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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JJ훌園의 原型

1.

源*

￡첼

ill. 結

序

1. 隔究의 背景과 目的

현대사회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훌園’ (1) 에 대한 생각플은 대개 다음과 같이
圖式化되어 있다.

첫째， 塵園은 ‘좋은곳’이다. 處園은꽃과나무라는植物과， 바위와물이라는鍵物과， 새
와 나비와 같은 動物로써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現代A間들이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自然’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다.
즉 處園은 自然의 縮小版이고 模型이며，
然’이다 (2) 處園은 일상의

生業에서

더구나 원하지 않는 요소를 제척한 ‘理想的 自

벗어나서

‘쉴’ 수 있고，

보기 좋은 것만 ‘볼’ 수 있

고， 듣기 좋은 것만 ‘들을’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낼려있는 번거롭고， 더렵고 거친 것을
제척하고 선택한 ‘좋은’ 것만 즐킬 수 있는 곳이다.

둘째， 處園은 이렇게 좋은 곳이지만 ‘어려운’ 곳이다. 處園은 비싼 土地에 비생산적， 비
경제적 투자를 해야

조성할 수 았고 또 유지할 수 있으므로

富格·有閔階層이

소유하거나 향유하기 어려운 곳이다 (3) 그래서 底園은 좋은 곳이지만

* 서 울大

아니고는

어려운 곳이기 때문

環覆大學院 環境造景學科 助敎授

(1) “廳園”이라는 用語에 대해서는 더러 異論이 있다.

日本式 용어라는 의견도 있고，

자어가 대상을 적합하게 의미하지 옷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園이라는 한

일상 日常語로서

정착한 用語를 그대로 씀으로써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
청동오 (1986) ， r 한국의 정원 J(서울 : 민음사)， pp.21-24 참조.
(2) Giulio Carlo Argan , “ Landscape Architecture," Encyclopedia 01 World Art, Vo l. VIII, 1963,
pp.1067; Yi.Fu Tuan(1974) , Totophilia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 pp.102-103 ,
pp. 132-133.
(3) 慶園윤 有閔階層의 과시적 소비이기도 하고， 금전상의 취마수준이기도 하다.
T. 베블벤 (1899) ， r유한계급론J， 청수용(역) (서울 : 동녘， 1985) , 제 4 장， 제 5 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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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排他的’ 인 곳이 다. 가족， 동료 퉁과 같은

비 공식 집 단만이 소유와 향유를 독점 하는 곳

이며 타인은 초대에 의해서만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여 첩근， 향유할 수 있는 곳이다.
세쩨， 處園이 이처럼 좋은 곳이고 어려운 곳이며

배타적인 곳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 A면

소유하고 싶고， 기회가 닿으면 즐기고 싶은 ‘부러운’ 곳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관념은 현대 處園의 대부분이 성격상
는 審美處園 (aesthetic garden) 에

o 며， 용도상 일부인블의

뺨樂處園 (pleasure garden) 또

펀중되어 있고， 구조상 건물 및 외부환경과

독과점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된 생각이라고

분리되어 있

할 수 있으

며， 또 都市化에 따라 土地가 부족하고環境이 악화됨￡로써 강화된 생각이라고할수 있다.

이런 펀중과 단절에서 생겨난 處園觀의 偏向은 굴절과 미봉￡로 나타나게 된다. 즉 公園의
구성과 용도가 塵園化한다든지， 대중성

상업시설의 외부 공간 뿐 아니라 내부공간까지도

處園化하는 경향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대와 末來에 있어 바람직한 底園훌륨을 정렵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며， 그
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연구가 펼요하다고 본다.
이 짧究는 그 기초연구의 하나로서 處園의 原型을 재정리해 보는 試論이다. 다시 말해서
東西古今의 수많은， 그리고 여러가지의 鷹園에 공통적이며

始原的인 툴 (schema) 을 찾아보

고자 하는 시도로서， 樣式， 材料， 形態 등에 의해 표면상에

다른 모숨 (appearance) .E..로 나

타냐는 展園의 原型 (archetype) 을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究의 方法
慶園을 위 시 한 造景要素의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방법 이 있을 수 있다.
하냐는 구체적인 處園의 分野史的 연구방법￡로서， 時代別로， 文化團別로 특유하게 형성
되었던 수많은 塵園들의 형성배경， 쓰엄새， 구성요소 및 素材 등에 관한 實證的 자료를 발
굴，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한 處園을 이해하거나 時代別， 文化園別 塵園樣式

