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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A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설계사무소로 조경과 도시, 그

리고 지역계획을 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긴장감 있는 디테일과 

예술적 감흥이 짙은 콘셉트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결이 두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유럽 도시에서 강렬한 어바니즘을 제시해왔

다. OKRA는 도시의 현존하는 맥락과 미학을 존중하며, 다양한 

시간적 리듬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도시의 장소를 디자인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Landscape Architect OKRA

Architect Nio architecten 

Engineering Consultants Buro Happold 

Client Greenwich Council 

Location Greenwich, London, UK

Area 1.9ha

Cost 3,600,000 Euro

Completion 2012

Photographer Greenwich Council, Annie Beugel, 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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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니치의 커티 삭 가든Cutty Sark Gardens은 공공 영역

인 메이어스 그레이트 스페이스Mayor’s Great Spaces로 연

결되는 런던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구역은 

역사성이 깊이 서려있는 곳이다. 즉 그리니치 자오선

Meridian GMT, 왕립 해군 대학Royal Naval College, 커티 삭의 

항해와 관련된 곳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버려진 도시의 경계 공간과 낙후된 모습 때문에 몸살

을 앓고 있던 이 지역을 재생시킴으로써,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다른 행선지로 가기 위한 관문으

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1. Cutty Sark Ship
2. Tidal Water Elements
3. The Rotunda
4. Greenwich Pier
5. Thames Pathway Cycle Route

6. Entry To Underground Car Park
7. Planting Elements With Seating Edges
8. Green Sail
9. Mai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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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A는 공모전을 통해, 커티 삭 가든이 (바닷물이 들

고 나는 것처럼) 물결이 이는 광장의 모습을 띠도록 제

안했다. 이는 오전에는 한산하고, 주말에는 방문자들

로 넘쳐나는 유동 인구의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

들은 이곳으로 와서 머물러 있거나 다른 곳으로 향한

다. ‘물결이 이는 광장tidal square’이라는 아이디어는 기

능적인 유연성에 기초하고 있다. 소소한 스케일의 공

간과 커다란 규모의 공간을 동시에 제공해주고, 크고 

작은 행사들이 치러지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매력적

인 장소다. 행사가 치러지는 동안에 이 공간은 다른 모

습으로 탈바꿈한다. 즉, 바닥면의 구배를 통해 흐르던 

물이 빠지고 커다란 보도 구역이 만들어지면, 사람들

은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다.   

이 구역은 도시적 장소이자 템스 강을 향해 이어진 녹

지대로도 계획되었다. 사람들은 도시의 공간 조직과 

커티 삭 주변의 광장, 정원, 템스 강의 수변 가로를 이

동하며 일련의 다채로운 공간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이 구역에는 구축적인 방식의 조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차의 공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커티 삭 인근의 복잡한 도시 광장과 그리니치 

처치 스트리트Greenwich Church Street 및 킹 윌리엄 워크

King William Walk의 입구 사이를 활력 있게 연결시켜줌으

로써 커티 삭 가든은 주변의 도시 환경에 더 잘 녹아

들 수 있을 것이다. 템스 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보

행자로를 형성하고 왕립 해군 대학으로 더 원활하게 

이어지면서 이 정원에서 다른 장소들로 접근하기가 좋

아졌다. 앞으로 커티 삭 가든의 중심적 위상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 새로운 ‘물결이 이는 광장’은 올림픽 행사가 시작되

기 전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장소는 도시 생활에 활

력을 불어넣고, 정원과 공원의 개념이 접목된 녹색 풍

경을 이뤄 낸다. 커티 삭 가든은 템스 강을 따라 조성

된 멋진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즉 강변 산책로를 따

라 나 있는 녹색 진주처럼, 머무름의 장소, 열망의 장

소가 될 것이다. 이 장소는 ‘도시 재생을 위한 촉매제

로서의 공공 영역’의 전략이 잘 발휘되고 있음을 단적

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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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도시의 공간 조직과 커티 삭 주변의

광장, 정원, 템스 강의 수변 가로를 이동하며

일련의 다채로운 공간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도시의 버려지고 낙후된 경계 공간을 재생하여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다른 행선지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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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Planting

Total principle detail

Principle detail: Base planting

Grasses

Shrub

Stipa tenuissima

Pennisetum alopecuroides

Buxus sempervirens

(winter green clouds)

Principle detail: Special species

3 or 4 different kind of

species per theme

(river, gardens and city)

Principle detail: Bulbs

1 or 2 different kind of species per theme

(river, gardens and city) mix with

perennials or grasses

식재 계획

식재는 강에서부터 그리니치 방향을 향해 3단계의 점

진적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강변의 거친 느낌에서 내

륙의 좀 더 부드러운 정원의 느낌으로 변화된다.

