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園治』의 「續煩論」과 「門醫論」 班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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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이 연구는 計成이 지은 『園治J (1634) 의 각론 중에서 「뽑펄J (卷之三 · 二)와 「門짧J (卷之三 -

-)을 고찰하는 것이다:b옮桓.은 원림의 담을， 門짧은 원림건축의 벽이나 원림의 담에 있는， 문 

짝이 없는 문과， 창틀만 있거나 창살이 없는 창을 가리킨다. 중국 원림에서는 이 두 요소가 구 

조적으로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이므로 

이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고찰은 원럼에 짓는 건물의 주요 유형과 구조를 논 

하는 屋宇論과 그러한 건물을 원림 안에 지을 때 알맞은 부지를 찾고 주위와 어울리게 포치하 

는 원리와 기법을 논하는 立基論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황기원， 1999) , 

이에 연구자는 관련 문장을 역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培桓과 門짧의 기본 개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역주에서 인용된 원문의 저본은 중국에서 中國營造學社가 출판한 『園治J (1 932) , 

城市建設出版社의 영인본 『園治J (1 957) , 廣文書局의 영인본 『園治J ， 한국에서 도서출판 조경이 

隆盛堂의 영인본 『木經全書』를 재영인한 『園治'J (199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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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注釋』 제2판 (1988) , 진식의 초판(1981) 을 楊超伯이 교정하고 陳從周가 교열한 

것을 明文書局이 출판한 『園}台注f뿔:JJ (1 983) , 張家購가 지은 『園治全釋J (1 993) , 黃長美가 擺述한 

『園治J (1986) , 費퍼의 논문 ITT園治注釋」 疑義學析'J (1984) , AIsion Hardie가 번역 및 주석 한 The 

Craft of Gardens (1988) 등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譯注 및 釋明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園

治』의 여러 이론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인용하거나 참조하였다. 

計成이 「뽑桓」과 「門짧」에서 논하고 있는 내용은 각각 1) 序論， 2) 類型論으로 구성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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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譯 註

1. 增펄 

@序論

〔힘118뚫〕 

장 CD-l 凡園之圍塊은 多予版葉하나 或千石뻐하거나 或編離練하느니라. 夫編離는 斯勝花뿜한 

데 似多野致하고 深得山林趣味하도다. 

【무릇〔凡〕 園의〔之〕 圍뽑은 版藥으로써〔予J (지은 것이) 多하나， 或은 石뼈로써〔子〕 

짓거나 或은 짧歸꼈을 編하느니 라. 무릇〔夫〕 編離는 곧〔斯〕 花睡을 勝한데 野致가 多한 

것 같고〔似〕 山林趣味를 深히 得하도다】 

장-CD-2 如內， 花端， 水次， 쨌쩔， 環山之펄은 或宜石宜轉하고 宜遍宜摩하나， 各有所製하도다. 

【가령〔如〕 內에는 花端， 水次， 쨌쩔， 環山의〔之〕 桓은 或은 石도 宜하고 碼도 宜하며， 

遍도 宜하고 煙도 宜하나， 各 所製가 有하도다】 

장-CD-3 從雅違時하고 令A欣賞하면 園林之↑圭境也이다. 

【從雅하고 違時하며 A을 令하여 欣賞하게 하면 園林의 〔之〕 佳境也이로다】 

장 CD-4 歷來로 培펄은 戀Ifr作하여 댐뚫珠花鳥樓톨t하여 以寫巧製하였으나， 不第林園之不佳일 뿐 

더러 而숨堂用〔前〕之何可也하리잇가? 崔뚫可慣하고 積草如羅하여 社之不盡하고 뼈之 

則廢한즉 無可奈何者하느니라. 市倚村愚之所鳥也이니 高明而慣之하느니라. 

【歷來로 增뀔은 Ifr作에 總하여 花鳥魔默를 離珠하여 그로써 〔以〕 巧製를 寫하였으나， 

林園〔의〕之 不佳일 뿐더러〔不第J ， 而 흰堂의 用〔前〕에 이것이〔之〕 어찌〔何〕 可也하리 

잇가? 1용뚫는 可慣하고 積草는 如羅하여 이것을〔之〕 社하여도 不盡하고 이것을〔之〕 

拍한즉 이내〔則〕 廢하니 奈{可者가 可함이 無하느니라. 市倚과 村愚의〔之〕 所寫也이니 

高明은 이에 〔而〕 이것을〔之〕 慣하느니라】 

장 CD-5 世A興造는 因基之偏測하여 任而造之하도다. 何不以뽑取頭關頭俠하여 就屋之端표하리 

있가? 斯E主之莫知也이로다. 

〔觸듬뿔〕 

【世A興造는 基之偏剛에 因하여 任하고〔而〕 그것을〔之〕 造하도다. 어찌 〔何J t뽑으로써 

〔以〕 頭를 關하고 頭를 俠하게 取하여 屋의〔之〕 端正을 就하지 않으리잇가〔不J? 이는 

〔斯) Ifr과 主의 〔之〕 莫知也이로다】 

일반적으로 원림의 담을 두를 때에는 널뺀지로 만든 담틀 안에 흙을 다져 세우는 판축방식을 

많이 쓰지만， 때로는 돌을 쌓기도 하며 가시나무를 엮어 생울타리를 꾸미기도 한다. 대체로 가 

시나무 울타리는 꽃나무 울타리보다도 더 나을 것인데， 이는 질박한 정취를 더욱 더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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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산림의 정취를 깊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원림 안에서 꽃밭의 가장자리， 물가， 좁은 오솔길， 가산 둘레에 치는 담의 재료로서는 

자연석도 좋고 다듬은 돌도 좋으며， 누전장도 좋고 마전장도 좋으나 각각 소정의 양식이 있다. 

원림의 담이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물체가 아니라， 나름대로 아취가 있고 시속을 준수하며， 

사랍들로 하여금 감상할 만 하게 잘 꾸미면 그 또한 원림의 아름다운 경계를 이루게 된다. 

지금까지 원림의 담은 장인에게 맡겨 꽃， 새， 신선， 짐승 등을 아로새격 교묘하게 만들었으 

나， 이는 원림의 아름다움이 아닐 뿐 아니라 주택이나 청당과 같은 중요한 건물에 펼요한 담을 

지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참새가 그 톰 사이에 집을 지으니 싫고 잡초가 우거져 담쟁이벙굴 같이 땅을 덮으니， 참새를 

쫓아 버리려고 해도 끝이 없고 잡초를 뽑으려 하면 이내 무너지게 되어 어떻게 할 방도가 없게 

되어 버린다. 이렇게 울타리를 꾸미는 것은 도시의 속된 사람들이나 시골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고명한 사람들은 이를 삼간다. 

세상 사람들이 담을 만들 때， 만약 그 터가 반듯하지 않고 기울었다면 그것을 그냥 따르기만 

한다. 어째서 담의 윗 부분을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여 가옥이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이것을 장인이나 주인은 알지 못한다. 

〔意즙뚫〕 

장-(!)-l 무릇 원림의 엔담은 판축이 많으나， 혹은 돌을 쌓거나 가시나무로써 생울타리를 엮기 

도 한다. 무릇 가시나무 울타리는 꽃나무 울타리보다도 더 나을 것인데， 질박한 정취 

가 많은 것 같고， 산림의 정취를 깊이 얻는다. 

장 (!)-2 가령 (원림) 안에서 꽃밭의 가장자리， 물가， 좁은 오솔길， 가산 둘레에 치는 담은 혹 

은 자연석도 좋고 다듬은 돌도 좋으며， 누전장도 좋고 마전장도 좋으나 각각 소정의 

제식이 았다. 

장 (!)-3 (增桓이) 아취가 있고 시속을 준수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면 원림 

의 아름다운 경계를 이룬다. 

장-(!)-4 전부터 지금까지 원림의 담은 장인에게 맡겨 꽃， 새， 신선， 짐숭 등을 조각하여 교묘 

하게 만들었으나， 이는 원림의 아름다움이 아닐 뿐 더러 주택이나 청당의 용도에 이것 

이 어찌 가하겠는가? 

참새가 틈 사이에 집을 지으니 싫고 잡초가 우거져 담쟁이덩굴 같이 땅을 덮으니， 참 

새를 쫓아내려고 해도 끝이 없고 잡초를 뽑으려 하면 이내 무너지게 되어 어떻게 할 

방도가 없게 되어 버린다. 이렇게 울타리를 꾸미는 것은 도시의 속된 사람들이나 시골 

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고명한 사람들은 이를 삼간다. 

장 (!)-5 세상 사람들이 담을 지을 때， 그 터가 한쪽으로 반듯하지 않고 기울었다면 그것을 그 

냥 따르기만 한다. 어째서 담의 윗부분을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여 가옥이 단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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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이것을 장인이나 주인은 알지 못한다. 

〔注5뚫〕 

장-(1)-1 

* 圍培은 집을 둘러싸는 울타리이다. 우리말로는 ‘엔담’ 이다. 뽑은 調의 속자이다. 원래 이 글 

자는 곡식을 광(옮)에 넣고 아끼기 위해 흙(土)으로 담을 쌓는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널조각(꺼)으로 판축하여 치는 담인 경우에는 網을 쓴다. 영인본(영조학사 판， 광문서국 

판， 북경성시건설출판사 판)에는 모두 뽑을 쓰고 있으나， 해석(計成， 黃長美)에는 腦을 쓰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본을 따라 뽑을 쓰기로 한다. 한편 桓도 흙담을 가려킨다. 쳐훌휠과 t률t옮 

은 두루 쓰는 같은 말이다. 우리말의 담장은 틀린 말로서 담이라고 해야 옳다. 

* 版葉은 판자와 판자 사이에 흙을 넣고 공이로 다져서 건축물의 담장이나 기단축대를 쌓는 공 

법이다. 오늘날에는 ‘橋土葉體’ 이라고 하며. 이렇게 만든 담을 土腦이라고 한다. (진식: 65). 

*뼈(체)는 1) 섬돌， 2) 겹쳐 쌓다는 뜻이다. 石뼈는 섬돌처럼 다듬은 돌을 뭇한다. 

* ‘予’에는 1) ‘ ... 에(於)’， 2) 하다， 행하다， 3) 로써(以)라는 뜻이 았다. 진식 (185)은 多千版

藥의 ‘子’ 를 3) 의 뭇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이 뜻의 용례로서 『詩經 · 觸風 · 七月』에 나오는 

“훌爾予훈(대낮에는 띠풀 베기)"라는 구절을 들고 있다. 이 뜻은 子石뼈에서도 마찬가지로 

척용된다. 

* 홈歸명은 가시나무 울타리를 가리킨다Ii'園治 · 相地 · 村fti뼈에 “圍뽑編練(엔담은 가시나무를 

엮어서 둘러싼다)"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離는 울타리， 즉 나뭇가지를 엮거나 짜서 세우 

는 울타리로서， 灌離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여기서 編離는 일반적 인 나뭇가지 울타리 (바자 

울) , 또는 생울타리를 짓는 행위를 가리킨다. 練(극)은 1) 멧대추나무로서 대추나무보다 키 

가 작은 종， 2) 가시나무 둘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생울타리를 꾸미는 수목이므로 2)가 

적합하다. 이 글자는 대추나무를 가리키는 훌(조)와 마찬가지로 ‘가시 束(자)’ 를 2개 묶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대추나무， 멧대추나무나 가시나무 모두 가시가 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束를 세로로 포캔 훔(대추나무)에 비해 멧대추나무나 가시나무는 그 키가 작으므로 

가로로 나란히 쓴 練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정한 수종 보다는 가시가 있고， 잎이 밀 

생하는 수종 모두를 두루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 斯는 1) 이， 2) 곧(則)， 3) 이에， 4) 쪼개다， 가르다， 5) 떠나다， 6) 잠시， 7) 죄다， 8) 다하 

다 등의 뜻이 있다. 여기에서는 2)를 취한다. 