을 구명하는 데에는 적합하며，

그래서 塵園에 관한 대부분의

다. 그러나 연속적인 時代와 文化園을 정태적￡로

연구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

구분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있고， 이미

멸실되었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정원을 상상에 의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연구성과는 이미 현대생활과 큰
代의 文化’를 考古學的무로

이해하고자 하묘로

큰 의미를 찾을

관계가 없는 ‘傳統時

현대에도 적합성을 갖는 ‘文化的 傳統’을

살려 현대와 미래의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造景學的 관심에는 미흡하다 (4)

또 하나는 處園의 文化史的 연구방법 으로서 通時間的 o 로나

通호間的 o 로나 공통적 ￡로

나타냐는 原型 (archetype) , 또는 原型훌素를 추출하고， 이 原型要素가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 응하여 變型 (transmutation) 으로 나타나며 , 하나의 모법 적 이 고 표준적 인 典型 (prototype)

(4) “전통사회 의 운화”와 “문화적 전통”의 구분은 다음을 참조하라.
엄 회 섭 (1 977) , r한국의 사회 변 동과 문화변 동J(서 울 : 현 암사)， 198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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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착해서， 누구든지 무비판적무로 원용하는 版型 (stereotype) 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
히고자 하는 방법이다 (5)

이 방볍은 모든 文化훨素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 특성은 고곱문화양
식으로서 鋼옳되기 이전， 즉 일상

生活樣式￡로서

유지되는 단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과 끝 사이의 변화과정을 구명하는 데에 유의성이 있다고 본다.
이 試論에서는 處園의 3가지 原型， 圍鏡호間 (gher，

enclosed space) , 生塵環境 (hortus， pr-

oduction environment) , 恨樂場所 내 지 審美景觀 (odeη， pleasure place, aesthetic landscape)
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原型의 解釋에 있어

語源의 추적을 시도하

고자 하는 바， 이는 어떤 事物이 처음 생겨나서 그 시대의 사용자가일컨는名詞에서 그事
物의 原型을 캐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여 기 에 서 고찰하는 대 상은. 주로 西洋의 @줄園에 국한하는데 , 이 는 東洋-한국， 중
국， 일본-의 處園의 해석에 있어서 史實의 발굴과 정리가 비체계적인 수준에 있고， 비교·
분석할 준거가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I.

훨園의 原型

1. 圍續空間으로서의 底園
@語

源

處園을 의미하는 西歐語， garden(영)， Garten(독)， jardin(불) 등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語素는 인도-유럽語系의

gher (gherdh) 이다 (6)

이 語素가 원래 의미하는 바가 일정한 호

間을 둘러싸는 행위， 또는 그렇게 둘러싸인 호間이며， 그래서 이 語素에서

파생된 garden

및 그 同義語는 원초적오로 圍鏡호間이다.
한펀 한자에서 處園을

의미하는 園， 園 등에

‘구’ 는 에 울 圍의 본자로서

(7)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部首字인 口， 큰 업

이 것 역 시 gher와 마찬가지 로 圍曉행 위 또는 圍鏡공간이 다.

@ 家事作業호間
圍曉는 人類에게 두드러지게 나다나는 自己防察의 방볍이다. 광활하고 통제가 어려운 자
연환경 속에서 한 지점을 선정하여 자신와 가족의 소유물-생명과 재산-을 외부의 적대적

요소-자연의 변화와 적-로부터 보호함은 A類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본능이다.
始原A類가 수렵 ·채취의 경제와 유랑의 사회로부터 농경 ·목축의 경제와 정착의 사회로

原型-典型-版型의 변화과정은 일종의 備環論的 歷史觀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Flinders
Petrie, Paul Lig<;!ti, K. Lamprecht 등이 주장하는 美學的 歷史解釋 방식 과 궤 를 같이 한다.
(6) ].B. Jackson (1980) , The Necessity for Ruins (Amhers t: The Univ. of Massachusetts Press) ,

(5)

p.20.

