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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冊究의 背景과 目的

風景畵는 운자 그대로 風景을 주제로 하여 그려지는 서양續畵의 한 樣式안 바， 단순한 

그렴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논제를 던지고 있다. 

첫째는 그 그립의 主題언 ‘風景’이라는 名解는 다른 표현으로는 ‘景觀’인데， 風景은 인 

간의 경험적 개괄과정을 통해서 景觀이라는 名解와， 그 명사가 지시하는 擺念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擺念이 경우에 따라 同一擺念이거나， 同位癡念이거나， 

等置擺念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는 上位-下位 擺念의 관계로서 인식되기도 하여， 擬念

의 多據性 내지 模爛性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즉 風景이라는 명사는 단순히 보기 

좋은 外界의 視覺的 樣相인 景致를 뜻하는 일상용어이거나 續畵분야에 국한해서 風景畵와 

연관한 전문용어로서 쓰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景觀은 風景을 대체하는 同義語로 쓰이기 

도 하지 만， 그보다는 造景이 나 地理學 분야의 중요한 도구개 념 으로서 專用되 고 있기 째문 

에 그 擺念의 다의성과 모호성을 해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覆造景學科 助敎授
** 이 연구는 1988년도 文敎部 學術맑究助成費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1) 여기에셔 개념의 多意뾰이라 함은 한 名離에 대하여 각각 독렵척인 개념이 다수 병치되어 었다 
는 뜻이며， 횡훌혐어性이라 함은 한 명사에 대하여 각각 독렵적이거나 준독렵척인 개념이 중첩되어 
혼란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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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風景畵에서 그려진 風景의 종류， 구도라든가， 그린 사람의 관점， 그립의 용도 둥 

을 분석해 보면， 外界의 모든 국연을 다 표현한 것도 아니고， 아무 곳이나 잡아서 그린 것 

도 아니며，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선정에 있어 일정한 基準이 었고， 또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風景畵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風景의 

類型은 화가가 외계를 보고 그리는 틀이 되고， 나아가서는 理想景觀의 틀이라는 성격을 가 

지게 된다. 그리고 그 틀은 風景畵를 감상하고 미적 체험을 향수하는 顆者들에게도 작용하 

여 理想景觀의 플로서 소여 • 정착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그 틀은 예술작품인 회화의 향수 

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景觀을 만들고 가꾸는 일， 造景에 도입되어 가일총 理想化가 견고 

해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세째는 화가가 風景畵블 제작하는 일은 외계에 존재하는 여러 事物을 자신의 뭇대로 선 

정하여 화면에 수록하는 작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물의 선정에 있어 낱낱의 사물이 

아니라 복수의 사물들을 주제로 선정할 뿐 아니라， 그렇게 유의하다고 생각하여 선정한 사 

물들-4차원의 時호間에 존재하여 변화하는-을 2차원의 평면공간에 배치하여 화면 내부의 

호間的 組織性과 紙-性을 조성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이와 같은 風景

畵의 작업 태도와 방식은 造景의 전통적 작업 태도와 방식과 거의 일치하는데， 후자의 태 

도와 방식이 형성되기까지에는 風景畵의 영향이 지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傳統的 造景

은 이름 그대로 風景을 만든다는 일이라 할 때 (3) 그 風景은 4차원의 實在 環境-무생물이 

제 공하는 변화무장한 생 존의 조건에 적 응하여 다양한 생 물이 각기 생 명 활동을 영위 하는

A로서 의 景觀이 라껴 보다는， 특정 한 觀者가 특정 한 時刻에 호間 속의 한 地點에서 바라보 

는 2차원의 假想 畵面이라고 보아도 우방할 정도로 시각적 효과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風景畵가 造景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면， 그려진 風景과 만들어진 風景과의 

相似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화속의 가상적 理想世界觀이 현실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양 造景史에서 나다나는 

‘風景式 廳園’ (landscape garden) 양식 과 화가 Claude, Poussin, Rosa 등의 風景畵 양식 과 

의 관계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즉 風景畵에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지식계충이 가졌던 景觀

觀-理想景親에 대한 관념-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념들이 현실의 展園을 조영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理想景顧’ (ideal landscape) 

은 造景의 구현목표가 되니， 造景家는 그 典型을 직접적으로는 自然景觀에서 찾을 뿐 아니 

라 ‘간접적a로는 畵家에 의해서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風景畵에서도 찾게 되는데， 한째는 

(2) 서양화에서는 동양화의 景物畵-짧毛畵， 草壘畵， 畵升畵， 山石畵 등과 같이 낱낱의 사물을 주 

제로 한 그렴-에 해당하는 회화양식의 발달이 극히 미마하다. 
(3) 현대의 造景은 生願學的 접근방법이 대두함에 따라 다시 環樓計劃 내지 環樓設計라는 속칭이 

강해진 데에 비해서， 전통적 造景은 前近代시대에 이루어지던 造園이라는 속성이 강한 첨에서 

차이가 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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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전형이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하는 한펀에서는 화가도 

조경가에 의해서 현실세계에 구현된 ‘準’ 理想景觀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단순한 風景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만든 景觀이라는 개념 -風

景과는 별도로 형성되어 있던-에 내포되어 있는 多義性은 다시 현대언으로 하여금 景觀올 

그리는 작업의 태도와 방식 뿐 아니라 가꾸는 작업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져 

오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서양에서는 landscape라는 명사를 공용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造景과 續畵가 각각 景顆과 風景이라는 名解를 사용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자가 모두 유래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별로 없이 서양ξL로부터 전 

래된 것이어서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 독자적 의미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屬景개념이 변용되어 생겨난 ‘景觀’ (landscape) 개념은 문자 그대로 경관을 만드 

는 일인 造景(1andscape architecture)분야에서는 사변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성질과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은 상태로변화시키려는의도적 조작행위의 ‘技術的’

대 상이 다. 그러 면서 예 술분야， 특히 續畵에 서 는 風景， 즉 景觀을 그리 는 ‘風景畵’ (1andscape 

painting.)의 소재로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藝術的’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造景은 ‘技術’ (art)로서， 그리고 續畵는 ‘藝術’ (fine art)로서 각각 景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냐 현대에와서는 造景과 續畵 공히 내부적 변화로 말미 암아 독자성이 더욱 강 

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 景觀개념을 매체로 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는 史寶과， 

그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내연적으로는 현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수수하고 있는 관계라는 사 

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景觀을 매개개념으로 한 造景과 續畵， 또는 技術과 藝術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美術史家들이 風景畵에 국한된 역사연구를 통해서 극히 제한된 논급을 하고 

있으며씨 造景분야에서는 造景史家들이 그러한 미술사가들의 연구성과를 벌어 造景의 양 

식 변화를 성명하는 자뇨로써만 쓰고 있을 뿐이라서 (5) 그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 수준은 

상당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造景 素材로서의 景親과 續畵 素材

로서의 景觀의 상호 작용구조를 고찰하고자 하며， 風景畵의 主題와 構圖를 분석하여 그립 

겐선 나타나는 景顆， 특히 景致의 유형을 구명하고， 각 유형별로 景觀의 擺念을 解釋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4) 본 논문의 말미 에 정 iÒJ 펀 참고문 힌 중에 서 (3) , (6) , (7) , (11), (25) , (49) , (51), (70) , (89) , 
(90) , (91) , (92) , (93), (94) , (95) , (98) , (99) , (100) 둥이 여 기 에 해 당한다. 

(5) 본 논문의 말마 에 정 려 된 참고문헌 충에서 (1) , (13) , (15) , (28) , (29) , (30) , (32) , (33) , (44) , 
(54), (55) , (58) , (60) 등이 여기에 해당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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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맑究의 훌圓와 方法

CD 風景짧와 景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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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제인 “凰景짧에 나타난 景觀”을 고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 

플 설갱하고자 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2 장 『凰景흉와 景觀』에서 자세히 논급하기로 

한다. 이 주제에 대 해서 는 기존의 관련연구에 대한 문현조사방법올 사용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없.景훌’는 양식의 관점에서 일단 西洋훌 내지 西洋

風으로 그린 그링에 국한한다. 따라서 동양화의 한 양식인 山水훌는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간주하여 풍경화와 비교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는 본 연구에서 중갱척으로 논 

의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형식의 관점에서 주로 협의의 회화， 즉 천， 종이나 

널 l싼지， 회벽연 둥과 같은 2차원의 평연으로 이루어진 素地에， 션과 씩의 집합에 의해 원 

하는 형태를 단독 또는 초합으로 표현한 pamtlOg올 위주로 한다. 

이 회화는 ‘自然景致’ (natural scenery)가 주제가 되는 그링올 지칭한다. 그러나 자연경 

〔이탕리아의 Villa Lante 실내의 벽연에 그려진 풍경화〕 

〈그힘 1) 벽화양식3로 그려진 풍경화 



30 環境論鍵 第二十四卷(1989)

치 이외의 것은 그림의 주제가 아닌 그림인 순정한 風景畵， 즉 正統 風景畵를 주로 고찰하 

지만， 자연경치가 주제의 전부는 아니더라도-인간이나 가옥 등과 같은 인공요소가 동장하 

여-지배적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그림인 類似 風景畵도 풍경화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급 

하게 된다. 

그리고 構圖의 관점에서 볼 때 外界의 環境요소들에 따라 추출되어 한정된 畵面에 재구 

성되어 하나의 自己完結的인 호間을 구성하고， 다시 銀子에 의해서 한번 더 한정되는 그렴 

인 정통 풍경화를 위주로 하여 고찰하지만， 벽화·천청화와 같이 建動의 구조체가 제공하 

는 화면과 융합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림도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이 러 한 風景畵에 나타나는 ‘景觀’ 은 일반적 으로 風景畵에서 통용되 는 風景， 즉 

“눈에 보기 좋고， 또 보아서 즐거운 외계의 이미지”인 景致를 뭇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회화와 별도로 형성되어 온 다른 경험적 개념， 즉 “한정된 土地로서의 landscape, " “造景으 

로서의 landscape"을 각각 정 의 하고 이 들 개 념 간의 변용과 숨합과정 을 역 시 제 2 장에 서 고 

찰한다. 

그리고 외계를 구성하는 환경요소 중에서 개별적 존재는 景觀이라고 보지 않으며， 景觀

을 구성 하는 요소， 즉 ‘景勳’ (landscape element)이 라고 정 의 한다. 여 기 에서 는 景觀을 주 

제 로 한 뼈景畵에 대 비 하여 景勳을 주제 로 한 그림 은 ‘景勳畵’ (landscape element painting) 

라는 개념으로서 고찰하게 된다. 

@ 이미지 

이 연구에서는 “風景畵에 ‘나타난’ 景觀”이라는 것을 외계에 實표하는 景親이 아니라 가 

상적 續畵의 畵面에 표현된 실재 外界의 「이미지 J (image)라고 갱의한다. 즉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려지는’ 事勳의 감각적 心像이 다시 화면에 재현된 결과를 보고자 한다. 그것이 

視覺媒體인 續畵플 매체로 하는 만큼 주로 視覆的인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직정적인 외적 

자극에 의하지 않고 意識에 나타난 直顧的 內容 뿐 아니라， 오히려 비직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을 수반한 내용이나 주관의 평가가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시각 이외의 感覺的

心像을 위주로 고찰하게 된다. 이머지 解釋의 자료는 서척에 인화된 續畵寫률， 造景圖面과 

景觀 寫륨이 된다. 

@時 代

이 연구에서는 風景畵가 독자적 「장르」로서 자리잡는 시기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당히 

늦었으나 일단 형성된 이후에는 가히 폭발적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조경에 영향을 

미치는 풍경화의 제작시대를 감안하여 1 19세기 이전의 風景畵플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風景畵에 나타난 景觀

n . 風景畵와 最觀

1. 園景훌의 定義

CD 風景훌훌의 개념적 外延

風景畵는 두 말할 나위가 없이 영어권의 표현인 landscape painting의 번역어로서， 서양 

운물이 동양으로 전래되던 19세치에 번역되어 통용되기 시작한것으로추정되는술어다. 團‘

景畵는 문자 그대로 風景을 주제로 한 그럽에는 틀립이 없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립을 보고 그것이 풍경화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데는 큰 착오나 혼란이 없을 정도로 우리 

에게는 익숙한 그립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모호한 점 

을 발견할 수가 있다. 

