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園治 · 相地論』 댐￥究 (3) :

‘城市地’를 중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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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計成이 지은 『園治'.!l (634) 의 한 편인 「相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첫 부분
은 相地하는 일반론에 해당하는 통론이고， 다음 부분은 계성이 적합하다고 선정한 여섯 가지

園基의 유형 별로 相地의 원리와 기법을 각각 논하고 있는 각론이다 1) 이 연구의 주제는 뒷부
분에 해당하는 각론의 일부분으로서 2) 도시 안에 조영하는 城市地 원림이다.
이에 연구자는 ‘城市地’의 관련 문장을 譯註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相地， 즉 부지 선정，
분석 및 설계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역주에서 인용된 원문의 저본은 중국에서 營造學社가 출판한 『園治.!I (932) ‘ 城市建設出版社
의 영인본 『園治.!I (1 957). 廣文書局의 영인본 『園治.!l. 한국에서 도서출판 造景이 영인본으로
출판한 『園治.1 (990) 으로 하였다

이들 저본에서 발견되는 몇 군데의 오류나 의문점에 대한 교열과 해석의 참고를 위해， 陳植

이 注하고 中國建葉工業出版社가 출판한 『園治注釋』 제 2판 (988).3) 張家鍵가 지은 『園i台全釋』
*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1) r相地」는 『園治』의 서론에 해당하는 「興造論」에 이어， 소주제 1M 로 구분하여 원립을 조영하는 구체
적인 원리와 기술을 다루고 있는 「園說」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다

r상지」에서 제시하는 園基의

유형은 6가지로서.1) 山林地. 2) 城市地. 3) 쨌野地. 4) 村住地. 5) 佛~地. 6) 江戶地이다. 이것들
은 계성이 독창적 제시가 아니라 이미 수 천년 동안 중국원립문화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던 부지의 유
형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 유형별 相地論의 내용은 중국 원림문화의 보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계성이 사고하고 경험한 원리와 기법들을 보태어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3)

r相地」의 통론에 관한 연구는 황기원(1 995). ‘山林뼈 에 관한 연구는 황기원 (1996) 이다.

역주에 있어 주로 참고하는 서적은 진식의 『園j台注釋』이다. 이 책은 초판이 1981 년에， 제 2판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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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3) 및 뽕 의 논문 n園治注釋」 疑義學析Ji(1 984) ， 黃長美가 擇述한 『園治.~ (1 986) ,
Hardie가 번역 및 주석한 The Craft

of Gardens (1 988)

Alsion

등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譯注

및 釋明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園治』의 여러 이론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인용하거나 참조하
였다.

2. 相地통론의 요약
먼저 전차 연구(황기원， 1995) 에서 도출된 「相地 • 通論」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여 , 이해를
돕고자한다.
0 相地의 정의
원림을 조영하는 興造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相地이다. 이때 相地는 좁은 뜻으

로는

‘부지의 분석’

‘부지의 설계’

(site analysis) 이지만， 넓은 뜻으로는 ‘부지의 선정’ (site selection) 과

(site design) 까지 포용한다.

O 園基의 유형

원림을 꾸밀 터인 원기의 위치로서 山林地， 江湖地， 해野地， 村Et地， 城市地， fi旁 E효地를 들고

있는데， 산림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각 유형 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지
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기법을 상술하고 있다.

0 적합한 환경
園基 자체의 조건으로서 모든 유형의 부지에서 외진 곳을 들고 있으나， 부지의 방향성에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지형지세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무리한 토공사를 억제하고 있다. 부지를 조성할 때에는 특히 물에 역점을 두어 用水源을 확보
함은 물론이고 水景을 조성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지의 공간은 단위 공간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분할된 공간을 현명하게 조합하여
각 공간의 장점을 서로 연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간의 조성
에 있어 길과 울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 景物

원럼에 베풀 景物로서 식생， 건축물과 가산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 식생의 경우 기존의 자생

림이나 식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대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등 주요 수종의 재식 장소
와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것이 因， 즉 환경설계에 관한 것이라면， 借， 즉 차경을 통한
경관설계에 대해서도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相地의 목적

계성은 「相地」의 궁극적 목적을 ‘相地合宜 構園得體’ 라는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다. 다시 말
년에 출판되었다. 원문의 일부가 교열되었고， 주석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
로 제 2판을 참조하도록 하며， 진식 (2: 쪽수)으로 표기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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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특정
유형

업지 환경

山林地

임목이 우거진 산림

번잡하고 시끄러운

城市地

도시 내의 뼈偏한 곳

특정
。天然之j趣를 이루고 있어 A事之工이

불필요하므로 園基로서 가장 좋은 곳
。원래는 원림을 만드는 것이 불

가능하나 뼈偏한 곳이면 가능.
0 자연을 즐기기 위해 시골 마을 일대에서

村!主地

시골마을내의 농장

갖ß野地

城市와 가까운 시골

{旁격::.1'也

살림집과 인접한 곳

。간소하고 편려한 곳

江湖地

강변이나호반

。물과 땅이 만나는 곳

경치가 빼어난 곳을 선정함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아 마음

대로 왕래할 수 있는 곳

모처
一1

-,

。閒閒郞景

0 寂寂探春
。得間郞짧
。 l짧興遊

0 歸林得意

。老團有餘
。陣風月淸훌
。休犯山林罪過
。便千樂間
。護후之佳景

。尋閒是福
0 知享 gp優

해서 땅을 잘 살펴서 구한 원림터가 환경이나 경관에 관한 조건에 적합하면， 그 위에 꾸미는
원림은 저절로 바람직한 형상의 틀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은 계성이 「興造論」에서 설파

한 것처럼 “원림을 만들 때에는 주어진 환경 조건을 과학적으로 파악， 활용하는 인지와， 바깥
의 경관을 이끌어 들이는 차경에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할 뿐 아니라， 인지에 있어 자연과 인공

의 상호 적합성을 살리는 제의와， 차경에 있어 원림 내외의 형태를 살리는 득체에 예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園林巧手因借 精在體宜) 는 원리를 相地의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다.

ll.

譯

註

|相地-城市地|
〔힘11 譯〕

@ 市井은 不可園也이도다. 如園之는 必向뼈偏可葉하도다. 憐雖近f삼하더라도 門據無譯하느니
라.
【市井은 (造)園이 不可하도다. 만약〔如〕 之에 (造)園하자면 必허 뼈偏에 向하면 可葉하도

다. 비록(雖) 憐이 近倚하더라도 門據하면 無護하느니라】

@ 開짧 하고 竹木遺飛聲雄하도다. 臨演 하고 架체橫引長뾰하도다.
【開쩔에 하고， 竹木(間)에 壘雄가 違飛하도다. 臨康에 하고， 榮폐에 長뽀I을 橫引하도다】

@ 院廣하면 쳐훌*홈하고， 提灣하면 宜柳하도다. 別難成뿔하니 鉉易寫林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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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이 廣이면 햄를 權하고， 提가 灣하면 柳가 宜하도다. 別(途)로 成뿔함이 難하니 鉉에 薦
林이 易하도다】

@ 架屋隨基하고 橋水堅之石麗하도다.
【架屋은 隨基하고 溶水는 石麗으로써 〔之〕 堅하도다】

@ 安힘흉景하고 時花笑以春風하도다 虛聞i윷취히하고 淸池핍月하도다. 洗出千家煙雨하여 移將
四뿔圖書하도다.
【安훈하여 得景하고 時花하여 春風을 笑以하도다. 虛聞은 陰쩌하고 淸池는 ?힘月하도다. 千

家煙雨가 洗出하여 四뿔圖書로 移將하도다】

@ 素入鏡中繼혔이요 춤來郭外環햄이도다.
【素가 鏡中으로 入하니 飛練。1 요 좁이 郭外에서 來하니 環牌이도다】

@

형藥宜爛하나 홉織末架아니라. 不防 石하나 〔最〕厭編햄이니라. 束〔未〕久重修하고 安華不析

이리오?
【혐藥은 爛에 宜하나 醫織는 架에 未하니라. 石은 不防하나 編뽑은 〔最〕厭하니라. 束久하여

重修하면 어찌 〔安〕 不杓를 畢하리오?】

@ 片山多致하고 #石生情하도다. 虛薰影돼擺하며 嚴曲松根盤 하도다.
【片山도 多致하고 #石도 生情하도다. 虛에는 薰影。1 돼擺하고， 嚴曲에는 松根이 盤 하도

다】

@ 足徵市隱簡勝뚫居하도다. 能寫簡處尋뼈하니 胡舍近方圖遠하리오?
【市隱이 오히려 〔햄〕 뚫居에 勝함을 足히 徵하도다. 能히 |햄處에서 뼈를 尋할 수 있으니 〔薦〕

어찌〔胡〕 近方을 舍하고 遠을 圖하리오?】

@ 得閒郞諸하여 隨興操遊하느니 라.
【得間하면 郞諸하여 隨興하며 操遊하느니라】

〔職譯〕

번잡하고 소란한 도시 안에는 완림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원림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시 내에서도 비교적 그응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웃이 번잡한 시가지에 너무 가깝다면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원림 안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외
부와 단절해야 한다.
원림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은 구불구불하게 내고

대나무를 위시한 나무는 나무가시 너머로

도시의 높은 성벽이 아득하게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심는다. 원림의 둘레에는 해자를 구
불구불하게 파고， 원림의 사립문 앞에는 무지개처럼 생긴 다리를 길게 걸쳐놓는다.