(7)

張三植(펀)

(1979) ,

í 明文漢韓蘇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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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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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힘과 展園과의 관계 -圍鏡空間

(위는 고대 메소포다미아

Tell Hassauna의 복원상상도이고，
아래는 현대 아프리카 카메룬의 주거지 1명면도다. )
그 생활양식을 바꿈에 따라서 圍鏡는 本能에서 文化로 진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동굴이나

움막 형태의 원시 住居가 생겨나고 농기구， 곡물 등을 저장할 창고와 가축을 가두는 우리
가 생걱났을 것이며， 그 둘레에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견고하고

방어적인 소재-돌，

흙， 가시나무 둥-로써 울타리를 둘러쳤을 것이다.

이 단계 에서 處園은 건물과 울타리 사이 에 호間에 지 나지 않았고， 그 용도는 家事活動의
연장-취사， 갈무리， 타작， 건조， 제작， 수리 등-이었을 것이며， 계절， 일거에 따라 특정
활동이 독점하거나 또는 여러 활동이 동시에 일어났을 것이다 (8)

@私有領域

住힘을 마련하는 建葉行寫는 外界의 환경조건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 통제하고자 하는 원
초척 의미를 갖는다. 그러으로 주택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住居生活-휴식， 취사， 양육

퉁一은 “個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본래적 특성이 있다. 그러묘로 住힘은 個體 및 그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私有領域이 된다. 그려고 底園의 울타리는 住힘을 보호하
는 外慶-이 역시 λ、體의 皮I떤의 延長인 衣服의 延長인 것이지만-의

延長으로써 가장 외

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農뺨과 定홉은 이 미 乘u餘生塵物로써 구성되 는 財塵， 특히 私有財塵이 존재 함을 암시하며 ,
圍曉혈間으로서 의 處園은 이 러 한 私有財塵을 보호하는 장치 의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명 시 하

고 있다. 더구나 動塵 뿐 아니라 울타리내의 土地라는 不動塵이 私有財훌-다른 사람의 공
동이 용권을 박탈하고 배 타적 무로

(8) J. B. Jackson (1980) , p.22.

이 용하고， 소유까지 하게 되는 물건-으로 전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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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엿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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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연자원의 일부분인 土地를

개념이 圍曉호間에 배태되어 있 a며，

개별적 a로， 배다적우로 점유한다는

動勳的 본능인 領域性 (terri toriali ty )의 선언행위에서

진일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家用生훌環境으로서의 處園
@語

源

@줄園이 건물 주변에 툴러천 울다려 안의

옥외공간이라는 사실이 gher나 園에서

만， 이 단계에서는 ‘作業호間’얼 뿐이지

‘生塵호間’은 아니다. 生塵호間， 그것도 家用으로

쓸 것들을 생산하는 공간은 라틴語系안 hortus에서 그 원형을 보게 된다.

었다고 하는 이 말은 역시 圍鏡호間을 뭇하고 있￡나 hortus의
이 더 강함을 볼 수 있 다 (9) 즉

나타나지

gher에서 파생되

用途에서 生옳호間의

국면

hortus (garden, yard) 와 cμltμra (culture, 경 작) 이 합해 져 서

園藝를 뭇하는 horticulture라는 말이 생 겨 난 것 이 다.
한편 한자에 있어서도 園은 “과일과 채소를 심고 키우는 장소면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장
소"(種植果鏡等之場所 而有樓離者)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1이

따라서 hortus외- 園은 울타리 안의

圍曉호間이

家事 作業호間 뿐 아니 라 채 소， 과수， 약

초 등을 기르는 家用 生塵호間의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호

間은 식불의 생육에 필요한 ‘環境’으로서의 특성을 구비하게 되고 축소판의 통제된 A工生
態系의 조건을 갖추게 된을 볼 수 있다.
@菜

園

始原A類가 수렵과 채취를 하던 시절에도 식량의 대부분은 부족한 기솔로써 극복하기 어
려운 환경조건 속에서 불안정하게 획득되던 짐승과 어류의 고기보다는 비교적 쉽게 채취할
수 있고 저장이 가능한 열매， 나물，

