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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우리나라 文化는 間斷없는 外來文化의 影響을 받아왔지만 우리 先人들은 이 外來文化를 

갈 소화하여 獨特한 傳統性을 가진 찬란한 文化를 이룩하였다. 그러 나 20세 기때부터 外愚

과 社會 • 政治制度의 급격 한 變遊과 이 에 따른 階級制度의 다파로 因한 文化傳授의 교량이 

끊어지고 또한 급진적이고 과격한 外來文陽의 流入으로 그 固有文化의 傳統性을 찾기 힘들 

게 됐다. 

處{평黨術도 이에 例外는 아니다. 보다 우리의 處짧다운 底園을 발전시키겨 寫해서는 J服

服히 傳承해온 韓國的 흉E당셔藝個f의 基本을 찾아 이흘 숲立하는 것이 時急한 얼이카 하겠다. 

* 서 융大學俊 環擾大學院(造景學科) 第3回 후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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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E園은 그 原形이 屋外에 있기 해 문에 原形의 保存이 힘 을고 또 變形되 기 쉬 운 까닭으로 

그 傳統性을 찾기 힘들다. 더구나 훌園에 있어서 造園美를 定立하는 最終機能의 投劃을 담 

당하는 配植處理는 다른 要素들 보다 時間的으로나 空間的i로 계속 變해 감으로 조속히 

그 原形의 定立이 펼요하다. 

그러므로 本 핍究는 李期時代의 @훌園에 나타난 樹木의 種類와 그 配植方法과 原理를 발견 

함을 目的으로 하고， 그 範圍로는 李期時代의 處園으로 局限하며 그 맑究過程은 〈表 1-1) 

과 같다. 

〈表 1-1) 맑究過程 

第一段階-카 文 歡 調 호 | 樹種과 魔略的인 配植方法

第二段階-→| 續 畵 調 호 | 配植의 密度와 정 확한 場所

第三段階-’| 寶 測 調 흉 l 정밀한 配植技法

|뻗種 및 配植原理分析 | 典型的인 配植모벨의 再現

第 2 童 李朝底園의 空間的 特性과 歷史的 背農

f(要約이묘로 省略)

第 3 훌 處園樹木의 種類와 特徵

第 1 節 處園植物메 關한 文없 

李期時代의 樹木과 花판에 關한 文斷은 많은 펀이 아니다. 더구나 處園에 關해 專門的으 

로 다룬 것은 없고， 다만 日常生活에 필요한 諸般事項을 엮은 盡書 가운데 一部分을 차지 

하거나 또는 農業에 關한 專門書籍에서 農業의 一部로서 樹木과 花휴의 줬培냐 利用方法을 

‘記述한 것 중에서 慶園에 關한 것을 약간씩 揮入하고 있을 뿐이다. 

園藝에 關해 專門的흐로 著述한 것￡로는 世祖代 仁齊 姜希題이 지은 「養花小錄」이 唯一

하고 日常生活에 必須的인 것과 花類와 木類에 關해 百科蘇典처럼 여러 文敵을 第大成시킨 

利用原生의 홉윷書로셔는 「山林經濟」와 「林園十六志」가 代表的이다. 

以上외 세가치 책 외에도여려 책이 었으나 그런 것틀이 直接혹은間接으로「山林짧濟」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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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園十六志」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r山林經濟」의 著述에는 鄭招의 「農事直說」과 朱喜의 

「歡農文」과 姜希굶δ1 만든 r:r今陽雜錄」을 엮어 만든 「農家集成」의 영향과， 한펀으로는 「E

峰類說」의 영향을 받았고 그외에도 많은 書籍을 引用하였다. r林園十六志」는 우리나라의 

營農政策과 自給自足의 經濟論을 펀 實學的 農村經濟政策書로서， r山林經濟」를 50年둬 補完

한 「增補山林經濟」와 「政事握훨」블 改正 ·增補한 「政事新書」를 참조하여 번잡한 것은 삭제 

하고 필요한 것은 增補하였오며 우리 나라와 中國의 著書 900餘卷을 引用하여 可히 花 • 木

에 關한 最高峰이 라 할 수 있다. <表 3-1參照〉

〈表 3-1) 樹木%究의 系讀

說털 @家灣 현L( 1밴 

(1766년3 (1771년) 

얀요 책
 섣
 

※2) (1881년 

增補山林經濟

만은 成立年t\:
※표는 筆者補充文임. 
資料 : 山林經濟 影印本 序文 (광仁出版社)을 강 l 用. 