뜰이 넓으면 오동나무를 심고， 해자나 지당의 둑이 휘어져 있으면 버드나무를 심는 것이 좋

다. 원림 안에 따로 별서를 짓기 어려우므로 이곳에는 숲을 만드는 것이 도리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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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바탕을 이루는 지세를 잘 살려서 집을 짓고‘ 물길을 파내어 물이 잘 통하게 하되 돌
로 둑을 쌓아 튼튼하게 만든다.

정자는 좋은 경치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세우고， 꽃들은 봄바람을 따라서 웃는 듯이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심는다. 허허로운 누각 주변에는 오동나무를 심어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맑은

못에는 달빛이 비치도록 한다. 비가 와서 있는 도시의 하늘에 자욱하게 드리웠던 더러운 대기
가 씻겨지고， 그 비가 개인 후 맑은 밤하늘의 달빛이 사방에 책이 가득 찬 서재의 창 너머로
스며들게 한다.
폭포는 비단을 펼친 듯 흰빛을 발하면서 지당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만들고， 도시 밖에 병풍

처럼 서 있는 푸른 산봉우리들이 잘 보이도록 차경을 한다.
작약은 난간 가까이 심는 것이 서로 잘 어울리지만. 장미는 시렁에 올라가도록 심어서는 안
된다. 꽃들이 돌에 걸쳐 자라도록 심는 것은 괜찮지만， 꽃울타리처럼 엮는 것은 절대로 안 된

다‘ 꽃가지를 계속하여 묶어두고 심하게 손질하면 어찌 그 꽃이 상하지 않고 싱싱한 상태를 유
지할 수 있겠는가?

가산은 비록 작지만 정치가 많도록 꾸미고‘ 괴석은 비록 작지만 정감을 자아내도록 놓는다.
열린 창 너머로는 파초를 심어 그 영롱한 그림자가 드리우게 하고， 구불구불한 바위틈에는 소

나무를 심어 그 드러난 뿌리가 넓게 뻗어나도록 심는다.
이처럼 원림을 꾸미면 번잡한 도시 가운데에서 은거하는 것이 고요한 자연 산림 속에서 은거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그욱한 분위기를

능히 찾을 수 있으니 어찌하여 가까운 곳을 저버리고 멀리 갈 까닭이 있겠는가?
한가한 틈이 날 때마다 이 원림을 곧장 찾아가서， 홍을 쫓아 벗들과 더불어 노닐 수가 있다.

〔義譯〕

@

시정에서는 원림을 만들 수가 없다. 만약 여기에 원림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욱하고 한적한
곳을 향하여야 만들 수가 있다. 비록 이웃이 속세에 가깝더라도 문을 닫으면 시끄러움이 없

다.

@ 오솔길은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죽목은 성벽이 멀리 높게 솟아 있게 심는다. 원렴을 두르는
해자는 구불구불하게 파고， 원림의 사립문 앞에는 무지개 다리를 길게 걸친다.

@

뜰이 넓으면 오동나무를 능히 심고， 둑이 휘어져 있으면 버드나무가 알맞다. 따로 별서를

짓기 어려우니 이곳에 숲을 만드는 것이 쉽다.

@ 지세를 따라 집을 짓고‘ 물길을 파내고 돌로 둑을 쌓아 튼튼하게 한다.
@ 정자는 경치를 얻도록 짓고 꽃은 봄바람을 맞도록 심는다. 허허로운 누각 둘레에는 오통나
무의 그늘을 드리우고 맑은 못에는 달빛이 잠기도록 한다. 비가 와서 도시에 자욱하게 드리
운 더러운 대기를 씻어내니， 비 캔 후 맑은 달빛이 네 벽에 책이 가득한 서재로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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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빛이 거울 속으로 들어오니 나르는 비단 같은 폭포이다. 푸른빛이 성밖에서 찾아오니 푸
르게 두른 병풍이다.

@ 작약은 난간 가에 심는 것이 알맞으나， 장미는 시렁에 올려서는 안 된다. 꽃들을 돌에 걸치
도록 심는 것은 무방하지만， 꽃울타리처럼 엮어 놓는 것은 가장 꺼린다.

오랫동안 묶어두고 심하게 손질하면 어찌 상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겠는가.

@ 작은 가산도 운치가 많고 작은 돌도 정감을 자아낸다. 열린 창 너머로는 파초의 그림자가
영롱하게 드리우고， 구불구불한 바위틈에는 소나무 뿌리가 넓게 뻗어 있다.

@ 시정 속에서 은거하는 것이 산림 속에서 은거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족히 증명할 수 있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그옥한 분위기를 능히 찾을 수 있으니 어찌 가까운 곳을 저버리고
멀리 갈 까닭이 있겠는가?

@ 한가함을 얻어 곧장 찾아가서， 흥을 쫓아 벗들과 더불어 노닐 수가 있다.

〔注譯〕

@
• 市는 저자， 市街이고， 井은 우물， 마을이다. 市井은 1) 저자.
에서는

2)

시가의 뜻이 있는데， 여기

‘번잡하고 소란한 시내’ 라고 풀이한다. 市井之A이라는 말이 있어 시중의 속인을 가

리키며， 市井雜輩라는 말은 이보다 더 얄잡아 보는 말이다. 井戶는 시장 가운데 있는 집을
가리키는데， 이때의 井은 옛날의 장터를 말한다.

비슷한말로서 흉이 있다. 이것은 마을 안에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 곧은길은 街라고 하고， 굽

은 길은 흉이라고 하였다. 또 마을， 문밖이라는 뜻도 있다. ~I댐흉은 좁고 지저분한 거리， 빈
천한 사람들이 사는 협소한 골목을 가리킨다. 이때 植는 좁다， 낮다. 천하다， 보기 흉하다
등의 뜻이 있다.

• 之는 강조하는 어조사로 보면 ‘꼭’ 이라고 풀이된다. 진식은 要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지를
지시대명사로 보면

‘이곳’ 으로 풀이된다. Hardie는 ‘그곳’ (there) 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

기에서는 ‘이곳’이라고 풀이한다.

• 如는 ‘같다’ 는 뜻보다는 ‘만약’ ,

‘가령’

등과 같은 假定의 뜻으로 풀이한다.

(興造論〕에 쓰

인 假如와 뜻이 같다.

• 뼈偏은 그육하고 한적하다는 뜻이다. 偏은 번잡한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한적하다는 뜻으
로 풀이된다. 그러나 〔興造論〕의

‘偏’缺이나 〔相地 通論〕의 ↑싸偏’에서는 ‘땅이 평평하지 않

고 기울어졌다’ 라는 뜻이다.

• 倚은 시정의 세속적 환경을 가리킨다.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의 ‘釋明’을참조하라.
• 門據은 ‘문을 닫아건다’ 는 뜻이다.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의 ‘釋明’ 을 참조하라.
• 譯(화)는 시끄럽다. 떠들썩하다는 뜻이다. 듭華然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가리키고， 譯B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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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따갑고 눈이 어지러움을 가리킨다.

@
• 逢週(위이)는 구불구불한 모양， 물이 굽어 흐르는 모양 등을 묘사하는 말이다

j쫓뾰이라고

도한다.

• 빠純(연완)은 뱀이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모양이나 산맥이 길게 이어진 모양 등을 묘사하는
말이다.