* 花牌은 화목을 심어서 花架(꽃시렁)나 花離(꽃울타리)를 꾸민 것이다. 

장-(1)-2 

*如는 만약， 가령이라는 뜻이다. 

* 內는 원렴의 내부라는 뜻이다. 

*花端는 꽃밭의 가장자리， 水次는 물가， 쨌짧은 좁은 오솔길， 環山은 가산 둘레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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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원림 내에서 울타리를 치는 좋은 위치들이다. 

* 石은 호박돌처럼 다듬지 않은 돌로서， 울타리를 쌓는 재료이다. 이것에 비해서 轉은 觀의 

倚字로서 다듬은 돌을 가리킨다. 

* 遍와 뺨는 이 글의 뒤에 나오는 源轉增과 摩轉뽑을 각각 가리킨다. 

*所製는 所定의 製式을 가리킨다. 

장-<J)-3 

*從雅는 아취를 쫓다， 즉 아취가 있게 한다는 뜻이다. 

*遺時는 1) 시절을 준수한다， 2) 시속을 준수한다는 두 가기 뜻이 있으나， 울타리의 재료가 

대개 계절에 무관하므로 2) 가 맞는 해석이다. 즉 그 양식과 설계를 당시의 보편적인 것으로 

한다는뜻이다. 

장 CD-4 

*歷來는 ‘전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이다. 

*德은 의뢰한다는 뜻이다. 

*f)I作은 工f)I， 工A 등과 같이 기능공을 가리킨다. 

* 離珠은 쪼고 간다는 뜻이다. 

*樓은 仙과 통한다. 

* 不第는 ‘비단 ... 할 뿐 아니라 …또한’ 이라는 뜻이다. 非但， 非第， 不但 등과 같은 용법이다. 

* 而흰堂。之何可也에서 O를 用과 前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저본에서 광문서국 판과 

에서는 用으로， 영조학사판， 융성당 판과 북경성시건설출판사 판은 前으로， 주석본에서도 강 

가기는 用으로， 진식과 황장미는 前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맥으로 보아 흰堂， 즉 주택과 청 

당에 어울리는 담의 형태를 논하고 있는 문맥으로 보아， 前보다는 用이 더 잘 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러 형태를 아로새긴 담은 집 앞에만 있지 않고 옆과 뒤에도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費필의 교열에서도 用을 택하고 있다. 

* 1윌뚫는 울타리에 참새가 둥지를 튼다는 뜻이다. 

*積草如羅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마치 담쟁이덩굴처럼 땅을 덮고 있다는 뜻이다. 

*社(거)는 떨어 없애다， 쫓다는 뜻이다. 

* 때는 두드리다는 뜻이다. 

*無可奈何者는 어떻게(奈何) 할 수 있는(可) 것(者)이 없다(無)， 즉 방도가 없다는 뜻이다. 

장-CD-5 

*世A興造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울타리를 쌓는 작업을 가리킨다If'園治·興造論』에 ‘世之

興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문맥으로 볼 때에 모든 영조행위를 통 

털어 일걷는 말이다. 

*因基之偏測은 원림의 터(基)가 반듯하지 않고(偏) 기울은(測) 것에 기인(因)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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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而造之는 마음대로 만든다는 뜻에 아니라 偏測함에 맞추어， 즉 지형의 제약조건을 받아들 

여 만든다는 뜻이다. 

* 橋頭는 울타리의 윗부분을 가리킨다. 

@類型論

〔訓譯〕

<1- 白初뽑〉 

장-@-1 歷來紹뽑은 用紙節石Ek하는데 有好事하여 取其光麻하면 用白繼하고 廳打者하였도다. 

【歷來로 紹塊은 紙節과 石Ek를 用하는데， 好事가 有하여 그〔其〕 光轉를 取하자면 白繼

을 用하여 醒打者하였도다】 

今用江湖中黃沙하되 井上好石짜하고 少許打底하도다. 再加少許石까蓋面하고 以麻第輕

據하면 自然明亮鏡A하느니라. {f，il有펀積하면 逢可洗去하니 斯名鏡面塊也이로다. 

【今에는 江湖中黃沙를 用하되 아울러 〔井〕 好한 石아를 上하고 底에 打를 少許하도다. 

再하여 少許한 石%를 加하여 面을 蓋하고 麻第로써 〔以〕 輕據하면 自然히 明亮함이 

鍵A하느니라. 혹시 UI尙〕 펀積이 有하면 곧〔途〕 洗去함이 可하니 이〔斯〕 名아 鏡面뽑也 

이로다】 

<2-廳轉뽑〉 

장 @-2 如隱門照뽑과 廳堂面뽑은 皆可用廳或方轉i'ß角하도다. 或方轉載成八角하고 蘇小方하며 

或j、碼-塊間半塊하여 破花뼈如鎬樣하도다. 

【隱門의 照뽑과 廳堂의 面뽑과 如한 것은 모두〔皆〕 廳(轉) 或은 方轉을 렴角으로 用

함이 可하도다. 或은 方轉을 八角으로 我成하여 小方에 嚴하기도 하고， 或은 小轉을 

一塊間半塊하여 옳힘*옳같은〔如〕 破花를 뻐하도다】 

封頂用鷹掛方飛1홈轉幾層하도다. 

【封頂에는 廳〔轉〕을 用하여 飛1훌轉을 幾層으로 掛方하도다】 

離鐘花鳥優默은 不可用하니 入畵意者少이느니라. 

【花鳥蘭戰를 離鐘함은 用이 不可하니 入畵意者가 少하느니라】 

<3-ì愚碼뽑〉 

장-@-3 凡有觀跳處藥斯하니 似避外隱內之義하도다. 古之조대切連錢뿔鉉魚、購等類이나 -械牌之

하고 聊式幾予左하노라. 

【무릇〔凡〕 觀跳處가 有하면 이것 〔斯〕를 葉하니 避外隱內之義를 似하도다. 古의 〔之〕 표 

뼈는 連錢， 壘疑， 魚、購 等類이나 -漸하여 햄之하고 聊式幾予左하노라】 

遍明橋은 凡計一十六式이니 堆取其堅固하도다. 如爛杯式中亦有可據뼈者하도다. 意不

能盡하고 獨恐重式하도다. 宜用廳뼈者佳하느니 라. 

【遍明塊은 모두〔凡〕 計하여 -十六式이니 推(獨) 그〔其〕 堅固함을 取하였도다.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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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如〕 爛杯式 中에서도 亦(是) 可觸뼈者가 有하도다. 意를 盡하기 不能하고 오히려 

〔增〕 重式함을 恐하도다. n쩔E예者가 佳한 것을 用함이 宜하도다】 

<4 亂石增〉
장-@-4 是亂石皆可뼈하나 堆黃石者佳하도다. 大小相間하는데， 宜據〔雜〕假山之間하도다. 옮L좁 

石版을 用油)7(1民續하여 斯名永짧也。1로다. 

〔職5뚫〕 

【대져 〔是〕 亂石은 모두〔皆〕 뼈하기 可하나 堆(獨) 黃石者가 佳하도다. 大小를 相間하 

도다. 假山之間에 操〔雜〕함이 宜하도다. 홉L좁石版을 油까를 用하여 f民鍵하는데 이 

〔斯〕 名이 永짧也이로다】 

<1-白紹塊〉

전에는 분장은 거친 바탕종이와 석회를 섞어 곱게 바르는데 혹시 호사를 부릴 생각이 있어 

광택을 내자면 그 위에 백랍을 바른 다음 문지르고 두드리는 공법을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는 강과 호수에서 나는 황사에다가 질 좋은 석회를 더하여 섞고 살살 두드려서 밑바 

탕을 만든다. 그리고 그 표면에 소량의 석회를 더 바른 다음 헝깊비로 가볍게 문지르면 자연히 

반짝거리게 되어 사물을 비친다. 혹시 더러운 것이 묻으면 금방 씻어 낼 수가 있으니 이것을 

경면장이라고 부른다. 

<2 顆轉뿜〉 
대문을 가리는 조장과 청당의 앞에 두는 면장과 같은 담을 지을 때에는 모두 갈아서 만든 마 

전이나 네모난 방전을 45도 각으로 놓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방전을 팔각형으로 잘라 만들고 

팔각형과 팔각형 사이에 생긴 틈에 작은 방전을 끼워 넣기도 하며， 또는 작은 전을 온전한 것 

하나와 절반 크기 하나씩 교대로 놓아서 비단 무늬처럼 작은 꽃 모양으로 쌓기도 한다. 

담 꼭대기에는 수마전을 여러 켜 차콕차콕 쌓아서 비첨전을 이루도록 한다. 

마전장에 꽃， 새， 신선， 짐승 동을 새기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진정한 솜씨를 발휘하여 畵意

의 경지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源E훌t뽑〉 

무릇 경관을 관조하는 곳이 있으면 이것을 만드는데， 이는 외부인이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고 

내부의 경관을 숨기는데 그 의의가 있는 듯하다. 옛날에는 기와나 돌을 쌓을 때 연전， 철정， 

어린 등의 양식이 있었으나 모두 버려도 좋다. 그 대신에 쓸 만한 몇 가지 양식을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여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보여 드리는 루명장， 즉 누명창의 양식은 모두 167}.지인데 오직 그 견고함을 고려하 

여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난간의 양식 중에서도 골라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었다. 이렇게 그림 

으로 보여 드리지만 의도를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오히려 양식들이 겹칠까 두렵다. 재료는 마전 

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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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짧[;fi뽑〉 

대체로 모든 막돌을 쌓아 담을 지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유독 황석으로 쌓은 것이 가장 

아름답다. 큰 돌과 작은 돌을 교대로 쌓는다. 가산의 사이에 쌓는 데에 이 양식이 알맞다. 푸 

른 난석판을 쓸 때에는 유회를 발라 그 틈을 메우는데 이를 ‘빙열장’ 이라고 부른다. 

〔意譯〕

<1- 白初뽑〉 

장 @-1 지금까지 분장은 거친 바탕종이와 석회를 쓰는데 호사가 있어 그 광택을 취하자면 백 

랍을 쓰고 문지르고 두드린다. 

오늘날에는 강과 호수의 황사에다가 질이 좋은 석회를 더하여 섞고 살살 두드려서 밑 

바탕을 만든다. 다시 소량의 석회를 표면에 바른 다음 헝겉비로 가볍게 문지르면 반짝 

거리게 되어 자연스럽게 말고 깨끗함이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혹시 더러운 찌꺼기가 

있으면 곧 씻어 낼 수 있으니 이 이름이 경면장이다. 

<2 摩轉뽑〉 
장-@-2 대문을 가리는 조장과 청당의 면장은 모두 마전이나 방전을 45도 각으로 놓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방전을 팔각형으로 잘라 만들고 작은 방전을 끼워 넣기도 하며， 또는 

작은 전을 한 개 사이에 반 개를 두어 비단 무늬처럼 작은 꽃 모양으로 쌓기도 한다. 

담 꼭대기에는 수마전을 이용하여 비첨전을 여러 켜 쌓는다. 

꽃， 새， 신선， 짐승 등을 아로새기는 것은 할 수 없으니， 畵意의 경지로 들어감이 적 

기 때문이다. 

<3-ì扁轉뽑〉 

장-@-3 무릇 관조하는 곳이 있으면 이것을 만드는데， 이는 외부를 피하고 내부를 숨기는데 그 

의의가 있는 듯하다. 옛날 이것을 쌓는 기와나 돌에는 연전， 철정， 어린 등의 쌓는 방 

법이 있었으나 모두 버리고， 몇 양식을 왼쪽에서 살피고자 한다. 

루병장은 모두 16가지 볍식이 있으니 오직 그 견고함을 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난간 

의 양식 중에서도 역시 골라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돗을 다 내놓을 수가 없고 오 

히려 그 양식이 겹칠까 두렵다. 마절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쓰는 것이 좋다. 

