원 조성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지

침서에 따라빛고을 광주의 특색과 남도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수목원 조성,
노인건강타운과 연계한 보건휴양 및 건강증진과 산림휴

양의 숲 조성과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산소림 확충과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학습

장으로 조성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적인 수목원

으로 조성등을 수목원조성의 기본구상으로 설정하였다.

4.2 설계 개념 설정

현황분석과 기본구상을 통해 수목원의 설계 개념은 남

도의 특색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수목

원 조성을 전제로 남도의 아름다움은 마을과 산과 강의

중첩된 풍경이 종횡으로 병풍같이 펼쳐져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설정하였다.

굽이굽이, 둥글둥글, 첩첩이 쌓여져 있는등의 남도의

이미지를 선과 면으로 풀어내 직선적인 공간과 대비되는

휘감기는 공간의 생성으로 구석구석 숨겨진 풍경과 극적

인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개념을 설정하였다(그림 7).

선과 면(Line&Surface)

중첩된 풍경(imposition)

그림 7. 설계 개념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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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간과 기능

1) 공간배치

광주광역시립수목원 조성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지

침서에서는 수목원 공간구상에 대해노인치유 및 휴양

지구(향등저수지 상부~노인건강타운),저수지 경관지

구(향등저수지와 주변),농촌테마지구(향등저수지 하

단),기후변화 저탄소에너지지구(위생매립장 부지),
방문객시설 및 행사장 지구(매립장 진입도로변),식
물원 및 중심광장 지구(광목간도로 안쪽)등으로 구분하

였으며, 이에 본 작품은 건강의 숲(수련/치유/휴양지구),

자연의 숲(저수지경관지구), 향수의 숲(남도체험지구), 미

래의 숲(저탄소에너지지구), 배움의 숲(수목원지구), 축제

의 숲(전시/안내지구)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였다(그림 8).

그림 8. 기본구상에 따른 공간배치 과정

특히, 축제의 숲 인근의 고지대에는 원경의 시가지 경

관 조망확보를 시도하였으며, 대상지 중심의 향등제와 수

춘천으로 흐르는 수계를 따라 남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그림 9).

그림 9. 공간배치안

2) 기능 설정

본 조경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탄소중립형 수목원으로

광역위생매립장에 조성하는 수목원은 기능적 측면 외에

도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쓰레기처리

장을 자연으로 환원시키며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 복합체

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인간의 폐기물이 대자연의 순환계

하에 순기능적으로 흡수, 활용되어야 한다는 면을 강조하

였다. 따라서, 다양한 탄소저감 전략1)(그림 10)을 토대로

O2(산소)수목원이라는 기본컨셉을 설정하였다.

그림 10. 탄소중립형 O2(산소)수목원 기능설정 개념도

① 탄소 저감전략

탄소 저감전략은 크게 에너지 저감전략과 자원 저감전

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저감전략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자전거 도로/트램/보행녹도/물순

환로 설치 등)과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

하는 방안(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풍력에너지/바이오에너

지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 저감전략은 자원

을 순환시켜 활용하는 방안(우수 재활용/친환경 하수처리

/우수 저류지 설치 등)과 천연자연재료 사용으로 인한 폐

기물 저감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1).

그림 11. 탄소 저감전략 개념도

1) 탄소량을 줄이고자 하는 탄소저감(Low Carbon)과 탄소의 배

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의

개념은 차이가 있으나, 탄소중립형 수목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략 중의 하나로 탄소저감 전략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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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토지이용 및 교통·동선계획

② 탄소 흡수전략

탄소 흡수전략은 크게 녹지 확보전략과 수자원 관리

및 활용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녹지 확보전략은 녹화

방안(비오톱 조성/텃밭 가꾸기/옥상녹화 등)과 그린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방안(그린웨이/경관림/생물이동통로/바

람길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자원 관리 및 활용

전략은 수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투수성 포장/잔디도

랑/실개천 조성/빗물가든 조성 등)과 수생비오톱을 조성

하는 방안(서식처 연못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

림 12).

그림 12. 탄소 흡수전략 개념도

5. 기본계획 및 설계

5.1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에 따른 공간배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 및 교통·동선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림 13, 14).

