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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주원림은 건축과 자연환경이 결합된 훌륭한 실례로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중국 전통 건축의 최고 건축 예술 성취를 대표할 수 있

는 원림이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문인을 중심으로 구축 된 문화 체계

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른 동양화, 시(诗), 원림(园林) 등 분야가 출현했

다. 시와 원림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시는 표현 형식의 언어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전개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산수화와 원림에 대한 연구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명(明)나라의 조원가(造园家) 계성(计成)이 저술한 <원야(园冶)>는 원

림의 조원원리 및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술한 조경학 및건

축학 고전적 이론서이다. 이 책은 중국 고대 원림 설계의 성과를 보여주

고 있는 동시에 중국 원림의 이해에 가장 필수적인 문헌으로 널리 인정

받고 있는 훌륭한 저서이기도 하다.

차경(借景)은 원야의 핵심 이론이므로 차경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주 전통원림에서 가장 대표

적인 졸정원(拙政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원림의 경(景)이 무엇인

지 두 번째 목적은 차경(借景)을 어떻게 차(借)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원림과 동양화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론연구와 2차원 분석에 집중되어 있지만 3차원

의 공간분석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연구현황이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도구에 의한 증명과정을 통해 실제 소주원림의 경(景)이 무엇인

지 투시도(Perspective)를 통해서 보여주고 각 경(景)을 어떻게 차(借)하

는지 악소노메트릭(Axonometric)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진행한 차경 분석을 바탕으로 졸정원 공간구성의 레이어화

특징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뒤 전통화 레이어의 유형과 비교분석을 진행

하였다.

상기 분석 및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첫째, 소주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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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景)은 주로 산수(山水)경와 화조(花鳥)경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

다. 둘째, 차경(借景)의 수법은 병경(屏景)과 수경(收景)으로 나눌 수 있

다. 셋째,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은 전통화와 서로 매칭된다.

본 논문은 졸정원을 실례로 하여 투시도와 악소노메트릭 분석을 통해

소주원림의 차경(借景) 어떻게 차하는지 제시하였다. 향후 유형 사례의

원림 차경과 공간 연구에서 참고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키워드: 차경(借景), 소주원림, 졸정원(拙政园), 산수, 화조화(花鸟图),

레이어

학번: 2011-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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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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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의 전통원림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림을 만드는 활동은

진(秦)한(汉) 시기에 시작되어 위(魏) 진(晋) 시기에 크게 발전하였다. 문

인들이 위진현학(魏晋玄学)의 영향으로 세상을 피하려고 산속에 은거(隐

居)하게 되면서 원림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이다. 중국의 원림조원 활동

은 명(明)청(清) 16-18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원림의 규모와 수가

절정에 달해 훌륭한 원림의 실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원야(园冶)>는 명(明)나라 말엽의 조원가(造园家) 계성(计成)이 저술

한 조경학과 건축학의 고전적 이론서이다. 이 책은 원림을 만드는 원리

및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술한 것으로 중국 고대 원림 설

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중

국 원림의 이해에 가장 필수적인 문헌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은 원림

의 경(景) 무엇인지 차(借)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차경(借景)을 어

떻게 차(借)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소주원림의 차경 수법은 현대 건축

에서 시각적 미감을 형성하는 공간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는 원림과 동양화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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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중국 고전 원림은 주로 강남(江南)에 많이 위치하여 있고 집중 분포

지역은 소주(苏州)이다. 소주 일대는 호수(湖水)가 많고 강도 많이 흐르

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원림을 만들기 위해 연못을 팔 수 있는 유리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소주의 원림은 대부분 명(明)청(清)시대에

만들어졌고 그중 가장 큰 원림은 졸정원(拙政园)으로 면적은 약

15,000m2이다.

졸정원(拙政园)은, 연못이 원림의 북쪽에 위치하여 있고 연못 안에는

가산 두 개가 만들어져 있다. 원야(园冶)에서는 연못에 가산을 심는 형식

을 지산(池山)이라 표현하였다. 지산(池山)은 원림의 제1절경이다.

본 연구는 소주 전통원림에서 가장 대표적인 졸정원(拙政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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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고찰

<강남원림지(江南园林志)>는 중국의 건축학자 둥준(童雋)이 1937년에

편저한 중국 소주(苏州) 일대의 고전 원림을 논술한 전문저서이다. 동준

는 본서에서 원림을 평가하는 3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疏密

得宜”, 둘째는 "曲折尽致",셋째는 "眼前有景"이다. 동준의 원림 만들기는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진다 : 첫째는 꽃나무 연못 물고기이고, 둘째는 건

물 이고,셋째는 접석(叠石)이다.

<소주고전원림(苏州古典园林)>은 건축학자 유돈즌(刘敦桢)이 현대적

인 제도(制图) 기법을 사용하고 측정하여 1979년에 출판한 저서이다.이

책에는 약 300여 장의 도면이 기록되어 있어 소주 원림을 연구하는데 있

어 귀중한 자료이다.

1986년에 출판 된<중국고전원림(中国古典园林)>에서는 건축구도와

근대의 공간이론의 관점을 이용하여 전통조원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고 또한 추상적 개념도를 이용하여 투시수색초도를 조합함으로써 중

국 고전원림의 보기와 보이기 공간을 분석하였다.

중국 학계에는 원림에 관한 논문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연구 논문의

열기도 나날히 높아지고 있다. 소주원림연구 이슈는 4대 원림의 조성수

법, 원림의 공간배치, 원림의경우 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분석방법은 공간량화 분석, 시선 분석이나 문자 분석을 통한 원림의 공

간구성 분석, 혹은 역사적 방향이나 이론적인 분석으로 당대의 공간분석

기법을 응용한 3차원의 원림공간 분석연구가 부족하다.