먼저 우리가 風景畵라고 할 때는 樣式으로 볼 때 별 이의 없이 서양화 내지 서양화풍 그 

럽에 국한한다. 이 한정은 풍경화가 동양화의 한 양식인 山水畵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즉 風景畵와 山水畵는 그렴의 주제로 보면 크게 옥외의 환경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 형성된 지역의 문화적 차이가 크고， 그립을 

그리는 作意와 態度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風景畵=山水畵〉라는 동식이 반드시 

성 립 한다고 보지 않끼 때 문이 다(1) 그러 나 동양의 山水畵를 서 양인들이 landscape painting 

a로 벤역하여 쓰고 있음을 알게 되면 혼란이 나타난다. 즉 우리는 landscape painting을 

風景畵라고 번역 하지 만， 서 양인들은 이 를 자신들의 風景畵일 뿐 아니 라 동양의 山水畵라고 

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르」상의 모호성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은 風景과 景親

의 두 개념이 갖는 모호성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다. 즉 凰景畵의 주제가 風景이라는 점에는 

틀립없A나 그 風景이라는 것이 껴질은 ‘景致로서 해석되는 景顧’에 국한되고 있A며， 그 

래서 風景은 景致라는 개념을 포함한 여러 개념이 중첩 ·교차된 개념인 景觀과 혼동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景觀의 개념 중에서 특히 景致로서의 景觀 개념이 

형성되는 데에는 風景畵의 발달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늘날에는 景觀은 

오로지 風景이라는 개념만무로써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다른 개념A로서 이해되고 

(1) “山水畵란 筆로써 水黑 또는 色彩를 사용하여 自然의 形象과 性格을 표현한다"는 첨에서는 없， 

景畵와 크게 다룰 바 없다. 그러나 “山水畵의 表現은 눈에 보이는 實챙좋을 작가의 마음 속에셔 

造化를 일으켜 낸 경지인 意魔에 있으므로”， 山水畵는 靜觀畵 이외의 風景畵와는 상당한 거리 
가 있다고 하겠다. 괄호 안의 문장은 다음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金 種太(1987) ， 펀저， r東洋
畵論J(서울 : 일치사)， pp.ll0-111; 풍경화는 17세기에 와셔야 비로소 본격화된다. 이렇게 풍정 
화가 산수화에 비해 출현이 늦은 이유릎 설영하는 주장에 대해셔는 다융 운헌윷 참조하라.íf: 

斗:t#(988) ， r世界觀으로서 의 훌衛홉앓J(셔 울 : 병 조사)，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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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그러으로 여기에서는 景觀의 개념적 多義性을 일단 접어놓고， 續景史에서 통설로 인정되 

고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風景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보기로 하자. 風景畵는 

대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續景의 한 「장르」라고 본다. 

。主題로 본 風景畵

첫째는 그림의 ‘主題’ (subject)로 볼 때， 이 그램은 ‘自然景致’ (natural scenery)가 주제 

가 되는 그립을 지칭한다 (3) 자연경치만이 그립의 주제가 되고， 따라서 인간이라든가， 동 

물이 라든가， 인 간문화의 각종 산물-집 , 다리 , 수레 등-은 화면에 일체 나타나지 않는 그 

립이 순정한 風景畵이지만，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더라도 자연경치가 그려진 부분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지배적인 의미플 제시하고 있는 그림도 일단 風景畵의 법주에 포함시킬 

수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自然’ (nature)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原生自然

( wilderness)-고산， 멀렴， 고도， 극지 등과 같이 문명시대의 원격 與地， 또는 원시시대 상 

태의 지구환경-에 국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의도와 의지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 내용상으로는 극도의 A工상태에 있지만， 외견상A로는 윈생자연을 연상케 하 

는 농어산촌의 농토， 마을， 목장， 과수원， 그리고 각종 정원 등과 같이 文化化되어 있는 

환경에 더 잘 부합되는 개념이다 (4) 이 정의는 自然 개념에 대한 현학적 정의를 회화에 준 

용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려진 무수한 풍경화의 주제에 대한 範計的 분석의 추 

론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19세기 이후의 風景畵를 보면， 오히려 대도시， 공장 등과 같이 내용상으로나 외견 

상￡로나 분명 한 A工 • 文化景顆을 주제 로 한 그립 이 보펀화되 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風景畵의 主題에 있어 自然이라는 개넘은 論理보다는結果를중시하는 입장에서 접 

근함이 타당하다. 그 뿐 아니라 마학에서 ‘藝術美’와 대웅하여 ‘自然美’를 논할 째에는 예 

(2) D. W. Meinig, “The Beholding Eye: Ten Versions of the Same Scene," in D.W. Meinig 
(1979), ed., The Interþretation 01 Ordinary Landscaþes(Ne￦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3-48; 황 기원(1989) ， “조경의 역사와 역사 속의 초경"， í토지개발기술J ， 춘계호 
(1983.3), pp.36-42. 

(3) Harold Spencer (1975), The Image Maker: Maπ aηd his Art(New York: Charles Sribner’s 
Sons, p.153; Konstantin Bazarov(1981), Landscaþe Painting (Hong Kong: Octopus Books 
Ltd.) , pp.10-23; Kenneth Clark(1976) , Landscaþe into Ar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Eπcycloþedia 01 World Art (1964) , Vol. IX, s.γ. ， “ Landscape in Art," pp. 
1-49; Michael Rosenthal (1982), British Laπdscaþe Paint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7-9. 

(4) 風景畵에 대한 연구는 藝術， 社會와 自然에 관한 기본적 의문을 풀고자 하는 노력이다. Konst
antin Bazaroγ(1981)， p. 6. ; 凰景畵에 있어 自然야라 함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고， 인 
간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可視的 세계를 돗한다. Kenneth Clark(1969), Civilization 
(New York: Harper & Row, P\lbl!s!wt's),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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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이 아닌 자연발생적 일체의 사물을 모두 ‘자연’의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기도 하다 (5) 

그러묘로 風景畵에서 ‘自然’이라 함은 정신적 관점이 아니라 물질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가시적 ·가촉적 外界， 그 충에서도 ‘屋外의 環境的 狀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본 연 

구에 적합한 조작적 정의일 것이다. 

한펀 여기에서 ‘景致’ (scenery)라 함은 보는 주체인 觀者와 보이는 객체인 對象 사이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념이다. <그립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에 의한 感覺에서 시작하 

여， 머리에 의한 認知， 態度견정， 反應으로 구성된 인간의 外界認知構造를 보면 (6) 인간이 

실제로 보는 것은 대상의 實體가 아니고， 대상의 「이미지」라고 함이 타당한 것이니， ‘景致·

라는 것도 地上의 어느 일점을 점유한 한 인간이 일정한 時刻에 일정한 방향으로 쳐다볼 

때，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外界를 인지한 結果像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여기에는 觀者가 外界 속에 능동적으로 자신을 투여 • 몰입되어 있거나， 외계를 자신 

속으로 흡엽하거나， 또는 피동적으로 외계 속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대등한 距

離-공간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를 두고 있음이 암시되고 있다. 

〈그림 2> 인간의 외계 인지구도 

그러묘로 景致라는 개넘에서 보는 외계는 環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自然이라고 할 때 

에는 인간의 생존에 직결된 실재적 條件과 狀況￡로서， 항상 인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또 

그 속에 항상 인간이 들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環境’의 속성이 강하지만 (7) 인간과 그 

환경간에 일정한 거리가 설정되고， 그 거리를 통해서 환경이 인간에게 투영됨으로써 형성 

된 像인 ‘景致’의 경우에는 이미 環境의 국연이 희박해지는 것이다. 

(5) 趙 훨轉(1974) ， r藝術哲學J(서울 : 볍문사)， pp.58-60; T.W. 아도르노(1970) ， 美學理論J(서울 : 
문학과 지 성 사， 1986), 1988), pp.106-130. 

(6) 任 戰根(1986) ， r環覆心理 • 行願論J(서울 : 보성문화사)， pp.43-71. 
(7) D.W. Meinig(1979), ed. , The 1:πterpretation 01 Ordinary Laπdscape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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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연서도 보는 것은 ‘科學的 觀察’ (scientific observation)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은 材

料的 事物로서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性質’ (quality)이 아니다. 오히려 보는 것은 ‘美學的

看破’ (aesthetic prehension)고， 보여지는 것은 재료적 사물에 부여된 ‘生氣’ (animation) 다. 

그래서 景致는 외계의 국면 중에서 美的 快感을 발생하는 국면으로서， ‘보기 좋고， 보아서 

즐거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이고 조화적인 쾌감을 야기하는 협 

의의 美인 純正美 뿐 아니라 부청적이고 부조화적인 不快感을 내포하지만 그것이 화가의 

창작과창을 거치면서 전체적a로는 독특한 미적 쾌감을 야기하는 광의의 美인 the aesthetic 

으로 송화펀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 (8) 

대상 

? ~ 
• .> 

"..... .7 

~~)훤 DI헬」 뼈적 
사물 

지
 씨
 

m 
터
 

이
 

-----

간파 
미적 [ij상 

(V. 올드리치(1963) ， p.58의 개념도를 보청한 것임〕 

〈그림 3) 마학척 간파와 정치 

。 構圖로 본 風景遭

• 自己完結的 호間 

둘째는 이러한 옥외의 環境的 狀況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화가의 作意에 따라 추출되 

어 畵面에 재구성되면서 하나의 自己完結的인 호間을 구성하고 있는 그림을 風景畵라고 본 

다 다시 말해서 유외에 있는 낱낱의 구성요소-바위 한 개，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 등

만 주제로 하여 그리 는 다른 장르의 그립 -서 양화의 靜勳畵나， 동양화의 山石畵， 花鳥畵

등-과는 달리， 그러한 여러 구성요소들을 일정한 構圖法에 맞추어 화면 위에 배치하고， 

각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일정한 공간감을 형성하는 그립이 風景畵인 것이다. 

이 호間은 어디까지나 2차원의 명변인 畵面이지만， 이 2차원상에 화가는 4차원의 세계-3 

차원의 업체적 공간과， 시 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을 고정한다. 이 공간은 그러묘로 일 

종의 錯視라는 속성을 보유하게 된다. 

·景勳의 취사선택 

(8) 白 짧洙(1976) ， r美學序說J(서울 : 셔올大學校 출판부)， pp.l07-122; V.C. 올드리치 (1963) ， r藝
術哲學J， 金 文燦(역)(셔올 : 현암사，， 1975) ，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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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으로 風景필는 화가의 눈에 보이는 外界에 존재하는 사울올 하나도 빠집없이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물들의 위치와 형태와 크기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도 이니다. 우선 

화가의 관심에 따라 觀點이 정해지고 視野가 정해집으로써 거시적으로 그리는 대상의 취사 

선태이 일어난다. 다음에는 그 시야에 존재하는 사울-웰物이라고 하자-을 취사선택하는 

작업이 화가의 어리 속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우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 렇게 취사선택띈 

景物들은 화가의 작의와 취향에 따라 화연상에 재배치되어 自己完結的 호間을 형성한다. 

• 틀에 잡힌 景致

다음은 근대 이 후의 꽉징 이 기 는 하지 만 이 러 한 자기 완결적 공간구성 이 쨌子(frame) -그 

럽틀. 창틀， 문틀， 나뭇가지 사이 등-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는 그링을 風웰짧라고 봄이 

타당하다 물흔 벽화라든가 천정화의 경우쳐럼 建物의 구조체가 제시하는 화연과 융합되거 

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링도 그 주제가 風景이라연 風‘j(짧의 「장르」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은 화연에 제시된 공간의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할 뿐 아니라， 風景畵라는 명칭획득과 제작이 隨子짧의 보급과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발달된 것인 만큼 風景옳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91 

crVirginal 악기 염애 앉은 낭자와 여자」의 일부운/Gabrie l Metsu작 . 1665년〕 

〈그힘 4> 그림 속의 액자 속의 풍경화 
(9) A‘ 하우저 (953) , r운학과 예 숲의 사회사 : 근세연 • 상J ， 액 낙청 • 반 성 완(공역)(서울 . 창작 

과 >11 명사， 1985) , pp. 227-241; 박 용숙(1 983) ， r햄앞의 方法과 樞圖J(서울 . 랫文핀)， pp.188-
191; Rudolf Arnheim (974), Art and Visual Perception: A Psychology 0/ the Creative 
Eye(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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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흰 鍵賞 방법 

風景畵는 화가의 눈 앞에 전개된 外界블 그린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자신의 모습은 그림 

속에 퉁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화가의 觀點과 祖野가 분명 

히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풍경화를 올바르게 감상하자면， 觀者는 화가가 설청한 관점에 

서서 그가 설청한 자세를 따라야만 한다. 또는 화가가 대행한 그림의 주인-후솔할 협像式 

의 風景畵언 경우-이 설정한 관점과 자세플 따라야만 된다. 이러한 조건은 비단 감상자의 

육체척 자세 뿐 아니라 심정적 상태까지 강제하고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완걸적 공간 

경물의 취사선택 

파해 껴획된 감상방법 
틀때잡힌 경치 

〈그림 5> 풍정화의 구도 

@ 風景畵의 분류 

風景畵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自然景致가 주제가 되는 그립으로서， 중요한 점은 “自然이 

무엇인가”라는 점보다도 “自然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屋外의 환경적 

상황올 범然이라고 보는 전제 하에서， 이 환경적 상황을 화가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묘사 

하느냐， 景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이 중요하며，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풍경화를 

분류해 보는 것이 유의하다. 