1) 축제의 숲

축제의 숲은 광주수목원의 주진출입로로푸른광주
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표고 차를 활용한 전망대를 설

치였으며, 순환트레일(Tram Way) 정류장을 설치하여 도

보 및 자전과 이용과 함께 다양한 이용루트를 확보하고

자 하였다.

2) 건강의 숲

건강의 숲은 빛고을건강타운과 연계된 노인치유 및 건

강증진 공간으로 테라피가든, 삼림욕장 등 치유를 위한

다양한 테마의 주제원 도입으로 건강종합타운으로 조성

하며, 탐방집단별 관람목적과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한 다

양한 탐방루트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3) 자연의 숲

자연의 숲은 수변저류지 및 수생서식처 공간으로 갈대

원(서식처)과 유기논(먹이원) 조성을 통한 조류유치와 이

를 관찰·학습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하고, 갈대원 내 전

통목선을 운영하여 이색적인 체험관광을 유도하고자 하

였다.

4) 향수의 숲

인접한 향수의 숲은 남도체험지구로문화중심도시 광

주를 세계에 알리고,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남도문

화 주제원을 조성하며,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농촌

테마 공간을 구성하였다.

5) 배움의 숲

수목원지구에 해당하는 배움의 숲은 지역특색을 고려

한 전시원 조성으로 국내 타 수목원과의 차별화를 구현

하며, 수림을 이용한 완충전이공간을 확보하여, 각 전시

원별 연계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6) 미래의 숲

저탄소에너지지구 미래의 숲은 환경교육장과 풍력에너

지, 바이오에너지 창출을 위한 바람의 광장과 야외학습장

등에 의해 자생적인 에너지 재생의 실천과 학습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5.2 특화계획

1) 에너지 절약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으

로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태양

열 가로등과 온실 등을 통한 태양에너지 활용, 바람빛

(Wind Power Light), 바람개비 정원 조성을 통한 풍력에

너지 활용과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방문자센터의 사계절

냉·난방과 온수공급을 계획하여 자생적인 에너지 재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생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에너지화하여 수목원에서 활용하며, 무공해·

무소음 친환경시스템의 순환트레일(Tram Way)을 도입하

고자 하였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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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온실 및 방문자 센터(축제의 숲)
❷ 남도체험 전시장(향수의 숲)
❸ 산림박물관(건강의 숲)

그림 14. 마스터플랜

 3

트램동선

그림 15. 에너지 절약 구상도

2) 자원순환체계 확립

우수 및 중수 시스템을 활용한 수자원 재활용 및 정황

식물, 인공습지 등을 통한 친환경 하수처리 시스템 도입

을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친환경

재료 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로 매립 및 소각

량 저감과 수목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화석연료로 대

체하는 방식 등 자원저감전략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3) 그린 네트워크 구축

습지-초지-숲으로 연계되는 생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식물 서식지 및 생태거점을 연결하는 생태통

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옥상녹화 및 투수성 포장

확대를 통한 자연배수체계를 강화하고, 생물서식공간 조

성으로 소생태계(Biotop)를 형성하며, 다층구조 식재를 통

한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4) 물순환 시스템 구축

빗물의 토양침수 및 저류를 통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

축하고, 수체계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 측면에 근거하여

우수처리 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습지조성을

통한 수생 비오톱 형성과 식물섬 설치로 조류 서식처 조

성 및 식생 탈질작용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유지

관리가 어려운 물순환 시스템은 장기적 관점의 관리계획

마련을 제안하였다.

5.3 주요 시설 설계

1) 건축계획

광주수목원의 주요 건축물로 온실 및 방문자센터와 남

도체험 전시장, 산림박물관 등이 있으며, 위압적인 구조

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형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로 계획하였다(그림 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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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및 방문자 센터(축제의 숲)

남도체험 전시장(향수의 숲)

산림박물관(건강의 숲)