야채 등이 차지하였다고 한다 (11) 그 후 농경 • 정착생

활에 있어서도 안정된 식량공급을 위해서 수렵과 채취가

병행되었을 것이고， 여전히 식량

의 대부분은 재배한 농산물과 채취한 식물로써 구정되었을 것이다.
이 당시 정주지에는 개별주택과 그 부속정원， 주택군 주위의

큰 울타리가 있었고， 농경

지 (field) 는 마을 주변， 큰 울타리 외 부에 자리 잡았다. 그러 묘로 농경 지 는 외 적 과 야수의 위

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친 토지를 경작할 수 있고
성 인남자들의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 역 이 되 었다 (12)

(9) ].B. ]ackson (l 980) , p.2 1; Giulio Car10 Argan (1963) , p.1067; L. H. Baily, Tke Standard
Cycloþedia 01 Horticκlture， Vol. II, 1963, p. 1501.
(1 0) 윤국병 (1982) ， “處짧의 解釋
r한국정원학회지 J ， 제 1 권 제 l 호(한국갱원학회)，
p.3에서 재
인용.

(11) Lewis Mumford (1 961) , The City iη Histor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 pp.19
-24; Gordon Childe (1 973) , What Haþþened iη the Histor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 2) ].B. ]ackson (1980) , p.25; M. 베버(1 930) ， r서양사회경제사 J ， 조기준(역) (서울 : 삼성출판
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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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세 영국의 정원

(위는 개인주택의 정원이고 아래는 수도원의 청원으로서 개별성과 실용성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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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개별주택의 정원， 즉 hortus는 야생식물의

종자를 채집하여 作物로 걸들이는 育種

實驗團場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걸들여진 식물중에서 채소류 (vegetables) 를 재배하
여 식 량원을 확보하는 家團 (kitchen garden) 의 기 능을 하게 된다 (13) 여 기 에 서 얻어 지 는 채

소류는 때로는 主食의 역할을 했오나， 점차 副食 또는 非常食의 역할을 맡게 된다. 채소가
塵園에서 輪作地로 진출하게 되는 것은

농경지가 비교적 안전해지고， 또 自家消費에서 交

換消費로 전환할 만큼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이후일 것이다 (14)

@ 果樹園
고대 로마인들이 영국에 남겨놓은 문화적 유산은 果樹園이라는 영어의 orchard의 뿌리인

ortgeard 또는 wortgeard이다.
뭇한다

여기에서 wort-는 식물을 뜻하고 geard는

역시 위요공간을

(15)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야생의 樹木과 野生林은 物活說 (animism) 에 따라 精靈이 깃드는 곳

으로서 경외의 대상으로 모셔짐을 본다. 그러나 果樹는 채취경제시대부터 가장 손쉽게 구
할 수 있고 맛있￡며 믿을만한 食鐘源으로서 아낌을 받았다. 특히 인류 문명의 발상지중의
하나인 中近東지역의 자연환경조건을 볼 때 果樹에 대한 선호도는 대단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점은 기독교의 「에멘」 동산에 심어지는 대부분의 나무가 果樹내지 有實樹안 정에
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16)

따라서 寶用處園에 있어 副食 내 지 非常食을 조달하기 위 한 果樹園의
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주거지 주변의 야생 유실수를 가꾸다가
내부에 소량의 유실수를 심었고，

점차

역 할이 대 단히 컸
위요공간 (gher)

나중에는 본격적인 과수원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본다.

@) 藥草園
寶用處園에 있어 副食조달을 위한 菜園 및 果樹園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藥草

園 (herb garden) 이다. 野生植物이 藥材， 香辛料 등의 효험이 있다는 것은 始原A類가 오랜
세월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발견한 사실로서， 19세기 후반에

化學合成에 의한 藥品이 출현

할 때 까지 藥品조달의 주공급원이 되 어 왔다.
특히 서양에 있어서는 醫術이 魔術 또는 맴術과 상통하던 역사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

기 때문에 초기의 造園術 뿐 아니라 植物學에 있어서도 이미 약효가 밝혀진 藥草를 재배하
고 새로 채집했거나 외국에서 들여온 藥草를 연구， 육종하는 작업이 큰 일이었다 (17)

여기에서 또 특기할 사항은

藥草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었다.

(13) 검커화(1 984) ， r한국 농어촌 주거의 菜園에 관한 연구J ，
간행 ), pp.lO-12.
(14) J.B. Jackson (1980) , pp.28-29.

