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園治 • 興造論』짧究 (2)
-因借論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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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나라 말기인 1634년에 출간된 計成의 조원이론서 『園治』의 서론인 「興造論」은 크게

“主者論”과 “因借論”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主者論은 원림의 조영사업을 주관
하는 ‘사람’ 의 자질에 관한 것이고， 因借論은 원림을 구성하는 ‘환경’ 과 ‘경관’ 을 어떻게 이해
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가에 관한 것이다.

計成은 「興造論」에서 논하기를 “園林을 만들 때에는 因借에 巧하여야 하고 體宜에 精이 있어
야 한다." (園林 巧手因借 精在體宜)라고 하였으니， 이 구절이 아마도 興造論 뿐 아니라 園治 전
체를 꿰뚫는 造園의 要앓이 아닌가 싶다.

이 연구는 “主者論”을 다룬 선행 연구에 이어서 “因借論’을 고찰하는 연구이다1) 興造論을
해석해 보면 因에 관한 이론과 借에 관한 이론의 요체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를 한데 묶어

“因借論”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因借論은 원렴 조영의 이론인 동시에

원림을 조영할 때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고 역량 있

는 원림사에게 맡겨야 하며， 그 원림사가 90% 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 즉 主者論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 主者論과 因借論이 사실은 모두 「興造論」에 구분없
이 함께 실려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陳植 (43) 은 因借를 因地借景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니 因은 因地， 借는 借景이다. 계성은 다
음의

<ll.

譯注〉에서 소개된 원문에서 因의 예로서 地形地勢의 해석과 활용， 樹木과 水體와 岩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부교수

1) 황기원 · 이유직 · 구태익 • 전영옥(1 993) ， “『園治 · 興造論』 해￥究(1): 主者論을 중심으로環境論護』
31권，

pp.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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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의 처리， 원립용 建葉物의 도입， 園路 등 공간의 처리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언급하고 있

고， 借의 예로서 좁은 의미의 차경 뿐 아니라 계절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현대적 개념으로 재해석해 보면 因， 즉 因地는 원림의 환경설계에 관한 이론이고，
借， 즉 借景은 원림의 경관설계에 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因은 원림 내부에 관
한 것이고 借는 원림 외부에 관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因借가 합일되면 원림 내외의 환경과 경
관이 모두 바람직한 상태로 조성된다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因借論을 먼저 因者論과 借者論으로 구분하여 석명한 다음 다시 종합해 보기
로 한다. 이는 張家購(1 991: 130) 가 주장하는 것처럼 “因과 借는 相補相成하며， 대립하면서도

통일되는 辦證관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園f윤』 전편에 걸쳐서 因에 관해서는 「興造論」에서 몇 구절을 논할 뿐이고 다른 항목에서는

산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유달리 借에 관해서는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깊이 다루고 있어
원림 조영에 있어 계성이 관심을 두고 있던 대상이 무엇이었던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구성은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먼저 「興造論」의 관련 문장을 역주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하여 因借論을 석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주에서 인용된 원문의 底本은 중국에

서 陳植。1 注하고 中國建葉工業出版社가 출판한 『園治注釋!J (1 98 1)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에서

도서출판 造景이 영인본으로 출판한 『園治'J (990) 및 일본에서 上元敬二가 편하고 加島書店이
출판한 『解說園治'J (975) 를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는 『園治注釋』과 미국에서

Alison Hardie 가 The Craft of Gardens(1988) 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Yale
University Press가 출판한 것 등을 참고로 하였다.
이 연구는 「興造論」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석명에 있어서는 『園治』의 다른 항목에서 나타
나는 관련 사항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위의 저본과 참고본에 그 출처를 두고 있다.

ll.

譯注

뻗빼빼

CD

園林巧予因借하고， 精在體宜하도다. 愈非 III作可寫하고， 亦非主A所能自主者하니. 須求得A
하여 當要節用하느니라.
【園林은 因借에 巧하고， 體宜에 精이 在하도다. 더욱이(愈) IlI (AJ 이 作〔成〕을 할(篇) 수
있는 것이 아니고(非) . 亦〔是〕 主A이 能히 自主하는 바(所)가 아니니(非)， 반드시(須 )A
을 得함을 求하여 마땅히 (當) (費〕用을 節〔約〕해야 하느니라】

@ 因者는 隨基勢〔之〕高下하여 體形之端lE함이로다. 廠木剛센하며 혔流石注함이로다.互相借資하
느니라. 宜享斯亨하고 宜樹斯뼈하느니라. 不防偏違하고 願置爛轉하느니라. 斯寫精而合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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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니라.

【因者는 基勢의(之) 高下를 隨하야 〔地〕形의(之) 端正을 體함이로다. 木이擬하면짧를 뻐하
며， 良을 流함에 石을 注함이로다. 互相에 借資하느니라. 亨이 宜하면 곧(斯) 흉이고 樹가
宜하면 곧(斯)樹이니라. 偏〔備〕한 違에 防하지 않고(不) 煩置觸轉하느니라. 이것(斯)을 일
러 (馬) 精으로써 (而) 合宜也라 하느니 라】

@ 借者는 園雖別內外하되 得景則無抱遠近하니

11좁뺑쏠훌秀하고 銷宇俊空하도다. 極텀所至한 바

倚則牌之하고，嘉則收之하며，不分메觸하고，盡薦煙景하니.斯所謂巧而得體者也니라.
【借者는 園〔林〕에 비록(雖) 內外가 〔區〕別하되 景올 得함에 곧(則) 遠近에 抱〔陽〕됨이 없으

니 (無) . 隔한 魔은 흉秀하고 銷宇는 空에 俊하도다. 目이 極하여 至한 바(所) 倚한 것은 곧
(則) 이를(之) 解하고， 嘉한 것은 곧(則) 이를(之) 收하며 , 뻐I健을 分하지 않고(不) 盡하여
煙景을 이루니(寫) . 이것(斯)이 이른바(所謂) 巧로써(而) 得體者也이니라】

@ 體宜因借함에 뀔E得其A하거나 薦之惜費하면 則前工井棄하리니， 郞有後起之輸雲하더라도 何
傳手世하리잇가? 予亦恐漫失其源하여 聊續式手後하고 寫好事者公뚫하노라.

【體宜因借함에 그(其)A을 得함을 안하거나(뿔) 暴하여 이 (之) 費〔用〕를 惜하면 곧(則) 前
의 工을 井棄하리니，

만약(郞) 輸(公輸盤)와 雲(陸雲)의 後起가 有하더라도 어쩨(何) 世

〔上〕에 傳하리잇가? 나(予)도 亦〔是〕 그(其) (根〕源을 漫失할까 恐하여 애오라지(聊) 後에

〔法〕式을 續하고 好事者를 寫해 公〔開〕뚫하노라】

톨睡빼
원림을 지을 때에 主A. 즉 園林士가 90%의 역할을 해야 하는 까닭은 園林 조영의 요체가
因借를 잘 하는 데에 있고， 그것이 매우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즉 원렴을 만들 때에는 주
어진 환경조건을 과학적으로 파악， 활용하는 因地-이를 환경설계라고 하자-와. 원렴 바깥의
경관을 단순한 시각적 차원이 아닌 통각적 차원에서 원렴 내부로 끌어들이는 借景-이를 경관
설계라고 하자

에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그 뿐 아니라， 因地를 함에 있어서는 자연과 인

공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制宜와， 借景을 함에 있어서는 원림 내외의 형태를 잘 살
려 내는 得體에 예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전문적인 작업은 매우 어렵고 소중한 일이라서 평범한 하급 기술자에게 맡겨

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림의 주인이 될 사랍이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역 량 있는 園林士를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만 기대하는 수준의 원림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지 모른다고

걱정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이 절약된다.
그러면 因借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는데， 因과 借를 나누어 생각해 보자.

먼저 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로 하는데‘ 그 개념이 난해하므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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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립을 만들려고 어떤 곳에 터를 잡는데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은 땅 자체의 높낮이나 생

김새이다. 산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묘미를 즐기려면 지형지세가 단조로운 것보다는 변화가
있는 쪽이 더 나을 것인 데다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원림 터 중에서 으뜸인 것은 산림 속에 있
는 것이니 원래 있는 지세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때 기복이 있는 원래 지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길을 내고 집을 짓고 한다든지 ,
더 나아가서 변화 있는 지형을 뭉개어 평지로 만든다 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하는 원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립을 만들고자 하는 땅에 있는 작은 주름은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언덕이나 계콕이나 또는 큰 바위처럼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地勢는 잘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땅의 형태적 특정이 잘 갖추어진다. 나아가서 그 곳에 이미
있던 생태계가 유지되므로 인공을 가하여 원림을 조성하더라도 그 원림은 환경적으로 매우 안

정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원림의 거시적 틀을 짜 주는 현명한 방법
인데， 因의 좋은 예이다.
이렇게 땅의 생김새를 다루고 나면 그 땅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것은 설계
의도에 맞지 않아서 제거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만 손을 보면 큰 힘을 들
이지 않고도 아주 알맞게 원립의 한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립 안에 집을 짓거나 길을 내고자 하는데 , 마침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고 하

자. 이때 집을 지을 자리를 옮기거나 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아니면 나무를 뽑거나 잘라
내거나 옮겨 심는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마땅치 않으니， 이럴 경

우에는 나무 전체를 건드리지 말고 거추장스러운 나뭇가지만 골라 잘라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이다.

또 원림 터에 저절로 생겨난 샘이 었고 그 생물이 넘쳐 땅위로 흐르고 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좋은 방법일까? 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샘물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보다는 땅위로 흐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흙 위로 흘러 물이 흐려지는 것보다는
돌 톰 사이로 말게 흐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이럴 경우에 원래 흐르는 물길을 잘 살펴서 그
흐름을 잘 살려 주면서 돌이나 바위 같은 것을 옮겨 놓거나 새로 갖다 놓거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원림 터에 있는 미시적 요소들을 잘 다루는 방법인데， 이것도 因의 좋은 예
이다.
이처럼 지형지세와 같은 거시적 틀을 잘 따르고， 나무나 샘과 같은 미시적 요소를 잘 다루는
것은 원립 안의 환경요소들이 서로 도와서 잠재력이 잘 발휘되도록 하자는 것이니， 이를 일러

互相借資， 즉 “서로 돕고 의지한다”라고 한다.

。1 처럼 원림을 구성하는 자연적인 바탕을 가꾸고 나면 아름다운 전축물을 짓고 싶어진다. 그
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축물을 제자리에 포치하는 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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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합리적이니， 어떤 형태와 용도의 건축물을 짓기에 가장

알맞는 자리를 찾아 포치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亨子를 짓고 싶으면 정자 짓
기에 알맞는 자리에 지으면 된다. 원래 정자라는 것이 기능적으로는 원림이나 자연 속에서 거
니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쉬면서 경관을 즐기도록 하는 건축물이고， 형태적으로는 지붕과 기
둥만 있고 벽체는 없어서 사방이 개방되어 조망과 통풍과 채광이 좋도록 하는 건축물이니， 원
림 안에서도 언덕처럼 사방이 트인 높은 곳이나 물가처럼 풍광이 좋은 곳에 앉히면 그만이다.
또 정자와 더불어 많이 짓는 밟라는 건축물은 편평하게 다듬은 臺 위에 짓고， 그 주변에 꽃

과 나무를 심어 경관과 건물이 서로 돋보이게 하는 것이니， 넓은 연못이나 호소 주변， 또는 꽃
밭을 가꾸기에 알맞은 평지에 앉히면 또한 그만이다.
이 원리는 원림을 구성하고자 하는 자연적 환경의 상황과 배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

물의 상호 적합성 (co-suitability) 인데， 이것 역시 因의 좋은 예이다.
그러면 원림 안을 거닐면서 즐기기 위해 길을 내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까? 원림의 오솔길은 원림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서
걷기에 편하고 쾌적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그 위치를 반드시 원림 속의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억지를 부릴 필요도 없고， 그 선형을 반드시 직선으로 셜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자연성을 살리는 방법도 있으니， 역시 因의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는 것처럼 因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것을 精而合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은 “적합성을 통한 예술적 효과“를 살리는 길이라고 풀이된다.

다음은 借에 대해 살펴보자. 借는 借景을 뜻한다. 즉 원림이 공간적으로는 비록 안팎이 구별

되지만 景觀을 확보하는 데에는 遠近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림 울타리 너머 먼 곳
에 산봉우리가 서 있는데 원림 안에서 그것을 잘 쳐다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맑게 개인 하늘 높
이 우뚝 솟아 빼어난 모습을 원림에서 즐길 수 있는 경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마침 그 산봉
우리에 터를 얻어 지은 절간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처럼 借景은 원림 밖에 있는 자연적 인공적 경관이나 경물을 원림 안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그것은 마치 경관이나 경물을 벌어 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借’景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借景을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우선 시각적으로 원림 안에서 밖을 쳐다 볼 수 있게
하는데， 눈이 먼 곳까지 닿도록， 즉 원경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니， 속된 것， 즉 단순히 눈에 보기 싫은 것일 뿐 아니라 거칠고 더러

워서 정서적으로 싫은 경관은 가려 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 그렇지

만 집 가까이에는 논밭과 같은 보통경관은 가려 버릴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관 속에 아스라이 스며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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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예에서 보는 것처럼 借라는 것이 추구하는 것을 巧而得體라고 하는데， 그 뜻은
원립 경계 밖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경물들을 시각적 차원 뿐 아니라 통각적 차원으로 끌어

들여 완전한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길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니 이처럼 體宜因借， 즉 因地制宜와 借景得體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원림을 조영함에 있어 적합한 園林士를 구하지 못하거나. 아
울러 그 비용을 어리석게 아낀다면 이전에 이룩한 공사를 모두 버리게 될 것이다.
만약 후세에 공수반과 육운과 같은 뛰어난 전문가가 나오더라도 어찌 세상에 그 뜻을 전할 수

있겠는가? 나 역시 원립 만드는 기술의 근원이 물에 잠기듯 사라져 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다음
과 같이 그 방식을 그려 기록하고， 세상의 호사가를 위해 공개하니 이 책이 곧 『園治』이다.

톨빼톨
@

원림을 만들 때에는 주어진 환경조건을 과학적으로 파악， 활용하는 因地와 바깥의 경관을
이끌어 들이는 借景에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할 뿐 아니라， 因地에 있어 자연과 인공의 상호

적합성을 살리는 制宜와 차경에 있어 원림 내외의 형태를 살리는 得體에 예술적으로 뛰어
나야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평범한 하급 기술자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렴의 주인이
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역량 있는 園林士를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
야만 기대하는 수준의 원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비용도 당연히 절약될 것이다.

@ 因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있는 기본적 지세를 따름으로써 그 지형의 형태적 특정이 갖추어지
도록 하는 것이다. 또 因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나무가 있으면 나뭇가지를 잘라 내며，

샘물이 잘 흐르게끔 돌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림 안의 환경요소들이 서로
도와서 잠재력이 잘 발휘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因이라는 것은 후을 두기에 적합한 곳에는 곧 후을 두고， 빼를 꾸미기에 적합한 곳이면
곧 樹를 꾸미는 것이다. 또 因이라는 것은 오솔길이 한 쪽에 치우쳐도 무방하며， 부드럽게
휘도록 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精而合宜， 즉 적합성을 통한 예술적 효과를 살리는
길이다.

@ 借라는 것은 원립이 공간적으로는 비록 안팎이 구별되지만 景觀을 얻는 데에는 遠近을 가리
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멀리 원림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산봉우리는 맑게 개인 하늘 높이 우

뚝 솟아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산봉우리에 터를 얻어 지은 절간 건물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림에서 밖을 쳐다 볼 때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속된 것은 곧 가려 버리고 좋은 것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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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데， 집 가까이 있는 논밭도 아름다운 풍경 속에 스며들도록 한다. 이것이 곧 巧

而得體， 즉 원림 경계 밖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경물들을 시각적 차원 뿐 아니라 통각적
차원으로 끌어들여 완전한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길이다.

@ 이처럼 體宜因借， 즉 因地밟Ij宜와 借景得體를 함에 있어 적합한 園林士를 구하지 못하거나，
아울러 그 비용을 아낀다면 곧 이전에 이룩한 공사를 모두 버리게 될 것이니， 만약 후세에
공수반과 육운 같은 뛰어난 전문가가 나오더라도 어찌 세상에 그 뜻을 전할 수 있겠는가?
나 역시 원렴 만드는 기술의 근원이 물에 잠기듯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그 방식을 그려 기록하고

세상의 호사가를 위해 공개한다.