<4 亂石增〉
장 @-4 대저 막돌은 모두 쌓을 수 있으나 유독 황석이 가장 아름답다. 크고 작은 것 

이 서로 사이를 하게 한다. 가산의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알맞다. 푸른 난석판의 틈 

에 유회를 발라 붙이는데 이를 빙열장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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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등뚫〕 

<1 白%培〉
장-@-1 

133 

* tJi뽑은 흙담이나 돌담 위에 석회가루를 발라 매끈하게 다듬는 공법드로 지은 담이다. 그 빛 

깔이 희기 때문에 白紹培이라고 한다. 

* *Jfì節은 담에 바르는 석회의 끈기를 보강하기 위해 함께 풀어 섞는 거친 바탕종이를 가리킨 

다. 오늘날에는 종이 만드는 원료인 펄프를 가리킨다(진식 18이. Hardie (96) 는 paper-p띠p로 

풀이하고 있다. 

*好事는 어떤 사물을 좋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유난히 멋을 부린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 廳(니)는 1) 기름， 2) 기름지다， 3) 매끄럽다는 뜻이다. 

* 白繼은 백랍충의 분비물로서 물체에 발라 윤이 나게 할 수 있다. 백랍충은 女貞樹에 자라는 

데 사천， 귀주에 많다(진식: 186) 

*上은 ‘위에’라는 뜻보다는 ‘더하다’， ‘섞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少許는 아주 작은 분량， 얼마 안되는 분량을 가리킨다. 이때 許는 얼마， 어느 만큼이라는 뜻 

이다. 

* 底는 밑바탕， 底子 ( undercoat) 이 다. 

* 蓋面은 덮개면， 즉 표면이다. 여기에 바르는 것을 topcoat라고 한다. 

* 第는 품의 속자이다. 비를 가리킨다. 

* 明亮은 맑고 밝다는 뜻으로서， 백분장의 표면이 반쩍거리는 모습을 가리킨다. 

* 塵은 원래 대야인데， 담은 물에 사물이 비치는 거울 노릇을 한다. 한편 쇠를 매끈하게 갈고 

닦아서 만든 거울은 鏡이라고 한다. 

<2-廳轉뽑〉 

장 @-2 

* 隱門은 대문을 가리고 숨긴다는 뜻이다. 

* 照塊은 대문 안쪽의 문과 면한 자리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시션을 가리는 담이다. 관아， 묘 

우， 관료나 지주의 집에 자주 쓰였다. 照뿔 또는 影뿔이라고도 하고， 대문 안에 있기 때문에 

內照뿔이라고도 한다(진식， 197). 

*面뽑은 청당과 마주 보는 담을 가리킨다. 이 역시 시선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看面뽑 또는 

看面이라고도 한다(진식， 187). 

*摩는 물로 갈아서 다듬어 만든 뺨많， 水鷹많을 가리킨다. 

* 方轉은 모나게 다듬은 돌이다. 

* 렴角은 사각형의 빗변이 버스듬히 놓여 다이어몬드형으로 보이는 도형을 가리킨다. 

*我成은 마름질하여 이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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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花는 작은 돌을 쌓거나 깔아서 꽃무늬를 반드는 방식이다. f후花라고도 한다(진식 18끼 

*鎬樣은 비단 무늬를 가리킨다. 雲鎬 무늬라고도 한다. 

* 封頂은 담의 꼭대기 부분을 가리킨다. 

* 掛方은 반듯하게 걸어둔다， 즉 반듯하게 쌓다는 뜻이다. 

* 飛홈은 처마 끝의 튀어나온 부분이다. 

<3 演轉뽑〉 
장-@-3 

* 遍碼t뽑은 돌을 쌓되 담 상부에 구멍이 뚫어지도록 하는 양식을 가리킨다 遍明樓이라고도 하 

며， 중국 강남지방에서는 花뽑洞이라고 북쪽에서는 花轉培， 또는 透空轉增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j團i쉴이라고 부른다. 

*避外隱內之義는 바깥을 피하고 안을 감추는 의의라는 말이다. 

* 표뼈는 누전장을 쌓는 데 쓰는 기와와 돌을 가리킨다. 

* 連錢은 두 개 또는 여 러 개의 원이 서로 연결된 꽃무늬를， 聲鉉은 은으로 만든 못이 서로 겹 

쳐지며 연결되어 만드는 꽃무늬를， 魚購은 고기비늘처럼 서로 연결된 꽃무늬를 가리킨다(진 

식 18잉. 

*-搬는 모두， 한꺼번에 다른 돗이다. 

* 牌은 가린다는 뜻보다는 치우다， 물리치다는 뜻이 맞다. 

*聊는 1) 잠시， 2) 약간， 조금， 3) 그럭저럭， 4) 애오라지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2) 

를취한다. 

*幾는 ‘살피다’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즉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뜻이다. 

(4-亂石樓〉

장 @-4 

*是는 대저， 무릇이라는 뜻이다. 夫， 凡， 都是와 같다. 

* 亂石은 다듬지 않은 막돌이다. 

* 黃石은 강남 일대에서 생산되는데， 단단하고 무늬가 옛스렵다(장가기， 279). 

* 大小相間은 큰 돌과 작은 돌을 서로 사이를 두고 쌓는 기법을 가리킨다. 

* 示集은 뒤섞여 있는 모습， 또는 뒤섞는 기법을 가리킨다. 雜과 같다. 

* 油아는 석회와 오동나무 기름을 섞어 만든다(진식 : 194) 

* 根은 1) 어루만지다， 2) 닦다， 훔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根繹은 사이를 채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永짧은 크기가 서로 다른 난석을 자유롭게 붙여서 마치 얼음이 갈라진 모양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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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門銷

@序論

〔힘11譯〕 

문-(D- l 門園뽑空하는데 製式時載하도다. 

【門屬의 空을 鷹하는데 製式은 時를 載하도다】 

문-CD-2 不堆屋宇觀新하니 斯謂林園遺雅한다. 

【屋宇가 觸新할 뿐 아니라〔不堆〕 斯謂하여 林園이 遭雅하도다】 

문-CD-3 工精雖專표作이나 調度續在得A이도다. 

【工精은 비록(雖) 오로지 (專) 표作이나， 調度는 오히려 <31會) 得A에 在하도다】 

문-CD-4 觸景生奇하고， 含情多致하도다. 

【景을 觸하니 奇가 生하고， 情을 含하니 致가 多하도다】 

문 CD-5 輕妙環뿜하고 弱柳鏡좁하며 偉石迎A하니 別有一끓天地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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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絲에 環뽕하고 弱柳가 鎭춤하며 偉石。1 迎A하니 따로(別) 한(-) 옳天地가 有하도 

다】 

문-CD-6 修똘弄影하니 疑來隔水쫓養하도다. 

【修筆이 弄影하니 隔水하여 똘賽이 來하는 줄 疑하도다】 

문 CD-7 佳境宜收하니 f삼塵安到하려오? 
【佳境을 마땅히 (宜) ~~하니 倚塵이 어찌 (安) 到하리오?】 

문-CD-8 切료離鍵門空하니 應當廳짧園t를하느니라. 處處憐〔鄭〕虛하고 方方測景하도다. 

【門空에 離鐘함은 切룹하니 應當 짧t률을 層珠하느니라. 處處에 憐〔鄭〕虛하고 方方에 

↑則景하도다I 

문-CD-9 非傳恐失하여 故式存餘하도다. 

【非傳하면 恐失하여 故로 式을 存餘하도다】 

〔織뚫〕 

문틀과 창틀은 돌을 갈고 다듬어 만든 전으로 짓는데， 만드는 양식은 당시에 쓰이는 양식을 

헤아려서 재량껏 정한다. 그렇게 하면 집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원렴에도 아취 

가 돋보이게 된다. 

비록 정교하게 만드는 일은 오로지 와장의 솜씨에 달려 있으나， 문창을 셜계， 시공하는 전 

공정을 조절하고 안배하는 일은 오히려 재주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잘 꾸민 문창을 통하여 바깥의 경치를 보니 재미난 느낌이 생기고， 그 경치에 정을 품게 되 

니 운치가 더욱 넉넉해진다. 

하늘하늘한 사창 너머로는 비취색 수림이 둘러서 있고 가녀린 버드나무 창살 사이로는 파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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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엿보이며， 우람한 석가산이 손님을 맞는 듯 서 있으니， 신선이 노니는 뚫中天i뼈 경지이다. 

키 큰 대나무숲이 물가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 그림자가 물에 비치어 어른거리고， 물 건 

너 대나무숲을 스쳐 가는 바람 소리가 마치 생황을 부는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려 온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거두어들이니 세상의 잡된 일이 어찌 이 곳에 들어오겠는가? 

문동을 만들 때에 장식을 요란하게 아로새기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한다. 오히려 문동 옆의 담 

을 잘 갈고 매끈하게 다듬는 것이 합당하다. 문동을 그렇게 만들면 곳곳에 넓고 시원한 공간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모든 방향으로 좋은 경치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이에 후세에 전하지 않으면 유실될 것이 걱정이 되어 그 제식을 빠짐 없이 다음과 같은 圖式

으로서 남기고자 한다. 

〔意5뚫〕 

문 (D-l 문틀과 창틀은 돌을 갈아 만드는데， 제식은 당시의 양식을 재량하고 참작한다. 

문 (D-2 집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뿐 아니라， 이에 임원이 아취를 거느린다. 

문 (D-3 정교한 시공은 비록 오로지 와장의 솜씨이나， 생각하고 헤아림은 오히려 쓸 만한 사람 

에게 있다. 

문φ-4 경치를 접촉하니 기이한 느낌이 생기고， 정을 품으니 운치가 많다. 

문-(D-5 하늘하늘한 사창 너머로는 비취색 수림이 둘러서 있고 가녀린 버드나무 창살 사이로는 

파란 물이 엿보이며， 우람한 석가산이 손님을 맞는 듯 서 있으니， 신선이 노니는 뚫中 

天地의 경지이다. 

문-(D-6 키 큰 대나무숲이 그림자를 어른거리니， 물 건너 생황 부는 소리가 오는 듯하다. 

문-(D-7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거두니 세상 잡된 일이 어찌 이르겠는가 ? 

문 (D-8 문공에 아로새기는 것은 몹시 피해야 한다. 응당 창의 담을 잘 갈고 매끈하게 다듬는 

다. 곳곳에 허함이 가깝고 모든 방향으로 경치를 옆에 둔다. 

문 (D-9 전하지 않으면 유실될 것이 두려워서， 고로 그 제식을 빠짐 없이 남기고자 한다. 

〔注5뚫〕 

문 (D-l 

* 門옮은 門과 옮이다. 園은 짤、과 같다. 

*廳空에서 空은 문과 창의 텅빈 테두리， 즉 문틀(門樞) 또는 문얼굴을 가리킨다. 摩는 갈고 

닦는다(3í짧廳)는 뜻으로서， 문틀을 만들기 위해 돌을 갈아 轉을 만드는 제작공법을 가리킨다 

(진식: 172). 轉은 觀의 속자라고 하나， 觀은 흙을 빚어 만든 벽돌인 것에 비해서 轉은 돌을 

깎고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만든 것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한편 博은 觀과 같다. 

*時는 時式， 즉 그 당시에 쓰이는 방식 또는 양식이다. 時式과 비슷한 말로서 時裝이 있다. 

* 載는 1) 마름질하다， 2) 자르다， 3) 헤아리다， 재량하다 등의 뜻이 었다. 여기에서는 재량하 

고 참작한다는 載配의 뭇으로 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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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C!)-2 

*不堆는 ‘ ... 뿐 아니라’라는 뜻이다. 不僅과 같다. 

*觸新은 새로운 모양으로 바뀐다는 關成新樣의 뜻이다. 