즉 이 시대의 이론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운(미

(15) Julia S. Berrall (1 966) , The Garden: Aη IIIκstrated History(New York: The Viking Press) ,

p.227.
(1 6) 구약성서， 창세기， 제 2 장.

(17) J.B. Jackson (1980),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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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모든 식물은 내적인 특질에 상응하는 신호나 표지가 식물의

(1987)

외형에 드러난다고 보

았기 때문에 특정한 약초가 특정한 고통올 낫게하고 질병을 고치는 힘이 있음올 그 약초의
외형에서

말견할 수 있다 고 보았던 것이다 (8)

이러한 생각들은 흩園의 구성에도 영향올 미쳤다. 정원은 시각척인 즐거웅보다는 藥草의
象徵性을 표현하는 다른 형상-운자， 기호， 상형 둥-이

드 러나게픔 군식되기도 하고， 藥

草의 성분을 구분하는 固場 단위로 구획되기도 하였으며 냄새가 강한

약초를 갱원 주변에

싱어 위험한 동물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野生地와 격리하는 것이 藥草의 재
배와 연구에 바 람직하므로 정원을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위요하였으며，

주택과의 기능적，

공간적 관계가 희박해졌고， 정원 전체의 공간적 • 형태적 통일성 이 없었다. 또 상징성올 강
화하기 위한 구조물-벽강 (grotto) , 조각， 건축울 등이 도입되었으며， 형태적 o 로 왜곡되는
경우가 않았다 .
@家와 團

이와 같은 育種과 했培는 필연적으로 自然環境의 여러 조건 ，

즉 온도， 일장， 강우 동의

기상조건， 로정 • 토성 동의 토양조건 ， 잡초 • 병충해 동의 생물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그 작울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이런 조건은 외부에 개방된 경작
지보다는 울타리 안에 보호된 정원에서 갖추기도 쉽고， 유지하기도 쉰다.
업은 지속적이고 섭세한 손질이 필요한 반연에 근육의 힘이

Dbckbwy

J !('nb ~" e

〈 그림

(1 8) ].B. Jackson ( l980) , p. 40.

il> 중세의

식물연구 도본

그리고 이런 작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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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주로 머물러 있는 여자， 노인， 어린이들이 맡게 된다(19)

그러므로 정원은 주택에 인접한 공간이라는 점，

적합한 노동력이 상거하고 있는 곳이라

는 점， 안전하고 통제가 쉬운 곳이라는 점 째문에 家用生塵호間￡로서 자리잡게 되었던 것
이다. 이 말은 정원의 원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 즉 ‘주택과 정원’의 일체성이

있다는 뜻이다 (20) 주택과 정원이 공간적￡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능적￡로도 연결
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청은 정원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었으며，

기르는 곳이며， 상거하는 노약자들의 유휴노동력을

가용으로만 쓰는 채소작물을

활용하는 곳이며， 주택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家族’ 중심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러묘로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인에 대하여 대단히

‘

배타적인 작용을 하며， 울타리의 구

조적， 기능적 의미가 다양해진다.

4>

〈그림
고대 「에집트」의 정원
(과수의 청형식재와 배수지， 방형의 길과 울타리에서 실용정원의 정형성을 폴 수 있다. )

(1 9) Le￦is Mumford (1 961) , pp. 19-21.

(20) 영 어 의 “ house and garden", “ toft and croft", “ homestead" , 한자어 의 家塵 등이 이 러 한 관계 를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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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定形展園

또 한가지

특기 할 사항은

生塵호間드로서 의

處園은 본래적무로 定形性 (formali ty)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확의

재배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단위 식물간의 간격도

유지해야 하며， 鏡士，

위한 이랑이 고르고 곧아야 하므로

播種을 하게 된다.

定形配植·

그리고 품종별로 모아서 심

게 되므로 정원공간의

정형이 된다.

排水·灌觀를

구획 역시 4각형 위주의

따라서 정원 외곽의 울타리 역시

方形이 되며， 정원 내부의 걸， 합 • 排水池도 역
시

方形이

된다 (21)

이 러 한 農事 • 園藝上의 定形性에 象徵性이 가
미 됨 으로씨
〈그림

5>

17세기 영국의 정원 개념도

定形處園 (formal garden)

의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실용정원의 정형성을 볼 수 있다. )

@語

17세 기 의

3.