以上의 3冊을 植物分類面에서 볼때 李朝初期 作品인 「養花小錄J(世祖代)에서는 木類외- 花

휴類의 區分없이 總 16種을 混合 記述하고 있다. 李朝中期인 「山林經濟J(薦宗代)에 서는 花類

와 木類를 區分하여 記述하였고， 花類項에는 松 ·竹 • 梅·폈· 蘭 • 運 • 木英容· 山茶花 ·梅

子·瑞香花·石觸·援爛觸·四季花·海業·짧微·많微花·丁香·小挑·社판·헝藥·色쫓. 

柱때 • 玉替花 • 權 • 萱草 • 꽃花 • 石竹花 • 石홈浦의 29種을 收錄하고 있으나 花類와 판類가 

分離되지 않고 있다. 특히 松과 竹이 花類에 包含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松·竹이 處園

樹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木類에는 많은 種類의 果木과 홈木性인 山野의 

自生樹種을 收錄하고 있다. 

이 에 비 해 李朝末期의 「林 l펴十六志J(純祖)에 는 앞에 서 보다 더 욱 많은 樹種을 收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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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에는 花類上， 花類下， 葉類， 木類， 휴類 등 o 로 더욱 細分하여 記述하였다. 더우기 花

類上은 木本花類를， 花類下는 草本花類로 分類한 것은 植物의 特性을 매우 깊이 理解하고 

있었음을 뭇하며 植物分類學의 높은 水準을 보여 주는 것이다. 以上에서 불해 時代가 흐름 

에 따라 植物짧究에 대한 學問的 體系가 發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文敵에서 나온 植物들이 處園用으로 使用되었느냐의 쭉當性에 關해서 볼때 花木類

나 花草類는 흉園用으로 쓰였을 것이나 樹木은 用材등의 經濟的인 面에도 利用될 수 있겠 

다. r林園十六志」에 기슐된 많은 樹木들은 他用途로 쓰일 수 있으-므로 處園樹의 윤곽을 잡 

커가 힘든다. 다행히 「山林經濟」에는 접 안에 심는 樹種을 별도로 떤木類라는 項을 두고， 

심는 위치에 關해서도 상세히 說明하고 있으으로 이것을 基準하고 그외에도/ 處國에 짐겨졌 

다는 立證이 되는 것은 補充하기로 한다. 

第 2 節 處園樹木의 種類

1) 常綠樹

O 松〔소나무) :소나무는 木과 公의 合成語로써 「松拍寫百木之長 松獨公也」라 하여 가장 

貴한 나무로 여 겼고 「移大松法」을 詳細하게 記述한 것을 보면 큰 소나무의 移植은 분명 히 

處園樹로서의 必훌f生에서 行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Jj줄園樹로는 맛빗하게 자란 것보다 가 

지와 줄기가 굽틀어지고 묵은 등걸이 많은 것이 上品이며， r효에 심을 해는 가지즐 굽히고 

줄기에 담쟁이를 올리면 바위픔에서 자란 것과 같이 된다」하여 소나무를 효執하였음을 엿 

볼수 있다. 

O 竹(대나무) :곧고 굳센 줄기는 節觀를 象徵하며 마마가 희고 뱃봄이 까땅게 된 級節

烏竹을 最高로 쳤다. 여러 種類가 있었으며 越쪽해문에 花효에 심기도 했다. 

O 萬年松(향나무) : r山林經濟」나 「養花小錄」에 香나무라는 記錄은 없고 萬年松이 라 記

載되어 있￡나 「更數新葉必髮髮有彩年久還如條絲」라 하여 잎이 처음 나올 때는 針葉狀이고 

오래되면 인펀狀이 되며， 중들이 캐다가 佛前香ξ로 쓰며， 금강·묘향산의 頂上에 많이 었 

다 하므로 지금의 성향나무를 뜻하는 것 같다. 