• 違飛는 ‘멀고 높다’ 는 뜻으로서， 죽목을 심어 그 너머로 성벽이 아득하게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지침을 가리키고 있다.

• 推에는 1) 핑. 2) 척도의 단위. 3) 담， 성벽의 성가퀴. 4) 고삐‘ 5) 주사위의 눈. 6) 풀을
베다. 7) 평평하게 하다 등의 뜻이 있는 바， 여기에서는 3) 의 뜻을 취하여

‘성벽’ 이라고 풀

이한다. 진식(1 988: 60) 은 城網. Hardie(46) 는 city-wall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 康는 원래 성 둘레를 따라 파는 방어 및 배수용 埈字 (moat) 를 가리킨다. 진식

(1988:

60) 은

단순히 원림 안의 池핍로 풀이하고 있으나， 성시원렴이 외부의 시끄러운 세상과 격리하는 지
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자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蘇州의 漫浪亨 바깥의 둘레를

흐르고 있는 개천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榮체(시형)은 1) 잡목 2) 중屋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박한 사립문을 가리키는 榮
門， 츄5展라는 뜻으로 풀이 한다.
·橫引은 홍예교를 가로질러 놓는다는 뜻이다.

• 長뾰은 ‘긴 무지개’ 라는 뜻이나， 무지개처럼 생긴 뾰I 뺑騙를 가리킨다.

@
• 院은 1) 담. 2) 주변이 담으로 둘러싸인 궁실. 3) 관청. 4) 사람이 사는 장소의 범칭. 4)
정원의 저절로 생긴 공간 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4) 를 취하여 주택의

‘똘’ 을 가리킨다.

院子， 院落， 天井이라고도 한다. 진식(1 988: 60) 은 院落이라고 풀이한다.

• 格를 벽오동나무， 樞을 오동나무로， 楊을 갯버들， 柳를 수양버들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기
에서는 같은 것으로 본다. Hardie는 챔를

phoenix tree ,

fI폐을

pawlownia

tree로 구분하

고있다.

• 提는 방죽， 둑이다. 提灣에서 灣은 1) 물굽이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2)

활등처럼 훤 모

양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앞 구절의 廣과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2) 가 적합하다. 寶과 같

다.
·활는 別뿔를 가리킨다
·찮에는 1) 무성하다， 늘다. 2) 더욱， 3) 여기， 이에， 4) 곧， 즉시 등의 뜻이 있다. 여기에서
는 3) 을 취하여

‘이곳’ 이라고 풀이한다. 즉 딴 곳에 별서를 따로 만들기 어려우므로， 성시원

렴 안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쉽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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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는 앞에서 나온 園基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성시원림의 집을 짓는 경우이므로 부지의

바탕을 이루는 地勢로 풀이한다. 진식은 地勢(1 981: 53) 로 풀이하다가‘ 地基 (1988:60) 로
다르게 풀이하였으며. Hardie(46) 는 ‘ the

lie of the land' .

즉 지세로 풀이하고 있다.

·溶은 바닥을 파내어 물길을 통하게 하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之는 ‘으로써’로 풀이된다.

• 魔은 원림 안을 흐르는 개울의 河뿜을 가리킨다. 石麗은 돌로 쌓은 둑이다.

@
• 安亨은 정자를 좋은 자리에 세운다는 뜻이다.
·得景은 경치를 얻는다는 뜻인데， 借景을 가리킨다. 진식은 짜景色(1 981:

53)

또는 增景色

(1 988: 60) 이라고 풀이하니， 경관이 좋은 자리에 정자를 세울 뿐 아니라‘ 정자 또한 좋은
경불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 時에는 1) 모종을 내다， 심다. 2) 풀이름. 3) 小圓香 등의 뜻이 있는데 1)을 취한다.
·以는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진식은 ‘맞이하다’(迎)로 풀이한다.

• 陰쪽은 오동나무의 넓은 잎들이 그늘을 드리우게 한다는 뜻이다.
·펴月은 못의 물이

‘달을 적시다’는 뜻이다. 즉 못의 수면에 달이 비치니 마치 달이 물에 젖

은 것 같다는 표현이다.

• 千家는 도시의 많은 건물， 또는 많은 건물이 있는 도시를 가리킨다. 煙雨는 연기와 비， 또는
이슬비(細雨)가 아니라， 도시에 연기처럼 자욱하게 더러운 대기가 깔려 있는 기상상태를 가
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洗出千家煙雨는 비가 와서 도시 안의 더러운 대기가 씻겨나

가고， 개인 후 청명한 날씨를 가리킨다.

• 將은 1) 보내다 2) 나아가다 3) 전하다 4) 흘러가다 등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다 뜻이 통한
다. 移將은 ‘스며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서가의 책장에 비치
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 四뿔圖書는 서재의 네 벽에 책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
·素入鏡中飛練은 글자 그대로는 “흰빛을 띠고 거울 속으로 들어오는 날아가듯 펼친 비단..

또

는 “날아가는 듯 펼친 비단이 흰빛을 띄고 거울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素는

폭포의 흰빛을 가리키며， 뒤에 나오는 춤과 대를 이룬다.여기에서 鏡은 거울이 아니라， 원림
안에 있는 지당의 고요한 수변을 가리키는데， 明鏡止水라는 말을 연상케 한다.練은 원래 부
드럽게 잘 누인 깨끗한 비단인데， 지당에 설치한 인공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양이 이런

비단을 활짝 펼쳐 늘어뜨린 것 같다고 본다. 그래서 飛練은 飛灌， 飛폈과 같이 爆布를 이르
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폭포가 흰빛을 띄면서 지당으로 떨어진다”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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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來郭外環牌도 글자 그대로는 “푸른빛을 띄고 성곽 밖에서 들어오는 퉁근 울타리” 또는 “둥
근 울타리가 푸른빛을 띄고 성곽 밖에서 들어온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環뽑은 퉁그렇

게 둘러서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킨다

r借景〕에 보면 “먼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서 었다

(遠뼈環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상황이다. 진식(1 988: 6 1)은 “성곽 밖에 산봉우리가
둥그렇게 서 있는데 열려 있는 취병을 닮았다(鄭外環列的山뿔 似開쭉뽑)"라고 풀이하고 있다.

@
·혐藥 (Paeonia lactiflora) 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화초 또는 약용으
로 재배한다. 꽃은 5-6월에 피고. 백색 적색 등 여러 품종이 있다. 키는

50-80cm

정도이

다. 햇볕이 잘 드는 점질양토에서 가장 생육이 좋으며， 비료분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뿌리가
붉은 빛을 띄므로 학술적으로는 적작약이라고 한다.

王觀이라는 사람이 지은 『揚↓|‘l혐藥諸』가 전해지는데， 揚州가 특히 작약으로 유명하였다고 한
다. 이것에 비해서 낙양은 모란으로 유명하였다고 한다(程%熊:

332-333).

한편 같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며 작약과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로서 u판(모란

Paeonia

suffruticosa) 가 있다. 이것은 높이 2m에 달하는 낙엽관목이다.

• 未는 不이나 非와 같이 ,’ 해서는 안 된다’ 는 뜻이다. 그래서 홈徵末架는 장미를 가꿀 때에 시
령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줄장미가 아닌 여느 장미는 시렁에 올려 키우지 않는 것이
옳은 재배법이다.

• 똥(벙)은 빙과 같은 뜻으로서

‘기댄다 .

‘걸치다’ 라는 뜻이다. 不防 石은 “돌에 걸쳐놓아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編牌은 ‘花牌처럼 엮는다’는 뜻이다. 花륨은 수직으로 세운 시렁이나 울타리에 꽃을 올려 키
운 것을 가리킨다.

·束久重修는 오래 동안 묶어 놓고， 지나치게 다듬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꽃을 화병으로
만들 때에 끈으로 계속 묶어 두고 또 심하게 전정을 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을 가리킨다. 束
을 『木經全書』판과 가도서점판에서는 未라고 표기하였으나， 진식의 교열 및 영조학사판을 쫓
아 束으로 적는다. 修는 꽃의 잎이나 가지 등을 전정하고 가다듬는 작업을 가리킨다.