景致라 함은 보는 주체인 觀者와 보는 객체인 對훌-屋外의 環境的 狀況-사이의 認知/

被認知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개념으로서， 그것은 보는 대상의 寶體가 아니고 r이미지」인 

것이다. 그것은 보는 자와 대상 사이에 일정한 距離를 두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외계의 상황은 바로 눈 앞에 밀접한 상황， 顯微·近視眼的 상황， 個物的 상황이 아 

니라， 멀리 눈앞에 전개된 상황， 廣角 ·遠祖眼的 상황， 總括的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跳

望(prospect) 이 란 것은 넓고 먼 곳을 멀리에서 바라보는 행위， 또는 그렇게 바라다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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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觀 자체 를 가리 키는 말이 니 , 景致는 바로 ‘跳望’ 하는 景觀， 또는 跳望으로서의 景顆인 

것이다 (10) 이 景醫은 대개는 어느 한 사람이 지상의 한 지점-주로 山頂이나 高樓같은 높 

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거나 눈 높이로 멀리 주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망 

무제 하게 거 칠 것 없이 사면팔방으로 펼 쳐 진 景觀인 경 우에 는 그것을 ‘展望’ (panorama, 

panoramic view) 이 라 하고， 전면에 위 치 한 액 자， 창틀， 나무퉁지 사이 로 보는 툴장한 景親

인 경우에는 ‘通景’ (vista)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모두 跳望이라는 속성을 

콩유하고 있다. 

그러 으로 이 런 유형 의 風景畵는 근본적 으로는 ‘跳望式 風景畵’ (prospect landscape painting) 

이 며， 觀者의 位置， 景觀을 바라보고 그리 는 目的에 따라 ‘靜觀式 風景畵’ 또는 靜親畵

(contemplative Iandscape painting)와 ‘협像式 風景畵’ (portrayable Iandscape painting)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풍경화， 靜親式 風景畵와 협像式 風景盡는 본질적으로 自然景

致 이외의 것은 그립의 주제가 아닌 그렴， 거꾸로 설명하면 自然景致만이 주제인 그렴인 

순정 한 風景畵， 즉 ‘正統 風景畵’ (authentic landscape painting) <4 할 수 있다. 이 것에 비 

해서 엽然景致가 주제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배적인 부분-양과 질에 있어서-을 점유하 

고 있는 그립인 ‘背景式 風景畵’ 또는 背景畵(backdrop landscape painting)와， 自然을 구 

성 하는 개 별 요소를 대 상으로 한 그렴 인 ‘景物畵’ (Iandscape element painting)를 正範風景

畵’ (quasi landscape painting) 라고 개 념 화해 보기 로 한다. 

정통 풍경화 중에서도 가장 월초척인 靜觀式 風景畵는 自됐와 對훌 사이에 거리흘 설청 

하고 無關心性과 靜觀性을 기초로 하여 대장을 쫓容하는 美的 觀照 내지 美的 靜觀을 기본 

으로 한 풍경화다. 이 風景畵 樣式은 이른바 “끌로드 公式"(Claudian formula) (11)으로 알 

려진 構圖-觀者의 跳望한 결과를 한 시야에 포용하지 않고 오히려 視覺的 유도물로써 호 

間의 깊이를 강조하는-에 의해 觀者에게 그 景觀을 靜觀한 心像을 미적으로 심화된 수준 

에서 표현 • 재현하려는 데에 있다. 

협像式 風景畵는 靜觀式 風景畵와 비교할 때 跳望을 기본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었으나， 

그것은 財塵價f直가 있는 일단의 土地를 인물화의 첩像畵처럼 세밀하게 그련 기록도면이다. 

그러면서 이 그림의 구도는 顧者가 跳望한다는 점에서는 靜觀式 風景畵의 구도와 외견상 

대동소이하나 이 구도에서는 대상 土地 전역의 모든 요소를 내려다 보는 鳥敵團의 구도를 

택하게 된다. 

한펀 背景畵는 독립되고 자기완결적인 風景畵가 아니고， Á勳과 事件과 같은 화면의 중 

심을 구성하는 요소의 주변에 그려지는 풍경화다. 여기에서 續畵가 2차원의 화면을 배체로 

(10) 영어권 사천에 나타나는 景觀에 대한 唯名的 定養를 보면 대개 이러한 바，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문헨올 창조하라. Nan Fairbrother(1974) , Tke Nature 0/ Laηdscaþe Design(New 
York: Alfred A. Knopf, Inc.), pp.4-13. 

(11) 본 논문 제 3 장의 「靜觀畵에 나다난 景題」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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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風景은 중심요소의 ‘周邊’에 그려지지만， 그 2차원의 평면에 실제로는 현실세 

계의 3차원의 공간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풍경의 위치는 중심요소와 동일면상의 ‘주 

변’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뒷쪽’이다. 그러으로 그 풍경은 중심요 

소의 背景이 된다. 이러한 風景畵에서의 背景은 마치 연극의 무대장치 중의 하나로서 무대 

의 가장 안쪽에 꾸며놓은 背景(backdrop)과 같은 역할을 하니 ‘狀況 說明’의 용도와 ‘後光

效果’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된다. 전자의 背景畵는 歷史畵라든가 宗敎畵에서 특정한 事件

이 발생한 특정한 時호間的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건의 원인， 경위， 결과 등을 이해 

하는 작업 을 용이 하게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후자의 背景뿔는 歷史畵나 宗敎畵보다는 1견 

像畵에서 주로 사용된 방식이며， 역사화 • 종교화에 있어서도 그림의 주연이 되는 인물의 

배경을 형성하여 돋보이게 하는 그림으로서 배경화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景陽畵는 構圖의 관점 에서 外界의 環境的 狀況을 이 루고 있는 여 러 요소들이 하나의 自

B完結的인 호間을 구성하는 風景畵와는 달리 낱낱의 구성요소 중에서 선정한 한 요소만 

주제로 하여 그런 그립이다. 그리고 風景畵는 銀子(frame)에 의해서 자기완결적 공간구성 

이 더욱 강조되는 것에 비해서， 景物畵는 물론 액자화로 된 것도 있지만 암석 벽면과 같은 

自然 景勳을 화면으로 하여 뚜렷한 경계가 없이 그려진다는 차이도 있다. 

景物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景致보다는 自然-엄밀하게 보면 自然、의 구성요소-이다. 

왜냐 하면， 景致라는 관넘은 地上의 어느 일점을 정유한 한 인간이 일정한 時-刻에 일정한 

방향으로 쳐다볼때 형성되는 外界의 「이미지」고， 이것은 보는 자가 外界와 일정한 공간적· 

심리적 距離를 두고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바로 눈 앞에 밀접한 個物的 상황 

을 顯微·近規眼的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景物畵의 관점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景物畵에서 추구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美的 快感과도 큰 관계가 없다. 즉 景勳

畵는 결과적으로는 그렬지 볼라도 그림을 제작하는 목적이 보기 좋거나 보아서 즐거운 그 

립을 그리는 데에 있지 않고， 先史시대의 續盡인 암벽화처럼 절박한 생존의 도구 제작에 

있다는 것이다. 

2. 屬홉훌 등장의 배경 

이 와 같이 自然、의 요소기- 網띔의 소재로서 주목받게 되 고， 이 것들만으로 충분히 예 술성 

이 풍부한 독립된 續훌훌블 만들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신행하거나 동시에 진행된 몇가지 중 

요한 문화변동이 작용한다. 

먼저 世界觀의 변화를 원인으로서 들 수 있다. 風景畵의 큰 특정 중의 하나는 그렴의 素

材 내지 對象이 인간의 현실생활이 일어나는 現世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그렴의 공간구성 

은 地2fi方向性(horizontali ty)-화가의 시션이 눈 높이와 평행한 방향을 지향하는 특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또다른 특정이다. 이와 같은 風景畵의 현세적 지평방향성은 현대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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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보면 아주 단순하게， 또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으나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획득된 것이다. 

서양문화의 근간인 기독교사상의 세계관은 중세까지만 해도 華直的·來世的 세계관이었 

다. 중세인의 생의 궁극적 목적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회를 중심￡로 하여 내세의 

영원한 救援을 얻는 것이었기에 현세의 삶은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途程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묘로 이러한 내세적 세계관은 당연히 인간의 관심을 지상이 아닌 천상에 접중 

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수직적 셰계관은 인간 존중과 합리주의의 사상을 태동한 「르 

네상스」 시대에 와서 비로소 水2jS的·現世的 세계관S로 전환하고， 그후 종교개혁， 세계탐 

험， 계몽주의 둥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이 지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의 存컬E와 美에 대해 

바로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의 관심이 宇富(cosmos)에서 景觀(landscape)으 

로 바뀌게 되며， 여기에서 인간의 地2fi方向性이 존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12) 

한펀 미술계에서는 종교화를 제작할 때， 중요한 성자의 모습이나 행적을 보다 박진감있 

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배경에 지상의 景觀을 주요한 소재로서 둥장시키게 되고， 점차 景顧

자체만올 주제로 설청하는 風景畵의 가능성이 태동하고 있었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특 

히 여기에는 르네상스의 획기적 쇄신 가운데 하나인 透脫圖-線型透騙圖(linear perspective) 

와 大氣透視圖(aerial perspective)-의 발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가 있다. 특히 선형투 

시도 중에서 대표적인 1點透視圖의 기법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은 바， 이 

것이 風景畵의 공간구성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천 것을 볼 수 있다(13) 

“주요 기준점은 어느 특정 個A의 눈 높이로서， 이 사람은 공간상의 단일시점에 서서 단 

일 수평방향으로 直脫한다고 상정한다. 이때 이 사람의 눈으로부터 해당 사물로 뾰線이 뻗 

어 나간다고 보며， 이 視線群이 脫寶圓雖를 형성 한다. 그리 고 눈과 사물 사이에는 2차원의 

투명한 畵面이 視線輔에 직교한 상태로 배치되는데， 이 평면에 투영된 시각원추의 단면을 

따라서 그린 궤적이 바로 透祖圖다" 

이런 원칙을 다시 정리해 보면， 透視圖는 時間을 정치시키고 호間을 고청시킨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이르는 공간-온갖 사물이 배열되어 있는-을 꿰 

뚫어보는 기법이고 또 그 기록이다. 그러묘로 투시도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어느 특정한 

個A의 世界親이고 곧 景觀인 것이다. 線型透視圖는 외계의 사물군을 이러한 공간구성 원 

리에 따라 재조직하는 과학적 技法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의 관심을 천상이 아닌 

지상의 주변으로 돌렬 수 있는 眼目을 부여했던 것이다. 후기에 와서는 투시도 원리를 벗 

어냐는 풍경화가 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이것에 의한 風景畵의 原型이 지배적이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12) Yi-Fu Tuan (1974) , Topophilia(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pp.129-135. 
(13) 透視圓에 관한 자셰 한 논의 는 黃 짧源(1988) ， “透視하는 世界 1"-'6，>> r空間J， 245"'246' 

(1988.1"'6)를 참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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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홉致오} 훌홈 

CD 風景-뿔의 두 경향 

오늘날 경관의 개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자 보펀적인 개념은 역시 景蘭을 景致로 보는 

것으로서 바로 風펄·필의 말달에 의헤 비로소 형성된 개념이 다. 즉 風월와는 회화에 있어 

옥외의 환경적 • 4차원적 상황을 2차원 공간의 화연에 재현하는 단순한 양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경치로 인식 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었을 뿐 아니려， 나아가서는 싣세 옥 

외환경을 만플고 꾸미는 작엽의 태도와 방식에도 착용함으로써， 삶觀의 다의적 빼念 형성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景觀擔念의 근본적이고 광역적인 띤화 

는 landscape의 搬念이 造景 분야에 도입되연서 이루어졌다고 한 수 있는 것이다. 

본 주제와 관련시켜 風景짧플 딴생 • 땅달지역의 관점에서 살펴 관다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역적 경향으로 요약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냐는 16""17세기에 이달리아의 화 

단에 서 Nicholas Poussin (불 : 1594""1665) , Claude Lorrain(불 : 1600""1682) , Salva tor Rosa 

(이 : 1615""1 673) ) 둥의 화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완 l':a월경향ξ로서， 18세기에 들어와 

서 영국의 지식인들을 매료시키고， 이른바 ‘風景式 底國樣式’을 창출하는 데에 영향을 미 

칩으로써， 景觀의 擔;융、에 있어 종래의 landscipe라는 중세어가 뜻하던 영국 농촌의 경제 • 

사회적 단위라는 현실의 환경으로 부터 시각적 강상의 대상이 페는 이상적 ‘뭘致’로 그 내 

cr뱅 에 물러죽는 납자가 있는 풍경 J / Nicholas Pou ss i n 작 1648년 〕 

〈그림 6) 이 탈리아풍의 풍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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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오두악징 이 있는 숲의 용정 J / Meunder Hobbema작. 1665년〕 

〈그힘 7) 화란풍의 풍정 화 

포하는 바를 바꾸는 데에 기여하였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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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고 또 하나는 16 ....... 17세 기 의 네 덜 란드의 화단에 서 Albercht Altdorfer(l480 ....... 1538) , 

Jan van Goyen (l536 ....... 1656) , Jacob van Ruysdael (l628 ....... 1682) , Meunder Hobbema(l 638 ....... 

1709) 동의 화가들을 중심드로 하여 전개된 續팔경향으로서， 이들이 그련 ‘風景훨’ ， land. 

schap painting은 landscape이 라는 현 대 적 영 어 표기 를 만들어 내 고， 냐아가서 는 경 치 로서 의 

뭘團 擔念이 적용되는 외연을 이상작 自然、景觀으로 부터 현실적 文化景觀으로 확장하는 데 

에 기 여 하였다는 것이 다 115) 

@ 만든 景致(造景)으로서의 景觸

이와 같이 그 표기가 landsci pe에서 landscpae로 변화하게 된 것은 단순한 표기상의 변화 

가 아니다. 오히려 그 변화는 擔念싱의 변화이며 ， 하나의 명사가 어느 사물을 직정 지시하 

는 것이 아니고 그 搬念을 지시하며， 그 健念은 경험과정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그 내포와 

외연이 연화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펀다. 