김은실 2011에 발표한 <중국 소주 전통원림의 조망과 건축 공간에 관

한 연구>에서 평면과 입면 및 2차원의 측면으로부 소주원림의 조망과

건축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중국미술학원 석사 정문강(郑文康)의 <가산의가 - 환슈산장 가산 화

의첩산법(假山之假-环秀山庄假山画意叠山法)>에서는 회화의 화의(画意)

를 응용하여 환수산장의 가산(假山)을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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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방법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도에 의한 시

각적 증명 방법을 사용한다. 시각적 도구에 의한 증명과정을 통해 실제

소주원림의 경(景)이 무엇인지 투시도(Perspective)를 통해서 보여주고

각 경(景)을 어떻게 차(借)하는지 악소노메트릭(Axonometric)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차경(借景) 수법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2장에서 이론과 연구대상에 대

해 고찰한 다음에 3장에서 투시도(Perspective)를 통해서 경(景)이 무엇

인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것이다. 3장에서는 정확한 관찰 대상을 찾은

후 악소노메트릭 방식으로 어떻게 차경(借景)을 하는지 분석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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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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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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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주원림(苏州园林)

중국 고대 전통원림은 황가원림(皇家园林), 사가원림(私家园林), 공공

원림(公共园林)으로 나누어진다. 사가원림(私家园林)은 주로 강남 지구에

분포되어 있고 양자강 유역에 분포 된 원림 그리고 소주(苏州),항주(杭

州), 양주(扬州), 남경(南京), 상해 무석(无锡)에 많이 있는데 그중 소주가

대표적이다.

소주는 원림을 만드는데 유리한 하천, 호수가 비교적 많고 원림석이

많다. 대표사례는 졸정원(拙政园), 유원(留园), 창랑정(沧浪亭),사자림(狮

子林), 망사원(网师园), 우원(藕园), 이원(怡园) 예포(艺圃) 환슈산장(环秀

山庄) 9대 원림이다. 그중 졸정원(拙政园),유원(留园) 창랑정(沧浪亭) 사

자림(狮子林)은 소주 4대 명원으로 불린다.

그림 2- 1 소주 9대 원림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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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졸정원(拙政园)

졸정원은 소주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

랑하는 원림중의 하나로 명대 1509년에 왕헌신(王献臣)이 조정에서 물

러나 지은것이다. 졸정원(拙政园)이라는 이름은 그가 한거부(闲居赋)의

시 중에서 따왔다고 한다.

졸정원(拙政园)을 개조할 때, 문정명(文征明)이라는 명대의 유명한 화

가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졸정원은 중원,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원은 명대의 구

도를 거의 그대로 이어 온 모습이다. 졸정원의 수경은 소주 4대 원림에

서 으뜸으로 꼽힌다. 조원예술이 뛰어나 졸정원은 소주 원림예술의 귀중

한 유산이기도 하다.

그림 2-2 졸정원(拙政园) 원림과 주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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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졸정원(拙政园) 건축요소

B
원향당

远香堂
C

繡綺亭
수기정

E
오죽우거정

梧竹幽居亭
F

설향운울정

雪香雲蔚亭

G
하풍사면정

荷風四面亭
H

류암로곡

柳陰路曲
J

우향사

藕香榭
K

향주

香洲

L
별우동천
别有洞天

M
도영누
倒影楼

N
삼십육원앙관
三十六鴛鴦館

O
유청각
留聽閣

P
탑영정
塔影亭

Q
여수동좌헌
與誰同坐軒

R
비파원
枇杷园

S 영농관
玲瓏館

T
청우헌
聽雨軒

U
해당춘
海棠春塢

V
가실정
嘉实亭

W
옥란당
玉蘭堂

X
得真亭
득진정

Y
소비홍
小飞虹

표 2 -1 졸정원(拙政园) 건축명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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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원향당 远香堂 C - 수기정 繡綺亭

표 2 -2 원향당(远香堂)과 수기정(绣绮亭)

원향당(远香堂)은 중부단지의 주 건물이다. 여름에 북쪽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 꽃향기와 함께 바람을 안고 먼 곳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원향당이라고 불

린다。

수기정(绣绮亭)은 원향당 동북쪽의 가산 꼭대기에서 위치하여 있다. 3면은 활

짝 열리고 한쪽면에 벽이 설치되어 있는 정자이다.

E - 오죽우거정 梧竹幽居亭 F - 설향운울정 雪香雲蔚亭

표 2 -3 오죽우거정(梧竹幽居亭)과 설향운울정(雪香云蔚亭)

오죽우거정(梧竹幽居亭)은 수기정(绣绮亭)의 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원림의 담장을 끼고 있다. 정자 평면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정자와 달리 정자 기둥 사이에 벽체를 두고 있다. 벽에는 둥근 문

구멍이 뚫려 있다.

설향운울정(雪香云蔚亭)은 중부 수지의 작은 섬인 가상산에 위치해 있

다. 평면은 직사각형이며, 사방은 열려 있고 기둥은 돌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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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오죽우거정 梧竹幽居亭 J - 우향사 藕香榭

표 2 -4 하풍사면정(荷风四面亭)과 우향사(藕香榭)

K - 향주 香洲 L - 별우동천 别有洞天

표 2 -5 향주(香洲)와 별우동천(别有洞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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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도영누 倒影楼 N - 삼십육원앙관 三十六鴛鴦館

표 2 -6 두영누(倒影楼)와 삼십육원앙정(三十六鸳鸯厅)

O - 유청각 留聽閣 P - 탑영정 塔影亭

표 2 -7 유청각(留听阁)과 탑영정(塔影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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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수동좌헌 與誰同坐軒

표 2 -8 여수동좌헌(与谁同坐轩)

S - 영농관 玲瓏館 T - 청우헌 聽雨軒

표 2 -9 영농관(玲珑馆)과 청우헌(听雨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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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해당춘 海棠春塢 V - 가실정 嘉实亭

표 2 -10 해당춘(海棠春坞)과 가실정(嘉实亭)

W - 옥란당 玉蘭堂 X - 得真亭 득진정

표 2 -11 옥란당(玉兰堂)과 득진정(得真亭)

Y - 소비홍 小飞虹

표 2 -12 소비홍(小飞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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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야(园冶)> 차경(借景) 이론

차경(借景): 중국 고대 원림에서 이미 사용해 온 방법이다. 계성(记成)

은 실천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차경(借景)방법을 이론적인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다.