·華는 ‘드리우다’는 원래 뜻에서 ‘유지한다’ , ‘지탱한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
• 片山과 #石은 원렴 안에 설치한 石假山과 怪石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한다.
• 虛薰影돼擺과 관련된 표현으로서는 〔園治 借景〕에서 나오는 ‘半 뽕隱薰빼’ 이 있다. 파초 잎
은 넓고 앓으므로 햇빛을 받으면 반투명한 푸른빛을 띄는데， 이것이 바람을 받아 흔들리면
열고 짙은 푸른빛이 일렁거리므로 영롱하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은 짤、의 원래 글자
이다.
·嚴曲은 석가산의 바위틈을 가리킨다. 嚴曲松根盤 은 석가산의 울퉁불퉁한 바위틈으로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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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뿌리가 넓게 뻗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소나무 등과 같은 나무가 바위틈과 같이
토층이 앓은 곳에서 자라는 경우에는 뿌리의 일부가 바깥에 노출된다. 이때 노출된 뿌리는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얽히듯 덮이게 되어 매우 기이한 풍취를 이루어낸다. 중국 회화에서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화법을 일러

‘畵樹露根法’ , 또는 ‘露根畵法’ 이라고 한다(1'中國書畵蘇

典JJ) .
·盤碼은 1)다리를 뻗고 편하게 앉은 모양.

2)

넓은 모양을 가리킨다l'莊子 田子方』에

‘옷을

벗어 부치고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앉는다(解衣盤購)’ 는 말이 나오는데，‘ 중국 회화。1 론에서

‘그림을 그리든 글씨를 쓰든 어느 경우에나 정신적으로 속박받지 않는다’ , 즉 ‘자연을 따른
다’ 는 창작 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훌路 45-46).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같다.

“송의 원군이 장차 그렴을 그리려 하자 여러 화공들이 모두 이르러 명을있었는데 한가하게
빨리 걷지도 아니하고， 명을 받아 읍하고는 서지도 아니한 채 곧 방으로 가버렸다. 원군이
사람을 시켜 그를 보게 하니 , 곧 옷을 풀고 다리를 뻗은 채 벌거벗다 시피 하였다고 한다.
원군이 이르기를 ‘옳다! 이 자가 진정한 화공이다’라고 하였다(宋元君將畵圖 聚史皆至 受揚
而立 筆和훌훌 在外者半 有一史後至者 然不趣 受揚不立 因之舍 公使A視之 則解衣盤 君日 可
옷是률畵者也)

@
• 足은 ‘족히’ 라는 뜻이다. 뒤에 나오는 能과 대응한다.
·徵은 證과 같은 뜻이다.

‘증거를 세우다’는 뜻이다.

• 市隱은 성시 중에서 은거하는 생활， 또는 그 거처를 가리킨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이 논문의
釋明을 참조하라. 이것과 대응하는 뚫居는 원래 ‘새둥지처럼 나무 위에 지은 집’ 을 가리키지
만， 여기에서는 산림 속에 은거하는 생활， 또는 그 거처를 가리킨다.

• 勝은 ‘더 낫다’ 는 뜻이다.
• 間(뇨)는 시끄럽다， 혼잡하다는 뜻이다. 關處는 시끄럽고 번잡한 도시의 일반적 상황을 가리
킨다.

• 尋은 찾다， 얻어내려고 뒤지다 는 뜻이다.
• 胡는 ‘어쩨’ 라는 뜻이다. 何， 安 등과 같다.
·舍는

‘집’이 아니라

‘버리다’는 뜻이다. 搖와 같다. 이에 대응하는 圖는

‘그림’이 아니라

‘圖譯하다’ 는 뜻이다.

@
• 得閒은 ‘한가한 때를 얻는다’ , ‘여가가 생긴다’ 는 뜻이다.

• 예 (諸)는 ‘가다， 도달하다， 이르다’ 는 뜻이다. 郞誼는 곧장 원림으로 간다는 뜻이다.
• 隨興은 홍을 따르다， 홍을 쫓다 는 뜻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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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操遊는 벗을 끼고 노닌다‘ 벗과 더불어 함께 노닌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釋

1H.

1.

明

城市와 市井

계성이 원림을 꾸밀 수 있는 장소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城市地이다. 城市地라

는 것은 오늘날의 도시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4) 범위가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생업을 상공업과 서비스업 등에 의존하며， 고밀도이고 인공물이 많은 환경이라는 점은 예나 지
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계성의 활동기인 명조 말에 이미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나타났고， 각종 상공업이 발달
하여 많은 도시들이 복잡하면서도 활기 있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載均良:

257-286).

그러

나 중국의 도시는 우리의 도시와는 달리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민이나 천민들도 함께 살 수 있
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질이 매우 열악하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에게

있어 도시라는 환경은 벼슬살이를 하거나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정주환경이었지 가장 이상적인 정주환경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도시관은
많은 예술작품을 통해서 표현된 전원생활의 선호사상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도 하지

만， 직접적으로 도시의 열악함을 표현하는 문헌이나 어휘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도시를 표현하는 어휘
그러면 먼저 도시를 표현하는 어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市’ 는 오늘날에는 도시 자체를 가리키지만 원래는 ‘저자’ 를 뜻한다， 市라는 글자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뜻이 분명하다. 이 글자는 미(경)과 -L(두)와

I (곤)이라는

세 글자가 모여서 이

루어진 것인데， 미은 ‘멀다’ 는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잇달아 멀리 나 있는 길(
(-)가 있는 상황을 그린 글자로서

‘경계 밖의 먼 곳’ 이라는 뜻도 있고，

I

1) 에 경계

‘멀리 둘러싸고 있는

경계’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이런 ‘경계 안의 어떤 영역’이라는 뜻도 있다는 돼지머
리를 가리키지만， 之와 같은 글자로 보기도 하므로 ‘간다’ 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은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그을 때에는 ‘물러섬’ 을， 아래에서 위로 그을 때에는 ‘나아감’ 을 나타낸
다. 그래서

‘서로 통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교통이나 유통을 뜻한다. 그래서 이 세 글자의

뜻을 모아 보면，
(權智庸:

‘어떤 영역으로 가서 서로 통한다’ , 또는 ‘가서 서로 통하는 어떤 영역’ 이다

113).

이 글자를 다르게 풀이해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미을 한 폭의 천으로.

I은

그 천을

띠에 차서 드리우고 있는 모양으로 풀이하여 두 글자를 합하면 수건이 되고 나아가서 두건이

4)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는 都市를 城市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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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기에 之와 같은 뜻인 --'-가 합하면 사람들이 외출복을 차려입고(띠) 사람이 많이 모아
는 곳으로 간다(之)는 뜻으로 풀이된다(權智庸

113.

東亞漢韓大蘇典:

56 1).

이것은 다름 아

닌 저자이다. 그래서 市는 도시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한 것이다.

자고로 저자(場市， 市場)라는 곳은 인간의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물화를 집산， 교환하는 곳
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영리라는 심리가 팽배하고. 거래를 위한 교통과 대화가
소란하고， 쓰레기가 넘치는 등 그 환경 자체는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다.
아와 같은 市는 도시 안에서 정기적 a로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市場의 형태를 갖기도 하지

만‘ 도시가 커지고 상거래가 활발해지면 상설 점포가 집중되어 거리를 형성하는 市塵의 형태를
갖기도 한다. 그래서

‘市街’ 라는 말은 점포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반듯한 도시의 중심이 되

는 길을 가리킨다.
한편 ‘井’ 은 주로 우물을 가리키지만，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물이 있는 곳은 당연히 사

람이 늘 모여있게 마련이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물만 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소식을
주고받으므로 井은 ‘커뮤니케이션 센터’ 의 역할을 하게 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市井’ 이라는 말은 저자를 뜻하기도 하고， 시가를 뜻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유래한 市
井之A이라는 말은 시중의 속언을 가리키며， 市井雜輩라는 말은 이보다 더 얄잡아보는 말이다.
또 ‘井戶’ 는 시장 가운데 있는 집을 가리키는데

이때의 井은 옛날의 장터를 말한다고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말로서 흉이 있다. 이것은 마을 안에 있는 거리， 마을 문밖을 가리킨다. 특
히 곧은길은 街라고 하고， 굽은 길은 흉이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상업지역 내의 길이 아

니라 주거지역 내의 길을 가리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聞흉이라는 말은 여염집， 즉 살림집들이 모여있는 곳의 길을 가리키고， 특히 陣흉이

라는 말은 좁고 지저분한 거리， 빈천한 사람들이 사는 협소하고 보기 흉한 골목을 가리킨다.

