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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낭트시장낭트시장낭트시장낭트시장 개막식개막식개막식개막식 참석참석참석참석 약속약속약속약속 지켜지켜지켜지켜 

 
 순천정원박람회 참석위해 방한한 프랑스 낭트시장 

(순 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파트릭 랭베르 프랑스 낭트시장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위해 입국했다. 지난해 10월 낭트시장을 방문한 
조충훈(사진 우) 순천시장. 2013.4.16.<<순천시청 제공>> 3pedcrow@yna.co.kr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약속했던 프랑스 
낭트시장이 약속을 지켰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우호교류 도시인 프랑스 낭트시의 파트릭 랭베르 시장이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 입국했다. 

랭베르 시장은 지난해 10월 조충훈 순천시장이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 초청으로 
프랑스를 찾을 당시 낭트시를 방문,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프랑스 정부와 
낭트시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 개막식 참석을 약속한 바 있다. 

부인 미셸 랭베르, 카트린 투슈푸 부시장 등 일행을 동반한 랭베르 시장은 입국 후 지난 15일 
아주대 강연, 16일 프랑스 대사관 방문, 18일 경주 방문 등 개별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9일 
오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낭트시는 또 정원박람회장내 낭트시 정원과 관련, 오는 18일 정원전문가 8명을 순천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와 낭트시는 지난 2007년 우효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조 시장이 지난 2005년 민선 3기 시장으로 우호교류를 추진할 당시 아이로 현 프랑스 총리가 
낭트시장으로 재직하는 등 두 도시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 희귀종인 알다브라 거북과 식물 등을 박람회에 기증하고 개막식 
참석도 약속했던 제임스 알릭스 미셸 세이셸 대통령이 최근의 한반도 상황 때문에 최근 방한 
계획을 취소해 아쉽다"며 "낭트시장의 개막식 참여 소식에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3pedcro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16 1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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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인터뷰인터뷰인터뷰> 파트릭파트릭파트릭파트릭 랭베르랭베르랭베르랭베르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낭트시장낭트시장낭트시장낭트시장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참가 프랑스 낭트시장 

(서 울=연합뉴스) 오정훈 기자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참가차 방한한 파트릭 랭베르 
(Patric Rimbert) 프랑스 낭트시장이 17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랜 교류 덕분에 순천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가 
"만국박람회에 필적할 만한 성공"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3.4.17 jhoh@yna.co.kr 

"순천정원박람회는 지속가능한 축제"  

박람회 후 한국과 아시아권 겨냥한 '정원학교' 설립" 권유 

(서울=연합뉴스) 오정훈 김정은 박성우 기자 = 20일 개막하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파트릭 랭베르 프랑스 낭트시장은 16일 "지속가능한 축제로 
보이는 순천정원박람회가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랭베르 시장은 이날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순천시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됐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국한 데 대해 "위험이 따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순천정원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 오랜 교류 덕분에 한국을 방문했다. 예전에 낭트에 한국(순천) 정원을 만든 바 있다. 지난 
2009년에 장-마르크 아이로 현 총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고 순천시에 작은 배와 낭트정원을 
선물하는 등 양국의 우호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번에는 순천시장의 초청으로 방문했다. 
박람회장에 프랑스 정원이 조성돼 있다. 프랑스식 정원이지만 낭트 특유의 정원이다. 양국 
관계가 여러 기회를 통해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다. 

--순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 지금 한국 측이 준비를 잘하고 있어 조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 시장은 자기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들 의무가 있고 현지에서 확인하니 굉장히 잘 준비돼 있었다. 행사 중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지금 순천시장이 흥미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축제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라면 많은 도시의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약속은 지킵니다", 랭베르 프랑스 낭트시장 

(서 울=연합뉴스) 오정훈 기자 =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파트릭 
랭베르 Patrick Rimbert 프랑스 낭트 시장이 17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순천시와의 오랜 인연으로 방한하게 되었다"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도 한국을 방문한 배경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신념이 있다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3.4.17. jhoh@yna.co.kr 

--순천정원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축제 이후에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은. 