Landscape의 價念이 j뿔뭘분야에 도입되는 과갱은 앞에서 언급한 風景式 훌園樣式의 형성 

(1 4) Norman T. Newton (1 97 l), D esign on the Land(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p.208-209; Tan L:lU r ie (J979) , ed. , Nature in Cities(New York: John Wilcy & Sons). 

(1 5) Christopher Bro \V n(ed.) (1 977) , Dutch & Flemish Painting(Oxford : Phaidon Press Ltd .); 
A. 하우저(1953) ， r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연 • 하J ， 염 우응 · 반 성완(공역)(서울 : 창작 

과 비평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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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청과 궤를 갇이한다고 할 수 있으며， 景됐로서의， 그것도 “만틀어진(造) 경치(景)"로서 

의 landscape 개념이 도입되는 것은 여러 處園의 유형-작업공간형 慶園(gher) ， 가용생산 

환경형 處園 (hortus) 및 열락塵園(pleasure garden)-중에서 주로 脫樂底園이다 (16) 현대 

의 일반적인 處園양식인 ‘뺑樂底園’의 원형은 세상의 시초 내지종말에 관한 종교적 ·신화 

적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현세에서는 地上의 樂園으로 표현된다. 이 열락慶園의 전형은 인 

간의 日常생활을 위한 공간이나 환경이 아니고 짧園처렴 선별된 동식물을 사육 • 재배하는 

생육환경과， 그것들을 관상·애완하는 장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健樂塵園 중에서도 이른바 ‘風景式 處園’은 이름 그대로 회화에서 이미 그 가능 

성을 보여준 景致로서의 옥외환경의 구성을 실재 환경에 재현하는 底園이다. 일체의 기하 

학적 조형요소를 배제하니， 수목은 과거의 전정 (topiary)한 관상수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자 

라는 야생수목으로 바뀌고， 장식화단(parterte)에서 잔디초원이나 야생초원으로 바뀌어 조 

야하치만 원생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이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景致를 구 

성하는 조형요소플로 인식 • 사용되니，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景親" 즉 造景은 생물의 생 

육환경이 7]' 보다는 살아있는 그렴， 거대한 屬景畵-특히 이탈리 아 화풍의-의 미적 효과를 

창출하재 되는 것이다. 그러드로 얼핏 보면 그 景觀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경관이지만， 

사실은 고도의 인공적 손질에 의해 만들어지고 꾸며진 경관， 風‘景같은 鷹園， 風景처럼 “꾸 

민” 處園이 된다 (17) 

이 훌훌園양식은 이탈리아의 노단식 處園양식과 표랑스의 평지형 展園양식으로 대표되는 

幾何學式 處園樣式과 더불어 구미의 대표적 處園양식A로 정착， 보급되는데 19세기에 들 

어와서 Frederick Law Olmsted와 Calvert Vaux가 뉴욕 시의 Central Park를 조영하면서 

landscape architect, 造景家라는 용어 와 landscape architecture, 造景이 라는 새 로운 전문분야 

를 창시함에 있어 명칭의 변화와 양식의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8’ 그런데 landscape 

개념윤 특청인의 시각적 快樂의 배타적 享受롤 위한 慶園에서 탈피하여 불특정 다수의 公

共의 자유로운 여가활통을 위한 公園에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는 공정적 기여를 하 

였지만， 그 조형양식은 큰 변함이 없이 鷹園 이외의 다른 환경에도 전파·수용됨으로써 여 

전히 景致‘라는 개념이 내재하게 되어 현대 造景에 있어 부정적 영향-景觀을 풍경같은 塵

園으로 꾸며 시각적 쾌감을 창출하려는 태도-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19:) 

@ 한정 된 士地(環境)으로서 의 景觀

이처럼 景觀의 개념 중에서 가정 대표적이자 보펀적인 개념은 ‘景致로서의 景顆’일 것이 

(16) 賣‘ 짧源(1987) ， “廳園의 原型 試論"， ["環혈論驚」 제 20권， pp.85-97. 
(17) Laurence Fleming & Alan Gore(1979), The Eηglish Gardeη(London: Michael Joseph 

Ltd.); David Watkin (1982) , The English Vision: The Picturesque π Architectμre， Land. 
scape & Garden Desig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趙 횟顆(1974) ， pp.60-61. 

(18) Norman T. Newton(l971), pp.207-232. 
(19) Nàn Fairbrother(1974),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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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렴은 Claud e Lorra in이 그 린 「전원풍경」이 고， 가운데 그 링 은 영 국화가 Thomas Hern e 
가 R. P. Knight의 詩 「풍 경 j에 붙인 삽화이며 ， 아래 그링은 F. Nicholson이 그련 영국 풍경 식 정 

원 Stou r head의 용경 을 묘사한 그링이다 . J 

〈그림 8> 풍경화와 풍경식 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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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개념은 風景畵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초기의 造景을 통해서 고정관념으로 

화한다. 그런데 최근의 造景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生態學的 造

景’ (2이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景觀은 景致의 차원을 넘어서 다시 인간까지 포함한 

요든 생물의 생활장소이자 조건인 ‘環境’의 搬念과 상호 흔용되고 있다 (21) 그러면서도 景

親에는 景致라는 개념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造景의 역할과 영역의 정의에 있어 혼란 

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景觀이 景致가 아닌 環혈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사회변동에 따라 최근세에 새로 생긴 

개녕은 결코 아니고， 망각되었던 옛 개념이 재생되어 보다 과학적으로 재개념화된 것이 

다. 이 주장은 오늘날 일종의 유개념인 景觀과 종개념인 景致， 環樓 등을 포콸하는 영어 

landscape의 古語인 landscipe는 17세기 경에 風景畵와 함께 전래된 화란어 landschap와 습 

합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실제로 ‘居住’하거나 또는 농축산물을 ‘生훌’하는 土地， 인력에 

의해저 ‘執作’되고 ‘變化’된 土地， 법역이 ‘限定된’ 일단의 土地， land를 지시하고 있었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다 (22) 

그러 므로 風景畵가 발달하기 이 전의 시 대 에 서 landscipe로 표기 된 landscape는 그 경 계 밖 

에서 조망하면서 즐커는 ‘視覺的 鍵賞’의 대상인 ‘景致’가 결코 아니었으며， 그것은 뚜렷 

한 경계를 가진 하나의 ‘호間’이고， 그 내부의 조건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의 생계를 유지하 

는 하나의 ‘環境’이며， 그 내부에서 일단의 정주민이 생활의 체험을 형성， 누적해 나가는 

하나의 ‘場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landscape이 암시하는 ‘自然’의 세계가 아 

니라 극히 ‘ÁI’의 세계어었다는 것이며， 또 ‘理想’의 상황이 아니라 ‘現寶’의 상황이었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景親이라는 擺念이 多義化하고， 그 의미가 교착된 것은 그 형성과정이 경험적 

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장시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던 名解

가 품화의 전파와 상호 수용과정에서 교차， 습합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여 왔기 때운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風景畵의 발달과정에서 제시된 景致의 개념과 그 

것의 총개념들인 靜觀， 鳥敵， 背景， 景勳 개념들이 실제 環樓의 조성에서 현실감을 배제해 

버련 콩과도 그 중요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20) 任 勝樓(1984) ， r造景計劃 • 設計論J(서울 : 보성문화사)， pp.40-50. 
(21) D.W. Meinig(1979), p.3; J.B. Jackson (1974) , Discove서η:g the Verπacular Landscape(Ne￦ 

Haven: yale Uniγersity Press) , p.3. 
(22) 黃 짧뼈(1989) ， “전게 논문"， pp.36-42; J,B. Jackson (1984) , pp.6-7; Marvin W. Mikesell 

(1968)," Landscape," International Encycopedia 01 the Social Sciences, Vol. 8, pp.575-580; 
、ÌÝ.G. Hoskins(1955), The Makiη:g 01 the English Landscape(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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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風景畵에 나타남 景觀

없K望式 風‘景畵는 靜觀式 風景畵와 혐像式 風景畵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풍경화는 

본질적으로 자연경치 이외의 것은 그림의 주제가 아닌 그렴， 순정한 風景畵， 즉 ‘正鏡 風‘

景畵’ 라 할 수 있다. 이것에 비해서 背景畵와， 景緣畵를 正統 風l景畵와 비슷하다는 돗에서 

‘類似 風景畵’라고 캐녕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觀者와 對훌과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바， 

이제부터 한 유형씩 살펴 보면서 그립에 나타난 경관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靜觀式 風最홉에 나타난 景觀

풍경화 중의 풍경화라고 할 수 있는 靜觀式 風景畵(contemplative landscape painting)에 

서는 靜觀 내지 觀照의 개념이 기본이다. 親照는 본절적S로 自我와 對象 사이에 거리를 

두고 대상을 受容하는 작용으로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자면 대상과 자아 사이에 일정 

한 거리를 설정해야 할 뿐 아나라， 현실생활의 모든 관심과 의욕을 초탈하여 순수하게 대 

상으로 귀의 몰입하는 無關心性(disinterestedness， In teresselosigkei t) 내지 靜觀性(Kontem

platiyität) 이 전체되어야만 한다 (1) 이런 입장에서 觀照， 특히 美的 觀照(Asthetisches

Betrachten)는 美的 靜觀(Asthetische Kontemplation) 개 념 에 접 근하게 된 다 (2) 

이 태도는 藝術作品 보다는 팀然-과학적 관점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작품 이외의 사물을 총칭하는 개념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美的 創作에서의 능동적· 

생산적 태도에 비해서 수동적 ·수용적 태도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화가의 입장보다는 觀

者의 입장에 적합하다 (3) 그러나 靜觀式 風景畵는 비록 화가에 의한 創作의 결과임에는 틀 

림없으나， 화가가 제작하는 태도가 觀照、 내지 靜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정 

이라 할 수 있다. 

이 風景畵 樣式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렴윤 이른바 “끌로드 公式"(Claudian formula) 

(1) 無關心뾰 또는 靜觀뾰은 대 상의 현폰재 (Existenz)의 표상에 결 부펀 만족언 관심 ”을 컬 여 한 태 
도다. 靜觀은 현상 자체의 순수한 直親을 의미함에 그치지 않고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의 짧 
觀도 포함한다. 미척 청관의 무관심성은 필연적으로 혐실강의 저하를 수반하며， 이에 따라 며 

척 대상은 가상(Schein)의 성격을 갖는다. 옳 文換(1989) ， 펀 r美學의 理解J(서울 : 문예출판 
사)， pp.129-130. 

(2) ‘顆照、’는 일반껴으로 지척 의미에셔의 親察작용이라고 간주되나， 미학에셔의 ‘美的 鏡照’는 미 
척 享受와 마찬가지로 마의식의 수동척 측면올 가리킨다. 관조는 본칠상 자아와 대상 사이에 
거리를 품으로써 정렵펀다. 그것은 자아가 이러한 태도로써 대상을 수용하는 착용이며， 이 수 
용성에 의하여 향수와 밀접하게 컬합한다. 모든 며척 향수는 관조에 의한 향수다. 그런데 며의 
식에서 관조는 소위 우판성성울 특정￡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척 觀照는 미척 靜홈과 거의 같 
다. 金 文煥(1989) ， p.129. 

(3) 金 文燦(1989)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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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9> 靜훌式 風깜홈의 “끌로드 公式”

으로 일켈이지는 樞圖에 따라 그려진 風景짧로서 (4) 이런 그링들은 17세기의 이탈리아풍의 

風景짧를 창안한 대가중의 한 사랑인 Claude Lorrain (l 600"-' 1682) 이 그의 風景畵에서 즐겨 

사용한 械圖의 플을 적 용하여 그린 그링 들이 다. <그림 9)는 Cla ude Lorrai n이 그린 「소가 

있는 풍경 J (Landscape with Cattle)으로서 홉명觀式 風景짧의 대표적 예다. 

이 構圖는 觀者가 공간상의 일 지점에 정렵하여 눈 앞에 선개왼 外界의 대상을 跳望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빼옆되는 景館은 한꺼 번에 죄다 視界안에 포용 • 조강되 

지 않고 오히려 교요하게 설치된 몇가지 視쩔的 장애물 내지 유도울에 의존하여 여과되고 

연출된다. 그러으로 跳앓의 목적이 觀者에게 그 景觀올 정확하게 제시 • 설영하거나 그 景

觀을 영빌하게 감시 • 통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 고， 그 景觀을 縣親한 心像을 미적 으로 

심화된 수준에서 표현 · 재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현실적 利좁냐 

關心은 배제되며， 無@쩌心性의 표출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후술할 협像式 風‘景짧에서는 그 

景顆의 主投과 助投이 분명하으로 그 주역 의 위치 인 中팡이 강조되연서도 視界 안의 모든 

景物이 죄 다 빠짐없이 그려져서 近景과 遠景도 화연 상에 고추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 이 

것은 近景， 中景， 遠景 오두흘 거 의 동둥한 수준으로 중시할 뿐 아니라， 몇 가지 構圖裝置

(4) 이 표현은 미 술사가 H. Spence r의 개 인척 제안으로서 ， 학계에 통용되 는 것은 아니다 . 상세한 
사항은 다음 운헌을 창조하과 . Harold Spencer(l975) , The lmage Maker: Man and his Ar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pp.184-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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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호間의 갚이 (spat ial depth) ‘ 5) 를 강조하여 일종의 신비강과 은일강올 나타내고자 

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近景 내지 前景올 보연 일종의 「스크린 J (repoussoir)을 장치하여 ， 觀者의 시선이 곧 

바로 그립의 中心 내지 景致의 端部 (terminal view)로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대개는 키가 

크고 가지가 펼쳐진 나무를 그링의 우단에 배치하여 홉íJ景의 구도를 섣정한다. 그리고 그 

色調에 있어서도 그령의 다른 부분에 비해 짙게 칠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본적 묘사법이다. 