脫樂場所로셔의 훌훌園

源

「히브루」語에서 處園， 즉 garden은 위요를 뜻하는 gaπ-과 脫樂 (pleasure) 융 뜻하는 -odøn

의 합성 어 라고 한다.

‘

22)

Oden ~ eden이 기 도 하며 , 이 말은 희 랍어 로는 「파라데 이 소스J(πap

뼈Etaoc;;) 이 며 , 기쁨， 즐거 움을 뭇한다.

「에멘」 동산￡로 번역되는 기독교의 낙원은

‘「에멘」에 있는 정원’ (garden in Eden) 이기

도 하고 ‘「에댄」이라는 정원’ (garden of Eden) 이기도 한데，

창조주가

그 정원 안에 모든

종류의 나무를 심고 「아답」으로 하여금 가꾸고 지키도록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生命의 나무나 善惡果가 /열리는 나무 보다는 ‘보기에 즐캡고’ (pleasant to the sight) 또
‘멈기에 좋은’ (good for food) 갖가지 나무를 먼저 심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에덴」 정원으
로부터 관개용의 하천이 발원하며， 이것이 4개의 하천으로 분류되어

오늘날의 중근동일대

플 흐르케 하였다는 점과쌍으로부터 모든 짐승과 새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
룹짓게 하였다는 점이다 (23)

즉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나무， 물， 동물 등이 등장하는

데， 이중에서 나무가 주가 되며， 모든 나무는 보기도 즐껍고 동시에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이러한 현상은 잔존하고 있는 고대 「에정트」의 정원묘사도에서 뚜렷이 발견할수 있다. Edward
Hyams (1971) , A History of Gardens and Gardening(New York: Praeger Pub1ishers) , p.9.
(22) Michael Laurie (1986) , Aη IηtroductiQn tQ Landscape Architecture, 2nd ed. (New York:
Elsevier) , pp.16-17.
(23) 구약성서， 창셰치， 제 2 장.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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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實樹라는 점 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힘들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모시고 영생할 수 있는 낙원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며 인간이 신을

이 정원에 울타리가 쳐지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선

악과를 따 먹고 「에멘」에서 추방당한 후가 된다 (24)

한펀 이슬람교의 「모하메드」 정원도 많은 나무와 분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녀들이 시

중을 들어 준다는 등 역 시 ’뾰樂 r회으로서 의 성 격 이 강하다 (25)
그리고 한자에 있어서도 냐라동산， 즉 큰 정원 또는 宮했 (royal garden) 을

는 행은 “새와 짐승을 키우고 숲과 못이

뜻하는 園 또

있는 處園"(養홉數處日園 園有林7ill日園)이라서 (26)

역시 實用호間보다는 脫樂호間이라는 문화를 암시하고 있다.
@花

園

현대인의 處園觀과는 아주 다르게 J脫樂園에 있어서 花本類를 관상의 대상으로 하는 花園

(flower garden) 은 서 양의 경우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바로소 나타난다 (27) 이 史實에 대해
서는 다읍과 같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이 시기까지 대부분의 정원은 경제적으로 볼 때 家用生塵의 實用園 (utility garden)

이었고， 근대에 가까와 오면서 副食 조달보다는 藥草園 (herb garden) 으로서의 특성이 강해
졌다는 점이다.

둘째， 종교적 S로 볼 때， 中世를 지배하던 수직적 세계관-기독교적 來世와 救援-에 따
라서 現世에 존재하는 自然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일종의
이다

禁l료로서 남아 있었다는 점

(28)

세째， 사회적 S로 볼 때， 城市를 벗어난 지역의 治安이 대단히 불안하고， 대부분의 사람

들이 신분과 직업에 얽매어
이다

花草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할 기회가 대단히 적었다는 점

(29)

네째， 문화적￡로 불 때， 花草는 지중해 연안의 南歐에서 잘 자라고 또 그 품종이 다양하
므로 환경이 열악한 北歐에서는 花草와 친할수 있는 관습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30)

한펀 17세기 후반에 花園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역시 현대와는 달리 꽃의 형태냐 색채의
아름다움보다는 향기의 독특함과

강렬함이 위주가 되어 조성되었다.