운치를 취하는 花品을 가지며 松·竹과 함께 花木項에 포함되어 있부므로 處園樹로 重히 

여겼을 것이고， 줄기가 뒤툴리고 잎이 부드럽게 아래로 처진 것을 上品이라 여겼으므로 現

在와 같이 ÁI美를 내는 「토피어려」 手法은 使用치 않았던 것 같다. 

O 海松(잣나무) : 現在의 海松은 黑松 또는 곰솔로 불리우는 南部 海뭘地에 많이 나는 

소나무를 말한다， 그 당시는 「其葉五出種」을 보면 잎이 五葉이묘로 잣나무를 뭇한 듯하다. 

。 Hì中(사철나우) : 現tE t:t뻗이라 불리우는 것은 藥材用으로 쓰이는 藥葉홈木을 말하는 

데 그 당시는 짧뽑用으로 쓰였고 常綠潤葉樹이므로 中國盧의 H顧의 이름을 따서 사철나무 

에 붙여 쓴것ξ로 생각된다. 

Oiffi木(주목) : 지금도 소백산 기숨의 마을에서는 走木01 라 불리운다. g뭘행定하는 짧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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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으로 쓰였다. 

o ifl(맹~拍)， 樓(전나무)， 黃陽木(회양옥). 비자나우 등이 있우나 處園에 쓰였는지 確寶
한 記述이 없다. 

2) 潤葉樹

O 輸(느릅나무)， 塊(회화나무)， 柳(버드나무)， 網(오동나무)， 챔챔樹(벽오동)， 招(산뽕 

나무)， 짧(옷나무)， 山集몇(산수유)， 合歡木(자귀 나무)등이 있오나， 특히 좋아하는 樹木이 

나 樹形에 關해서 言及이 없이 我培法만 記錄하고 있다. 

3) 果木類

。 石播 : 種子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연밥(連實)과 함께 자손 번영의 表徵i로서 結婚式

의 祝훌에 使用되는 果實이다. 꽃은 黃· 白 • 였色이 있고 여러가지 樹形중에서 「줄기가 높 

게 솟고 가지가 위에서 퍼져 버섯모양이거나 또한 아랫가지가 靈生하여 뒤섞인 것도 나쁘 

다. 直輪層技에 上突上大한 것이 佳品이라」 여겼는데， 이 돗은 이런 樹形을 가진 것은 受

光率이 높아 主幹이 彈建하여 가지가 찢어지지 않고 結實이 좋은 것이묘로 多收를 짧한 樹

形을 取한 것으로 解析될 수 있다. 

혈똥花法을 써서 줄기를 뒤툴리게 만들어 2효我로 使用했다. 

o 構樹(율나무) : 모든 文歡에 꼭 나타나므로 대 단히 重히 여 겨 진 듯하다. 
。 짧(대추나무)， 李(자두나무)， 否(샅구나무)， 樓(개암나무)， 挑(복숭나무)， 짧(배나 

무) 등은 정원에서 심는 位置에 대하여 詳述되고 있으나(4章 參照) 활엽교목과 마찬가지 

로 形態的인 멋에 관해서는 記述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순전히 果의 利만을 取한 듯하다. 

4) 花木類

o 梅花 : 높은 風致와 領致를 取하는 것의 i뜸부로 쳤고 品格이 있고 고상하게 여거기 

때운에 줄기가 뒤툴리고 가지가 성글고 괴기하게 생긴 것을 가장 진귀하게 여겼 o 며， 接을 

붙이지 않은 것이나 가지가 徒長한것과 꽃이 다닥다닥 붙거나 끝이 뾰죽하게 생긴 것은 下

品이라 했다. 

「移大梅樹法」이 있어 큰나우도 정 원수로 옮겨 졌고， r효梅法」 및 「揮觀法」이 있어 室內에 

서도 완상되었다. 千葉(겹꽃)은 單葉(흘꽃)보다 못하고 紅梅는 白梅보다 뭇하며 꽃은 白繹

이 크고 幕(꽃받침)는 짧l홉한 것을 上品이라 했다. 