톨빼훌l
@

* 巧는

긍정적 의미에서 뛰어난 기술， 기교를 뜻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 p .4 1 을 참조

할것.
*子는 1) ... 에，에서(늑於，在，전치사). 2) 하다.행하다(行， 동사). 3) 구하다， 가지다(늑取) 동

의 뜻이 있다.

‘巧手因借’는 1)의 뜻을 취하여
여

‘因借에 巧하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고. 2) 의 뜻을 취하

‘因借를 巧하게 하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으며

3) 의 뜻을 취하여

‘巧할 때 因借를 구

하다’ 라고 풀이할 수도 었다. 여기에서는 1) 을 취한다. 진식의 『園治注釋』에서는 巧於因
借라고 고쳐 놓고 있다.

이 말은 다음에 나오는

‘精在體宜’ 라는 말과 대구를 이루고 있다.

‘精在體宜’ 에서 在는

1)- .. 에， 에서(手와 같음)‘ 2) 았다. 3) 살피다(察) . 밝게 살피다 등의 뜻이 었다. 여기에서
는 ‘園林의 精은 體宜에 있다’ 라고 풀이한다.
*因이라는 글자는 사방을 둘러싼 일정한 구역，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토대 또는 기초를
뜻하는 口를 바탕으로 하여， 점점 더 커 가게(大) 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글자이다.
그 뜻은 1)말미암다， 원인이나 계기가 되다. 2) 의거하다. 기초를 두다. 3) 이어받다. 이어

받아 그대로 쓰다(因聽). 4) 잇닿다. 5) 친하게 하다. 친하게 따르다. 6) 따르다， 쫓다. 7)
원인을 이루는 근본(因果應報). 8) 유래， 연유， 까닭. 9) 연고， 연줄， 인연 등이다.
인간계의 상대적인 시비 · 선악의 다름에 연유하지 않고， 천지 자연의 이치에 연유한다는
뜻인 因是라는 개념을 주목할 만하다. 장자의 齊物論은 이 因是를 근본 취지로 삼는다.

* 因借에 대해서는 釋明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愈는 더욱이 라는 뜻이다.
*륜은

IRA.

원림을 만드는 저급 일꾼이다. 자세한 것은 선행 연구 「主者論」을 참조할 것.

*여기에서 主A은 園林士가 아니라 園林主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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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用은 費用이다. 뒤에 나오는 費도 같은 뜻이다.
*À.은 主À.. 主者이다. 선행 연구인 〔主者論〕을 참고할 것.

@
*楊超伯은 『園治注釋tJl 에 실린 「‘園治注釋 校勳듬c.J 에서 “基勢高下”에서 之가 탈락된 것으로

교감하고 있다. 그래서 “基勢之高下”라고 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 勢는 地勢로 풀이된다.

* 隨는 1)뒤를 쫓다. 2) 따르다. 따라가다. 3) 근거하다， 의하다 등의 뜻이다. 물이 바람을
따라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인연을 따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隨緣이라고 하므로，

‘순

리대로 따르다’는 뜻으로 풀이됨이 마땅하다. 진식 (43) 은 隨옳， 즉 “ ... 에 따라서”라고 풀
이하고 있다.

*體는 몇 가지 뭇으로 풀이된다.1)본받는다는 뜻이 었다. 2) 진식 (43) 은 體察， 즉 “자세히
관찰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3)Hardie(39) 는 “두드러지게 한다 (accentuate)" 라고 풀이
하고있다.

* 여기에서 形은 地形으로 풀이된다.
*端正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된다.1)반듯하고(端) 평평하다(正)라고 풀이된다. 즉 지형이
험악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이다. 2) 앞의 문장에서 地勢의 高下라는 말에 대한 對句로 생

각하여 지형의 끝 CiE)과 처음(端)이라고 풀이할 수 었다. 3)Hardie(39) 는 “본래 갖추고
있는(Ïntrinsic)"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癡는 거추장스럽다는 뜻이다. 즉 조망을 가린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 뻐은 나뭇가지를 잘라 내다， 햄技하다는 돗이다.
*짧는 나뭇가지이다.

*注는 모으다라는 뜻이 적합하다. 또는 물이 흐르게(果流) 돌을 사용한다(石注)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陳植(42) )은 “흐르는 샘물을 만나면 그 물이 돌 위로 흐르도록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으
며. Hardie(39) 는 “샘물의 물길을 원하는 대로 잡기 위해서 돌을 사용한다”라고 풀이하
고있다.

* 互相은

相互와 같은 뜻이다.

*借資는 톱고 의지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바탕이 되는 환경조건을 벌린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借에는 1)빌리다. 2) 빌려주다. 3) 톱다라는 뜻이 있다. 또 資에는 1) 도와주다. 2) 취하여
가지다. 3) 의지하다 4) 저장하다，쌓다. 5) 묻다. 6) 줄이다. 7) 이르다(至)라는 동사의 돗과.
1)재물. 2) 밑천， 자본. 3) 비용 등의 뭇이 었다.

*亨은 亨子를 가리킨다.빼는 평평한 臺 위에 지은 건불로서， 특히 불가나 꽂받 속에 자리잡
게 하여 경관과 건물이 서로 돋보이게 한다. 후뼈라고 하여 원립 건축물을 대표하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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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쓰인다.

*斯는 곧(則)으로 풀이된다.

* 여기에서 防은 헤살을 놓다 는 뜻이 아니라 거리끼다 는 뜻이다.
* 여기에서 偏은 한 곳에 치우치다는 뜻이기보다는 호젓하다는 뭇이 적합하다.

* 違은

지름길이 아니라 오솔길을 가리킨다. 石違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 願은

1)조아리다. 2) 갖추다. 3) 그치다， 멈추다. 4) 묵다. 5) 버리다. 6) 끌다. 7) 깨지다‘ 8)

고생하다라는 동사와 1)경례. 2) 저장이라는 명사의 뜻이 었다. 여기에서 願置라 함은 안
전하게 잘 두다， 흔들리지 않게 잘 두다라는 뜻인 煩著， 安置의 돗으로 풀이된다.
*觸轉은 부드럽게 구부러지다라는 뜻이다.

@
*If좁은 1)비가 그치다. 2)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2)를 취한다.
*뺑은 1)작은 산. 2) 길게 뻗은 좁은 산. 3) 산봉우리. 4) 산등성이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
←에서는 3) 을 취한다. 겉홍현뺨이라는 말이 있다.

* 쩔秀는 산봉우리가 높이 솟은 모양을 가리킨다. 흉立， 쩔出이라는 말이 있다.
*極目은 시력이 미치는 한 멀리 본다， 눈에 보이는 한이라는 뜻이다.

* 組宇는 귀인의 저택이라는 뜻과 절이라는 뜻이 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와 어울리는 경
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절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맞다. 銷園이라고도 하는데， 다만 銷園에
는 절이라는 뭇 이외에 수목이 울창한 검푸른 동산이라는 뜻도 었다.
*메(밭두둑. 밭의 경계) æ헨 (마당， 빈터， 밭두둑길)은 집 옆의 빈터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
는 집 가까이의 농경지로 풀이하는 것이 문맥에 맞다.

* 俊은

1) 능가하다. 2) 업신여기다. 3) 뒤섞이다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을 취한다.

俊좁之志(하늘을 능가할 만한 큰 뜻)이나. 1쫓雲之志(속세를 떠나 고상하게 별천지에서 살
고 싶은 마음)라는 말이 있으며， 이는 이 글의 組宇俊空과 잘 어울린다.

* 盡은

1)다되다. 2) 다 없어지다. 3) 그치다. 4) 죄다 보이다. 5) 맡기다 등의 뜻이 었다. 문

맥으로 보아 집 가까이의 농경지를 아스라한 경치 속에 스며들게 한다는 뜻에서 2) 를 취

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아스라한 경치 속에 맡겨 버린다는 뜻에서 3) 을 취할 수도 있다.

* 이때

寫는 이루다， 바뀌다라는 뜻이다.

*煙景은 1)煙露， 즉 놀이나 아지랑이가 끼어 있는 봄 경치. 2) 아름다운 산수. 3) 호수의 수

면에 일어나는 물안개. 4) 연기나 구름이 길게 낀 모양을 가리킨다.

@
*體宜因借는 因地制宜와 借景得體라는 개념을 요약한 말이다. 자세한 것은 <][. 釋明〉의 해
당부분을참조할것.

* 뿔는 非와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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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A은 主者를 가리킨다. 즉 역량 있는 園林士이다.
* 惜은 아낀다는 뜻이다.
* 費는 費用이다. 앞에서 나온 用과 같은 뜻이다.
*後起는 동등하거나 월등한 재능을 지닌 後輩나 後學과 같은 뭇이다.

* 聊는 1)힘입다. 의지하다. 2) 즐기다. 3) 두려워하다. 4) 멋대로. 5) 애오라지 등의 뜻이 있
는데. 5) 를 취한다.

* 公은 숨김없이 드러내다， 정식으로 나타내다 는 뭇이다. 公開로 풀이한다.

m 釋明
1.

因者論

因者論은 원림에서 因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그것이 원림을 조영함에 있어 어떤 작용을 하
는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다. 먼저 因을 위시한 주요 개념을 정의하여 보기로 하자. 해당이 되
는 구절은 위의 <ll. 역주〉에 소개된 원문의 @이다.

(1) 因
원래 因이라는 글자는 사방을 둘러싼 일정한 구역，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토대 또는 기초
를 뜻하는 口를 바탕으로 하여， 점점 더 커지게(大) 한다는 돗에서 비롯된 글자이다. 이때 주

목할 점은 口가 곧 園이라는 글자를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원림의 울타리를 뜻하고 었다는 것
이다. 園은 울타리(口)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나무(훌)가 잘 자라고 있는 환경을
뜻하니， 因은 원림 내부의 환경에 내재하는 發生能이 살아나서 바람직한 원립을 구성하게 된다
는 원리，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나아가서 원림의 내부 환경이 매우 풍요롭고 아름답게 구성된
다는 원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因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2)

여기에서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말미암다”는 뜻이다. 즉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다른 현상이나 사물의 원인이나 계기
가 된다는 돗이다. 이 말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원인， 원인을 이루는 근본， 까닭 등과 같은 뜻
이 된다.

이처럼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게 마련이니 그로써 因果라는 개념이 성립된다. 이 개념
은 원래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현대에서는 因果性 (causality) 또는 因果律(law

of

causality) 이라는 철학적 개념에도 반영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일체의 현상은 상대적 의존관
계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현상을 因이라고 하고， 나중 일어나
는 현상올 果라고 한다. 이처럼 因과 果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잠재하고 있

2)

앞의 〈注譯〉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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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因을 촉발시켜 현상을 구체화시키는 緣이 있어야만 비로소 果가 生起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因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풀이해 본다면 씨앗이라는 뜻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

다. 그 씨앗 안에는 그 생물체가 성체로 자랄 수 있는 어떤 잠재적 發生能 (development
potency) 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적합한 환경적 조건， 즉 緣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여 열매인 果를 맺는다는 개념이 성립된다.

둘째는 “따르다

“의거하다”는 뜻이다. 즉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규범이나 법칙을 준수한다는 뜻이다. 이 뭇에서 더 나아가면 “이어받아 그대로 쓴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因觀， 또는 因習이라는 말이 이 돗에 해당된다.
이 개념들을 원림에 적용시켜 보면 첫째 개념은 원림 터에 내재하는 環境因子를 가리키고，
둘째 개념은 환경인자를 살려 내는 環境開發을 가리킨다.

計成은 「興造論」 본문에서 因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因에 해당하는 몇 가지 조원행위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함으로써 因을 설명하고 있다.
。隨基勢高下 體形之端正

그는 因의 예로서 먼저 ”因者 隨基勢〔之〕高下 體形之端lE"이라고 하였다 3) 이 구절의 번역
은 다음과 같이

3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명제는 원림의 기반이

되는 땅 자체의 구조적 원리를 조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1) “因者는 基勢〔之〕高下와 體形之端lE을 隨한다

즉 “因이라는 것은 기본적 地勢의 높낮

이(高下)와， 근본적 地形의 시작과 끝(端lE)을 따르는 것이다”는 뭇으로 직역하는 것이다. 즉
땅의 기본적 지세와 지형이 부여하는 불가피하고 불가역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因이라는 것
이다.

먼저 基勢之高下의 뜻을 살펴보자. 이 말의 뜻은 비교적 간명하니 , “기본적 지세의 높낮이”
또는 “높낮이가 있는 기본적 지세”를 가리킨다. 그리고 기본적 지세라고 하는 것은 한 원립 터

에서 자질구레한 미시적 기복보다는 구릉 • 능선 • 계곡 • 산봉우리 퉁과 같은 거시적 기복올 가
리킨다.
그러나 體形之端正의 뜻은 그다지 간명하지 않다.이 말에서 體는 基와 대응하여

‘기본적’ ,

‘근본적’이라는 뜻을 가진 한정어로 풀이되므로 기본적 지세인 基勢와 근본적 지형인 體形이
주요한 개념을 이루면서 대응하게 된다.

그래서 어려움은 端正이라는 말의 뜻에 있다.이 말은 앞의 注譯에서 세 가지 뭇으로 풀이한
바 있다. 첫째는 반듯하고(端) 평평하다 (lE) 라고 풀이된다. 즉 지형이 험악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이다. 둘째는 지형의 처음(正)과 끝(端)이라고 풀이된다. 셋째는 Hardie(39) 가 풀이한 것

처럼 “본래 갖추고 있는(intrinsic) "이라고 풀이된다.

3)

基勢高下를 基勢之高下로 교정해야 함은 앞의 〈주역〉에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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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립을 베푸는 지형은 반듯하고 고르기만 하여서는 오히려 마땅하지 않다. 이 점은
계성이 원림의 터로서 가장 좋은 곳을 산림지로 꼽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따라서 端

正을 시작과 끝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적합한데

그렇다면 지형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 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사물이든지 形이라는 것은 다른 사물과 만나는 경계나 테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

서 어떤 곳의 지형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지형과 만나게 됨으
로써 그 범위가 저절로 셜정되고 지형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이 있는 지형

이라는 것은 그 형태가 뚜렷이 구별되는 어떤 지리적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었다.
계성은 「相地」에서 원림의 터로서 山*木地， 城市地， 村J.:t:地， 갖~野地， ↑旁~地， 江湖地를 꼽고

있으며 , ‘得景隨形

즉 “지형에 따라 경관을 얻는다”라고 하였으니 體形之端iE은 이런 다양한

지형의 유형 별로 가진 특정을 제대로 살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體形之端正은 “한 지형적 단
위를 특정 지우는 근본적 형태의 특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 隨는 基勢와 體形올 한정하는 동사로 쓰이는데 因과 같은 뜻이다. 즉 이 해석을 따르면

因은 隨， “순리대로 따르다”는 뭇이다.그러므로 이 문장을 다시 써 보면 “因者 隨 基勢〔之〕高下
〔及〕 體 形之端'iE" 이 된다. 이를 해석하면 “因이라는 것은 원립을 베풀고자 하는 터에 내재하

고 있는 기본적 지세의 높낮이와 근본적 지형의 형태적 특징을 순리대로 따른다”는 것이 된다.

2)

“因者는 基勢〔之〕高下를 隨하고 形之端표을 體한다

즉 “因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있는

기본적 지세를 따르고 시작과 끝이 있는 지형을 본받는다”는 뜻으로 직역하는 것이다. 즉 바탕
이 되는 地勢의 높낮이를 따르고 地形의 형태적 특성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앞의 1)과 비슷한데 다만 體를 동사인 “본받는다”라고 풀이하여 “따르다”는 隨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른 점이다.그러므로 因은 隨와 體의 뜻을 모두 가지게 된다.