그림 16. 주요 건축물 조감도

2) 식재계획

사계절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을 위해, 12개

월 식재캘린더를 작성하였으며, 바라보기, 향기맡기, 만져

보기, 열매먹기 등의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종과 향토수

종, 환경정화, 경관향상, 식이수종 등 기능별 특성을 가지

는 수종을 도입하였다. 특히, 탄소량 저감을 위한 기본적

토대 마련으로 향토수종 및 자생수종 식재와 생육특성을

고려한 다층식재의 숲 구조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건

강한 숲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3) 시설물계획

수목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색채와 함께 기본컨셉으로

설정한 O2(산소)수목원을 CI로 제작하고, 인접한 노인건

강타운과 연계한 보건휴양기능이 본 수목원이 도입해야

하는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므로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물 배치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주요동선 중에서 능선

위의 전망이 좋은 곳이나, 이동거리가 길어 휴식이 필요

한 지점(최소 30분거리)에는 장애인 시설을 배치하며, 장

애인 편의시설과 점자안내판, 동선유도 포장 등 안내장치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4) 포장계획

장소성이 필요한 광장은 화강석판석포장과 수정블럭포

장, 미적효과 및 친환경성이 부각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보도는 점토벽돌포장과 규사블럭포장, 쾌적성 및 자연성

이 강조되어야 하는 산책로는 황토길포장 및 마사토포장

등 공간특성에 따라 포장의 차별성을 두었다.

5) 산불재해방지계획

굴참나무, 은행나무, 화백, 편백 등과 같은 산불재해에

비교적 강한 수종들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며, 등산객 유

입로와 감시요원동선, 산불경보시 등산로 등 위급상황을

고려한 동선계획으로 방문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림 17).

그림 17. 안전을 고려한 산불재해방지계획 구상도

6) 기타계획

조명투사 대상물에 따른 조명기법으로 다양한 야간경

관을 체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남도의 특색을 드러내는

자생수종을 활용한 축제와 탄소중립 수목원의 특징을 살

려 환경교육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 및 학습프로그램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

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18).

그림 18. 수목원 연중 활동프로그램 예시

6. 결 론

광주시 시립수목원은 광주시의 특색과 남도문화의 전

통을 느낄 수 있으며, 노인건강타운과 연계한 건강증진과

산림휴양의 숲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적인 수목

원 조성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를 하였다.

첫째, 남도의 특색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남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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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은 마을과 산과 강의 중첩된 풍경이 종횡으로 펼

쳐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굽이굽이, 둥글둥글, 첩첩이
쌓여져 있는등의 남도의 이미지를 선과 면으로 풀어내

는 설계개념을 설정하였다.

둘째, 설계개념에 따라 본 조경작품은 축제의 숲, 건강

의 숲, 자연의 숲, 향수의 숲, 배움의 숲, 미래의 숲으로

공간을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공간을 상징하는 주제원과

다양한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동선을 계획하

였다.

셋째, 본 조경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탄소중립형 수목

원으로 광역위생매립장에 조성하는 수목원은 상징적으로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인간의 폐기물이 대자연의

순환계 하에 순기능적으로 흡수, 활용되어야 한다는 면을

강조하여 다양한 탄소저감 전략(특화계획)을 토대로 O2

수목원이라는 기본컨셉을 설정하였다.

넷째, O2 수목원 조성을 위해,에너지 절약,자원순
환체계 확립,그린 네트워크 구축,물순환 시스템

구축등 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외에도 온실 및 방문자센터와 남도체험 전시장, 산

림박물관 등의 주요 건축물은 위압적인 구조물로 인식되

지 않도록 지형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하였으며, 기능을 고

려한 향토수종 및 자생수종 식재와 생육특성을 고려한

다층식재의 숲 구조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

다. 또한 내화수림대 조성 및 위급상황을 고려한 동선계

획으로 산불재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조명투사 대상물에

따른 조명기법으로 다양한 야간경관을 체험하도록 계획

하였다.

본 조경작품의 설계는 개념 정립 중에 있는 탄소중립

형 수목원 설계로서 향후 유사 수목원 설계시 참조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를 상징하고, 남도

의 특색과 전통을 강조하는 동시에 탄소저감형 수목원을

설계하는데 있어 설계개념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랐

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미정착된 저탄소에너지 관련 기

능설정을 위한 전략구상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이와 같

은 현상공모에 있어 물리적 공간의 설계 외에도 수목원

의 기능설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전제한다면,

기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창의적 형태의 수목원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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