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園治 · 興造論』陽究(1)
-主者論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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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論

1 計成의 『園;台』

「興造論」은 중국 병나라 말기인 1634년에 출간된 計成의 조원이론서인 『園治』의 서론이다. 

여기에서 먼저 計成과 『園治』에 대해 고찰해 보자. 

計成(Ji Cheng , Chi Ch’ eng)의 이력은 『園治』의 앞부분에 수록된 몇 개의 글로부터 밝혀 

지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그의 이름을 보면 名은 成이고 字는 無否(Wupi)이고， 號는 否道A으로서 『園治』의 원전에 

는 저자가 計無否로 기록되어 있다 2) 그는 명나라 말기에 활약한 중국의 조원대가로서， 1582 

년 吳江縣(현 江蘇省 吳江縣)에서 태어났으며 사망 년대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는 

40대 이전까지는 강북지방(현 북경 및 호남 • 호북성 일대)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화가로서 활 

동하였다고 한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부교수 
•• 서울대학교 조경학박사 협통과정 

1) 計成의 이력을 밝히는 기본 자료는 『園治』에 수록된 자신의 「自序」와 「自蘭園治識語J ， 鄭元勳의 

「題詞J ， I兄大鐵의 「治序」 퉁이다. 

2) 여기에서 無否를 ‘무부’ (Wufou)보다는 ‘무비’ (Wupi)라고 읽는 것이 옳다 왜냐 하면 否를 ‘부’ 라고 
읽으면 ‘아니다’ , ‘否定한다’ 는 뜻이므로 無否는 ‘부정하는 것이 없다’ 라고 풀이되어 주관이 없는 사 

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저 긍정하는 사람(yes man)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나 否를 ‘비’ 라고 

읽으면 ‘막히다’ 는 뜻이므로 無否는 ‘막힌 것이 없다’ 라고 풀이되어 無所不能의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비 (pi)라고 읽는 것은 Hardie (1988:33)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그가 조원의 이론과 실무에 

대단히 밝은 대가이었던 점을 살펴 볼 때에 후자의 뜻이 적합하다. 이것은 영국의 조원가 Lancelot 
Brown의 별명이 Capability(능력)아었다는 사실을 연상하게 하여 매우 홍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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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고향 땅인 강남지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로 양자강 남북 연안에 왼림을 조영하면서 조 

원가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시기는 40대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이때 조영한 주요 정원들 

은 당대 명사틀인 吳又予를 위한 풍陸(현 江蘇省 常州市)의 東第園 ， l王士衝을 위한 蠻江(현 江

蘇省 揚州市 構徵縣)연안의 寢園， 鄭元勳을 위한 江都縣(현 江蘇省 揚1" ‘l市) 성밖의 影園， 玩大

j載을 위한 南京의 石뚫園 등으로 알려져 있다 3) 

計無否는 이와 같은 조원 실무를 바탕으로 틈틈이 자신의 조원론을 적어두었는데， 그의 재주 

와 인품에 매료된 園主들과 文士들이 적극적으로 출판을 권유， 1631년부터 준비하여 그의 나 

이 53세 때인 1634년에 『園治~(Yuan Yeh , Yuanye)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것으로 추정 

된다 4) 

그의 사망 년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만년은 1636년에 청나라가 건국하 

”고，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한 격동기로서 전란에 사망하였든지 ,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 단계에서는 『園收』이라고 하였다가 친우 曺元南의 제안에 따라 『園治』라고 확정된 이 

책은 그 후 淸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금서로 묶여 있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중국학자 

陳植이 다시 찾아내어 학계에 알려졌고5) 오늘날에는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조원 

이론서로서 인정받고 있다 6) 

“園治”라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마땅하지 않으나 일단 “원림 만들기”라고 풀이해 보 

고자 한다. 여기에는 첫째， 마치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성질을 변화시켜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들듯(治) 자연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원림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원림 

을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신비한 과정과 원립가의 높은 기량을 암시하고 있다. 또 治에는 ‘아름 

답다’는 뜻이 있으니 그렇게 만들어낸 원림이 매우 아름답다는 질적 수준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莊子 · 馬觸』를 보면 治라는 말이 반드시 쇠붙이만 다루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즉 진흙을 다루는 治植， 나무를 다루는 治木 뿐 아니라 말을 다스리는 治馬， 나아가서 천하를 

다스리는 治天下라는 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莊子가 말하는 요지는 장인들이 

3) 이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구명되어야 할 것은 계성과 소주 원램의 관계이다. 즉 그가 강남에서 활약하 
던 시기에는 이미 소주에 류원과 졸정원이 조영되어 있었던 시기인데， 왜 그는 이런 저명한 원림에 대 

해 언급이 없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4) 計成 자신의 서론인 「自序」가 1631년에 쓰여 졌으니， 이 무렵에는 이미 초고가 완성되고 「園治」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院大銀의 「治왔」 및 計成의 발문인 「自識니가 1634년인 것으로 

보야 1634년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鄭元勳의 「題詞」는 1635년에 쓰 

여졌으므로 그 전후관계가 구명되어야 한다. 

5) 陳植(1981)의 「重印園治序」에 자세한 경위가 정리되어 었다. 

6) w中國大百科全書 建葉園林城市規훌싸 (1988) ， p. 218 , 張家鐵(1986) ， p.175 등올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조원서라고 한다 한펀 Hardie (1988)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원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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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잘 다루는 것은 컴퍼스·자·곡척 ·먹줄 등과 같은 도구를 준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 

료 자체의 본성을 잘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7) 따라서 曺元南가 이 제목을 권유한 것은 원 

렴을 만드는 일도 땅과 물과 나무 등과 같은 구성요소의 본성을 잘 살려서 인공이되 자연을 창 

조하는 일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계성의 솜씨가 바로 그런 경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 

된다. 

계성이 스스로 붙인 서문인 「自序」에 보면 ‘園敗’ 이라는 이름이 ‘園治’ 로 바뀌게 되는 상황 

이 잘 설명되어 있다. 즉 그가 조원보에게 틈틈이 정리해 둔 초고를 보이니 조원보가 “이는 천 

고에 듣고 보지 못한 것이다. 어찌 救이라고 하리요? 이는 그대의 창조이니 治라고 고치는 것 

이 좋겠다(斯千古未聞見者 何以굽故 斯乃君之開關 改之日治可옷)"라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서 조원보가 開關이라고 극찬한 것은 바로 계성이 원림 조영의 최고 경지라고 보는 “비록 사람 

의 손으로 이루어 진 것이지만 완연히 하늘이 저절로 만든 것이다(雖由A作 행自天開)"와 상응 

하는평가이다. 

그가 처음 생각했던 이 책의 이름은 『園放.1/-“원림 가꾸기”로 풀이된다-으로서， 마치 목동 

이 가축을 돌보면서 잘 키우듯 원림을 잘 가꾼다는 뜻이다. 이처럼 겸손하고 소박한 이름은 그 

를 잘 알고 좋아하는 친우들에 의해 보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이 책을 영역한 Hardie(1988)는 園治를 The Craft of Gardens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造園術’ 이라고 풀이되어 원래의 깊은 뜻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J ohnston (1991 :49)은 On the Making of Gardens라고 번역하고 있으니 “원림 만들기”라 

는 뜻과 그런 대로 부합한다. 

이 책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에 鄭元勳의 「題詞J. 자신의 「自序」와 「園治

識語J. \lj(;大載의 「治序」 등으로 이루어진 머리말이 붙어있고， 끝부분에 자신의 「自識」가 붙어 

있다. 3권으로 나눈 것은 내용상의 구분보다는 편집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이 책은 「興造論」과 「園說」로 나누어지며 , 園說은 다시 相地， 立

基， 屋宇， 裝折 • 爛杯， 門줬聽， 輔地， 據山， 選石， 借景의 소주제 107R로 나누어진다. 

7) ~莊子 · 馬輝』의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옹기장이는 ‘나는 진흙을 잘 다루니 퉁글게 만들면 컴퍼스에 맞고 모가 나게 만들면 자에 맞는다’한 

다 목수는 말하기를 ‘나는 나무를 잘 다루니 굽게 깎으면 곡척에 맞고 곧게 깎으면 먹줄에 맞는다’ 한 

다. 그러나 진흙과 나무의 성질이 어찌 컴퍼스 • 자 · 독척 · 먹줄에 맞추어지길 바라겠는가? 그런데 사 

람들은 대체로 이르기를 ‘백락은 말을 잘 다스렸고， 옹기장이와 목수는 진흙과 나무를 잘 다루었다’ 하 

니 이것은 또한 인의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者가 현인 성인이라고 칭찬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천하를 잘 다스리는 者는 그렇지가 않고， 저 백성들에게는 떳떳한 본성이 있는 것이다(關者 

日 됐善治植 圓者中規 方者中桓 1ft^-티 我善治木 曲者中짧 直者應編 夫植木之性 월欲中規短행編훌k 然

且世世稱之日 伯樂善治馬 而빼1ft후홈治植木 此亦治天下者之過也 폼意홈台天下者 不然 彼民有常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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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興造論』으| 구성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興造論」이라는 글의 제목은 우선 “造영을 興하게 하는 이論”이 

라고 풀이된다. 造營-營造， 營續이라고도 한다-이라는 것은 옛날 중국 · 한국 ·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건축·조경 ·토목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여 왔는데 8) 計成은 주로 園林을 만들 

고 가꾸는 ‘造園’ 에 관한 일체의 작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고 있다 

그가 일반적인 造營論， 또는 營造論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태여 ‘興’造論이라고 한 까닭은 