▲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매년 연다든지 정기적으로 행사를 기획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해야하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세계 
많은 도시를 방문하는데 세계 엑스포가 열린 도시는 사람들이 다시 많이 찾게된다.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위한 방안은. 



▲행사 후에 정원학교나 원예학교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예로 프랑스에는 
베르사유 원예학교가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아시아권 전체를 
겨냥한 학교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정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방안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4년마다 전세계 정원들이 초청되는 축제가 있다. 낭트에서 하는 '꽃축제'는 
주말마다 5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식물이나 씨앗을 사가고 음식도 즐긴다. 현지 
꽃생산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프랑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났는데 한국은 이제 다가올 것이다. 이 
세대는 구매력이 높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연에 많이 투자하고 관심도 많다. 이들을 
장기적인 정원문화 구매자로 봐도 된다. 

--한반도 긴장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위험이 따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 또 프랑스와 한국의 
우호적 관계도 작용했다. 

jhoh@yna.co.kr 

kje@yna.co.kr 

3pedcro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17 09: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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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3:58 KST 

Patrick Rimbert, maire de Nantes, tient sa promesse de 
venir à Suncheon 

SEOUL, 17 avr. (Yonhap) -- A l’occasion de l’Exposition internationale de jardins de la baie de 
Suncheon qui ouvre ses portes ce samedi, le maire de Nantes, Patrick Rimbert, est venu en Corée avec 
une délégation composée d’experts en jardins et environnement en signe de remerciement pour les 
relations de longue date entre Suncheon et sa ville et pour visiter le jardin nantais aménagé à 
l’exposition. 

Dans une interview exclusive accordée à Yonhap hier, Rimbert a expliqué son voyage en Corée du 
Sud malgré l’exacerbation des tensions sur la péninsule coréenne : «C’est le résultat d’une longue 
relation avec Sucheon. Nous avons un jardin coréen offert par la ville de Suncheon. En remerciement 
de ce jardin qui a été installé à Nantes, une reproduction d’un petit pavillon, des liens d’amitiés se sont 
construits comme ça. […] Le service de l’environnement de Nantes a construit un jardin français mais 
aussi nantais à Suncheon à cette occasion.» 

 

Patrick Rimbert lors de l`interview déroulée à l'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Cho Choong-hoon, le maire de Suncheon, a effectué un voyage en France en octobre dernier à 
l’invitation du Premier ministre français et de l’ancien maire de Nantes, Jean-Marc Ayrault, et s’est 
rendu à la ville de Nantes pour demander un soutien pour l’organisation de l’exposition de jardins à 
Suncheon. En faisant référence aux grandes villes organisatrices d’expositions universelles, le maire 



de Nantes a indiqué que la ville de Suncheon devait préparer la pérennité de l’évènement en organisant 
régulièrement différents évènements et en construisant des infrastructures afin de le rendre plus 
attractive. 

Pour assurer le succès de l’exposition de jardins à Suncheon dans le futur, Rimbert a suggéré la 
création d’une grande école d’horticulture comme il y en a en France, à Versailles, en prenant comme 
base l’exposition : «La matière première est là et, maintenant, il s’agit de faire fleurir toutes les idées.» 
Il a également présenté le cas de Nantes qui organise chaque année «Folie des plantes», un évènement 
qui attire quelque 50.000 visiteurs le week-end et offre des plantes et des produits locaux.  

Rimbert a fait remarquer que Suncheon pourrait cibler le potentiel du pouvoir d’achat de la génération 
des baby-boomers pour obtenir un succès non seulement évènementiel mais aussi commercial grâce à 
sa disponibilité et à sa nostalgie de la nature, tout en investissant massivement dans ce domaine. Il a 
estimé que l’approche que le maire de Suncheon a prise est intéressante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durable». 

La ville de Suncheon a signé un accord de coopération avec la ville de Nantes en 2007. Patrick 
Rimbert et sa délégation ont passé l’après-midi d’avant-hier à l’université d’Ajou à Suwon à 46km du 
sud de Séoul qui fête le 40e anniversaire de son jumelage avec l’université de Nantes. Le maire de 
Nantes a donné une conférence sur le thème «Nantes, capitale verte de l’Europe 2013». Il participera 
ce samedi à la cérémonie d’ouverture de l’exposition, à laquell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sera 
présente. 