이런 뜻에 맞추어 이 문장을 다시 써 보면 “因者 隨 基勢〔之〕高下 〔及〕 體 〔地〕形之端표”이
된다. “因이라는 것은 원림을 베풀고자 하는 터에 잠재하고 있는 기본적 지세의 높낮이를 순리
대로 따르고， 그 지형의 형태적 특정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3)

“因者는 基勢〔之〕高下를 隨함으로써 形之端iE을 體한다

즉 “因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있

는 기본적 지세를 따름으로써 그 지형의 형태적 특징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이때 隨는 소극적으로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울리게 한다는 행위를 뜻하며， 또
體는 동사로서 “형태가 갖추어지다

자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因은 隨와 體의 뜻을

모두 갖는다. 이 뜻에 맞추어 문장을 다시 써 보면 “因者 隨 基勢〔之〕高下하여 〔而〕 體 〔地〕形之

端正”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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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세 가지 풀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해석된 명제

1) 因者 隨 基勢〔之]高下
〔及〕 體形之端正

번역

因의 뭇

因이라는 것은 원렴을 베풀고자 하는

因=隨

터에 잠재하고 있는 기본적 지세의 높
낮이와 근본적 지형의 형태적 특정을

순리대로따르는것이다

2) 因者 隨 基勢〔之〕高下

因이라는 것은 원립을 베풀고자 하는

因=隨

〔及〕 體 〔地〕形之端正

터에 잠재하고 있는 기본적 지세의 높

因=體

낮이를 순리대로 따르고， 지형의 형태
적 특정을본받는것이다

3) 因者 隨 基勢〔之〕高下
〔而〕 體形之端표

因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있는 기본적

因

=

隨→體

지세를 따름으로써 그 지형의 잠재하
고 있는 형태적 특정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3가지 해석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과 2) 는 소극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즉 因을 땅의 기본적 지세와 지형은 왼림 조영에 있
어 불가피하고 불가역한 조건이므로， 변경을 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따르고 본받는 것이라
고해석하는것이다.
즉 因은 곧 隨라는 뜻으로서 풀이되며 , 인간이 상대적으로 열퉁한 입장에 서서 수동적으로

그 대상의 질서에 따르는 행위-변경을 가함야 거의 불가능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자연
의 거시적 툴을 형성하는 지형지세 등은 인간의 능력으로 함부로，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엄청난
대상이므로 이런 자연적 환경조건에 대해서는 'JI頂應’ (adaptation) 한다는 것이다.

3) 은 땅이 부여하는 조건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전혀 불가촉한 것도 불가변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있는 지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것에 조화되도록 원렴을 설계하여

자연의 지형에 내재하고 있는 아름다운 형태가 완전하게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因이라고 해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해석을 취할 것인가를 일단 접어두고， 관련된 논술을 우선 펼쳐 보기로 하자.

3) 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논술을 먼저 살펴보면 張家購는 因을 ‘因地制宜’ 라고 풀이
하고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1985:176;

1991:130).

즉.

“설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環境(園基)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객
관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은 항상 조원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因地制宜는

자연에 그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隨基勢高下 體形之端iE’해야 하니， 形을 因하고 勢
를 就하는 改造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

이 주장은 “隨基勢高下 體形之端표”이 곧 因地IlìIJ宜이고， 요약하면 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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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因地制宜는 “地에 因하되 宜를 制한다

다시 말해서 “땅이 부여하는 환경조건에 의거하되，

적합하게 제어한다”는 뜻이다.
또 Hardie(1988:39) 는 이 구절을 “기존의 지세를 따른다는 것(因者)은 다음과 같은 技術

중 어느 것일 수가 었다: 내재하는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形之端正을 體하기 위해서) 자연적
등고선의 기복에 조화되게 설계하는 일(基勢高下를 隨함) .

"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니 같은 부

류의 해석을 취하고 있다.
한편 1)과 2) 의 주장을 간접적이지만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논술로서는 현대 서양 조경의

개념 중에서 J.Simonds가 제시한 ‘주요 경관요소’
수 있다(1 961

(major landscape element) 개념을 들

: 28-29).4)

즉 그는 “우리〔사람〕들이 거의 변경할 수 없는 중요한 자연적 형태， 특성 및 힘들이 존재한
다. 우리들은 〔싫든 좋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계획을 그것들에

적응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변경할 수 없는 요소들에는 산맥 · 계곡 · 바닷가의 평원 · 호소 ·
대양 및 기타 지배적인 지형요소들과 같은 중요한 형태가 있고， 또 강우 · 서리 • 안개 · 수위 ·

계절 ·기온 등과 같은 중요한 특성이 있으며

바람· 간만· 조류· 기류· 풍화·성장과정 · 태양

열의 복사 • 번개 및 중력 등과 같은 중요한 힘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휘는 ‘중요한’
‘지배적’

(dominant) ,

‘압도적’

(major). ‘변경할 수 없는’ (unalterable) ,

(overwhelming)

이며， 또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등과 같이 환경의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accept) ,

우리 자신을 그것에

‘적응해야’

(adapt)

한다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동사이다.

하지만 계성은 이 논쟁에 관한 해답을 『園治』의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원림의 터는 방향에 구애받지 않으며

r相地」편을 보면

그 땅의 형세는 원래 있는 높낮이를 따른다. 문을 들어

서면 정원의 정취가 느껴지게 하고， 지형을 순리대로 따라서 경치를 만들게 한다(園基 不抱方
向 地勢 自由高低 涉門成趣 得景隨形)"이라고 하여 처음부터 원림 꾸미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을 찾되， 주어진 지세와 지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특히 山林地를 가장 좋은 곳으로 치고 었으니 자연적 지형지세가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워서
“천연의 정취를 이루고 있어 번거롭게 사람이 손을 대어 가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自成天

然之趣 不煩A事之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시 「相地」에서 “높고 평평한 터에는 정이나 대를 짓기에 알맞고‘ 낮고 움푹한
곳에는 연못을 팔 수가 있다(高方欲就亨臺 低맨可開池핍)"라고 하여 지형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4)

물론 Simonds의 주장에서 경관 (]andscape) 이라고 표현한 것은 환경 (environment) 라고 해석해야

할것이다.

5) í.相t뻐」는 『園j읍』의 卷之-에 속하며， 본문 중에서 가장 처읍 등장하는 것으로서 원림 터를 고르는 태
도와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원립을 다루는 설계적 사항도 많이 수록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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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산림지에서는 “땅을 다듬어 동굴이나 산기숨도 꾸며내고， 흙을 돋우

어 방이나 회랑과 마주 닿게 한다(擺土開其大麗 培山接以房願)"하여 인력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형지세를 개조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니 『主者論』에서 고찰한 것처럼 “집 지을 땅이 지
세로 보아 경사져 있다든지 형상으로 보아서 이지러진 부분이 있어 이를 보충하려고 할 때， 굳
이 경사진 부분을 평평하게 하고 이지러진 부분이 직각이 되도록 애쓸 필요는 없다(假如基地偏
缺 憐홉눴何必欲求其齊)"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計成은 愚公移山처럼 인력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많은 무
리가 따르는 거시적 지형지세의 변경과 조작을 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주어진 지형지세를 원림
의 설계 의도에 맞게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조작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었

다 6) 이는 계성이 논하는 원림들이 皇家園林이 아닌 私家園林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7)
鄭元勳은 「題詞」에서 “만약에 높은 산과 무성한 숲으로 이루어진 그육한 경관이 원래부터 없
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희지의 곡수연을 흉내내려고 하면...

이는 마치 못 생긴 모모같은

여인이 분바르고 연지 찍어 그 못 생긴 것을 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若本無뽕山徵*之뼈
而徒假其曲水… 不如願:母傳紹쩔朱 祝益之뼈乎)"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계성의 암묵적 의도를
잘 대변하고 있다 8)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명제의 해석은 3) 의 것을 취하는 것이 계성의 의도를 잘 파악한 것
이다. 여기에서 因의 뜻을 정리하면 “땅이 부여하는 환경조건에 의거하되， 적합하게 제어한다”
는 因地制宜라는 뜻이다. 이것을 현대적 개념으로는 “適應을 통한 成形 Cformation

through

adaptation)" 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어진 환경 조건에 적응하면서 적절히 변
화를 가하여 원하는 形을 이루어 가는 것”이 因의 한 국면이다.
。癡木뻐l 챈5 束洗L石注

한편 計成은 “因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나무가 있으면 나뭇가지를 잘라 내며， 샘물이 잘

흐르게끔 돌을 모으는 일이다(因者癡木뻐j 짧束洗L石注)"라고 하였다 9)

6)

옛날 중국에 愚公이라는 사랍이 있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태산과 왕옥산을 불편하게 생각하여 나

이가 90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작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마침내 이루었다는 고사
가 있다. 이것을 愚公移山이라고 한다명lJ子 揚問篇』에 수록되어 었다.

7)

私家園林과 皇家園林의 설명은 황기원 외(1 993). pp.124-125를 참조할 것.

8) I題詞」는 『園 i읍』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성의 벗인 정원훈이 지은 것이다.

9)

擬木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1)거추장스러운 나무라는 뜻으로서， 이미 원림 터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원림의 공간과 경관을 새로 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다. 2) 허술한 곳에는 나무를 심는다는
뜻으로서， 새로 공간과 경관을 구성하다가 보니 어딘가 허술한 곳이 나타나는데， 그 곳에 나무를 섬어

보완한다는뭇이다.
여기에서는 1)을 취하는데，

Hardie(39)

그 까닭은

嚴라는 말의 뜻이 부정적인 뜻인 데다가，

모두 1) 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식 (42)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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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설명들도 『園治』의 여러 곳에서 부연되고 있다

r，相地」의 서론을 보면 “여러 해

자라서 큰 나무가 거실의 처마나 울타리를 막아 가린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뿌리를 세우
고 가지 몇 개를 쳐내어 지붕 덮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多年樹木 顧葉會뀔 讓-步 可

以立根 빠數姬 不防封頂)"라고 한 것이나， “수원에서 흘러 나가는 물길을 잘 트이게 정비하고，

물이 흘러 J들어오는 경로를 잘 살핀다(統源之去由 察水之來歷)"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이 명제는 앞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간이 자연에 변화를 가함을 볼 수 었다.
즉 지형과 지세에 결함이 있으면 그 자체를 대규모로 보완하는 것은 어렵지만 작은 범위 내에

서는 나무가 너무 무성하거나 위치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거추장스러운 나뭇가지를 잘라 낼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또 샘물이 있는 경우 그 물이 더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돌을 옮겨 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隨基勢高下 體形之端正와顧木뻐j 提폈流石注의 실제 사례를 계성이 직접 셜계， 시

공한 원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계성은 『園治』를 쓰기 전에 중국 양자강 연안 일대에서 실제

로 원렴을 조영하여 그 이름을 날렸는데， 그 중의 하나가 쯤陸(현 캉소성 상주시)에 吳元을 위
해 지은 東第園이다. 이때 적용한 조영원리가 「自序」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0)
내가 그 터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높이가 매우 높았고， 또 그 터에 흐르는 물의 수원을 찾아보니
매우 깊었다. 키 큰 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았고， 뒤틀린 나무가지는 땅을 스치고 있었다.
나는 “이곳은 이미 지형의 기복이 심하므로 구태여 돌을 쌓아서 땅을 높일 필요도 없고 또 땅을 파내

어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키 큰 나무를 언덕의 허리깨에 높낮이가 차이 나게 심고， 구불구불
뒤틀린 나무뿌리가 돌틈에 박히게 자라도록 하면 산수화의 뜻과 완연하게 될 것업니다.

또 물가를 따라 루와 정과 대를 솟구치게 짓고， 그 그립자가 지당의 수변에 여기저기 깔리게 하며， 골
짜기를 파고 그 위에 회랑을 날아가듯 포치하면 뜻밖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오늘날에는 지형지세 조차도 중장비를 사용하여 수월하게 변경시킬 수가 있으며， 고대 중국
에서는 인력을 엄청나게 투입하여 “태산을 옮긴다”는 속언이 있을 정도로 만리장성이나 대운하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11)

이와 같은 계성의 주장은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좋은 정원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지가

좁고 공사비가 적은 사가원림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조경에서 기존 식생을 별로 고려하지 않거나 오히려 지장물처럼 여기고 우
선 모두 벌채한 다음 토지 조성 등 기반이 이루어진 다음 새로 식재를 한다든지， 기존 수체를

10)

予觀其基形最高， 而第其源最深. 홈木參天， 뾰L 樹뼈地. 予日 此製不第宜石而高， 且宜授土而下. 令홈木參
差山體， 播根없石， 행若畵意、. 依水而上樓후臺， 錯落池面， 豪整飛廠， 想出意外

11)

송휘종 (1102-1125) 은 국정을 제쳐놓고 예술에 탐닉하였는데， 원립에 대해서도 광적일 정도로 빠져들

었다. 그래서 전국의 아첨배들이 기이한 돌을 갖다바치는 일이 성행하였는데， 거임을 운반하기 위해
수문과 교량과 성곽까지 허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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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하거나 암거로 묻는다든지 하는 잘못된 방식과 대비된다

이 명제를 현대적 개념으로 풀이하면

through minor alteration'

“작은 변경을 통한 상호 적응 (co-adaptation

또는 “상호 적응을 위한 작은 변경 (minor

alteration for co-

adaptation)" 일 것이다.
여기에서 “隨基勢高下 體形之端正”과 ‘癡木뻐IJ~~ 束流石注”과 연관하여 중요한 명제는 “互相

借資”이다. 借資는 돕고 의지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바탕이 되는 환경조건을 빌린다는 뜻으
로도 풀이된다 12) 즉 원렴 안의 환경요소들이 서로 도와서 잠재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다. 互相借資를 현대적 개념으로 풀이한다면 相互 補完 (complementation) 내지 相互適應
(co-adaptation) 과 그 뜻이 통한다. 즉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의지가 서로 조정되면서 조화
로운 상태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 이것이 因이라는 것이다.

다시 Simonds(29-33) 의 주장을 벌어 이 개념을 현대적 개념으로 재해석해 보기로 하자.
그는

major landscape elements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minor landscape elements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은 “언덕， 숲， 개울， 늪지 등과 같이 우리와 같은 계획가들
이 조정 (modify)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서는 保存 (preservation) , 破壞 (destruction) 내지 除去

(removaD ,

變更 (alteration) , 彈調 (accentuation) 라는 4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다. 대상에 따라서 이 방식들이 적절하게 사용됨으로써 계성이 주장하는 互相借資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宜亨斯亨宜爛斯樹

그리고 計成은 “因이라는 것은 享을 두기에 적합한 곳에는 곧 亨을 두고， 謝를 꾸미기에 적
합한 곳이면 곧 爛를 두는 것이다(因者 宜亨斯亨 宜爛斯樹한다)"라고 하였다. 이 원리에 대해
서도 관련된 설명들이 『園?읍』의 여러 곳에서 부연되고 있다

r:相地」와 「立基」면 자체가 바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자세한 논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3)

앞에서 나온 것처럼 “높고 평평한 터에는 정이나 대를 짓기에 알맞고， 낮고 움푹한 곳에는
연못을 팔 수가 있다(高方 欲就亨臺 低맨 可開池핍)"라고 한 것이라든지， 산림지의 누각은 “구
름과 안개에 가려서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게 한다(樓開廳쫓露而出沒)"든지 “정자와 대는

못 위에 치솟은 듯 놓이게 한다(享臺突池핍)"든지， “문 밖 일대에는 계류가 휘감아 돌아 흐르
는 곳에 집을 짓고 문을 낸다(門灣-帶漢流)"라든지 하는 것들이 었다.

12)

借에는 1)빌리다， 2) 빌려주다， 3) 돕다라는 돗이 었다. 또 資에는 1)도와주다， 2) 취하여 가지다， 3) 의

지하다 4) 저장하다，쌓다， 5) 묻다， 6) 줄이다， 7) 이르다(至)라는 통사의 뭇과，1)재물， 2) 밑천， 자본，
3) 비용 둥의 뜻이 있다.

13)

I立基」는 『園治』의 卷之-에 속하며 , 본문 중에서 「相地」 다음에 퉁장한다. 원림 안에 짓는 건물의 집
터를 고르는 태도와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園治 · 興造論』冊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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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는 원림을 구성하고자 하는 자연적 환경의 상황과 배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
물의 관계 중에서 특히

‘數t뺀} 適合~’

(site

suitability) 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자를

배치하기에 가장 알맞는 조건을 갖춘 땅이 있으면 그 곳은 마땅히 정자를 둔다는 식이다.