@

도시의 열악함

이와 같이 도시에 관련된 말들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집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1삼

먼저 城市를 ‘f~' 으로 보는 관점을 살펴보자. 計成은 城市地에 관한 이 글에서도 “이웃이 倚
에 가깝다(憐近倚)"라는 말을 쓰고 있고， 앞의 「興造論」에서도 “속되면 곧 가린다( f:씁則牌之)"
라는 말을 쓰고 있는 등 도시-엄밀하게는 원림 밖의 환경-를 倚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倚은 1) 풍속. 2) 바라다， 원하다. 3) 잇다

계승하다. 4) 보통， 범용， 5) 속되

다， 비속하다. 6) 세상， 세상사람， 7)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倚이라고 함은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환경이되， 특히 질적인 면에
서 범용하기도 하고 멋이 없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한 상태에 있는 환경의 질을 가리키는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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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환경을 倚世. f용間이라고 하고， 그곳은 시끄럽다고 하여 fíf聲이라는 말도 있고，

냉새가 나쁘다고 하여 f삼莫라는 말도 있고， 먼지가 많다고 하여 倚埈. f~塵이라는 말도 었다.

2) ^事와 A境
이와 같은 倚의

‘생활’ 을 일걷는 개념은 ‘A事’ 이다. 關淵明의 〔歸田園居 其二〕를 보면 “시

골이라 번거로운 인간사가 없다(野外뿔A事)"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倚의

‘환경’ 을 일

컴는 개념은 ‘A境’ 이다. 關淵明은 〔欲酒 其五〕라는 시에서는 “사람들 틈에 농막을 짓고 산다
(結盧在A境)"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사람들이 성시 안에서 원림을 조성함에 있어 꺼렸던(護) 倚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를 살펴보자. 그 중의 하나는 많은 교통량과 따라서 발생하는 소음， 즉 倚聲일 것이다. 다시

關淵明의 「歸田園居 其二」를 보면 “빈촌이라 세도가의 마차가 오지 않는다(罷흉흉輪軟)"는 구
절에서 輪 (수레바퀴와 말의 배띠)이라는 어휘를 쓰고 있다. 또 關淵明의 「飯酒 其五」에서 “수
레바쾌 구르는 소리를 시끄럽게 울리며 찾는 자 없다(無車馬n宣) 라고 하면서 車馬， 즉 높은 사

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의 시끄러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白居易의 「買花」에 나오는
“수도 장안에 봄이 다하려 할 때면 시끄럽게 수레와 말들이 오가며(帝城春欲흉 n宣n宣車馬度)"라
는 구절에서도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시끄러움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交際의 번거로움
이기도 하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성시지의 원럼에서 문을 닫아건다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교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도이다.
이와 같은 성시의 환경적 문제는 郭熙가 『林폈高致』에서 사용한

‘塵뽑體銀’ 라는 개념으로

잘 요약된다. 즉 塵(먼지) (열린 장시) (고삐)銷(사슬)은 도시의 먼지 나고 시끄러운 물리적

환경과， 인간을 조이고 얽매는 사회적 환경인 것이다(黃建源.

1992: 164). 白居易의 시구인

“폼이 강쇄에 묶였다(身去 銷累)’라든가0"漢書敎傳』의 구절인 “명성의 고뼈와 사슬에 묶였다
(擊名聲之 銷)"라든가 하는 표현(蘇海)에서 관용구처럼 쓰임을 볼 수 있다.

2. 市隱
그러면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림을 과연 꾸밀 가치가 있고， 또 방도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성은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내에는 원렴을 만들 수가 없다(市井 不可園也)"라
고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이 부정적 단언은 일차적으로는 산림지에 비해 성시지가 원기로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나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었다. 그러나 그는 이 단언 이후에도 성시

에 관한 相地論을 오히려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市井’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있다는 점에서 성시지 안에서도 제법 훌륭한 원렴을 가꿀 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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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성시지에 관한 글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집약되고 있다.

“번잡한 시정 가운데라도 조용히 숨어 지내기를 만족한다면 자연 속에 새집 같은 움막을 짓
고 사는 것 보다 오히려 나으며

번잡한 가운데 능히 그육함을 즐길 수 있으니 어찌 가까운 곳

을 저버리고 멀리 갈 것 있겠는가? 한가한 틈이 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함께 흐드러지게 노
닐 수 있다" (足微市隱 續勝뚫居 能馬簡處尋뼈 胡舍近方圖遠. 得間郞諸 隨興操遊)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은 다음의 것들이다.
@市隱

城市地의 원렴은 번잡한 市井 안에서는 둘 수가 없지만， 일정한 장치를 도입하여 잘 꾸미면
市隱， 즉 “城市 안의 隱速”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은일을 하는 장소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계성

도 城市地보다는 다른 환경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속세를 벗
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속세에 파묻히지도 못한 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든가， 양다리를 걸치
던가 하는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므로 성시 안에서 원립을 꾸미는 까닭은 속세의 생활을

하면서도 은일의 멋을 즐기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성은 “번잡한 가운데 능히
그육함을 즐길 수 있으니 어찌 가까운 곳을 저버리고 멀리 갈 것 있겠는가?(能寫關處尋뼈 胡舍

近方圖遠)"라고 묻고 있다. 또 ‘정시가 원림의 터로서 좋은 점은 편리한 데에 있다(城市便家)"
라고 〔相地〕 서론에서 갈파하고 있다.

한편 쯤의 王嚴個가 일찌기 “小隱은 陸數에 숨고， 大隱은 朝市에 숨는다”라고 했듯 진정한
은사는 오히려 조정과 성시 안에 숨을 수가 있으니， 城市地 안의 원림은 바로 그러한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표현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심오한 동기 때문에 성시지 원림을 영조하게 되는 것이 아날
것이다. 솔직하게 보건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를 떠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일 것이다이 입장은 郭熙의 『林쳤高致』에서 산수화를 그리는 동기로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즉 그는

모든 군자들야 산수를 사랑하는 것은 전원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 바탕을 키우고자 함이
고， 자연 속에서 뛰어난 경관과 벗하면서 예속의 구애를 받지 않으려 함이고， 자유롭게 야생의
동물을 벗하고자 함이고， 신선과 성인의 경지에 접근하고자 함이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리워하고 벗하려는 마음은 꿈속에나 있을 뿐 현실의 감각세계와는 단절되어 있다" (林렸之志
뼈露之個 夢探在뀔 耳팀斷總)라고 하였다

그래서 출사를 통한 세속적 출세를 무시할 수 없으

면서 은일을 꿈꾸는 군자가 집안 마루에 앉은 채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坐罷果整’ 의 방도
로서 산수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黃짧源.

1992: 158-167).

@得間
그러면 이와 같은 성시 속의 원림이 가능하자면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계성

은 이 점에 대하여 먼저 “한가한 시간을 얻는다(得間)"라고 하여 현실생활의 꽉 조이고바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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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속에서 餘隔를 얻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예 한가한 은일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시로 즐기는 은일의 원림이 아니라，
바쁜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한시적으로 즐기는 여가의 원림이 바로 성시 안에 꾸민 원림이라
는것이다.

여기에서 間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것은 빽빽한 일과 속에서 얻어내는 빈틈인
‘時間’ 이기도 하고， 빼곡한 도시공간 속에서 얻어내는 빈틈인

‘空間’ 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곧

장 원림으로 갈 수 있다(得間郞誼).
이 둘이 있고 또 어울려야만 비로소 성시 안에서 원림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소중한 원림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흥을 쫓아 벗들과 어울려서 즐긴다(隨興操遊)"라고
하였으니， 間은 時間과 空間 뿐 아니라 A間이기도 한 것이다(黃建源 .1996: 56). 이 점은 산림

지 원림에서 獨樂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黃짧源.

1996: 58 -59).

한편 計成은 山林地에 베푸는 원럼에서는 “한가롭게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즐긴다" (閒閒郞
景)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3. 立地를 위한 조영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림을 성시지 안에서 꾸미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영을 해야 하는가를 살
펴보자. 그는 입지의 관점에서는 近郭과 地偏을， 地偏의 경지를 보완하는 장치로서는 門據과

뽕刺과 開쩔， 그리고 累雄와 臨康를 제시하고 있다.

