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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정원사는 도시와 주거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대적 상황 속에

서 사료의 부족과 원형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시점에 쓰는 양식이 어떻게 수입되고 변화되어 현재까지 왔는지, 

현재 우리가 쓰는 양식들이 어떤 흐름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

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시기 정원의 

변화와 정원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한 1930년대 근대 정원의 사례 5곳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 연구와 현지 연구를 병행하였다. 기본적

으로 문헌조사를 통한 사료의 수집과 분석을 선행 한후, 문헌 자료

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실제 장소를 방문하여 도면 작성 및 사진 

촬영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다섯곳의 대상지의 분석으로 근대화와 서양식 주택문화의 유입으

로 기존 주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크

게 3가지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배치 

및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여러 채와 채마다의 마당 중심의 

구성이 점차 축소되고, 공간이 결합되어 단순해지고 있다. 둘째, 사

랑채 마당을 중심의 정원조성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초화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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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하게 식재되었으며, 외국 정원의 영향을 받은 식재방식과 수종

이 유행하였다. 셋째, 외부공간 기능의 변화로 근대화와 함께 외부

공간의 노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관상 및 영빈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근대 정원사의 매우 한정적인 시기와 사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에서의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근대 시

기의 정원에 대한 연구와 20세기 전, 후를 포괄하는 통시적인 정원

의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한국 주택 정원, 근대 주택 정원, 1930년대 주택 정원 

학번 : 2014-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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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사적으로 한국 조경에 대한 연구는 전통 정원과 현대 조경에 

초점을 맞추어 이분법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근대기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해방 등의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조경사의 흐름은 분절되

었다. 조경사 흐름의 분절은 전통 정원과 전통성을 상실한 현대 조

경이라는 한국 조경의 이분법적 인식을 불러들였다. 한국의 현대 조

경에서 한국성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정원

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 전통정원에 대한 재해석의 관점에

서 접근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라는 두 시기 사이에 존재한 조경 사례 연구는 7-80

년대 주택 조경의 수종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7-80년대 이전 시기

인 1900년대 초반에 존재한 조경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으로 진행되

어 왔는데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시대 상황 아래에서 많은 사료들이 소실되어 현재 구할 수 있는 사

료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자연적 소재로 이루어져 원

형 유지가 어려운 조경의 물리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정원사

는 새로운 시점에 접어들었다. 현재의 정원사를 정리하기에 앞서 우

리가 어떤 상황에서 현대 정원이 출발했는지, 현재 우리 정원 현상

을 이해하기 위해 조경사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시기를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이 시기는 근대화를 겪는 격변의 시기인 만큼 새로운 유형의 조경 

행위가 공적인 영역과 더불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특히 마당과 후정으로 구성되던 전통적 정원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

기 시작하는데, 이는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선교사 등의 서양인과 

일본 관료 등 일본인의 주택이 이식되어 기존 주택에 영향을 주었

기 때문이다. 한국에 유입된 서양식, 일본식 주택에는 한국 기후 및 

풍토에 맞게 변화된 서양식 정원 및 일본식 정원 역시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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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국 풍의 새로운 정원 양식은 한국의 전통 정원에 영향을 

끼쳤고, 주택 뿐 아니라 주택의 외부공간에서도 기존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회가 급변하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전통한옥에도 많은 변

화가 있었다. 새로운 생활을 수용해야 했고,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협소해진 필지에 필요한 공간을 담아내야 했다. 또한 서양과 일본의 

영향 하에 새로운 문화가 접목되어 이전의 전형적 공간구성 방식에

서 탈피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새로운 건축 기술과 재료 

등이 유입되면서 전통한옥의 형식을 많은 부분 유지하면서도 외형, 

배치, 평면 등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전남일

은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한옥을 근대한옥이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고방식이 진취적이며, 경제력이 있는 서울의 상류

계층 주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전에 없던 공간들이 부분적

으로 생기고 기존의 공간이 변형 또는 확장되며 총체적으로 새로운 

형식이 도입되고, 채의 구성이 도시적 상황에 대응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상류계층 한옥의 이러한 변화는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을 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었다.1 주택문화의 변화는 근대

화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식으로도 재정

비되었다. 1910년 8월 조선을 식민지화 한 직후 일제는 수많은 법

령을 발표하여  식민통치의 기틀을 잡았다. 그 중 하나가 1912년 

10월 7일 발표된 시구개정에 관한 훈령2으로, 그 직후인 11월 경성

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3이 발표되었다. 1930년대 주택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한옥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개발되

고 급속히 확산되었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단독주택지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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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공동주택지 또한 공급했다. 1934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

대적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 또한 1936년 

조선총독부는 경성시가지계획을 확정하고 일차적으로 도로망을 신

설했다. 같은 해 12월에 토지구획 정리지구가 확정 발표되었다. 해

방 직후 한반도의 혼란한 주택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새로운 주택건설 문화가 형성되기도 전에 모두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열악한 주거환경도 문제였지만 해방 후 서울

과 같은 대도시는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몰려드는 인구들로 인

해 엄청난 주택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서울에는 전통 주

거형태인 한옥과 일본인이 거주했던 적산가옥5이 공존하고 있었는

데, 지방에 비해 그 수가 많다고는 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한국전쟁 이후 초토화된 한반도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재건사업은 주택공급 건설 사업이었다. 대한 주택

영단, 한국 산업은행 ICA그리고 한미 재단등과 같은 기관이 주택재

건사업을 활발히 펼쳤고 그 과정에서 개량주택, 양산공법 기술개발

주택 등이 출현했다.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만들어진 표준주택

은 이후 우리나라 주택유형의 기본원형이라 일컬어진다. 6  대략 

42m2(13평)내외의 서민형 주택인 이 표준주택은 서울 부암동, 화

곡동 등지에 처음 건축되기 시작해 점차 전국 규모로 확산됐다. 표

준주택은 흙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을 기본 자재로 쓴다는 점에서 

한옥과 달랐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통 민가의 양식을 차용한 

면이 보인다. 7  정부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6,230호에 달하는 

이른바 재건주택, 복구주택, 외인주택 등을 건설했지만 이를 통해 

전후의 극심한 주택난을 완벽히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전쟁과 휴전, 

그리고 국토재건의 시기를 거치며 한반도의 주거문화와 주택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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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를 겪었다. 1962년 이전까지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른 

토지 구획 사업에 의존해 단독주택건설을 위주로 한 택지개발이 이

루어졌다. 1941년 7월 주택공급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조선주택영단이 설립되고 동시에 주택건설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의 물꼬를 텄다. 때마침 조선총독부는 193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후 경성에 신시가지를 개발 중이었는데, 조

선주택영단은 영등포지구 등 일본인 주거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

동주택단지인 영단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조선시가지 계획

령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경영 사업이었다. 여기에 연립주택 및 단독

주택 총 669호가 계획되었다.  

 근대 정원사는 도시와 주거가 급격히 변화하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료의 부족과 원형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시점에 쓰는 양식이 어떻게 수입되고 변화되어 현재까

지 왔는지, 현재 우리가 쓰는 양식들이 어떤 흐름으로 들어오게 되

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주택 정원은 일제강

점기, 해방, 한국전쟁,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시대 상황 속

에서 적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현재의 정원은 이러한 변화

의 요소들의 유지와 변형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시기 정원의 변화와 정원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1930년대 근대 정원사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정원사의 빈 공간을 조금이나마 채울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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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전통 정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동오8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그는 한국의 전통 정원의 구체적 사례들의 공간 구성 및 수

목 선정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곽문기9는 

70년대 주택정원과 이조 시대의 정원에 사용된 수종을 비교 연구하

였다. 70~80년대 단독주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재 수종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로 이민영10은 방배동 단독주택

에 식재된 수종을 파악했으며 이 외에도 이은선, 이종석, 이규완, 송

윤강 등이 7-80년대 주택정원의 수목현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또한 이 시기에 주택에서 아파트로 중심주거방식의 변화가 시작

되면서 박재숙, 신규환 등은 아파트 단지의 조경 수목 현황과 선정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축에서 근대 건축 및 근대 주거사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이루

어져왔다. 과거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사이의 가교로 근대 건축물

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공간을 변형하고 현대의 공간으로 적용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알아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주남철

11은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강점기인 1945년도까지의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손영민은 근대도시의 주거 평면도 변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남일은 그의 저서12에서 한국 주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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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회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현대의 주거로 이행했는지를 도면, 

인터뷰,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추적하고 있다. 근대 건축에 대한 관

심은 당시 건축물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실시까

지 이어진다. 아쉬운 점은 등록문화재의 대부분이 건축물에 한정되

어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근대건축물들은 전통 한옥에서 도시한옥 

단독주택 등의 변화를 겪으며 정원을 포함한 주거형태를 지니고 있

다. 하지만 등록문화재에 등록된 대상들은 단독 건축물로 주택이 포

함하고 있는 정원에 대한 유지 관리 및 기록은 부족한 실정이다. 당

시 정원 문화의 생성으로 정원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많은 공을 들

여 정원을 조성했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건축 중심의 근대 

주거 공간에의 주목은 당시 주거 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일 뿐

이다.  

 근대의 주거 문화 기록에서 누락된 정원의 기록 중에서도 전통적

인 정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자, 전통적인 주거와 근

대적인 주거의 과도기였던 1930년대의 정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한다. 전통정원이 근대화와 외국 문물의 유입 속에서 다양한 영향

을 받으며 어떤 새로운 요소들을 수용하였으며 기존의 요소들에 어

떤 변화가 있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인 1920, 1930

년대의 도시화 경향 속에서 도시주거지 내에 밀집해 지어진 도시한

옥은 가로와 필지, 주택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도시주거유형으

로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전쟁을 겪으

면서도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다양한 주택들이 많이 등장했으나 

1960년대 까지도 여전히 사용가치가 있는 주택의 대부분이 한옥이

었다.13 본 논문은 한옥에서 변화가 발견되는 근대한옥을 대상으로 

                                                                                                        
바���������	
��������������������  있다.���������	
��������������������  

13
���������	
��������������������   1960년���������	
��������������������   서울의���������	
��������������������   주택사정���������	
��������������������   관련���������	
��������������������   통계에서���������	
��������������������   이를���������	
��������������������   확인할���������	
��������������������   수���������	
��������������������   있다.���������	
��������������������   이해를���������	
��������������������   돕기���������	
��������������������   위해���������	
��������������������   단

독주택의���������	
��������������������   경우도���������	
��������������������   함께���������	
��������������������   제시해���������	
��������������������   보면���������	
��������������������   다음과���������	
��������������������   같다.���������	
��������������������   당시���������	
��������������������   서울의���������	
��������������������   총���������	
��������������������   주택수는���������	
��������������������   22만���������	
��������������������  

3,000여���������	
��������������������   호였다.���������	
��������������������   대한주택영단편,���������	
��������������������   집계에���������	
��������������������   나타난���������	
��������������������   서울의���������	
��������������������   주택실태,���������	
��������������������   주택,���������	
��������������������   제���������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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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서울 상류층의 주택이었던 5곳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는 공간의 배치와 공간별 시퀀스, 식재, 수공간, 점경

물, 포장 등의 공간 구성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1930년대 한

국 정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  연구���������	
��������������������  범위���������	
��������������������  

본 논문에서는 한국 주택이 변화하고 외국의 주거양식이 유입되

는 시대상황에서 주택의 외부공간이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

는지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조선이 무너지고 외부 문물

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전통 정원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공

간요소가 유지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유의미한 5곳의 사례를 중심으

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5곳의 대

상지는 근대 한옥으로, 근대한옥은 개항 이후 광복 이전까지, 한옥

을 기본 구조로 하여 외래 문화의 접합 과정에서 발전된 형식의 주

택을 말한다.14 어떤 구조의 가옥을 한옥이라 칭하는 가에 대한 정

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구들과 마루의 

접합에 있다. 이 시기의 근대 한옥 중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서울 상류층의 주택 정원을 대상으로 주

택 정원의 원형을 식별할 수 있는 현황 및 사료를 갖추고 있는 5가

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사례지로 살펴볼 5곳

의 대상지는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문화를 바탕으로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주택이기에 그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5

곳의 연구 대상지는 가회동 백인제가, 안국동 윤보선 가옥, 최순우 

가옥, 이화장, 돈암장으로 이들 5개소 모두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어 

                                                                                                        
1960,���������	
��������������������  pp���������	
��������������������  34-35���������	
��������������������  

14
���������	
��������������������   임창복,���������	
��������������������  서울지방���������	
��������������������  근대한옥의���������	
��������������������  공간���������	
��������������������  분석���������	
��������������������  연구,���������	
��������������������  성균관���������	
��������������������  대학교과학기술연구소���������	
��������������������  편,���������	
��������������������  성균

관대학교���������	
��������������������  논문집(과학기술편)���������	
��������������������  51집���������	
��������������������   2호,���������	
��������������������  2000.11,���������	
��������������������  125-14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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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존도가 높은 편이다  

본 논문의 4장에서 다루는 사례 대상지는 1930년대에 조성된 정

원으로이 시기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대한국으로 가는 개발 시대

이다. 이 시기 이후, 해방과 한국 전쟁 등의 사회 정세 속에서 새로

운 양식의 주택이 발생하고 도시화와 주택 부족을 겪으며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등 주거문화가 급변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

부터는 주요 주거방식이 한옥에서 양식 단독 주택과 아파트로 본격

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는 이러한 주거사

의 급변 이전의 시기이며, 기존의 전통적 주거 문화에 새로운 주거 

문화가 이식되고 변형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 주택의 외

부 공간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

존의 한옥에서 어떠한 새로운 공간요소 도입되고 기존의 요소들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은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1930년대는 일본식 주택, 서

양식 주택, 전통적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공존하던 시기이

기도 하다. 본 논문의 5장에서는 주택정원의 공간 구성과 구성 요소

들이 그 시기 유입된 서양과 일본 주택 정원의 문화적 취향이 반영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동시대 한국에 존재했던 일본식, 서양

식 주택 정원의 공간을 사례를 추가 분석하여 앞의 5가지 사례와 

어떤 물리적 유사성을 띄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이는 한옥에서 절

충식 한옥, 도시형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들이 등장하는 과정에

서 서양식 양옥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존의 정원이 어떤 영향을 받

았고 어떻게 변화하여 현재의 정원으로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 연구와 현지 연구를 병행한다. 특히 계량

적 접근방법 보다는 문화현상이나 역사현장의 연구에 보다 적합한 

질적 접근방법을 택한다. 질적접근방법은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계량

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접근방법이다.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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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헌조사를 통한 사료의 수집과 분석이 선행된다. 문헌조사는 국

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의 기록화조사보고

서의 실측자료 및 사진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당시 시대의 

신문 및 간행물 역시 참고하였다. 문헌 자료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실제 장소를 방문하여 도면 작성 및 사진 촬영을 추가로 진행하였

다. 4장에서는 5곳의 주택정원 사례 분석은 도면, 사진, 문헌, 인터

뷰 등을 통한 사례 대상지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정원

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고,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받

았는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대상지 분석을 통해 도

출해낸 정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 정리하고 이후 주택 정원에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되짚을 것이다.  