이는 花本도 草本과

(24) 천사를 배치하고， 불타는 칼을 설치하여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막는다. 구약성서， 창세기， 제 3
장， 제 24절.

(25) r이슬람」 세계에서는 天國 또는 樂園을 處園으로 묘사하고 있다. r코란」에 따르면 심판의 날은
脫樂의 塵園에서 벌어진다고 한다.
제공되며，

(26)
(27)
(28)
(29)
(30)

녹음수， 생，

여기에는 포도주， 과일，

분수 등이 있다고 한다.

고기가 젊은 여자 시충꾼에 의해

Julia S. Berrall (1966) , pp.55-56.

(1982) , p.3.
J. B. Jackson (1980) , p.39.

융국병

Yi-Fu Tuan (1974) , Topophilia (Englewood-Cliffs: Prentice-Hall, Inc.) , pp.133-14 1.
블로크(1 939) ， r봉건사회 1 J, 한정숙(역) (서울:한걸사， 1986) , pp. 1l2-123.
J. B. Jackson (1980)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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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畵園의 예시도
(윗 그립 의

Lancelot

Brown 이 아랫 그림 의

Cla ude

Lorrain 의 풍경 화에 서

영 향을

받윤 것이 보인다. )

마찬가지로 藥材， 香料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 쳤기 때문이다.
@畵

園

脫樂慶園 o 로서 그 極相은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오로 생겨난 畵園 (picturesque landscape

gal:den) 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寶用性을 일체 배척하고 인간의 손걸이 전혀 닿지 않은
原生自然의 再現 또는 縮小版이었다. 주변 景觀과의 구조적，

형태적， 경계를 일체 배제하

며， 깨끗한 自然을 관조하는 개개인의 감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원내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극도로 절제하였다 (31) 특히 救歌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잔디가 정원에 도입

되었으며， 관상수나 실용식물보다는 自生植物이 선호되었다 (32)

(3 1) ].B. Jackson (1 980) , pp.48-49.
(32) Laurence Fleming and Alan Gore (1 979) ,
Ltd.) , pp.149-168.

The

Eη:glish

Gardeη

(London: Michael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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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회화계를 풍미하던 風景畵-理想自然， 理想景觀-의 분위기를 실제 R훌園에서 채
현하여 그야 말로 ‘그립같은’ (picturesque)

景觀을 만들고 즐기고자 하였다 (33)

야 비로소 圍鏡 ‘호間’에서 生훌 ‘環境’을 거쳐

이때 와서

觀賞 ‘景觀’￡로서 특정을 내세우는 塵園

양식의 원형이 나타난다.

111. 結
이상과 같야 간략하게 살펴본 慶園의 原型에서 추출할 수 있는 示俊點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慶園은 본래적 A로 脫樂底園 내지 審美塵園이기 보다는 實用塵園에서 시작하였다.

• 實用塵園은 사회적￡로는 家族 중심이고， 경제적으로는 家計 중심이며， 作業보다는 生塵
에 사용되었다. 主生塵勳은 채소， 과수， 약초이었으며， 育種실험도 곁들여졌다.
·底園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外界와 구획짓는 울타리다.

실용적오로는 外

敵(인간， 짐승， 기상)..2..로부터 가족과 재산(주택， 토지， 재배물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상징적￡로는 外界의 무질서하고 거친 原生自然A로부터 내부의 ‘걸들여진 理想自
然’ (cultivated ideal nature) 를 격 리 , 보호하는 기 능을 한다.

·理想텀然의 진가는 敎養Á(cultural person) 이어야만

제대로 享受할 수 있 O'므로 底園의

소유와 享受는 배타적오로 제한된다.
·脫樂塵園 내지 審美處園은 宗敎나 神話의

차원에서는 세상의 始初

묘사되 냐， 현세에 있어서는 地上의 樂園무로서 王 • 貴族 등

또는 終末의 상태로

富格 • 有閔集團의 전유물이

었 ξL며， 근세에 와서 야 보펀화된다.

(33) Christo야r Tunnard (1978) , A World With a View (Yale Univ. Press) , pp.36-66; Ronald
Rees (1 975) , “ The Scenery Cult", Landscape, Vol. 19, No. 3 (May, 1975) , pp.3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