이것에 대응하여 비슷한 성격의 장치풀이 반대쪽에 보다 착고 열게 그려집으로써 前景이 

완성된다. 이 前景은 화연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觀者의 눈과 가장 가까운 앞쪽이고， 또 

가장 많은 面홈과 가장 짙은 色調를 보유하게 되지만 그 자체는 훌훌照냐 훌훌賞의 대 상이 아 

니고， 시선올 中景과 遠景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리고 나무 그늘아래에는 한가흉게 쉬고 있는 소 몇 마리와 옥동이 그려져서 짧家 및 觀者

의 위치가 對象과 분명한 신체척 거리가 있는 지정-언댁 위-인 동시에 심리적 거리가 있 

는 지정-자연을 관조하는 문화화된 영역-임을 암시하는 標識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 Henleyon -on- Thames강연의 풍정 J / Jan Siberechts작， 1692년〕 

〈그림 10> 靜훌式 風흙홉의 예 

(5) 이 윈근법은 물체의 크고 작음(size) ， 높이 (upper & \ower) , 질강의 웹移(texture gradient) , 
j흩淡， 重~(partia\ overlap) 둥 기본척 수법올 거의 다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원근볍융 활 
용하고 있다. 이러한 윈근법에 대해셔는 다옹 운헌을 참조하라. 홉 짧源(1988) ， “透視하는 世

界 2: 透視뼈의 歷史tt ， r空間J 246호 ( 1988.2) ， pp.78-82 ; 짧口忠彦(1975) ， r景l!i:tr.>빼造J(東京 : 

技짧堂)， pp.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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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이러한 前景의 「프레엄J-액자나 창를처렴 경관을 완전히 툴지운 것이 아 

니라 반쯤 툴지워서 은밀한 감을 주는 「스크련」의 기능올 하는-을 통해서 中景과 遠景을 

跳望하게 되는데， 그 공간적 깊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굽이치는 하천， 아늑한 초원， 기복이 

있는 지형， 나무럼불 등이 교요하게 배치된다. 그래서 親者의 視線은 이러한 장치가 유도 

하는대로 따라서 화면 속으로 몰입하게 되어 遠景의 아득한 산과 지병션 너머 하늘로 사라 

지는 경로를 밟게 펀다. 

이 런 風景畵에 는 景觀의 아름다움을 觀照하려 는 觀者의 태 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니 , 

顆者의 업장은 자신을 숨기고 景顧을 정관하려는 입장， 쥬 跳望-隱蘇 관계가 설정된다 (6) 

그리고 이째의 시 선은 鳥敵의 構圖가 아니 고，zp:敵의 構圖를 택 한다 (7) 

〈그림 10)은 靜親式 風景畵의 다른 예을인데， 원경에 마을이 보인다든가， 중경에 농부들 

이 일하는 넓은 밭이 있다든지 하지만， 역시 “끌로드 公式”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 것을 보 

게 된다. 

2. 肯像式 風景홉에 나타난 홉觀 

협像式 風景畵(portayable landscape paînting)는 靜觀式 風景畵와 비교할 때 없8望을 기본 

으로 한다는 공통첨이 있지만， 그 목적과 구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있는 風景畵 양식 

아다. 이것은 대개 大莊園， 領地， 別塵 풍과 같은 財훌價{直가 있는 일단의 土地-landscipe

의 성격을 갖는-의 청확한 생김새와 구성상태， 그 내부의 활동 등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런 그렴을 지청한다. 그 러묘로 이 그립은 마치 어떤 A勳의 모습과 인 

품 동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협像畵와 동일한 목적에 따라 제작되고 게시된다는 점에서 (8) 

無關心性을 기 본을 하는 靜觀옳 風景畵와 ‘다르며， 오히 려 혐像式 風景畵라고 개낼지 을 수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風景畵는 藝術性보다는 正確性이 더욱 중요한 가치기 

준이 묘로， 藝術作品이 라고 하기 보다는 記鍵圖面이 라고 봄이 더 정 확한 개념 이 다. 

이 構圖는 觀者가 공간상의 일 지점에 청립하여 눈 앞에 전개된 外界의 대상을 跳望한다 

는 점에서는 얼핏 보면 靜觀式 風景畵의 구도와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그럽 

에서는 靜親式 風景畵의 구도에서 택하는 관첨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대상 土地 전역율 

내려다 보는 鳥敵圖의 構圖를 택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鳥敵圖의 기법은 遠景이 소 

설되는 週視圖기법을 사용하여 前景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전역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보다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授影圖 내지 授像圖 거법을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 

(6) Jay Appleton(1975) , The Experience of Landscape(New York-John Wiley & Sons, Ltd.), 
pp.202-210. 

(7) 이 시션의 각도는 산수화의 형원법과 근사하며 여기에 성원법이 가미펀 구도흘 이루고 있다고 
볼수있다. 

(8) Michael Rosenthal (1982), BrWsh Landscape Paiηting(l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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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초상식 풍경 화의 예 1 

49 

〈그링 11 >의 예 를 보연 화연의 중앙에 그링의 주문자이자 土地의 소유자인 주인의 대저 

댁이 배치되고， 그 대저택으로부터 사방으로 방사하는 직선도로가 배열되며， 용도별로 구 

획펀 여러 土地-농지， 임야， 과수원， 목초지 등-의 상태가 사실척으로 정확하게 묘사왼 

다. 이때 대저 택 은 小추험의 中心을， 방사도로는 그 중심으로부터 펼쳐지는 勞力團， 그리 

고 그 세력권과 권외의 세계와의 관계를 상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施設과 土地의 용도나 

성격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색채를 지정함으로써 서로 구별되게 할 뿐 아니라， 中心과 周

邊과의 主從관계 가 분명 히 드 러 나도록 하기 도 한다 (9) 

그리고 종종 이런 그링에는 농경올 하는 인간들이 그려지기도 하여 대단히 ‘목가적’ 전 

윈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역시 그 주인의 지배하에 있는 토지(landscipe)의 형국 

을 과시하는 목적이 중첩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으로 이런 그립은 記緣圖面이 

지만 주인이 남의 눈에 펄새라 은밀히 감추어 두는 그림이 아니고， 외부의 협答올 맞이하 

는 응접실에 자신이나 가족， 선조의 협像畵와 함께 걸려 주인의 짧格와 權勢를 과시하는 

용도로 쓰인 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인의 A物이 그려져 있지는 않고 그의 所有物만 그려 져 

있는 그렴을 배경흐로 하여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서 손넙 에 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9) Michael Rosenthal (l982) ,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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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andleford 수도원J / Edward Haytley작. 1744년〕 

〈그림 12> 초상식 풍정 화의 예 2 

주인의 보이지 않는 자세가 중첩되어 있음을 상상할 수가 있다. 이런 검에서 보더라도 이 

그립을올 혐餘式 뼈.景짧라고 개녕지을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으며， 다옴에 고찰할 背景式

風景짧와 상통하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이 분영해진다. 

특히 〈그럽 12)의 예에서는 중갱에는 보여지는 농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근경에는 연 

회용 복식을 차린 귀부인들에 둘러싸여 망원경올 앞에 놓고 의젓하게 앉아 있는 귀족의 모 

습이 그려져 있어， 좀더 노골적인 과시 의도가 나타냐고 있다. 

3. 背}를톨에 나타난 景홈 

背景式 風景짧， 또는 背景r끊j(backdrop landscape painting)는 화연의 중심을 구성하는 인 

울이 나 사건， 물건 등의 주변에 자연경치를 그린 풍경화다. 이 그링은 ‘背景’ (scenery)이 

라는 말이 뭇하는 바와 같이， 연극의 효과를 위 한 극장의 배경 막(scaena， backdrop)에서 유 

래하고， 그것과 비숫한 효과를 얻고 있다. 즉 演~I]올 공연하는 劇場에서 사용되는 背景짧 

의 기능과 구도가 箱짧인 背景式 風景짧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도 우방 

하다(1이 

오늘날까지 두루 쓰이고 있는 전형척인 圍j場의 극L조는 「르네상스」시대에 와서 고대의 극 

장 양식 올 모법으로 하여 옥내화함으로써 비 로소 나타난다. 이 새로운 양식에서 무엇보다 

(10) Yi.Fu Tuan (1974 ) , Topophilia (E 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Inc.) ,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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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것은 무대배경에 있어 透視圖 기법을 원용한 背景짧: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투시 

도 자체의 발전을 동한 風景짧의 발전 뿐 아니 라 현실의 景觀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온다 

는 것이다.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가이자 이론가인 Sebastiano Serlio (1 475"-' 1554)가 투시도 기법을 옹 

용하여 우대 장치 -특히 背景-를 새로 제안했던 것이 있으나 야외 假設없IJ場의 무대고 여기 

에서， 한단계 ， 더 발전한 것이 〈그림 13ì의 舞훌背景이다. 이것은 1537년경에 그가 Vitruvius 

의 이론을 l살전시켜 悲없1]， 喜훌IJ 및 調刺劇이라는 세가지 연극 유형별로 해당되는 무대 배 경 

의 전형올 새로 제안한 것이다 1 1 1) 

悲劇의 경우에는 고전양식으로 섣계한 공공건물이 늘어선 街路를 새로운 전형으로 제안 

1. 미 극의 우대 배경 

2. 회 극의 무대 u~ 경 

3. 풍자극의 우대 배경 

〈그림 13) Serlio의 우대 배경의 전형 

(1 1) 그 어원이 무대， 연회장， 또는 그것의 장치 인 우대 배경악올 뜻하는 라틴어 scaenae에서 나온 

사실에서 보다 더 분영히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운헨올 창조하라. 黃 짧源(1988) ， 

“透視하는 世界 4 : 透i.흰 都市景1."， r뿔間J 248호 (1988.4) ，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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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었다. 한펀 홉劇의 배 경 은 평범 한 주택지역의 가로로서， 지 상충에는 아케이 드와 상점 이 

있고， 윗충에는 아파트가 있는 복합건물이 좌우에 늘어 서 있는 구성 이 다. 미극과 회극의 

전 형 적 배경은 透視圖 효과흘 극대화시 킴 으로써 透視圖 기법 자체의 발전과 보급에 큰 기 

여 를 하였고， 냐아가서는 실제 都市의 街路플 투시도형 A로 변용하는 데에 큰 영향올 미친 

다. 그러 나 여 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背景은 따홈멧j않IJ에 스스이던 배 경 이 다. 비극과 회극의 

매 경 이 도시 가로플 주제 로 히고 있는 반연에， 풍자극의 배 경은 나무， 산， 주막 둥과 뚱경 

조에 어 울리 는 허수룩한 요소로써 꾸미는 것을 원칙.5! .. 3 _ 하고 있다. 이 배 경은 조야하지만 

목가적 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 장차 근대연극애 는 「옐로도라마」의 배 경으로서 112) 造

뭘에 서 는 風景式 훌I젊의 주제 로써 전용된다 C(그립 14> 참초). 

'l-T j풍값는 이 러한 연극의 배 경 과 마찬가지로 첫째는 “狀況 說明”의 용도로 사용되며 (3) 

둘째는 “後光 效果" Cha llow effec t ) 플 살리기 위 해서 사용쉰다 (4) 진자의 背f융 l암는 〈그립 

0808년의 Come die.Française의 우대 〕 

〈그힘 14> 풍자극 배정 의 연용 

(1 2) Phyllis Hartnoll (I 985) , The Thealre: A Concise Hislory , rev. ‘ ed. (Thames and Hudson) , 
pp.56-60. 