借者： 園林雖別內外，得景則無拘遠近，極目所至，俗

則屏之，嘉則收之

“차”라고 하는 것은 원림이 비록 안과 밖의 구별이 있기는 하지만 좋

은 풍경을 취할 수만 있다면 원근에 얽매임 없이, 무릇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속된 것은 버리고 아름다운 것을 흡수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계성(记成)이 설명한 '차경'의 수법을 보면 속된 경이라면 버리고 아

름다운 경은 흡수하여 받아들인다. "屏"이 단어는 한국어로 "버리다"는

뜻으로 번역되었지만 중국어 해석본은 "은폐하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설명 모두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명나라의 화가 구영(仇英)의

작품 〈죽원품고도(竹院品古图)〉를 살펴보면 이 그림 속의 문인은 병

풍 안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다. 병풍(屏风)은 바람을 막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병(屏)"의 더 적합한 번역은 "막"이다. 속된 경을 막는다는 뜻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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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 구영, <죽원품고도>

( 仇英, 《竹院品古图》)

총괄하여 원야(园冶)가 제시한 차경(借景)은, 속된 경이라면 막고, 아람

다운 경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원야가 제시한 차경 수법은

병경(屏景)과 수경(收景)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차경(借景)을 분석하려면, 먼저 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

음 3장 1절 에서 경이 무엇인지 분석 한 다음에 3장 3절 에서 졸정원(拙

政园)의 경을 어떻게 막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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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통 동양회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한 서양문화와 달리 고대 중국인들은 자

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추구한다. 공자（孔子）는 <논어 옹야편（论语 雍

也篇）>에서 “지자요수（智者樂水）, 사리에 밝은 사람은 사리에 통달하

여 정체함이 없는 것이 마치 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자요산（仁者乐水）, 인자는 의리에 만족하며 생각이 깊고 행동이 신

중함이 산과 같으므로 자연히 산을 좋아한다”라고 하셨다. 고대 중국인

이 자연과 교감하게 맺어준것은 바로 산수이다. 전통적인 동양화는 회화

제재에 따라 산수화, 화조화(花鸟画), 인물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산수

화는 주로 자연의 산수를, 화조화(花鸟画)는 주로 동식물을 그린다. 명대

화단（画坛）의 영수（领袖） 동기창（董其昌）은 산수화를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누었는데 북파산수화（北派山水画）와 남파산수화（南派山水

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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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 산수화와 화조화(花鸟画) 년대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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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 북파산수화와 남파산수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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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북파산수화(北派山水画)

산수화는 처음에는 인물화의 배경이었으나 위진(魏晋)시기에는 인물화

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화종으로 떠올랐다.

오대 때 형호(荆浩)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형호(荆浩)는 산서성(山西省

) 태행산(太行山)에서 오랫동안 은거해 왔고 북파산수화를 개척해 후세

의 산수화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림 2-7 형호, <광려도> 그림 2-8 범관, <계산행려도>

( 荆浩,《匡庐图》) ( 范宽, 《溪山行旅图》)

북송（北宋）과 남송（南宋）은 중국 역사에서 계후(承前启后)의 중요

한 시대로, 중국 전통 산수화 발전의 첫 정점이다. 이성(李成), 범관(范

宽), 곽희(郭熙), 이당(李唐), 마원(马远), 하규(夏珪) 등 여러 명의 명가들

이 나타난 시대이다..

범관(范宽)은 젊었을 때 형호(荆浩)를 따라 그림을 배웠다. 세상에 남

아 있는 작품은 〈계산행려도(溪山行旅图)〉라는 명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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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남파산수화(南派山水画)

예찬(倪瓒)은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元)나라 화가로, 남파

산수화를 개척해 후세의 산수화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용슬제

도(容膝斋图)>라는 명작이 세상에 남아 있다.

그림 2-9 <용슬제도> 그림 2-10 <측장도>그림 2-11<고모창연도> 그림 2-12<고의도>

(倪瓒, 《容膝斋图》) (沈周, 《策杖图》) (文征明,《古木苍烟图》) (董其昌,《高逸图》)

명청(明清)시기의 화파는 매우 많고 오문화파(吴门画派)를 중심으로

한다. 핵심화가로는 심주(沈周), 문정명(文征明) ,당인(唐寅)과 구영(仇英)

이 있다.

심주(沈周)는 소주에서 자란 화가이다. 산수화에 대한 주된 공헌은 남

북화파를 융합한 것이다. 대표 그림으로는 측장도(策杖图)가 있다.

문정명（文征明）역시 소주에서 자란 화조인물산수를 모두 그릴 수 있

는 화가이다. 그중 산수화의 성과가 가장 높다. 산수화학은 심주(沈周)에

서 시작되었으며 심주는 죽은 후 오문화파(吴门画派画)의 영수(领袖)로

불리었다

동기창(董其昌)은 명대후기 상해(上海) 출신인 핵심화가로 남북종론의

창시자이다. 동기창의 작품<고일도(高逸图)>로부터 남북파산수가 합쳐지

는 추세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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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화조화(花鸟画)

송나라의 화원(画院)체계가 사라짐에 따라 원나라이후 화가들의 제1신

분은 문인으로, 화가는 제2신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문인들이 선호하는

주제는 죽(竹)，매(梅)，하(荷) 세 가지 유형이다.