1. 강

커티 삭의 유산과 연계되도록, 강변의 식재는 해변가

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바람이 몰아치는 매서운 해변 

풍경의 느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선을 사로잡는 조

각적인 형태의 한층 더 이국적인 종의 식물들이 선별

되었다.

2. 정원 

정원Garden의 풍경은 온갖 종류의 다양한 식물들을 체

험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오래 머무

를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해낸다. 은은하고 스쳐 지나가

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볼륨massing과 질

감, 컬러가 중요하다.

3. 도시

도시City 구축물과 정원 공간의 접목을 위해, 식재는 낮

게 조성되어 표면만을 덮도록 되어 있다. 광장 전체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 종의 가지 수는 줄여서 식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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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 삭 가든은 소소한 스케일의 공간과

커다란 규모의 공간을 동시에 제공한다.

물을 다 빼고 커다란 보도 구역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한다.

‘물결이 이는 광장’은 도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원과 공원의 개념이 접목된 녹색 풍경을 이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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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콘셉트

우리는 식재를 하면서 각 요소들 사이에 켜들이 결합

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체 개념을 설정했다. 각 요소들 

내에 형태와 매스, 쉘터, 전면 녹화를 위한 기조 식재

base planting를 조성했다. 각 계절마다 컬러를 주기 위해 

다년생식물들을 곁 심어 두 번째 켜를 만들었다. 이 켜

의 식물들은 도시와 정원, 강이라는 세 영역 내에서 각

기 다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봄에 일찍이 컬러로 진

하게 물들 수 있도록, 구근 식물들로 된 마지막 켜를 

조성했다.

진행 박경의, 이윤주, 김정은 번역 우영선 디자인 윤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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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 삭의 유산과 연계되도록,

강변의 식재는 해변가에서 영감을 얻었다.

바람이 몰아치는 매서운 해변 풍경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선을 사로잡는 조각적인 형태의

이국적인 식물들을 식재했다.

정원의 풍경은 다양한 식물을 체험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해낸다. 은은하고 스쳐 지나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볼륨과 질감, 컬러가 중요하다. 

©
A

nnie
 Be

ug
e

l

식재는 강변의 거친 느낌에서 내륙의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변화된다.

River

Base
Buxus sempervirens (clouds) 

Stipa tenuissima 

Pennisetum alopecuroides 

Specials 
Crocosmia ‘lucifer’ 

Kniphofia ‘Nancys Red’ 

Yucca filamentosa 

Bulb 
Fritillaria imperialis ‘Rubra Maxima’ 

plant in groups of 5 bulbs, combined with: Stipa, Pennisetum, 

Crocosmia and Kniphofia

Gardens

Base
Buxus sempervirens (clouds) 

Stipa tenuissima

Pennisetum alopecuroides

Specials 
Acanthus mollis

Echinops sphaerocephalus

Persicaria amplexicaulis

Sanguisorba ‘Red Thunder’

Bulb 
Fritillaria persica

plant in groups of 5 bulbs, combined with: Stipa, Pennisetum, 

Acanthus

Narcissus ‘Thalia’

plant in groups of 10 bulbs, combined with: Stipa, Pennisetum, 

Acanthus

City

Base
Buxus sempervirens (clouds) 

Stipa tenuissima

Pennisetum alopecuroides

Specials 
Agastache rugosa ‘Alba’

Astantia major ‘Lars’

Cimicifuga ramosa ‘Atropurpurea’

Gaura lindheimeri

Bulb 
Allium nigrum

plant in groups of 5 bulbs, combined with: Astrantia

Muscari botryoides ‘album’

plant in groups of 20 bulbs, combined with: Stipa, Pennisetum, 

Astrantia

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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