���������	
��������������������  

2.���������	
��������������������   분석의���������	
��������������������  대상과���������	
��������������������  방법���������	
��������������������  

 주택 정원의 원형 유지가 어렵고 사료가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

므로 원형 유지 및 관리, 기록화 사업이 진행된 문화재 지정 가옥에

서 서울에 위치한 근대한옥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근대한옥 중 

정원의 규모를 갖추었고 원형의 보존도가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범

위를 축소하였다. 어떤 구조의 가옥을 근대한옥이라 칭하는 가에 대

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한옥의 범주는 대

부분 구들과 마루의 접합에서 구분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근대 한옥은 개항 이후 광복 이전까지, 한옥을 기본 구조로 하여 외

래 문화의 유입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된 형식의 주택을 말한

다.15 앞서 살펴본 다섯 군데의 대상지는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문화

를 바탕으로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주택이기에 그 변화가 크지 않

더라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1930년대의 주택정원 대상지는 표1과 

                                            
15
���������	
��������������������   임창복,���������	
��������������������  서울지방���������	
��������������������  근대한옥의���������	
��������������������  공간���������	
��������������������  분석���������	
��������������������  연구,���������	
��������������������  성균관���������	
��������������������  대학교과학기술연구소���������	
��������������������  편,���������	
��������������������  성균

관대학교���������	
��������������������  논문집(과학기술편)���������	
��������������������  51집���������	
��������������������   2호,���������	
��������������������  2000.11,���������	
��������������������  125-14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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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1] 1930년대 주택 정원 대상지

 

정원을 분석하는 구체적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16 첫 번째는 정원의 

조영과 관련된 정원에 대한 개관이다. 정원이 조성된 당시의 시대 

배경과 각 주택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분석으로 

조성 당시 기본적인 공간의 구성, 거주자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공

간의 변화 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분석의 틀은 공간구성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으로는 정원 공간의 구성을 배치도를 통해 분석하고, 각 공간

이 구성되는 시퀀스,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엮이는 방식과 그 공간

언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구체적인 

설계 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간을 이루는 식재, 

점경물, 포장, 건조물, 수경 요소 등의 구체적인 세부 요소들에 대

한 분석을 진행한다. 구성상의 형태보다는 공간의 세부 요소들의 양

식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세부 구성 요소들이 어떠

한 양식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추론하고 더 나아가 전체 공간의 양

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6
���������	
��������������������   본���������	
��������������������   논문에서���������	
��������������������   연구자가���������	
��������������������   사용한���������	
��������������������   공간구성���������	
��������������������   특성���������	
��������������������   분석의���������	
��������������������   틀은���������	
��������������������   조경학계���������	
��������������������   논문들의���������	
��������������������   공간분

석방식을���������	
��������������������   참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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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진행한 후 고찰 부분에서는 사례 분석을 종합하여 사례 대

상지가 어떤 영향을 받아 변형되었는지 정리하고 어떤 기존 정원에

서 어떠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영향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찰 할 것이다. 각각의 대상지마다의 고찰은 이후 소결

에서 종합하며 이러한 공간적 형태의 변화가 다음 시기의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확인하여 양식적으로 정착하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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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동은 문화와 근대화의 상호작용을 그림1처럼 제시하고 있다.17 

임창복은 이러한 김경동의 도식에서 근대화와 우리나라 주거건축 

문화의 전통적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개념적으로 끌어내고 있

는데 크게 3가지 기본 

요소가 내포되었다고 말

한다. 18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뿌리 박혀 남아있

는 문화유형으로서의 전

통적 요소, 과거의 다른 

시점에서는 전통이었으

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질되면서 새로운 것과 혼용되어 생성중인 

요소, 대체로 과거 전통과는 상관없이 새로이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문화요소다. 근대화와 함께 주거문화 역시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김경동의 도식을 보면 시간의 축인 T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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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와 근대화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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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고, 그 중 어느 것은 근대화된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어떤 

요소는 일회성으로 잠시 머물다 사라져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화 개념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개화기에는 문화접변현상이, 

식민시대에는 문화이식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진화

론적 입장과 이상으로서의 근대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19  근대

화 과정에서의 가옥의 변화는 몇 시기로 나눠볼 수 있으나 20세기 

초반은 근대화라는 차원에서 전통한옥이 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되

는 기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의식과 생활적인 측면에

서 근대화가 주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 실학사상의 근대 지향성

에 대한 영향으로 조선후기 이후(19세기이후) 주거공간의 특성이 

차츰 변화되어왔다.20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접어들면서 주택의 공

급방식 자체가 근대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전 시기에서 주택의 

공급 방식은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자가 공급하게 되는 1:1의 

공급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9년 경 부터는 민간업자들이 자

본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한옥들을 건설하여 공

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21 이것은 근대화의 한 특징인 

자본주의가 주택공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

급방식의 변화로 주택공급자들의 계획에 의한 평면의 표준화가 이

루어 지는 등, 근대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여러가지 

건축 법령들이 제정되었는데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되면

서 서울의 도시주택은 건폐율 건축선, 건축물 재료 및 부대설비, 미

관재해방지 등 주거지 또는 주거유형에 있어서 규제를 받게 되었다. 

1937년 이후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택지가 공급되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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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1990,135-14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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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공급의 대량화와 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22 근대화에 따라 

근대적 자연관으로의 변화도 일어났다. 미술사적으로 김원룡은 전통

미술의 특징을 대상을 그대로 파악하려는 자연주의요, 철저한 자아

의 배재라고 하였다. 생활 그 자체도 있는 그대로의 인위적이지 않

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미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인 야나기를 위시한 여러 사람들의 이론에서

도 강조되고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자연적 미의식

의 요소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건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상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자연친화적인 배치와 구조, 건축술의 조화와 

풍수의 적용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전통적인 미의식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볼 수 있다.23 근대시기 외래문화의 도입으로 자연관의 근대적 

변화가 나타난다. 근대 자연관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심미대상으로서

의 관념적 자연주의보다 현상적인 대상과 물질적 매체로서의 자연

관이 대두된다. 미술사에 있어서 근대기 자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관조하는 심미의식으로서의 자연과 소재적 대상으

로서의 자연이다. 근대시기 물질문명과 서구 미술의 유입으로 야기

되는 결과로서 한국적 자연미의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전환기가 되

면서 자연을 심미적인 관조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으로부터 단순

히 표현의 대상으로서, 오브제의 물성적인 의도로서 해석되어지는 

등 보다 다양한 현대적 시각의 자연관이 대두되어 진다.24 사상적으

로 조선후기에 새로운 자연관이 등장하는 데에도 서구 자연과학의 

유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7세기 서학서가 유입되면서 조선

의 전통적인 자연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도덕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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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을 단일한 도덕적 원리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자학의 자연관25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을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6 이러한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려던 

시도는 조선 후기 박세당, 정약용, 최한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약

용은 만물의 존재를 연속적으로 설명하던 기존 주자학의 자연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는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려는 문제의식에 

산물이다.27 최한기에 이르러 인간의 적절한 실천을 위한 기반으로

서의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이라는 관점이 정립됨으로써 자연

과 인간의 통일적 인식이라는 주자학적 자연관은 청산되었다. 최한

기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 이해했던 것은 곧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지던 주자학의 자연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

는 존재의 통일적 원리보다는 개체의 구체적인 성질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만물의 본성은 서로 다름을 주장하였다.28 근대기에 조성된 

대상지 정원에서도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려는 근대적 자연관을 엿

볼 수 있다. 자연을 감상하는 방식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자

연과 자아를 분리하지 않고 자아를 자연 속에 위치시켜 자연을 감

상하던 방식에서, 자연과 자아를 분리하고, 자연을 객관적, 물리적 

감상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관찰자의 시점과 동선에 따라 정원을 조

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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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12월 22일자 독립신문 기사에 따르면 제물포항에 

거주하는 서양인은 총 52명에 이르렀고,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무려 330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일했다는 기록도 있다. 29  개항장에서 외국인들의 

거류지가 정비되는 시점에 외국인들은 조선의 전통가옥을 개수하여 

주거공간이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양식건물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를 들여왔다. 

특히 서양인들은 석재와 벽돌을 주요 자재로 사용한, 19세기 

자신들의 모국에서 활용되는 형식의 건물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개항초기에는 제물포를 중심으로 양식주택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서양인들 뿐 아니라 일본인들 또한 조선과의 마찰을 고려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화초기에 ‘서양풍’주택을 건립했는데, 이를 

‘양식주택’이라 할 수 있다. 30  1910년 이전 기존의 조선 전통 

가옥을 업무, 상업, 주거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외국인들은 공간 

부족을 느껴 모국에서 익숙했던 양식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울에 세워진 외국 공관들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의 각종 

양식건축, 그리고 호텔, 휴양처 성격의 별장들이 인천, 부산, 마산 

등지에 계속 세워졌다. 이 시기에 세워진 양식건물들은 대부분 

르네상스 양식에 주거기능까지 담은 건물로 각 실의 구성 및 배치, 

재료, 구조, 설비 등은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새로운 형식이었다. 

운현궁 내의 양옥 31 이나 윤덕영 별장 등이 국권피탈(한일합병)이 

일어난 얼마후에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이는 서양인들이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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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주택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20세기 초에 이미 

사회의 황족, 귀족등 최상류 계층에서 서구의 생활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양식주택의 영향은 최상위층의 양식주택 건립 뿐 아니라 

한옥을 양식으로 개조하여 사용했던 선교사들의 영향 32으로 더욱 

한국 주거문화에 넓게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한.양 

절충식 주택이라고 한다. 선교사들은 입국 초기에 서울지역에서 

한옥을 사들여 개조해 사용했고, 지방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한.양절충식으로 신축하기도 했다.  선교사들이 도착한 

초기에 우리나라의 주거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1885년 4월 내한한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는 몰락한 부호의 주택을 싼값에 

사들여 내부를 서양 스타일로 개조해 거주했다. 주택은 하수도에 

뚜껑을 마련하고, 대형 유리시설물을 설치하고, 마당에 잔디나 꽃을 

심으면서 점차 양호한 환경으로 탈바꿈 되었다. 서양인들은 기존 

한옥이 채광과 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택에 큰 유리문을 

설치했다. 이러한 유리창문은 백인제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광주에 세워진 초창기 선교사 주택은 미국식 건축 도면을 따른 

것이며, 대부분 버지니아,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볼 수 있는 

정원까지 갖추고 있었다. 33  이러한 선교사 주택들은 양옥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절충식 주택을 지었다는 점에서 우리 

주거문화의 근대화에도 여러가지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한 자료들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새로 건설된 주택을 방문해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당시 서구 주거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보여준다.  재력가들은 집을 장식할 때 서양인에서 집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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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가구들을 사용했다. 당대에는 이것이 부의 상징 혹은 개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많은 부호와 고관들은 집에 수입한 가구들을 

비치했다. 34  서양인들의 주거문화가 고위층들의 주거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개항이래 한인과 외국인들의 

교류가 빈번했으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서울에 정착한 

외국인들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서 거주하고 있었다. 서양인들에 

의해 개량된 한옥은 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래 문화 외의 활발한 접변현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전통한옥에도 변화가 모색되었다.35 

 우리나라는 1876년(고종13) 2월 27일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

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과 강제로 맺게 된 

이 강화도 조약은 통상조약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문호를 열고 

자본주의 세계로 편입되는 출발점이었다. 일본식 주택은 일식주택, 

또는 일본풍 주택으로 칭해지며 1876년 개항 때부터 1945년까지 

일본인들이 한국에 건설한 주택을 지칭한다.36  일본식 주택은 건립

시기와 형식에 따라 일본인들이 지은 일반 주거용 건물, 사택, 관사 

등으로 구분되며 1941년 이후 공급된 영단주택도 일식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식 주택은 개항과 더불어 급격히 유입되었고, 강제병

합 이후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일 강제병합 당시 약 2만명에 지나지 않던 일본인이 해방 무렵에

는 무려 80만명이 넘었다. 일본인 증가세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나 경성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현저했다. 

1921년 경성에 건립된 가옥 중 일식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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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의 무려 60%에 이르기도 했다. 37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일본 주택이 증가하면서 주택의 내, 외부적으로 일본 주택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당시 건축주가 정원을 총독을 포함한 당시 고

위 관료층 및 외국 사업가들의 영빈을 목적으로 한만큼 손님들의 

미적 취향을 정원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양 및 

일본에서의 미적 취향의 반영은 재료 및 식재의 도입으로 나타난다.  

���������	
��������������������  

제���������	
��������������������   4장���������	
��������������������   1930년대���������	
��������������������  한국���������	
��������������������  주택���������	
��������������������  정원���������	
��������������������  사례���������	
��������������������  분석���������	
��������������������  

1.���������	
��������������������  백인제가���������	
��������������������  

 현재 백인제가는 가회동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으므로 가회동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인제가는 건

평 47.53평, 대지 737평의 목조 가옥으로 1913년 6월에 건축되었

다.38 이완용의 외조카 한상룡이 압록강의 곰솔로 지었으며 보존 상

태가 양호하다. 최초 소유주인 한상룡이 주변의 2채를 사들여 부지

를 약 2,998m2(907평)으로 확장하고 그 땅에 110여 평의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197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민속자료(현재 서울특

별시 민속문화재)제22호로 지정되었는데 최초 건립 대지는 약 

2,998m2(907평)이었으나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권역은 가회동 

93-1번지의 2459.5m2(743평)에 위치한 건물 5개동과 해당 건물

이 점유한 1,418.7m2(429평)이다.  