@近郭과뼈偏
계성은 城市地 안에서 원림을 꾸밀 만한 터로서 그 입지 자체가 “그육하고 후미져야(빼偏)"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이미 〔園說〕에서 모든 원림의 터로서 적합한 조건을 “땅이 후미
진 곳이 좋다(地偏寫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성시지 안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
조된다. 이러한 곳은 〔相地 序論〕에서 논한 바 “도시 근교에서 원림을 꾸밀 기이한 콧인 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네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探奇近郭 遠來往通衛)"인 것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성시지 안에서 이처럼 그음하고 후미진 곳은 어떤 곳일까? 오늘날의 도시도 그러하지
만 옛날의 도시에도 성곽 안에 산， 구릉， 하천， 호소， 습지 등과 같이 인적이 드물면서도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 이런 곳들이 성시지 園基로서 적합한 곳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지는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도연명은 도
시 안에 농막을 짓고 살면서 은일을 얻은 까닭이

“마음이 머니 땅도 저절로 외지다(心遠地自

偏)"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심리적으로 달성한 경지인 것이다. 그래서 計成은 「借景」에서 “성
시가 시끄럽고 천하므로 반드시 한가롭고 고즈넉한 곳 가까이에 거처를 택하여야 한다(城市n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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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 必擇居 閒進)"이라고 하여 성시지 원림의 상지하는 원리를 빼偏， 閒進등에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원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과 바로 붙
어있거나 주택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성은 이러한 원림을 倚毛地 園林이라고 하여
따로 논하고 있다.

@門據과 開쩔과架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물리적 조건이 맞는 땅을 찾을 터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시
정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도 택하여 원렴을 꾸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계성은 탐

탁하지는 않지만 원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문을 닫아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門據無譯)"라고

하여 문을 닫아건다는 행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關淵明의 「歸田園居 其二」를 보면 “빈촌이라 세도가의 마차가 오지 않는다(罷흉흉輪훨쩨”는
구절 다음에 “대낮에도 사립문을 굳게 닫으니(白日據前展) 말쑥한 방에 때 낀 생각이 없다(虛

室總塵想)"이라고 하여 역시 내적 은일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거는 행위를 잘 보여주
고 있다. 그러면 이 문은 항상 닫혀 있기만 하고

園主는 일체 외출을 하지 않을 것인가? 즉

關淵明의 「欲酒 其十二」의 구절처럼 “삼門不復出”할 것인가? 또 누가 찾아와도 절대로 문을 열
어주지 않을 것인가?

계성은 이 점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나 문을 닫아 번거로운 분위기를 막은 후에
오솔길을 낸다(開쩔)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한가롭고 운치 있는 출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

다. 도연명은 술병을 들고 찾아오는 벗과 이웃들의 방문에 대해 그의 시 곳곳에서 옳고 있다

게다가 그는 이 원림의 문을 뿔체

즉 사립문으로 설치하여 성시지 안의 원림이지만 소박한 산

림지 원림이나 촌장지 원림의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社F혐의 「客至」라는 시에 이 길과 문에 잘 어울리는 구절이 있다. 즉 “꽃으로 가꾼 길， 손님
없어 여태 쓸지 않았는데， 쑥으로 엮은 문， 그대 위해 이제 처음 연다(花쩔不曾緣客橋 逢門令

始寫君開)" 이 다(池榮在 편 :

349)

@累推
계성은 원림의 문에 대한 사항에 이어서 “멀리 날아갈 듯한 울타리를 쌓는다(進飛累雄)"라고
하면서 원림의 울타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울타리의 역할은 외부의 무단 침입자나 소음을 막는 일반적 역할에 덧붙여 計成이 「興造論」
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속된 외부의 속된 경관을 가리어 막는(倚則牌之)"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어쨌거나 성시원림의 울타리는 멸리 날아갈듯 높이 쌓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累라는 말이 암시하듯 이 울타리는 겹겹으로 둘러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고 있는

중국 강남의 원림들을 보면 하나같이 매우 높고 두터운 울타리를 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그는 調힘에서 원림의 울타리를 만드는 일반 제식을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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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울타리의 구조나 재료 등에 관한 사항보다도 울타리를 설치할 때의 기본 원칙이다. 즉

그는 “아취가 있고 시속을 준수하며 ,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면 원림의 아름다운
경계를 이룬다" (從雅違時 令A欣賞 園林之佳景也)라고 한다.

計成은 「相地」 서론에서 “돌을 모아 둘레에 울타리를 쌓으면 산 속에 거처하는 운치가 난다

(聚石累圍增 居山可擬)"라고 하여 울타리의 자재로서는 돌을 권장하고 있으며 6) 달성하고자
하는 경지는 성시 안에서 산증을 재현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臨演와 長뾰I

계성은 성시지의 원림 둘레에는 울타리 뿐 아니라 埈字를 설치하여 주변과의 격리를 강화하
면서 경관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해자는 ‘臨康 ‘이라 하여 반듯할
필요가 없이 구불구불한 것을 높이 친다.

그리고 ‘뽕해橫引長명I’이라 하여 이 해자에 무지개처럼 생긴 다리를 걸쳐놓고 속세와 원림의
입구인 사립문을 잇도록 권유하고 있다.

4

園林의 景物

이와 같은 원림의 기틀이 마련되면， 다음과 같은 경물을 갖추기를 제안하고 있으니， 이는 ‘조

영’원리인 동시에 이와 같은 경물을 설치할 수 있는 터를 잘 고르라는 ‘상지’원리이기도 하다.

GH홉生
1) 기본 식생

성시원림 안의 식생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즉 구불구불한 길 주변에 심는 대나무
(開쩔逢週竹木) , 넓은 뜰이 있다면 그 곳에 심을 수 있는 오동나무(院廣堆챔:

Firmiana) ,

물

굽이를 이룬 곳이 있다면 그 곳에 어울리는 버드나무(提灣宜柳)가 그것들이다.
이것들이 원림 안의 길， 뜰， 물굽이와 같은 공간과 어울리는 식생이라면， 원림 안의 건물과

어울리는 식생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즉 정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밭(安亨得景
時花笑以春風) , 누각에 그늘을 드리우는 참오동나무(虛聞陰꺼리

Pawlonia) ， 난간과 어울리는 작

약(형藥宜爛) , 열린 창 너머로 영롱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파초(짧虛薰影돼灌) 등이 그것이다.

또 바위와 돌에 어울리게 심을 수 있는 것으로서는 바위 위에 심어 줄기가 휘고 뿌리가 넓게
퍼지는 소나무(嚴曲松根盤碼) , 굳이 시렁으로 받쳐주지 않고 돌에 기대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장미 (醫徵未架不防품石)를 논하고 있다.

5)

울타리가 높은 까닮은 몇 가지로 해석된다

중국 도시의 특성상 원립을 갖출 만한 부호나 귀족들의 제

택과 서민들의 주택이 인접하거나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는 밖의 속경을 가리고자 하는 차경을
위해 설치되고， 또 방화나 방범용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또 도시의 악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
기도한다고 볼수 있다.

6) 돌로 쌓는 기법을 계성은 石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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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성
이것들은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 또는 생활환경 속에서 가꾸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라

서， 중국 회화에서 이른바 ‘常見t好라고 하는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심어

지는 위치 , 즐기는 풍류 등은 중국 사대부의 생활이나 정서 속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것들임을
알수있다.

파초를 예로 들어보자. 白居易의 「夜雨」라는 시에 “창 너머 밤비 내리는 줄 알겠네 파초 잎

의 빗방울 소리 먼저 들리니" (隔牌之夜雨 훤薰先有聲)이라는 구절에서 보듯 파초는 창밖에 심
되 가까이 두어 그 자태 뿐 아니라 소리까지 완상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 오동나무는 그 넓은 잎이 드리우는 그늘을 즐기기 위해 누각 가까이 섬기도 하거니와， 성

인의 도래를 기다린다는 뜻에서 사대부들이 원림에 즐겨 심었다 7) 그래서 計成은 「借景」에서
“반쯤 열린 창 너머로 파초와 오동나무의 넓고 푸른 잎이 일렁거리면서 숨었다가 드러난다(半
g용쫓흠隱薰찌페)" 이 라고 하였다.