어떤 곳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별다른 손질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자를 배치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런 곳이 많은 손질을 가하여 억지로 정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어려운 곳보
다 나을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亨謝는 원래 자리잡고 싶은 이상적 부지조건을 잠재적으로 요구

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따라서 이것은 정원 자체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도 중요하지
만 정원을 구성하는 인공물의 위치를 선정하는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亨밟를 짓는 적지 선정에 대해서 「立基」의 “亨樹基”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
다 14)

뼈를 꽃 사이에 숨기듯 포치하고， 享을 물가에 편안하게 앉히듯 포치하는 것이 원립에 아치가 생기게

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椰가 오로지 꽃 사이에만 숨어 있고 亨이 어찌 물가에만 매이겠는가?
흉이나 뼈를 짓기 알맞은 장소로서는 생물이 흐르는 대나무숲， 경물이 있는 산꼭대기， 푸른 대나무가

우거진 언덕 , 푸른 소나무가 휘감아 우거진 산기숨 퉁이다. 혹은 호수나 복수와 같은 캉변에 지어 “장
자가 물고기를 바라보던 일”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또는 창랑처럼 맑은 물에 기풍을 박고 짓기도 하
는데 灌足歌를 부를 필요는 없다.

亨子를 지을 때에는 건축양식이 분명히 있으나 그 터를 만드는 일에는 지켜야 할 준칙이 없다.

그러므로 계성은 정원의 환경조건을 면밀히 따져 보면 이와 같이 자연적 환경과 인공적 구조
물이 상호 적합한 곳， 상호 조화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相互 適合뾰 (co
suitability) 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因이라고 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 표相借資라는 개
념은 더욱 명쾌하게 적용된다.
이 역시 Simonds(4 1)가 “모든 부지마다 이상적인 용도가 있고， 모든 용도마다 이상적인 부
지가 있다 (FOR

ideal

EVERY SITE there is an ideal use. For every use there is an

siter 라고 한 명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계성이 「相地」의 끝에서 셜파한 것처럼 “땅을 잘 살펴서 원림을 만들기에
알맞은 땅을 구하게 되면 그 위에 꾸미는 원림은 저절로 완전한 형태를 얻게 된다(相地合宜 構

園得體r 라는 원리가 이 원리를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때의 因은 바로 合宜인
것이다.

14) 花間隱謝 水際安亨 斯園林而得致者. ’堆뼈止隱花間 亨胡狗水際 通꼈竹里 按景山願. 或題월皮密之阿 蒼
松播뽕之魔. 或假滾緣之上 入想觀魚

뻐i 支消浪之中 非歌灌足. 享安有式 基立無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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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妹偏짧鎭置빼轉

또 計成은 “오솔길 같은 것은 한 쪽에 치우쳐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며， 부드럽게 휘어도 그
대로 좋다. 이것도 因이다(因者 不防偏쩔 煩置觀轉)"라고 하였다. 이 명제는 두 가지로 해석된

다. 그러나 「興造論」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에 2) 의 해석이 합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원림 안에서 훈爛같이 매우 주요한 경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한 적합한 부지를 찾는 데
에 애를 써야 하지만， 오솔길과 같은 상대적으로 멀 중요한 경물은 땅의 생김새와 짜임새가 허
용하는 위치와 노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즉 重要性이라는 관점에서 정사와 오솔길의 위치에 차별을 둔다는 해석이다.

2)

정사와 같은 요소는 고정된 건축물이라서 그것을 실제로 배치하는 데에 제약조건이 많

고， 또 그것이 원림 안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경물이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 데에 애를
써야 한다. 그러나 오솔길은 원림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것

이므로 걷기에 편하고 쾌적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므로 오솔길의 위치를 반드
시 원림 속의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억지를 부렬 필요도 없고， 그 선형을 반드시 직선으로 설정
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중요성보다는 범然性이라는 관점에서 亨樓는 정사대로， 오솔길은 오솔길대로 바람직

한 위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計成 자신이 「興造論」에서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
진 대로 따르고， 모난 것은 모난 대로 따른다(隨曲合方 r 라고 할 때에 제시된 隨曲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원리이다. 또 이것은 계성이 「興造論」에서 “불필요한 격식에 매인다(힘

率)"라고 하고 정원훈이 「題릅폐」에서 “먹줄에 매인다(抱奉觸뿔)"라고 경계하는 잘못을 피하는
것도 因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때의 因은 자연성을 추구하는 合宜이자 인공성을 제어하
는制宜이다.
이 명 제 에 관하여

Hardie(39) 는

through suitability) 라고

“적 합성 을 통한 예 술적 기 교 또는 효과"

(artistry

풀이하고 있다.

참고로 계성이 『園治』 전편에 걸쳐 산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로 설치 원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같다.

1) 작은 공간을 깊고 넓게 느껴지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원로를 활용한다 (r 自序J). 계성은
『園治』를 쓰기 전에 중국 양자강 연안 일대에서 실제로 원림을 조영하여 그 이름을 날렸는데，
그 중의 하나가 쯤陸(현 강소성 상주시)에 吳元을 위해 지은 東第園이다. 吳公은 완공된 원림
에 들어서서 그 소감을 “원림의 입구에서 길을 따라 나아가서 다시 나오기까지 걸음거리를 재
어 보니 4리 밖에 되지 않는데 , 나 스스로 만족하니 강남땅의 숭경을 나 홀로 거둔 것 같다고

말할 만하구나(落成， 公喜日 “從進而出計步僅四里， 自得謂江南之勝， 推홈獨收훗)"라고 술회하면
서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園治 · 興造論』冊究 (2)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공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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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0m 2 ) 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고 깊은

원림으로 느껴지도록 꾸였는데， 그 비결은 4리 밖에 되지 않는 원로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
한 데에 었다.

2)

원림의 문을 들어서서 거닐 때에 정취가 느껴지게 한다(涉門成趣) . 즉 원림의 문을 들어

서면 곧 나타나는 원로를 통해 원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원림 내부를 이리저리 거닐게 되
는데， 關淵明이 歸去來兮離에서 “원림을 날마다 거닐어 정취가 이루어진다(園日涉以成趣)"라는
경지를 자아내게끔 원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相地d) .

3)

원림으로 들어가는 길을 구불구불하게 낸다(開쩔逢~ j파). 즉 들어서자마자 원림이 한 눈에

다 들어오게 하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하여 오히려 그 깊이를 더한다는 것이다 (1相地 • 城市地.j)，

4) 오솔길은 울타리를 둘러싸고 휘우듬하게 낸다(曲쩔曉離). 즉 촌락의 원렴에서는 울타리를
따라서 오솔길을 내는데， 반듯한 것보다는 휘우듬한 것이 분위기에 어울린다(':相地 · 村또地.j)，

5)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문을 세우고， 가까운 방과 통하는 오솔길을 낸다(設門有待來實
留쩔可通爾室). 즉 살림집의 옆이나 뒤에 붙여 꾸미는 작은 원림은 바쁜 가운데에서도 한가로
운 삶을 즐기자는 것이니 손님이 자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내는 원로는 문에서
방으로 바로 통하게끔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1相地 · 倚힘地J) .

6)

원로 주변에는 삼익을 뜻하는 식물을 심는다(쩔緣三益) . 이때 三益은 소나무， 대나무 및

매화나무이다 (1園說J )，

7) 깊고 험하여 길이 끊어진 계곡에는 다리를 걸쳐놓아서 편안하게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하
고， 날아 갈듯 치솟은 바위에는 잔도를 걸쳐놓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다(總潤安其梁 飛

嚴假其殘). 즉 산림 속에 원림을 만들 때에는 지형을 잘 이용하면서 그 경물에 어울리는 원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相地 · 山林地)，
O 因의 개념

이상과 같은 因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因은 환경을 다루는 태도와 기법인데，
주로 원림 내부의 환경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었다.

1) 因은 원립을 베풀고자 하는 후보지의 자연환경요소 중에서 지형지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원리이다. 즉 지형지세는 인력으로 크게 변경할 수 없기도 하고， 또 변
경해서도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어진 형세에 적응하면서도， 원하는 형태를 얻어내
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정한다는 원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 원리는 현대 조경에서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土地 造成 (earthwork) 의 원리
이다.

2)

因은 원렴 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요소를 다루는 원리이다. 수목 · 수류 · 암석 등

과 같은 것들이 그 대상인데， 이것들은 지형지세와는 달리 좀더 적극적으로 조작을 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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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 뻐基勢〔之〕高下 體形之端正

번역

석명

높낮이가 있는 기본적 지세를 따

適應을 통한 없形

름으로써，그 지형의 잠재하고 있

(formation through
adaptation)

는 형태적 특정이 갖추어지도록
하는것이다

2) 廳木뻐臨 良뺨L石注

거추장스러운 나무가 있으면 나
뭇가지를 잘라내며

, 생물이 잘

흐르게끔 돌을 모으는 것이다

작은 變更을 통한 相互適應

(co-adapta tion through
altertation)

minor

상호 적응을 위한 작은 변경

(minor alteration for coadaptation)
3) 宜亨斯亨宜빼斯樹

亨을 두기에 적합한 곳에는곧 亨

건축물/구조물의 敵地適合性

을 두고，

(site suitability)

뼈를 꾸미기에 적합한

곳에는 곧 빼를 두는 것이다

4)

不防偏쩔 煩置IØß轉

오솔길 같은 것은 한쪽에 치우쳐

자연성에 따른 포치와 조형

있어도 그냥 내버려 우며， 부드

(l ayout and formation by

럽게 휘어도 그대로 좋다

naturality)

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변경만 가하여 원래 었던 자연적 조

건과 가하려고 하는 인공적 조형간에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현대 조경에서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賴直， 水景 및 石物 등을 다루는
원리들이다.

3)

因은 원림 안에 지어지는 建葉物을 다루는 원리이다. 건축물 자체의 조형이 아니라 그

건축물을 어떻게 그 터에 제대로 포치 하는가를 가리키고 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천연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포치하기에 적합한 지점을 찾아내어 주변의 자
연환경과 절묘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리는 앞에서 보았던 지
형지세라든지 , 식생이나 수류 등과 같은 경물의 포치 상태를 변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찾아낼 수

가있다.

4) 因은 원림 안에 조성되는 園路를 다루는 원리이다. 원로는 원림 안의 환경과 경관을 제
대로 즐길 수 있는 체혐의 경로이고

또 원림 안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 적합하게 짜여진

관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단순한 통행로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2) 因者 精而合宜者
計成은 이와 같이 때로는 인간의 조형이 자연에 순응을 하거나， 때로는 상호 적옹을 하거나
간에 환경조건을 준수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구현하는 행위를 因이라고 하였다. 因이 원림을 합
리적으로 만드는 행위라면， 이 因의 궁극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因이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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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목표는 무엇인가?

계성은 위와 같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결국 因이 도달하게 된 상태를 표현하기를 “이것을
일러 精而合宜라고 한다(斯所謂精而合宜者也)"라고 결론짓고 있다. 즉 因의 궁극적 목표는 精
而合宜라는 것이다. 因은 환경을 적절하게 조작하는 행위이므로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環境設

計라는 전문적

‘행위’ 이고， 그 환경설계라는 행위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가 精而合宜인 것

이다.

이 精而合宜라는 명제의 해석은 매우 까다로우니 우선 이 명제의 문법적 구성을 파악해 보아
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말은 宜를 둘러싼 精과 合의 관계를 규정하는 而이다. 여러
뜻 중에서 유의한 것을 정리해 보면 而는 1) ... 와 같다(如， 若). 2) …이면(則). 3) 써(以)， 4) 및

이라는 뭇이 있다. 精而合宜는 1)을 취하면 “精은 合宜와 같다". 2) 를 취하면 “精이면 곧 合宜
다"， 3) 을 취하면 “合宜로써 精한다". 4) 를 취하면 “精宜와 合宜이다”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園治 전반에 걸쳐서 精宜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선 4) 는 제외하여도 좋다.
하지만 구문론적 고찰은 여기에서 막히므로 이제 精이라는 말과 宜(合宜)의 뜻을 살펴보아야
어느 해석이 옳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0精

『園治』 전반에 걸쳐서 精이라는 말은 “因者 精而合宜
是精”와 같은 명제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陸雲精藝

“園林 精在體宜

“陸雲精藝

“排架

즉 고대의 명장 육운은 기예에 정통하

였다 하는 말에서 精은 정통하다， 뛰어나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精은 예술가의 수완

(artistic wor kmanship). 뛰 어 난 예술성 (artistic talent) 를 뜻하는 영 어 의 artistry와 상
응한다.
한편 “排架是精’은 평범한 IRA이 건축구조재를 짜 맞추는 일에 꼼꼼하다， 치멸하다는 뜻이
니， 여기에서 精은 고지식하게 치밀하다 (simple-minded elaboration) 는 뜻이다. 이 말은

앞의 artistry라는 뜻의 精과 서로 통하기도 하지만， 장인이 융통성도 없고 예술적 감각도 없
음을 얄잡아 보는 예로서 쓰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園林 精在體宜”는 원림의 精은 體宜에 었다， 원립은 體宜에 精이 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 精은 예술성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根本， 률麗 (essence) 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하지

만 이 말은 “巧宇因借”라는 말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예술성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더 적합하
다고본다.
이와 같은 몇 개의 용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精의 공통적 뜻은 藝짜@뾰 (artistry) 이다.
。宜

宜라는 글자는 땅위에 있는 집안에 많은 물건을 쌓아 둔 형상에서 유래한 글자로서 , “안심하
고 정착하다”는 뜻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마땅하다’ 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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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는 1)마땅하다， 알맞다， 도리에 맞다. 2) 마땅히 …해야 한다. 3) 화목하다. 4) 형편이 좋다

(便宜). 5) 아름답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뜻이 었다.
계성은 『園治』 전반에 걸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r.興造論」에서는 “園林 精在體

宜

“因者精而合宜

“體宜因借

“主者 융밟少得體合宜”가 나오고r.園說」에서는 “쯤、隔無抱 隨

宜合用”이 나온다. 또 「相地」에서는 “相地合宜 構園得體”가 나오며

r立基」에서는 “格式隨宜”

라는말에 나타난다.

계성은 이런 용례에서 宜라는 개념을 ‘마땅하다’ 는 뜻으로 쓰고 있다. 현대적 개념으로 때

宜는 어느 일정한 환경 속에

‘잠재하고 있는 적합성’

(potential suitability) 이다. 즉 환경은

어떤 용도이든 어떤 변화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용도， 특정한 변화에 적합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았으며， 그 한계 내의 적합성은 그 환경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인간의 의도적
조작에 의해 발현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환경의 잠재적 성능에는 인간의 의도에 도웅이 되는 것도 있고 방해가 되는 것도 있

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宜는 ‘긍정적 잠재력’

(positive

potentiality)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合宜， 즉 宜에 合한다는 말은 “잠재적 적합성에 부합한다

더 확실하게는 “잠재하고

있는 긍정적 잠재력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원렴을 베풀 어떤 환경이 이미 마땅하게 어떤 원림
구성의 원리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즉 宜를 갖추고 있으며， 원림의 조영은 그 원리인
宜에 부합하도록， 또는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이 작용하여 변화를 가하지만 어디까지나 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宜에 부합하
게 변화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성은 이 적합성이 잠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화하고 부정적인 부

분을 소극화함으로써 발현된다고 본다. “顧木뻐j 짧쳤流石注”하는 까닭과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0 精而合宜

이제 다시 精而合宜로 논의를 돌려보자. 앞에서 원림을 만둠에 있어 因은 因地制宜한다는 행

위로 풀이되었다. 이 因地옮Ij宜는 “땅이 부여하는 환경조건에 의거하되， 적합하게 제어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따르되 제어한다(隨而制

follow

but

controD" 는 돗이다. 이

원림의 因(因地制宜)는 결국 精而合宜라고 하였으니 因의 궁극적 목적은 合宜이고， 그것에 도
달하기 위한 수단은 精이라는 뜻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合宜가 환경의 조건에 부합하려는 인간의
을 조정하려는 인간의

‘태도’ 에 관한 개념이라면 精은 환경의 조건

‘기량 에 관한 개념이다. 그러나 合宜라는 태도는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隨宜 (following) 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조정을 도모하는 制宜 (controD 를 포함한다. 또 精이
라는 기술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예술성이 중심이 된 기량이다.