Oü꽉 : r太宗寶錄Jl2年 4月 ζgp年에 「上王千廣延樓設흉 賞柱판」이 라 하여 宮中 內에 도 

많은 암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藥材用으로도 使用되므로 1"'2 그루를 심기보다 一定場

所에 킴￥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O 柱關花(진달래)， 日本觸觸， 映山紅， 橫， 端香花， 梅子， 山茶花， 月季花， 四季花， 海

業， 짧織花， T香， 累Jf!J， 奈， JÃ理， 迎春花， 木횟容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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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李朝底園의 配植

樹木의 配植은 대 단히 욕잡하고 組合의 경 우의 수가 많ξ며 또한 配植은 住;f:;의 構造나 

규모에 따라 差異가 생기므로 一般的으로 적용된 配植法을 떻出하기란 어려운 點이 많다. 

本 돼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方法을 擇했다. 우선 ;f:;內에 집기 를 꺼 려하는 樹種 흑은 심 어서 

는 안되는 場所를 골라내고， 다음에는 方位에 따른 配植을 잘피고， 그리고 特珠하게 利用

되는 配植法을， 갈펴 보며， 끝 o 르 。1 런것이 어떻게 空間에 組合되었는가를 굉규究해 보기로 

한다. 

第 1 節 樹種과 場所에 따른 配植

--配植의 宜룹--

〈圖 4-1) 큰 나우가 門이나 휩에 닿는 것을 

문‘ 

〈圓 4-2> 門앞에 한그루의 냐우가 그늘지 우 

는 것은료 

〈톨 4-3> 門앞에 技樹가 있으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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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4) 門尙가 힘般됨 은 나쁘다. 

〈圖 4-5) 中底에 大례는 나쁘다. 

〈이11 4- 6) 中鷹에 는 꽃플 가꾸어 陰을 取하 

략. 

〈表 4- 1) 場所에 따른 配植의 宜료‘ 
.‘-• • 

樹 種

뾰木(폐 화나우) . r'lj&f이] 2그루의 대 추냐두 

‘rk:t펴 한그루. 두 모양이 같은 나우 

ilîi';:ijj 
j 냐꾀. 

석류나무. 서향화 

오동나무 과초 

동쪽 울다 "-1 옆에 청-벽 도 국회 

깎-휴나우 찌X林 - 홉겼Z 

꽉숭아 

松 ]4 竹。l 울창 

만풍나우， 白揚(사시 나우) 가죽나무 

두긍~'I ‘ 뽕냐우 商陸 巨樹 常綠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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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가 훔子옆에 

대 나우는 東北쪽이 나 西北쪽이 좋 

다. 

우물가의 복숭아냐우는 나쁘다. 

파초는 連과 함께 

있으띤 좋다. 

方f立에 따른 配植

<11 4-7) 

〈圖 4-8) 

〈뼈 4-9> 

第 2 節

種樹

{ 

패
 -η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홍벽 도， 오앗냐우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매 회 ， 대추나우 
자두 

巨樹

산뽕나우， 느릅나무， 대추냐우 
버드나무， 자두나우. 

대나무， 오동나무 3그루. :2樹 

느릅나무， 벚나무， 개암나무， 진달래 ， 샅구나우 ‘ 
자두나우， 동백나우， 좀拍， 연산흥， 왜청쭉， 치‘자나무， 석류나무， 월계화 

대나우 
巨樹

宜
료
 
宜
료
 
宜

-忘
효
己
싸
 宜료
 
宜
료
 宜
己ι
宜
료
 

位方

東

東

南

西

南

西

i휩 

西北

~t 

東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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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10> 

〈圖 4-11> 

〈圖 4-12) 

第 3 節 *츄혔形態의 配植

(1) 花삶 

m 境- 웅움 깅양 

門에 u1 드나우가 드라운 것은 나 

쁘다. 

西:lt쪽에 오동나무 3그루가 좋다 

u훨挑의 꽃과 가지 가 동쪽 울타 

리에 걸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나무와 대나두등의 해木은 물릎이고 대부분의 .(H휴類가 花효에 使用되었다. 各樹種마 

효웠가대 다 花화에 쓸 二L:짧파·合과 찮의 種類등에 l해해서 상세한 記述이 있는 것을 보연 

만히 짧行된 듯하다. ihl1떻tl. 01 弱한 댐種인 치자 • 서향화 • 동백 뿐 아니라 耐寒性이 彈한 
소나우를 찮에 심었다는 사신은 싫我기 짧行했음을 立證해 주는 것이다 

ru효의 입고훤는 할l쇄 內에 아무렇게 냐 별녁 놓지 앓고 -定場所에 整然히 놓여 겼으며 

「땅l씨l웬」에는 두줄로 니-란헤 配列되었고 그 사이 사이에 怪石을 심은 花효도 함께 놓여져 

있다. 