그리고 작약은 정자 등의 난간 둘레에 심어 내려다보면서 그 자태와 향을 즐겼다 8) 또 바위
틈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낙락장송은 산수화에서 즐겨 그리는 기본 구도이기도 하다 9)
여기에 덧붙여 숲(林)을 만들 수가 있다(효易寫林)고 하였으니 이는 원림이 제법 넓은 경우

인공적으로 재식하지 않고 자생하는 수림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산림지 원림
에서 말하는 雜樹에 해당한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 자연식생이기 보다는 인공재식의 소산이니， 적절한 재식환경을 찾
던가 조성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장미 같은 것은 손질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여
관리의 중요성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성시원림 안에서 자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식물의 양과 종류가 아주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계성이 권장하는 수종은 대개가 다른 입지조건에 처해있는 본격적 원림에서 애용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잘 자라게 하자면 제한된 면적 안에서 생육환경이 좋은 지점을 잘 선정하
여야 하는 ‘터 고르기’와， 만약 부적합하더라도 인공적으로 그 생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터

7)

오동나무는 그 잎이 무척 넓고 넓게 펼쳐지므로 그 자태가 장중하면서도 표표하여 봉황의 모습을 연
상케 한다

중국의 고대 성군 중의 한 분인 “황제가 즉위함에 봉황이 동원의 오동나무 위에 날아와서

대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몸을 감추고 머불었다(黃帝郞位 鳳乃止於東園樞樹上 食竹食 沒身不去)"라는

「韓詩外傳」의 구절이 전해진다(程*熊:

449).

담양 소쇄원에 오동나무를 곁들인 待鳳臺라는 모정이

있다.

8)

王觀이라는 사람이 지은 「揚州혐藥諸」라는 책에 중국의 작약 재배문화가 소개되어 있다. 중국에서 전
통적으로 닥양의 모란， 양주의 작약을 높이 쳤다고 한다. 양주에는 옛날 용홍사의 작약이 유명하였다

고 한다. 한때 작약을 잘 키운 주씨네는 작약이 만개하면 자기집 정원의 정자를 작약으로 장식하여 놀

러 오는 손님을 기다렸다고 한다(程北熊:

9)

이 논문의 譯註의 注譯 @을 참조하라.

3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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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기’ 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식생들은 정원의 경물들과
도 잘 어울리는 경관을 이루어야 하니， 경물들을 포치하기 좋은 지점과 식생에게 좋은 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계성은 농막(뿔)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그 대신에 숲을 가꾸라

고 권장하고 있다. 성시원림 안에 있는 농막은 바로 도시 안에서 전원의 풍치를 즐기고자 하는
장치이니， 이것을 두자면 농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園園도 곁들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기 안에서 원포의 적지를 찾아보라는 뜻이 담겨 있다.

@建物과院
植生과 水景에 대해 상세하게 논함에 비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먼저 “터를 쫓아 집을 짓는다(架屋隨基)"라고 하였으니， 이때의 屋은 원림 안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주생활을 하는 집을 말한다. 원림 안에서 이런 집을 지을 만한 터를 골라서
앉히라는 뜻이다.

한편 정자에 대해서는 “정자를 잘 세워 좋은 경치를 얻고 봄바람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게 한다(安훈得景時花笑以春風)"라고 하여 조망이 좋은 지점을 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여기
에서는 ‘得景’ , 즉 원경을 멀리 바라다보면서 차경할 수 있고 근경에 있는 꽃밭을 굽어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하여야 하니， 원렴 안에 있는 높은 지점-자연적 고지이거나， 인공적

가산이거나-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相地」서론에서 “높고 평평한 터에는 정
이나 대를 짓기 알맞다(高方欲就亨臺)"라고 한 바 있다.

또 누각에 대해서는 “허허로운 누각에 오동나무의 그림자를 드려운다(虛聞陰빼)"라고 하여
인접하여 오동나무가 잘 자랄 만한 위치를 택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f;f目地」 서론에서

누각을 두기 좋은 지점은 “개울에 바짝 붙고 땅에서는 띄운 곳(臨漢越地)"라고 하였으니， 개울
을 손질할 때에 누각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산림원림에 두는 누각은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樓聞擬雲露而出沒)"라고 하여 이와는 다른 포치
개념을 취하고 있다.

건물과 관련시켜 주목할 것은 院이다. 이것은 주변이 담으로 둘러싸인 궁실이나 관청을 가리
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뜰이라고 풀이된다. 원림의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건물 주변에 포치되는 작은 뜰， 院子 또는 院落의 효용성이 높은 것이다.

@水景
「相地」 서론에서 모든 원림의 터닦기에 있어 수원을 먼저 찾으라고 하였으니 성시원림 역시
수원 찾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식수나 생활용수는 비교적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므
로， 필요한 것은 원럼 속의 수경을 조성할 풍부한 물이다.

성시원림 안의 수경은 경우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클 것이나 몇 가지 요소를 조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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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울
개울이 흐를 때에는 물길을 잘 통하도록 준설을 하고， 개울의 기늙에는 돌을 쌓아 튼튼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다(權水 堅之石麗) . 이는 성시 안의 개울이 별로 신통치 않을 것이므로 인공
을 가하여 제대로 흐르는 개울을 만들라는 것과， 땅이 모자라고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안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2)

池塊

성시원림 안에도 흐르는 물과 더불어 지당을 꾸밀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는 「相地」 서론

에서 논한 바와 같이 “낮고 우묵한 곳을 골라 지당을 만드는 방식" (低맨可開池핍)이다. 여기에
도 돌이나 흙으로 둔덕을 보강하는 塊提 방식이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계성은 이 池樓의 운치에 대해 매우 특별한 묘사를 하고 있으니， 이는 곧 지당의 입

지조건이자 설계내용이기도 하다. 즉 “못이 맑아서 달빛이 잘 비치어야 한다(淸池패月)"는 것

이다. 못이 말으려면 그 물이 깨끗해야 하니 수원도 맑아야 하고 주변에 오염물질이 없어야 함
을 암시하고 있다. 또 달빛이 잘 비치어야 한다니 못 주변이 지나치게 수목 등으로써 가려져서
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맑은 못에 비친 밝은 달은 원림의 외부에 있는 “마을의 수많은 인가들이 내뿜는 연기

를 씻겨낸다(洗出千家煙雨)"하였으니 그 운치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좁은 원림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이웃집으로부터 먼 곳에 지당을 만들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또 맑은 못에 비친 밝은 달빛은 “사방의 서가에 꽂힌 책을 비춘다(移將四뿔圖書)"라고 하였
으니 이 역시 운치 뿐 아니라 지당과 집을 가까이 포치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지당은 마치
거울(鏡) 같은 影池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3)

爆布

이 연못에는 작은 폭포를 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폭포는 인공폭포임에 분명하

지만 오늘날 모터를 사용하여 양수한 후 떨어뜨리는 것과는 달리 인공적으로 지형을 만들고 수
로를 끌어 들여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흰 폭포는 연못 속으로 비단을 펼친 듯 날아서 떨어진다" (素入鏡中繼東)라고 하였으니， 이 폭

포는 비록 작지만 떨어지는 수류의 형태가 마치 흰 비단폭처럼 곱게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계성은 「짧山」에서 돌을 쌓아 폭포를 만드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울타리 꼭대기까지 물
을 끌어 도랑을 만들든지 벽처럼 높은 가산의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와 작은 웅덩이에 모이게
하고， 돌로 만든 수구를 돌출시켜서 넉녁한 물이 넘쳐흘러 아래로 떨어지게 하면 비로소 천연

의 폭포처 럼 된다(可潤至培頂作天灌 行뿔山頂 留小抗 突出石口 ?Z漫而下 養如爆布)" 라고 한다.
@石物
가산이나 석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은 없으나 “작은 산은 풍치가 많고 작은 돌은 情을 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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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片山多致 #石生情)"라고 하여 원림 안에 작은 규모의 假山을 둘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계성은 「按山」에서 假山 쌓는 기법을

r選石」에서는 원럼에 쓰는 돌을 고르는 기법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1) 假山
철산을 함에 있어서는 “발길 닿는 데로 따라가면 특별한 경지가 없는 듯하나 고개를 들어보
면 깊은 정취가 우러나오게 한다. 좁은 오솔길은 구불구불 길게 하고， 봉우리는 빼어나고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곳곳에 뛰어난 경치가 있게 하고‘ 가까운 곳에 원생의 산림이 있는 것처

럼 한다(信足疑無別境 짧頭自有深情 끓造盤且長 峰戀秀而古 多方景勝 ，R8、R 山林)"는 것이 기법
의 요체이다

이때 회화 기법이 준용되고 있으니 “회화에 표현된 그육한 정취를 가산의 창작에

반영하고， 실제 산수의 풍부한 정경을 가산 속에 불어넣는다(深意畵圖 餘情li.擊)"라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꾸며진 가산은 “자연의 진산의 의경을 살려서 가산을 만들되， 가산은 진산의

의경을 제대로 이루어야 한다(有톨鳥假 做假成률)"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2)

置石

「選石」의 내용은 대부분이 돌의 종류별 특정에 관한 것이지만. 원림에 돌을 놓는 기법도 제
시되고 있다. 원림에는 돌을 한 점 놓기도 하고 여러 점을 쌓기도 하는데， 한 점만 따로 놓을

때에는 “무늬나 색채가 영롱할 뿐 아니라 생김새가 교묘한 돌을 취하면， 단 한 점만 놓아도 알
맞다(取巧不但웹擺 只宜單點)"라고 하였고， 여러 점을 쌓아 놓을 때에는 “석질이 단단하고 형
태가 얽힌 돌을 구하고. 고졸스러운 형세를 가진 돌을 고르면， 층층으로 높이 쌓아도 충분히
견딘다(求堅還從古抽 港用層堆)"라고 하였다.