*斯謂는 ‘이에(就是)’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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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은 1) 쫓다， 2) 거느리다 등의 뭇이 었다. 遭雅는 아취를 거느린다， 즉 아취가 생겨난다는 

뜻아다. 

문-C!)-3 

*I精은 ‘정교한 시공’의 뜻이다. 

*조L作은 ‘전을 만들고 붙이는 인부인 조L!lÍ.’이기도 하고， 그 와장의 솜씨이기도 하다. 여기에 

서는 앞의 것을취한다. 

*調度는 ‘생각하여 헤아린다’ 는 돗인데， 여기에서는 문틀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공정을 전반적 

으로 안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장가기， 27깅. 

* 得A은 ‘쓸 만한 사람을 얻는다’ 라고도 풀이되고， ’ 쓸 만한 사람 자체’ 라고도 풀이된다. 진식 

(172) 는 전자를 취하고 있으나， 앞의 효作과 뜻을 맞추기 위해 뒤의 것을 취한다. 

문 C!)-4 

* 觸景은 문창을 통해서 원림의 경물을 접촉한다는 뜻이다. 生奇는 원림의 경물을 문창을 통해 

바라보면 기이한 느낌이 생긴다는 뜻이다. 화론에 觸景生情이라는 개념이 있다. 

* 含情은 그 경치에 정을 품는다는 뜻이다. 

* 多致는 운치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문C!)-5 

* 輕妙는 하늘하늘한 앓은 비단천을 바른 *少짤、을 가리킨다. 

* 環뽕을 陳植은 초판(163) 에서는 사창 밖에 ô薰가 벽옥처럼 띠고 둘러 서 있는 모습이라고 

풀이하고 있고， 2판 (171-172) 에서는 휘감고 흐르는 푸른 강물(環曉뽕水)이라고 고쳤다. 이는 

費필의 지적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弱柳를 진식은 초판 (1683) 에서는 연푸른 새싹이 돋아 

나는 버드나무(敏柳)로 풀이하였으나， 2판(1 71-172) 에서는 가느다란 버드나무로 찬 문살(柳 

木납) 사이로 푸른 산을 훔쳐본다라고 고쳤다. 이 또한 조신의 지적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Harl이e(93) 는 앞의 것은 사창의 창틀을 비취 잎으로 둘렀다고 풀이하고， 뒤의 것은 여 

린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푸른 새싹이 돋는다라고 풀이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 아마 陳植

의 초판을 창고로 한 해석인 것으로 여겨진다. 장가기 (272) 는 계성의 다른 글， 즉 『相地· 山

林t뼈에 나오는 구절인 ‘千戀環쭉하고 方整流좁’， 즉 “산봉우리마다 비취빛 수림이 휘감기듯 

둘러서 있고 골짜기마다 푸른빛 계류가 흐른다”를 들어 쭉山 좁流， 즉 푸른 산， 파란 물로 

풀이한다. 여기에서는 사창 밖으로는 푸른 산이， 유혁 사이로는 파란 물이 엿보이는 차경의 

효과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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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偉石은 원림의 우람한 석가산을 가리킨다. 

*효율天地는 뚫之天地， 뚫中天地와 같은 말로서 작은 공간 속에 別有天地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後漢書』에 “費長房은 여남 사람이다. 그는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병을 매달고 

약을 파는 노인이 있었다. 시장이 파하면 늘 병 속으로 뛰어 들어가곤 하였다. 시장 사람들 

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장방만은 루 위에서 그것을 보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가가서 

재배하니 이에 두 사람은 같이 병 속으로 들어갔다. 아름다운 옥당 안에는 맛있는 술과 안주 

가 넘치도록 차려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같이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서 다시 루 위로 올라 

간 다음 장방이 말하기를 ‘나는 신선이다’ 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으며， 이 말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小中見大， 즉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본다’ 는 뭇으로 풀이된다. 

문-00-6 

* 修는 ‘높다’ , ‘키가 크다’ 는 뜻이다. 똘에는 1) 대나무 종류 중에서 왕대 (참대， Phyllostachys 

bambusoides S.et Z.) , 2) 대나무의 통칭， 3) 대숲 등의 뜻이 있는데 修똘은 길게 자란 왕대나 

무를 가리킨다. 修는 備와 통하므로 備졸이라고도 한다. 중국 사가원림에서 대나무를 심는 

일반적인 방법은 넓은 면적을 대숲으로 만드는 것이기보다는 좁은 면적에 다발처럼 모아서 

심는 것이므로 輩竹의 뜻이 었다. 다음에 나오는 대바람 소리를 낸다는 구절과 연결시켜 보 

면 대나무숲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河西 金離훔가 지은「懶i麗園 四十八談」에 “쨌路備훌 

(오솔길의 높은 대숲)"이라는 시가 있다. 

* 弄影은 원림 안의 지당이나 계류 가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그림자가 물에 비치면서 어 

른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 疑에는 1) 의심하다， 2) 괴이하게 여기다， 3) 닮다， 4) 견주다 등의 뭇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 건너에 대나무가 서 있고， 그 대나무 그림자가 물에 비칠 뿐 아니라， 바람이 대숲을 스치 

고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생황 부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뜻이므로 3) 의 뜻이 옳다. 

* 똘餐은 관악기 이름이다. 열 아홉 개 또는 열 세 개의 대나무 대롱으로 만들며， 세워 놓고 

가로로분다. 

문-00-7 

* 安은 何와 같이 쓰인다. 

* 이 구절은 門짧을 통한 借景 효과를 가리킨다. 

문-00-8 

* 切은 ‘매우’ , ‘몹시’ 라는 뜻이다. 切료는 심히 꺼 린다는 뜻이다. 

*雖鐘는 아로새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 門空은 門洞을 가리킨다. 이것은 원림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울타리， 건물 안에서 원림으 

로 나가는 외벽 등에 만드는 문의 형식으로서 문짝이 없이 구멍만 뚫어 놓은다. 구명의 형태 

는 원， 병， 꽃잎， 향로 등 다양하다. 통행 뿐 아니라 樞景 형식의 借景을 위한 장치이다.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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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이라고도한다. 

*뺨짧는 동문 주변의 울타리나 벽체를 白뼈網이나 層轉體처럼 표면이 매끄럽고 별다른 장식 

이 없이 만든다는 돗이다. 

* 짧i률은 동문 주변의 담이나 벽체를 가리킨다. 

* 處處는 ‘곳곳에’ 라는 돗이고， 方方은 ‘모든 방향으로’ 라는 돗이다. 憐과 測은 모두 ‘가까이 

한다’는뭇이다. 

문-00-9 

* 式은 製式이다. 즉 門짧을 만드는 양식을 가리키며， 이 글 다음에 그 圖式이 수록되어 있다. 

* 存은 기록하여 남긴다는 뜻이다. 餘는 ‘죄다， 남김 없이’ 라는 뭇이다. 

@門옳圖式 

〔뢰iI응뚫〕 

문-@-l 方門合角式

R빨E훨方門은 德III↑具做卷門하였는데， 轉上過門石， 或過門防者하였느니라. 今之方門은 

將뺨轉用木옳桂住하느니라. 合角過門於上하고 再加之過門林하니 雅致可觀하도다. 

【廳轉方門은 E에 德하여 卷門을 갖추어〔↑具〕 做하였는데， 轉에 過門石이나 或은 過門

林者를 上하였느니라. 今의〔之〕 方門은 廳轉을 將하되， 木桂을 用하여 桂住하느니라. 

過門의 〔於〕 上에 合角하고 다시 〔再〕 이것을〔之〕 過門林에 加하니 雅致가 可觀하도다】 

문-@-2 團門式

凡廳轉門짧은 量뽑之훔灌하고 校轉之大小하느니라. 內空須用滿廳하되 外邊只可#許하 

고 不可就轉하느니라. 邊外或石紹或滿廳可也하느니라. 

【무릇〔凡〕 廳轉門옮은 塊의〔之J L!흙灌를 量하고 轉의〔之〕 大小를 校하느니라. 內空에 

는 반드시 〔須〕 모두〔滿〕 廳(轉)를 用하되， 外邊에는 다만〔只) -t許가 可하고 就轉은 

不可하느니라. 邊外에는 或은 石殺이， 或은 모두〔滿〕 廳(轉)이 可也하느니라】 

문 @-3 上下團式

문-@-4 運離式， 如意式， 貝葉式，

運離， 如意， 貝葉， 斯三式宜供佛所用하도다. 

【運離， 如意， 貝葉， 이 〔斯〕 三式은 供佛에 所用함이 宜하도다】 

〔짧챔5뚫〕 

이전에 마전을 써서 방문을 만들 때에 장인들이 권문 양식을 본따 만들었는데， 마전 상부에 

과문석이나 과문방을 올려놓았다. 오늘날 방문을 만들 때에는 마전을 가지런히 배열하고 나무 

못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그리고 과문의 위에서 45도씩 잘라 붙여서 직각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과문방 위에 덧붙이니 그 아취가 볼 만하다. 

무룻 마전을 써서 권문 형식의 문창을 만들 때에는 인접하는 담의 두께를 측량하고， 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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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계산하여야 한다. 권문의 내부공간에는 반드시 모두 마전을 사용하되， 문틀 외부의 가 

장자리에는 두께가 한 치 정도 되는 마전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보다 좀 더 두꺼운 것은 사용 

할 수 없다. 가장자리 외부에는 석회를 발라도 좋고， 모두 마전으로 쌓아도 좋다. 

문창을 연꽃 잎， 여의， 패엽나무 잎 형상으로 만드는 세 가지 제식은 사찰 등 부처님 공양을 

하는 공간에 쓰는 것이 알맞다. 

〔意음뚫〕 

문-@-1 마전으로 만드는 방문은 장인들에게 맡겨 권문을 갖추어 만들었는데， 마전 상부에 과 

문석이나 과문방을 올려놓았다. 현재 방문은 마전을 가지런히 배열하는데 나무못을 사 

용하여 마전을 고정시킨다. 과문의 위에서 합각을 만들고 다시 과문방 위에 덧붙이니 

아취가볼만하다. 

문-@-2 무릇 마전을 쓴 문창은 담의 두께를 측량하고， 마전의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내부 공 

간에는 반드시 모두 마전을 사용하되， 바깥 가장자리에는 한 치 마전만 가하고 마전은 

불가하다. 가장자리 외부에는 석회， 모두 마전도 좋다. 

문-@-4 연꽃 잎， 여의， 패엽나무 잎 이 세 제식은 부처님 공양에 쓰는 것이 알맞다. 

〔注등훌〕 

문-@-1 

*方門合角式은 문틀이 장방형(方門)이고 모서리의 각이 직각(合角)인 양식이다. 그런데 합각 

시키는 방식은 모서리를 만드는 두 부재를 각각 45도씩 잘라서 맞붙이는 방식이므로 그냥 두 

부재를 직각으로 붙이는 것보다 아치가 있다. 

* 穩은 의뢰한다는 뜻이다. 

* 做는 만든다는 뜻이다. 作과 같다. 

*卷門은 蘇南 일대의 방언으로서 문틀의 상부를 원호형으로 만든 門洞을 가리킨다. 圖門이라 

고도 한다(장가기， 273; 진식: 165). 卷은 굽다(曲)라는 뜻이다. 융성당판， 광인서국 판에는 

參門이라고 표기하였으나 卷門을 취한다. 

*過門은 문틀의 상부에 가로 놓여 벽이나 울타리의 무게를 지지하고 분산하는 부재를 가리킨 

다. 돌로 된 것은 過門石， 나무로 된 것은 過門林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門옮過梁이라고 

부른다(진식 : 173). 

* 將은 가지런히 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木桂은 가로방향으로 관통하는 나무못(木옳T) 을 가리 킨다(진식 : 173). 

*옳住는 나무못을 세운다는 뜻이니， 나무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공법으로 풀이한다. 

문 @-2 

* 量은 測量을， 校는 計算을 뜻한다. 