대나무는 절개가 굳고 곧게 자라는 품성을 지니고 있다하여 예로부터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소식(苏轼)의 “고기가 없으면 사람을 여위게 하

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한다; (寧可食無肉，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無竹令人俗。)”에서도 대나무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연꽃은 문인들이 지향하는 순결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주돈의(周敦頤)

의 “연꽃은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

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다. (出淤泥而不染，濯清漣而不妖。) 에서도 문

인들의 사랑이 보인다.

그림 2-13 가구사, <죽도> 그림 2-14 풍대우, <태액하도>

( 柯九思, 《双竹图》) ( 冯大有, 《太液荷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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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는 문인들이 지향하는 굳센 품성을 지니고 있다. 왕안석(王安石)

의 “담장 에 핀 몇 가지 매화꽃이여, 추위를 무릅쓰고 홀로 피었구나.

(墙角数枝梅，凌寒独自开。)” 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15 왕면, <묵매도>

( 王冕,《墨梅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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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절정원(拙政园) 차경(借景)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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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졸정원(拙政园) 경 분석

A1 A2 A3

B1 B2

F1

입구

원향당

（远香堂）

설향운울정
（雪香云蔚

亭）

표 3-1 입구 원향당 설향운울정 경

그림 3-1 중원 입구 부분 평면

원림 입구로 들어서 A1 자리에 서면 졸정원(拙政园)의 제 1 경 가산

이 나온다. 다리를 따라 원향당(远香堂)으로 들어가 B1에 서서 방금 지

나온 가산을 되돌아보면 두 번째 경을 얻는다. 그리고 B2에 서서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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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면 졸정원의 세 번째 경치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맞은편 연못안

의 가산, 즉 지산이다.

C1 C2

D1

E1 E2 E3

수기정

(秀绮亭)

랑

（廊）

오죽우거정
（梧竹幽居

亭）

표 3-2 절정원(拙政园) 경 C D E 부분

그림 3-2 중원 동쪽 평면

아침에 원향당(远香堂)을 나와 오른쪽으로 가산에 오른 후 C1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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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노을이라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녁 무렵에는 C2에서

노을을 감상 수 있다. 가산을 내려와 길을 따라가다 D1에 서면 원림밖

멀리에 있는 탑이 보인다.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여 오죽우거정(梧竹幽

居亭)에 들어가 E1에 서면 오래된 오동나무가 보이고, E2에 서면 대나무

가 보이고, E3에 서면 다리와 물길이 보인다.

G1 G2

H1

J1

K1 K2 k3

L1

하풍사면정

（荷风四面
亭）

류암로곡

（柳荫路曲）

우향사

（藕香榭）

향주
（香洲）

별우동천
（別有洞天）

표 3-3 절정원(拙政园) 경 G H J K L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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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원 서쪽 평면-1

화풍사면정은 중부 원림수지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G1에 서면

여름에 연꽃이 사방으로 피어나는 경을 볼 수 있고 꺽여진 복도 H1에

서면 버드나무가 수면 위로 흔들리는 경을 볼 수 있다. J1 우향사(藕香

榭) 역시 연꽃을 볼 수 있는 위치이다. K1과 K2에 서면 다리의 수면 위

경치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L1에 가면 긴 수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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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W2

X1

Y1

옥란당

（玉兰堂）

득진정

（得真亭）

소비홍
（小飛虹）

표 3-4 절정원(拙政园) 경 W X Y 부분

그림 3-4 중원 서쪽 평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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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유동천(别有洞天)의 연랑을 따라 옥란당(玉兰堂) 뒤로 가면 W1에서

향주(香洲)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 하나를 볼 수 있다. W2에 서면 가산

경(假山景)을 볼 수 있고 복도를 따라 X1 득진정(得真亭)으로 가면 거울

에 비친 가산경(假山景)을 볼 수 있다. Y1 소비홍(小飞虹) 에서는 좁고

긴 수경을 볼 수 있다.

M1

N1

O1

P1

Q1 Q2 Q3

도영누

（倒影楼）

삼십육원앙관

（三十六鸳鸯

馆）

유청각

（留听阁）

탑영정
（塔影亭）

여수동좌헌

（与谁同坐

轩）

표 3-5 절정원(拙政园) 경 M N O P Q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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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원(西园) 평면

별우동천(别有洞天) L2를 통해서 졸정원(拙政园)의 서부로 들어가 M1

에 서면 맞은편에 있는 도영루(倒影楼)가 물속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의

경를 볼 수 있다. N1에서는 원앙이 연꽃 옆에서 노는 경을 볼 수 있다.

P1에서는 멀리 있는 탑영정(塔影亭)이 물속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를 볼

수 있다. O1에서는 가을에 비가 시든 연잎을 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

다. 여수동좌헌(与谁同坐轩) Q1에 오면 여름밤에 청풍과 함께 밝은 달을

볼 수 있다. Q2에서는 대나무 경를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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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S1

T1 T2

U1 U2

V1

비파원

（枇杷园）

영농관

（玲瓏館）

청우헌

（听雨轩）

해당춘
（海棠春）

가실정

（嘉实亭）

표 3-6 절정원(拙政园) 경 R S T U V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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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비파원(枇杷园) 평면

비파원(枇杷园)은 졸정원의 남동쪽 구석에 있다. 비파원 입구 쪽 R1

에 오면 멀리 있는 가산경과 가산 꼭대기에 있는 설향운울정(雪香云蔚

亭)을 볼 수 있다. 영농관(玲珑馆)에 들어서 S1에 서면 햇빛이 나뭇잎을

뚫고 나온 얼룩덜룩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청우헌 (听雨轩)T1과 T2에

들어가면 파초 잎에 비 맞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당춘(海棠春坞) U1

과 U2에 들어가면 봄에 해당화가 피어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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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졸정원(拙政园) 경 유형통계

A1 B1 B2

W2 X1 R1

산경

（山景）

E3 L2 K1

D1 K2 Y1

M1 P1 W1

수경

（水景）

표 3-7 졸정원 산수(山水)경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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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2 J1