 백인제가는 건립 당시에 비해 160평정도가 축소되어 있지만 해당 

필지 위에 있는 건물 5개 동의 총 평수는 240.3평으로 건립 당시에 

비해 130평정도가 늘어났다. 한상룡이 거주했던 1913-1928년과 

최선익이 거주했던 1935-1944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증개축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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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보인다.39 초기 최선익이 거주할 당시인 1935년까지는 이 집

의 배치와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40 최선익은 이 집을 1944년 

서울 장안 최고의 외과 의사로 유명하던 백인제에게 양도했는데 그 

사이에 집을 수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76년 백인제의 부인

은 이 집을 살 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여러 사료를 

종합할 때 집의 배치와 구조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1976년 이후로 

규모의 축소가 일어났으며, 최초의 백인제가와 현재의 백인제가 사

이에는 건폐율에서 차이가 크기에 정원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던 것

으로 보인다. 최초에는 800평에 달하는 넓은 정원이 있었다고 한

다.41  

 서울시는 2009년 백인제의 아들 백낙훤으로부터 집을 인수한 후 

한동안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보수공사를 진행했

는데, 이 과정에서 일제의 잔재로 일컬어지는 대문간과 사랑채 사이

의 붉은 벽돌담을 철거하고 향나무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식재하였

다. 이에 따라 사랑채는 대문간을 들어서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이런 공간의 변화에는 서울시에서 이 공간을 시장으로 재사용하고

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에 기존의 사적인 주택 공간에서 공적인 개

방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회동 백인제가의 경우, 세 번의 주인 이전의 과정에서 큰 보수공

사 없이 원형이 잘 유지관리 되고 있는 소수의 고 주택 중 하나로, 

한성은행 사장이었던 한상룡이 일본인 사업가 및 종독부 관료들을 

불러들여 연회를 베풀기 위해 넓은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 

정원은 기존 전통 마당의 양식에서 일본 및 서양의 영향을 받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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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게 조성되었으며 규모의 축소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수종 

및 구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 

 

1-1.���������	
��������������������   배치���������	
��������������������  및���������	
��������������������  공간���������	
��������������������  구성

 

[그림 2] 백인제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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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지 위에 솟을대문과 행랑채가 있고 행랑마당에 들어서면 

앞쪽으로 상당히 높은 기둥으로 일부 2층으로 된 안채와 사랑채가 

이어져 있다. 솟을대문 좌우에는 광과 부엌이 있고 그 앞에 담장이 

있다. 이 담장에 설치된 일각대문을 들어서면 사랑마당과 사랑채가 

나온다. 사랑채에는 네 칸의 방과 대청이 있고 대청과 방은 앞뒤에 

툇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이 사랑채는 다시 긴 툇마루로 안채와 연결되고, 그 사이에 작

[표 2] 백인제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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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이 있다. 안채는 행랑마당의 다른 쪽으로 난 중문을 통하여 들

어가게 되어있다.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이 모두 남향에 일자로 

배치되고 여기에 툇간과 다른 크고 작은 방들이 딸려 있다. 뒤뜰 북

서쪽에 방과 마루로 된 별당이 있다. 백인제가의 공간구성 방식은 

기존 한옥의 공간의 시퀀스와 거의 흡사하다. 안채, 사랑채 중심의 

주택공간과 추가적인 별채와 별당채로 구성이 되어있고 각 채마다 

마당이 구성되어있다. 대문간채의 대문을통한 진입공간, 그리고 벽

돌담을 따라 바깥마당과 행랑채의 행랑마당으로 이어지는 집입공간

의 시퀀스를 지나 중문간채 및 일각문으로 공간간의 전이공간이 형

성되어 있다. 전이공간은 주로 위요된 좁은 길이며 돌담, 화계, 돌쌓

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이공간의 좁은 길을 통과하면 중문간채 

및 일각문이 나오고 중문간채를 들어서면 안채와 안마당이, 일각문

을 들어서면 사랑채와 사랑마당이 나오는 구조이다. 마당공간은 사

랑마당이 주가 되며 사랑마당에서 별당채로 이어지는 뒷동산의 길

로 확장된다.  

 
[그림 3] 백인제가 지형 및 동선, 영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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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심 정원 

 
[그림 4] 백인제가 안채 외부공간 

백인제가의 안마당은 이전 한국 마당에서 사용해온 마사토 포장대

신 잔디로 포장되어 있다. 2011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복원사업에서 과거 ‘전통식’마당으로의 복귀를 위해 잔디를 제거하

고 마사토를 포장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서양식 정원의 영향을 받은 

잔디 마당의 형태를 유지했었다. 마사토를 이용할 당시엔 필요가 없

었지만 잔디로 포장을 바꾸면서 주 동선에 바닥돌을 깔았다. 또한 

외부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비워놓았던 마당이 변화하여 

각종 초화 및 수목이 식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화의 사용은 일

부는 식재를 했지만 대부분은 화려한 초화는 화분을 이용해 장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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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였다. 수목의 식재는 정원의 정 가운데를 피하고 가옥과 

인접하게 붙여 식재를 하였는데, 이는 기존 정원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백인제가 사랑채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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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백인제가 별당채 외부공간 

사랑마당의 경우 중앙의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있고, 잔디밭을 둘

레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사랑채의 우측전면에는 과거 연못으로 

추정되는 돌로 둘러싼 비정형 원형의 화단이 있는데, 이는 차후 가

옥주가 바뀌는상황에서 연못을 메우고 화단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

인다. 현재는 사랑채의 창이 전면 유리로 구성되어있는데, 과거에는 

기본 창호지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창호를 열면 연못과 수목으로 구

성된 광경이 보였을 것인데, 이는 일본 정원의 구성에서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통 정원에서는 공간을 비워두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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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는데 백인제가의 사랑채 좌우에는 건물 바로 앞에 수목과 관목, 

초화를 이용해 식재로 공간을 채워 풍성한 수목 구성을 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일본 정원의 영향일 것이다. 하지만 백인제가 사랑채의 

좌우에 풍성한 소정원을 구성한 데에 비해 전면 잔디마당은 비워두

었는데, 이는 정원의 중심부에 수목을 식재하지 않던 기존의 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면 잔디마당에서는 여러 차례의 가든

파티가 열린 공간으로 당시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화려한 정원이 

구성되어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좌측 담장을 

따라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과거 향나무 위주로 차폐되어 있던 

공간을 향나무가 일본의 잔재라는 이유로 2011, 2014년 복원사업에

서 수목을 바꿔 식재하였다.  일제 시대 이전 향나무의 식재가 보편

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원의 영향을 받은 수목 선정이라 할 

수 있으나 수목 선정 시 일본에서 흔히 쓰는 가이즈카 향나무 대신 

고유 수종인 선향나무를 사용하는 등, 외부정원의 영향이 국내의 상

황에 맞게 변형되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별당채 마당도 안채마당과 비슷한 식재 구성으로 되어있다. 잔디 

포장에 주요 동선에 박석이 깔려있고, 담장을 따라 관목과 초화, 수

목이 식재되어 있다.  별당채의 경우 정원의 역할보다는 가옥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만큼 가옥의 정원과 가회동의 풍경을 바라보

며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다고 한다. 별당채의 사용은 누각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던 기존의 공간 이용 방식과 동일하나 당시 일본인 

고위 관리를 초대해 파티를 열었던 만큼 주로 별당에서 다도 문화

를 즐겼다고 한다.  별당채 마당은 정 가운데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바닥 포장이 전반적으로 박석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기존 마

당 및 백인제 가옥의 다른 정원과는 다른 구성을 보인다. 과거부터 

마당 한가운데 수목을 식재하면 곤란한 困자의 모양이 된다 하여 

이를 기피해 왔다. 별채의 경우 한상룡의 장인이 살았던 집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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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집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출입구 및 동선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증축과 개축, 보수 등이 일어나면서 마당 측면에 위치했

을 나무가 콘크리트 건물의 증축으로 현재의 마당 정가운데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2)전이 공간으로서의 길과 문, 담  

 
[그림 7] 백인제가 문 

 
[그림 8] 백인제가 전이공간 

문은 공간의 전이 단계마다 등장하는데, 진입부의 대문, 행랑채를 

지나 안채로 진입할 때의 일각문, 안채를 지나 사랑채로 진입할 때

의 일각문, 총 세 개의 문이 있다. 사랑채로 가는 길에 있는 일각문

은 담이 유실되었으나 채마다 담이 둘러 쌓여있고, 문을 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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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요된 좁은 길을 지난다. 좁은 길을 지나 문을 통해 안채와 사

랑채 공간에 들어서면 개방감있는 정원공간이 나타난다. 앞서 언급

했듯이 대부분의 길은 사랑채와 안채, 별당채를 연결하는 복도의 역

할을 하며, 좁은 직선의 외길에 돌담 및 돌쌓기, 수목 등으로 위요

되어있다. 이런 위요된 공간감은 길과 문을 지나 공간에 들어섰을 

때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 시킨다. 위요된 좁은 직선 길을 이용

하여 채와채를 연결하는 방식은 기존 한옥의 공간 구성 방식과 유

사하나, 길을 위요하고 있는 담과 돌쌓기의 처리방식에서 기존의 공

간과 차이가 있다.       

 

(3)식재 

 
[그림 9] 백인제가 사랑마당 식재 

사랑마당의 경우 중앙의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있고, 잔디밭을 둘

레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잔디밭의 동쪽으로는 향나무, 소나무, 

눈향나무, 선주목 등 상록 침엽수 위주의 수목과 함께 산철쭉을 사

용하여 식재를 구성하였고, 이런 상록 침엽수 위주의 구성은 사랑채 

잔디밭 남측의 눈향나무, 선향나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전

통 정원에서는 가옥의 측면에 공간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다. 백인

제가의 경우 사랑채 좌우 건물 바로 앞에 수목과 관목, 초화를 이용

해 식재로 공간을 채웠으며 과거에는 우측전면에 비정형 연못(현재

는 흙으로 메꿔져 화단으로 구성하였다)과 함께 식재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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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남측 모서리에는 건물 외벽과 가까이 명자나무와 관목으로, 

북측 모서리에는 청단풍과 공작 단풍, 명자나무, 관목을 사용하여 

풍성한 화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풍성한 수목 구성을 통해 건물 

안에서 외부공간을 바라봤을 때 풍성한 식재를 감상할 수 있으며 

기존에 노동을 위해 비워둔 마당이 아닌 집주인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원식의 식재 구성을 하였다. 이는 일본식 가옥의 정원배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안채의 경우 원래는 잔디로 포장이 깔려 있었으나 백인제가의 복원

공사 때 일제의 잔재라 하여 잔디를 없얘고 다시 마사토로 포장했

다고 한다. 현재는 마사토 포장으로 되어있으며 담 주변의 화단에 

명자나무가 3주, 청단풍이 2주 식재되어 있어 사랑채와 달리 낙엽

교목 위주의 식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랑채의 정원의 경

우 일본인 고위 관직자를 초대해 파티를 자주 열었음을 미루어보아 

기존 전통 가옥에서 자주 쓰던 낙엽수, 과실수의 식재 보다는 일본

에서 자주 쓰는 향나무등의 상록 침엽수를 위주로 식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정원의 목적성이 변화하면서 수목 선정, 정원의 구성 등

에서 일본 정원의 미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당채 마당도 안채마당과 비슷한 식재 구성으로 되어있다. 잔디 포

장에 주요 동선에 박석이 깔려있고, 담장을 따라 관목과 초화, 수목

이 식재되어 있다. 별당채는 언덕을 따라 올라가 높은 대지 위에 별

당채를 앉혀 놓고 손님이 왔을 때 손님과 함께 다과를 즐기는 다실

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별채로 가는 언덕길도 길과 담을 따라 향나

무 위주의 열식을 하고 있으며, 언덕과 정원 사이에도 사철나무, 선

주목 등의 상록수종으로 차폐를 하여 길 양쪽의 상록 침엽수로 둘

러싸여 길을 걷게 된다. 별당채 다다라서야 왕벚나무, 목련 등의 낙

엽수목을 한 그루씩 식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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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백인제가 식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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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경요소 및 점경물, 포장 

 
[그림 10] 백인제가 포장 

백인제가는 사랑채와 안채가 복도를 통해 접합되어 있는 구조로, 안

채마당에서 건물을 통하지 않고 사랑채로 가기위해서는 안채바깥면

을 끼고 돌아 나가야한다. 안채에서 사랑채로 돌아가는 뒷길은 별당

채로가는 뒷동산 길의 높은 고지대 사잇길인데, 이 지형의 차이를 

돌담을 쌓아 해결하였고, 돌계단으로 두 구간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랑채의 우측전면에는 과거 연못이었던 비정형 원형의 화

단이 있는데, 이는 차후 가옥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연못을 메꾸고 

화단으로 조성 하였다고 한다. 디딤돌은 사랑채 마당을 모두 잔디로

마감하였으므로 방끼리 이동할수 있는 외부 동선에 디딤돌을 놓았

다. 

���������	
��������������������  

2.���������	
��������������������   윤보선가���������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과 가회동의 경계에 위치한 안국동 윤보선가

는 1870년대에 지어진 주택으로 윤보선 전대통령이 거주한 집이다. 

1978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7호로 지정되어 명칭을 

'안국동 공덕귀가'로 정하였으나, 2000년 4월 10일 '안국동 윤보선

가'로 문화재지정명을 개칭하였다. 그리고 2002년 1월 29일 고택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38호로 격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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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정되었다.  

  윤보선가는 고종 때인 1870년경에 민대감이 지은 집으로 안채, 

안사랑채, 바깥사랑채(산정채), 대문채, 별당, 광채, 부속채 등을 포

함한 민가로써는 최대 규모인 99칸의 대저택으로 건축되었다. 이후 

고종이 민대감의 집을 매입하여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돌

아왔으며 영혜옹주와 혼인한 금릉위 박영효(1861-1939)에게 하사

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후 한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1910년대에 윤

보선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치소(1871~1944)선생이 매입하여, 

이후 4대째 윤씨 일가가 살고 있으며 현재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남이 일가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 가옥의 구조는 처음 지어진 

모습과는 달리 윤치소 선생이 가옥을 매입한 이후 1960년대 초까지 

개보수를 거듭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1937~38년 사이 산정

채와 안채의 가운데에 위치한 정원의 비정형 연못을 정형으로 개조

하고 정원석을 제거하여 동양식 정원을 영국식으로 변화시켰다. 그

리고 목조 한와 지붕은 전통 건축으로 유지하고 세부장식과 생활가

구 등은 중국이나 영국식을 겸비해 실생활에 편리하면서도 전통기

법을 가미하여 새로운 의장으로 개선하였다. 각 건물의 앞에는 조선

시대 말기에 유행했던 서양식 차양이 달려있었으나 산정채를 제외

하고는 차양을 지지했던 기둥의 주초만 남아있다. 140년의 역사가 

흐른 가운데 윤보선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으로 전통

과 현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윤보선가 정원의 시대구분의 경우, 주택의 조성은 윤보선의 부친인 

윤치소에 의해서 1890년대에 건립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후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정원의 변화는 윤보

선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보선은 당시 서양의 문물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부친의 영향을 받았다. 윤보선의 부친인 좌옹 윤치호

는 구한말 정치가, 민족 운동가로서 당시 개화파 지식인이며 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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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각자였다. 일찍이 중국, 일본에서 수학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당시로는 드문 지식인으로 윤

보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다. 윤보선은 이런 명문가의 

자제이면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냈고 

영국에서 고고학을 수학했다. 

 윤보선가는 140여년전의 양반가옥으로 목조 골대와 지붕은 전통 

건축으로 하고 세부장식과 생활가구 등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

였다. 이 집은 구한말 세도가의 위용과 동.서양 가옥건축의 장점을 

융합하여 건축양식 및 주거의 변천과정을 을 알 수 있어 건축 문화

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울의 상류민가로서 비

교적 넓은 대지 안에 사랑채, 안사랑채, 안채, 대문 및 행랑채,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각 건물은 외형상으로는 한옥같이 보이나 세부적

인 것은 중국 청나라 말기 수법을 보인다. 이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시절 중국에서 보고 느낀 중국적인 양식을 가미한 

것으로 거주 당시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내장식 및 가구는 

중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경험한 것을 기본으로 실생활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서양식 가구임에도 전통기법을 가미하여 새로운 의장으

로 개선하였다.  