* 內空은 團을 이루는 내부 공간으로서， 모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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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滿은 ‘모두’ , ‘빠짐없이’ 라는 뜻이다. 

*外邊은 권문의 바깥 문블을 가리킨다. 

* 只는 ‘다만’ 이라는 뜻이다. 진식은 현대 용법을 쫓아서 祖라고 표기하고 있다. 

*-;f"許는 ‘한 치 정도’ 이라는 뜻이다. 

*石初은 석회를 가리킨다. 

문 @-4 

*運離은 연꽃의 꽃잎 모양으로 쌓은 圖門의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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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意、는 원래 기물의 모양이다. 인도에서 나온 것인데， 자루 부분이 손가락이나 心자형으로 

생겼다. 뼈， 뿔， 대나무， 나무， 옥， 돌， 구리， 철 등 어느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 길이는 3 

자 정도 되며， 설법을 하는 승려가 이것을 지니고 문자를 썼다. 근세에는 길이가 1, 2척에 

불과하며， 자루 부분을 지초나 구름 무늬로 만들고 그 이름을 취하여 길상이라고 부르고 가 

지고 노는 기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의 모양으로 만든 圖門의 양식을 가리킨다 

(진식 : 176). 

*貝葉은 종려과에 속하는 나무 이름으로서 운남성， 인도， 버마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자란 

다. 그 잎으로 경전을 베껄 수 있으며 그래서 貝葉經이라는 말도 었다. 여기에서는 패엽의 

잎 모양으로 만든 聞門의 양식을 가리 킨다(진식 : 177) 

ill. 釋 明

1. i옮t률 

1) 담의 정의 

정주생활을 하는 어느 문화에서나 건물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공간에는 ‘담’이라는 것이 있 

게 마련이다. 중국어에서 담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뽑， 桓， 灌， 離 등이 있는 

데， 이것은 담을 짓는 재료와 공법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增(禮)은 원래 곡식을 광에 넣고 아끼기 (쁨) 위해 흙(土)으로 담을 쌓는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權智庸， 87). 그런데 흙담은 쌓기는 편해도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지혜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에 널조각(꺼)으로 판축하여 치는 공법이 생겼으며， 이를 특히 網

이라고 쓴다 1) 이것에 비해 일반적인 흙담은 桓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와서는 돌도 쓰고 

기와도 쓰고 하여 재료와 공법도 달라졌지만， 담을 일반적으로 뽑桓 또는 펄塊이라고 두루 쓴 

다 2) 

1) 體이 版集에 의한 흙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뺀지를 세워서 두르는 담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깅 『說文解字』에서는 將과 형을 같는 것으로 보고 있다釋名』에서는 형의 돗이 援， ‘당기다’ , ‘잡다’ 는 

뜻으로 본다. 사람들이 행에 의지하여 援衛(당기어 막는다)고 한다. 또 總은 『說文解字』에서 蘇，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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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시설에 두르는 담은 굳 

이 흙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물론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로써 담을 짓 

는데， 여느 나무 또는 대나무 또는 가시나무의 가지를 적절하게 엮거나 짜서 세우게 된다. 이 

런 바자울을 일컬어 灌， 離， 또는 樓離라고 한다. 그런데 운치를 자아내기 위해서 시령을 짓고 

그 위에 녕쿨식물을 올리는 꽃시렁인 花架도 있고， 꽃이 피는 식물로 지은 꽃울타리인 花離도 

있다 3) 

사실 이러한 담과 울들은 일반 건축에서도 함께 쓰인다. 따라서 원림에 알맞게 조형이 이루 

어지는 담， 즉 園林塊펄을 따로 園뽑， 또는 景增이라고 부른다({:諸微生 · 陳章德， 194).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담과 울을 뭉뚱그려 표기하는 한자는 이다.여 바로 園， 圖， 園와 같은 원립 

과 관련된 글자가 바로 이 부수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자이고， 옛날 이러한 문화가 형성된 

연유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기능 

景增의 기능은 공간의 위요， 공간의 분리， 시선의 차폐， 공간과 시선의 연계， 경관의 형성 

퉁이다. 

。공간의 위요 

뭐니뭐니 해도 뽑桓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어떤 중요한 시설을 에워싸는 것이고， 그 목적은 

외부로부터 적이나 맹수 같이 위해를 입히는 존재의 침입을 방지하고， 더위와 추위， 바람， 냄 

새， 소리 동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워싸는 담을 일컬어 圍塊이라고 한다. 우리 말로는 

‘엔담 ‘이다ü"園治 · 相t뼈의 「통론」에 “聚石累圍塊 居山可擬〔擬:)(돌을 모아 담을 둘러쌓으면 

마치 산 속에서 거처하는 것 같은 운치가 난다)"， í村T:1:地」에 “圍增編練(엔담은 가시나무를 엮 

어서 둘러싼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계성은 원림의 담이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물체가 아니라， 나름대로 아취가 있고 시 

속을 준수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할 만 하게 잘 꾸미면 그 또한 원림의 아름다운 경계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공간의 분리 

꽁간의 분할은 아무래도 원림의 외곽을 두르는 圍뽑보다는 원립의 내부에 있는 景뽑의 몫이 

다. 중국 건축과 원립의 특정 중의 하나는 景區와 園中園 양식이다.히 즉 대부분의 원림들은 

그 내부의 공간이 적절하게 분할되어 있고， 각 공간은 별도의 주제， 구조， 경관 등을 가지며， 

그 하나 하나를 일컬어 景區라고 한다. 예를 들어 蘇1'1‘l의 抽政園을 보면 크게 中園(抽政園)과 

는다’라고풀이한다. 

3) 계성은 花架와 花難를 뭉뚱그려 花牌이라고 한다.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쭉扁이 었다. 

4) 이 글자는 부수자로는 ‘큰 입 구’ 라고 표기하여 여느 작은 입인 口와 구별하기도 한다. 

5) 園中有園 景中有景이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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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園(補園)으로 나누어져 있고， 留園을 보면 4개의 경구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景區가 동등한 위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원림의 중심이 되는 景區가 었 

다. 이곳은 대체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위치가 눈에 잘 띄는 곳， 동선의 중심이 되는 곳， 

중심 주제가 설정되는 곳， 경관이 특정 있고 충실한 곳이다. 

이러한 景區보다 작은 공간 단위가 院落이다 6) 景區와 院落이 큰 원림의 일부분이라는 점에 

서는 같지만， 院落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이라는 점， 특히 건물을 중심으로 하며 둘레의 增桓

이 매우 뚜렷하게 공간을 분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景區와 다르다. 따라서 院落은 위계로 보 

아 景區 안의 작은 공간 단위이기도 하고， 다른 景區와 같은 위계에 있는 별도의 공칸이기도 

한다. 이런 院落 자체가 작은 원림을 이루기도 하고， 원락 안에 작은 정원이 따로 있기도 한 

다. 이렇게 큰 원림 안에 작은 원립이 있는 개념을 일컬어 園中園이라고 한다. 

수직적으로 설치되어 큰 원렴을 수평적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景뽑은 바로 이런 공간 구 

성에 필수적인 장치인 것이다. 한편 「屋宇」에서는 “담을 쌓을 때에는 반드시 넓게 하여 공지가 

많이 있게 한다(葉캘須廣 空地多存r라고 하였으니， 원림 안에서 담을 설치하는 것은 예사 일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시션의 차폐 

담은 수직으로 서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선을 차단하는 데에 매우 쓸모가 있다. 이런 기능 

을 柳景， 즉 경관을 억제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廣搬生 · 陳章德， 194) , 중국 원렴의 담에는 이 

런 목적으로 짓는 담의 제식이 따로 발달해 있으니， 照뽑과 面뽑이다. 照뽑은 照뿔 또는 影뿔 

이라고도 하는데， 밖에서 원림으로 들어가는 대문 안쪽에 놓이며 문과 면한 자리를 차지하여 

외부인의 시선을 가리는 담이다. 대문 안에 있기 때문에 內照뿔이라고도 한다. 또 원렴 또는 

제택의 중심 건불인 청당 앞에도 이런 것을 두어 시선을 차폐하는데， 이것을 面增이라고 하며， 

특히 看面塊， 看面이라고도 한다 7) 

0공간과 시션의 연계 

그런데 景塊이 반드시 공간을 분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인 門옮이 

景塊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한 경구에서 다른 경구로 이통하여 출 

입하자면 필수적으로 문이 있어야 함을 물론인데， 중국 원립에서는 이 문의 위치와 형태를 교 

묘하게 조절하여 서로 다른 경구들을 분할해주면서도 적절히 연계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립을 거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발걸음을 옮기게끔 하는 ‘尋遊 請導’ 의 기능이 었다. 

6) fj說文解字』에 ‘院 캘也’ 라고 하여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院은 주로 궁실， 관청， 사원， 도원， 서원 둥을 가라키는 말로 발전하였다. 院落을 중국 북방언어에서 

는院子라고한다. 

끼 많은 원림에서 園門을 들어서면 影활 뿐 아니라 山石 동으로 牌騎으로 하여 시야를 차단시켜 절대로 

한 눈으로 원의 전경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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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景뽑에 나 있는 문을 통해 한 경구에서 다른 경구로 이통하여 서서히 진입하면， 8) 말 

그대로 別有天地， 즉 아주 다르고 아주 근사한 경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9) 이렇게 이동하다가 

보면 원림의 위계가 점차 심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경문을 통해 다른 경구로 들어가서 경장 

으로 위요된 독립된 경관을 감상하고 또 다른 경구로 들어가서 같은 체험을 하는 행위가 누적 

되면 원림의 깊고 그옥한 맛과 멋을 듬뿜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塊펄은 공간을 분할할 뿐 아니라 연계하는 것처럼 시선 또한 차폐할 뿐 아니라 연계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도 門園의 역할이 중요한데， 뒤에서 상세하게 고찰해 보기로 한다. 

O景觀의 형성 

塊￡률을 쌓을 때 그 구조나 재료가 단순히 기능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작은 경관 

을 이루거나 또는 어떤 경물의 배경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照塊은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 

고 소박하게 지을 수도 있지만， 조각을 베푼다든지， 원림의 이름， 좋은 시구 등을 잘 쓴 글씨 

로 새겨 넣는다든지 하여 그 자체를 보고 즐길 수 있는 對景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照뽑 

뿐 아니라 일반 景뽑에도 이런 장식을 하고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조장이나 경장이나 할 것 없이 ‘背景’ 으로 쓸 수도 있다. 좋은 예가 『園治 • 據띠』에 나오 

는 뼈뿔山이라는 가산 기법이다. 즉 “초벽산이라는 것은 벽에 기대어 가산을 꾸미는 것이다. 

즉 분벽을 종이로 삼고， 돌로써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ú뱀뿔者뚫塵理也 藉以紹뿔寫紙以石寫續 

也)"라고 하는데， 흰벽을 쌓고 그 앞에 괴석을 놓게 되면 마치 흰 화선지에 괴석을 그린 그림 

처럼 보인다. 이때 돌을 아무렇게나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조영을 하는 사람은 석재의 갈라 

진 결과 무늬를 잘 살피고 옛 사람의 필법을 따라서 황산의 소나무， 잣나무， 늙은 매화， 아름 

다운 대나무 등을 그림을 그리듯 심는다(理者 相石醫救 做古A筆意 植黃山松相古梅美竹r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조경에서 이런 효과는 비단 돌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나 대나무， 난초 등과 

같은 식물로써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초벽산도 잘 조절된 門짧을 통해 

보면 매우 뛰어난 경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즉 “이를 퉁근 창을 통하여 바라본다면 완연히 

거울 속에서 노니는 것과 같다(收之圓짧 행然鏡遊也)"라고 한 것이다. 