종전의 일반적이고 진부한 조영론을 대체하는 참신한 조영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興造論」은 “조영을 일으키는 이론”이자 “조원을 제대로 하 

는 이론”라고 풀이하는 것이 적합하다 9) 

모두 351자로 이루어진 「興造論」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 

나는 원렴의 조영사업을 주관하는 ‘사람’ 의 자질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원림을 구성하는 

‘環境’ 과 ‘景觀’ 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園

治』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그의 조원관을 집약하고 있다. 즉 원렴을 조영함에 있어 누가 무엇 

을 어떻게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앞의 ‘사람’에 관한 이론을 「主者論」

으로， 뒤의 ‘環境’과 ‘景觀’에 관한 이론을 「因借論」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主者論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主者論의 골자는 원렴을 설계하여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원림의 소유자나 발주자도 

아니고， 단순한 기능공도 아닌 전문가라는 것이니， 이는 현대 조경에서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 

하는 묵은 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태도를 분명히 밝혀 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 因借論은 원림을 구성하는 因이라는 개념으로써 環境을 인식하고 다루는 접근방식을， 借라 

는 개념으로써 景觀을 인식하고 다루는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현대 조경의 주된 

과제인 환경과 경관의 조작에 대한 고전적 이론이라는 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釋明 부분에 인용되는 원문과 그 해석은 다음의 제 R 장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된 

원문의 底本은 한국에서 도서출판 造景(1990) 이 영인본으로 출판한 『園治』와， 중국에서 P勳直

이 注하고 中國建葉工業出版社(1981)가 출판한 『園}台注釋』 및 일본에서 上原敬二가 編하고 加

島書店(1975)이 출판한 『解說 園治』이다. 

또 해석에 있어서는 『園治注釋』과， 미국에서 Alison Hardie가 The Craft of Gardens이 

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Yale University Press (1988)에서 출판한 것 등을 참고로 하였다 

8) 중국의 고대 토목건축기술에 관한 역사서인 『建행給휩(1990:11)을 보면 고대 北齊에 起部라는 관청 

이 있어 모든 興造와 工E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起部掌諸興造工rrr:等事)라는 말이 나타난다. 

9) Hardie(1988)는 興造를 construc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역시 지나치게 그 뜻을 단순화한 감 
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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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興造論」을 위주로 하되 , 해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園治』의 다른 부분을 인 

용하는 바， 그 출처 역시 위의 저본과 참고본에 있다. 

ll. 譯注

曉률삐 
CD 世之興造에 專최!훌 III한데 獨聞三分E七分主A之꿇乎하느뇨? 

【世(上)의 興造에 오로지 IlI (A)을 鴻(集)하기를 主(張)하니， 어찌 “三分E七分主A"이라는 

(↑용)發을 聞하지 못하였느뇨?】 

@ 非主A也로되 能主之A也이도다 

【主A이 非로되 y能히 主之Aol도다】 

@ 古公輸巧하였고 陸雲精靈하였으나 其A皆執쭈ff者했리잇가? 

【古에 公輔(班)은 巧(妙)하였고， 陸雲은 (技)藝에 精(通)하였으나 其A이 모두 쭈와 Jf을 

執한者들이었는가?】 

@ 若1lI'1觸훌鍵是巧하고 排架是精하나操一柱를 定〔完〕不可移하면， f~以無嚴之A呼之甚確也

하도다. 

【(萬)若 IlI (A) 이 오직 離鐘에 이렇게 巧(妙)하고， 架를 排(列)함에 이렇게 精(密)하지만， 

操 하나 柱 하나를 定한 대로 移(設)함에 不可한다면， 倚(A)들은 無嚴之A으로 그것을 呼

할 것이 甚히 確(實)하도다】 

@ 故凡造作에 必先相地立基하고， 然後定其間進하고， 量其廣俠하고， 隨曲合方하도다. 

【故에 무릇 (營)造를 作함에 必히 相地와 立基를 先하고， 然後에 그 間과 進을 定하고， 그 

廣과 俠을 量하고， 曲을 隨하고 方을 合하도다】 

@ 是在主者는 能혔‘〔妙〕於得體合宜하고 未可狗率〔奉〕하도다. 

【이에 主에 在하는 者는 得體合宜에 能히 妙하고， 率에 狗함이 未可하도다】 

@ 假如基地偏缺함에 없뿔밟何必欲求其齊하리요? 

【假(令) 基地가 偏缺함과 如하매 , 降하고 散함에 있어 何必 그것의 (均)齊를 求함을 欲하리 

오?】 

@ 其屋架何必狗三五間寫進多少하리요? 半間一「 이라도 自然雅稱이니 斯所謂主A七分也이로다. 

【그 屋의 架를 何必 三五間에 抱하고 進의 多少를 罵하리요? 半間의 「집 한 채라도 自然히 

雅하고 稱하니 斯가 所謂 主A七分이로다】 

@ 第園葉之主는 ’影頁什九하고 而用E什一何也이릿가? 

【第(흰)의 園(林)의 主(A)은 오히려 什 중에서 九를 須하고， IlI (A)은 什 중에서 -을 用

해야 하니 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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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첼 
세상사람들이 어떤 건설사업을 펼치고자 할 때에 주로 기능공들을 모집하는 일에 역점을 두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건설사업을 성공시키는 데에 올바른 방향 

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그 점에 대해 먼저 논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들은 “한 건설사업에 있어 그 성콩의 30%는 기능공들에게 달려 있고.70%는 主A에 

게 달려 있다”라는 속언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항간에 전해 내려온 이와 같은 속언은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경구일 것이니 우리 역시 경청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속언에 숨은 교훈을 찾아내자변 여기에서 ‘주인’ 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 ‘主A’은 ‘主之A’， 즉 ‘기능공의 주관자’이다. 나는 이 속언에서 ‘主A’이라 하 

는 사람은 건물이나 원렴과 같은 영조물의 소유주(owner) l...}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client)가 

아니라， 기능공들을 잘 부리면서 그 건설사업을 제대로 이끌고 나아가는 園林師(master)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유주는 프로젝트 자체를 제시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의 내용과 과정에 발언권이 커 

서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대개의 건설사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직접 기능공을 부려서는 소기의 기대를 얻기 어려움은 누구나 수긍하는 점이다. 

그러면 이 ‘主之A’은 어떤 근거에 의거하여 기능공들을 부릴 수가 있는가? 그 근거는 일차 

적으로는 소유자의 위임이라는 권한에서 나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專門性

이다. 

우선 그는 직접 도구를 들고 시공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즉 그의 전문 

성은 단순한 세공기술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중국사람들이 장인의 조상이라고 우러러보는 고대의 명장 公輸盤은 재주가 교묘하였 

고， 진나라의 陸雲은 기예에 정통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도끼나 자귀와 같은 

공사도구를 직접 손에 들고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면 도구를 직접 들고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건설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전문성이 단순 기능공들에게는 없는 創意力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사람들은 기능 

공들을 평가하기를 ‘無嚴之A’ 이라고 한다. 이 말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또는 ‘감각이 없는 

사람’ 이라는 뜻이다. 왜 이런 다분히 모욕적인 평가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술자들은-물 

론 예외가 있지만- 나무나 쇠에 무늬를 아로새기거나 건축쿠조재를 짜 맞추는 단순 작업에는 

뛰어난 집중력과 재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집 짓는 일을 하는 도중에 도리나 기퉁 하나를 제 

스스로 알아서 옮기는 정도의 융통성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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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건설사업의 主A은 이런 기능공들을 잘 부리는 主之A인 동시에 창의력을 발휘하 

는 ‘主者’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제 主者의 역할과 역량은 무엇인가를 집 짓는 과정을 통해 

고찰해 보자. 

원래 집짓기와 같은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의 

환경조건을 잘 분석하여 집터를 고르는 相地와， 집의 -기능을 따져 그 집터 위에 집을 이루는 

요소들-건물，구조물， 원림 등-을 포치하는 立基의 일이다. 이 작업을 먼저 끝낸 후에야 비로 

소 건물(間)과 그 주변공간(進)과 같은 구획된 내외공간의 위치를 정하고， 그 공간들의 규모와 

형상을 정하게 된다 이때 곡선이 필요하면 제대로 콕선을， 직선이 필요하면 제대로 직선을 잡 

아가며 집을 짓는다. 

이때 주자의 역량을 갖춘 자는 “體를 얻고 宜에 들어맞도록 하는 일(得體合宜)"에 신묘한 재 

주를 보이게 된다. 이 일은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일이니 불필요한 격식이나 규칙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보면 집 지을 땅이 지세로 보아 경사가 져 있든지 형상으로 보아서 이지러진 부분 

이 있어 이를 보충하려고 할 때， 굳이 경사진 부분을 평평하게 하고 이지러진 부분이 직각이 

되도록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집의 구조와 규모를 정할 때에 굳이 3-5간에 국한하고， 

진의 크기를 굳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크기가 반 칸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초가집이라도 저절로 아름답고 어울릴 수가 있으니 , 이 

것이 이른바 “주인의 역할이 70%이다”라는 말의 뜻이다. 

그런데 건축과는 달리 제택의 원림을 짓고자 하는 주인은 오히려 90%의 역할을 해야 하고， 

기술자는 10%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醫웰 
@ 일반적으로 세상사람들이 건설사업을 일으킬 때에 오로지 기술자를 불러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건설사업의 성공이 30%는 1frA.에게 달려 있고， 70%는 主A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항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을 어찌 들어 보지 못하였는가? 