(2) 휩휩 

취멍 이란 꽃나우·깥 섭 어 그 가지을 들어 을뎌 병풍처념 만든 trellis와 같은 것이다. 주로 

大門이나 俠門에서 i흠援 ù 로 內部가 훤히 짧出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렴용으로 쓰었는데? 

그 形態는 펼요에 따략 임의로 -直線댐(圖 4-14) , 혹은 기宇型(圖 4-13)으로 만들었으며‘ 

취명 사이에 「아치」형의 出入口를 만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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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앓關內에서는 쫓합의 形態가 -直線 흑은 기字댐이나 後햇의 경우에는 댐曲 있는 自然地

形에 調和되 게 曲線으로 設置되 기 도 한다. (圖 4-15) 

〈뻐 4-13) 束빼圖一部 

<11 4-14) 

<11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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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당게 한 裝節用오로도 쓰였 

가착블 總橫무로 엮어서 

가지런히 다듬는다고 

심어서 

가지는 

5색의 꽃을 심어 올려 五色의 꽃이 수놓은 병풍과 같이 

고， 1林園十六志」 縮解法에 는 대 나무처 럼 푸른것을 좁게 

위로 올라가면서 層을 만도는데 옆이나 위로 뻗은 하여 

(圖 4-13'"'-'15)와 같은 直角의 長四面體임을 聯想할 수 있다. 

짧展用 樹種은 겨 울에 도 시 들지 않는 常綠樹가 좋은데 대나우， 향나무， 주목， 측백， 사 

철나무 등이 쓰였다. 

(3) 담장용 생울타리 

쩔g屬에 서 는 향냐우 • 대 나우 • 주목 • 측백 나무 등의 常綠樹와 花木類가 쓰였는폐 lt해 울타 

리에는 버드나무·느릅나무와 같은 落葉潤葉樹가 쓰였고 더 큰 樹木이 쓰었는데 이는 機能

을 充足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4) 運池

運은 잎야 크고 줄기가 물위로 걸게 치솟아서 꽃이 피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련것이 심 

겨졌고， 잎이 작고 울위에 떠있는 것은 睡運으로 이것은 日政時代에 훨入된 것이다. 運은 

白色과 紅色 꽃이 있는데 2種을 같이 심오면 白色은 왕성 하나 紅色은 쇠 퇴 하묘로 한 연옷 

에 2種을 심을 때는 멀리 떨어지게 심i라 하였다. 

運은 運池에만 상겨지는 것이 아니라 石運池나 石樓에도 「養花小錄」에는 큰 심겨지는데 

독을 땅에 묻고 그 속에 運을 심고 고기플 몇마리 ’넣은 記錄이 있다. 

空間構成面에서의 配植第 4 節

(1) 平面意E植我

zp.面意IÆ植我란 평 면에 서 樹木의 配置가 單植 • 雙植 • 群植등오로 나타나게 되 는 것을 말 

하는데， 극히 單調한 點的인 配植이 主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人寫的오로 소나무， 석 

퓨나무 향나무， 매화냐우 등의 줄기를 둬블리게 하여 個個 樹形에 신경을 썼다는 것은 그 

런 괴기한 形態에서 나타나는 갚고 그옥한 운치를 보고자 함이다. 이런 樹種은 單植되어야 

만 그 價f直를 발휘할 수 있으며， 만약 群植원다면 二Z렌 形態의 效果는 전혀 없을 것이다. 

單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 따라서 이렌 樹種은 個個의 單木的 생깅새을 彈調하기 위해셔 

다. 