또 많은 원림에서는 생활용 주택의 옆에 서 있는 담에 붙여 亨， 樹， 遊厭 등을 설치하는데， 

담 자체의 형태와 윤곽션이 단순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림 건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형 

태와 윤관선에 기복과 변화가 풍부한 경우에는 건축과 상승 작용을 하면서 경관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한다. 여기에 공충으로 치솟는 산석， 수목 등이 었으면 겹겹이 싸이는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원림의 외곽을 두르는 圍t뽑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간을 엄격하게 분할하고 시션을 철 

저하게 차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노출되는 것보다는 풀이나 나무 따위가 

8) 원립 안을 천천히 거닐면서 즐기는 행위로서， 尋遊(중국) 또는 回遊(일본)라고 한다. 

9) 졸정원의 중원에서 서원으로 이동하는 문의 이름이 別有洞天門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아주 잘 보 

여주는좋은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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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가려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Ii園治 · 園說』에서 “엔담은 담쟁이녕쿨 사이로 약간 숨어 

있는 듯이 보이도록 조성하며， 지붕은 나뭇가지 끝에 궁실궁실 념놀도록 만든다(圍뽑隱約予羅 

間， 架屋뺑뺑手木末r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그 위장 상부에 약간의 景園을 두면 그 너머 중 

경과 원경이 언뜻언뭇 보이는 차경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3) 재료 및 공법 

중국 원림건축에서 담을 쌓는 재료는 흙， 돌， 벽돌， 기와 등 광물성 재료와 여느 나무， 가시 

나무， 대나무 등 식물성 재료로 크게 나누어지지만， 지역에 따라， 목적에 따라 선택된다. 계성 

은 흙담과 바자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주로 원렴에 자주 쓰는 몇 가지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版葉’ 은 흙으로 쌓되 매우 견고하게 쌓는 공법이다. 즉 널뺀지로 만든 담틀을 현장에 세우 

고 그 사이에 흙을 채워 넣은 다음 공이로 잘 다지는 공법이다 10) Ii園治 · 相地』의 「했野地」에 

서는 “圍知版葉(엔담은 판축 구조로 쌓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렇게 만든 담을 土體이라 

고 하는데， 나뭇가지로 엮어 울을 짓는 공법은 編離， 한편 자연석을 잘 다듬은 자연석(石뼈)을 

겹쳐 쌓는 공법도 있으니， 1i切라고 한다. 

중국 건축 또는 원렴에서 자주 쓰는 재료 중의 하나가 轉이다. 이 轉은 돌을 깎고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편 현대에 와서 즐겨 쓰는 벽돌은 흙으로 빚고 구운 것으로서， 

博또는 觀이라고 한다. 한편 장원의 세부적 구조를 보면， 담의 기초를 塊基 또는 뽑角이라고 

하며， 담의 꼭대기 또는 윗 부분을 塊頭라고 하며， 담의 밑을 뽑根이라고 한다. 

계성은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塊t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장원의 위 

치로 볼 때 가령 원립 안에서 꽃밭의 가장자리， 물가， 좁은 오솔길， 가산 둘레에 치는 담이라 

면 그 재료로서 자연석도 좋고 다듬은 돌도 좋으며， 누전장도 좋고 마전장도 좋으나 각각 소정 

의 양식이 있다고 하였다. 

O 白紹塊

白初뽑은 하얀 석회가루를 발라 만든 담이라는 뜻으로서， 담 자체의 재료와 공법이 아니라 

흙담， 또는 돌담 위에 바르는 미장에 관한 재료와 공법을 가리킨다. 

계성은 그 당시 공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즉 두 켜를 바르는데， 아래 켜는 담의 구조체 

가 되는 흙， 돌， 벽돌의 표면에 석회가 떨어지지 않게 바르는 켜이고， 위 켜는 그 위에 다시 

석회를 곱게 바르는 켜이다 11) 아래 켜의 재료는 질 좋은 석회와 강 또는 호수에서 채취한 누 

른 모래인데， 이것을 잘 섞은 다음 살살 두드려서 바르는 공법을 쓴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켜 

는 석회로만 바르는데， 적은 양을 바른 다음 헝깊으로 만든 비로 가볍게 문지르는 공법을 쓴다 

고 하였다. 대기 중에서 불과 혼합된 석회는 이내 단단해지고 업자가 매우 고와서 잘 바르기만 

10) 담 뿐 아니라 건물의 기단， 벽체를 쌓을 때에도 가끔 쓰는 공법이다. 

11) 영어로는 아래 켜를 undercoat, 위 켜를 topcoa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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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橋桓(遍轉橋)의 양식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것은 다음 것들이다. 

1, 裵花遍뽑式 2， 0條環式 3, 竹節式 4, A字式

하면 표면이 매우 치밀하고 평활하게 된다. 따라서 사물이 비칠 정도이고 더러운 것이 묻더라 

도 물로 쉽게 씻어낼 수 있다고 하여 鏡面뽑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성은 예전 공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석회에 모래 대신 거친 바탕종이를 섞어 곱게 

바르는 공법을 썼다고 하였다. 그리고 혹시 호사를 부렬 생각이 있어 광택을 내자면 그 위에 

백랍을 바른 다음 문지르고 두드리는 공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Oj響轉t옮 

R향E훨t옮은 잘 갈아서 사각형， 팔각형 등 변과 각이 일정한 형태로 만든 돌을 쌓는 담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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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계성이 소개하는 廳轉增 공법은 다음과 같다. 즉 照뽑과 面增과 같은 담을 지을 때에는 

뺨轉이나 네모난 方轉을 마름모꼴로 놓는 양식， 方轉을 팔각형으로 잘라 만들고 팔각형과 팔 

각형 사이에 생긴 틈에 작은 방전을 끼워 넣는 양식， 작은 전을 온전한 것 하나와 절반 크기 

하나씌 교대로 놓아서 비단 무늬처럼 작은 꽃 모양으로 쌓는 양식 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담 꼭대기에는 수마전을 여러 켜 차곡차곡 쌓아서 처마 노릇을 하는 비첨전을 이루도록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이 마전장에 꽃， 새， 신선， 짐승 등을 새기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진정한 

솜씨를 발휘하여 畵意의 경지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團E많쳐훌 

i庸E훨뽑은 돌을 쌓되 담 상부에 구멍을 뚫은 양식을 가리킨다. 遍明뽑， 花塊洞(강남)， 花轉

塊·透空轉뽑(북방)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에는 대개 遍짧이라고 부른다. 담을 힘들여 쌓아놓 

고는 새삼스럽게 구멍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려운 일인데， 여기에 중국 원렴의 깊은 아 

취가 숨어 있다. 즉 이것의 기본 용도는 借景에 있다. 계성은 “凡有觀跳處葉斯 似避外隱內之義

(무릇 경관을 관조하는 곳이 있으면 이것을 만드는데， 이는 외부인이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고 

내부의 경관을 숨기는데 그 의의가 있는 듯하다)"라고 하는데， 구멍의 위치， 크기， 형태 등을 

잘 조정함으로써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바깥쪽에서 안쪽을 보는 것은 불가 

능하게 하는 것이다. 

재료는 돌 뿐 아니라 기와도 쓴다고 하였지만 聽轉이 가장 좋다고 하였고， 옛날에 쓰던 연 

전， 철정， 어린 등의 양식보다는 쓸 만한 몇 가지 양식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ì屬轉t뽑의 

양식은 난간 양식에서도 골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0짧L石뽑 

재료는 막돌(亂石)인데， 대체로 모든 막돌을 다 쓸 수 었지만 황석으로 쌓은 것이 가장 아름 

답다고 하였다. 재료의 형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가산의 사이에 담을 쌓을 때 적합하다고 하였 

다. 공법은 큰 돌과 작은 돌을 교대로 쌓는다고 하였으며. 푸른 난석판을 쓸 때에는 유회를 발 

라 그 틈을 메우는데 이를 ‘永짧뽑’ 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0지형과 형태 

계성은 “세상 사람들이 담장을 만들 때， 만약 그 터가 반듯하지 않고 기울었다면 그것을 그 

냥 따르기만 한다. 어째서 담의 윗부분을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여 가옥이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이것을 장인이나 주인은 알지 못한다(世A興造 因基之偏測任而造之 何不

以뽑取頭關頭俠 就屋之端正 斯E主之莫知也1) "라고 하였는데， 이는 「相地」에서 “경치는 따로 억 

지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원래 있는 지형을 잘 살리면 저절로 얻어진다(得景隨形)"라는 기본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장식과 경물 

계성은 담에 교묘한 장식을 하는 것을 몹시 부적합하고 불필요한 짓이라고 경계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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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원림의 담은 장인에게 맡겨 꽃， 새， 신선， 짐승 등을 아로새겨 교묘하게 만들었으나， 이 

는 원립의 아름다움이 아닐 뿐 아니라 주택이나 청당과 같은 중요한 건물에 필요한 담을 지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참새가 그 틈 사이에 집을 지으니 싫고 잡초가 우거 

져 담쟁이덩굴 같이 땅을 덮으니， 참새를 쫓아 버리려고 해도 끝이 없고 잡초를 뽑으려 하면 

이내 무너지게 되어 어떻게 할 방도가 없게 되어 버린다. 이렇게 울타리를 꾸미는 것은 도시의 

속된 사람들이나 시골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고명한 사람들은 이를 삼간다”라고 하 

였다지 

하지만 계성은 『園治 • 짧山』에서 假山과 뽑펄을 활용하여 원림 안에 폭포를 교묘하게 조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울타리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 천구를 만들 수가 

있고， 벽산의 꼭대기까지 끌어와 작은 웅덩이에 모이게 하고， 석구를 돌출시켜서 넉넉한 물이 

넘쳐 흘러 아래로 떨어지게 하면 비로소 천연의 폭포처럼 된다(可潤至塊頂作天構 行뿔山頂 留

小抗 突出石口 ~Z漫而下 續如爆布)"라고 한다. 

(2) 門銷

1) 門園의 정의 

門이라는 글자는 양쪽에 기퉁이 서 있고， 문짝이 두 개 달린 형상을 본몬 글자이다. 한편 문 

짝이 하나 뿐인 외짝문(지게문)은 戶라고 하는데， 이 역시 그런 형상을 본뜬 글자이다. 한편 

門樞은 문얼굴， 문틀을 가리키고， 門吹 또는 門樓은 문지방， 上門吹 또는 門植은 문얼굴의 상 

인방， 門뚫은 문짝， 햄門은 문짝이 네 개로 된 병풍식 문， 넌출문이다. 

또 罷은 원시인들의 주거이었던 굴(大)에 난 구멍(困)의 형상을 본몬 글자이다. 따라서 이 

것은 저절로 나 었는 굴 입구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라， 벽 또는 천장에 나 있어 채광 

이나 환기 등을 돕는 구멍에서 비롯된 것이다 13) 한편 爛는 바라지창， 들창인데， 특별히 남쪽 

으로 난 창을 가리키기도 한다. 

『園治』에서 門옮이라고 함은 건물의 벽이나 담과 같은 수직적 구조물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서， 사람이나 물건의 출입이 가능한 門과， 시선， 기류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짧을 함께 일걷는 

말로서 풀이된다.씨 그런데 이 경우 문도 문짝이 없고 창도 창살만 있는 형식이므로 그 투과성 

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門洞과 置洞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簡淑生 · 陳章德， 184-193) , 여 

기에서는 이 표기를 택하여 논하기로 한다. 

12)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원림의 경우 위장보다는 조장이나 면장에 현란한 조각을 베푼 것들을 많이 볼 

수있다. 

13) 현대에는 이 복잡한 글자를 쓰지 않고 짧、이라는 글자를 쓴다. 이것은 마음(心에)도 눈(口 • .Ä= 나) 

과 같은 창구멍(大)이 있다고 하여 心을 합쳐 쓰게 되었다고 한다. 總도 r옮과 서로 통하는 글자이다. 