@ 여기에서 主A이라 함은 건물이나 원림과 같은 영조물의 소유주나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가 아니라， 사람을 잘 부리면서 그 건설사업을 능히 주관하는 사람 [主之A.J 이다. 

@ 그 옛날 公輸盤은 재주가 교묘하였고， 陸雲은 기예에 정통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도끼나 자귀와 같은 공사도구를 직접 손에 들고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겠는가? 

@ 만약 기술자가 그저 아로새기는 것과 같은 하찮은 재주에는 이다지도 교묘하고 간단한 시 

렁을 짜 맞추는 간단한 일에는 이다지도 꼼꼼하지만 도리 하나 기퉁 하나를 능동적으로 옮기 

지 못한다면， 세상사람들이 그를 보고 ‘융통성도 감각도 없는 사람’ [無嚴之A.J 이라고 부를 

것이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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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무릇 건설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터 살피기(相地)와 터 닦기(立基)를 먼저 끝낸 

후에야 비로소 間과 進과 같은 구획된 공간들을 배정하고 그 [間進] 크기와 넓이를 결정하 

며， 또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대로 따르고 모난 것은 모난 대로 어긋나지 않게 짓는다. 

@ 이에 주인이 되는 자는 체를 얻고 의에 맞추는 것 댐體合宜] 에 묘할 수 있고， 괜한 규칙 

에 얽매이지 않는다. 

@ 가령 부지가 될 땅이 위치로 보아 한 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형질로 보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충하려고 할 때 하필이면 가지런하기를 바라는가? 

@ 가옥의 구조를 정할 때에 하필 3-5간에 국한하고 그것에 따라서 進의 크기를 정할 필요 

가 있는가? 크기가 반 칸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초가집이라도 저절로 아름답고 어울릴 수가 있 

으니 이것이 이른바 “주인의 역할이 70%이다”라는 말의 뜻이다. 

@ 그런데 건축과는 달리 제택의 원렴을 짓고자 하는 주인은 오히려 90%의 역할을 해야 하 

고， 기술자는 10%의 역할만 하면 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屬빼 
@ 

* ‘造’ 는 營造 또는 造營으로서 建葉 · 造景 • 土木 등 건설사업을 가리킨다. 營造라는 말은 

국가의 건설관련 제도를 표현하는 용어인 營造RC표준척) . 營造法式(표준설계 및 공법) 

등에서 쓰인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營績이라는 표현을 썼다. 

Hardie (1988)는 興造를 construc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 ‘專主’ 에는 1) 오로지 주장하다. 2) 제멋대로 하다(專斷)라는 뜻이 있는데， 문맥으로 보 

아 1) 이 적합하다. 

* ‘鴻’는 비둘기라는 뜻이 아니라 모으다라는 뜻이다. 鴻集， 鴻合이라는 말이 있다. 

* ‘獨’ 에는 1) 홀로. 2) 다만 오직. 3) 어찌 4) 장차 라는 뜻이 있는데. 3)을 취한다. 

@ 

* 이 문장을 能主之A. 是主A非이라고 고치면 뜻이 좀 더 분명하지 않을까 한다. 즉 “사람 

의 주인이 능히 되는 자가 바로 주인인가? 아닌가?" 또는 “사람의 주인이 능히 되는 자 

가 바로 주인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 

* 公輸는 公輸盤(Gong Shu Ban)을 가리킨다. 홈班(Lu Ban)이라고도 한다. 이 사람은 

중국 고대인 周代(기원전 15세기경)의 이름난 장인으로서 후세에는 장인의 수호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建행給英』에 보면 『뿔子 · 公輸』펀어l 실린 구절을 벌어 “公輸盤은 초나라를 위해 운제기 

계를 만들어， 이것으로써 송나라를 침공하도록 권하였다(公輸盤앓楚造雲佛之懶械 將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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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宋)"고 한다. 雲佛는 성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다. 

또 『元中를~에는 “로반이 돌을 가지고 우공을 위해 구주도를 만들었다. 지금 낙양성 석실 

산 동북쪽의 바위에 남아 있다(齊班以石寫禹九州圖 今在洛城石室山東北嚴)"이라는 기록 

도남아 있다. 

* 陸雲은 쯤나라 사람으로서 「登臺뼈라는 글에서 누각을 건조하는 기술에 대해 정밀하게 

묘사하고있다. 

@ 

* 堆는 1) 생각하다. 2) 꾀하다. 3) 오직， 홀로. 4) .，.로써(以) 등의 뜻이 있는 바， 여기 

에서는 3)을 취한다. 

* 離鐘는 아로 새긴다， 새기어 꾸민다는 뜻이다. 이 말은 무늬를 새기고 금은을 아로 새긴 

다는 뜻으로서 장인의 하찮은 재주를 이르는 말인 離文刻鐘라는 성어의 준말일 것이다. 

* 無嚴之A은 구맹 (嚴)이 없는 사람이니 , 융통성이 없는 사람， 또는 요령이 없는 사람을 뜻 

한다. 

『莊子 · 應帝王』에 보면 “인간에게는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 일곱 구멍이 있다CA皆有七 

鏡 以視聽食息、)"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즉 보는 눈구멍 2개， 듣는 윗구멍 2개， 먹는 입 

구멍 1개， 숨쉬는 콧구멍 2개로서 모두 7개의 구멍이 있다. 

* “定不可移”라는 구절에서 두 가지 표기가 나타난다. 즉 『木經全書』 版에는 定으로Ii加島 

書店』 版에는 完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글의 뜻과， 다음 구절에서 定其間進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 문맥으로 보아 定을 취한다. 

@ 

* 故는 1) 그러므로， 고로. 2) 원래， 본래. 3) 참으로 등의 돗이 있는데， 위의 문맥으로 보 

아 2)를 취한다. 

* 間은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으로서 주로 정면에서 본 것을 말한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간의 수와 간의 길이가 결정되어야 한다. 

* 進은 중국 건축 양식에서 건물 하나와 마당 하나를 묶어서 세는 단위를 가리킨다. 

@ 

* 是는 1) 바로 잡다. 2) 옳다. 3) 이에. 4) 이. 5) 대저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3)을 취한다. 

* 體는 1) 몸，신체. 2) 수족，사지. 3) 形狀. 4) 격식. 5) 법，도리. 6) 근본，본성，본체. 7) 

행위， 행동. 8) 본받다. 9) 기르다，자라다，형체가 갖추어지다(成形). 10) 가르다，나누다 

라는 매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 글에서 得體라는 개념은 借景을 하는 목표를 뜻하고 있으므로， 體의 뜻은 3)의 形狀

이나 9)의 底形이라는 뜻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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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의 뜻에 대해서는 추후에 因借論에서 더 상세하게 논하기로 한다. 

참고로 體를 없形의 뜻으로 풀이한 가장 고전적 용례는 『詩經 · 大雅 • 行훌』에 나오는 

‘方웰方體(서로서로 다투어 무성하게 자라 형체를 이룬다)’ 이다. 또 形狀으로 풀이한 용 

례는 『周易 · 緊蘇』에 나오는 “故神￡方而易￡體” 이다. 

* 宜는 1) 마땅하다， 알맞다， 도리에 맞다(禮記· 依服異宜)， 2) 마땅히 ... 해야 한다， 3) 

화목하다， 4) 형편이 좋다(便宜)， 5) 아름답다， 6) 과연， 정말， 7) 거의， 8) 술안주 등 

매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合宜는 이 글에서 “원림의 환경적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宜는 “마땅한， 

적합한 환경”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옳다. 이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因借論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 w木經全書』 版에는 妙가 옛날 표기언 했로 표기되어 있고Ir加島書店』 版에는 妙로 표기되 

어 있다. 

* Ir木經全書』 版과 『加島書店』 版에는 해率로 되어 있으나， 陳植의 『園治注釋』을 비롯한 몇 

몇 논문들에는 抱奉으로 표기되어 있다. 抱좋은 얽매임， 구애받음， 만류받음 이라는 뜻 

을 가진 成語이다. 그러나 率에는 1) 비율， 2) 규칙， 법도 등의 뜻이 있는 바，이 역시 

뜻이 잘 통하므로 率을 택하도록 한다. 이때 率은 律과 같은 뜻이며， ‘솔’ 이 아니라 ‘률’ 

로 읽어야 한다. 

한편 鄭元勳의 『題詞』에는 抱奉觸뚫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假如는 假若， 假令과 갈은 뜻이다. 

* 없짧은 도우다， 嚴은 끼워 넣다는 뜻이니 憐缺은 보충한다는 뜻이다. 

* 偏缺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된다‘ 즉 하나는 원림을 베풀고자 하는 땅이 외딴 곳에 멀리 

떨어져 있다(偏)는 ‘位置’ 의 부적합함과， 원림을 꾸밀 때에 펼요한 조건을 다 갖추지 못 

하고 있다(缺)는 ‘形質’ 의 부족함을 뜻한다고 풀이된다 

@ 

또 하나는 땅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져있다(偏)는 ‘지형’의 부족함과， 땅의 생김새가 

반듯하지 않고 이지러진 구성이 있다(缺)는 ‘형상’ 의 부족함을 뜻한다고 풀이된다. 

앞의 풀이에 있어서 형질의 부족함은 채울 수가 있으나， 위치의 부족함은 근본적 문제이 

므로 쉽게 채울 수가 없다. 또 偏을 「興造論」의 다른 부분에서는 주로 번잡한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한적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등 나쁘지 않는 뜻으로 쓰이므로 여기에서는 

뒤의 풀이를 취한다. 또 이것이 가지런하다는 齊의 뜻과도 어울리고， 장인의 관행과도 

들어맞는다. 