G1 G2 H1

N1 O1 Q3

F1 S1 T1

V1

T2 V1 U1

K3 U2 Q2

화조경

（花鸟景）

표 3-8 졸정원 화조경(花鸟景)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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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
（自然景）

표 3-9 졸정원 자연경(自然景) 통계

졸정원 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작은 결론을 도출한다. 원

림의 경(景)은 주로 산수(山水)경와 화조(花鳥)경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동시에 자연에서의 바람, 비, 하늘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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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졸정원 차경(借景)분석

3.3.1 막다 - 병경(屏景) 요소 분석

평면 악소노메트릭

병경(屏景)
요소1-담장

표 3-10 중원 병경(屏景) 요소 1-담장

병경(屏景)의 첫 번째 요소는 담장이다. 소주의 원림은 원림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담장 둘러 싸여 있다. 〈원야(园冶)〉의 원설(园说) 부분

첫번째 문장은"凡结园林，无分村郭。地偏为胜" 으로 원림을 만들 때 시

골인지 근교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원가(造园家)들은 주변

환경은 편벽하고 조용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여 원림 밖의 떠들썩

한 환경은 속된 경으로, 반드시 담장을 통해서 속된 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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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악소노메트릭

병경(屏景)
 요소1-벽

표 3-11 절정원(拙政园) 중원 병경(屏景) 요소 1-벽

원림의 규모가 크다면 벽을 설치하여 대형 공간을 약간의 작은 공간으

로 나눈다. 졸정원(拙政园)의 경우 내부 벽체와 담장의 조합을 통해 ①②

③④⑤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벽체를 통해 작은 구역에서 시선이 서로

관통 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

평면 악소노메트릭

병경(屏景)
 요소2-가산

표 3-12 중원 병경(屏景) 요소 2-가산

병경(屏景)의 두 번째 요소는 가산(假山)이다. 원림의 가산은 보통 사

람 키보다 높게 쌓여 시야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졸정원

원향당 앞의 가산을 예로 들어 가산이 어떻게 절경을 이루는지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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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악소노메트릭

병경(屏景)
 요소2-가산

속된
시선 관통

표 3-13 원향당(远香堂) 가산 병경(屏景) 사례

이 가산이 없다면 입구와 원향당 사이에 속된 시선 관통이 이루어졌

을 것이다. 따라서 가산은 속된 경치를 막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가산

자체도 받아들여지는 아름다운 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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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악소노메트릭

병경(屏景)
 요소1-벽

병경(屏景)
 요소2-가산

병경(屏景)
요소1-담장

표 3-14 졸정원 병경(屏景) 요소

졸정원 중원의 병경(屏景)은 벽과 가산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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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받아들이다 - 수경(收景)분석

A1 B1 B2

수경(收景)
방식

문틀 수경(收景) 문틀 수경(收景) 문틀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가산 가산 가산

평면

악소노메트릭

경

표 3-15 입구와 원향당(远香堂) 수경(收景)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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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건축에서 관람 동선에 대한 한정을 통해 A1 위치에 도달하고 앞

의 문설주를 통해 가산경을 받아들인이다.

원향당(远香堂)에는 두 개의 경치가 있다. 하나는 B1의 위치에 서서

문틀을 통해 가산경을 받아들이는것이고 또 하나는 B2에 서서 건너편

에 있는 가산의 경치를 문틀을 통해 받아들이는것이다.

그림 3-7 입구와 원향당(远香堂) 수경(收景)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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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2 D1

수경(收景)
방식

창틀 수경(收景) 기동사이 수경(收景)  연못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아침 노을 저녁 노을 밖에 있는 탑

경

평면

악소노메트릭

표 3-16 수기정(秀绮亭) 수경(收景) 분석

수기정(秀绮亭)에는 두 개의 경치가 있다. 하나는 아침에 C1의 위치

에 서서 창틀을 통해 아침노을의 경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녁 무렵 C2의 위치에 서서 기둥 사이의 틀을 통해 노을의 경치를 받

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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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2 E3

수경(收景)
방식

문틀 수경(收景) 문틀 수경(收景) 문틀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오동나무 대나무 다리

평면

경

악소노메트릭

표 3-17 오죽우거정(梧竹幽居亭) 수경(收景) 분석

오죽우거정(梧竹幽居亭)은 세 개의 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E1의 위

치에 서서 문틀을 통해 오동나무의 경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저녁 때 E2의 위치에 서서 문틀을 통해 대나무의 경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E3의 위치에 서서 문틀을 통해 다리의 경치를 받

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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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절정원(拙政园) 수경(收景)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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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G2 H1

수경(收景)
방식

기동사이 수경(收景) 기동사이 수경(收景) 기동사이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연꽃 + 바람 연꽃 + 바람 버드나무 + 바람

평면

경

악소노메트릭

표 3-18 하풍사면정(荷风四面亭) 류암로곡(柳荫路曲) 수경(收景) 분석

하풍사면정(荷风四面亭) 안에 서서 기둥사이를 통해 주변의 연꽃 경

치를 받아들인다.

류암로곡(柳荫路曲) 복도에 서서 기둥사이를 통해 버드나무가 수면 위

에서 흔들리는 경치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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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K1 K2

수경(收景)
방식

문틀 수경(收景) 창틀 수경(收景) 창

수경(收景)

대상
연꽃 다리 다리

평면

악소노메트릭

경

표 3-19 우향사(藕香榭)와 향주(香洲) 수경(收景) 분석

우향사(藕香榭) 안에 들어가 문틀을 통해 주변의 연꽃 경치를 받아들

인다

향주(香洲) 안에 들어가 창틀을 통해 주변의 연꽃 경치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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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W2 X1

수경(收景)
방식

문틀 수경(收景) 문틀 수경(收景) 거울

수경(收景)

대상
다리 가산 가산

평면

경

악소노메트릭

표 3-20 옥란당(玉兰堂)과 득진정(得真亭) 수경(收景) 분석

W1에 서서 문틀을 통해 건너편 다리 경치를 받아들인다. W2에 섰

을 때는 문틀을 통해 가산경를 받아들인다.