깅]有한다기 보다 點的푸로 存在하여 다 空間을 〈圖 4-17'"'-'19) 에서 보는 것처럼 樹木이 

른 裝節物처럼 點;뭘物的인 횟素로 作用하는데 한두그루의 樹木이라도 상당히 큰 했果를 주 

고 있다. 이런 樹木들은 空間內에서 서로 관련되거나 대립허게 보이지 앓고 獨立的인 느낌 

탠
 

。-E 

(2) 立面意IÆ植我

立面意IÆ植我만 植我짧을 iE面에서 바라 올해 옆으로 연결된 樹冠握의 數에 따라 單層植



李朝時代 處園의 樹木과 配植에 關한 맑究 183 

配 植 RZ aE 

〈圖 4-17) 東關圖一部

〈圖 4-18) 東關圖一部

〈圖 4-19) 東關圖一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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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二段植我， 三段植我， 多層植웠등으로 分類띈다. 植웠群을 구성하는 모든 나무의 소단 

부를 연결할 해 하나의 我空線오로 그려지는 것을 單層植載이고， 두線은 二段植我， 세線、은 

三段植我. 여러개의 線은 多}함植我를 맏한다. 

이처럼 上木， 中木， 下木 등오로 權成되어 4쉽冠 (crown; 이 立힘을 완전히 울폐지키는 추 

法은 平地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平面意E植我에서도 面의 냥3有보다는 點的인 

往tE로서 配植하였다는 것과 -服相通하는 것A로써 ~內에서는 採光， 通風을 충요지 하였 

고 폈氣를 排除키 위해 樹木이 무성한 것을 꺼렸음이나， 또 다른 理由는 담장·굴뚝 등이 

美를 저해하는 훨素가 아니고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어 정원의 주요 배경물이 됨으르 참j 

木으로 選斷할 펄요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第 5 節 配植原理

그당시 樹木의 配植이 어떤 原理에 의해서 行해 졌는지흘 明確히 斷定할 수는 없으나 陰

陽說과 風水說이 크게 영 향을 마 치 고 있는것 같다. 왜 냐하연 本章 앞節에 나타난 配植方法

을보면 樹木의 植我에도場所와 方位에 따라 吉샌|을 점치고 있고， 陰陽說의 基本原뭘인 陰

陽의 相和를 樹木의 경우에로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한 處園과 밀점한 關係가 있는 :t地選

定에 風水說이 支配的인 옳響을 미쳤으며， 日常生活에도 그 영향61 컸음에 비추어 볼 때 

風水地理의 영향이 支配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植物의 配植이 란 美的인 面， 機能的인 面， 生態的인 面등이 複合되 어 나다나는 

藝術性과 科學性을 갖아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어려운 藝術形態라 할 수 있다. 그려으료 

配植에는 風水說이나 陰陽說 외에도 오랜 경험을 通해 알려진 植物生態의 科學的인 배려와 

住居環境의 機能的인 面‘과 美的 感賞力 等야 作用했을 것이다. 

第 5 훌 事 例 핍 究

第 1 節 寶測調훌(紙面관계上 省略)

第 2 節 典型的 配植모델의 定立

@줄園을 構成하는 훨素는 담장·激台 • 연옷 • 굴뚝 둥과 같야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훨 

素들의 相互組合에 依하여 활l삶이 構成되는 것이 며 그 調和如何에 따라 美的이 나 機能的인 

效果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여러 훨素를 도외시한 樹木만의 配植이란 無意味할지 도르겠 

으나 樹木만을 對象 6 로한 本 %究에서는 樹木과 配植에 限하여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여 러 가지 制約點이 많으나 本 맑究를 緣合하는 意味에 서 擺略的언 配植이 지 만 敢히 그 도 

델을 定立코저 한다. 

모렐 定立을 찮한 前提條件오로는 

i) 文歡에 나타난 配植方法과 理論φ1 實際로 處園에 準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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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옳않l 所有者의 n쯤好에 關係없이 앞에 나온 짧種들이 모두 底園에 植했된다. 

iii) 훨分이 다른 모든 階層에 서 共히 樹木을 求得할 수 있 다. 

iv) 기타 諸般條件은 良好하다. 

李朝時代 옳園의 樹木과 配뼈에 關한 liIl究

이 러 한 前提下에 서 李朝의 廳國에 서 ~間的 特{生을 찰 나타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住현 

을 想定한다. 