* 寫는 가리다， 선택하다는 돗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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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稱은 알맞다， 어울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r은 원래 바위를 파서 지붕만 있고 벽은 허술한 바위집을 가리키지만， 작고 지붕이 퉁근 

초가집을 가리키기도 한다. 

* 進은 집과 뜰을 모두 합한 공간의 단위이다. 그러므로 進의 크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집의 크기가 정해짐에 따라서 자연히 그 집에 어울리는 플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 결과 進의 크기가 정해진다. 

@ 

* 須는 1) 쓰다， 필요로 하다， 2) 바라다， 구하다 등의 뜻이 있는 바， 여기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用과 대응한다는 돗에서 1)의 뜻을 취한다. 

什은 十과 같다. 그러나 따로 열 사람， 열 집이라는 뜻이 있고， 열 중의 하나0/10 ， 

10% , 1할)의 뜻도 있다. 

m. 釋明

主者論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計成이 「興造論」에서 기술한 관련용어를 풀이하고， 

둘째， 중국전통문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技藝에 관한 문화와 園林에 관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 

여 중국에서 원림을 발주， 설계 , 시공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해 보게 된다. 

1. F興造論』에 나타난 용어의 풀이 

(1) 두 가지 뜻 

먼저 이 글에서 主A과 관련시켜 사용한 낱말들-主A ， 主， 主之A ， 主者 등-의 의미를 풀 

이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10) 

하나는 일반적인 뜻의 主A ， 즉 영조물이나 원림의 ‘所有主’ (owner)이면서 그 조영을 전문 

가에게 맡기는 ‘發注者’ (client) 이다. 이때 主는 地主라는 말처럼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임자， 

남을 고용한 사람의 뜻이다. 

또 하나는 영조물이나 원림 소유주의 의뢰를 받아 원림을 조영하되 , 설계와 공사 감리 등의 

작업 전반에 있어 결정과 지휘를 ‘주도하는 專門家’ (master) 이다. 이때 主는 우두머리 또는 

남을 고용한 사람의 돗이다11) 

이 두 뜻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구절들을 석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主A에 관한 표현을 찾아보면 “三分E七分圭A之發乎@’ , “斯所謂圭A七分也@'， “非圭

10) 主라는 글자는 『說文解字』를 보면 “鏡中火主”라고 하여 춧대를 상형하는 王이라는 글자 위에 춧불을 
상형하는 :이 모여서 이룬 글자이다. 밤의 퉁불이 한 가족의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는 데에서 연유하여 

‘主A’을 가리키게 되었다 

11) Hardie (1988)는 전자를 owner로， 후자를 master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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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也 能主之A也(fj' “亦非主A所能멈主者@" 등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 

만 @의 뜻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이 “第園葉之主 a햄須什九 而用E什-何也(&]'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과 @의 구절이다. CD의 구절을 거두절미하고 번역하면 “삼분이 륜 

이고 칠분이 주인이다 즉 “건설사업의 성공이 30%는 륜A에게 달려 있고， 70%는 主A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것만 보아서는 ‘主A’이라는 것이 소유주 내지 발주자라고 해석될 수 

도 있고 전문가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12) 

‘主A’ 을 소유주 내지 발주자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용례는 다음과 같은 「興造論」의 다른 구 

절에서 나타난다. 즉 “원림 만들기가 교묘하고 정밀하여 쉽지 않으니 , 이 일은 기술자한테 다 

맡길 일도 아니고， 더욱이 주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반드시 적합 

한 사람을 구하여 쓰고， 마땅히 비용을 절약하여야 한다(園林巧手因借 精在體宜 愈非E作可薦

亦非主A所能自主者 須求得A 當要節用)"는 구절에서 나타나는 주인이 바로 그런 주인이다. 

그러나 계성이 主A이라는 말을 소유주 내지 발주자라는 뜻보다는 전문가라는 뜻으로 쓰고 

자 함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은 위에서 본 @의 구절이다. 이것의 뜻은 “주인이 아니로되 능 

히 사람의 주인이도다 또는 “여기에서 주인이라 함은〔영조물의 주인이 아니라〕 영조에 종사 

하는 장인들을 능히 주관하는 사람이다”라고 풀이된다. 

이 구절은 @의 구절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 일반적 영조의 성공률이 70%나 달려 

있다는 ‘주인’은 소유주 내지 발주자가 아닌 전문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 

에서는 원렴-원문에서는 第園， 즉 第E늄의 園林이라고 한다-을 영조할 때 성공률의 90%가 

主에 달려 있다고 하는 바， 이때의 主는 @의 主A인 전문가와 같은 돗이다. 

한편 @에서 나오는 主A은 소유주라는 뜻이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 主Á(소유주)과 主者(전 

문가)가 동시에 설명되고 있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에 좋은 근거가 된다. 

그래서 計成은 主A이라는 말이 발주자 내지 소유주를 뜻하기도 하고 전문가로도 풀이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이후의 문장에서는 主A이라는 말 대신에 ‘主者’ 또는 ‘主之A’ 이라 

는표현을 쓰고 있다. 

(2) 主者

여기에서 主者라는 말은 다루는 업무영역이 넓고 갖춘 역량의 수준이 매우 높은 전문가라는 

돗으로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의 자질에 대해 강조할 때에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主者의 자질에 대해 計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主者는 體를 얻고 

宜에 들어맞도록 하는 일에 매우 능하되 , 어떤 인습적 규율에 매이지 않는 자(是在主者， 能妙

於得體合宜， 末可狗率)"라고 한다. 이 자질론에서는 得體合宜함에 있어 펼요한 어떤 ‘能力’의 

탁월성도 물론이지만 인습적 규율에 매이지 않는 知的 彈力性 내지 創意性， 다시 말해 어떤 

12) 신영훈(1983)은 출처가 없이 이 구절을 한국 건축론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주언을 건 

축주라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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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向’ 의 자유로움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질을 갖춘 主者는 중국 고대의 名 IK으로서 후대에는 명인의 대명사로 일컬어 

지고 있는 公輸盤이나 陸雲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3) 主之A

한편 主之A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IKA을 주관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이 경우의 A 

은 융통성이 없는 E을 가리키므로 主之A은 다시 말해서 영조 참여자들의 업무관계를 강조할 

때에 이 말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專主鴻IK" 이라고 할 때 主는 주관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다. 

계성은 A을 주로 장인의 뜻으로 쓰고 있지만， “원림 만들기가 교묘하고 정밀하여 쉽지 않으 

니， 이 일은 기술자한테 다 맡길 일도 아니고， 더욱이 주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구하여 쓰고， 마땅히 비용을 절약하여야 한다(園林巧手因 

借 精在體宜 愈非IK作可鳥 亦非主A所能自圭훨 須求得A 當要節用) 라는 구절에서는 A을 바 

로 主者의 뜻으로 쓰고 있다. 

또 “體宜因借함에 있어 적합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울러 비용을 아낀다면 곧 이전에 

이룩한 공사를 모두 버리게 된다(體宜因借 뀔E得其A 秉之惜費 則前工#棄)"라고 할 때에도 A 

은같은뜻으로쓰인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계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에서 원림을 조영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14) 

2 園林主(owner)

(1) 私家園林

중국의 원림을 소유주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궁정에 부속되는 광대한 皇家園林과， 개인의 저 

택에 꾸며지는 私家園林， 그리고 불교사찰 및 도교 도관에 딸리는 좋觀園林으로 나눌 수가 있 

다(周維權， 1990: 7). 이 중에서 원림주가 누구냐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가원림이 

다. 엄밀하게 보면 황가원림도 황제의 사생활을 위한 원림이기는 하지만， 사가원림이라고 할 

때에는 민간의 관료， 문인， 지주 대상 등이 사사로이 소유하는 원렴에 국한된다. 

도시 안에 있는 사가원림은 城市園林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이 주택에 붙어 있는 흰園이다. 

주로 전면에 주택이 후변에 원림이 포치되는 前毛後園의 포국인데， 가끔 주택의 측면에 포치되 

13) 중국에서는 솜씨가 매우 뛰어난 장언을 工巧라고 하는데， A 즉 IftA이 솜씨만 빼어나다면 이것에 해 

당할 것이다. 한편 主之A이 만약 공공부문의 벼슬아치인 경우에는 일반 장언을 다스리는 벼슬 이름인 

工師라고 부를수 있다. 

14) Johnston0991. Ch 2)는 중국의 원림 조영에 참여하는 설계가들과 건설자들을 學者<scholar) ， 建

종흩家-造園家(architect-gardener) , 工Ift (master craftman) , 載植工(plantsman) . 風水家
(geomancer)라는 다섯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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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歸園을 이루기도 한다. 그 밖에 저택과 독립되게 조성하는 단독 원림이 있는데， 이를 游뽑 

園이라고도 한다‘ 또 성밖 교외의 경치가 좋은 곳에 꾸민 사가원림은 대개 別擊園이다.기원전 

인 춘추시대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皇家園林이 대체로 정치의 중심지였던 화북지방에 발달 

한 반면에 居代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私家園林은 주로 남쪽의 강남지방에서 많이 꾸며졌다. 

江南이란 揚子江(長江) 이남의 광활한 지역을 가리키지만， 원림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江蘇省과 성f江省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蘇州와 抗州가 특히 그 중심이다 

(Yoshikawa .1990: 135-136). 