X1득진정(得真亭)은 거울의 반사를 이용하여 가산경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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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 L1

수경(收景)
방식

연못 수경(收景) 연못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평면

악소노메트릭

경

표 3-21 소비홍(小飞虹)과 별우동천(别有洞天) 수경(收景) 분석

소비홍(小飞虹)에서는 Y1의 위치에 서서 연못을 통해 수경(水景) 받

아들인다.

별우동천(别有洞天) 에서는 L1의 위치에 서서 원형 문틀을 통해 수경

(水景)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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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N2

수경(收景)
방식

문틀 수경(收景) 문틀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연꽃,원앙 차화

평면

경

악소노메트릭

표 3-22 삼십육원앙관(三十六鸳鸯馆)과 십팔만다라화관(十八曼陀路花馆)

수경(收景) 분석

삼십육원앙관(三十六鸳鸯馆)에서 N1의 위치에 서서 문틀을 통해 원

앙이 연꽃 옆에서 노는 경을 볼 수 있다.

십팔만다라화관(十八曼陀路花馆)에서는 N2의 위치에 서서 문틀을 통

해 동백꽃의 경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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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P1

수경(收景)
방식

연못 수경(收景) 연못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그림자 그림자

평면

악소노메트릭

경

표 3-23 도영루(倒影楼)와 탑영정(塔影亭) 수경(收景) 분석

M1의 위치에 서서 연못 통해 맞은편에 있는 도영루(倒影楼)가 물속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의 경을 받아들인다.

P1의 위치에 서서 연못 통해 맞은편에 있는 탑영정(塔影亭)가 물속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의 경을 받아들인다.



- 52 -

Q1 Q2 Q3

수경(收景)
방식

기동사이 수경(收景) 창틀 수경(收景) 문틀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달, 바람 대나무 나무

평면

경

악소노메트릭

표 3-24 여수동좌헌(与谁同坐轩) 수경(收景) 분석

여름밤에는 Q1의 위치에 서서 기동사이를 통해 청풍과 함께 밝은 달

이보이는 경을 받아들인다.

Q2의 위치에 서서 창틀을 통해 대나무 경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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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절정원(拙政园) 수경(收景)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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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T1 T2

수경(收景)
방식

문틀 수경(收景) 창틀 수경(收景) 문틀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대나무 파초 파초

평면

경

악소노메트릭

표 3-25 영농관(玲珑馆)과 청우헌(听雨轩) 수경(收景) 분석

영농관(玲珑馆) S1의 위치에 서서 문틀을 통해 대나무 경을 받아들인

다.

청우헌(听雨轩) T1의 위치에 서서 창틀을 통해 파초 경을 받아들인다.

T2의 위치에 서서 문틀을 통해 파초 경을 받아들인다. 비가 올 때 비가

파초를 치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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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 U2 V1

수경(收景)
방식

문틀 수경(收景 창틀 수경(收景 창틀 수경(收景

수경(收景)

대상
해당화 해당화 대나무

평면

경

악소노메트릭

표 3-26 해당춘(海棠春坞)과 가실정(嘉实亭) 수경(收景) 분석

봄에 해당춘(海棠春坞) U1의 위치에 서서 문틀을 통해 해당화 경을

받아들인다. U2의 위치에 서서 창틀을 통해 해당화 경을 받아들인다.

가실정(嘉实亭) V1의 위치에 서서 창틀을 통해 대나무 경을 받아들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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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절정원(拙政园) 수경(收景)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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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병경(屏景)과 수경(收景) 관계 분석

그림 3-11 병경(屏景) 요소

그림 3-12 수경(收景)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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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경(屏景)의 첫 번째 요소는 담장과 벽 이고 두 번째 요소는 가산(假

山)이다.

수경(收景)은 유형별 통계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물을 통해 멀리 있는 경물 혹은 물에 거꾸로 비친 그림자나 수생

식물(연꽃), 수변식물(버드나무)등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틀, 문

틀을 통해 경을 받는 것이다.

차경(借景)의 수법은 병경(屏景)과 수경(收景)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산

은 병경(屏景) 작용을 할 수 있고 물은 수경(收景)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산은 속된 경치를 막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가산 자체도 받아들여지

어 아름다운 경이 된다.그리고 벽은 병경(屏景)이 되고 벽에 뚫어져 있는

창문(門窗)은 수경(收景)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병경(屏景)과 수경

(收景) 은 음양(阴阳)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3 병경(屏景)과 수경(收景)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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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간 레이어 유형 분석

앞의 3장에서는 졸정원의 경(景)이 무엇인지, 차경(借景) 어떻게 차

(借)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앞에서 이미 획득한 졸정원의 공간을 레이어 유형별

로 분류한다. 그 다음 동양화 또한 공간의 레이어 유형별로 분류한다. 마

지막으로 졸정원의 공간 레이어 유형과 동양화의 공간 레이어 유형을 비

교분석하여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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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졸정원(拙政园) 공간 레이어 유형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가산 layer 2: 가산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가산 layer 2: 가산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Ⅰ

표 4-1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Ⅰ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 I은 문창(门窗)틀과 가산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문창(门窗)틀을 통해 가산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

구성 유형으로 졸정원에 4개 실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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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연못 layer 2: 연못

layer 3: 가산 layer 3: 가산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연못 layer 2: 연못 layer 2: 연못

  layer 3: 그림자   layer 3: 그림자   layer 3: 그림자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Ⅱ

표 4-2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 Ⅱ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 Ⅱ는 문창(门窗)틀 , 연못 및 가산 세 개의 레

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문창(门窗)틀을 통해 먼저 연못을 지나야 그 뒤에

있는 가산이 보이는 유형이다. 졸정원에 5개 실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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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대나무   layer 2: 차화     layer 2: 대나무

layer 3: 벽 layer 3: 벽 layer 3: 벽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대나무   layer 2: 차화     layer 2: 대나무

layer 3: 벽 layer 3: 벽 layer 3: 벽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Ⅲ