그러므로 다시 精而合宜를 구문론적으로 보면 “精으로써 合宜한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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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본다. 즉 “園林 因者 精而合宜者也”라는 명제는 “원림에서 因이라는 것은 精으로써 合
宜하는 것이다”라고 풀이되며，

“원림에서 환경을 따르되 제어한다는 것은 예술적 기량을 발휘

하여 잠재하는 환경적 적합성에 부합하도록 한다”라고 풀이된다.
그래서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因은 환경을 적절하게 조작하는 행위이니 環境設計라는 전

문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환경설계라는 행위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지향하는

태도는 合宜라는 환경적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합의에 도달하는 전문적 행위를 구성
하는 기량은 예술적 기량인 精이라고 볼 수 있다，

(3)

w園治』의 因

그러면 계성이 「興造論」에서 논한 因者論， 즉 환경설계의 태도와 기법이 『園治』 전편에 걸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다른 항목에서도 간간이 발견되지만 因者論의 구
체적 사실은 「相地」와 「立基」라는 두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0 相地

「相地」는 그 내용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뜻을 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相地는 원림을 꾸밀 부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數地 分析’ (si te analysis) 이다 따라서
이 말을 풀이하면 ‘터 살피기’ 가 된다. 부지 분석을 광역적으로 하게 되면 적합한 부지 자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일단 선정된 부지 내부의 세부적 상황을 미시적으로 조사， 관찰
하여 원림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을 포치하는 적지를 찾아내는 역할도 한다.

2)

相地는 원립을 꾸밀 적합한 부지를 가려내어 선택하는 ‘數地 選定’

(site

selection) 이다.

이것은 앞의 부지 분석이 있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병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말은 ‘터 고르기’ 라고 풀이된다.

3) 相地는 선정된 부지를 다스리는 ‘數地 設計’ (site design)O]7] 도 하다. 이 점은 생소한
개념일지도 모르겠으나

r相地」의 내용을 보면 부지 안에 각종 경물을 포치하는 원리와 기법이

상당히 깊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相地의 대상이 되는 地는 1) 지표상의 일부분으로서 그 위에 원림을 꾸밀 수 있는 부
지 자체이기도 하지만. 2) 그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數地 條件 (site condition) 이기도
하다.

결국 相地는 相도 그러하고 地도 그러하듯 원림을 꾸밀 만한 ‘바탕’

Oand base) 를 찾아내

는 작업인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과학과 기술적 안목에서 분석하고 선정하고 설계하는 차원

을 넘어서서 문화적이고도 생태적으로 심오한 경지에서 ‘생각한다’ (相)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
다. 그리고 「興造論」과 「園說」에서 나오듯 부지의 자연적 조건과 인간의 인위적 의지가 서로
(相) 만나는，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相地論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相地하는 일반론에 해당하는 서론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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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부분은 계성이 적합하다고 보는 6가지 부지의 유형 별로 相地의 원리와 기법을 각각 논하

고 있는 각론이다. 이 6가지의 유형은 1)버林地. 2) 城市地. 3) 했野地. 4) 村도地. 5H旁흰地，
6) 江戶地인데， 이것들은 계성이 독창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이 아니라 이미 수 천 년 동안 중국
원립문화에서 경험적으로 추출된 유형 임을 알 수 었다.

그리고 각 유형별 相地論의 내용들은 경험적으로 사용된 원리와 기법들 중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 내고， 그것에 계성이 사고하고 경험한 원리와 기법들을 보태어 정리힌
것으로 추정된다.
。立基

「立基」는 원림 안에 짓는 건축물의 집터를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이론과 기술이다. 因과 관
련된 사항들을 골라 보면 다음과 같다.

원립에 지을 건축물의 터를 잡을 때에는 건축물의 특성과 원립 전체 부지의 특성을 잘 감안
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무턱대고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한 설계 의도를 잘 지키고 그 의도에 따라서 건물들을 배열하고 포치하여야 한다. 이때 경
계가 분명하도록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반드시 내부공간올 넓게 잡아서 공지가 많이 남아 있
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렴 안에 한 건축물만 짓지 않고 여러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건축물의 유형 중에서 廳，堂， 館舍처럼 정형적이고 이용이 빈번한 것의 자리를 먼저 잡으며，
그런 다음 남은 땅에 亨子나 臺를 지어야 한다.

건축물의 부지를 잡을 때에는 좋은 경관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청이나 당과 같은 건물의 경우 남향으로 포치하여 묘미를 얼도록 하여야 한다. 또 회랑은 구불
구불하게 짓고 누각은 높게 짓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건축물의 격식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 건축물에 맞추어
부지를 억지로 돋어고치는 어리석음은 피하도록 한다. 또 집을 지을 때에는 시기를 잘 선택해

야 한다. 그 뿐 아니라 건축물의 면적도 부지의 조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건축물의 터를 장는 원칙인데

r立基」에서는 廳堂， 樓聞， 門樓， 書房， 亨

謝， 願房이라는 주요 건축물의 유형 별로 터 잡는 원칙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假山은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터 잡는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건축물 외에도 門， 假山， 池樓，울타리 등과 같은 구조물 내지 조형물의 터를 잡는 원칙을 다루
고 있을 뿐 아니라 樹直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因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다
음과같다.

기존 수목은 한 두 그루 골라서 마당 가운데에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하며. 숲의 나무를 베
어 공간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어진 환경 조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또 울타리 곁에는 도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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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치를 느끼게끔 국화를 심는다고 하니， 울타리를 배치할 때 국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리
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 굽이굽이 휘어진 둑 위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어

울리게 한다. 그욱한 곳에는 대나무를 심고， 경치가 어울리는 곳에는 꽃을 심는다 . i也#홈을 만들
때에는 풍향을 감안하여 연꽃 향기가 전해지고， 또 달이 잘 비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다.
또 차경을 위하여 토공사를 하는 요령도 제시하고 있으니 경관과 환경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즉 흥을 즐기고 짚으면 거친 틀판을 벌리 내다보고

씩씩하게 보고 짚으면 높

은 산봉우리를 우러러 보도록 하는 것이 좋으므로 높은 언덕은 더욱 북돋우어 높게 하여도 좋

고， 낮은 땅은 굴착을 하여 더욱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立基의 원리에 대하여 i뭘鍾平(37-46) 은 “산수를 위주로 하고， 건축이 이것을 따른

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2.

借者論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宜는 환경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因은 宜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이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하여 도달하는 수준은 合宜이고， 그 도달하는
수단은 精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因者精而合宜와 대응하는 개념은 借者巧而得體이다. 여기에서 宜에 대응하는 것은
體로서 이는 環境이 아니라 景觀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경관의 바람직한 수준， 이상

적 수준은 得體이며， 이는 환경의 바랍직한 수준인 合宜와 대응한다. 그 得體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借라고 보는데， 이는 因과 대응한다. 또 이 得體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巧體라고 볼
수었다.

(1) <<"園治』의 「借景論」
借景이란 조경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경관(景)을 벌어 온다(借)"는 행위 개념을 가리키는 용
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벌어 온(借) 경관(景)"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전자를
영어권에서는

view borrowing ,

후자를

borrowed

view라고 한다. 이때 경관은 포괄적인

landscape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경관， 보기 좋은 경관인 scencry의 개념이다. 그래서 景은

景致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그러면 왜 借景을 하는 것인가? 그 근본 이유를 고찰해 보면 1)원림이 갖는 공간적 규모의
한계의 극복， 2) 원림을 조영하는 경제력의 한계의 극복， 3) 인간의 시각 구조가 갖는 신체적
능력의 한계 극복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차경은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소극적

수단으로서 쓰이지만 전통시대의 중국인틀의 자연관

즉 4) 세속적 의무와 탈속적 은일의 갈퉁

해소라는 점과， 5) 內向性 布局을 위주로 한 원림 문화의 특정에 기인하여 널리 쓰이게 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16)

15)

Hardie (1 19) 는 借景을 “자연 경치의 활용 (making

use of Natural

Scenery)" 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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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借景이라는 개념과 기법은 예전부터 조경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산수화에
서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한 이론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 가장 오

래 된 것은 아마도 計成의 『園治』일 것으로 추정된다.
계성보다 약 30년 후배인 李懶가 지은 『쏠쳤偶集』에서도 “경관을 취하는 것은 벌어 옴에 있

다(取景在借)"라는 명제가 발견되지만17)

그 내용은 매우 건물이나 선박의 창틀을 마치 그림

틀처럽 만들거나 창 자체를 그림으로 만들어 推景이라는 구도를 통해서 외경을 차경하는 광경

의 기법에 국한되어 있다 18) 즉 推景 (framed view) 은 틀 자체의 처리에 중점을 두는 기법이
라면 借景은 일반적으로 원외의 경을 원내로 끌어 드리는 기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19)
또 청대의 화가이자 화론가인 石濤가 지은 『石濤盡융』에서도 ‘借景’ 이라는 말과 그 이론이
나타나지만， 거시적 경관이 무미건조할 경우 실제로는 그 경관에 존재하지 않는 생동하는 미시
적 경물을 벌어 와서 산수화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기법에 관한 것이므로 원림의 차경과는 상당
히 다르다 20)

16)

내향성 포국은 원림이 울타리나 건물 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 공간에 조성되어 내부지향성을 갖게

하는 포치 방식이다. 자세한 것은 影-問 (33-36) 을 참조할 것

17) 명대에는 기예와 지식에 관하여 전문적인 저술을 하는 풍조가 일었는데. 원림 조영에 관한 저서도 그
런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明末↑· 淸初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計成의 『園治J ， 文

徵明의 『長物志~ , 李演의 『쏠줬偶集』이 그것이다 李懶는 計成이나 文徵明에 비해 약 30년 늦게 태어
난 사람으로서 매우 예민한 관찰 능력을 지녔고， 글쓰는 재주도 뛰어나서 독창적인 저술을 남겼다.

『쏠줬偶集』은 일명

r_家言』이라고도 하는데， 그 4권이 「居室部」이며，

“取景在借”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間大路，

18)

거실부의 제 2장인 짤爛에서

1938 , 351-362).

樞景이나 借景 모두 공간의 층차를 활용하여 경물을 상호 삼투시키는 기법이다. 影-剛(1 989) ，

64-

65.
19)

여기에서 李演가 제시한 차경의 기법은 다음과 같은 樞景 (framed view) 의 효과를 활용한 것이다(閒
大路，

1943: 154-155).

。扁面形 船줬、: 선박의 선창을 부채꼴로 만들어 좌우에 설치하면， 양안의 아름다운 경관이 부채 속에

들어오므로 마치 부채에 그린 그림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 선박이 서서히 나아가면 그 경관이 부채 속
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일정한 경관이 되지 않고 더욱 다양하고 동태적인 경관을 창출한다.

o R，隔忽， 無心畵; 산올 바라볼 수 있는 허창을 만들고 그 창틀의 상하좌우에 종이와 헝갚윷 불여 일

종의 테두리를 붙이고 그 가운데를 비워 둔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통해 집 뒤의 산수를 바라보면 창
은 창이 아니고 한 폭의 그립이 된다.
。梅웠: 매화의 늙은 가지를 가져와서 창의 아래위 양방으로 하고 거기에다 천을 잘라 그림을 만들어

붙이면 엄연하게 살아 있는 매화의 아취를 나타낸다.
。山水圖왔· 비단을 발라 絲짧을 만들고 거기에 燈色의 花鳥를 그린다. 밥이 되어 실내에 주燈을 켜면

밖에서 이를 볼 수가 있어서 하나의 扁面;燈이 되고‘ 낮에 실내에서 보면 빛이 서로 비추어서 燈을 보
든 것과다를 바가없다.
。 R福恩圖式: 앞에서 말한 R福짧、을 때로는 혜쇄하여야 할 때가 있다. 그 때에는 木隔 一扁을 만들고
名畵 한 폭을 표구하여 창 속에 접어넣으면 역시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이는 R福짧、이나 無心畵의 경
지를 벗어난 것이다.

20)

r.石濤畵論 • 路쩔章 第十-J 에 “아득하고 어둑어둑한 텅 빈 산처럼 무언가 살아 움직이지 않은 때에

싱그럽게 늘어진 어린 버드나무 가지， 어린 뱃가지， 여울을 가로지르는 다리， 초가로 이은 누각과 같
은 것을 세밀하고 확실한 선으로 그려 강조하는 기법을 차경이라고 한다(如空山좁혹， 無物生態， 借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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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園治』의 서론에 해당하는 「興造論」에 수록된 “借者論”과 「卷三 • 借景」에 수록된

“借景論”을 바탕으로 하여 계성이 생각한 원림조영의 借景論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園}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림 조영의 요결은 「因借論」일 것이다. 하지만 「借景」을 보면 計成

자신이 “무릇 차경은 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夫借景 林園之最要者也)"라고 하고 규정하
고 있어 , 因借論 중에서 借者論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陳植(13) 은 “借景편은 遠借， 借.
μn借， 應時而借 등 수종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그것은 독창적인 것이다. 借景이라는 용어는 이
미 근대 조원학에서 통용되는 술어가 되었으며， 借景의 기술은 유별나게 근세 조원학가가 상용

하는 기교가 되어 역시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 평하고 있다.
앞의

<n

注譯〉에서 「興造論」에 수록된 관련 문장을 譯注한 것과

r借景」의 역주를 바탕으로

하여 계성이 생각한 차경의 요체를 살펴보기로 하자.

(2)

借景의 정의

0 借와借景

借라는 글자는 백성 (1)이 나라땅을 오래도록(륨) 경작한다는 데서

‘빌다’ ,

‘꾸다’ 는 뜻이

된 자인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오래(홈) 사권 사람이 )끼리 힘을 ‘빌며’ 서로 돕는다는 뜻이
생겼다고 한다. 이것은 당연히 ‘빌리다’ , ‘꾸어 주다’ 라는 賞와 상응하는 관계를 이룬다. 그런
데 賞라는 글자는 대가(代)를 받기 위해 돈(貝)를 꾸어 준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므로 借에는

그 대가가 불분명한 것에 비해서 賞에는 대가를 기대하고 있음이 표현되어 있다. 다시 借를 살

펴보면 일반적으로 1) 어떤 빌고 빌리는 대상인 ‘사물’이 존재하며.

2)

그 사물에는 ‘소유권’

이 있고 그것은 내가 아닌 남에게 있으므로. 3) 빌자면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되. 4) 빈

다는 것은 소유권은 남에게 그대로 두되 사용권이나 점용권만 내가 얻는 것이고. 5) 그 사용이
나 점용에 대한 대가를 소유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며. 6) 그 사용이나 정용의 기간은 상당한 장
기간이고. 7) 빈 사물의 위치는 원 위치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나의 위치로 이동해 온다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계성이 논하는 借의 대상은 景이다. 借景이라는 말은 「興造論」에서는 명시되지 않으
나

w園治』의 마지막 편인 「借景」에서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借景의 정의는 「興造論」에 실려

있으니 다음과 같다 2 1)
借라는 것은 원립이 공간적으로는 비록 안팎이 구별되지만 景觀을 얻는 데에는 遠近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원림에서 밖을 쳐다 볼 때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속된 것은 곧 가려 버리고 좋은 것은 곧 받
아들이는데 ...

陳柳， 敏竹， 橋梁， 草聞， 此借景也)"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 이 번역은 金容決 (147) 을 수정한 것이

다.
이러한 류의 借景은 경관에 액센트를 부여하는 點景， 또는 찮景의 기법에 속한다.

2 1)

借者 園雖別內外 得景則無抱遠近 ... 極目所至 f짝則뽑之 嘉則~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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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張家購(1 991: 13 1)의 정의대로 “다른 곳의 景을 빌어 내가 보는 바를 삼는다(借他處

之景寫我所觀r 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다른 곳의 景이란 대개 원림의 울타리 너머의 멀고 가까

운 곳의 景이다

r立基·書房基」에 보면 “바깥의 경을 벌어 온다(借外景 r 이라는 말이 명시되

어 있다. 그러나 視野에 들어오는 모든 景을 다 비는 것이 아니라， 좋은 景은 받아들이고(收
景) 나쁜 경은 가리는(鷹景)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선돼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借景의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借의 속성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정이 나
타나니， 이것이 바로 借景의 묘미일 것이다. 즉 借景은 그 대상이 景이고， 그 景은 내가 소유

하기도 하지만 대개 남의 것(사유)이거나， 나라의 것(공유)이라는 점에서는 위의 1). 2) 속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景은 원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借의 형식이 내가 그 곳으로
가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형식， 자리를 차지하고 즐기는 형식이 아니고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남의 景을 ‘보고 즐긴다’ 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4) 와 7) 이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借景을 함에 있어 원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3) 과 5) 의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벌고자 하는 景이 남의 은밀한 집안이 아닌 公共의 景觀이고 또 속된
것은 가린다고 하였으니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될 것도 아니며， 게다가 경관을 완상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이던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조건은 借景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借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借景이라고 하지 않
고 引景(경을 끌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22) 이와 관련하여 陳植(42) 은 「興
造論」의 석문에서 取景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取景이라는 말은 計成이 “先乎取景” 이라는
문장을 통해 『園治 · 立基』에서도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원립에서는 보는 경관(觀景)과 보여지는 경관(景觀)을 구분하면서도 둘 다 중요

하게 생각하였으니 23)

내가 남의 景을 거저 보는 대신에 남도 나의 景을 거저 볼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남이 보는 나의 景도 좋은 景(嘉景)이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는
것은물론이다.