明代에 들어서면 강남의 각지에는 다시 수많은 원림이 조영되는데 , 그 중심지는 吳興. 蘇1'1州‘'1'까1'1、'1 

常熟’ 無錫， 揚j‘l‘ l 등이다. 吳興은 지금의 折江省 湖州市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서 태호의 남 

쪽인데 수운이 편리하여 정원이 특히 발달하기 좋은 곳이었다. 이 곳의 원림의 모습은 周密、이 

지은 『吳興園林름며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시대에 최고로 정원이 발달한 곳은 蘇州이다. 특히 蘇州는 강남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많 

은 문인들이 거주하였으니 필연적으로 정원이 늘어났던 곳이다. 蘇써의 정원은 규모는 비록 작 

지만 웅대한 풍경을 전개하는 것을 특정으로 하여 인콩의 묘미와 정교한 조형이 탁월하여 다 

른 지역의 원림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명대의 원림으로서 오늘날 일부이나마 그 모습을 남 

기고 있는 것들로서는 蘇州의 抽政園과 留園의 일부， 상해의 據園과 秋露團의 일부 등을 들 수 

있다. 명대의 양식이 남아있는 원림으로서는 蘇州의 藝團 無錫의 寄陽園 퉁이 있는데， 명말과 

청초에 작정된 것들이다. 

(2) 文A 겸 官更

計成이 활약한 지역은 주로 江蘇省 일대로서， 그가 조영하였다고 전해지는 몇 개의 원림의 

원렴주를 보면 모두 문인 겸 관리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影園의 원렴주인 鄭元勳은 진사에 급 

제한 다음 하남제학검사를 역임하였으며， 특히 시와 그림에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또 쯤陸(현 

강소성 상주시)에 조영한 東第園의 원림주인 吳元은 진사에 급제한 다음 강서성 포정사와 진릉 

방백을 지냈으며. JI홈園의 원렴주인 j王士衝도 중한 벼슬을 지냈다. 그의 가장 큰 후원자인 |況大

載은 병부상서까지 지낸 문인 겸 관리로서 시인인 동시에 명말 청초의 혼란기를 살아간 풍운아 

이었다. 

현재 강소성 일대에 현존하거나 멸실된 원림이라도 그 원림주가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 

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계성이 조영하지 않은 원림의 원렴주플 역시 문인이자 관리인 것을 

볼수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의 원림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상당 기간동안 방치되었다가 

도 후대에 와서 다른 문인 겸 관리가 이를 수복하거나 재건하였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은둔이 

냐 은일을 하는 문인틀이 아니라 관직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현실 참여를 하다가 만년에 관직 

을 그만 두고 한가로운 생활을 도모하였던 사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의 재력도 상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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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강소성 일대의 문인 원림 

원림명 소재지 원림주 신분 비고 

影園 江都縣 鄭元勳(?-1644) ·진사에 급제 ·원립주이자발주자 

(현江蘇省 ·하남제학검사 역임 ·계성의 후원자 

揚州市) ·시와그림에 뛰어남 

東第園 쯤陸 吳元 ·진사에 급제 ·원립주이자발주자 

(현 江蘇省 ·강서성 포정사， 

常州市) 진릉 방백 역임 

홉륨園 鍵江(현 注士衛 ·중한역임 ·원림주이자발주자 

優徵縣) ·계성의 후원자 

網師園 蘇州 宋宗元 · 청대 건륭년간의 고관 · 남송 관리 史lE志가 조영한 

만권당의 옛터 

留園 蘇까| 徐時泰 ·명대 만력년간의 고관 ·周秉忠이 가산조영 

(1573-1619) 
劉평、 ·청대 가정년간의 고관 ·徐時泰의 원렴을 인수 

(1798) 

↑읍園 蘇州 吳惠得 ·명대의 고관 

顧文m ·청대 광서년간의 고관 ·화가任후長이 설계 

(1862-1908) 

抽政園 蘇’‘!’l 王홈:kê: ·명대 정덕년간의 어사 · 播돔의 閒居眼에 기탁한 원림 

(1509년경) 

觸園 蘇州 陸鎬 ·청대 초기의 관리 

심병성 ·청대 말기의 관리 

藝團 蘇州 文震굶 ·명대 말기의 관료 

姜貞殺 ·청대 말기의 관료 

음을짐작해 볼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송나라 시대의 李格非가 지은 『洛陽名園즙G.!를 보면 당송시대에 이르 

러 그전까지 왕후나 귀족계급이 영위하던 원림이 유식한 선비나 문인들 사이에 보급되어 가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낙양의 원렴주를 보면 문하시랑， 절도사 등 고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間大路， 1938: 122-132) 

강남에 이처럼 문인과 관리들이 주도하는 원림이 발전하게 되는 데에는 중국의 정치적 변화 

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즉 당대에 이르러 시작된 군현제도는 과거를 거쳐 발탁된 문인 겸 

관리들을 지방관으로 파견， 중앙집권제 국정의 지방행정을 맞게 하였는데， 풍광이 수려하고 물 

산이 풍부한 강남지방을 이들이 선호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 곳에 머물며 살게 되었다.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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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인물들이 항주에서 벼슬을 한 蘇東t皮와 白居易를 들 수 있다. 

또 금나라에 밀려 강남으로 내려온 남송의 임시 왕도를 1M'"에 정하게 되면서 북방의 문인， 

관리들이 대거 몰려들게 된 것도 그 요인이다. 

(3) 園林과 文A15)

그러면 문인들이 원림 조영에서 점한 위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여건이 좋으면 원림주 

로서 , 여건이 냐쁘면 원림 설계의 조언자로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중국의 문인들은 사회제도로 보아 학업에 평생을 바치기 보다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 

리가 되는 것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우며， 설령 관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친척들의 여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생활방식은 한쪽은 속세에 폼을 두고 다른 한쪽은 속세를 벗어나는 것 

이지만， 후자는 그들의 윤리로 보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 그들이 그 수단으로서 택하 

게 되는 것이 바로 원림인 것이다. 그들이 사회생활 및 가족생활에서 벗어나 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원림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마음의 짐을 덜어 놓고 자연을 완상하고 시 · 그 

림 • 서예 · 음악 등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인들이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정세가 불안하든가， 정쟁에 휩쓸 

리든지 하변 불우한 문인으로서 평생을 지낼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인들이 한 뺑의 크기 밖에 되지 않는 원림조차 직접 소유할 수는 없는 경우에도 

그들이 가진 교양과 안목은 다른 사람들의 원림을 꾸미는 데에 있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그들은 다방변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견문 역시 풍부하였으니， 원림에 담을 뜻 

이나 주제흘 선정하고， 원림의 구성을 심오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計成의 문우 曺元南가 바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는 진사에 급제하였고， 많은 글을 

남긴 문인인데， 남의 원림에서 즐겨 지냈고 특히 『園救』 대신에 『園治』라는 이름을 추천한 사 

람이다. 

(4) 大商과 園林

한편 강남은 물산이 매우 풍부하고 운하를 통한 유통이 편리하여 상인계급이 발달하였고， 특 

히 大商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정치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세력이 컸다고 하니， 이 

들 역시 관리들에 못지 않게 큰 저택과 원림을 조영하는 의지와 능력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원림주가 문인 겸 관리가 아닌 대상인 원림들은 현 江蘇省 揚州에 많이 남아있다(陳 

15) 문인이 원링주이거나 조영 조언자인 원렴응 文A훌|林(scholar garden)이라고 한다. 周維權(1990)은 
문인원렴의 맹아를 당나라시대로 보며， 송대에 와서 홍기하고， 명대와 청대와 이르러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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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周， 1983) . 이 곳은 揚州八怪라고 불리운 화가들이 많은 활동을 하던 곳이니， 대상의 원림에 

도 이들의 조언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3. 園林師(master)

앞에서 논의했던 主者論을 다시 정리하고， 여기에 중국 원림 조영의 일반적 경향을 참조하여 

‘園林師’ 의 위상과 역할을 고찰해 보자. 여기에서 원림사는 발주자와의 관계로 볼 때에 발주자 

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서 원림조영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자이고， 이렇게 무거운 책임과 큰 권 

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종합적 조형예술에 통달하여 마음에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을 만 

한 기량과 재능을 갖춘 자이다. 

(1) 원림의 조영을 주관하는 자 

계성이 主者라고 표현한 사람은 먼저 원림의 조영을 주관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조영의 진행과 성패에 있어 90%의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니(일반 건축에서는 70%) , 거의 대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主者는 어떤 일을 책임지는가? 이 점에 대하여 張家轉(1985: 176)는 主者는 計劃과 

設計와 工程을 주관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니， 사실상 조영의 전 과정을 모두 주관하는 자이다. 

이 점은 현대 조경가들의 역할이 계획 및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으로 뚜렷이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시공을 주관하는 자가 별도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계성은 이 자를 단순히 主者 主A 主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을 당시에 어떤 명칭으 

로 불렀던가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 서양의 

landscape architect를 園林建葉師， architect를 建葉師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또 옛날 중국 

에서는 원렴과 관련하여 壘山師， 假山師， 稱山師 등과 같은 말을 썼다고 하므로(陳從周， 1984: 

39) , 여기에서는 편의상 ‘園林師’ 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우선 ‘師 라는 말을 중국어에서는 “전문적인 기예를 닦은 사람(藝有專長之稱)"을 가리키며， 

의사， 약사， 악사 뿐 아니라 이발사까지도 이 말을 쓰고 있고， 또 “우두머리 (長)"를 가리키기 

도 하므로 이 園林師라는 용어는 계성의 의도에 적합하리라고 본다 16) 또 Hardie는 「興造論」

의 主者， 主A， 主 등을 master로 번역하고 있는 바， 역시 적합하다고 본다. 