李朝時代 中流 내 지 上流住::t요로써 }3\\거〈地理說의 옳響을 받은 南向의 南低 北高의 地形

階段上의 數台處理를 하고 으로써 앞面은 평 탄하고 後處과 BIJ堂地域은 언덕 진 i밟흙}地로써 

外處에는 長方形의 違池가 있고 運池 옆에는 조그만 누각이 있다. 

다음은 文默에서 引用한 事例를 中心으로 하고 賢껴IJ을 通한 事例를 典型補完하여 만든 

的인 配植 모델 zf面圖와 鳥敵圖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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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型的 配植모렐 平面圖〈뻐 5-1) 

등ð 

a뼈 結第 6 章

한 나라의 處園樣式에는 氣候 ·地形같은 自然、的 條件과 社會的 條件 및 外來文化의 짧響 

우리 環境을 받는데 우리의 底團도 初期에는 中國의 훌2響을 받았으나 李朝에 들어오연서 

에 適應된 韓國特有의 훌E園樣式의 發達을 보게 됐 다. 

李朝特有의 흩園構造는 @좋園의 空閒。1 機能的 o 로 分離되 어 獨1'L1i을 띄 고 있 o 며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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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 5-2> 」월型的 配植모델 鳥敵圖

러 한 空間이 連總的이 고 流動的 「패 턴」을 가지 므로씨 空間이 바필 혜 마다 特짧한 조間感情 

을 나타내는 것이 다. 또 |꾀水說의 i딛상響<)로 理想的인 ~地를 찾다보니 地形의 制杓으로 因

해 後행과 後底의 發達을 보게 됐는데 이 것들이 우리 盧[정의 特珠性이 다. 

이 러 한 底댐의 {짧造 l지에 서 l섣|꾀의 1빨$:횟素들은 建集的으로 彈한 i흩線處理를 하었으나 

左右對稱이 아닌 非j성짝{生을 동시에 기진 것으로 風녔式 底I젊인 中國@줄E융!과 日本底u;칭을 區

}J IJ지우는 앓準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수朝파l쉐의 쪼펴](J';J ~츄性內이l 서 어 떤 種類의 찮기〈이 어 떻 게 配植되었는가를 

젠}明힘이 本 liff究의 論듀가 된다. 

그 당시 많은 樹f1H fi깐 1'~~1에 않)점뇌 있요나 댐히 쉴:Ei되 었 던 4힘種은 소나우‘ 대 나두， 향 

나무， 매회나무， 오콩나우， 회~}나우， 느판나푸， 벚나우， 산뽕나두， 버드나무， 복승아나우 

샅구나무， 대 추나우， 석뷰나무. 자두나두， 떼나푸， 윷나무， 홍벽도， 웹香， 치자나우， 목 

단， 월계화， 산마화， 일본섣쭉‘ 띤산흥， 진 달래 . 작약， 파초， 국화， 난초등인데 줍흔 득단 

과 서향화의 암구푸- 등 요즈음 거의 볼 수 있는 

特|生을 평約하면 다음과 같다 

E윤花가 많이 있었다. 以上파 같은 챔種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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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常綠홈木의 數가 극히 적고 落葉 潤葉樹가 主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氣候가 四季가 

뚜렷하여 季節的 感覺이 뛰어난 先A들이 季節의 變化를 맛보기 

:B內에 심치를 꺼렸기 때문이라 하겠다. 

위함이며 또한 常綠樹를 

L. 樹幹이 直幹인 것보다 曲幹인 것을 흉물致있게 느꼈고 또 그렇게 

다듬은 나무(topiary) 와 같이 人工美를 보기 위한 手法이 아니라 極度의 

기 위함이다. 

만들었는데 

自然美를 

이것은 

나타내 

t:. 搭形의 

和한 f生品에 

樹冠이 없는것은 氣候的인 影響야기도 하나 

起困되는 것요로 볼 수 있다. 

날카로움을 싫어한 先A들의 溫

2.. 果木의 比重이 높다는 것은 利用 훔生을 위한 實學의 影響이라 하겠다. 

D. 花木이 主種을 이루고 있우며 여 러 꽃색 중에서 

꽃을 좋아함은 白衣民族性을 나타내는 -斷面이다. 

白色과 黃色을 좋아하는데 

以上과 같은 形態의 樹種들이 어떻게 配植되었는가를 場所에 따른 配植， 方位에 

植， 特珠形態의 配植， 空間構成面에서의 配植으로 나누어 맑究하였고， 그로 부터 

와 原則을 導出하였다. 配植原理는 다음과 같다. 