그 뿐 아니라 남이 지은 원립을 탐방함에 있어 원주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경지
에 까지 이르렀던 것이 중국의 원림문화이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4) 바로 이것이 있음

22) r園治 · 相t뼈에 보면 원림의 터를 설정할 때에 이미 借景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만약 다른 사랍의 좋은 경치를 끼워 넣요려고 하자면 서로 소통하는 선을 두어 그 사이를 끊어지

지 않게 하면 차경을 하는 데에 적합하다(뻐展他A之勝 有一線相通 非寫間總 借景偏효)"이라고 하였는

데. 여기에서는 차경을 틈 사이에 새겨 넣는다는 뜻의 族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도 매우 적
극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23) 影-間 (36-38) 은 원립에서 景을 다룰 때에 어느 지점에 위치한 관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경을
‘보는 경(觀景)’ 이라고 하고， 그 관자가 위치한 자리 자체가 다른 지점에서 거꾸로 보여질 때 이를
‘보여지는 경(景觀)’ 이라고 개엽짓고 있다. 그는 보는 것(看)과 보여지는 것(被看)이라는 양자의 중요

성을 모두 논하고 있는데 , 특히 경관을 강조하고 있다.

24) r相地 · 쨌野地」률 보면 “마음대로 봄에 있어 주인에게 하필 물어야 하느냐? 돌아와 이름을 알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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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서 借의 원래 뜻， 즉 “오래 사뀐 사람끼리 서로 톱는다”는 뜻이 살아나는 것이다. 제성
이 借라는 말을 쓴 까닭이나，

“무릇 차경이 원림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得과得景

借景이 이와 같다면 다음에 주목할 점은 “借는 곧 得景”이라는 개념이다. 즉 景을 빌려 온다
(借)는 행위는 곧 景을 얻는다(得)는 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것은 ‘손에 넣다， 차지하다’ 는 뜻으로서 , “구하면 곧 그것을 얻는다(求則得之)"는 굶
子의 말처럼 매우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았다 25) 그래서 借의 得景은 앞에서 因이 추구하는
바인 合宜와는 상당히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다. 즉 合宜라는 말은 宜라는 수준에 조원자가 피

동적으로 맞추어 들어가는 뜻임에 비해서， 得景은 조원자가 능동적으로 대상을 자신의 소유로
가져옹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탐내다’ r 는 뜻으로서， “借者 ...↑홈景則無抱遠近”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차경은 원근을 가리지 않고 景을 탐낸다는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
러나 「借景」편에 실린 내용들을 보면 계절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물을 섬세한 감정으로

즐기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풀이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에 「相地」에 “만약 이웃집의 꽃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 집에
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그지없는 봄 풍경을 초청하여 즐길 수가 있다(若對憐民之畵續幾→f消、

息 可以招呼 收春無盡)"라고 하였는 바， 여기에서 차경을 함에 있어 “불러서 초청한다(招呼)"
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計成이 「借景」에서 설정하고 있는 차경의 주체인 관자는 灌폼， 屆原， 關弘景， 王義之， 白居

易， 李太白， 關淵明， 삼南 등과 같은 속세의 사물에 미련이 없는 山中宰相이자 뼈 A이자 進士
이고 高士와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니， 경관을 즐기려는 욕심은 있어도 소유하려는 욕심은
없는 사람들이다 26)

조차 없다(任看主A何必問 還要姓字不須題)"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世說新語』에 전하기를 “진의 왕헌지는 고매함에도 불구하고 풍류가 당시 으뜸이었다. 회계땅에 접어
들어 오문을 지나다가 안벽강에 유명한 원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서로 아는 바가 없었으나 가마에

편하게 올라타고 원림 속으로 가로질러 들어갔다”라는 고사가 전해진다.

25)

r굶子 · 盡心 • 上』에 “추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내버려두면 그것을 잃어버린다(求則得之 舍則失
之)"라는 말이 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추구해서는 안되고， 추구함으로써 얻는 것이 유익

한 경우에만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유악한 경우란 추구하는 대상(仁과 義)이 나의 폼 안에 있는
경우이고(求在我者) , 유악하지 못한 경우란 추구하는 대상(富貴榮達)이 나의 몸 밖에 있는 경우(求在

外者)라고하였다.
이 명제를 차경에 원용하자면 차경의 목적이 탐욕에 있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지낸다는 소망에 있을

경우에 차경이 이롭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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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에는 오히려

‘만족하다’

‘알맞다’

‘고맙게 여기다’ ,

‘뜻이 서로 통하다’ ,

‘제어하다’ ,

‘이루다’는 뜻이 있으니， 得景은 이런 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원렴 안의 경과 원렴 밖
의 경을 적극적으로 통합한 景을 이루어 뜻이 안팎으로 서로 통하게 하며 , 그러기 위해서 안팎

의 경물을 알맞게 제어하여야 하며， 이렇게 이루어진 경에 대해 만족하고 고맙게 여겨야 한다
는 것이 得景의 본질이다.
아마도 景을 얻는 得景은 『禮즙며의 말처럼 “음양이 화합하니 만물이 이루어진다(陰陽和而萬
物得)"는 경지일 것이며， 원림 안팎의 조화를 통하여 시각의 만족이 아닌 마음의 만족을 얻는
得心의 경지가 아닐까 한다.

(3)

借景의 원리

借景하는 사유가 그러하다면 이제 借景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벌어 오느냐라는 내용

과 기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계성은 차경을 함에 있어 “借라는 것은… 눈이 닿는 모든 곳

에서 속된 것은 곧 가려 버리고 좋은 것은 곧 받아들인다(借者…極目所至 倚則牌之 嘉則收之)"

라 하였다. 여기에서 시야에 들어온 모든 景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되， 받아들임(收)과 가림
(햄)을 그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取擔選擇을 말함이다 27) 아울러 농경지와 같
은 보통경관은 가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보일 듯 말 듯 煙露에 잦아들고 스며들게 함(盡)의 기
법도 제시하고 있다.

0 收景: 嘉則~:lc之

계성은 차경을 함에 있어 “좋은 것은 곧 받아들이는 기법" (嘉則收之)인 ‘收景’ 을 가장 초보
적인 차원이자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렴 밖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좋은 경관이 원림 안에서도 잘 보이게끔 조망하는 위치 (view
리의 구조 · 위치 · 형태， 시선이 통할 수 있는 통로 (visual

point , vantage point) ,

corridor)

울타

등을 교묘하게 조정하는

것이 주로 사용되는 수법이다.

그런데 借景은 취사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이때 得景하고자 하는 것은 시야에 펼쳐진 모

든 경관의 총합체인 展景 (panorama) 이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嘉한 景은 1)시야
에 펼쳐진 여러 景物이나 景區 중에서 특히 뛰어나야만 하는데， 2) 뛰어나기 위해서는 아름다
워야 하고， 3) 거저 아름다운 것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정서에 감응하여 즐길

만하여야 하며， 4) 그렇게 즐김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요
약해 보면 嘉景은 “비범하고 고상한 경관”이라고 정의된다.

실제로 계성이 「借景」편에서 벌어 오는 대상으로 제시되는 갖가지 경관을 보면 주로 ‘情景’

26)
27)

이와 같은 일사들이 경관을 즐기는 태도에 대해서는 「借景」에서 제시되고 있다
金學智 (493) 는 중국원립에서 울타리 밖의 외부공간을 다루는 방법이 크게 “倚則뽑之”와 “嘉則收之”의
두 가지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은 ‘全隔’ 즉 전부를 격리시키는 방식이라고 구분

하고， 후자의 방법을 ‘借景’ 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계성의 원뜻에 비해서는 좁은 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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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아니라， 관자의 감정과 혼연일체
가 되는 멋있는 경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嘉景이라는 대상을 收한다 함은 무엇인가? 원래

‘~X' 에는 1)받아들인다，

2) 거두어들인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차경의 원래 취지가 그러하듯 “嘉則收之”는 자연 상
태로 있던 경관 중에서 좋은 것이 어쩌다가 눈에 띄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받아들인
다는 수동적 입장이기보다는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라도 의도적인 장치에 의해 원림 안표로 거

두어들인다는 능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거두어들인다”라고 풀이하여야 옳을 것이다 28)
이런

점은 바로 借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중의

하나인

“잠재력을 활용하다 (take

advantage of)" 의 뜻과 부합된다 29)
그런데 원립 밖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경관은 거두어들여 활용할 만한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
져 있을 뿐 아니라 지저분하고 천박한 것들과 뒤섞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좋은 것틀， 마음에 드는 것들만 거두어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收가 가진 또 하나의 묘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聚敢과 結束， 즉 “흩어져 있는 것

을 한데 모은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실제 있는 경물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가렴으로써 남게 되는 좋은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하는 ‘倚則展之’ 의 기

법인 것이다.
。 l拜景: 倚則햄之

계성은 借景에 있어 “좋은 경관은 거두어 들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된 경관

은 가려 버리는 기법" (倚則뽑之)인 ‘햄景’의 기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倚景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우선 그것은 도회지나 마을을 이루는 가옥， 오

가는 차마， 인파 등일 것으로 본다. 즉 계성은 「相地」에서 원림의 터전으로서 가장 좋은 곳을
산림지로 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득이하여 도시 근교를 택한다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네
거리 근처는 멀리하여야 한다(探奇近郭 遠來往通衛)"라고 하고 있다.
또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내에는 원림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림을 만들
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시 내에서도 비교적 그옥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한다(市井 不可園也

如園之 必向뼈偏可葉)"이라고/하고 있다 30)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 倚景은 시끄러운 羅륨과
더러운 隨흉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倚景은 이러한 陣흉을 장소로 하여 발생하는

28) 陳植 (43) 은 收를 吸收라고 풀이하고 있다.

29)

Hardie(40) 도 收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30) 이런 소망은 關淵明의 시에서 매우 잘 표현되어 있다. 즉 사람이 전원에 사는 까닭은 ‘시골이라 번거

로운 인간사가 없고 빈촌이라서 세도가의 마차도 안 옴다(野外주A事 廳흉흉輪軟)"라고 하였￡며， 성
시에서 살더라도 “사람틀 틈에 농막을 짓고 사니 수레 시끄럽게 찾는 이 없다(結盧在A境 而無車馬
n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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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원인이 되는 추잡하거나 저속한 A間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즉 倚景은 단순히 눈

에 보기 싫은 것 (ugly) 이 아니라 거철고 더러워서 (vulgar) 정서적으로 싫은 것이다.
원림 조영의 목적이 몸은 塵倚之境 중에 처해 있어도 마음은 은일하기 위한 것이고， 산수화
를 그리는 목적도 또한 그러하므로 원림이나 산수화나 모두 탈속을 하려는 욕구는 기본적이다.
그래서 {삼則뽑之는 바로 이런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기법인 것이다.

이런 倚景들도 嘉景처럼 비범한 것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경관의 대부분을 구성
하는 평범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계성은 평범한 경관이라고 할지라도 농경지는 倚景이라고 보
지는 않는다. 이것들은 완전히 가리지 않고 안개나 이내 속으로 아스라이 스며들게 하는 盡景
의 대상이 된다.
倚景이 이러한 것이라면 이를 牌한다 함은 어떤 것인가? 倚景은 아무리 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위치상으로 볼 때 내가 소유하는 원림의 울타리 밖에 있을 뿐 아니라 남의 소
유이거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차경을 하고자 하는 원림주가 쉽게， 또는 전부를 깡그리
치워 없애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무언가로 가려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함을 알
수었다.

倚景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는 방법에는 시각 구조상으로 볼 때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이니， 하나는 해당되는 f갑景 자체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가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해당하
는 倚景은 그대로 두되 보는 사람의 눈 가까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가립막을 쳐서 가리는 방법

이다.
이 경우 앞의 방법은 대상 자체를 차폐하는 ‘避景’ 일 것인데， 이 역시 원립주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의 집 주변에 울타리를 높게 칠 수도 없거니와 마을
전체， 산야 전체를 가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속경을 가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물을 적절히 조
절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쓰는 기법으로서는 원림의 울타리의 높이나 구조를 조절하는 기법

과 원림에 짓는 건물의 창틀에서 그 높이나 구조를 조절하는 방법 퉁이 있다. 이 울타리나 창
틀의 효과는 수목으로써도 가능하다.

이런 방법들은 마치 병풍을 몸 가까이에 둘러쳐서 바람이나 소음이나 시선을 가리는 것과 같
은 뽑蘇의 기법들이다.실제 원럼에서 병폐하는 대상은 비단 경관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속경의 뜻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립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오히려 시각적인 것이 아
니라 청각적인 것， 즉 소음일지도 모른다.
0 盡景.普則盡之

한편 계성은 집 가까이 있는 논밭(메體)과 같은 ‘보통경관’

(oridinary landscape) 은 적절

히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관 속에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不分메睡盡寫煙景)라고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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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경관들은 평범하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변도 있어서 무조건 가려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생업과 관련된 광활한 토지라서 제대로 가릴 수도 없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활용하여 보일
듯 말 듯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城市보다는 주로 田園에서 가능

할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煙景과 盡이라는 말이다. 煙景은 연기가 자욱한 경관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뜻하기도 하고 안개가 아스라이 깔린 경치를
뜻하기도 하는데. 차경의 효과를 거두자면 뒤의 뜻이 어울린다. 게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듯 평범한 농경지가 아름답게 보이는 때는 오히려 안개나 아지랑이가 아스라이 깔렸을
때이다.

이 기법은 산수화에서 “공간도약식”으로 정의되는 기법이다. 즉 근경과 중경과 원경을 모아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립에 있어서 근경을 그린 다음 곧바로 원경으로 도약하여 중경을 완전히

생략해 버리는 기법이다.원림의 차경기법에서 원램 안의 근경과 원림 밖의 원경만으로써 경관
을 구성하고， 대체로 속경에 속하는 중경을 생략해 버리는 점에서， 같은 원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王伯敏 :216-222).

(4)

借景의 기법

계성은 「借景論」에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차경의 구체적 기법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차경기법의 유형 명칭인 遠借， 憐借. 1!P借.1Jf.f借， 應時而借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遠借와 購借는 대상의 원근에 따른 구분이라면 째借와 冊借는 보는 각도에 따른 구분이다.