 

2-1.���������	
��������������������   배치���������	
��������������������  및���������	
��������������������  공간���������	
��������������������  구성���������	
��������������������   ���������	
��������������������  

 윤보선가는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1에 위치하고 있다. 역대로 

상류계층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다. (조용헌, 2002:130)안국동 일대

는 경복궁의 좌측인 낙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낙산 안쪽으로 여

러 갈래의 나지막한 산록이 분화하면서 이 일대를 감싸며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일대는 화강암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지 1,411평, 건평 250평 규모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윤보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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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대문채, 사랑채, 안사랑채, 안채, 아래채(뒤채)42로 구성된다. 

윤보선 가옥은 서양식으로 집을 개조하면서 입식문화인 중국풍을 

가미하여 다양한 양식을 가미하였다. 윤보선가의 솟을대문 앞에는 

옛날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놓은 노둣돌이 

있다. 서울의 전통가옥 대문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노둣돌이 남아있

는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대문간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었

고, 중앙에 대문을 두었으며 옆으로 출입할 수 있는 협문을 내었다. 

서향의 솟을 대문간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인데 동남측에 사랑채가, 

서북 측으로 안채와 안사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행랑마당은 사랑채

와 안사랑채, 안채로 향하는 길목역할을 한다. 사랑채, 안채, 안사랑

채는 각각 따로 담장을 둘러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로 

향하는 길은 나무로 담장을 두른 가운데 높이 180cm 크기의 철재

로 된 소문이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문을 들어서면 방형의 연못과 

해위 선생의 조각상이 자리한 정원을 맞이한다. 그리고 우측에 사랑

채가 있다. 산정(山庭)채라고도 불리는 사랑채는 현재 손님을 맞이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정채라 칭한 것은 과거 정원을 서

양식으로 바꾸기 전에 붙였던 이름으로 현재 방형의 연못 자리에서 

 
[그림 11] 윤보선가 배치도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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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를���������	
��������������������  부르는���������	
��������������������  명칭은���������	
��������������������  이외에도���������	
��������������������  여러가지가���������	
��������������������  있는데,���������	
��������������������  사랑채의���������	
��������������������  경우���������	
��������������������  산정채

라���������	
��������������������  일컫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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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랑채의���������	
��������������������  경우���������	
��������������������  별채로���������	
��������������������  구분하기도���������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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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쪽까지 작은 산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지금

과 다른 비정형의 연못이 있었고, 연못을 건너가는 다리와 작은 동

산으로 꾸며진 전통적 정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곳 동산

을 산으로 여기고 산 옆에 마련된 별채라는 뜻에서 산정채라는 이

름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사랑채의 서쪽으로는 서양식 차양을 달아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하였고 사랑마당에는 높다랗게 잘 다듬은 석주가 놓여있으며 북측 

담장 아래에는 전돌을 쌓아 화계를 꾸며놓았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작은대청, 사랑방, 큰사랑대청, 침방, 부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방의 동쪽으로 화장실을 새로 증축하였다. 사랑채 

[표 4] 윤보선가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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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을 중심으로 서측과 뒷면 툇마루에는 '아(亞)'자살 난간을 둘렀

으며 사랑방과 침방 사이를 운치 있는 월문으로 만들었다. 'ㄱ'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안채는 내부구조가 많이 변해서 확실한 원형을 짐

작하기 어렵다. 안채는 건넌방과 대청ㆍ큰방ㆍ누마루를 두었다. 부

엌 뒤에는 여러 채의 부속 건물을 두어 창고류의 용도로 쓰고 있다. 

대청의 동쪽으로 작은 대청이 있고, 그 북쪽으로 화장실과 침방이 

있는데, 본래 화장실과 침방은 커다란 하나의 윗방으로 사용하던 것

을 개수한 것이라 한다. 안방은 작은 대청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안사랑채는 안채의 서쪽에 담장을 둘러 따로 만들었고, 역(逆)'ㄴ'

자형의 평면을 이루는데, 2칸 크기의 큰방을 동쪽에 두고 가운데에 

대청을 두었으며 그 옆으로 건넌방을 배치했고, 이 방들 앞에는 툇

마루가 시설되었다.  

 

2-2.���������	
��������������������   공간���������	
��������������������  요소���������	
��������������������   ���������	
��������������������  

(1)중심 정원 

 윤치소씨가 1918년 가을 이 집을 매입한 후 찍은 사진으로 보아선 

[그림 12] 윤보선가 지형 및 동선, 영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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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랑채 앞 잔디 밭 정원에 일본식 정원으로 작은 산맥이 조성

되어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현재 연못자리에서 대문 쪽같이 작은 

산맥을 만들어 놓았고, 연못과 함께 연못을 건너는 다리도 있었으

며, 그 옆에 작은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을 산으로 간주하여 산 옆

에 있는 별채라는 뜻에서 산정채라고 불렀다고 한다. (윤상구 증언, 

조용헌 옮김) 사랑채 정원의 경우 30년대 후반(37-38년으로 추정)

의 시기에 많은 부분이 변모하였다. 윤보선은 마당을 평지로 고르고

잔디를 심었고, 행랑채를 부수어 담을 쌓았다. 행랑채가 있던 부분

[그림 13] 윤보선가 사랑채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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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원수와 꽃밭을 만들었다. 사랑채의 경우 잔디밭 가운데 직사

각형 연못을 파 화강석으로 둘렀으며 그 동측에 나무를 심고 뜰을 

주목으로 둘러싸고 담 주변을 전나무로 돌렸으며 단풍나무로 정원

을 만들었다. 60년대 들어 추위와 대기오염으로 전나무들이 죽자 전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향나무로 대체하였다. 현재의 큰 향나무들은 

대부분 그 때 심은 것이다. 그 후 70년대 초에 아이스케키 형으로 

다듬은 향나무들을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연못 서측 단풍나무도 얼

어 죽어 베어내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신축되며 그 쪽 담이 전통

식 담으로 새로 쌓게 되면서 향나무와 측백나무들을 현재 위치로 

이식해 심었다. 90년대 중반에는 현재 담 부분의 주목 등을 추가로 

식재하였다.  

안사랑채의 경우 앞마당은 포장과 잔디 식재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그림 14] 윤보선가 안채 외부공간 



 - 39 - 

 
[그림 15] 윤보선가 안사랑채 외부공간 

있다. 포장은 박석과 붉은 벽돌을 섞어 사용하고 있으며 안사랑채를 

돌아 안사랑채의 뒷벽을 끼고 안채로 넘어가는 전이 공간이 나오는

데, 이곳은 식재화단 조성으로 좁은 길을 끼고 양 옆에 풍성한 생울

태리 구성을 볼 수 있다. 윤상구씨는 윤보선 이후의 정원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저희 선친, 해위 윤보선께서 

영국 유학 후 귀국하셔서 현재 모습으로 고치신 것으로, 현재 많은 

부분이 선친의 손길로 다듬어진 대로 있으며 그 후 저는 약간의 추

가 내지 이식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의 형태는 정원의 관리상 수목

의 대체나 보식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안채마당

에는 대부분이 백사와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채와 안사랑

채와 달리 식재를 최소화하고 넓은 공간을 비워둔 기존의전통적인 

한옥의 마당의 형태에 가장 가깝다. 마당에 깔진 흰색 모래가 낮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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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더하여 4개의 창으로 보호막이 처진 안

채로 투과되는 빛의 양을 늘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의 경우 

안채의 기단은 화강석으로 세벌대 장대석으로 쌓았고, 주춧돌은 네

모뿔형이며, 기둥은 사각기둥으로 되었다. 안채의 외벽은 본래 회반

죽 마감이었으나, 1960년 개수하면서 붉은 벽돌로 바꾸었다. 

 

(2)전이 공간으로서의 길과 문, 담 

 
[그림 16] 윤보선가 문 

 
[그림 17] 윤보선가 전이공간 

서향한 솟을 대문간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인데 동남측에 사랑채가, 

서북 측으로 안채와 안사랑채(별당)가 자리 잡고 있다. 행랑마당은 

사랑채와 안사랑채, 안채로 향하는 길목역할을 한다. 사랑채, 안채, 

안사랑채는 각각 따로 담장을 둘러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로 향하는 길은 나무로 담장을 두른 가운데 높이 180cm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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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철재로 된 소문이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서향으로 된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사랑채로 들어서는 철문이 보인다. 좌측으로 난 

디딤돌을 향해 가면 안사랑채가 나오는데 사랑채에 비해 외부공간 

규모가 작으며 바깥주인이 머무는 사적인 정원으로 조성되어다.  

 사랑채 옆에 안채로 가는 문이 있고 돌담으로 두 영역이 구분되고 

있다.안채와 안사랑채가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그 사이 마당에 샛담

을 지었다. 특이한 것은 샛담에 나무교창을 들여 안채와 안사랑채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안채와 사랑채의 영역은 구분

하였지만 내외간의 소통을 위한 작은 빗살 공간이 위치해 있다. 

 

(3)식재 

  치소씨가 1918년 가을 이 집을 매입한 후 찍은 사진으로 보아선 

현재 잔디밭 정원은 일본식 정원으로 작은 산맥이 조성되어 있었으

며 현재 연못 자리에서 대문쪽까지 작은 산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30년대 후반 윤보선은 마당을 평지로 고르고 잔디를 심었으

며, 행랑채를 부수어 담을 쌓고 행랑채가 있던 부분에 정원수와 꽃

밭을 만들었다. 사랑채 잔디밭 가운데 직사각형 연못을 파고 화강석

으로 두르고 그 동측에 나무를 심고, 담장에 인접하여 정원수를 일

렬 식재하였다. 뜰을 주목으로 둘러싸고 전나무로 담주변을 돌려 열

식했으며 단풍나무로 정원을 만들었다. 60년대 추위와 대기오염 등

으로 전나무가 죽자 전나무를 베어내고 향나무로 대체하였다. 현재

는 담주변에 향나무로 열식되어 있다. 이는 영국 유학경험이 있는 

윤보선이 조성한 것으로 유럽의 정형식 정원 양식을 본 딴 것이라

고 한다. 사랑채 뒤뜰에는 연못이 있고 매화, 향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 조경은 아니지만 19세기 말 새

롭게 조성된 근대조경의 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윤보선가의 식생 현황을 보면 향나무, 베고니아, 실편백, 주목, 철

쭉, 대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라일락 등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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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다. 토피아리용 수목으로 향나무등이 주종을 이룬다. 마당

은 포장된 원로를 제외하고는 잔디로 피복되어 서양 정형식 정원을 

연상시킨다. 윤상구의 증언에 따르면 “꽃밭에 꽃과 꽃나무가 이른 

봄부터 늦가을 까지 번갈아 피어있도록 애쓰셨고, 또한 거의 매일 

잔디밭에 앉아 잡초를 손수 제거하시는 일과 장미밭 가꾸는 일을 

취미 생활로 즐기셨다." 라고 하였다. 또한 " 이러한 정원의 변화는 

선친의 취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근대에 서구

문화와의 접목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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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윤보선가 외부공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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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수경요소 및 점경물 

 윤보선가의 점경물은 대부분이 석조로 제작되었으며, 동상등의 형

상석보다는 기둥의 모양이 주로 나타난다. 안사랑채와 사랑채 정면

에 대칭적으로 석물을 배치하였다. 사랑채의 경우 잔디 정원 가운데

에 서양식의 장식이 들어간 높은 석주를 배치하였다 가로등도 기단

높이의 석주와 결합하여 설치하였는데, 이 역시 서양식의 장식사용

을 찾아볼 수있다.  

 수경요소의 경우 기존의 일본식 비정형의 수조를 윤보선이 영국 

유학후 방지로 바꾸어 조성하였다고 기록되어있으며 이는 앞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 있다. 방지형의 연못은 테두리에 석조로 마감하여 

두개의 단을 주어 평지보다 낮은 레벨에 물이 고이도록 하였으며 

사랑채 잔디 정원의 정 가운데에 배치하였다. 

 
[그림 19] 윤보선가 점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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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윤보선가 연못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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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순우���������	
��������������������  가옥���������	
��������������������  

 최순우 가옥의 위치는 성북구 성북동으로 서울성곽 북쪽에 소재하

고 있으며 집 뒤편으로는 낙상에서 응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서울 성벽이 지나가고 있다. 성북구에는 현재까지 많은 한옥이 남아 

있는데, 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구한말 서울성곽 외곽에 지어

진 부농과 거상들의 가옥으로 비교적 넓은 대지에 안채, 사랑채, 행

랑채등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선 경우로 이재준 가옥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유형은 1930년대 성북동 일대에 지어진 한옥인데 이들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도로와 대지구획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로 지어진 가옥들로 사랑채가 독립되어있지 않고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되어 있는 도심형 한옥으로 한용운 심우장이 대표적이다. 마지

막 세 번째 유형은 현재 돈암동, 삼선동, 보문동 일대에 남아있는 

영단주택으로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영단공사 주도로 지구계

획과 함께 건설된 도심형 주거들이다. 이 영단주택들은 ㄱ자형 또는 

ㄷ자형주택이 서로의 내벽을 공유하며 연속적으로 배치되어있는 특

징이 있다. 최순우 가옥은 이중 2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순우 옛집은 최초 건축 이후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많은 

증개축이 이루어져 처음 지어졌을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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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상태이다. 1930년대 최초 건축 당시의 모습은 일반적인 

도심형 한옥의 형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현재와 크게 다른 부분

은 주 진입로인 계단 부분의 모습과 부엌과 다락방의 구성, 찬마루

와 쪽문의 설치 등이다.  2003년 복원정비공사 이전까지 지속적으

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필요에 따른 증개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안채의 경우 재래식 부엌을 방으로 개조하여 안방을 크게 확

장하였고 대청 뒷부분에 입식부엌과 식당을 설치하였다. 문간채의 

후면부 증축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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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최순우 가옥 배치도 

 최순우 가옥은 395m2의 대지에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문간채가 

트인 ㅁ자형으로 배치되어있다. 대지가 북향을 하고 있어 가옥의 배

치가 전반적으로 출입구가 설치되어있는 북쪽으로 건축물이 자리하

고 있으며, 대지 남쪽에 해당하는 가옥 후면부의 넓은 마당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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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배치하고 있다. 안채는 대청을 가운데 두고 전시공간과 방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있고, 문간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전시공간과 사무

공간이 직각으로 재치되어있다. 최순우 옛집의 주진입은 전면의 4m

의 도로에서 6단의 장대석 계단을 통해 문간채의 대문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 대문 안쪽으로 들어서면 문간채와 둘러싸인 69.2m2의 

안마당이 구성되어 있고 대지의 남쪽으로는 128.5.m2 규모의 후원

이 조성되어 있다.  