1) 陰陽說과 風7.1<地理說의 原理가 配植에도 準用되어 支配的인 俊劃을 했다. 

2) 植物의 生態的 特性을 고려 한 科學性 높은 配植이 다. 

3) 植物의 生態的 特性을 利用하여 住居環境의 機能的인 面에 置重한 配植이 다. 

配植原則은 다옴과 같다. 

白色의 

따른配 

配植原理

기. 家屋 가까이는 深根性 樹種이나 큰 나무흘 植我하지 않고 작은 꽃을 가꾼다. 

L. 西北쪽에는 大樹를 심고 東南쪽이나 西南쪽에 큰 나무를 심지 않는다. 

t:. 마당 한가운데를 避하고 마당가의 담장쪽에 심는다. 

2.. 植物의 耐陰性程度에 따라 陰地나 혹은 陽地에 집는다. 

디. 單植을 主로하여 그 樹形융 부각시 키 며 平面的으로 볼해 點的안 存tE여 서 樹木이 空

間을 러有하는 느낌이 없도록 한다. 

l:l. 크기나 樹種이 같은 것은 對稱으로 심거나 列植치 않는다. 

λ. 平地에선 二段植我나 三段植我와 같은 樹冠의 立體形은 없다. 

。. 극히 單調로운 樹種。1 使用되어 한 空間內에서 質感 (texture)의 경-한 對照、는 주지 않 

는다. 

以上과 같은 原理 原則下에서 李朝時代의 典型的인 空間構造를 가진 

만들었는데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住:B에 配植모렐을 

O 前處 : 보통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通行이 나 作業에 不便이 없도록 마당가 담장쪽에 

자리 잡는다. 

O 中塵 : 큰 樹木은 전혀 없으며 약간의 꽃과 花앓을 진열했을 정도로 樹木으로 空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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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節하는 投홈U은 미 미 하다. 

O 外處 : 많은 樹種-이 어융려 있 ò 며 花木類가 主가 되어 가장 華麗하게 裝節되었다. 

O 後底 : 數台를 따라 列植이나 立面意I!f植我의 效果가 나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特例的인 곳이다. 灌木類나 果木이 植我되었다. 

O 別處 : 外處과 後魔의 形態를 同時에 가지 고 있는 복합적 인 空間이 어 서 多樣한 樹種으 

로 各 空聞이 가지는 特徵을 모두 包含하고 있다. 

이 처 럼 個個 空間마다 樹種選擇이 나 配植을 機能的으로 하여 各 空間마다 獨特한 空間 感

情을 느낄 수 있는 變化性을 追求하였￡나 全體的으로는 落葉潤葉樹가 主가 되 어 있무으로 

統一된 安定感을 느낄 수 있다. 直線的A로 處理된 空間內에서 自由스런 配植을 함으로써 

空間의 유연성을 주게되어 ÁI美와 自然美의 調和를 꾀한 手法이라 할 수 있다. 

幾何學的인 配植手法은 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排除되었￡며 自然의 縮뚫이라든가 再創

‘造와 같은 技巧는 부리지 않았다. 生態的이며 機能面을 重視한 配植이라 하겠으며 全體的

오로는 수수하고 素朴한 느낌 을 준다. 

本 昭究에서 나타난 짧解과 생울다리는 李朝흩園의 性格을 規定짓기에는 不足한 것이나 

그 시 대 에 벨써 다듬은 나무 (topiary)가 있 었 다는 事寶은 重훨하며 앞오로도， 이 의 應用的

導入은 바람직한 것인데 現在와 같이 향나무와 같은 常綠住의 것보다 여기서 나타난 花木

‘이나 潤葉樹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것 같다. 

本 論文은 樹木만을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樹木과 다릎 處國의 構成훨素와의 調和는 

다루지 옷하여 處l훌!의 性짧을 規定짓기에는 未治한 點이 많으며 또한 配植의 美的인 典妙

함은 깊이 핍究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의 發展的 돼究가 기대되며 韓國의 傳統的 廣園의 

原形定立에 -一部分이 나마 寄與되 었A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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