A une question sur le caractère «risqué» de sa visite vu la situation géopolitique sur la péninsule 
coréenne, il a répondu : «C’était une promesse (de venir en Corée). C’est pour l’amitié franco-
coréenne et les relations que Nantes a depuis longtemps avec la Corée du Sud. […] Dans ma politique, 
il faut des convictions, sinon on ne ferait jamais rien. J’aurais pu faire le marathon de Boston. C’est 
beaucoup plus dangereux. Je ne cède jamais au chantage.» Le président des Seychelles James Alix 
Michel a récemment annulé sa visite à Suncheon en raison des tensions militaires intercoréennes. 

Oh Jeong-hun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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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 D-4]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낭트시장낭트시장낭트시장낭트시장 개막식개막식개막식개막식 참석차참석차참석차참석차 방한방한방한방한  

입력 2013.04.16 14:41:13 | 최종수정 2013.04.16 14:41:13  

(순천=뉴스 1) 서순규 기자= 프랑스 낭트시장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충훈시장의 방문 때 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약속했던 
프랑스 낭트시의 파트릭 랭베르 시장이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 
입국했다. 

 

랭베르 시장은 지난해 10월 조충훈 순천시장이 낭트시를 방문,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프랑스 정부와 낭트시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 개막식 참석을 약속한 바 
있다. 

 

랭베르 시장은 부인 미셸 랭베르여사와 카트린 투슈푸 부시장 등과 동반 입국했고 15일 아주대 
강연에 이어 16일 프랑스 대사관 방문, 18일 경주를 방문하는 등 개별 일정을 소화하고 19일 
오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순천시와 2007년 우효교류 협약을 맺은 낭트시는 정원박람회장내 낭트시 정원을 만들고 18일 
정원전문가 8명을 순천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두 도시의 인연은 조 시장이 2005년 민선 3기 시장으로 우호교류를 추진할 당시 아이로 현 
프랑스 총리가 낭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작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반도 경색으로 제임스 알릭스 미셸 세이셸공화국 대통령이 개막식 참석을 
계획을 취소해 아쉬움이 컸는데 낭트시장의 개막식 참석으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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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es mayor hopes Suncheon garden expo becomes sustainable festival  
 
SEOUL, April 17 (Yonhap) -- Patrick Rimbert, the mayor of the French city of Nantes, expressed 
hopes on Wednesday that the city of Suncheon will successfully host an international garden 
exhibition, adding that post-festival efforts will be key to making it sustainable. 
 
   The Suncheon Bay Garden Expo will be held in Suncheon, 415 kilometers south of Seoul, from 
April 20 to Oct. 20, with visitors from 23 nations expected to attend the event under the theme of 
"Garden of the Earth." Suncheon Bay is one of the five most well-preserved coastal wetlands in the 
world. 
 
   

 
 
 
Rimbert said in an interview with Yonhap News Agency that it is impressive to see the Suncheon 
regional government and an expo organizing committee fully prepared for the exhibition. 
 
   "It might be improper for me to give a piece of advice as Suncheon has already fully prepared for the 
exhibition. I hope that Suncheon will successfully hold the exhibition," Rimbert said in the interview 
held in Seoul. 
 
   "It seems that (the mayor of Suncheon) is trying to make the garden expo a sustainable festival." 
 
   Rimbert arrived in South Korea on April 14 to take part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uncheon 
Bay Garden Expo, according to the regional government. Suncheon and Nantes have maintained a 
partnership since 2007. 



 
   

 
 

 
 
His visit to Korea was made at the invitation of Cho Choong-hoon, the mayor of the Suncheon 
regional government. Rimbert promised to join the ceremony when Cho visited France in October last 
year to appeal for active cooperation from the city of Nantes for the exposition. 
 
   His visit comes even as geopolitical risks have increased in recent weeks, driven by North Korea's 
continued war threats and its potential launch of a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The French mayor said despite risks from North Korea, he came to visit as he has a long-held belief 
that promises should be kept. 
 