(13) V .. 프리체， r예 술사회학J ， 깅 휴( 역 )(서울 : 온누리， 1986) , pp. 149-164 .. 
(1 4) 後光 또는 光背는 기 독교 예술에서 성화 중의 인물의 후두부 뒤의 때光(n i mbus) ， 천 신의 배후 

에 그려진 짧身光， 또는 부처의 옴뒤 로 부터 비치는 頭光， 身光， $身光과 같은 광영 이 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풀올 더욱 벚 나고 돋보이게 하는 배경올 가리킨다 .. r동아원색세계대액과 
사천 : 4J ,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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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위 흘 걷는 그리 스도 / Konrad Witz 작. 1444년 〕 

〈그림 15) 배정화의 상황 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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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와 같은 歷史끓라든가 宗敎싫에서 특정한 홉￥件-주로 인간 사이， 또는 인간과 초인간 

사이에서 별어지는-이 발생한 특갱한 時호間的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긴의 원인， 경 

위， 결과 등올 이해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는 연극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배경 주제와 구도의 진행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歷史 i싫의 경우에는 

그 주제가 진쟁이라든가， 화형식 • 대관식 등과 같은 의식의 史뤘性과 現‘場感을 제대로 전 

달하기 위해서 가급적 사실적 묘사릎 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니 宗敎짧와 같이 상상에 의존 

하는 회화인 경우에는 종종 그 배경의 내용이 시대와 지역의 부정확성을 무시히-고， 전형화 

한 理想景흩용을 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당대의 풍속과 풍울을 주제로 한 風i십處의 경 

우에는 그 자체가 짧家냐 觀者에게 익숙한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올 해준다. 특히 이 風{삼 

짧는 앞에서 고찰한 혐像 • 鳥敵式 m.:l?:짧와 거의 혼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펀 후자의 背景짧는 歷史짧냐 宗敎짧‘보다는 법餘짧에서 주로 사용된 방식이며， 당해 

인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경치를 배경으로 그리며 C<그림 16)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인풀이 처한 상황과 전혀 무관한 경치도 그려진다. 그리고 역사화 • 종교화에 있어서도 성 

인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그 그립의 주연이 되는 인울올 중심으로 초상화에 가까운 그럽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인물의 배경을 형성하는 그렴으로서 배경화가 그려진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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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ienne에 머울고 있올 혜의 RousseauJ /자연예 찬론자인 루소와 창문플 너머의 매경과의 관계가 
중요하다.J 

〈그림 16) 애경화의 후광효파 

수 있다. 

4. 뤘物흩와 }를훌 

그럽 의 주제 가 자연 경 치 만으로써 구성 되 는 靜觀式 風뭘;짧와 혐像式 風景짧플 ‘正統 風景

畵’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연， 자연경치가 주제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배적인 부분을 점 유 

하고 있는 그링인 ‘背景짧’ 및 자연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를 주제로 한 그립올 ‘景物짧’ 

(landscape element painting) 라 하고 이 것 들을 ‘類似風景짧’ (quasi .landscape painting) 라고 

개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正統 風.景畵와 背景畵에 있어 중요한 것은 ‘ 自然、’ 이 아니 파 ‘景줬’ 라연， 景物젊에 있어 

서 중요한 것은 景致보다는 自然、-엽띨히 보연 자연의 구성요소-이다. 왜냐 하연， 景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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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념은 地上의 어느 일점을 점유한 한 인간이 일정한 時갖u에 일정한 방향으로 쳐다볼 

때 형성되는 外界의 「이미지」고， 이것은 보는 자가 外界와 일정한 공간적 • 심리적 距離를 

두고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으로， 바로 눈 앞에 밀정한 個物的 상황을 顯微·近脫

眼的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景勳畵의 관점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景勳畵에서 추구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美的 快感과도 큰 관계가 없다. 즉 

景物畵는 결과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림을 제착하는 목적이 보기 좋거나 보아서 즐거운 

그립을 그리는 데에 있지 않고， 절박한 생존에 펼수적인 도구 제작에 있거나， 자연요소에 

대한 과학적 관찰의 결과를 기록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構圖의 관점에서 景物畵를 보연， 外界의 環境的 狀況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추 

출 • 재구성되면서 하냐의 自己完結的인 호間을 구성하는 風景畵와는 달리 옥외에 있는 낱 

낱의 구성요소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한 요소만 주제로 하여 그린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풍경화는 館子(frame)에 의해서 자기완결적 공간구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에 비 

해서 景物畵 중에서 특히 다음에 논의활 岩慶畵는 자연경물의 하냐인 암석의 벽면 전체를 

화연으로 하여 뚜렷한 경계가 없이 그려진다는 차이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景錫畵의 특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은 先史시대의 續畵 중에서 。l 른바 岩慶

畵-舊石器시대의 續畵인-일 것이다 (15) 이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선 먼저 원시인류의 생 

존 방식을 추정해 보기로 하자. 

원시인류에게는 아직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제어할 수도 없는 신비하고 경외로운 自然의 

운행 속에서， 다른 동물과 경 쟁 하면서 {圖體로서 ‘生存’ 하고 또 種으로서 ‘緊植’ 하는 것이 

일상의 관심사이자， 또 최대의 관심사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 수준은 生存의 기반인 

식량을 사냥과 채취에 의해서 근근히 조달하는 수단이며， 그러묘로 한 지역에 정주할 수 

없고 먹이의 분포를 따라 공간적으로 이동 • 유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오랜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양이 충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는 손쉽지만 성과가 좋지않은 採取보다는 어렵지만 성과가 좋은 *풍鐵이 더 나은 방식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수렵 도구나 기술이 마개하였으묘로 

주판 사냥감안 큰 짐송들-사슴， 들소， 산양， 매 머 드 등-에 대 한 포획 • 소유의 欲求와 부 

상·펴잘의 恐佛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에는 아직 神이나 來世에 

대한 관념이 없거나 희박하였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生命의 욕구에 대한 동물척· 

본능적 반응이었을 것이며， 그림 그리는 행위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뭇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5) 암벽화에 관한 주요 논의는 다용 문헌에셔 발혜하였다. H.W. & D.J. 젠슨(1977) ， r회화의 역 
사 : 풍굴벽화에서 포토리얼리즘까지 J， 유 홍준(역)， (서울 : 열화당， 1987), pp.31-37; H. 리 
드(1965) ， r圖像과 思想 : 인간의식의 발전에 있어 미술의 기능J ， 김 병익(역)， (셔올 : 열화당， 
1987),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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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제작펀 것으로 추정되는 續畵-동꿀화 내지 岩률훌畵-는 현대인의 美的 기준으 

로 폴 띠l 대단히 藝術性이 강한 수준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 동굴화인 「알타미 

라」와 「라스꼬」의 동굴화가 발견된 당시인 20세기 초에는 이러한 續畵가 지닌 마적 가치에 

열광하였으나， 현재는 이것들이 과연 예술작품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史家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셜은 이 그립들이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것플이 제작된 先史시대에는 순수한 예술 創作의 소산이 아니고， 그 시 

대의 절박한 生存의 한 수단오로서 제작된 魔術 내지 q兄術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 정설을 뒷받치는 징표들을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들의 畵題블 살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요한 사냥감인 큰 집송들과， 그 짐승 

을 공격하는 사냥꾼들， 그들의 사냥도구인 창과 화살즐로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畵題가 사냥감과 사냥행위에 국한되어 었다는 사실은 그 그림의 쓰임새가 철두 

철nj' 生存의 기반이 되는 食種 조달이라는 경제적 寶用性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링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史인류들은 그와 같이 사냥갇을 그리고， 

그 짐송의 그림에 그들의 사냥도구인 화살이나 창이 꽂힌 그립을 그린다거나， 또는 그 짐 

승의 그렴에 직접 화살이나 창을 꽂음으로써 그 짐송 자체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연 대단히 추상적이치만 짐송 그립 옆에 손을 그렴으로써 그 집송을 ‘손대었다’， 그렴 

으로써 ‘제압하였다" 또는 ‘소유하였다’라고 믿는 것아다. 

이려한 행위는 사냥의 좌절감을 달래 71 위한 補慣的 행위가 아니라， 사냥의 성공을 기원 

하는 땐術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그들은 사냥을 떠나기 앞서서 이런 주술적 

행위를 함으로써 사냥감에 대한 공포심올 떨쳐버렬 수가 있으며， 실제 사냥행위에서 더 높 

은 성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 그렴들은 위치로 볼때， 밝고 접근하기 쉬워서 누구나 보기 쉬운 노천-사냥 현장이거 

〔주술로서의 그럽 /스페인의 텔 카스틸로 동굴화. 황소그렴 위에 찍힌 손자국〕 

〈그림 17) 동굴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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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현장에 가까운-에 그려지지 않고， 조명이 전혀 없이 어두우며， 은폐되고 폐쇄된 동 

굴 속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도 입구라든지 여렷이 모얼 수있는 방과 같은 큰 

공간의 암벽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깊숙히 들어간 내부의 은밀한 한 구석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그림이 여렷이 ‘鍵賞’하거나， 동굴 내부를 ‘裝節’하는 예술작품이 아 

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은밀한 위치에 ‘存훈’함으로써 주술의 대상인 짐승들의 영 

혼이 알아채거나 사냥의 경쟁자인 다른 집단의 시션이 근접할 수 없도록 하여 그림에 걸어 

둔 자기들만 위한 주술의 효력이 보지될 수 있도록， ‘부정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 그렴들은 은밀한 위치에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한번 그린 그림 위에 다른 그립이 

겹겹이 重훌훌되어 있거나 한 화연에 여러 그림이 拉置되어 있다. 즉 여러 마리의 짐승이 事

件상으로나 時호間상으로나 서로 별 관계도 없이 중첩 •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동 

굴이라는 공간이 협소하고， 또 그립을 집중적으로 그리는 구역이 은밀하다 하더라도 반드 

시 그럴 필요는 없는 데도 불구한 불가사의한 기법이다. 

이 의운 역시 그 그럼의 주술성으로서 해명할 수가 있다. 즉 그 그렴들은 사냥의 성공을 

위한 祝願이 주목적이묘로 ‘一回用’으로 제작되고， 1차의 사냥이 끌나면 그 주술의 효험이 

소멸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집송 그렴에 내포된 생명은 그와 유사한 짐승 

이 당해 사냥행위에서 죽음으로써 사라진다고 믿기 째문에 그 그림의 주술 효험도·일회용 

으로 보는 것이다. 또 한번 죽은 점송은 두먼 죽일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믿기 때 

문에 한번 죽은 그렴-화살과 창으로 찔러 죽은 짐송의 그림-의 주술 효험도 얼회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묘로 다음에 다시 사냥을 떠나고자 준비할 때에는 그 사냥에 필요한 ‘죽이기’ 위한 

그렴을 새로 그려야 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1회용 관념은 이전에 그려졌다가 

효험이 소멸된 그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며， 나아가서는 그 

그립 위에 다른 그림이 겹쳐지거나， 그 그림 옆에 다른 짐승의 그림이 무질서하게 그려져 

도 우방하게끔 해준다. 

N. 風景홉에 나타난 景觀의 解繹

1. 靜觀으로서의 景觀

靜觀式 風景畵를 보면 自됐와 對象 사이에 거리를 두고 대상을 受容하는 태도가 설정되 

어 있다. 이 거리는 우선 회화를 그리는 작업 방식으로 부터 연유한다. 즉， 畵家가 그립을 

그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각기관으로써 외계를 언지하고 만든 이미지를 그리는 작업이과 

고 볼 때， 그는 科學者나 探險家와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식￡로 외계를 인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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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그는 탐험가가 현미경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은 微視의 방법으로 외계의 사물을 연 

밀히 관찰·요사하는 것도 아니고， 탐험가가 망원경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원거리의 사물을 관찰 • 탐색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보통의 사람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외 

계를 인지하는 것처럼 육안으로 시야에 포착된 비교적 넓은 외계를 인지한다. 대개는 近景

이나， 遠景보다는 中景에 관심이 있으며， 근경과 원경이 그려질 때에는 화면 전체의 짜임 

새있는 구도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아와 대상과의 거리는 이러한 회화제작방법에서 연유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화 

가가 의도적으로 자아와 대상간에 거리를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작방법을 돼한 

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점은 景物畵의 경우에도 거리상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용되며， 風景畵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거리의 설정은 육체적 거리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心理的 거리이며， 자아와 대 

상간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절정함으로써 오히려 일상의 번잡한 관심과 의욕을 초탈하여 

순수하게 대상으로 귀의 • 몰입하여， 대상의 진수를 ‘看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거리의 설정을 통해서 無關心性 내지 靜觀性이 획득되고， 다시 觀照、， 특히 美的 親照

내지 美的 靜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태도는 藝術作品 보다는 自然、-과학적 관점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작품 이외의 사물을 총칭하는 개념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美的 創作에서의 능동적· 

생산적 태도에 비해서 수동적 • 수용적 태도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화가의 업장보다는 觀

者의 입장에 적합하다. 그러나 靜顆式 風景畵는 비록 화가에 의한 創作의 결과임에는 틀림 

없으나， 화가가 제작하는 태도가 觀照 내지 靜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정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景觀은 화가의 창작주제일 뿐 아니라 보통 인간의 현실세계에서의 

일상생활의 인지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景觀은 외계를 정관할 때 형성되는 「이미지」라 

고 봄이 타당한 추흔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風景畵에서는 텅像式 風景畵와는 달리 무언가를 홉示하려는 입장이 아니고， 눈앞에 

펼쳐진 景顆의 아름다움을 보다 밀도있게 觀照하려는 입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 

면서도 觀者의 입장은 자신이 景觀에 노출되는 입장이 아니고， 자신은 은폐하면서 景觀을 

정관하려는 觀者와 景觀 사이에는 〈그림 18)과 같은 ‘跳望-隱嚴’ (prospect-refuge)의 관계 

가 설정된다(1) 그리고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鳥敵의 構圖가 아니고， 시션이 

눈 높이로 진행하는 zp:敵의 構圖를 택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畵家가 설정한 관점에 서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景觀을 조망하지만， 화가의 기본 태도가 無關心性을 기초로 한 靜

觀에 있기 때문에， 觀者는 일종의 感情移入을 체험하고 화가의 태도와 심정에 동조하게 되 

(1) Jay Appleton (1975) , The Experience 01 Landscape(New York: John Wliey & Sons. , Ltd.), 
pp.146-151; pp.192-210. 