14) H뼈ie (92) 는 문창을 d∞rway라고 풀이하였는데， 이것은 문만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짧 

은 window 또는 fenestral로 풀이되는데， 창살만 있는 형식이므로 grating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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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門園의 기능은 출입과 상호 삼투， 엄폐와 접속， 造景과 借景， 그리고 成趣에 었다. 이 기능 

들은 서로 연계되어 상승적 효과를 자아낸다. 

O 出入과 慘透

두말 할 나위 없이 門洞은 두 공간 사이에 놓여 있어 분리시키고 있는 벽이나 담에 뚫려 있 

어 두 공간을 상호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런 문을 뽑門。1라고 한다(짧種平， 316). 

그러나 여느 건물이나 공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원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景뽑에 뚫려 있는 景門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1j諸懶生 · 陳章德， 188). 이런 문동은 대 

부분 문짝이 없어 건물 외곽의 출입문이나 생활공간의 출입문과는 구분된다 15) 

이 景門은 그 형태가 매우 간결하기 짝이 없지만， 중국 원림을 독특하게 만드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원림 요소이다. 앞에서 보았듯 景뽑은 공간을 분할하기도 하고 연계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景門이 있음으로 해서 실제적인 연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한 景區를 감상하고 다른 景區로 들어가는 접속점 내지 천이점이 바로 이 景門이 된다. 

원림을 尋遊하는 사람이 어느 경문에 이르게 되변 경문의 틀 안에 잡히는 경관이 다음 경구의 

경관을 암시함으로써 분절과 연계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원림의 중요한 개념 

인 생동하는 步移景異(한 걸음 옮길 때마다 경관이 달라진다)는 경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다. 특히 하나의 정리된 동선을 따라가면서 연이어 다양한 형태의 경문과 경창을 설치하면， 담 

과 벽이 형성하는 어두웅과 닫힘과 문창이 형성하는 밝음과 열림이 교차하면서 변화 무상한 動

景觀을 연출한다이 

한 원림의 한 경구를 감상한 다음 이 경문을 거쳐 다음 경구로 들어설 때 이 경문에는 다음 

경구의 특정을 함축한 경구의 이름 또는 문의 이름이 편액이나 刻字 형식으로 붙어 있다. 따라 

서 경문은 別有天地로 접어드는 도입부로서 훌륭한 노릇을 한다. 예를 들어 上海 據園에는 호 

리병 형태의 경문이 있는데， 이는 盡中天地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蘇’‘l‘| 쐐政園 

에는 別有洞天門이라는 이름이 병시된 경문이 있어 서로 다른 경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다. 

15) w園治 · 屋宇』에서 “安門須合廳方(문은 반드시 청당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안치한다)라는 구절이 었다. 

이는 景門의 경우에도 청당과 마주 보게 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6) 소주 일대의 사가원림들은 완전히 뚫린 문과 창을 대량으로 설치하여 구분된 공간을 연결 삼투하고 

있다. 留園의 籍所를 지나 동부 景區의 曲짧樓 및 西樓를 거쳐 五峰仙館으로 가는 구간에는 공간의 순 

서변화가 더욱 풍부하다. 이 곳은 뼈腦으로 여러 개의 공간을 형성하고， 담벽에 많은 문통과 창동을 

뚫음으로써 사람의 시선이 여러 겹의 문창을 통해 일련의 공간을 볼 수 있고， 공간이 서로 삼투되어 

있다. 따라서 매우 심원하고 끝없는 느낌을 준다. 

또 연속적으로 일련의 忽洞을 설치하면 動觀的 효과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獅子林의 立雪

堂 앞 마당의 *願5에서 修竹聞 일대의 경물을 바라보면 랑의 서쪽 옆 담벽에 모두 6개의 6각형 짧、洞이 

설치되어 었다. 이 짤、洞들을 통해 외부공간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 시각점이 움직임에 따라 시선 

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경물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6개의 잖、景은 일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또 각기 변화를 갖고 있어 步移景異의 느낌이 매우 강렬하다(影-剛，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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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의 형태도 단순한 장방형 뿐 아니라 원형， 타원형 등을 위시하여 호려병 등등 다양한 형 

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에 보는 조경의 기능을 발휘한다. 

한편 景i앓도 이러한 삼투의 기능을 훌륭하게 달성함은 물론이다. 揚’‘’‘! ↑園은 춘하추동을 

표현하는 네 개의 園中園인 四季假山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 쫓山을 보면 눈 덮힌 산을 묘사 

하는 雪石-석영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겨울산처럼 보인다-의 배경인 남쪽에 紹網이 서 있는데 

그 위쪽에 둥근 구멍이 24개 뚫려 있고 서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 삼투와 차경 효과를 자아내 

고 었다 17) 

。據蘇와接續 

원림 내부의 경문과는 달리 원렴 외곽의 문은 형태도， 기능도 다른데， 그 으뜸가는 기능은 

엄폐에 있다. 계성은 원림 짓는 터로서 가장 좋은 곳이 山林地라고 하였는데， 이런 곳은 사실 

담도 문도 필요 없는 곳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성시， 즉 도시 안에서 원립 

을 꾸밀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담과 문이다. 

계성은 城市地 원림의 경우 외부의 무단 침입자나 소음을 막아야 하고 또 「興造論」에서 논하 

는 것처럼 “속된 외부의 속된 경관을 가리어 막아야(1짝則혐之) 하므로 “멀리 날아갈 듯한 울타 

리를 쌓는다(違飛累*옳)"라고 하였다. 담이 이럴 뿐 아니라 “문을 닫아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넘 

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門據無譯)"라고 하여 문을 닫아건다는 행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히 

總鍾平(310-315) 은 외부 세계와 원림이 만나는 園門의 유형으로서 牌功式門， 좋훌花門， 屋宇式

門을 들고 있다. 牌功式門은 성시의 큰 길， 마을의 입구， 도로 교차점， 궁전， 사찰， 능묘， 원 

유 등의 전면에 세워두는 양식의 문인데， 아주 규모가 큰 皇家園林에는 적합하지만 私家園林에 

는 부적합하다. 좋률花門은 그다지 크지 않은 황가원림이나 꽤 큰 사가원림에 종종 쓰이는데， 집 

안의 내부 정원으로 들어가는 대문 등에 쓰인다. 屋宇式門은 말 그대로 문 자체가 하나의 건물 

처럼 되어 있는 구조로서， 원림의 깊이를 줄 수 있고 외부와 차폐하기가 쉬우므로 많이 쓰인다. 

。造景과借景 

景塊에 뚫려 있는 문동을 景門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짧洞은 景짧이라고 한다. 경문 

에 비해서 景짧은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경창은 일반 건물의 창과는 

달리 문짝이 없거나 종이나 헝깊 따위를 두럽게 바르지 않을뿐더러 창살만 있거나 아예 창살도 

17) 남쪽 분장의 구멍은 그 위치가 시야와 어긋나고 있어 아니라 차경용이 아니라 삼투용인 것으로 보인 
다. 즉 그 옆의 건물 이름언 透風遍月이 암시하듯 ‘바람이 통하고 달빛이 새 들어오는’ 겨울의 정경을 

연출한다. 그러나 서쪽 담의 구멍으로는 春山의 꽃과 대나무를 볼 수 있게 하여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있도록하였다. 

18) 關淵明의 「歸田園居 其二」를 보면 “白日據폐훔(대낮에도 사립문을 굳게 닫으니) “虛室絡塵想(말쑥한 

방에 때 낀 생각이 없다)이라고 하여 내적 은일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거는 행위를 잘 보여주 

고 있다. 또 「軟酒 其十二」의 구절처럼 “社門不復出 (문을 닫아 걸고 다시 안 나간다) 라는 구절도 음미 

해 볼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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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창틀만 있기 때문에 공기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창의 일반적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 그 

러면 景짧의 기본적 기능은 무엇인가? 

그 기능은 造景， 즉 경관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심고 갖다 두고 해서 

꾸미는 여느 조경과는 다른 조경이다. 이 기능의 묘용은 바로 창틀의 형태와 위치에 달려 있 

다. 즉 경창은 문틀 안에 가두어지는 경관， 즉 樞景(없med view，피sta)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이 

때 造景은 사실상 借景이다. 또 창툴에 창살까지 있는 경창은 그 창살의 형태나 무늬가 독특하 

여， 순광 방향에서 보면 그 자체가 경물이 되기도 하고， 역광 방향에서 보면 창살과 창틀이 어 

둡고 그 사이의 공간이 밝게 비치는 圖와 地(figure & groun이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그 공간이 

허공이 아니라 푸른 하늘， 녹음， 대나무 등 특이한 경물이 있어 그 효과가 더욱 고조되기도 한 

다. 그래서 짧洞의 창살의 무늬는 무척 다양하다. 계성은 그 당시 널리 쓰이던 무늬 중에서 쓸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31가지를 그렴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아마도 景門보다는 景짧의 차경 효과가 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계성은 “하늘하늘한 사창 너 

머로는 비취색 수렴이 둘러서 있고 가녀린 버드나무 창살 사이로는 파란 물이 엿보이며， 우람 

한 석가산이 손님을 맞는 듯 서 있으니， 신선이 노니는 뚫中天地의 경지이다(輕妙環훨 弱柳鏡

춤 偉石迎A 別有-옳天地r' 라든지， “키 큰 대나무숲이 그림자를 어른거리니， 물 건너 생황 부 

는 소리가 오는 듯하다이l젖뿔弄影 疑來隔水똘寶)"라고 하여 景짧을 통한 차경의 묘미를 잘 보 

여주고 있다. 이런 경지는 「園說」에서 강조되고 있다. 즉 “창과 문은 크게 열린 채 가까이 있 

게 하면 일 천 이랑의 광대한 水色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시사철의 밝고 흐드러진 風jt을 거 

두어들일 수 있다(짧戶虛都 納千煩之注洋 收四時之爛線)"이라고 하였다. 또 “절칸의 탑은 퉁 

근 창 너머로 숨은 듯이 서 있어 마치 李昭道의 소폭산수화와 비슷하게 보인다(刺宇隱環짧 깨 

佛片圖小李)"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계성은 외부에 이미 있는 경관만 차경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경을 하고 그것을 문창을 통해 차경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즉 “대나무를 창문 앞에 옮겨 심는 

다(移竹當짧)"는 것이다. 그 좋은 실례가 細政園의 與誰同坐野의 뒤쪽 창동이 부채꼴 붉面짧 

이다. 창 뒤쪽 바깥에는 대나무가 심어져 있어 마치 대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채 같은 느 

낌을 생생하게 전해 준다. 

。成趣

그러나 원림의 문은 닫아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Ii園治 • 相地』의 통론에 보면 “원램의 

문을 들어서서 거닐어 보면 정취가 이루어진다(涉門成趣)"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문은 어느 경 

구로 들어서서 그 정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경지로 들어서는 시발점이다. 

그래서 원림의 문은 닫아거는 것보다 열어두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 중국 원림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원림을 무단으로 방문， 출입하여 원렴을 감상하는 것을 용언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점이 이를 거증해 주는 것 같다. 계성은 “문을 들어서서 반드시 주인에게 붙어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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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門無須問主A)"라는 두보의 시를 연상하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Ii'園治 · 相t빠의 「첼野 

地」에 나오는 “마음대로 봄에 주인에게 하필 물어야 하겠는가?(任看主A何必問)"라는 구절이다. 

이러한 성취는 앞에서 본 차경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계성은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거두니 세상 잡된 일이 어찌 

이르겠는가?(佳境宜收倚塵安到i)"라고 하여 속세와 차단된 경지의 원림 안에서 차경을 통해 외 

부의 아름다운 경치를 받아들이는 묘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處處憐虛 方方↑則景”이라고 

하여 원림 안에서 이러한 景覆을 적정한 곳마다 둠으로써 모든 방향의 경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하여 원림에서 추구하는 因借가 門짧에서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즉 이처럼 원림 안팎 

의 경관과 공간 구조들 잘 살펴서 門짧을 설치하고(因) , 아름다운 경치를 이끌어오니(借) , 觸

景生奇， 含情多敎 즉 “경치를 접촉하니 기이한 느낌이 생기고， 정을 품으니 운치가 많다”는 경 

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景옮을 통해 보는 경관이 명명백백하게 노출되는 것보다는 보였다가 숨었다가 하는 

은근한 경관 연출이 더 나은 경지를 얻을 수 있다. 張浪η9)는 이를 일러 “격리된 듯하지만 격 

리되지 않고(似隔非隔)"， “숨은 듯하다가 나타난 듯 하고(若隱若顯D" ， “허한 속에 실이 있고， 

실한 속에 허가 있다(虛中有實， 實中有虛)"라고 한다. 