(2) 발주자의 전적인 위임을 받은 자 

이 園林師는 원림의 조영에 있어 발주자의 위임을 받는 자이다. 다시 말해서 園林師가 원림 

을 가꿀 만한 능력을 갖춘 원림주를 찾아다니는 것이 기 보다는 원림주가 유능한 원림사를 물 

색， 위임을 하는 형식으로 원렴의 홍조가 이루어진다. 계성이 이룩한 몇 개의 원림은 바로 그 

런 형식을 통한 것이다. 

16) 周維權(1990: 168)은 단순히 造園家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적 용어로서 계성 당대의 

용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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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림사는 일단 원림주의 위임을 받으면 “비록 주인이 아니지만 능히 장인들의 주가 된다 

(非主A也 能主之A也)." 왜냐 하면 원림을 제대로 만드는 일은 매우 까다로워서 문외한인 원 

럼주가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고지식한 장인들에게만 전적으로 일임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림주는 위로는 자신의 뜻을 헤아려 원하는 원렴을 만들어 줄 능력이 있고 아래로는 

장인들을 잘 부려서 실제 시공을 잘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 이 필요하고， 그 적합한 사람이 

란 바로 園林師인 것이다. 

계성의 벗이자 발주자이었던 鄭元勳은 「題詞」에서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주언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원림에 대한 구상을 장인들에게는 말로 표현하여 이해시킬 수 

가 없다(主A有표擊홍 而意不能웹之工). 오히려 그들은 괜한 규칙을 들먹이면서 주인의 뜻을 

꺾어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원훈은 주장하기를 원림주는 그 구상을 제대로 표현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즉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거나 말로써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원렴주의 구상 

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여 구체적인 원림의 경계에서 구현해 낼 만한 원림사가 필요한 것이 

다. 나아가서는 원림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기대 조차 하지 않았던 경지의 원렴을 만 

들어 낼 만한 원림사가 필요한 것이다 17) 

이렇게 하자면 그 전문가는 자신이 직접 도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능력이 뛰어난 장 

인들의 손에 든 도구를 부려서(更융없릅揮運ff)-즉 장인들의 솜씨를 잘 부려서 볼 품 없는 

것을 교묘하게 하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여(使碩者巧體者通) 사람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만들 

어 주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원훈이 보기에 계성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다 18) 

그러면 위임을 받은 원림사의 권한과 책무는 무엇일까? 

첫째 그가 할 일은 원림의 ‘計劃과 設計’ 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園治』의 「園說」을 구성하 

고 있는 相地， 立基， 屋宇， 裝折 · 爛仔， 門t월， 塊桓， 輔地， 據山， 選石， 借景이라는 10대 구성 

요소에 대하여 권위 있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것이다 19) 

相地와 立基는 원림을 닦을 터의 안팎에 있는 환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물을 포치하는 

기본적 작업이다. 여기에서 相地는 부지 분석 (site analysis). 부지 선정 (site selection). 부 

지 설계 (site design)의 3가지 작업을 망라하는 작업이다. 立基는 이와 같은 부지 위에 원림 

을 구성하는 주요 건축물과 가산을 적절하게 포치하는 방식의 작업이다. 

그리고 屋宇(건축물) . 裝折(건물의 장식과 수장) . 爛杯(난간) . 門짤、(문과 창의 형태 )c. f옮펄 

17) 다음 절에 나오는 鄭元勳의 影園과 吳又予의 원렴에 관한 구절을 보면 바로 이런 경지가 이룩되었음 
을알수있다 

18) 계성은 이런 사람의 전형으로서 公輸盤과 團雲을 들고 있다. 
19)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수목을 포함한 敵直과 水景에 대한 논의가 독립된 장의 형식으로 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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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 輔地(바닥 포장) , 據山(가산) , 選石(괴석)은 원림 안에 놓여지는 각종 경물을 구체적 

으로 설계하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재료와 공법도 아울러 지시된다. 끝으로 借景은 원림 외부 

의 경관을 借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둘째 그가 할 일은 施工을 주도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I種別로 펼요한 능력 있는 장 

인들을 모아 설계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專主鴻1l'0. 이런 역할을 하는 

園林師를 계성은 主之A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공종별로 능력 있는 장언을 제대로 모으 

자면 어떤 장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그들이 기꺼이 따라나 

설 만한 명망을 이 원림사가 지니고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계성은 원림사가 시공을 주관함에 있어 원림주가 지닌 재정적 능력을 살펴서 마땅히 비용 

을 절약해야 한다(當要節用)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무에 대해서 원림주는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구하여 쓰고 마땅히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須求得A 當要節用)"라고 하기도 하고， “적 

합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울러 비용을 아낀다면 곧 이전에 이룩한 공사를 모두 버리게 

된다(體宜因借 용E得其A 薦之惜費 則前工井棄) 라고 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원림주가 당연 

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절약이 적합한 원림사의 확보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계성은 『園治』를 출판하기 전에 몇 개의 원림을 만들면서 이 비용절약의 재주를 보인 바가 

있었다. 먼저 『園治』의 서두에 나오는 計成 자신이 쓴 「自序」에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보자. 

그는 쯤陸 방백인 吳又予(吳元)의 발주를 받아서 진릉성 동쪽에 원림을 만들었는데， 원림의 면 

적은 5故-지금 면적으로는 약 3천m2-에 지나지 않았으나 다 짓고 난 다음 원림주는 “원림 

입구에서 길을 따라 나아가서 다시 나오기까지 4리 걸음에 불과한데 강남 땅의 숭경을 나 홀 

로 거둔 것 같다(從進而出計步僅四里 自得薦江南之勝 推홈獨收훗)"라고 기뻐하였다고 한다. 또 

그 원림 속에 따로 작은 집을 지었는데 비록 산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고 방은 한 말 크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한 기이한 발상이 대략 다 발휘된 것 같다라고 계성 스스 

로도 만족해 한다. 

또 정원훈을 위해 揚州 성남에 만든 影園<<그림1))은 “그 면적이 불과 십홀에 지나지 않았으 

나， 계무비에게 부탁하여 구획을 간략하게 지으니 따로 신묘하고 그욱함이 나타난다(僅廣十易 

經無否略寫區劃 別現靈뼈)"라고 한 소감이 「題詞」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재주는 중국의 조형미학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인 “적은 것으로써 많은 것을 총괄 

한다(以少總多)"는 원리를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0) 다시 말해서 그는 원림 조영에 있어 

20) 이 말은 劉鍵이 지은 『文心離龍』에서 문학창작의 기본원리로써 제시된 것이다. 그는 “적은 것으로써 
많은 것을 총괄(以少總多)"해야 하는 이유로서 “사물의 모습은 다 드러내기 어렵다(物親難盡)"는 것을 

들었다. 이 원리는 문학 뿐 아니라 회화에서도 기본원리로 받아들여졌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郭熙의 

“정수를 취한다(取精縣)"는 것이다. 홉路(1982: 268): 나아가서 이 이론은 원림 조영에도 받아들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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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影園의 복원상상도 
*자료’ 주유권(1990). p.150. 

비용 절감은 공사관리의 합리화에서 찾기 보다는 설계의 고도화에서 찾을 수 있음을 몸소 보여 

주고 또 그것을 이론으로써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마음에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이와 같은 논술은 원림사가 발주자인 원림주와 시공자인 장인 사이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 

을 위주로 한 것이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원림사가 갖추어야 할 재질과 역량은 어떠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계성 자신은 ‘主者’ 에 관한 위의 논술에서 본 것과 같이 원림이 추구하는 궁 

다. 陳從周는 『說園』에서 “뛰어난 원림은 빼어난 시구와 같다. 모두 적은 것으로써 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설계되고， 무한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園之佳者 如詩之總句 洞之小令 皆以少勝多 有不盡之意)"

라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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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경지인 “得體合宜에 능하되， 어떤 인습적 규율에 매이지 않는 자(是在主者， 홉압~þ、於得體合 

宜， 未可狗率)"라고 하면서 비교적 간략하게 논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정원훈이 쓴 글에서 나온 관련 구절들을 논술해 보기로 하자. 

그는 “계무비가 원립을 조성함에 있어 부리는 변화는 자신의 마음에 따르고 이미 이루어진 

법은 따르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의 경지에 못 미친다(此計無否之變化從心不從法 寫不可

及)"라고 하였다. 이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원림사와 장인을 구 

별하는 가장 큰 자질이다. 정원훈은 다시 장인들의 자질에 대하여 “공인은 지키는 것은 능하나 

창조하는 것은 능하지 못하다(工A能守不융않1])"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바는 정원훈이 보기에 계성은 “마음을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는다(從心不從 

法)"라고 하였으며， 계성 자신도 “원림을 만들 때에는 격식이 없다(構園無格)"이라고 논한 점 

이다. 이 말들은 그러면 園林師는 일체의 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나아가서 중국의 

원림창작에 있어 일정한 격식과 성법이 없는 것인가? 이 의문을 풀자면 여기에서 ‘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張家購， 1986: 176). 