 최순우 가옥은 1930년대 지어진 도심형 한옥으로 조선시대의 도로

와 대주구획 틀을 유지하며 지어진 가옥이기에 사랑채가 독립적으

로 지어지지 않고 안채와 결합되어 있다. 건축물의 배치 수법에서 

전형적인 서울, 경기지역의 튼 ㅁ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최순우 

옛집의 경우안마당 뿐 아니라 후원 공간 및 담장과 건물 사이의 여

유 공간 등이 있어 중정을 제외하면 외부공간이 거의 없는 일반적

인 서울의 튼 ㅁ자형 개량한옥에 비해 외부공간의 융통성이 매우큰 

[표 5] 최순우 가옥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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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또한 대지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간의 처리방식이 

매우 탁월하다. 보통 중정에는 나무를 잘 

심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개념임에도 불구

하고 최순우 옛집의 중정 가운데에는 나무 

및 화단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북향집의 

특징과 내외부 공간의 관계성을 적절히 고

려한 정원의 식재와 식물 배치가 가치가 

있다.  

 

 

3-2.���������	
��������������������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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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심 정원의 공간 구성 요소 

 
[그림 23] 최순우 가옥 전이공간 

 최순우 가옥의 안마당은 장대석으로 각 경계를 구분하여 황토 바

름 마감과 박석, 화단, 마사토 마감 등 다양한 바닥패턴으로 구성되

어있다. 안채 주변으로 깔려 있는 마사토 마감은 안채 측면과 후원

까지 연결되어있으며, 보폭에 맞추어 답석이 배치되어 있다. 안마당

의 중앙부에는 수목과 석조로 꾸며진 정방형의 화단이 배치되어있

고, 그 앞쪽으로는 우물이 놓여있다. 화단의 앞쪽에는 대문방향으로 

[그림 22] 최순우 가옥 영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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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7m의 향나무가 심어져있어 대문과 안채사이의 시선을 차단하

고 있다. 후원은 마사토 마감으로 된 부분과 풀과 수목이 배치된 화

원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경계에는 장대석이 배치되어있고 마

사토 마감부분에는 안마당에서와 같이 보폭에 맞춘 답석이 배치되

어있다. 화원부분에는 다양한 수종과 크기의 수목이 약 17그루 배

치되어 있고 남서쪽으로 석재 야외탁자와 7개의 의자, 서측담장을 

따라 장독대가 놓여있다. 안채와 문간채가 교차되는 북석쪽에는 부

채꼴로 오죽이 심겨져 있다. 문간채와 안채가 만나는 동측 모서리에

검은 벽돌을 사용하여 담장을 구성하였고 이 담장의 남측면에 아치

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출입문 안쪽으로 문간채의 동측후면

부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이 부분에는 창고 및 보일러실이  

배치되어있다. 

  

(2)전이 공간으로서의 길과 문, 담 

최순우 가옥의 주된 진입은 전면의 4m의 도로에서 6단의 장대석 

계단을 통해 문간채의 대문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문간채를 지나 정방형의 전정이 펼쳐지고 그 뒤로 안채와 사랑채가 

들어서 있다.문간채와 안채가 만나는 동측 모서리에 검은 벽돌을 사

용하여 담장을 구성하였고 이 담장의 남측면에 아치형으로 출입문

을 설치하였으며, 모서리를 따라 들어가면 뒷마당의 공간이 동서로 

길게 펼쳐진다. 대부분의 도시형 한옥과 달리 최순우 가옥의 경우 

담장과 건물 사이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중정을 제외하면 외부공간

이 거의 없는 일반적인 서울의 튼 ㅁ자형 개량한옥에 비해 외부공

간의 융통성이 매우 큰 편이다. 이 담장과 건물사이 공간은 중정과 

후정,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며 주동선 이외의 보조동선을 형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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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재 

화단의 앞쪽에는 

대문방향으로 수

고 7m의 향나무

가 심어져있어 대

문과 안채사이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보통 중정

에는 나무를 잘 

심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개념임

에도 불구하고 최

순우 가옥의 중정 

가운데에는 나무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북향집의 특징과 

내외부 공간의 관계성을 적절히 고려한 정원의 식재와 식물 배치가 

가치가 있다. 식재 수종은 다양한 편으로 전체 14그루의 교목중 4

그루는 상록침엽수로 소나무와 편백을 심었고, 특히 전정은 키가큰 

편백을 한그루만 심어 중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편

백 아래에는 명자나무와 같은 꽃이 아름다운 관목을 풍성하게 구성

하고, 반송과 같은 조형수를 식재하여 좁은 공간이지만 공간의 층위

에 따른 다양한 모습을 감상 할 수 있도록 연출 하고 있다. 후정은 

대부분이 낙엽수로, 모과나무, 밤나무, 감나무, 산수유등 전통적으로 

심어왔던 유실수를 한그루씩 심었으며, 청단풍도 2그루 발견된다.  

 

 

 

 

 

[표 6]최순우 가옥 식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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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경요소 및 점경물, 포장 

 최순우가옥의 경우 대문간채를 들어서면서 박석으로 포장된 길을 

통과한다. 대부분의 외부공간은 마사토 마감이며, 화단과 동선부분

이 경계석으로 확실하게 경계가 구분되어있다. 특이한점은 마사토공

간은 동선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대부분의 외부공간 면적으로 

화단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마사토 포장위에 디딤돌을 놓아 

본채를 둘러싼 동선을 만들고 있으며 전정과 후정을 이어준다. 화단

안에 박석으로 포장된 길을 따라 들어가면 항아리를 모아놓은 작은 

공간이 나온다. 최순우 가옥은 규모에 비해 외부공간의 장식 석물들

이 많은 편인데, 돌확과 석지가 작은 전정화단을 중심으로 모여 있

고, 후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형상석과 석단이 여러개 놓여져 있다. 

 
[그림 25] 최순우 가옥 포장 

[그림 24] 최순우 가옥 외부공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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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장(梨花莊)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거주하던 곳으

로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창신동, 남쪽으로 

충신동, 서쪽으로 연건동, 북쪽으로는 동숭동에 둘러싸인 마름모꼴

의 지형을 이룬 언덕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옥은 본채, 별채

인 조각당, 그리고 여러 부속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는 대한

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내외가 살던 곳이고, 조각당은 1948년 

7월 20일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이 이곳에 조각 본부를 두고 초대 

내각을 구상한 곳이다. 이 건물이 자리잡은 이화동 일대는 원래 배

밭이었고, 중종 이전부터 이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화

정동이라 하였다. 이 정자는 일제 때 없어졌다. 이곳은 일찍이 중종 

때의 문신인 기재 신광한(企齋 申光漢, 1484∼1555)의 옛 집터로 일

명 신대(申臺)라 부르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곳이었다. 기와

·∙벽 등에 그림이 새겨져 있고 또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 서울 장안에

서도 으뜸가는 집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7년 10월 18일부터 

이듬해 8월 12일까지, 4ㆍ19혁명으로 하야한 1960년 4월 28일부터 

하와이로 망명한 5월 29일까지 이곳에서 거주했다. 이화장은 1948

년 8월 15일 출범한 초대 내각을 구성하였던 정부의 조각 본부

(1948년 7월 21일∼8월 4일)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공간(1948

년 7월 24일∼8월 12일)으로도 쓰인 장소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

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했던 서울 경교장

과 함께 해방 이후 한국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다. 원래 서

울시기념물 제6호였던 이곳에 대한 서울시의 사적 지정 요청에 따

라 문화재청은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2009년 4월 28일 사

적 제497호로 등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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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배치���������	
��������������������  및���������	
��������������������  공간���������	
��������������������  구성���������	
��������������������  

 이화장은 낙산아래 경사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담장선과 문화

재지정구역 지정선과는 차이가 있다. 현 담장은 전면으로는 도로와 

접해 있고, 배면은 낙산공원으로 오르는 도로면과 경계하고 있다. 

또한 좌우 측면은 일반 주택과 경계하고 있다. 이화장의 출입구는 3

군데가 있는데, 일반 이용객이 이용하는 주 출입문에 해당되는 대문

은 3-2번지에 있으며, 거주자의 출입문은 생활관으로 연결된 도로

면에 위치해 있다. 3번째 출입구는 이화마당을 조성하면서 새로이 

건립한 한식유형의 협문이 있다. ���������	
��������������������  

 건물의 배치는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조성되었으며, 낙산이 화강석 

암반으로 형성된 관계로 암반일부를 절개하고 축대를 쌓아 평평하

게 조성한 후 대지에 배치되어 있다. 대지 내에는 낙산의 실개천이 

관통하며, 암반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

되어 있다. 이화장

의 대지는 지형과 

건물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3개 

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최상단 영역

은 암반층이 노출된 

부분을 경계로 자연

스럽게 동산으로 산

책로와 일부 공터가 

있으며 본관, 조각

당을 중심으로 한 

중간단 영역, 생활관[그림 26] 이화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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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고(현 서고)가 위치한 최하단 영역으로 구분되며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의 고도차는 30m 정도이다.  

 이화장은 대지 약 5,500㎡, 건평 230㎡인데, 정문을 들어서면 널

찍한 마당이 나오고, 왼편 앞으로 '우남리승만박사상' 동상이 서 있

다. 그 뒤 작은 계곡 너머에 'ㄷ'자형의 본채가 있으며, 오른편 언덕 

위로 'ㄱ'자형의 조각당이 서있다. 한양 도성의 좌청룡인 낙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여 서향인 본채는 1920년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

다. 본채는 중앙에 대청마루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응접실(접견실)

과 서재가 있다. 대청마루 왼쪽에는 침실과 부엌이 있다. 본채는 일

제강점기를 거치며 전통 한옥이 그 시대상을 수용하며 변모되어 가

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벌대 장대석 화강석 기단 위에 선 정면 7칸, 

측면 6칸, 굴도리,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1988년 대한민국건

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관으로 개관하여 역사자료 및 평소에 사

용한 기구와 유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그림 27] 이화장 지형 및 동선, 영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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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화장 공간구성 

  

 본채 서쪽 언덕 아래에는 생활관이 있다. 이화장 본채에서 조금 떨

어져 동남쪽 언덕에 막돌 화강석으로 쌓은 축대 위에 위치한 조각

당은 역'ㄱ'자형의 평면을 한 아주 작은 건물인데, 약간 북쪽으로 

튼 서향이다. 회첨골을 이룬 곳에 위치한 1칸 반 온돌방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장마루를 깐 작은 대청 한 칸이 서쪽을 향해 있고, 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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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부엌 한 칸이 딸려 있다. 굴뚝은 온돌방 동쪽 밖에 독립하여 

서 있으며, 온돌방 앞에는 작은 쪽마루가 놓였다. 기단 없이 네모 

화강석 초석 위에 사각기둥을 세운 납도리, 홑처마, 맞배 지붕 건물

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내각을 조직하던 당시에 쓰던 돗자리와나무

의자가 있고, 대청마루 처마 아래에는 '組閣堂' 현판이 걸려 있다. 

본채와 조각당 주변에는 지형을 따라 가꾼 정원과 산책로가 있다.  

 

4-2.���������	
��������������������   공간���������	
��������������������  요소���������	
��������������������   ���������	
��������������������  

(1)중심 정원 

 
[그림 28] 이화장 통일당 외부공간 

이화장의 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 권영일이 구입하여 희사된 

것으로 대통령이 입주하기 전에 대거 정원을 손질했다는 기록 외에

는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전 소유주의 정원조성 사례도 기록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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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현재 정원의 모습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하던 이후에 

기념관 형식으로 변형된 부분이 있으나 화단이나 원형의 연못, 경사

로의 산책로 등은 그 이전부터 조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화정은 낙산의 암반으로 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로의 다리를 

건너 이화장 본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사진 곳에 축대를 조성하여 

조각정을 배치하였다. 정원은 계단식의 원로를 경계로 경사지에 화

단을 조성하였다. 바닥 포장은 원로를 석재나 콘크리트로 처리하여 

원로와 정원 구획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문과 통일당의 담장으로 주로 상록 교목과 철쭉등의 관목이 심

겨져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 곳은 잔디로 포장되어 있

고 그 둘레 화단에는 주목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이 식

재되어 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는 계단형 단차로 박석으로 

포장되어 있고, 좌우에는 단풍나무, 무궁화 등이 식재되어 있다. 상

부 공터로 올라가는 산택로 좌우에는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고, 과거 

파고라가 있던 공터 외곽으로 단풍나무, 느티나무, 백송, 잣나무 등

이 조성되어 있다. 조각당 뒤편에는 음나무, 때죽나무, 회화나무 등

이 식재되어 있고, 뒤편 구릉으로는 단풍나무와 느티나무가 혼재되

어 식재되어 있다.   

 본관의 측면 마당에는 마당 한가운데 일렬로 교목을 식재하여 주

변부에는 벽돌로 화단을 조성하여 그 안에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

고 있다. 본관 좌측 전면에는 잣나무, 단풍나무, 주목, 모과나무 등

이 식재되어 있고, 본관에서 생활관으로 가는 앞 부분에 조성된 화

단에는 향나무, 회양목, 주목, 철쭉, 사철나무, 가이즈까 향나무, 가

분비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당 옆 창고 주변으로 모

과나무, 사철나무, 황매화 철쭉 등이 식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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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이화장 본관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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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이화장 조각당 외부공간 

 

(2)전이 공간으로서의 길과 문, 담 

 동선 체계는 차량 진입 동선과 각 건물을 연결하는 지선로와 산책

로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주출입구인 대문에서 통일당 앞을 지나

면 조각당과 창고로 가는 길과 본관과 생활관으로 가는 교차점이 

나오고, 여기에서 30m 정도 나아가면 다시 조각당과 본관으로 가는 

교차점이 나온다. 이곳까지의 바닥은 모두 보도블록이 깔려있다. 생

활관 쪽으로 가다보면 실개천이 나오고 여기에 돌다리가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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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돌다리는 1947년 이승만 전 대통령 기거 당시부터 계속 있어

온 다리이다. 이 다리를 지나면 본관으로 가는 계단과 생활관으로 

가는 계단의 교차점이 나오며, 본관은 지반의 단차로 위로 올라가고 

생활관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어있다. 본관 앞마당에서 

생활관의 진입부로 연결된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생활

관 출입 대문과 연결된다. 본관 앞마당은 잔디로 포장되어있고, 이 

잔디마당에 부분적으로는 박석을 깔아 본관의 정면과 좌우 측면, 계

단으로 연결되어있다. 또한 생활관 보도바닥은 보도 블럭이 깔려있

다. 기타 생활관에서 차고(현 서고)와 연결되어있다. 본관 좌측의 

부속실에서 동산 쪽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화 마당으로 나

갈 수 있는 협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협문과 주변의 담장은 이화마

당을 조성하면서 새로이 쌓은 담장으로 하단은 화강석으로 마감되

어 있고, 그 위에 흑별돌 치장 쌓기로 되어있으며 상부는 한식기와

로 장식되어있다. 이 담장 사이로 계단이 놓여 있는데, 한쪽은 시멘

트 계단이고, 한쪽은 자연석을 일부 가공한 돌계단으로 되어있다. 