표 4-3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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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해당화 layer 2: 해당화

layer 3: 벽 layer 3: 벽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Ⅲ

표 4-3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 Ⅲ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 Ⅲ은 문창(门窗)틀, 화조(花鸟) 및 담장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문과 문창(门窗)틀을 통해 화조(花鸟)를

바라볼 때 뒤쪽의 흰색 담장이 배경 역할을 하게 되는 유형이다. 졸정원

에 8개 실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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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가산 layer 2: 가산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1: 문틀

layer 2: 연못 layer 2: 연못 layer 2: 연못 layer 2: 연못 layer 2: 연못

layer 3: 가산 layer 3: 가산   layer 3: 그림자   layer 3: 그림자   layer 3: 그림자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Ⅲ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Ⅱ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Ⅰ

표 4-4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 통계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은 세 가지이다. 유형 I은 문창(门窗)틀과 가

산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고 유형 Ⅱ은 문창(门窗)틀 , 연못 및 가산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유형 Ⅲ은 문창(门窗)틀 , 화조

(花鸟) 및 담장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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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양화 공간 레이어 유형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Ⅰ

북파산수화

계산행려도(溪山行旅圖)-範寬 광려도(匡廬圖)-荊浩

layer 1: 액자 layer 1: 액자

layer 1: 산(앞)  layer 1: 산(앞)

layer 2: 산(뒤)  layer 2: 산(뒤)

표 4-5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Ⅰ- 북파산수화

동양화 레이어 유형Ⅰ은 북파산수화 유형으로 액자, 앞산 및 뒤산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범관(范宽)의 계산행려도(溪山行旅图)를

예로 들어보면 앞면은 근경 레이어로, 뒷면은 거대한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는 구름 안개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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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 레이어

유형 Ⅱ

남파산수화

용슬제도(容膝齋圖)-倪瓚 고모창연도(古木蒼煙圖)-文征明

 layer 1: 액자  layer 1: 액자

    layer 2: 나무(앞)     layer 2: 나무(앞)

 layer 3: 연못  layer 3: 연못

  layer 4: 산(뒤)   layer 4: 산(뒤)

측장도(策杖圖)-沈周 고의도(高逸圖)-董其昌

 layer 1: 액자  layer 1: 액자

    layer 2: 나무(앞)     layer 2: 나무(앞)

 layer 3: 연못  layer 3: 연못

  layer 4: 산(뒤)   layer 4: 산(뒤)

표 4-6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Ⅱ- 남파산수화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Ⅱ는 남파산수화 유형으로 액자, 나무 전망, 연못

과 뒷산 원경 네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앞 나무 레이어와 뒤산

레이어 사이가 연못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용슬제도(容膝斋图)가 이 유형

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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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 레이어

유형 Ⅲ

화조화(花鳥畫)

雙竹圖軸-柯九思 太液荷圖-馮大有 墨梅圖-王冕

layer 1: 액자 layer 1: 액자 layer 1: 액자

  layer 2: 대나무 layer 2: 하화 layer 2: 매화

  layer 3: 도화지   layer 3: 도화지   layer 3: 도화지

표 4-7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Ⅲ- 화조화(花鸟画)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Ⅲ은 액자，화조(花鸟)와 도화지(画纸)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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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행려도(溪山行旅圖)-範寬 광려도(匡廬圖)-荊浩

용슬제도(容膝齋圖)-倪瓚 고모창연도(古木蒼煙圖)-文征明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Ⅲ

화조화(花鳥畫)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Ⅱ

남파산수화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Ⅰ

북파산수화

표 4-8 동양화 레이어 유형 통계

동양화 공간 레이어 유형는 북파산수화, 남파산수화, 화조화(花鸟画)

세 가지가 있다.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Ⅰ 북파산수화는 액자, 앞산과 뒷산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Ⅱ 남파산수화는 액자, 나무 전망, 연못과 뒷산 원

경 네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화 레이어 유형 Ⅲ 화조화(花鸟画)는 액자， 화조(花鸟)와 도화지

(画纸)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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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졸정원(拙政园) 공간 레이어 유형과 동양화 공간

레이어 유형 비교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Ⅰ

북파산수화

계산행려도(溪山行旅圖)-範寬

layer 1: 문틀 A1   layer 1: 문창틀 layer 1: 액자 layer 1: 액자

layer 2: 가산 layer 2: 가산  layer 2: 산(앞)  layer 2: 산(앞)

 layer 3: 산(뒤)  layer 3: 산(뒤)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Ⅱ

남파산수화

B1 용슬제도(容膝齋圖)-倪瓚

layer 1: 문틀   layer 1: 문창틀 layer 1: 액자 layer 1: 액자

   layer 2: 나무(앞)    layer 2: 나무(앞)

layer 2: 연못 layer 2: 연못 layer 3: 연못 layer 3: 연못

layer 3: 가산 layer 3: 가산  layer 4: 산(뒤)  layer 4: 산(뒤)

졸정원 레이어
유형 Ⅲ

화조화(花鳥畫)

E2 雙竹圖軸-柯九思
  layer 1: 문틀     layer 1: 문창틀 layer 1: 액자 layer 1: 액자

    layer 2: 대나무   layer 2: 화조 layer 2: 화조   layer 2: 대나무

layer 3: 벽 layer 3: 벽   layer 3: 도화지   layer 3: 도화지

동양화 레이어
유형

졸정원 레이어
유형

표 4-9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 와 동양화 공간 레이어 유형 비교

졸정원(拙政园) 공간 레이어 유형 Ⅰ과 북파산수화는 비슷하다. 졸정원

(拙政园)에서는 문창(门窗)틀을 통해 바로 가산이 보이고 계산행려도(溪

山行旅图)를 대표로 하는 북파산수화도 그림틀을 통해 산을 본다. 차이

점을 분석해 본다면 북파산수화의 가산이 더 많은 레이어로 구분되어 있

는 것이다. 원림의 문창틀은 북파산수화의 액자역할을 하고 원림의 가산

이 북파산수화 속의 산에 대응된다. 따라서 졸정원(拙政园) 공간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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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은 한 폭의 북파산수화라고 볼 수 있다.