한면 應時而借는 계절과 시간 동의 비가시적 조건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이를 풀이해 보면 다
음과같다.
。대상의 遠近에 따른 차경: 遠借와 購借

借景의 기법에 있어 대상의 원근에 따른 기법으로서 遠借와 購借가 있는데， 기본이 되는 기

법은 “멀리 있는 경치를 벌어 오는 방식” 인 遠借이다 31)
借가 추구하는 바는 景을 얻는 것이므로 원렴 울타리 안에서 因을 통해 형성된 인공적 경관

이 주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경관은 비단 울타리 안의 內景에
국한되지 않고. 울타리 밖의 外景도 포용하게 된다. 오히려 그 대상은 울타리 밖의 外景。l 위
주가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울타리를 친 다음 울타리 밖에 그저 놓여 있는 경관도 활용하여
원립 안의 경관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경관의 양과 질을 늘이자는 것이 바로 차경하는 사유이

31)

陳植(237) 은 遠借를 ‘從遠處借’ , 즉 ‘먼 곳을 따라 벌어 온다’ , ‘먼 곳에 다가가서 벌어 온다’ 라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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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안이다. 따라서

‘得景則無抱遠近

즉 “得景에 있어 원근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得景의 대상에는 近景도 해당되지만 주로 얻고자 하는 것은 遠景임을 다음 구절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가 得景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은 “산봉우리가 말게 개인 하늘을 배

경으로 하여 우뚝 솟아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購뺑꿇秀)"경관이다. 또 “그 산봉우리에
터를 닦아 지은 사찰건물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아마도 산허리를 감싸안은 안개나 아
지랑이 위에 아련한-보이는(銷宇俊空)" 경관이다. 이러한 경관은 다름아닌 원경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실제 경관의 예와 함께 그는 “極텀所至

즉 눈길이 끝까지 가서 닿은 곳이라고 하였

으니， 이 역시 원경을 바라보는 시각구조인 것이다.계성은 원림 조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借
景이라고 하였거니와， 借景 중에서도 遠借가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遠借는 시야를 최대한도로 넓히며 공간의 깊이를 멀게 하고 경계가 갑자기 끝나지 않고 스며

들게 하며 詩情畵意의 미를 두럽게 해 주는데 , 시각적 구도로 보면 이른바 大氣透視(aereal
perspective)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경되는 대상의 관점에서 보면 대기는 투명도가 불완전하므로 대상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

질수록 색조가 점점 더 열어지며 , 빛과 그립자의 대비가 점점 더 선명하지 않게 되고， 형체의
윤곽도 점점 더 명확하지 않게 된다. 또 차경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시력은 유한하
므로 멀어질수록 보는 것이 맑고 선명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주체와 객체의 양면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視遠’은 극히 아름다운 심미적 화면을 제공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서 여러 겹으로 싸인 산을 본다든지 할 때 쉽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홍이 나면 잡초가 무성한 들판을 멀리 내다보고

장려하게 보고 싶으면 높은

산봉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거닐 수 있도록(適興平蘇跳遠 뾰觀홈歡觸違)" 원차할 수 있는 터
를 잡으라고 권하고 있다.
또 차경을 할 때에는 “눈이 닿는 끝(極目所至)"까지 조망하여야 하고， “먼 산은 차경하기에
오로지 알맞으며(遠峰偏宜借景) , 그 산색은 아름다워서 먹고 싶을 만큼 빼어나다(山觸可餐之秀

色)"하다고 하였다.
「立基」에서 이르기를 즉 원립의 터를 잡을 때에는 “江流天地外의 정취가 일어나게 하고 山色

有無中의 경지에 부합되게 하라(動江流天地外 合山色有無中)"고 하였는데 32) 이런 경지가 바
로 원차에서/추구하는 궁극적 묘미이다.
遠借가 먼 곳의 경관， 즉 遠景을 벌어 오는 것임에 비해서 購借는 가까운 곳의 경관， 즉 近
景을 벌어 오는 방식이다. 그런데 計成은 대상의 원근에 따른 기법을 遠借와 購借로만 구분하

32) 이 구절은 王維의 유명한 풍경시인 「漢、江跳~ZJ 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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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 아니라， 기법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

해서 近借와 購借를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하자(金學智 :497-498) ，

遠借가 大氣透視를 통하여 보였다가 감추어지기도 하고(若顯若隱) 있는 듯 하다가 없는 듯
한(若有若無) 모호감과 미몽감을 나타내는 것을 위주로 함에 비해서 , 近借는 사람들에게 일종
의 명석감과 친근감을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여기에서 近借가 명석감을 제공한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는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렬하고， 윤곽도 가까운 곳에서 가장 명확하다는

원리에 기인한다. 또 遠借는 볼 수는 있으되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에 비해서 近借는 그 대상
이 가까이 있으므로 친근감이 생긴다.
계성이 봄의 경관을 차경하는 예로서 “못에 봄물이 가득 차 있다(門引春流到澤)"라든지， “꽃

이 울긋불뭇 곱다(廳紅觀緊)"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계성의 정의를 따르면 購借이고， 金學
智의 정의를 따르면 近借에 속하는 좋은 예이다. 또 計成은 「借景」에서 “발을 걷고 바람을 일

으키며 공중을 날렵하게 날아다니는 제비를 맞는다(據購遭蘇子 間햄輕風)"라든지， “조각조각
떨어져 날아다니는 꽃잎을 본다(片片飛花)"라든지， “버드나무가 가지를 죽죽 늘어뜨리고 졸듯

서 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 그네 뛰듯 가지가 날린다<*絲*眼柳 寒生料뼈 高架敵鍵)"라고 하
는데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近借이기도 하고 憐借이기도 한 예이다.
한편 憐借는 近借에 비해 차경하려는 대상과 원림의 거리가 더욱 가까운 경우의 차경이다.
긴밀하게 서로 이웃하고 있으므로 경관이 한층 더 맑고 뚜렷하게 된다. 원림 안에서 보는 것과
거의 같다(金學智 :497).

計成이 「借景」에서 “시뱃가에서 대나무를 구경한다(看竹演灣)"라든지， “해자의 고기를 구경

한다(觀魚據上)"라고 한 것은 여름날 원림 안에서 이룰 수 있는 曉借라면， “반쯤 열린 창 너머
로 파초와 오동나무가 푸르게 자란 모습이 보인다(半뽕、薰챔)"는 것은 여름날 집안에서 이룰 수
있는 購借일 것이다.
0 시각 구조에 따른 차경: 때借와 冊借

遠借， 近借， 憐借는 모두 원렴과 차경하는 대상의 거리에 관한 것이라면 쩌借와 {府借는 차경

하는 대상의 높낮이에 관한 것이다. 보는 사람의 위치에 비해서 보여지는 대상의 위치가 높아
서 올려다보는 때觀의 시각구조를 통해서 차경하는 경우를 따借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경우
遠借인 동시에 때借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憐借인 동시에 때借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앞의
것이 때借의 기본적 구조라고 하겠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득하게 바라보이는 고원”이나， “병풍처럼 두르고 서 있는 산봉우리”
와 같은 것이 좋은 예이다. 또 “높은 대에 올라 한가로이 푸른 하늘을 우러러본다(跳遠高臺 播
首춤天那可問)"라든지，

“조용한 누각에서 술을 들며 밝은 달을 우러러본다(양虛散聞學젊 明月

自相避)"는 것은 가을철에 이루어지는 때借이자 遠借의 예이다. 또 「相地」에서는 ”높고 반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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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정대를 짓기 알맞다(高方欲就享臺)"라고 하였으니. 이는 亨이나 臺 자체가 주변의 낮은

곳에서 앙차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亨이나 臺에서 멀리 있는 산이나 활짝 열린
하늘을 앙차하기 좋은 지점이라는 뜻이다.

한편 {府借는 때借와 반대의 시각구조이니 , 높은 데에서 낮은 데를 바라보는 구조이다. 높은
산꼭대기， 산허리， 능선 등에 있는 양호한 조망지점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든지， 또는 탑·정
자 · 누각 같은 건축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조이다.
이때 차경되는 요소도 거리에 따라서 遠借이기도 하고，購借이기도 하다. 計成이 「借景」에서

“물위에 떠 있는 달을 내려다본다(뺏流先月)"라고 한 것이나，

“돌에 앉아 샘물맛을 품평한다

(坐石品果)"라고 한 것이나， 앞에서 나온 “해자의 고기를 구경한다(훌JIj魚樓上)"라는 것은 冊借
인 동시에 憐借의 예이다.
그러나 때借와 t府借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때借의 대상이 되는 산

꼭대기나 정자는 冊借하는 경우의 관점이 되며， 마찬가지로 따借의 관점인 들판， 물가， 수립
등은 冊借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작은 원림에서는 특히 정자가 이와 같은 이중성 내지 양면성
을 잘 나타내므로 그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한다.
。應時而借

시간의 흐름을 이용하는 차경 기법을 계성은 “應時而借”라고 분류하고 있다. 借春， 借夏， 借
秋， 借쪽과 같은 계절 뿐 아니라 借日 月과 같은 천체의 출몰과 변화， 借雨露 등과 같은 기상의
변화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원림 중에 피고 지는 화목 동과 같은 유형을 제외하고도 계절，
시간 등과 같은 것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경관미도 모두 應時而借의 대상이다. 이
밖에도 소리나 냉새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정경을 북돋우어 주는 요소를 활용하는 기법도 포
함된다.
이런 것들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극히 찰나적 순간만 존속한다
든지， 감각을 매우 예민하게 발동시켜야 감지되는 것들이다 33)

계성은 應時而借의 예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사실 「借景」은 계절에 따라 미묘하게 달
라지는 경관의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는 차경의 구체적 기법에 관해서는 그 설명이 매우 간략함에 비해서 계절의 변화에 따
라， 기상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관의 정감에 대해서는 계절 별로 매우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따라서 계성은 구체적 기법보다는 벌어 오고자 하는 대상을 정경의 차원에서 접
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성의 차경론은 季相을 바탕으로 한 정경론이라고 하
여도 지나친 단정이 아니다.

33)

아마도 서양의 경관개념에서

購間景觀 (ephermeral

landscape) ’ 라고

하는 것들과 같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그러나 應時而借의 것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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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은 “차경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조건이 있다(借景有因)"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조건인
因은 법칙인 節로 다시 치환되는데，

“차경의 법칙에는 사시라는 계절의 변화가 중요하다(節要

四時)"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적 차원인 계절에 비해서 공간적 차원인 방위는 “팔택의 논리와
는 무관하다(何關八힘)"이라고 하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이 논리는 계성이 산수화가로서 그 안목과 기량을 연마하던 시절에 흠모하였다는 체浩가 景
에 대해 “景이란 것은 법도를 세우는 데에 있어 때에 의거하고， 妙를 찾아 률을 창조하는 것이
다(景者 制度時因， 授妙創률)"이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즉 자연경물을 그릴 때에는 계절， 시
간 및 환경조건의 변화에 근거하여 묘사하여야 하고

현해야 한다는 것이다(훌路:

자연경물의 정신과 모습올 집중적으로 재

166-167).

원림 구성에 있어서 방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원야 전반에 걸쳐 기회가 있을 때마
다 언급되고 있는데， 원립 바깥의 경관을 벌어 오는 차경 역시 꼭 어느 방위의 경관이 좋다기

보다는 좋은 경관이 었으면 어느 방위의 것이든 다 무방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즉 「相地」를 보면 “원림의 터는 방향에 구애받지 않는다(園基不狗方向)"이라고 하였으

며

r屋宇」를 보면 “원림의 서옥은 그 방향이 마땅한 바를 따른다(園林書屋方向隨宜)"라고 하

였다.
그러면 먼저 季相， 즉 계절의 변화를 포착한 應時而借의 借景 기법을 살펴보자.

중국 고전원림의 창조자들은 공간적으로는 땅의 조건을 충분히 이용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
로도 자연적인 시간의 운행이 제공하는 아름다움을 파악하여 이를 원림 조영에 십분 활용하였
다. 즉 ‘좋은 시간’ (良辰)과 ‘아름다운 경관’ (美景)을 상호 융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상호 교감
하도록 하여 하나의 짜임새 있는 경관을 구성하는 것이다.
시간은 끊임없이 끝없이 흐르는 것으로서 흘러 그치고 닿는 데가 없다. 그러나 이 시간의 흐

름 중에서 천지만물이 생성하고 사멸하는 현상에 시간의 지속성과 교체성이 있으며， 춘하추동
의 사시가 변화하는 질서가 있다.
자연에는 일종의 무언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시간의 흐름 중에 묵묵히 춘하추동의 사시가 돌
면서 다시 시작하는 질서 있는 운행이 았으며 , 연중 사계절이 바핍에 따라서 기후와 더위와 추

위 등의 변화 이외에도 산수와 갖가지 종류의 화목들의 구체적인 형상이 선명하게 교체하고 변
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을 모두 ‘季相美’ 라고 부를 수 있다. 시간 또는 시간의 순서가

나타내는 ‘季相’ 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형상을 교감한 것이다(金學智:

337-355).

그래서 借景을 함에 있어 계상이 중요함에 대해서 計成은 「借景」의 서두에서 “원림을 조성하
는 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정한 격식이 없으나， 차경을 하는 데에는 준용해야 하는 원칙이

었다. 즉 차경을 할 때에는 춘 • 하 · 추 · 동 4계절의 변화를 잘 활용해야 한다( 園無格 借景有

因 節要四時)" 라고 설파하고 있다 34)
원림의 차경에서는 화창한 봄날에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집안으로 파고든다(堂開淑氣慢

環境論議 第三十二卷(1 994)

78

A)" 라고 한 計成의 묘사나， “동풍에 훈기가 풍긴다((東風房淑氣)"라고 하면서 봄날에 혼자 술

마시면서(春日獨動) 주변의 풍광을 즐긴 李白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것의 예이다. 또 計成이 “숲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이 일어난다(風生林鍵)"고 한 것은 여름철에 가능한 차경이고，

“천향의

향기가 스며든다(펌냄天香)"고 한 것은 가을철에 가능한 차경이다.
원렴을 구성하는 건축， 산수， 화목 동은 삼차원의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요소라면， 여기에 계
절이 개입하고 시간이 개입하게 되면 사차원의 조형미를 거둘 수 있다. 계절과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는 花木이다.
시각적인 변화는 靜物을 보는 靜觀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계절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
타나는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한 應時而借에도 주목하고 있다. “발을 걷고 공중에서 날렵하게

날아다니는 제비(據購遭藏子 間햄輕風)"를 보게 되면 그냥 허공만 쳐다보는 것보다는 훨씬 깊

은 정감이 난다. 또 “조각조각 떨어져 날아다니는 꽃잎(片片飛花)"을 보게 되면 활짝 피었지만
정지상태에 있는 꽃이나

또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잎을 보는 것과는 다른 정감이 난다.

이런 정경은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인다(水面購購)"는 경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철새가 한 줄로 날아감을 본다(萬目-行白鳥)"거나， “떨어지는 오동잎을 보고
가을이 온 것을 갑자기 알아차린다(格葉忽警秋落)"는 것은 계절의 변화까지 한꺼번에 보여주는
차경의 경지인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계성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촉감이나 냄새， 소리， 맛까지 應時而借의
대상으로 삼고 았으니 가히 인간의 오감 전체가 차경에 동원됩을 알 수 있다.그래서 차경은 단

순히 시각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각적 차원에 이르고 있음을 본다.
먼저 계절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를 포착한 應時而借를 살펴보기로 하자. 계
성이 제시한 예로서는 “깊은 숲속에서 꾀꼬리 소리가 들린다(林陰初出驚歌r 라든지， “산골에서
농부의 노래소리가 들린다(山씁忽聞農唱)"라든지，
시를 옮는다(뼈 A郞題子松察)"라든지，

“숨어사는 사람이 솔밭 속에 지은 집안에서

“은일하는 선비가 대밭 속에서 금을 탄다(進士彈琴手훌

훌)"라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소리를 차경한다는 것이 사실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가
발생하여 울려 퍼지고 있는 경관이나 경물을 차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었다. 그래서 가을

철에 “풀벌레가 낮게 운다(蟲草嗚뼈)"거나， 겨울철에 “추운 기러기가 달밤에 우짖는다(寒確數

聲殘月)"는 상황은 아예 사람이 방안에 위치한 채 방밖의 소리만 듣고 마음속에 그려지는 정경
34) 揚州수園은 假山의 상정성을 벌어서 계절미를 표현하고 있는 좋은 예이자 중국의 유일한 예이다. 톨의
재료. 조형， 화목， 환경 퉁 여러 인자들을 활용한 春山， 夏山， 秋띠， 캉山의

4

가산은 각각 그 특색이

뚜렷하며， 춘하추동의 서로 같지 않는 산림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월동문을 따라 원립 안으

로 들어서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일년 사계절의 시간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것들은 일종의 산림회선곡으로서 천시의 운행을 표현하고， 사계절이 서로 이어가면서 유동하는 미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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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경하는 경지인 것이다.
촉각을 자극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이다. 사철 다 그러하겠지만 계성은
봄과 여름의 촉각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봄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물론 기온이

올라가 따뜻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에 두터운 옷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집의 문과 창을

활짝 열어 본다. 그랬더니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집안으로 파고들게 되어(堂開淑氣慢Ar
봄이 왔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느낌은 피부에 와 닿는 촉각이 몸과 마음에 전
해지는 것이다.
또 여름이 되면 계절의 변화는 역시 기온의 상승에 기인하고， 또 그 자체가 여름의 정표이기

도 하다. 여름철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즉 관자의 보는 자리는 녹음이 좋은 숲그늘(林

鍵)이라면， 차경의 대상으로서 작용하는 녹음은 초목이 무성한 산(山容3훌爾)이다. 이런 곳은
대체적으로 깊은 숲속(林陰)이나 산골(山씁)일 것이며， 그 중에서도 소나무(松察)나 대나무(훌

養)가 울창한 곳일 것이다. 즉 그 곳은 우거진 소나무숲 속에 지은 건물 안(松察)이거나， 무성
한 대나무숲속(폴훌)의 시원한 곳이다. 이런 곳은 하늘을 가린 소나무의 넓고 두터운 수관이나
대나무의 밀식한 줄기가 따가운 햇볕을 가려 줄 뿐 아니라 松賴나 竹賴라는 말이 있듯 바람이
매우 시원한 곳이다. 일반 수목의 그늘 역시 바람이 시원하기는 마찬가지다(風生林機l.
그리고 계성은 오감을 동원하는 應時而借를 가을철의 차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L 코로는 연

꽃의 향(新香)이나 모란의 향(天香)을 맡으며

귀로는 오동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라(格葉忽驚秋

落)나 풀벌레 우는소리(蟲草嗚뼈)를 듣는다. 철새가 날아가는 것을 본다고 하지만 이때 우는소

리를 들을 수 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문득 우는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철새를 바
라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을은 미각의 계절이니 맛이 빠질 수가 없다. 달을 벗삼아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짧젊 明月 自相遭) . 단풍의 붉은 색이 얼굴에 반사되는 것을 마치 술에 취한 기분으로 느낀다

든지(醒頻幾陣판樞) . 울긋불긋한 산을 보고 마치 잘 차린 음식상을 연상한다든지(山婚可餐之秀
色)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다양한 감각을 통한 차경은 봄에도 이루어지는데， 봄의 경우에는 후각과 촉각이 위주
가 되는 것에 비해서 가올의 경우에는 청각과 미각이 위주가 됨을 볼 수 있다.