   Rimbert stressed the need to make an event like the Suncheon exhibition sustainable, saying that 
post-festival efforts are important for that goal. 
 
   "Following the exhib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set up a school for gardening to keep the spirit 
of the event alive," the Nantes mayor noted, citing an example of a horticultural school in Versailles in 
France. 
 
   



 

 
 
He said the envisioned schools could target South Koreans as well as other Asians. 
 
   Rimbert said that as more baby boomers are reaching retirement age in South Korea, those people 
are likely to become interested in gardening. 
 
   "The baby boomers, who have relatively high purchasing power, will likely show their interest in 
nature. These people can be regarded as potential investors in gardening culture," he adde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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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ing strengthens French-Korean links 

2013-04-21 20:34 

The mayor of the French city of Nantes said on Wednesday that cooperation on gardening and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sister city Suncheon in South Jeolla Province marks the start of even 
closer links in the future. 
 
“We must to build closer links, and naturally this is an area around which our two cities can 
cooperate,” said Mayor Patrick Rimbert during a reception at the French Embassy in Korea on 
Wednesday. 
 
Rimbert arrived in Seoul on April 14 to take part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uncheon Bay 
Garden Expo on Thursday. He returned to France on Monday.  

 
French Ambassador to Korea Jerome Pasquier (left) and Nantes Mayor Patrick Rimbert pose for a photo 
during a reception at the French Embassy in Seoul on Wednesday. (Philip Iglauer/The Korea Herald) 

 
 
He was invited to take part in the ceremony when Suncheon Mayor Cho Choog-hoon visited France in 
October last year. 
 
Rimbert was elected as mayor in June 29, 2012, following Jean-Marc Ayrault’s appointment as Prime 
Minister by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e.  
 
Nantes and Suncheon began exchanges in 2002 when Korea hosted the World Cup, and the cities 



established a formal partnership in 2007. Suncheon built a Korean garden in Nantes in 2009 and 
Nantes unveiled a French garden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gardening confab. 
 
Nantes has a large number of open and green urban spaces and received the 2013 European Green 
Capital Award. 
 
Some 23 nations are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exposition on gardening through Oct. 20 in 
Suncheon, a city of about 200,000 located near Gwangyang and Yeosu, which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last year by hosting the 2012 World Expo.  
 
By Philip Iglauer (ephilip201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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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sy  Line  
 
FRANCE 

 
Mayor of Nantes: French Ambassador to Korea Jerome Pasquier, left, and Patrick 
Rimbert, mayor of the French city of Nantes, pose for a photo during a reception 
welcoming the mayor to Seoul on April 16. The mayor came to attend the opening of 
the Suncheon Garden Expo 2013, last Friday. The city of Nantes created a garden 
representing France at the expo.  
                                                                             / Korea Times photo by Kim Se-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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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6개월간 펼쳐지는 세계 정원의 각축장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세계정원인 태국정원과 프랑스정원 준공식과 제막식이 20일 
열렸다. 
 
태국정원은 지난해 태국 치앙마이 국제원예박람회에 순천시가 참가한 것에 대한 
교차정원으로 태국정부가 조성한 정원이다.  
 
준공식에는 태국 농업부 '수잇 차이키아띠오스' 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태국정원은 태국의 전통 건축물인 살라타이 양식으로 대나무 구조물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해 
아열대 지역의 열기를 저감하는 지혜로운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원주위로 아열대 식물이 



식재돼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프랑스정원은 2007년 순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프랑스 낭트시에 순천정원을 조성한 것에 
대한 교차정원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조성됐다.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질서있게 식재한 수목이 인상적이며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궁전을 
모델로 조성된 프랑스정원 제막식은 '빠트릭 랭베르' 낭트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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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 주제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19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개막식을 갖고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한국 첫 정원박람회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세계적 생태습지로 유명한 순천만 갯벌로 
도심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완충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럽 및 중국, 일본의 
정원박람회와는 전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실제로 순천시 도심에서 순천만으로 향하는 길목인 풍덕동·오천동 
일원 111만 2000㎡에 자리 잡고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84일간 펼쳐진다. 
 