철산과 마창가지로 돌을 놓을 때에도 회화기법을 준용하라고 하였으니， “작은 철산은 {兒瓚의

雲林石法을 본뜨고， 큰 철산은 黃公望의 黃子久石法을 스승으로 삼아 꾸민다(小做활木 大宗子

久)"라고 하였다.
@借景

성시지의 원림에서는 외부의 속된 경관을 가리는 週景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히 외부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울타리 주변에 대나무나 잡목을 우거지게 섬었지만
그 너머로 성시의 성곽 꼭대기가 아스라이 보인다든지(竹木違飛壘雄) . 도시 밖의 푸른 산봉우
리는 병풍처럼 원림을 에워싸게 보이도록 한다든지(좁來郭外環뽑)하는 遠借 기법이 소개되고
있다.

게다가 작약， 장미， 파초 같은 화초， 소나무， 오동나무 같은 수목， 지당과 폭포， 가산과 괴
석 등을 매우 가까이 놓고 즐기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는 購借에 속한다. 또 이것들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니. 應時而借의 기법이기도 하다 10)

10)

借景의 기법에 대해서는 황기원 0994: 65-82)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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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相地는 부지 선정 , 부지 분석 및 부지 설계라는 3가지 국변을 가지고 있는 조영활동이다.

城市地 원럼은 園基 중의 으뜸으로 치는 山林地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조영되

는 것이므로 상지 또한 이런 특정을 반영하고 있다.

1.

부지 선정

計成은 성시지라는 곳이 원래 원립을 가꾸기에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는 점과， 그래도
성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튼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 그 한계 속에서 매우 적극적인 원림 조영을 시도한다.

그래서 성시지에 원림을 조영할 경우 적합한 부지의 조건은 빼偏， 즉 ‘그음하고 후미짐’이
다.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遠來往通衛)’ 이자，

‘성시지 안팎

을 탐색하여 생활을 하는 저택과 가깝지만 기이한 곳(探奇近郭)’ 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런 곳은 성벽 주변， 산기늙， 습지， 버려진 농경지， 잡목림 등 도시의 공리적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한계토지의 성격을 가진 곳일 것으로 짐작된다. 계성이 논한 성시지의 원

림의 상황을 따져 보면 잡목림이 있고， 성벽이나 먼 산이 쳐다보이며， 개울을 파고 물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이러한 입지조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림 안에는 좁지 않은 뜰을 둔다든지， 잡목림도 있다든지 하여 그 면적이 적지

않으며， 원주가 바쁜 일상생활에서 짱을 내어 쉽게 오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수있다.

2.

부지 분석 및 설계

이 부지는 산림지와는 달리 원림을 조영하기에 天然之趣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다. 그래
서 모자라는 부분을 비보하면서 적극적인 조영을 하여야만 그런 대로 만족스러운 원립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계 기법

1) 외부 조건의 설정
번잡한 도시환경과 인접한 상황에서 매우 유펀한 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림과 외계의

경계를 확실하게 설정하여야 함을 설계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돌을 쌓아 높고 두터
운 울타리를 둘러치고， 그 울타리 밖에는 해자를 두며， 울타리 안에는 대나무와 잡목렴을 가꾸

어 외부와 차단하는 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비록 운치를 살려 소박한 사립문을 내어 외계와 통하게 하지만， 해자에 걸쳐놓은 다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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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만 비로소 원림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한다. 게다가 그 사립문은 평소에는 굳게 닫아
걸어둔다.

토지의 구성

2)

원림을 구성하는 공간단위는 사립문에서

들어와서 오솔길을 거쳐 중심공간으로 들어오는

‘進入’ 공간‘ 임시로 거처하는 집과 집 주위의 뜰로 이루어진

‘生活’ 공간， 정자와 누각， 화단，

수경 . 가산 등으로 이루어진 ‘興遊’ 공간， 그리고 잡목림 등으로 채워진

‘充樓’ 공간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된다.
진입공간은 원림의 중심과 외계를 연결하면서도 차단하는 완충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상생

활에서 벗어나서 원림을 찾아오면서 생겨난 기대감은 해자 주변의 버드나무와 돌담을 보면서
생동하기 시작하고， 무지개처럼 굽게 놓인 다리를 건너 사립문을 열고 원림 안에 들어오면서
고조된다. 이 진입공간의 중심에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나 있고 울타리 둘레에는 대나무 등

잡목림이 무성한 것으로 보인다11) 그러나 그 나뭇가지 사이로 성벽 등 도시의 원경이 언뜻 보
이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공간에는 가끔 찾아오지만 거처할 수 있는 가옥이 놓여진다. 이 원림은 혼자 즐기는 곳

이 아니라 벗과 더불어 즐기는 곳(橋遊)이라고 하였으니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갖춘 건축물인
것으로 보인다. 또 책장에 달빛이 비친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서재 뿐 아니라 숙박할 수 있는
방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옥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휴식， 환

담， 독서， 식사 뿐 아니라 취침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생활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옥의 주변에는 넓은 플(廣院)이 놓여진다. 이 뜰의 바닥은 지피식물로 덮기보다는 판돌

을 포설한 공간일 것이다 12)
흥유공간은 아마도 생활공간의 뒤쪽에 조성되는 후원 형식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자나 누
각을 설치한다고 하였으니 이 공간 또한 그 면적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작약과 장미를 심
는 화단， 지당과 폭포가 있는 수경， 가산이나 괴석이 있는 석경 등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이

공간은 원래 표고가 약간 높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높인 곳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야만 수경
이 유지될 수 있고， 먼 산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전공간은 이러한 단위 공간 사이를 연계하면서도 분절하는 공간 및 울타리 둘레의 공간일

것이다. 여기에는 잡목림이 조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경물의 어울림

그런 대로 좁지는 않지만 산림지 원림의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림을 구성하는 경물을

매우 절제하면서도 현명하게 포치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11)

원림의 오솔길을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는 황기원(1 994: 58-59) 을 참조하라.

12) w園治 輔地』에서 포장 기법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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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플에는 오동나무를 한 그루 심어 그늘을 만들어 주고， 해자의 둑에는 버드나무를 한

두 그루 심어 운치를 자아내게 하고， 건물 창 너머에는 파초를 심어 청량한 분위기를 이끌어내
고‘ 건물 난간 옆에는 작약꽃밭을 꾸며 계절감을 즐기게 하고， 바위틈에는 소나무를 심어 심산
유독의 경지를 만들어 낸다든지 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단위공간들이 매우 함축적 의미를 지니면서 기능적으로도 합리적으로 구성된다.

3

,

因借

계성이 원림 조영에 있어 으뜸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因借이다. 그러면 성시지 원럼에서

因借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13)
여러 공간과 경물이 서로 어울려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互相借資가 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땅이 부여하는 환경조건에 의거하되， 적합하게 제어하고 있으니， 因地

制宜를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술적 기량을 발휘하여 잠재하는 환경적 적합성
에 부합하도록 할 뿐 아니라 나쁜 조건을 적극적으로 비보하여 바람직한 수준의 원림을 확보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精而合宜의 원리가 충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시지 원럼에서는 차경보다는 인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차경 중에서 원경을 즐기는 遠借

보다는 가까운 근경을 즐기는 購借 기법과， 계절의 변화를 즐기게 하는 應時而借를 도입하여
원림 내의 적극적 조영을 도모하는 因地를 돕고 있다.

그래서 성시지 원림은 다른 원림과는 달리 바쁜 생활 속에서 한가한 시간을 확보하고， 열악

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 사람 속에서 같이 즐길 인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요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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