鄭元勳은 “원렴에는 차이가 있으니 성법이 없다(園有異宜， 無成法)"이라고 하였고， 그 까닭 

은 “환경과 사람 모두 차이가 있다(地與A傷有異宜)"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즉 원림을 꾸밀 

터전의 환경이 같지 않고 원렴주의 경제적 지위나 생활방식과 심미적 취미에도 차이가 있으므 

로 당연히 같지 않은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과 땅의 차이가 그 까닭이라면 조원은 

고정되고 불변한 격식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추론은 지나친 단견이다. 즉 원럼에 있어 일정한 성법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아무 

런 법칙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화론에서 말하는 “그림에는 법이 았으되， 그림에는 정해진 법 

이 없다(畵有法， 畵無定法)"라는 이치와 같이 고도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청대의 화가이자 화론가인 石濤는 “무릇 그림이란 법의 표현이다 

(夫畵者 法之表也)"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림에는 법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릇…일에 

법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한번 그 법을 알면 곧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凡事…有法必有 

化... ~知其法 則功於化)"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림에는 정해진 법이 없고” 오히려 상황에 맞 

추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1) 

여기에서 法이라는 것은 단순히 창작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Ii"園治』에서 누누이 설파되고 

있는 것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는 지식과， 그것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무엇보다도 원림을 단순한 영조가 아닌 고도의 예술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는 감 

성이 종합， 승화된 그 무엇이 원림을 성공시키는 바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원훈이 요 

약한 “마음의 법”일 것이다. 

21) 훌路(1982) ， pp .424: 石濤(1710)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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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원의 心法은 ‘因借論’ 의 요체인 “巧子因借， 精在體宜” 인 것이다. 즉 원렴을 만드는 법 

은 바로 因借에 있으며 , 因과 借가 相補相成하면서 통일적 변증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임의의 

조작이 아닌 ‘無由’ 의 경지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다. 

(4) 종합적 조형예술에 통달한 자 

계성은 이 며林師의 전문적 기량이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별다 

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園林師는 최소한 「園說」에 나오는 10대 부문에 대해 두루 통달 

하여야 함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10대 부문을 현대적 전문 분야로 해석해 보면 조 

경 뿐 아니라 건축， 토목， 도시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현대적 용어로 풀이하면 바 

로 복합적인 대상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環境計劃家’ 내지 ‘環境設計家’ 이다 22) 이들은 환 

경계획가 내지 환경설계가일 뿐 아니라 회화나 서예에도 조예가 깊고， 나아가서 시문에도 해박 

한 多藝A들이다. 

계성은 젊었을 때에 이미 화가로서 이름을 얻었고， 특히 關소과 헤浩의 필의를 스승으로 삼 

았다고 하는 것이 「自序」 등에서 기록되어 있다. 또 그는 詩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이와 같이 조형예술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두루 꿰뚫는 원림사의 자질은 비단 계성 

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w園治』에 못지 않은 원림 이론서인 『長物志』의 저자인 文

震衝은 명대의 문인인 文徵明의 증손으로서 서화가 모두 가풍을 따랐다고 한다. 또 輔川別業이 

라는 전설적인 원림을 꾸민 당대의 王維는 시인이자 화가이었다. 그는 『畵學秘誤』이라는 책을 

남겼으며 여기에 실린 산수화비결은 남종화의 분파를 여는 길잡이가 되었다. 

童其昌<1555-1636)은 명대의 다예언으로서 서화 뿐 아니라 시문， 경사 모두에 밝았다. 그 

는 원렴과 회화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원림이 그려질 

수 있으면/내 그림은 원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특히 蘇州는 강남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많은 문인들이 거주하였으니 필연적으로 정원이 늘 

어났다. 문인 중에는 회화에도 뛰어난 이가 많아서 중기가 되면 ‘吳興畵派’가 성립되니 沈周，

文徵明， 居寅， í九英 4인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이 묘사한 산수화의 세계는 정원에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원에 견식이 높았던 문징명은 “詩情畵意”라는 개념을 정원의 

지도적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며 23) 원내에 많은 편액을 썼다고 한다. 

이들의 신분을 보면 사대부계급에 속하는 부류로서 詩文과 經史를 전공으로 하면서 서화를 

연마한 이들이 있고， 또 이들보다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서화가들로서 교양이 높은 이들이 있 

22) 이 분야 규정에 대해서 Johnston(1991 , Ch.2)은 建葉家 造園家(architect-gardener)라고 규정하 

고있다. 

23) 詩情畵意라는 말은 문학과 회화가 결합하여 이루어내는 경지를 가리킨다. 대개 시와 그림이 결합하는 

방식으로서는 1) 題없 내지 題畵詩， 2) 詩情과 畵意의 교환. 3) 詩畵-體의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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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성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술이 없으나 그가 벼슬에 뜻을 두었다 

는 점 역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는 후자의 부류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園林師나 建葉師의 업무가 오늘날처럼 전문화되지 못한 사회에서 이들은 초기에 書畵家로서 

활약하다가 이름이 나면서 원림사를 겸하거나 원림사로 이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원림사의 신분을 구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영과정에서 원림사의 예술 

적 활동의 입지가 분명하다는 것도 중요하다. 즉 원림사가 원림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사람의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이 스스로 열어준 것(雖有A作 행自天開)이며 25) 이런 경지에 도달하 

는 과정에서 원림사가 지닌 사상， 정감， 섬미적 태도 등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계성은 

「自序」에서 진릉의 오우여의 원렴을 다 짓고 나니 나의 흉중에 온축된 기이한 발상이 대략 충 

분히 발휘되어 나타냥(予뼈中所錯奇 亦覺發好略盡)"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鏡奇는 

계성이 반 평생동안 중국을 유력하면서 훌륭한 산수를 보고 그리고 느낀 풍부하고 심오한 체험 

과 강력한 창조의욕을 가리킨다. 또 이것은 마음 속에 잠재하고 있는 훌륭한 산수의 이미지인 

‘뼈中JÍ.整’ 이기도 한 것이다 26) 

4. Ifr (craftman) 

그러면 이와 같은 主者에 대응하는 E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보자.Ifr은 원래 도끼(ff)로 

써 상자(드)를 만든다는 회의문자로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일정한 기술을 

가진 직업인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木工에 국한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 나오는 E은 집을 짓거나 정원을 꾸미는 데에 필요한 모든 기능 분야에 정통한 기 

능공-木工， 표I， 石工， 敵훌E 등등-을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의 유 

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기능을 어떤 수준과 한계 속에서 발휘하는가가 중요 

하다. 

중국 역사를 보면 고대로 올라갈수록 장인들의 신분과 사회적 대우가 높았음을 볼 수 있다. 

즉 商代 초기에는 종사하는 직업을 따서 씨족의 이름을 삼았다고 하며， 선진시대에 저술된 『考

工등며를 보면 “百工의 일은 모두 聖A이 제작하였다”라는 말이 있어 그 당시 성인들은 모두 공 

구를 발명하거나 개량하였기 때문에 숭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여섯 가지 직업으 

로 제시된 것을 보면 王公 · 士大夫 · 百工 · 常A. 女子의 일이니 , 백공의 신분이 일반인들보다 

높았음을 밝혀주고 있다(許進雄， 1988: 192-195) 

계성의 글에 등장하는 公輸盤이나 陸雲 같은 명공은 이러한 IlÍA 우대시대에 활약하였던 사 

24) 옛날 중국에서 畵師(畵家)의 품격을 그 사회적 신분이나 교양의 수준에 따라 구분할 때에 신분이 비교 
적 낮고 민간에서 회화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훔工 또는 畵E이라고 한다. 여기에 비해서 사대부 신분 

의 화가는 畵士라고 한다(~中國書畵蘇典~， 347-348). 
25) ~園治 · 園說n에 나온다. 원림 조영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이다 

26) 정원훈의 『題詞』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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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다. 그러나 점차 후대로 오면서 장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기예가 보급되었고， ‘重道輕

器’사상이 나타나면서 27) 점차 장인들은 사회적 신분이 낮아지고 천대받게 된다. 

計成은 이처럼 장인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니， 이는 그의 편견이 아니라 그가 활동한 병 

나라 말기의 보편적 IftA觀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A , 즉 IftA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규정한 計成의 논의를 더 살펴 보 

기로 하자 28) 

(1) 집단의 일 구성원 

“世之興造 專主鴻1ft"이라는 구절에서 ‘鴻1ft(장인을 모으다)’의 돗을 새겨보면 장인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무리를 이루어 영조에 참여함을 알 수 있고， 그것도 능동적으 

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일거리에 따라서 원림사가 ‘모집’ 할 때 마다 이합집산하는 형 

태로 수동적으로， 간헐적으로 참여함을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조영에 참여하는 까닭은 그 

들이 개별 기능에는 능할 뿐이며 또 사회적 신분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원림 조영에 있어 참여하는 기능의 분야에 대하여 계성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w園治』의 

「園說」에서 제시된 10대 분야에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측량(相地) , 기초 토목(立基)， 건축 목 

공， 와공 및 석공(屋宇) , 건축 공예(裝折·爛杯， 門쪼、) , 토공 및 석공(塊뀔， 輔地， 據山， 選

石)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것들도 대상에 따라 다시 세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감각을 필요로 하는 借景은 장인의 몫이 아니라 원림사의 몫이었을 것이며， 選石도 돌 

을 고르는 작업 자체는 원림사가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세공 기술(çraftmanship)에 능한 자 

“lft'l觀옮鐘是巧” , 즉 “장인은 무늬를 새기고 금은을 아로 새기는 재주에는 이다지 교묘하다” 

라고 하였으니 , 장인들은 세분된 분야에서 각각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離鍵라는 말은 흔히 장인의 하찮은 재주를 이르는 말인 離文刻鐘라 

는 성어의 준말일 것이니 장인들은 각자의 재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존중을 못 받 

는 존재이다. 