시멘트 계단 측면은 스테인리스 난간이 설치되어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시 좁은 계단길이 나오는데, 새로이 보수하면서 축대와 

같이 자연석을 일부 가공한 것이 사용되었다. 이곳을 통과하면 본관 

뒤편으로 파고라가 있던 약간 넓은 뜰이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본

관과 조각당과 연결된 샛길이 나오는데, 모두 기존 암반층을 일부 

정리하여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다. 20m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본관

과 조각당으로 연결되는 교차점이 나온다. 본간으로 내려가는 곳은 

자연석을 일부 가공한 돌계단으로 되어있고 20m정도 더 내려가면 

조각당과 주출입구로 가는 교차점이 나오는데, 주출입구로 내려가는 

길은 자연석을 일부 가공한 돌계단으로 되어있다. 기타 통일당에서 

조각당으로 올라오는 계단길 이외에 등산으로 오르는 막다른 계단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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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이화장 전이공간 

(3)식재  

 
[그림 32] 이화장 외부공간 식재 

이화장은 낙산 아래 노출된 암반을 토대로 경사진 대지를 조성하여 

각각의 건물을 배치하고 화단과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승만 전 대통

령이 기거할 당시부터 조경은 상당부분 이미 조성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들어오면서 생활관 및 이승만 전 대통령 조성등과 함께 

일부 새롭게 수목을 식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화장의 식물은 전통적 수종인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대나

무, 단풍나무, 주목, 측백 등과 향나무 등의 토피아리용 수목이 나타

나고 있으며, 철쭉 등의 관목류 등도 화단에 다수 식재되어 있다. 

괴석과 함께 식재된 분재형의 수목도 화단 주변부를 장식하고 있다. 

식재기법에 있어 화단을 조성하여 그 안에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본관의 측면 마당에는 마당 한가운데 일렬로 교목



 - 62 - 

을 식재하여 주변부에는 벽돌로화단을 조성하여 식재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정문과 통일당의 담장으로 눈주목, 주목, 소나무, 사철나무, 철쭉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 곳은 잔디로 

포장되어 있고 그 둘레 화단에는 주목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는 계단형 단차

로 박석으로 포장되어 있고, 좌우에는 단풍나무, 무궁화 등이 식재

되어 있다. 상부 공터로 올라가는 산책로 좌우에는 무궁화가 식재되

어 있고, 과거 파고라가 있던 공터 외곽으로 단풍나무, 느티나무, 백

송, 잣나무 등이 조성되어 있다. 조각당 뒤편에는 음나무, 때죽나무, 

회화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뒤편 구릉으로는 단풍나무와 느티나

무가 혼재되어 식재되

어 있다. 본관 좌측  

전면에는 잣나무, 단풍

나무, 주목, 모과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본관에서 생활관으로 

가는 앞 부분에 화단

이 조성되어 있는데, 

향나무, 회양목, 주목, 

철쭉, 사철나무, 가이

즈까 향나무, 가분비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당 

옆 창고 주변으로 모

과나무, 사철나무, 황

매화 철쭉 등이 식재

되어 있다. 전체적으

[표 8] 이화장 식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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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랜 시간 조경수가 식재된 관계로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많으

며, 근래에 들어와 부분적으로 화단과 잔디 포장되어 있으나 기존의 

안반과 실개천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수목이 조성

되어있다. 

 

(4) 수경요소 및 점경물, 포장 

이화장은 다른 정원들과는 달리 경사지에 조성된 원형의 연과 정원

을 관류하는 인공수로 형태의 계류가 흐른다. 주택 뒤의 낙산에서 

발원하는 수원은 정원의 중앙부를 관통하며 경사를 통해 흐르고 있

다. 이 수로는 이화장의 인공계류가 되며 이 계류를 중심으로 이화

장의 남북이 나누어 지는데 남쪽의 조각정과 북쪽의 본관이 계류 

양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로를 따라 이어진 석교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화장의 원지는 전통적인 원지와는 다르게 구성

되어 있는데 기하학적 원형의 헝태에 안반경사로에 위치하며 낙산

의 암반에서 내려오는 계류가 유입되어 원지를 통해 흐르게 되어있

다. 

 
[그림 33] 이화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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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이화장 점경물 

 
[그림 35] 이화장 수경 

���������	
��������������������  

5.���������	
��������������������   돈암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3번지에 있는 근대 건축물

로 광복 후 귀국한 이승만(李承晩)이 일시 머물던 곳이다.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었다. 193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기능보유자였던 배희한(裵喜漢)이 궁궐 양식으로 건

립한 팔작지붕의 한옥 목조건물이다. 약 700평의 정원에 뛰어난 미

관을 지녔다. 1945년 이승만(李承晩)이 환국하여 처음 기거했던 사

저(私邸)로 당시 서울시 돈암동 인근에 있다 하여 ‘돈암장’이라 하

였다. 이 집은 당시 조선타이어주식회사 사장이었던 장진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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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집으로서, 장진영은 연건평 약 150평의 3채 중 1채만을 쓰고, 

안채인 54평과 또 다른 1채를 빌려주었다. 장진영은 6·∙25사변 때 

납치되어 죽었고, 돈암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번

지의 1호 및 2호로 분할되어 1986년 현재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은 

채 3명의 소유자에게 나뉘어 있다.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

91호로 지정되었는데, 총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증축 및 개축으

로 원형을 상실하여 2008년 6월 3개 동을 제외한 한옥 본채 1동만 

등록문화재로 변경되었다. 남쪽 정원에는 연립주택 등이 들어서 있

으며, 본채도 건물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었으나 외관은 건립 당

시의 모습 그대로이다. 돈암장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103번지 일

대에 자리 잡고 있던 구한말 내시 송성진의 자택이었다. 넓은 방형 

대지 안에,돈암장 몸채(겹처마 팔작지붕의 한옥),행랑채(흘처마 맞

배지붕),아래채(홑처마 맞배지붕),별채(ㄱ자집한옥),청기와양옥, 홍

기와양옥, 하인 살림채, 수위실과 차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돈암장

의 이름은 대지 안의 천연 바위산인 돈암에서 취한 이름이다. 이바

위 돈암으로 돈암장은 물론 돈암동이란 동명(洞名)이 이루어 졌다

고 한다. 돈암장 이 있는 장소는 조선시대 국립의료 기관인 동활인

서터였다. 조선시대의 빈민환자.그중에서도 주로 전염병 환자에 대

한 치료가 이뤄졌던 의료기관 이었다. 그 후 동활인서 터는 일제강

점기 때 평산목장이 자리 잡아 젖소 등을 길렀고, 1938년에는 궁중 

내시가 이곳에 청기와로 기와집을 짓고 이를 소유하였다. 

 돈암장 몸채는 후일 무형문화재74호로 지정된 배희한(1907-97)이 

31세 때인 1938년에 지은 한옥 이다. 배희한은 14세 때인 1921년

에 철도청 일본인 목수 오다 밑에 들어가 일본 목수의 일을 배우다

가 l6세 때 나왔었다.l7세 때인 1924년부터 도편수 최원식의 제자가 

되어 조선목수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최원식 밑에서 일을 배운

지 불과 14년 만인 31세 빼 최원식의 명으로 내시 송성진의 집을 

맡아 짓게 되었다. 송성잔의 집을 짓기 전인 28세 때 용산 신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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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재은의 집을 지은 것이 그 의 조선목수로 독자적인 일을 한 

유일한 것이다. 이런 조선목수로서의 미흡한 경력과 일본인 밑에서

의 경력으로 돈암장 몸채를 짓 게 되어, 몸채가 전통적인 재택의 모

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벽장을 위시한 일본풍의 모습들이 여기

저기서 보이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돈암장 몸채 종도리 측면에는 상량문에 현판이 걸려있는데 이를 

통해 돈암장 몸채는 배희한이 193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일년 후인 

l939년 9월 23일 입주상량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돈암장은 내관 

송성진의 소유에서 장진섭 선생의 소유가 되었다. 장진섭 선생은 

1945년 광복 전 평양에서 고무공장을 경영하던 부호로서, 광복 후 

월남하며 명륜동 집에서 생활하였다.  광복이 되자, 1945년 l0월 

16일 미국에서 한국에 온 이승만 박사는 조선호텔에 먼저 여장을 

푼다. 그러자 설산 장덕수선생이 '돈암장'이라는 곳 이 정원도 넓고 

언덕에 있어서 전망이 좋으므로 숙소를 이곳으로 정할 것을 권유한

다. 이후 이승만박사는 돈암장에서 2년간 머무는 데 이때는 바로  

미군정기의 혼란한 시기였고, 이곳은 우익 정치인들이 이 집에 모여 

좌익계열의 찬탁에 맞서 반탁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장소성이 

더해졌다. 이후 재력가인 장진섭씨가 이 집을 사들였고, 몇 몇 주인

을 거쳐 1963년 대성그룹 고 김수근 회장의 소유가 되었다. 이후 

이 가옥은 1975년경 대대적인 개조와 증축공사를 통해서 본채에 철

근콘크리트 건물을 덧붙이고, 각실의 용도를 바꾸는 등 의 기능 변

화가 있었으며,1978년무렵에는 담장에 딸린 행랑채가 소실되었다. 

그리고 2OO1년 건물 수리시에 건물 내외부의 창호와 문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었다. 돈암장은 궁궐내시 송선진과 배희한 선생

에 의해 궁궐내전인 침전의 형식과 전통 한옥의 기법을 살려서 지

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공간 형태와 세부기법을 보면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본풍의 공간구성과 구조를 취한 가옥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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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43 가옥은 건립이후 대지분할과 여러차례의 증축공사 및 수

리에 의해 많이 변형되었다. 특히 1975년도의 증축공사는 돈암장 

본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덧붙여 놓았고 1978년에는 이 집의 

행랑채 공간이 소실되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입면 구성과 마루, 내

외부 창호등의 수리는 2001년도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가

옥의 소유주가 살고 있고 관리가 잘 되어있다.  

 

5-1.���������	
��������������������   배치���������	
��������������������  및���������	
��������������������  공간���������	
��������������������  구성���������	
��������������������  

 몸채의 평면 구성은 도면에서 보듯이 중앙에 쪽마루 바닥의 큰 대

청과 작은 대청을 두고, 동쪽으로 사랑채영역을, 서쪽으로 안채영역

을 배치하였다. 몸채의 동쪽 사랑채 영역에서 남쪽 방이 사랑방인데 

사잇 장지를 들여 아래, 윗방으로 나누어진다. 서쪽이 윗사랑 방이

고 동쪽이 아랫 사랑방이다. 윗 사랑방 북쪽 벽으로는 장식장이 있

었고 아랫방 북쪽 방이 침방이며 침방 서쪽에 화장실이 연접해 있

었다. 이들 사랑방과 침방을 장진섭 선생과 그의 둘째 부인이 사용

하였다. 서쪽 안채영역의 남쪽 방이 안방인데 중간에 사잇 장지를 

들여 아랫방과 윗방으로 나누었다. 안방의 서쪽으로는 다락이 붙어

있다. 몸채의 북쪽으로는 대문간채와 행랑채가 연이어져 있고 몸채

와 행랑채 사이의 북쪽마당에는 붉은 벽돌로 쌓은 굴뚝과, 굴뚝 옆

으로 붉은 벽돌로 낮은 담장을 쌓아 장독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몸

채의 아래채를 서쪽으로 돌아들면 전형적인 서울의 ㄱ 자형 별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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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돈암장은 장진섭선생이 625동란으로 납북되기 전인 1948년대에 

한차례 대지의 동쪽으로 여러 집채를 지을 수 있게 대지 분할하여 

매각하였고 625동란 이후에 또 한차례 매각되어 몸채와 행랑채, 아

래채, 별채만이 남게 된 돈암장을 현 주인의 선친되시는 대성산업 

고 김수근 회장이 매수하였다. 고 김수근 회장 때 대문간 행랑채의 

상당부분을 헐고 몸채 뒤로 기단과 연이어 새로운 집채를 달아내었

다. 더욱이 김수근 회장 내외분이 모두 작고한 이후인 2003년경 몸

채를 대대적으로 내부수리 하였다. 이로서 외부에 면한 모든 칸마다 

넓은 두 짝 유리문들이, 폭이 좁은 전통 살 짜임의 네 짝 창호로 바

뀌었고, 내부 창호들도 새로 짜 넣고, 또 벽채도 일부 헐어내었다. 

  특이한 점은 가옥의 전체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양쪽에 방을 

둔 ㅡ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양쪽의 공간구성

이 대청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공간 구성을 취한다는 점에 있다. 

좌우 비대칭적인 공간구성을 취하는 점이 가옥의 특징적인 공간 구

성으로 판단된다. 소쪽 북측의 방은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이 부설되

[그림 36] 돈암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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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데, 이러한 다락공간은 일본 근대 무렵 주택에서 흔히 보여지

는 구성으로 일본식 주택구조44가 돈암장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건축사적으로 특이한 것은 이 건물이 궁궐 형식을 본받았다는 논

의이다. 이 논의는 이 집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고 배희한 목수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 때문인데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현재의 돈암장은 결코 궁궐 건축을 담당했던 목수가 

지은 수법을 찾을 수가 없으며, 공간 구성에서도 궁궐 침전의 구성

을 보인다기 보다는 일본식 주택에 가까운 구성이라고 한다. 45 

 
[그림 37] 돈암장 지형및 동선, 영역구분 (1930년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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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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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  

(1)중심 정원 

몸채의 남쪽 앞마당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장방형 흙바닥 마당

이 기단 아래, 동서로 길게 붙어있고 그 앞쪽은 중앙에 길을 두고 

동서로 나뉜다. 동쪽은 온실과 화단이고 서쪽은 잔디밭이 있다. 잔

디밭에는 잣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마당 남쪽 끝에는 동서로 길게 

생울타리를 세웠다. 생울타리 중앙에 나뭇가지로 엮은 문짝 두짝을 

달아, 이문으로 생울타리 밖으로 나간다. 문밖에는 남쪽으로 경사진 

동산의 오솔길과 연결되었다. 이 오솔길로 홍기와 양옥 뒤를 돌아 

내려가면 아래 넓은 마당에 이른다. 