19일 오후 5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원섭 산림청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대표 등 국내·외 주요인사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박람회장 
잔디광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이 열렸다. 
 
파트릭 랭베르 (Patrick Rimbert) 프랑스 낭트시장, AIPH 듀크하버 전 회장, 외국사절단 
200여명도 참석해 개막을 축하 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개막선언을 통해"세계적 생태보고인 순천만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순천시민들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선각자의 자세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장은 아이들이 찾는 생태체험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장관은 축사에서 "순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을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로 확산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구의 정원 순천만, 생명을 심다'를 주제로 한 개막식은 정원박람회를 유치하고 지원한 



전남 순천시민들의 생명존중과 공존, 환경보존의지를 잘 표현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 아닌 보존을 위해 정원으로 둑을 쌓아 갯벌로의 도시 팽창을 차단하고 
환경을 지키는 순천시민들의 생명존중의 마음을 무대 위에서 풀어냈다.  
 
식전공연은 정원박람회 주제 영상물인 '달의 정원'을 상영한데 이어 주제공연인 '천년의 정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연합 합창공연이 차례로 연주됐다. 
 
 

 
 
'달의정원'은 순천만 인근에서 할아버지와 외롭게 사는 꽃비라는 여자아이가 우연히 짱뚱어를 
만나서 갯벌세계를 알고, 순천만에 반한 용이 그대로 누운 용산 등 순천만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면서 이곳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가슴 짜릿한 이야기로 구성돼 박수 받았다.  
 
공연에 이어 오후 6시 개막 오프닝으로 북의 대합주가 펼쳐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참가국 국기와 박람회기, AIPH 기 입장과 함께 정원박람회에 참여한 23개국의 국화 유등이 
등장해 잔디광장 수변무대 앞을 수놓았다.  
 
조 시장의 개막선언과 정부대표의 축사에 이어 봉화언덕 능선에서 국방부 대취타 요원 50명의 
대취타 공연과 함께 개막 공연이 시작되면서 박람회 개막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뒤이은 개막 기념 축하공연은 팝페라가수 이사밸조를 비롯해 어린이재단 초록 우산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천사(1004명)합창단, 걸그룹 레인보우, 박람회 
홍보대사 현숙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오후 2시 순천정원박람회장은 개막식 참가자들에게 개방됐다. 
 
곳곳을 둘러본 순천시민들은 논이었던 평야가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찬 정원으로 바뀐 
모습을 보며 '도심 속의 보석' 이라고 놀라워했다.  
 
한편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승인에 따라 행사가 추진된 순천정원박람회의 개막식에 
AIPH 빅크란 회장은 참석치 않아 성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순천정원박람회 
유치 당시 회장이었던 듀크 하버 전 회장은 참석해 대조를 보였다. 캐나다 출신의 빅크란 
회장은 화훼농사가 바빠서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조직위원회는 밝혔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84일간 순천시 오천동 일대 
정원박람회장에서 '지구의 정원, 순천만'주제로 열린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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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태국정원태국정원태국정원태국정원 준공식준공식준공식준공식, 프랑스정원프랑스정원프랑스정원프랑스정원 제막식제막식제막식제막식 열려열려열려열려"  
 
6개월간 펼쳐지는 세계 정원의 각축장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세계정원인 
태국정원과 프랑스정원 준공식과 제막식이 각각 열렸다. 
 
오늘 준공식이 열린 태국정원은 지난 2012년도 태국 치앙마이 국제원예박람회에 순천시가 
참가한 것에 대한 교차정원으로 태국정부가 조성한 정원이다.  
 
준공식에는 태국 농업부 ‘수잇 차이키아띠오스’ 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태국정원은 태국의 전통 건축물인 살라타이 양식으로 대나무 구조물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아열대 지역의 열기를 저감하는 지혜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며 정원주위로 아열대 식물이 
식재되어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프랑스정원은 2007년도 순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프랑스 낭트시에 순천정원을 조성한 것에 
대한 교차정원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조성되었다.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질서있게 식재한 수목이 인상적이며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궁전을 
모델로 조성된 프랑스정원 제막식에는 ‘빠트릭 랭베르’ 낭트시장 등 낭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