중국 장인들의 뛰어난 세공기술은 건축이나 원림보다는 오히려 공예에서 더 잘 나타난다. 하 

지만 건축이나 원림의 조영에 있어서도 裝折 · 爛퓨， 門짧、， 뽑桓， 輔地 등은 공예의 차원에 속 

하는 일로서， 고도의 세공기술을 요한다. 

〈그림 2>는 중국 원림의 포지에 쓰이는 문양이다. 작은 돌을 사용하여 모자이크처럼 세심하 

게 시공하는 기술을 잘 보여 준다. 

27) 重道輕器사상은 정신을 중시하고 물질을 경시하며 의리의 파악을 중시하고 기물의 제조를 경시하는 
사상이다(李宗桂， 1988: 394-396) 

28) Hardie(1988)가 번역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뉴앙스를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Il'é을 craftman 
(專主鴻Il'é)， workman(三分Il'é) , 無嚴之A(mere mechanic)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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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輔地의 문양 
* 자료 Keswick (1991l ‘ p. 144‘ 

(3) 단순 작업에 국한된 자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主者의 지시를 따르든， 主者가 제시한 도면을 따르든 간에 주어진 업 

무만 충실하게 수행하는 단순작업이다. 

計成은 이러한 단순작업을 “간단한 시렁을 짜 맞추는 간단한 일” 이라고 예를 들고 있다. 장 

인들은 이런 간단한 일에는 매우 꼼꼼하지만(排架是精)， “도리 하나. 기둥 하나를 능동적으로 

옮기지 못한다(-操-柱 定不可移r라고 그 기능의 한계를 논하고 있다 

이런 까닭은 조영의 작업방식 자체가 고도로 세분화된 분업과 협업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 

니라. 아무리 장인이 융통성과 창의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원림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현장 

에서 자기 재량에 의해 조영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4) 직접 도구를 사용하는 자 

이들은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지시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 공사 현장에서 직접 도구를 들 

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計成은 장인들이 “도끼나 자귀를 손에 쥐는 자(其A皆執씀JT者)" 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원훈은 계성이 이들을 잘 지휘한다는 표현을 “자귀를 운용함을 능히 지휘한다(能指揮違JT)" 

라고 하고 있다 29) 

고대 중국 사람들의 도구관을 보면‘ 도구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폐해를 논하고 있음이 

29) ‘E石運JT’ 이라는 말이 있는데‘ E石이라는 고대의 명공이 자귀를 휘둘러 물건을 만드는 데에 조금도 

착오가 없었다고 하여 기예가 오묘한 경지에 이른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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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子 ·뾰慶』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30) 여기에서 도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에 의 

존하는 것을 경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도구에 의존하여 작업하는 장인들도 마찬가 

지로 경시되었다는 추론에 도달하게 된다. 

장인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경지는 요임금 시절의 목수 工健처럼 “손올 움직여 물건을 재는데 

컴퍼스와 자보다도 더 정확하였다. 그의 손가락은 그 만드는 물건과 조화를 부려 마음으로 생 

각해 볼 조차 없었다. 그러으로 그 마음이 전일해져서 외물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工睡旅而蓋 

規短 指與物化 而不以心積 故其靈臺-而不程r는 경지인 것이다 31)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장 

인이 도구보다는 자신의 신체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외계의 사물과 내부의 심경이 일 

체화된다는 것이다. 

원림 조영에 있어 특히 相地와 借景은 장인이 제 아무리 정교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미묘한 경지인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곡척과 먹줄을 부줘버리고 컴퍼 

스나 자를 버리며 공수의 손가락을 꺾어버려야 천하에는 비로소 사람들이 교묘함을 지닐 것이 

다. 그러므로 위대한 기교는 졸렬하게 보인다(앓總銷觸 而棄規短擺工僅之指 而天下始A有其巧

봇 故티 大巧若抽)"는 경지일 것이다 32) 

이와 같은 도구론은 회화론에서 주장하는 “뜻이 붓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意在筆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33) 

(5) 조형감각과 융통성이 없는 자 

計成은 단순작업에는 능숙하게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하찮은 결정도 능동적으로 내려지 못하 

는 장인-예를 들어 건축 부재 중의 작은 일 부분인 기퉁이나 도리도 능통적으로 옮기지 못하 

는 목수-들을 ‘無嚴之A’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無嚴之A’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원래 嚴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W.莊子·應 

帝王』에 보면 “인간에게는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 일곱 구멍이 있다(A皆有七鏡 以視聽食息、)"

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즉 보는 눈구멍 2개， 듣는 렛구멍 2개， 먹는 입구멍 1개， 숨쉬는 콧구 

멍 2개로서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으니， 이것들은 모두 감각기관이다. 그러므로 감각기관이 없 

다는 말은 첫째는 “조형감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둘째는 “융통성이 없이 꼭 막혔다” 

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30) “대저 활 · 쇠뇌 · 토끼그물 · 주살 따위의 기구를 쓰는 지혜가 많아지자 새들은 상공으로 어지러이 날 

게 되었고， 낚시 · 끼 · 작은 그물 · 삼태그물 · 통발 따위를 쓰는 지혜가 많아지자 물고기들은 물 속으 
로 어지러이 숨었고， 짐승 잡는 그물을 펼치는 긴 막대기 · 새 그물 • 짐승 잡는 그물 따위를 사용하는 

지혜가 많아지자 짐숭들은 들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31) W.莊子 · 達生』에 나온다. 

32) W.莊子 · 股題』에 나온다. 

33) 張彦遠은 『歷代名畵듬띠에서 “뜻이 붓보다 먼저 있고， 그링이 다해도 뜻이 남아있다(意存筆先 훔盡意 
在)"라고 하였으며， 衛夫A은 『八陣圖』에서 “뜻이 뒤에 있고 붓이 앞에 있으면 패하고， 뜻이 앞에 있 

고 붓이 뒤에 있어야 이긴다(意後筆前者敗 意前筆後者勝)"이라고 하였다. 홉路(1982)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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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감각이 없다는 해석은 정원훈이 장인들을 일컬어 “창조력이 없다(不융짧ur라고 낮게 평 

가하는 점과 서로 통한다. 한편 융통성이 없다는 해석은 역시 정원훈이 장인들을 일컬어 “지키 

는 것이 능하다(能守r라고 하거나， “규칙에 얽매인다(抱筆擺壘r이라고 한 평가하는 점과 서 

로 통한다 34) Ii"周禮 • 考工듬~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창조하고， 교묘한 재주를 가진 사람 

은 그것은 풀어낸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일러 工이라고 한다(知者創物 巧者述之 守之 世謂

之工r 이 라는 말이 있는데 , 같은 뭇이다 35) 

이와 같은 장인들은 원림에 관련된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차이가 있어 일정한 법칙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그 법칙을 스스로 만들거나 그 법칙에 스스로 묶이게 되어， 결국 창조적 조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N. 結論

계성의 興造論 중에서 主者論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구명된다. 

첫째， 이 글은 원림 조영에 관련된 참여자인 발주자(園林主)， 주관자(園林師) 및 시공자(I!E 

A)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관자인 원림사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하는 원림은 물론 私家園林이다. 

둘째， 책 이름인 “園治”가 뜻하는 것과 원림사의 권한과 책무가 불가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園治는 자연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원림을 만들어내는 일이니，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립을 꾸미는 사람은 자연의 법을 잘 알고 따르면서도 바람직한 변 

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경지의 일은 원렴주도 장인도 맡기가 어렵고， 오로지 전문가만이 맡을 수가 

있는 일이다. 계성이 主者라고 표현한 이 전문가를 園林師라고 명시하기로 한다면， 이 전문가 

는 어떤 기량을 갖춘 사람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원림의 조영을 주관하는 자인데.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발주자인 원림주의 전적인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종합적 조형예술에 통달하여 일정한 규칙과 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 따라 조형 

을 펼칠 수 있는 기량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원림사는 원렴주가 막연하게 품고 있는 생각을 구체화할 뿐 아니라， 더 높은 경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렴주만 만족시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창작 의 

욕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 원림사는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사대부계급에 속하기도 하고， 그보다 낮은 신분계 

34) r題등리」에 “工A能守不能創 抱쫓觸뿔”이라 하였다. 

35) w建햇給英~. p.40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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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 교양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여러 예술분야에 조예 

가 깊은 다예인이자 지성인들이다. 

여섯째， 이에 비해서 장인들은 각각 전문화된 분야에 속하며 도구를 직접 손에 잡고 세공기 

술을 펼치는 데에는 매우 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조형감각도 융통성도 없이 단순작업에 능하므 

로 조영을 할 때에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일곱째 , 한편 사가원렴의 원림주들은 대부분이 문인이자 관리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일 

부 지역에서는 큰 상인들도 원림주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살펴 보면. 360년 전 

에 이미 조영의 역할 분담울 고찰하고， 또 원림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성이 활약하던 시대에 이러한 구조와 역할이 보편적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더 구명해 보 

아야 할 것이지만， 계성이라는 원림사는 시대를 상당히 앞서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점은 원림을 구성하는 공종에서 鋼훌이나 水景이 소홀히 취급되고， 오 

히려 건축， 토목， 공예 등이 강조된 것으로서， 고대 중국의 조원술을 살펴 보는 단서가 될 뿐 

아니라， 현대 조원의 지향하는 바와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처럼 지성과 오성과 감성을 고루 갖춘 원림사만이 園治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 이 글에서 누누이 암시되고 있는 바， 계성의 친우들이 그를 칭송하여 당대의 인간문화재이 

고， 그의 병저인 『園}읍』는 후대의 귀감이라고 한 것이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 

할 수 있게 해 준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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