동산에는 키작은 나무들과 철쭉 붉은 홍단풍, 푸른 청단풍들이 여러

주 식재되어 있다. 몸채의 서쪽으로는 좁은 틈새공간을 두고 아래채

가 위치해 있다. 현재 아래채 마당은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기록의 

사진을 보면 아래채 전면에 화단을 만들어 화단 안에 단풍나무등의 

활엽수를 단독으로 식재하고 그 하단에 상록 관목 및 철쭉 등의 관

목을 식재하여 화단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채 우측공간에는 

앉을 수 있는 야외 테이블과 단풍나무를 단독식재 하였고 담을 따

라 화단을 조성해 상록 관목 및 향나무등을 식재하였다. 아래채 북

쪽으로는 문간채가 위치해 있는데 문간채 앞마당에도 화단을 조성

하였다. 화단안에는 청단풍, 소나무, 선주목등의 단독 수목 식재와 

하부 관목식재를 하였다. 분간채 마당은 크기에 비해 식재비율이 넓

은데, 문간채를 지나 진입을 하기위한 면적만 남겨두고 길의 양쪽으

로 화단을 구성하여 풍성하게 식재하였다. 현재 돈암장은 몸채 및 

몇몇 부속채를 뺴놓고 대부분의 외부공간과 안채공간, 후원등이 유

실되었다. 과거 도면과 기록에 따르면 돈암장 몸채의 동쪽으로 남북

으로 길게 담장을 쌓고 담장 밖에 담장을 따라 큰 벚꽃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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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돈암장 몸채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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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의 북쪽에 세운 작은 쪽대문을 나서면 바로 계단이고 아래터

의 청기와 양옥 서쪽 문 앞마당으로 이어진다. 청기와 양옥은 중앙 

전면에 온실을 두고 동쪽에 거실과 현관, 작은방, 서쪽으로 남쪽 전

면에 침실, 침실 북쪽으로 부엌이 자리잡고 있었다.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 초에 지금의 돈암장 영역밖, 남쪽과 동

쪽의 대지들이 모두 매각된 후 이 청기와 양옥은 헐리고 그 자리에 

지금의 빌라가 들어섰다. 청기와 앞마당 남쪽 계단으로 내려서면 언

덕아래 샘터와 석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샘터에서 흘러나온 물은 아

[그림 39] 돈암장 아래채, 문간채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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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터의 연못으로 흘러든다. 연못의 동쪽에는 넓고 높은 바위산 돈암

이 자리잡고 있었다. 연못의 서쪽으로는 좁은길이 청기와집 서쪽 마

당으로부터, 남쪽 담장의 대문까지 나 있었다.이집 서쪽으로 작은 

홍기와 양옥집이 자리잡고 있었고, 홍기와 양옥집 서쪽으로는 오층 

석탑이 서있었다. 석탑과 홍기와 양옥의 남쪽은 넓은 마당이다. 남

쪽 동서로 담장이 대지경계를 따라 서 있고 그 동쪽에 차고와 수위

실, 서쪽으로 하인살림채와 창고가 자리잡고 있었다. 담장 중앙에 

대문이 서있었고, 대문 밖은 바로 삼선자동차공장 뒷길이었다. 

 

(2)전이 공간으로서의 길과 문, 담 

 돈암장은 1975년경 중축된 철근 콘크리트로 덧붙여진 부분과 애초

의 목조주택인 돈암장이 결함된 상태로 되어있다. 목조가구체인 돈

암장은 동남향으로 면한 중앙 부분에 출입구가 있다. 현재 가옥의 

출입구는 문간채에 딸린 문으로 길가에서 출입을 하지만 본래 가옥

의 남쪽에 정문이 따로 마련되어있다. 따라서 정문에서 길 따라 오

르면 좌측으로 가옥의 모습이 정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즉 가옥

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구성한 외부공간을 갖게 된다. 출입구를 들

어서면 중앙으로 대청마루의 공간이 전개된다. 마당 남쪽 끝에는 동

서로 길게 생울타리를 세웠다. 생울타리 중앙에 나뭇가지로 엮은 문

짝 두 짝을 달아, 이문으로 생울타리 밖으로 나간다. 문밖에는 남쪽

으로 경사진 동산의 오솔길과 연결되었다. 이 오솔길로 홍기와 양옥 

뒤를 돌아 내려가면 아래 넓은 마당에 이른다. 몸채의 동쪽으로 남

북으로 길게 담장을 쌓고 담장의 북쪽에 세운 작은 쪽대문을 나서

면 바로 계단이고 아래터의 청기와 양옥 서쪽 문 앞마당으로 이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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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돈암장 문, 진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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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재 

 
[그림 41] 돈암장 몸채 식재 

 돈암장의 수목은 전통적 수종인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

풍나무, 주목 등과 함께 가이즈카향나무, 향나무, 반송 등의 소형 수

목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관목은 눈주목, 회양목의 상록관목과 

낙엽관목인 박태기나무 3종만 나타나고 있어 주로 교목위주의 식재

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간채 옆 북쪽 담에는 키가 작은 조

형수인 가이즈카 향나무를 열식하였고 마당을 비워두고 청단풍을 

몸채 건물 외벽과 붙여 식재하였다. 또한 몸채의 우측 담장을 따라 

오동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청단풍, 동백나무, 등의 수고가 높은 

낙엽수를 열식하였다. 몸채의 남쪽에 동서로 길게 조성된 정원이 있

는데 이곳에는 주로 키가큰 가이즈카 향나무와 조형수인 키가 작은 

가이즈카 향나무, 향나무, 소나무, 청단풍을 섞어 식재하였다. 이외

에 포인트가 될 만한 꽃이 아름다운 박태기나무, 모과나무 산수유 

등의 과실수를 두 세 주 식재하였다. 이 외의 낙엽수로는 오동나무, 

느티나무 등을 두 주씩 식재하였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록수가 

주도하고 있다. 몸채의 남쪽 측면에는 반송과 소나무, 향나무 등의 

조형수와 단풍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였다. 몸채를 둘러싼 공간은 기

존의 낙엽수, 과실수가 많이 쓰이던 전통 정원과 달리, 낙엽수, 과실

수는 부분적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청단풍, 소나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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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카 향나무, 반송, 향나무 등의 조형수를 위주로 식재가 구성되었

다. 

 [표 9] 돈암장 식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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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경요소 및 점경물, 포장 

 
[그림 42] 돈암장 포장 

 
[그림 43] 돈암장 연못 배치 (좌:현황 배치도, 우:1930년대 추정 배치도) 

 
[그림 44] 돈암장 점경물 

돈암장은 기존 부지에 매우  큰 호수와 동산을 쌓아 그 수경요소가 

정원에서 차지하는비율이 높았으나, 현재에는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수경요소는 작은 연못 뿐이다. 돈암장이 가산을 쌓고 큰 호수를 인

공적으로 축조한 것은 일본풍의 정원을 모방한 것으로 보여진다. 돈

암장은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형상석이 여러 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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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천사상이 연못에 설치되어있으며 염소모양의 동물상이 채진입

부에 마주보고 놓여져 있다. 이런 외부의 영향을 받은 석물 외 기존

의 석등이나 석련지 같은 전통적인 점경물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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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구성의 변화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서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이르고 난 뒤 

각방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주거공간의 전이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 중 하나다. 외부공간 역시 각 채마다의 기능에 따라 확장된 

공간으로 사용되곤 했는데, 그러던 것이 근대 한옥은 그 당시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주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주택양식이다. 근대 한옥의 공간 구성에 있어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사랑채와 안채의 통합과 개별채 공간의 축소이다. 

1930년 이전까지는 공간 구성이 크게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구분되고 채마다 외부공간으로 마당이 분화되어 각 공간이 

독자적인 생활기능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었던 전통 가옥들은 

근대화와 더불어 변화되어 왔다. 이런 공간구성의 변화는 본 

논문에서 사례로 다룬 다섯 곳의 대상지 뿐만 아니라 다른 근대 

한옥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46  이 논문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채들이 합쳐지고, 부속채가 줄면서 각 채마다 딸려 있던 

외부공간도 축소되고, 사랑채를 중심으로 사랑마당 공간이 위주가 

된다. 백인제가의 경우 개별 채가 아닌 안채와 사랑채가 통합되어 

하나의 채를 이루고 있으며, 복도와 마루를 통해 연결된다. 

                                            
46
송인호,���������	
��������������������   도시형���������	
��������������������   한옥의���������	
��������������������   유형���������	
��������������������   연구,���������	
��������������������   1990,���������	
��������������������   유영희,���������	
��������������������   근대화과정에서���������	
��������������������   전통한옥���������	
��������������������   주거양식의���������	
��������������������  

변화과정,1996���������	
��������������������  등���������	
��������������������  



 - 79 - 

사랑채와 안채에서 외부공간을 통하지 않고 안마당과 사랑마당 

양쪽 모두를 출입할 수 있다. 공간은 채로 인해 가로막혀 있으나, 

사랑마당과 뒷동산 공간의 정원이 주된 외부공간이고 안마당 및 

다른 부속채의 마당은 최소한의 식재로 기존의 전통 정원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체 외부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에서 비중이 

줄었다.  

 최순우 가옥과 같은 도심형 한옥은 이러한 사랑채와 안채의 

통합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사랑채와 안채, 사랑마당과 

안마당이 통합되며 단일채와 단일 외부공간으로 수렴한다. 

면적에서의 통합과 함께 기능의 통합도 이루어진다. 채마다 지닌 

마당에 따라 기능이 분화되어 있었던 과거의 주택의 외부공간에서, 

특히 손님 접대공간이었던 사랑채마당과 노동.생활공간이었던 

안채마당의 기능구분에 극명한 분리가 없어졌다. 이전 주택과 달리 

단일 외부 공간이 부부의 생활 공간이자 가족단란, 손님접대 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안채 공간과 사랑채 

[그림 45] 사례 대상지 영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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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통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두차례에 걸친 주택에 관련된 

법규시행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일률적인 대지의 제한으로 

인해 마당의 면적을 넓게 할애하는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의 도시적인 특성이 강화되면서 외부공간에서의 

노동공간, 작업공간, 수납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윤보선가의 경우 사랑채를 안사랑채와 바깥사랑채로 구분하고 

안사랑채와 안채를 건물 뒤 외부공간을 통해 오갈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채공간과 안사랑채공간이 긴밀하게 

구성되고 있다. 윤보선가의 경우 안채마당은 기존의 백사포장이 

유지되고 있다. 윤보선가의 안채마당은 단순한 정원의 감상보다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동, 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사랑채 

공간이 안사랑채와 바깥사랑채 두 곳으로 늘어나면서 안채의 공간 

비중이 줄어들었다. 외부공간에서 정원의 면적이 확대되기 시작 한 

것은 윤보선 귀국 후 이다. 이시기에 외부공간 조경을 변화시키면서 

행랑채와 진입영역의 외부공간에 잔디포장과 식재공간을 도입하여 

외부공간의 정원면적을 확대하였다.  

 돈암장이나 이화장의 경우 별장식의 단독 채인 몸채, 혹은 본채와 

그 앞의 외부공간으로 구성된 원형에서 후속 조치로 별당채 등의 

후속건물이 추가로 덧붙여진 경우이다. 돈암장의 경우 몸채와 다른 

별채(청기와, 홍기와 양옥)에 다른 가족단위가 살았는데, 기존에 한 

가족구성원들이 성별 및 역할에 따라 채를 구분하여 생활하던 

구성에서 한 채마다 한 가족단위가 거주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본채(몸채)가 주택 공간의 주요 공간으로, 본채의 

외부공간 역시 다른 채들의 외부공간과 구별되는 넓은 면적으로 

주택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사랑채 역할로 

사용되었다. 본채 외부 공간의 산책로는 후원과 뒷동산으로 

이어진다. 기타 부속채들은 최소한의 외부공간만을 지니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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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채의 수와 규모 또한 최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후원과 

뒷동산은 몸채와 산책로로 이어지며 풍성한 식재연출과 연못등의 

조경으로 화려한 정원을 연출하였다. 

 

(2) 공간 구성 요소의 유지와 변화 

[표 10] 사례 대상지 공간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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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이전 전통 가옥의 공간 배치는 주로 평지에 남향 혹은 

동향을 선호하였다. 사례로 살펴본 5곳의 경우도 최순을 가옥을 

제외한 4곳 모두 남향 혹은 동향을 선택해 여전히 남동향 방향으로 

집터를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순우 가옥은 도시형 한옥의 초기 

형태로, 필지 구획에 맞춰 집을 배치하여 남동향을 따르지 않고 

북향을 따르고 있는데, 이후 도시 계획과 함께 가옥을 배치하게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취경의 기법에는 울타리 밖의 경관을 그대로 둔채 집안에서 보고 

즐기는 차경과 경관을 자연경관과 비슷하게 집안에 만드는 

사경(원림), 사경의 일종으로 좀더 작은 규모인 선경, 경관의 

형태를 축소해서 조성한 축경, 경관의 의미를 추상화하거나 

상징화하여 대신한 의경 등이 있다. 47  다섯곳의 대상지 모두 

창문밖의 정원으로 창문을 통해 주택 안까지 풍경을 끌어들이는 

차경과 사경의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취경의 주 대상으로는 

백인제가, 이화장, 최순우 가옥의 경우 주로 자연경물을, 돈암장과 

윤보선 가옥에서는 인공물을 감상하고 있다. 취경의 장소는 대부분 

사랑채, 혹은 정원 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백인제가와 

돈암장은 정자를 지어 정자에서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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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재 밀도와 면적의 증가 

 기존 전통 가옥의 경우 마당의 대부분의 공간을 미워두고 마당 

마다 1-2그루의 교목을 식재해 교목의 수가 한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근대기 가옥은 마당에서의 외부 활동에 대한 기능보다 

사랑채 정원을 중심으로 꽃을 가꾸거나(윤보선가옥), 외부 사람들을 

초대해 가든파티를 여는 등(백인제가) 정원 문화를 향유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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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식재한 수목의 종류와 수가 늘어났다. 마당에 과수 위주의 

수목을 두 어 그루 마당에 심고, 후원에 초화를 사용하여 화단과 

화계를 조성하였던 기존과는 달리 수목 및 초화의 식재 밀도가 

사랑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5곳의 대상지 모두 사랑채를 

중심으로 교목과 관목, 초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풍성한 식재를 

하고있다. 또한 화단이 마당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졌으며, 

마당의 포장에 잔디를 도입하여 전체 식재 면적이 확대되었다. 전통 

가옥 공간에서 자연을 향유하는 목적의 외부공간은 대부분 

후원으로 통칭되는 뒷동산 공간이었는데,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자연적인 구성을 선호하였으며 정자를 두어 

정자에서 풍경을 감상하였다. 근대 정원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감상이 공간적으로 주거공간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향유 되었다.  

 
[그림 46] 사례 대상지 식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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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상을 위한 식재수종으로의 변화 

일제강점기 일본식 주택이나 개화기 서양식 주택의 영향을 받으

면서 접객의 기능을 가진 사랑채 마당을 중심으로 서양식, 일본식 

정원요소가 도입되며 정원의 감상하고, 접객과 영빈의 기능이 심화 

되었다. 백인제가 경우 정원에서의 영빈의 기능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백인제가의 당시 주인이던 한상룡은 일본 고위 관료 및 당

시 정부의 관료들을 초대해 정기적으로 가든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외국식의 주택이 상류층에 유행하게 되면서 외국 풍의 주택요소들

을 사랑채 정원을 중심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화장, 돈

암장, 백인제가, 윤보선 가옥 모두 유리와 외국식 창살을 사랑채에

서 찾아볼 수 있으며, 윤보선 가옥의 서양식 협문이나, 돈암장, 이화

장, 윤보선 가옥에선 외국풍의 형상석으로 정원을 장식하고 있다. 