졸정원(拙政园) 공간 레이어 유형 Ⅱ는 남파산수화와 비슷하다. 졸정

원(拙政园)은 앞 문창틀과 뒷산 레이어 사이를 연못을 통해 구분하고 용

슬제도(容膝斋图)를 대표로 하는 남파산수화도 마찬가지로 연못으로 앞

나무 레이어 와 뒤산 레이어 사이를 구분한다. 차이점은 남파산수화에

나무를 표현하는 레이어가 한 개 더 많아진 것이다. 원림의 문창틀은 남

파산수화의 액자역할을 하고 원림의 연못이 남파산수화속의 연못에 대응

한다. 원림의 가산 또한 남파산수화 속의 산과 서로 응한다. 따라서 졸

정원(拙政园) 공간 레이어 유형 Ⅱ은 한 폭의 남파산수화라고 볼 수 있

다.

졸정원(拙政园) 공간 레이어 유형 Ⅲ과 화조화(花鸟画)는 비슷하다. 졸

정원(拙政园)은 창틀을 통해 창틀과 담장 사이에 위치한 화조(花鸟) 경

물을 보게 되어 있다. 쌍죽도(双竹图轴)를 대표로 하는 화조화(花鸟画)도

액자를 통해 액자와 도화지 사이에 위치한 화조(花鸟) 경물을 본다. 원림

의 문창틀은 화조화(花鸟画)의 액자에 대응되고 원림의 담장은 화조(花

鸟)화의 도화지와 상응한다. 따라서 졸정원(拙政园) 공간 레이어 유형 Ⅲ

은 한 폭의 화조화(花鸟)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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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결론

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소주원림의 경(景)은 주로 산수(山水)경와 화조(花鳥)경 두 부분으로 나

누어져 있다. 소주원림의 경은 산수(山水), 화조 등을 주요한 관찰대상으로 만드

는 동시에 자연에서의 바람, 비, 하늘도 도입하였다.

둘째, 차경(借景)의 수법은 병경(屏景)과 수경(收景)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산은

병경(屏景) 작용을 할 수 있고 물은 수경(收景)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산은 속된

경치를 막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가산 자체도 받아들여지어 아름다운 경이 된

다. 그리고 벽은 병경(屏景)이 되고 벽에 뚫어져 있는 창문(門窗)은 수경(收景)

을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은 세 가지이다. 유형 I은 문창(门窗)틀과 가

산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고 유형 Ⅱ은 문창(门窗)틀 , 연못 과 가산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며 유형 Ⅲ은 문창(门窗)틀 , 화조(花鸟) 및 담장 세 개의 레이

어로 구성된다.

넷째, 졸정원 공간 레이어 유형과 동양화 공간 레이어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소주원림 공간 레이어 유형 Ⅰ는 북파산수화, 소주원림 공간 레이어 유형 Ⅱ는

남파산수화, 소주원림 공간 레이어 유형 Ⅲ은 화조화(花鸟画)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주원림의 레이어화 된 공간조직은 동양화의 레이어 방식에 따

라 설계한 것이다. 소주원림의 경은 한 폭의 산수화 혹은 화조화나 다름 없다.

본 논문은 졸정원을 실례로 하여 투시도와 악소노메트릭 분석을 통해 소주원

림에서 차경(借景)을 어떻게 차하는지 제시하였다. 도출해 낸 분석결과를 향후

유형 사례의 정원 차경과 공간 연구에서 참고적 이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를 기대하여 본다. 본 연구의 대상은 졸정원으로 한정되었는데 졸정원은 경치가

다양하여 적절한 연구 대상이기는 하지만, 가산경은 환슈산장(环秀山庄)과 비교

했을 때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하여 본 논문은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환슈산장(环秀山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연석재를 이용하여 가산을 만

드는것, 즉 3차원 비정형의 공간조형 연구가 미래의 연구과제로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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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layered space

of Suzhou gardens by borrowing

scene design method

Wang Xin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zhou gardens are excellent examples of combining architecture

with natural environment. Has been widely recognized arou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Suzhou gardens also represent the highest

achievements of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e and art. The ancient

Chinese society was a cultural system centered on literati. There are

many divisions such as poetry, traditional painting and gardens. The

expression of poetry is text, so the focus of this thesis is limited to

the study of Suzhou gardens and paintings.

Ji Cheng, a gardener in the Ming Dynasty, wrote a book named

《Yuan Ye》, which records garden design theory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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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nd is the most classic material for garden research. At the

same time, it is also widely recognized by academics as it must be

read in studying garden.

Borrowing scene method is the core theory in Yuanye, so it is

very meaningful to research borrowing scene method. This thesis

selects the Humble Administrator's Garden in suzhou as the research

object.

This study has three research objectives. The first research

objective was to try to find out what the scene was. The second

research objective was to try to find out how the borrowing scene

working. The third research purpose is to t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arden and painting.

Previous research focused on theoretical explanations and

2-dimensional analysis, lacking 3-dimensional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method of visual verification to verify what the scene is

through perspective, and to verify "how to borrow the scene" through

axonometrics.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in the analysis in Chapter 3, the

classification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spatial composition

layered features. And then compare it with the layer type of

traditional painting

Through the above analysis and comparison,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1 The scene of Suzhou gardens are divided

into mountain and flowers two type. 2 Borrowing scene has two

methods: cover and receive. 3 The layers of the garden and the

layers of the painting have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keywords : (borrowing scene, suzhou gardens, pain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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