3) 재료 및 공법 

계성이 설명하는 그렴과 글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은 方門合角式， 圖門式， 上下團式， 運觸

式， 如意式， 貝葉式이다. 이밖에 글이 없이 그림만 소개하는 것은 入角式， 長八方式， 執圭式，

劍環式 등 207~지 양식이다. 그러나 계성은 이르기를 “문틀과 창틀은 돌을 갈아 만드는데， 제 

식은 당시의 양식을 재량하고 참작한다(門屬廳空 製式時載)"라고 하여， 재료는 마전으로 정해 

져 있지만 양식은 그 당시 유행하거나 선호하는 양식을 참조하여 설정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음 〈그림 2)는 『園治』에 소개된 문창의 양식도이다. 각 그림 아래의 번호와 본문 중의 번 

호를 대조하면 각 양식의 이름을 알 수 있다. 

특히 「園說」에서 “창문은 크기에 구애받지 않으며 쓰임새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만들면 된 

다‘ ...... 만드는 양식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구식은 잘라 버린다. 이렇게 조영하면 커다란 경 

관에는 부족하다 하겠지만 작은 林園을 조성하는 데에는 꼭 알맞을 것이다(짧、爛無抱 隨宜合

用… 製式新홉 我除舊套 大觀不足 4藥允宜)"라고 한 것은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計成은 그러나 양식을 잘 선택하여 설계， 시공이 좋으면 “집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뿐 아 

니라， 이에 임원이 아취를 거느린다(不推屋宇觸新 斯謂林園違雅)"라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고 한다. 왜냐 하변 경창의 효과가 창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틀로 하여 구성되는 樞景에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림틀이 화려하고 복잡하여 그것이 안고 있는 그림 자체가 약화되 

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틀을 만드는 마전에 무언가 아로새겨서는 절대로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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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門없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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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옆의 담도 매끈하게 갈고 다듬어야 한다(切，룹離鐘門空 應當R쩔緣t짧t률)"라고 하였다. 

언뜻 보면 門짧이 원림의 다른 요소에 비해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러한 묘용이 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興造論의 이치를 따르게 된다. 즉 ‘정교한 시공은 비록 오로지 와장의 솜씨이나， 생 

각하고 헤아림은 오히려 쓸 만한 사람에게 있다(工精雖專표作 調度續在得A)" 라고 하였으니， 

이는 홍조론의 主者를 구하여 그에게 일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황기원 외， 1993). 態種平β16)

은 “景門의 형식은 그 문이 설치되는 비례， 공간， 환경 등과 관련이 있다. 대개 주요한 경구를 

분리시키는 경장에는 대개 간결하면서도 지름이 비교적 큰 圓洞門이나 八角洞門 등을 주로 써 

서 통행에 편하게 하지만， 走頂ß이나 院落 등에는 장방형， 상부가 뾰족한 5각형， 기다란 팔각형 

동이 적합한데 치수가 작고 형태가 교묘한 것들이 어울린다”라고 하여 실제적인 해답을 해 주 

고있다. 

。方門合角式(1)

이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方門合角式 (square door w/ right-angled comers) 이다. 여기에서 

方門이라는 말은 그 형태가 방형， 즉 사각형으로서， 문의 기능에 맞추어 직사각형이라는 뜻이 

다. 또 合角이라는 말은 사각형을 이루는 부재끼리 접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재료는 마전을 

쓴다고 하였다. 

방문을 만드는 방식은 구식과 신식이 있는데， 구식은 마전을 쌓은 다음에 문 윗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상인방을 놓은데아 돌(過門石)이나 나무(過門抗)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신 

식은 마전을 가지런히 배열하고 나무못(木桂， dowel) 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그리고 과문의 

위에서 45도씩 잘라 붙여서 직각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과문방 위에 덧붙임으로써 아취가 있도 

록한다고하였다. 

。團門式 (2)

團門은 卷門 (arched doorway) 과 같은데， 마전으로 쌓는다. 마전의 크기는 담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문틀의 안쪽 면에는 반드시 모두 마전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틀 외부의 가장자리에 

는 두께가 한 치 정도 되는 마전만을 사용할 수 었고 그보다 좀 더 두꺼운 것은 사용할 수 없 

다. 가장자리 외부에는 석회를 발라도 좋고， 모두 마전으로 쌓아도 좋다. 

。上下園式 (3)

『園}台』에는 그림만 소개되고 설명이 없는데， 진식 (174) 의 주석을 참조로 하여 그림을 해석해 

보면 문틀이 아래 위만 團門， 즉 원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측면도 직선이 아니고 부드 

러운 곡션을 이루고 있다. 상부의 원호는 일반 권문과 같은 구조로 하면 되지만， 아래쪽은 양 

측면의 하중과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밟는 하중도 견뎌야 하므로 단면이 사다리꼴에서 윗면을 

둥글게 갈아 낸 단면으로 된 문지방(石基)을 끼어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틀의 양 측 

19) 上引防(피ltel) 은 문이나 창 따위의 위쪽에 댄 가로대로서 위쪽의 무게를 떠받치며 문이나 창 자체에 무 

게가 전달되지 않고 옆의 벽체로 전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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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모두 皮條式으로 쌓으며， 문틀 바깥의 담 또는 벽체는 將網으로 한다. 

。運離式， 如意式， 貝葉式，

또 문창을 연꽃 잎 (41 lotus-petal) , 如意 (51 ruyi-scepσ'ehea이， 패엽나무 잎 (6/B여hi-l않R 형상으 

로 만드는 양식도 있는데， 이 모두 사찰 등 부처님 공양을 하는 공간에 쓰는 것이 알맞다.때) 

0기타양식 

계성은 별다른 설명 없이 도형만 수록한 문창 형태를 많이 수록해 두고 있다. 方門에서 위쪽 

두 군데 구석을 예리한 직각으로 두지 않고 장식적 요소를 덧붙여 구석을 부드럽게 하는 入角

式 (71뻐ned-in comer잉， 方門을 기본으로 하되 사방의 구석을 잘라내어 팔각형으로 만들고， 문지 

방에는 石基를 두는 長八方式 (8/1ong octagon) , 方門을 기본으로 하되 위쪽을 뾰족하게 각아 칼 

끝처 럼 만드는 執圭式 (91 pointed pentagon) , 21) 한나라 시대 병 처 럼 생긴 漢懶式(1이 Han dynasty 

vas리， 표주박처럼 생긴 趙盧式 (111 gour이，칼의 손잡이처럼 생긴 劍環式(l2/ swordgu없d) ， 꽃모양 

술잔처럼 생긴 花願式 (l31 decorative goblet) , 비수리풀로 엮은 병처럼 생긴 著草植式 (141 vase for 

casting lots) , 22) 보름달처럼 둥근 月짧式 (151 moon window) , 23) 이지러진 달처럼 생긴 片月式 (161

σescent moon) , 정팔각형 모양인 八方式 (171 ocatagon) , 정육각형 모양인 六方式 (181 hexagon) , 마 

름꽃처럼 생긴 裵花式 (191 water-c떠σopflower) ， 매화꽃처럼 생긴 梅花式 (2이 plumflow헤， 접시꽃 

처 럼 생 긴 쫓花式 (211 hollyhock) , 해 당화처 럼 생긴 海掌式 (22/ begOIÙa, mallus h때lian쩌 , 학의 알처 

럼 생긴 麗子式 (231 αane’s egg) , 치자꽃 무늬가 정육각형이 치자꽃을 둘러싼 모양의 六方歲樞子

式 (241 gardenia s앉 in a hexagon) , 치자꽃처 럽 생긴 植子式(251 g때e띠aflow떠 , 통처 럼 생긴 鍵式

(26/vas리 이다. 이 중에서 月麗式과 六方式， 八方式은 크게 만들면 문으로도 쓸 수 있다. 

N. 결 론 

중국 원림 건축에서 뽑桓은 공간을 분리하고 시선을 차폐하는 공리적 기능만올， 門짧은 외 

계와 출입하는 공리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요소가 아니라， 원립의 경지를 높게 끌어올리는 노릇 

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원림 안에서 비록 주제가 되거나 주목받는 독립된 

건물이나 경물은 결코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그리고 중국 원립 건축에서 增펄 

과 門짧은 서로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북돋우는， 떼려고 해도 결코 벨 수 없는 않는 관계에 있 

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림에서 이것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 그 기능을 잘 나타내고 

2이 如意式과 貝葉式의 양식도는 각각 2종이다. 

21) 圭는 옛날에 천자가 제후들에게 信印으로 내리던 홀을 가리킨다. 옥을 깎은 것인데， 위는 뾰족하고 아 
래는 네모난 형태이다. 執圭는 。1 런 흘을 손에 뀐다는 뜻이다. 

22) 著(시)는 영거시과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비수리라고 한다. 높이가 5-6자 쯤 되고， 한 뿌리에서 수섭 
개의 줄기가 나온다. 줄기는 울타리， 또는 비를 만드는 데 쓰며， 옛날에는 점치는 데에 썼다. 

23) 크면 景門으로도 쓰는데， 月洞門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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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塊桓은 景뽑으로， 門옮은 景뚫이다. 

景增과 景園의 조형은 매우 다양하여 계성이 활동한 당시만 해도 수 십 가지가 되어， 적재 

적소를 선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 또한 계성이 주장하는 J:l}-, 단순한 장인들 

은 시공을 잘 하지만 그 조형은 主者， 재능 있는 園林師가 맡아야만 한다. 

景뽑의 기능은 공간의 위요， 공간의 분리， 시선의 차폐， 공간과 시선의 연계， 경관의 형성 

등이다. 경창의 묘용은 “격리된 듯하지만 격리되지 않고(似隔非隔)"， “숨은 듯하다가 나타난 

듯 하고(若隱若顯D" ， “허한 속에 실이 있고， 실한 속에 허가 있다(虛中有實， 實中有虛)"라는 

데에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출시키기 위해서 우선 감추고(欲露而藏)" , 나타내기 

위해 우선 가리는(欲顯而隱)"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지는 열려 있는 門짧만으로써는 달성 

할 수 없고， 닫아주고 가려주는 뽑펄이 있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니， 이 두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성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미 이처럼 발달한 장원과 문창의 조형은 그후 청대에 들어와서 보 

다 다양한 양식을 생산， 활용하면서 원림 조영의 필수적 요소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유하게 된 

다. 중국 원림의 경지가 작은 것으로서 큰 젓을 아우르는 以小總大라면， 이 t뽑뀔과 門짧은 그 

것을 성취하는 데에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문창과 장원이 추구하는 바는 잘 꾸민 문창을 통해 바깥의 경치를 접하니 재미난 느낌이 생 

기고， 나아가서 “그 경치에 정을 품게 되니 운치가 더욱 넉녁해진다(觸景生奇 含情多致:)"라고 

하였다. 이는 계성이 주장한 바 “因地借景에는 뚜렷한 법칙이 없고， 정을 촉발하는 것이면 모 

두 마땅하다(因借無由 觸情傷是)"라는 원리， 나아가서 “원렴을 만들 때에는 因之에 巧하여야 

하고， 體宜에 精이 있어야 한다(園林巧予因借 精在體宜)"라는 원리가 담과 문과 창에도 한결 

같이 적용되고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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