식재에서도 이러한 장식적인 수종 선택이 드러난다. 정원에서 영빈

의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이 관상의 대상이 되었으며 화려한 

초화 및 수목으로 정원의 식재의 종류와 수가 다양해 졌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주택의 외부공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을 심고 키워왔다. 48  기존 전통 가옥의 경우 

교목의 경우 주로 복숭아, 오얏나무, 매화, 나티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소나무, 반손, 

대나무, 석류나무, 무궁화, 삼나무, 배롱나무, 오동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산수유등을 심었다고 한다.49나무를 심는 원칙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졌던 것은 한반도의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한 만큼, 상록 침엽수종 보다는 활엽낙엽수를 

                                            
48
식재에���������	
��������������������  관한���������	
��������������������  기록들이���������	
��������������������  있는���������	
��������������������  문헌으로는���������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고려사,���������	
��������������������  동국이상국집,���������	
��������������������  파한집,���������	
��������������������  동사

강목,���������	
��������������������  동국통감,���������	
��������������������  양화���������	
��������������������  소록,���������	
��������������������  신증동국여지승람,���������	
��������������������  반계수록,���������	
��������������������  삼림경제,임원십육지,���������	
��������������������  임원경제지���������	
��������������������  등이���������	
��������������������  있

어���������	
��������������������  왔다.���������	
��������������������  

49
���������	
��������������������   주남철,���������	
��������������������   한국건축의장(제3판),���������	
��������������������   대원사,���������	
��������������������   1997,���������	
��������������������   정동오,���������	
��������������������   한국조경식물의���������	
��������������������  역사고찰,���������	
��������������������   전남대연습림보

고,���������	
��������������������  2호,���������	
��������������������  1977,���������	
��������������������  정동오,���������	
��������������������  한국의정원,���������	
��������������������  민음사,���������	
��������������������  1986,���������	
��������������������  정동오,���������	
��������������������  동국이상국집의���������	
��������������������  조경식물고찰,���������	
��������������������  연습

립연구보5,1982,���������	
��������������������  윤국병,���������	
��������������������  조경사,���������	
��������������������  일조각,1978,���������	
��������������������  윤국병���������	
��������������������  조경학,���������	
��������������������  일조각,���������	
��������������������  1978���������	
��������������������  



 - 85 - 

위주로 심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50 

 조사한 대상지에서는 기존에 쓰이는 나무와 함께 새로 등장한 

수목의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가시적인 것으로는 활엽 낙엽수의 

수와 수종이 줄고, 상록침엽수 위주의 식재가 성행 하였다는 

것이다. 상록교목으로는 백인제가의 경우 대나무, 선주목, 소나무, 

잣나무, 편백, 향나무를 사용했으며, 이화장은 소나무, 잣나무, 주목, 

향나무를 심었고, 돈암장은 선주목, 소나무, 향나무, 선향나무, 

가이즈카 향나무, 모과나무를, 최순우 가옥의 경우 소나무와 편백을 

심었다. 낙엽수목의 경우 백인제가에서는 청단풍, 벚나무, 목련, 

은행나무, 공작단풍, 참나무를 심었고, 이화장에서는 모과나무, 

감나무, 청단풍, 자목련,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돈암장에서는 

모과나무, 산수유, 감나무,  청단풍,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오동나무를, 최순우 가옥에서는 모과나무, 산수유나무, 감나무, 

밤나무, 청단풍, 신갈나무, 벚나무를 심었다. 관목의 경우 상록 

관목은 백인제가에서 사철나무, 주목을 사용하였고, 이화장에서는 

사철나무, 회양목을, 돈암장에서는 눈주목과 회양목을 사용하였다. 

낙엽관목에서는 백인제가의 경우 명자나무, 무궁화, 수수꽃다리, 

개나리 철쭉을, 이화장에서는 무궁화와 철쭉, 황매화를, 돈암장은 

박태기나무를, 최순우 가옥에서는 철쭉을 식재하였다.  

 교목식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상록 침엽수가 146그루고 낙엽 

활엽수가 97그루로 상록 침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엽 활엽수 97그루중 46그루가 단풍나무로 단풍나무를 주로 

사용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열매 및 꽃을 감상하던 수종은 

제한적으로만 식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목식재에서는 총 412주 

중 130주가 상록관목이었으며 낙엽관목 282주 중 168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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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으로 낙엽관목에서는 철쭉위주의 식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수종과 함께 외래수종을 도입하여 사용한것을 5곳의 대상지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5곳의 대상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외래 

수종은 토리아리용 수종과, 상록침엽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낙엽수 

위주의 식재에서 상록수 위주의 식재로 변화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겨울철 경관일 것이다. 기존에 계절의 변화를 알기 위해 

낙엽수를 위주로 식재하여 겨울철에는 잎이 떨어진 나무를 보며 겨

울의 계절감을 느껴왔다면, 이 시기에는 겨울철에도 푸른 잎의 상록 

침엽수를 정원에서 감상하였다. 또한 외국풍의 정원의 유행이 앞서 

언급한 정원의 장식석과 건축 재료의 측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

라, 식재에서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서양식 정원의 형태적 영향

으로 가장 가시적인 것은 기존 마사토 포장의 마당에 잔디를 식재

한 것이다. 당시 한인들은 서양식 집의 넓은 정원과 내부를 구경하

고 천국의 집이라 일컬으며 부러워했다고 한다. 또한 상류층의 서양

식 주택에서의 거주는 그 시대 개화의 상징이었으며, 마당을 서양식

으로 바꾸는 것은 문화를 선도해나가던 서울의 상류층 양반들로부

터 시작되었다. 넓은 잔디밭의 적용은 대상지 5군데에서 도시한옥 

유형인 최순우 가옥을 제외하고 4군데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식재에서는 토피아리의 등장 및 열식 등의 정형식 식재 방식을 윤

보선 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윤보선 가는 윤보선이 영국 유학 이

후 일본식으로 조성되어있던 정원을 서양식으로 바꾸면서, 잔디밭, 

토피아리 수목의식재,  

교목의 열식, 생울타리 등의 요소가 나타난다. 또한 일본풍 정원의 

영향으로 새로운 선호 수종이 등장하였다. 일본식 정원에서 주로 사

용되는 향나무와 단풍나무, 철쭉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다섯 

곳의 대상지에서 낙엽 활엽수 97그루중 46그루가 단풍나무로 단풍

나무를 전체 활엽수중 절반에 다다르는 비율로 사용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종은 제한적으로만 식재 하였다. 관목의 경우 다섯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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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서 낙엽관목 282주중 168주가 철쭉으로 낙엽관목에서는 

총 관목 수량의 절반이 넘게 철쭉위주의 식재를 하였다.  

[표 11] 사례대상지 식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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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경,���������	
��������������������  점경물���������	
��������������������  및���������	
��������������������  포장���������	
��������������������  

(1) 수경의 관상적 사용 확대 

조선 시대에는 방지의 조성이 일반화 되었다. 서민들은 주로 

식수의 목적, 물고기를 기르거나 관수를 위해 샘을 파거나 못을 

조성하였다. 실용적 목적이 아닌 관상용으로 물의 사용이 활발해진 

것은 조선시대 후반이다. 풍수와 음양오행 사상에 의하면 남쪽에 

허한 곳이 있으면 지당을 만들고 물고기를 길러 비보하도록 하였고, 

산림경제에서는 집 앞에 지당을 두면 길하다고 하여 일반 

주택에서도 지당의 조성이 일반화 되었다. 주택에서의 못의 형태는 

정형적인 방형 혹은 불규칙한 자연 형으로 조성되었다. 수경요소의 

경우, 네모난 방지, 둥근 못인 원지, 물이 구부러지는 곡수지, 

천연의 못인 자연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고대부터 방지가 제일 많이 

조성 되어왔다.51  

사례지 다섯곳 모두 관상적 요소의 수경이 사랑채를 중심으로 

등장한다. 단순히 못을 파거나 물을 가두는 실용적 목적이나, 

풍수와 음양오행, 사상적 비유를 위한 목적이 아닌, 관상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외국풍의 석물과 풍성한 주변식재와 함께 

수경을 연출하여 사랑채 정원의 관상미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기존에 방지였던 형태보다는 비정형 곡선형의 연못이 주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백인제가와 돈암장은 비정형의 연못을 사랑채 가옥 

바로 앞에 조성하여 채 안에서 수경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돈암장은 비정형 연못에 천사상 등의 점경물을 두기도 하였다. 

윤보선가는 기존의 윤치소가 조성했던 일본식 정원을 서양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정형의 연못을 메꾸고 방형의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형태만 보아서는 조선시대의 방지형 연못과 

같아 보일 수 있겠으나, 조선시대의 방지형 연못은 연못 조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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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작은 섬을 두고 자연적인 경치를 조성하였던 것에 비해 

윤보선 가옥은 주변의 좌우 대칭의 석주, 열식의 식재 등과 

어우러지게 정사각형 연못을 배치해 기하학적이고 인위적인 

정원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2) 외국풍 점경물의 등장 

 점경물은 전통 가옥에서도 석물이라 하여 물이나 괴석을 담는 등 

여러 가지 쓰임에 맞추어 큰 돌덩아리를 다듬어 뜰과 동산에 

놓아두는 정원 구성물의 하나로 여겨졌다. 전통 가옥에서는 주로 

물확(돌확), 석지(석련지), 석함 (괴석대), 석상, 석탑, 대석, 석조, 

대석, 식석(형상석)등52 다양한 석물을 사용해왔다. 사례 대상지 5곳 

모두 돌확을 찾아 볼 수 있고  최순우 가옥을 뺀 4곳 모두에서 

석지 및 석등, 괴석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양식 형상석이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 한데, 돈암장과 이화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천사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염소 모양의 

식석(형상석)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윤보선가옥에서는 식석, 석지, 

돌확 외에도 석주나 대석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돈암장에서는 

현재처럼 가옥이 축소되기 전에 석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사례 

대상지 5곳 모두 돌확을 찾아 볼 수 있고  최순우 가옥을 뺀 4곳 

모두에서 석지 및 석등, 괴석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양식 

형상석이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 한데, 돈암장과 이화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천사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염소 

모양의 식석(형상석)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윤보선가옥에서는 식석, 석지, 돌확 외에도 석주나 대석 등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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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볼 수 있다. 돈암장에서는 현재처럼 가옥이 축소되기 전에 

석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	
��������������������  제���������	
��������������������   6장���������	
��������������������  결론���������	
��������������������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앞서 살펴본 다섯 군데의 대상지는 전통

적인 우리의 주거문화를 바탕으로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주택이기

에 그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1930년대 서울

에 위치한 5곳의 대상지를 사료를 통한 역사적 개괄, 답사를 통한

물리적 배치 및 공간 구조, 세부적은 구성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근대화와 일본식, 서양식 주택문화가 이식되면서 한옥

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백인제가는 기존 전통가옥

의 채와 외부공간의 배치관계와 유사성을 지니나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적 결합이 나타나며, 사랑채 정원에는 외국의 정원문화에 영향

을 받아 기존과 다른 수종과 식재방식이 주가 되고 있다. 윤보선 가

옥은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일본식으로 조성된 정원을 영국

에서 유학한 윤보선이 귀국하면서 서양식의 정원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변형하였다. 이화장과 돈암장은 다양한 외부 문화와 혼용

된 사례로 채의 구성도 여러 번의 증축과 소실을 겪은 공간으로 다

른 곳과 달리 별장형 주거공간이었다. 두 곳 모두 넓은 정원과 산책

로를 지니고 있으며 산책로와 정원을 포장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시기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유실수 위주의 실용적 

낙엽수보다 침엽수 및 단풍나무, 회양목, 철쭉 등의 수종이 주를 이

루어 경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괴석, 분재, 천사상, 동물상, 석주 등

의 외국풍의 점경물로 정원을 장식하였다. 최순우 가옥은 이시기 도

입되기 시작한 도시한옥의 한 유형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에 공급된 표준 도면에 따라 기존의 전통 주택과 외부공간이 축소, 

변형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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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곳의 대상지의 분석으로 근대화와 서양식 주택문화의 유입으

로 기존 주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일반화 하기 어려우나 

크게 3가지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배치 및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여러 채와 채마다의 

마당 중심의 구성이 점차 축소되고, 공간이 결합되어 단순해지고 있

다. 백인제가와 윤보선가옥의경우 기존의 여러 채와 마당의배치 방

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나 안채와 사랑채의 결합 및 

길밀한 공간의 연결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30년대 다양한 법규

가 제정되었는데, 근대화와 도시화로 필지 구획이 제한되면서 도심

형 한옥이 공급되어 기존의 배치가 축소, 변형되기 시작한다. 공간 

배치는 이시기 이후 양옥의 등장으로 한옥이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단독 채와 단독 외부공간의 구성으로 변화한다. 

두번째로 공간 요소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채 

마당을 중심으로한 정원의 기능의 확대로,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초

화류가 풍성하게 식재되었으며, 잔디의 도입이 상류층 주택정원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또한 식재의 수종도 기존의 실용적 낙엽수종

을 최소화하고, 일본식의 정원에서 나타나는 향나무등의 침엽수와 

단풍나무, 철쭉, 회양목등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서양식 정원을 모방

하여 토피아리류의 식재도 나타났다. 장식에 있어서도 서양식의 석

물, 석주, 가로등, 협문등이 등장하며, 일본식의 괴석, 분재, 연못 등

도 나타난다.  

세번째로 외부공간 기능의 변화로 근대화와 함께 외부공간의 노

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관상 및 영빈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는 백

인제가, 윤보선가에서 넓은 잔디밭과 초화와 수목으로 풍성하게 가

꾸어 놓은 사랑채 정원에서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위층 관

료들을 불러 가든파티를 여러 차례 열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화장과 돈암장의 경우 넓은 외부공간이 대부분 정원과 산책

로로 이루어 져 있었으며 관상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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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외부공간이 축소, 병합, 단일화되는 도시한옥에서도 이와 

같이 노동 및 생활공간이었던 마당이 관상의 대상인 정원으로 변화

하였다. 최순우 가옥의 경우 안채 마당의 경우 최소한의 동선을 제

외하고 모두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정의 경우도 화원과 외부 

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 20세기 초.중반의 한정적인 부분의 

시기의 사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에서의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시기에 대한 사례 분석과 20세

기 전, 후를 포괄하는 통시적인 정원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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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1930’s Korean Residential Garden  

 

Jeong, Seonghe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Jeong, Wookju 

 

���������	
��������������������  

 History of Korean modern garden was virtually unknown. 

In that time, the urban condition and housing culture was 

rapidly chang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Korean 

war. The research of Korean modern garden was very hard 

due to lack of historical data and the difficulty of preserving 

original for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understanding 

what changes appeared at Korean modern garden. In this 

paper, the research and analysis are focus on five Korean 

modern gardens in 1930’s when changes occur. We performed 

literature research and local research. We collected the history 

data about five gardens for analysis, and then visited the 

gardens for taking pictures and drawing plans and elevation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what changed Korean Traditional 

garden into Korean modern garden through the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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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gardens. But generally three changes appeared visually.  

First of all, the space layout was changed. Traditional Korean 

house layout consists of the Chae and Madang. In 1930’s, the 

constituting of Chae and Madang was combined and simple. 

Second, Sarang Chae Madaing was the center of the garden 

that had various kinds of plants and flowers. Third, the 

function of working was reduced in the garden. In this time, 

the garden was ornamental reception place for house guest.  

This study limited five specific cases. Futher study is needed 

to reveal the feature of 20C Korean morden garden and 

diachronous changing pattern of Korean morden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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