}lU갖짧에 나타난 景Il 59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風景짧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그링의 주제가 실재 존재하는 景觀이기 보다는 

일종의 理想景觀이라는 점이다. 물론 챔像짧식 없‘f풍짧에 서 도 휠觀구성요소 중에서 원치 않 

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원하는 부분을 과장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 그 

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實景을 변조한 理想化景顧 내지 準理想景觀임에 비 해서 ， 靜톨§式 

風景짧는 일정한 構圖에 따라 그려낸 想像짧라는 점 ， 그 典範이 고대 로마나 그리 이 스시대 

의 옥가척 理想景觀이거나 실재세계에 존재하는 景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냐 이런 그링에는 목가적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농부， 목부， 초부 

둥과 가축이 前景이나 中景에 도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1 

이런 고찰을 통해서 볼 예， 景觀은 靜題式 風景짧에서 여실하게 나타나듯， 결코 인간 외 

계의 環境的 狀況 그 자체일 수가 없으며， 觀者가 외계의 認知 대상과 일정한 육체적 • 심 

리 적 距離를 설정호벼행觀한」결표록~형 성 된 fo] 0] 지 」라는 것이 한충 더 분명 해 진다. 

(Cluade Lorrain의 동판화로셔 ， 이 그 립 에셔는 언억 위의 거옥 그늘 아래에서 자신울 은폐한 

재， 근경과 윈정올 조망하는 화가의 관갱 이 장 표현되어 있다. 화가가 현장에 있는 것으로 그려진 

경우와 없는 것으로 그려 진 경우를 비교해 볼 필 요가 있다 . ) 

〈그림 18) 정 관화에 있어 조망-은폐 의 관계 

(2) Konstantin Bazarov(I98 I), Landscape Pai~‘ting (Hong Kong: Octopus Books Ltd.) , pp. 

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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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背景으로서의 景觀

景觀을 인간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外界의 이미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景觀 그 자 

체는 전후， 상하， 좌우 등의 공간적 위치나 방향성을 지니지 않고， 그저 저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背景’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背景畵가 風景畵에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니 그 연유를 구명해 보기로 하자. 

‘背景’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뒤의 景觀’이고， 다시 ‘무엇의 뒷쪽에 있는 景觀’이 

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때 ‘무엇’， 즉 기준이 되는 觀者를 X라하고 ‘景觀’을 Y라고 가 

정한다면， 背景이라는 개념 X와 Y의 공간적 관계에서 연유하는 개넘이라고 상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다시 말해서 背景은 인간의 지각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이 위치한 전면 

과 평행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위치에 있는 景觀， 또는 그 전면의 반대쪽인 등과 서로 마 

주 서있는 景觀이다. 그러으로 그 景觀을 지각하고 있는 주체인 인간의 감각기관과는 직접 

대하지 않는 景觀이다. 

인간은 기본적￡로 보는 ‘方向’이 전연을 향하고 있으으로 측면과 후면￡로 가면 갈수록 

제대로 불 수 없게 되어 있다. 옆과 뒤로 보자연 반드시 얼굴을 돌리고 발의 위치블 옮겨 

야만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 상황에서 인간에게는 전면은 밝고 눈에 익숙하드로 

‘좋은’쪽S로， 후연은 어둡고 생소하무로 ‘나쁜’쪽A로， 그리고 측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쪽으로 생 각하도록 만든다 (4) 

이러한 일반적 상황이 엽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에게 있어， 그리고 특히 회화에 

있어 ‘後面’의 특수한 상황이 ‘前面’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 의문을 

形態心理學(Gestalt psychology)의 ‘圖形과 背地’ (figure & ground)개념 (5)~로써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19) 참조). 

背景畵는 독렵되고 자기완결적인 風景畵가 아니고 Á物이라든지， 事件이라든지 화면의 

중심을 구성하는 요소의 주변에 그려지는 풍경화다. 여기에서 續畵가 2차원의 화연을 매체 

로 하기 때문에 풍경은 중심요소의 ‘周邊’에 그려지지만， 그 2차원의 명면에 실제로는 현 

실세계의 3차원의 공간을 재현한 것이기 해문에 그 풍경의 위치는 동일선상의 ‘주변’ 이 아 

니고， 공간적으로 거려가 상당히 떨어진 ‘뒷쪽’이다. 그러드로 그 풍경윤 중심요소의 背景

이 된다. 

(3) 朴 景賢(1987) ， r現代國語의 空間職念홉홉 liIf究J(서울 : 한생)， pp.53-93. 
(4) Yi.Fu Tuan (1974) , Topophilia(Englewood C1iffs: Prentice.Hall, Inc.) , pp.27-29. 
(5) 圖形과 背地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E. Rubin에 의하면， “圖形에는 物件(thing)과， 背地에는 

物質(substance)과 같은 성질이 있다. 도형의 외곽부분에는 뚜렷한 윤곽이 있어 일청한 형태를 
지니고， 의미있는 形顧(figural identity)로 인지되는데， 이에 비해 배치는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형은 배지에 비해 판자에게 더 근정한 것처럼 느껴지며， 배지는 도형의 뒤에 연속척 

으로 펼쳐진 것처럼 느껴진다 任 勝￦(1986) ， r環樓心理· 行願論J(서울 : 보성문화사)， pp.81-
8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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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이 가능한 도형 과 배치 / Escher 작〕 

〈그링 19) 도형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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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背景이라는 것은 우엇보다도 회화-사진이 

나 浮影 등과 같은 유사한 표현을 포함하여-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주제가 되는 인물과 

물체의 形象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景觀이라고 청의할 수 있다. 이 背景畵에 있어 2차원의 

평 면상에서 의 ‘中心形象과 周邊景觀’ 의 관계 는 바로 ‘圖形과 背地’ 의 관계 가 된다C<그림 20) 

(Leonardo da Vinci 작인 Mona Lisa 초상화에 서 는 인물-풍갱 의 관계 는 도형 -배 지 의 관계 가 
정상적이나， 이 그링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 있다.) 

〈그림 20) 배경화에 있어 도형과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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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즉 하나의 2차원 평면을 폐곡선으로 구분된 면과 나머지 연￡로 분할하도록 그립을 그릴 

때， 구분된 2개의 面 간의 관계에 있어 그 한 면은 그림의 중심， 주인， 주제가 되는 의미 

주체인 圖形이 되고， 나머지 면은 그 도형의 의미가 존속하도록 지지해 주거나， 강화하는 

바탕， 背地가 되는 것이다 (6) 이때 한 면이 동시에 圖形과 背地의 역할올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니， 하나가 圖形이라면 나머지는 背地가 될 뿐이다. 다만 그 관계가 역전되는 것은 가 

능하다. 

그러나 그 그림이 꼴라쥬나 명연구성화가 아닌 風‘景畵언 경우에는 이것보다 상황이 복잡 

해진다. 주로 遠景으로 구성된 背景은 주제를 강화하는 역할올 동일하게 수행하지만 엄밀 

하게는 3차원의 位相이 2차원에 압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2차원의 zp.面에 3차 

원의 호間을 표현한 風景畵에서의 배경은 비록 화면에는 도형과 동일한 位相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圖形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압축한 상횡-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 

이다. 

3 ... 敵으로서의 景觀

언간의 육안은 다른 풍물의 눈에 비해서 아주 원거리나， 아주 근거리를 볼 수 있는 능력 

은 별로 뛰어나지 뭇하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色彩흘 판별하고， 運動을 감지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3차원의 호間을 지각하고 遠近을 분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사람 

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직립보행하니 당연히 그 눈은 앞쪽을 보게 마련이고， 그래서 머리 

위나 코 앞이나 발 밑보다는 훨씬 멀리 보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차지하게 한 원인중의 하나다. 

그래서 ‘近視’는 나쁜 시력을 가리키는 말일 뿐 아나라， 도량이 좁거나 국량이 작거나， 

측량이 짧은 사땀올 얄장아 보는 말이 된다. 거꾸로 가까이 보지 않고 멀리 본다는 ‘遠視’

는 작게 보지 않는다는 ‘巨規’를 뭇하게 되니， 이는 곧 도량이 넓거나， 국량이 크거나， 측 

량이 긴 사람을 높이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변 인간이 멀리， 또 크게 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눈과 신장의 한계 때 

문에 外界를 크게， 또 넓게 보자띤 면려서 보아야 하고， 또 렐리서 보자면 천상 산정이나 

망루에 오르거나， 비행기블 타야만 한다. 여기에서 遠視나 E視를 가능하게 하는 ‘跳望’과 

‘鳥敵’(7)이 생겨나는 것이다. 

(6) Rudolf Arnheim(l974), Art and Visual Perception: A Psychology of the Creative Ey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117-139. 

(7) 寶 짧源(1988) ， “透脫하는 世界 2: 透視圖의 歷史 r空間J 246호 (1988.2). pp.78-83; 隨口忠
彦(1975) ， r景觀@構造J(東京 : 技짧행)， pp.40-49; E.A. Gutkind (1956), “Our World from 
the Air: Conf!ict and Adaptation," Willam 1. Thomas, Jr. , ed. , Man’ s Role in Changìng 
the Face of the Earth, Vol. 1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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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 아의 Villa Lantc의 실내의 벽에 그려진 별셔 전체의 조감식 용정화다. 호화로운 실내장 
식과 특히 그립 아랫쪽에 놓인 교자를 주옥할 펼요가 있다 . J 

〈그립 21) 과시하는 조강도 

사람이 무엇을 멀리 본다， 또 넓게 본다는 거시적 안목은 그 무언가의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냥보다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눈융 가진 자는 그렇지 뭇 

한 자보다 한총 더 유리한 ‘觀點’ 올 차지할 수가 있어 눈 앞에 펼쳐진 외계의 統治力융 가 

질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높은 ‘位置’를 차지하게 되니， 사연의 적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한 ‘高地’ 를 선정하게 되고， 또 주위에서 우려려보는 시선의 的이 되어 돋보 

이는 ‘地位’ 찰 독전 할 수 있게 펀다. 

그랭게 높은 데에서 외제 를 뻐敵할 수 있는 인간은 그 외계를 所有하고， 소유한 외계올 

짧示하기 위해서 그링을 그리 니 그것은 바로 ‘地圖’와 ‘鳥敵圖’가 된 다. 지도나 조강도에 

그려진 것은 사실은 인간이 지 명에서 직시한 景흙이 아니고， 새가 공중에서 측지한 것올 

모방한 景親이니， 그것은 현실세계와는 유리된 상태다. 이런 그링에서는 時間은 정지되고， 

호間은 축약되 고， 詳細는 생 략되 고， 인 간의 삶은 융고된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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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히 鳥敵圖의 規點은 사실은 새의 시첨이 아니라 멀리 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자의 눈이 가장 잘 ‘透視’할 수 있는 시점이며， 또 그렇게 그린 그렴을 더 높은 사람에게 

가장 잘 ‘展示’ 할 수 있고， 다른 뱀용한 인간들에게 ‘뽑示’ 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 

러 면서 鳥敵圖는 보기 좋고 또 보이 기 좋은 것， ‘景致가 좋은 부분’ 을 두드러지 게 나타내 

고， 보기 싫고 보이기 싫은 것， ‘경치가 나쁜 부분’율 은폐해 버렬 수 있기도 하다. 나아 

가서는 그것은 설재는 없지만 보고 싶고 또 보이고 짚은 것틀을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반 

대로 실재는 있지만 보기 싫고 또 보이기 싫은 것들융 빼내어 버렬 수 있기도 하다. 그래 

서 조감도에는 펼요한 累勳이 세밀하게 나타나지만， 그， 의도는 대단히 촉악하고， 또 교활 

하다. 

따라서 鳥願式 風景畵는 화가의 藝術作品이 결코 아니고， 측량가의 技術圖書일 뿐이다. 

그것은 세상의 경이로운 됨됨이를 경건하게 이해하고， 세상의 신바로운 아름다움을 겸허하 

게 묘사하려는 文化의 정표가 결코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됨됨이와 아름다움을 빼앗고 다 

스리려는 武治의 수단이 된다. 鳥敵圖를 수단A로 하여 세상을 보고자 하고 다스리고자 하 

는 자의 눈에는 작은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이 되고， 또 보기 싫기도 한 것이 된다. 작은 

것은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鳥敵圖는 교활하니 작은 

것이 사설은 보이지만 巨視와 遠景을 우선으로 하여 그럽에서 삭제해 버린다. 近景의 작은 

것은 큰 것으로 가려버리고， 遠景의 작은 것은 지명 속에 묻어버린다. 

그러묘로 鳥敵으로 보는 景觀은 어뎌까지나 인간의 외계를 한 덩어려로 이루어진 全體로 

서만 인지하고자 하고， 낱낱의 個體가 가진 존재의의는 무시해 버리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다. 多據性은 일탈이고， 분열이고， 소란이고， 변괴로 보게 되며， 그 혼란 위에 다시 크고 

굵은 획을 그어 외계를 통일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겨난다. 

이 景觀에도 靜觀으로서 보는 景觀에서와 같이 觀者와 對象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설청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鳥敵式 景觀은 無關心性을 기초로 하는 靜觀式 景觀과는 판 

이하게 다료니， 여기에는 대상에 대한 대단한 關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觀者는 

環境 속에 묻혀서는 그 청체를 잘 파악할 수 없기에， 위에서， 멀리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 

그 속에 묶여서는 그 본체를 조종할 수 없기에， 위에서， 멀리서 공략할 구상을 하고자 하 

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관자와 대상간의 거리는 관자의 일방적 의지에 의해 遠近과 視點

과 視角과 祖野가 통제되묘로， 그 景觀은 외견상으로는 대단히 한가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 

다C(그렴 22> 창조). 

鳥敵을 하기 위해 택한 시점은 고공도 아니고， 황야의 고산도 아닌， 장원과 취락과 도시 

-관자의 소유와 지배의 영역인-주변의 高地다. 관자는 그 지점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대상을 조감하기 위해서 잠시 방문하는 것이니， 훤소를 잠시 벗어나 자연에 안 

기는 것 같으니 괜찮고， 다시 쾌락을 찾아 뇌돌아 갈 수 있으니 또 괜찮다. 이 조감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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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회 22) 조강하는 의도 

거웅은 우선 한가로운 時間과 호間올 얻었다는 해 방강과，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한가로운 짓 

을 할 수 있다는 기 대강에서 온다. 그렇게 山위에서 부강하는 경관은 공간이 축소되고， 시 

간이 정지되어 한가홉게 보인다. 그러연서 이 경관의 으뜸가는 애력은 아름다웅이다. 어둡 

고， 춤고， 지저분하고， 우중충한 땅과 집과 사람은 모두 밝고， 따뭇하고， 깨끗하고， 산뭇 

한 땅과 집과 사람에 가려보이지 않는 것이다. 

鳥敵式 風景짧는 그 해방감과 기대강과 쾌감을 보존하고，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 

으로 그려진 것이니， 그것에 나타나는 景觀도 理想化된 文化景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은 관자의 의도와 관심 이 내재되어 왜곡되어 나타나는 景觀이다. 

4. 훌物로서의 훌觀 

舊E器시대의 縮짧， 식량 획득이라는 生存의 원초척 행위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 

제착하는 그랩은 사냥감인 정송을 단순히 지시하거나 모방하는 목척이 아니라， 대신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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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하에서 그려지는 것이니， 그렴과 대상과의 관계를 보면 그렴은 ‘對象의 分身’ (alter 

ego)이다. 

그러으로 그 그립은 땐術을 통해서 그 자리-사냥의 성공을 비는 중요한 자리-에 강제 

로 소환하려는 짐승의 그렴은 대상이 되는 짐승의 실재와 닮￡연 닮을수록 그 효험이 뛰어 

날 것이다. 반대로 닮지않은 그립은 잘뭇 서툴게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망치는 해악이 될 수 있a니 안 그리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그려묘로 이런 목적의 그림은 

필연척￡로 自然主義的 續畵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또 벗어난 것은 이마 아무 쓸 

모가 없는 낙서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8) 

그려나 그 그립들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째 반드시 ‘寫實的’알 필요는 없고， 오히려 ‘抽

훌的’인 것이 더 효험이 뛰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려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써 

논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립의 목적이 땐術에 있기 때문에， 그립을 그리는 자나 그렴을 요구하는 자나 

할 것 없이 사냥하고자 하는 짐승들이 행여나 그 그렴을 엿보았을 때 자신의 그렴， 자신이 

쳐참하게 죽어가는 그렴을 알아차려서는 안되는 것A로 믿기 째문이다. 

둘째는 사냥의 실제적 성공윤 사냥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짐승들의 형태와 

생태에 대한 뼈識과， 그 지식을 활용한 정확한 사냥방법의 정확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 

이다 (9) 그 지식은 대를 물려가면서 전숭되어야 하며， 그 귀중한 지식을 정확하게 전송하 

는 방법으로서는 口傳이라는 방법보다는 더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그림에 의해 지식의 요체 

만 記緣하는 방법이 더 우월하기 때운이다. 이는 文字의 발달과정으로 볼 때 최초에 등장 

한 것이 바로 그렴문자(pictograph)이며， 이려한 동굴화에 그려진 그립이 바로 이 그림문 

자들의 원형일 것이라는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밤침해 준다. 

그려묘로 그 그렴들은 自然主義的이지만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그 

그령의 목척상 오직 關心의 초점이 食鐘源인 사냥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정이다. 自然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요소들， 특히 보조적 식 량원인 조류냐 어패 

류와 같은 動物， 인간을 직접 공격하거나 인간의 식량원인 초식동물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육식맹수， 나아가서 모든 식물과 산， 바위， 물 등과 같은 鍵物，

氣象 둥과 같은 요소들은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렴의 畵題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다. 

(8) H. 리드(1965) ， r圖像과 思想 : 인간의식의 발천에 있어 미술의 기능J ， 깅 병익(역)， (서울 : 
열화당， 1987), pp.17-40. 

(9) H. 리 드(1965)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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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論:理휩과 藏外

인간을 둘려싸고 있는 外界는 인간이 무엇이라고 명명하기 이전에 이미 선험적으로 존재 

한다. 이 것을 우리 가 ‘環境’ (environment)라고 개 념 화한다면， 이 외 계 는 인 간의 생 존을 가 

능하게 해주는 ‘條件’의 총화언 동시에， 인간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모든 활동을 담아주는 

‘容器’가 된다. 이 정의는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도 적용된다. 그러묘로 인간은 의식 

적이든， 우의식적이든 관계없이 항상 환경 ‘속’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環형좋 

은 항상 인간을 ‘둘려싸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려으로 인간은 본래척으로 환경으로부터 

이탈할 수가 없으니， 환경을 자신￡로 부터 소외시킬 수도 없고， 자신을 환경으로부터 소 

외시킬 수도 없다. 이탈과 소외는 곧 생존의 가능성올 감축하는 동안이 되기 째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적옹할 뿐 아니라， 다른 생물과는 달리 

환경을 ‘操作’하는 능력을 가졌고， 또 의욕도 가졌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펴동적’으로 

환경 속에 던져질 뿐이지만， 살아갈 때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조작하게 되니， 환경 속에 

자신을 적응시키거나， 또는 양자를 상호 적용시킨다. 그 適R옳은 소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주 

어진 환경의 초건으로 부터 輔外되지 않으려는 노력인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그 조건을 변 

화시켜 자신의 삶을 위한 理想을 구현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래서 점차 적응은 피동적 양상에서 능동적 양상￡로 바뀌게 되니， 인간과 환경을 맺어 

주던 ‘始原的 結緣’(1)은 점차 풀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主體로， 환경은 客體로 분리되기 

시 작하며 , “環境 속의 A間"(man in the environment)이 라는 包容의 관계 는 “環環과 A 

間"(man aηd environment) 이 라는 對立의 관계 로 전환하기 시 작한다. 환경 과 인 간의 관계 

가 이런 식으로 대렵화되연 인간이 무엇을 본다는 것도 능동화된다. 환경의 랫줄을 끊고 

個體로서 자유롭게 된 인 간은 환경의 온갖 사물을 단순히 눈으로써 본능적 으로 보지 않고， 

머리로써 문화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인간이 외계의 사물과 일정한 거리를 설정하고 눈이 아닌 머리로써 보게 되면， 

외계는 ‘環境’이라는 개념에서 ‘景顆’ (landscape)이라는 개념으로서 달리 인식된다. 그것 

은 이미 환경의 주체로 등장한 인간의 눈 ‘앞’에 펼쳐져 있으며， 머리 ‘속’에 걸러져 있는 

모습으로서， 보고 있는 事物의 實體이기 보다는 心像(image)이다. 그것은 이미 삶의 조건 

자체라기보다는 그 조건의 解釋이고， 삶이 영위되는 자리 자체이기 보다는 그 자리의 圖像

이다. 그 心像은 생래적 조건반사에 의한 외계의 기계적 複寫가 아니고， 觀者의 머리 속에 

장치된 ‘보는 틀’ -문화적으로 형성된-에 의해 여과되고 가공된 주관적 解釋이고 擺念인 

(1) E. 프홈(1972) ， r자유에 셔 의 도펴 J, 李 相斗(역 )(서 울 : 뱅 우사， 1986),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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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 그러묘로 언간이 외계의 사물을 본다함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존재를 擺念化

〔理解〕하고 表現 〔그립〕함￡로써， 대상을 불변적이고 확실한 존재로서 고정하는 작업이다. 

즉 무엇을 보는 것은 그것을 그리는 것이며， 무엇을 그리는 것은 결국 환경의 理解와 操作

을 위한 수단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文字의 역사를 거슐러 올라가면 가장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수준인 그림문자가 있는 바， 

그것이 한 쪽으로는 象形文字나 表意文字와 같은 문자로 전환하였고 다른 한 쪽으로는 그 

렴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그립 -2차원의 평면 위에 구상 

척이든 추상적이든 어떤 형태를 나타낸 흔적-은 인간개체의 말육과 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쓰는 원시적 意思表現手段인 동시에 인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보여주는 造形藝術이기도 

하다. 그려으로 그립을 그린다는 일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와 대단히 원시적이지만， 존재의 

본질에 가까이 가려함이니 대단히 원초적이기도 하다. 

말과 글에 語法과 文法이 었고 또 話法과 書法이 있듯 그럼에도 역시 圖法과 畵法이 있 

어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또 그린 그립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말 

과 글처럼 그립도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 있다고 상상되는 ‘보는 툴’에 부합되는 사물의 

국면이 표현된 것이지만， 일단 제작된 그럽에 사용된 ‘그리는 틀’은 다시 그 ‘보는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보는 틀’과 ‘그리는 틀’은 ‘만드는 틀’이 되어 실재하 

는 환경을 그 틀에 맞추어 理想化하는 틀이 된다. 

그립 중에서도 風景畵는 인간이 외계의 환경적 상황을 개념화한 心像을 그런 것으로서， 

이것은 보는 틀과 그리는 플에 그치지 않고， 造景의 영역에 침투하여 만드는 플이 된다. 

風景畵에서 그려진 景致는 환경적 상황 중에서 인간이 보기 좋고 보기에 즐거운 국면， 즉 

환경의 理想的 국연만 발훼되어 재구성된 「이미지」이지만， 그것은 ‘靜觀’이라는 관점에서 

는 이마 인간과 외계 사이의 ‘距離’를 제시하며， ‘鳥敵’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거리가 무엇 

올 ‘藍視’하고 ‘諾示’하기 위한 ‘裝置’괄 설치하며， ‘背景’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裝置를 

허 구의 擬態를 꾸미 는 틀로서 시·용한다. 

원시로서의 그렴은 절박한 生存의 수단에서 l.lj 릇하니， 적대적 環擾 속에서 부족한 먹이 

를 놓고 다투면서 생존해야 하는 긴박한 생활에서 저철로 우러나온 것일 것이다. 그런 그 

립을 현대인간들은 대단히 예술적이라고 열광하지만 사실온 그것은 아직 藝術이 아닌 技術

의 소산일 뿐이며， 절박한 생존을 안정시키려는 기술로써 만든l!5l文이고 符籍이다. 마찬가지 

로 원시로서의 造景은 방어와 생산을 위한 ‘親作’에서 비롯하니， 이 경우의 景觀， landscipe 

는 결코 景致가 아닌 土地와 環覆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이 수렵과 방랑에서 농경과 정착으로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환경을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소 藝術로서의 그립이 나타났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脫樂을 위 

(2) 黃 짧源(1988) ， “透視하는 世界 1 : 보는 플과 그리 는 틀"， r空間J 24호(1988.1) ，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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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치가 펄요하게 되면서 바로소 藝術로서의 造景이 생걱났을 것이며， 風景畵가 나타나 

면서 명확해진 景致라는 개념이 실재하는 외계를 꾸며는 造景에 영향을 미쳐 드디어 ‘風景

式 造景’이라는 양식까지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그림의 영역에 있어서는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景致 위주의 視覺的 快感을 추구 

하는 관점에서 統覺的 「이미지」를 주제로 하여 存在의 本質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뚜렷해진 

반면에， 근대 이전의 風景畵의 영향을 받았던 造景은 유감스럽게도 그 변화플 제대로 수용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시각적 쾌감의 마련을 떨어내지 못하고 특히 존재플 소유하고 제어 

하려는 鳥敵畵와 背景畵의 이념만이 강하게 남아있어 현대의 景親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造景의 景觀은 인간과 다른 생물의 일상생활을 위한 環境이 아니고， 특이한 관점 

에서 득이한 인물에 의한 특이한 미적 체험을 달성하기 위한 裝置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景觀의 거리는 외계를 정관하여 단절된 始原的 結緣을 복구하려는 

의도보다는오히려 피폐한일상환경과단절하고더 이상의 변화를 거부한 理想狀態를 고정하 

고자 하는의도의 산물이 되니， 그것은 願外를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를 조장하는결과 

를 초래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버린다 (3) 그것은 여전히 한 폭의 잘 그려진 風景畵， 생물 

로 만들어진 活動風景畵， 창틀 너머로 보는 외계의 「이미지 J ， 寶像이 아닌 虛像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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