(5)

借者 巧而得體者

이처럼 借景은 원림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연적이거나 문화적인 경관 중에서 좋은 것은 거두
어들이고(嘉則收之) . 싫은 것은 가리며(倚則牌之) .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은 스며들게 하여(普則

盡之) 원립 안으로 끌어들이는 원림 조영의 원리이다.
벌어 온다는 것은 곧 그 대가를 치른다는 뜻인데， 금전이나 물질로 갚지 않고 자신의 경관을

남이 그저 보도록 하여 서로 돕게끔 하며
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차경의 목적이다.

그래서 더 풍성해진 경관을 모두 고맙게 여기며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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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計成이 차경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시각적 차원에서 외부의 경관을 벌어
온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차경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造景 r 을 하지 않고서도 바깥 세상에 풍
부하게 널브러져 있는 옹갖 자연적 인공적 현상과 사물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取景과 遊

景의 경지이다. 여기에서 取景이라고 함은 바깥 세계의 경관을 나의 세계로 이끌어 오는 것이

고， 遊景이라고 함은 내가 바깥 세상의 경관 속으로 들어가서 노닐면서 즐기는 방식이다 35)
계성은 이 차경의 원리와 목적을 “借者巧而得體者 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 명제는 앞에서 살

펴 본 “因者 精而合宜者”와 바로 대응하고 있다. 앞에서 因은 환경을 적절하게 조작하는 행위
이므로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環境設計라는 전문적

‘행위’ 이고， 그 환경설계라는 행위가 도달

하고자 하는 ‘목표’가 精而合宜라고 풀이하였다. 그렇다면 借는 景觀-遠景 위주이기는 하지만

을 조작하는 행위이므로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景觀設計라는 전문적

‘행위’ 이고. 그 경관설계

라는 행위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가 巧而得體라고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巧而得體라는 명제는 앞에서 고찰해 본 精而合宜와 대응하므로， 마찬가지로 문법적 구성
을 파악해 보자. 精而合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巧와 ↑뿜1 관계를 규정하는 而의 여러 뜻
을 적용하여 보면， 巧而得體는 1) “巧는 得體와 같다"， 2) “巧이면 곧 得體다"， 3) “巧로써 得

體한다"，

4)

“巧體와 得體이다”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園治 전반에 걸쳐서 巧體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선 4) 는 제외하여도 좋다.

앞에서 精而合宜를 해석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3) 을 취한다. 이제 巧라는 말과 體(得體)의 뜻을
살펴보자.
O巧

巧는 명사로서는 1) 기교， 재주， 기능， 2) 계교， 3) 거짓， 꾸멈. 겉치레(巧故)， 형용사로서는
1) 공교하다， 솜씨가 있다， 2) 재치가 있다， 3) 예쁘다， 3) 동사로서는 1) 꾸미다， 곁을 꾸미다 등
의 뜻이 있다.

일반적으로 巧는 巧言(실상이 없이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 , 巧故(거짓， 속임수) , 巧幸(교묘
하게 비위를 맞추어 굉을 받음)등과 같이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巧手(교묘
한 수단) , 巧據(교묘하고 민첩함)이라든지， 巧A(솜씨가 좋은 사람)， 巧!li(솜씨가 뛰어난 장
인， 良!li) 등과 같은 긍정적 뜻으로 쓰이고 있다. 老子가 “최대의 기교는 마치 졸렬한 것 같다

(大巧若抽)"이라고 하였고， 굶子는 “공수반의 기교(公輪子之巧)"를 칭찬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巧는 이와 같은 경지일 것이다.

『園治』 전반에 걸쳐서 巧라는 말은 “因者 斯寫精而合宜者也. 借者 斯所謂巧而得體者也” 뿐
만 아니라 “園林 巧予因借 精在體宜

“古公輸巧 陸雲精藝

“若E堆離鍵是巧 排架是精”과 같

은 명제에서 나타나는데， 이 모두 精과 대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35)

取景과 遊景에 대해서는 유병립 황기원 박종화(1 989) 의 pp.79-81 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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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의 의미와 연결하여 巧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精을 數體 (artistry) , 즉 藝라고 풀이하였으므로， 巧는 그것에 대응하여 技術力

(technique) ,

즉 技로 풀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O 得體

因이 추구하는 合宜와는 달리 借가 추구하는 得體는 좀 더 면밀하게 그 뜻을 구명해 볼 필요
가었다.

體라는 말에는 명사로서 1) 몸(신체)， 2) 형상， 용모， 3) 법， 규칙， 도리， 4) 근본， 본성， 본체
동의 뜻이 있고， 통사로서 5) 본받다， 6) 형태가 갖추어지다， 7) 가르다， 8) 바탕을 두다 등의 뜻

이 있다. 앞의 因者論에 나온 “體形之端正”이라는 말에서 體는 ‘형태가 갖추어지다’ 는 뜻이다.
여기에서 體는

2), 4),

6) 의 뭇을 취하여 짜임새 있는 정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되는

전체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또는 周禮에서 나오는 體國經野라는 말처럼 수도
를 구획하여 도로 • 조정 등의 위치를 정하는 일(體國)과 들판의 경계(經野)를 나누는 일처럼
정원의 공간을 적절히 나눈다는 일로도 해석된다. 한편 體用이라는 말에서 쓰이는 것처럽 사물

의 작용인 用에 대비되는 사물의 본체나 원리를 뭇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得體는 景觀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그 경관을 借景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體를 위의 뜻 중에서 “짜임새 있는 원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되는 전체적인 형태”를 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 해석은 Hardie(40) 의 해석과 거의 일치
한다. 즉 Hardie는 巧而得體를 “땅의 형태에 잘 조화되도록 하는 기술 (skill

with the form of the

in fitting in

land)" 라고 번역하고 있으므로 得體는 땅의 형태에 대한 조화， 또는

조화로운 땅의 형태라는 뜻이다. 한편 陳植은 이 得體라는 말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
다. 그러므로 得體는 경관의 바람직한 수준， 이상적 수준 자체， 또는 그 수준을 확보하는 행위
이며， 이는 환경의 바람직한 수준인 合宜와 대응한다.

그런데 앞에서 精而合宜를 고찰할 때 宜를 “잠재하고 있는 환경적 적합성”이라고 보았으니 ,
巧而得體의 體도 “잠재하고 있는 경관의 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잠재하는 형태는
차경을 하는 교묘한 기술에 의해 그 잠재하는 형태를 드러내게 된다.
0 巧而得體

이제 巧而得體로 논의를 모아 보기로 하자. “園林 借者 巧而得體者也”라는 명제는 “원림에서

借景”이라는 것은 技術로써 得體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는데， 이것을 좀더 쉽게 풀이하면， 원럼
에서 차경을 할 때에는 자연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는 형태를 살려내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한
다는 뜻이다.

세상의 만불은 모두 어떤 생검새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불과 다른 사불의 형태는 그 두 사
물이 만나는 경계가 이루는 外願線 (outline) 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백지 위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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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린다면 무수한 점을 이은 둥근 선은 동그라미의 외곽선이며， 우리는 이것을 지각함으로써

동그라미라는 形相 (shape) 을 지각하게 된다. 이 동그라미라는 형상은 분명히 내부 지향적이
다. 즉 외곽선 내부의 공간을 동그라미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매우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동그

라미 안에 노랑색을 칠하면 달， 빨강색을 칠하면 해라는 사물을 표시하게 되니 , 이 차원에 이
르면 형상은 형태로 진화한다. 그러므로 形態 (form) 이라고 하는 것은 외곽선에 의해 한정된
추상적 형상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주어진 상황을 가리킨다 36)
다른 조영물도 그러하지만 園林은 園이라는 말이 뭇하는 것처럼 경계(口)가 있음으로써 조
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이 경계 내부에서 지형을 가다듬고， 식생이나 물길，

암석 등을 조정하고， 건축물을 포치하고， 원로를 설치하는 퉁 因地制宜에 의해 갖가지 조영을
함으로써 형태를 갖추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원림의 부지에 내재하고 있던 형태와 원림사
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형태가 어울려서 어떤 형태가 얻어진다. 대개 이렇게 하면 원림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계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원림 경계 밖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경물들을 시각

적 차원 뿐 아니라 통각적 차원으로 끌어들여야만 완전한 형태가 갖추어진다고 본다. 그러한
경지를 得體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림이 현실적으로는 울타리를 친다든지 하여 어떤 한정
된 범위를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원림을 조영하는 돗 자체는 자연 전체와 교호하자는 데에 있음

을 가리키고 있다고 본다.

N.

結論

계성의 「因借論」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主者論과 因借論의 관계이다. 즉 원림을 조영하는 설계가와 조영행위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據園無格論이다. 이것은 원림을 조영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법식에 관한 것인데， 기

실은 뚜렷하게 정해진 법식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情景論이다. 이것은 원림의 궁극적 차원이 인간의 감정과 대상인 경관이 합일하는 경
지에 있다는 것이다.
0 主者請과 因借論

선행 연구인 「主者論」에서 주인， 즉 園林士 (mater) 는 원림의 조영을 주관하는 자， 발주자
의 전적인 위임을 받은 자， 마음에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종합적 조형예술에 통달한 자

36)

이 이론에 관해서는

R.

Arnheim (1 974) 의 shape와 form에 관한 사항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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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하였다.

이 능력과 자질에 「因借論」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원림사는 어떤 원림을 조영할 때에 因借의

원리에 의해 작업을 함으로써， 즉權園無格의 정신을 살리되 因地에서 合宜를 성취하고 借景에
서 得體를 성취하면 그 원림은 소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성은 “이런 일은 장인한테 맡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원림주가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량 있는 원림사를 확보하여야 한다(愈非륜作可

寫 亦非主A所能自主者 須求得Ar 라고 하였다.

그러한 역량 있는 원림사는 과학적 환경설계와 예술적 경관설계를 융합하는 기술과 지식과
안목을 갖춘 전문가인데， 계성은 이처럼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원렴을 조영할 때에는 결코 비

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절감된다(須求得A 當要節用)고 본다.
즉 이와 같은 因借는 원림 내부의 환경을 매우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원림 외부의 경관까지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원렴을 조영하는 비용이 오히
려 절약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因借論은 主者論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主者論에서 원림을 조

영할 때 저급한 장인이 맡을 수도 없고， 문외한인 원림주가 직영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역량
있는 원림사

90% 의 역할을 한다

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그 까닭이 원림 조영에서 因

借가 가장 중요하고， 因借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차원의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량을 지닌 主者， 즉 園林士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계성 자신언 셈이다. 계성의
절친한 벗인 鄭元勳은 「題詞」에서 “이른바 환경과 사람은 모두 그 조건이 다른데， 그러한 다른

조건을 선용하는 데에 있어 無否 만한 사람이 결코 없다(所謂地與A傷有異宜 善於用因 莫無否
若也)"라고 하였다 37) 또 원림주의 의향을 잘 살펴서 이를 因借에서 제대로 펼쳐 내는 역량

또한 여느 장인에게는 없으며 오로지 계성과 같은 탁월한 원림사에게만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즉 원림주가 자신의 원림에 대하여 어떤 그럴듯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을
여느 장인에게 맡기면 그들은 경관과 경물을 억지로 조작하는 이들이므로 주인의 의도를 제대
로 이해할 수 없으며 , 그렇다고 해서 문외한인 원림주가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
다. 그러니 “물을 두어도 돌아 흐르면서 산을 휘감는 정경을 얻을 수가 없고， 산을 두어도 물

을 휘감으며 잇닿는 기세를 거느릴 수가 없고， 풀과 나무는 서로 덮어 가려 주는 모습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니，어찌 날마다 정원 거닐기가 취미가 된 도연명의 정취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水不得深帶之情 山不領뺑接之勢 草與木不適據映之容 安能日涉成趣歲r 라고 경계하고 있다.
계성은 “자신의 마음에 따르되 이미 이루어진 법은 따르지 않으니 , 다른 사람들이 그의 경지
에 못 미친다. 또 일꾼을 잘 부려서 볼 품 없는 것을 교묘하게 하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니， 사

37) 여기에서 用因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因을 쓴다， 즉 因地制宜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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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준다(從心不從法 寫不可及 而更能指揮運ff 使碩者巧 錯者通

尤足快也)"는 경지에 있다고 평하니， 바로 因借에 농통한 園林土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 構園無格論

중국에서 원렴을 창작함에 있어 일정한 격식과 법이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計成은 「借
景」에서 “원렴을 이루는 데에는 격이 없다(構園無格)"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鄭元勳이 「題
詞」에서 “원림에는 異宜가 있으나， 이루어진 법칙은 없다(園有異宜， 無成法)"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뜻이다. 그는 “땅과 사람 모두 異宜가 있다(地與A煩有異宜)"라고 하였는데， 이는 원립을

조영함에 있어 그 터의 地， 즉 환경이 같지 않고， 사람의 경제적 지위 · 생활방식 • 심미적 취미
퉁이 같지 않으므로 같지 않은 요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조원은 고정되
고 불변하는 격식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計成은 「興造論」에서 조원을 이루는 데에는 “1 할의 역할은 장인이 하고 9할의 역할은 주인

이 한다”라고 하여 원렴을 계획， 설계하고 공정을 주관하는 자의 중요성 및 주도하는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조원에는 비록 일정한 격식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칙을 따르거나 아무런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법칙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립

그리는 이론에서 “그럼에는 법이 있으나， 그림에는 정해진 법은 없다(畵有法， 畵無定法)"이라
고 하는 것과 이론이 서로 같다 38)

이 점에 대해서 계성은 「借景」에서 “因借無由

즉 “인차에는 뚜렷한 법식이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계성이 직접 설계， 시공한 원림들을 잘 아는 그의 친구 鄭元勳
은 計成의 조원이 “마음을 따르고 법을 따르지 않는다(從心不從法)"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면 계성이 생각한 조원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 그는 「興造論」에서 몇 가지 명
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園林 巧予因借， 精在體宜

“體宜因借

“得體合宜” 퉁이 그것이다.

39) 여기에서 요체가 되는 것은 물론 因借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因借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에 의거하는 환경셜계인 因과 경관설계인 借를 가리키는데， 이 因과 借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 서로를 이루게 하여. 대립하면서도 통일을 이루는 변증법적 관계에 놓
여 있다.
그래서 그는 “園林 巧手因借 精在體宜(원립을 만들 때에는 因借에 巧하여야 하고 또 體宜에
精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림 조영의 기본적 기법은 因借에 있으며， 그 기법이 추구하는 바
는 體宜에 있음을 갈파하고 있다. 이 구절이 아마도 홍조론 뿐 아니라 園治 전체를 꿰뚫는 造

38) 이 명제는 鄭板橋가 제시한 것이다. 張家難(1 991:130) 에서 재인용하였다.
39) 因과 宜가 대응하고 借와 體가 대응하므로 體효因借라는 말은 어색하다. 宜體因借라는 표현이 더 정
확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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園의 要誤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體宜라는 말은 得體合宜의 준말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得體는 借景이 추구하는 바이고， 合宜는 因地制宜가 구하는 바이다.
이처럼 因은 환경을 적절하게 조작하는 행위이므로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環境設計라는 전

문적

‘행위’ 이고， 그 환경설계라는 행위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가 精而合宜라고 풀이하였

다. 그렇다면 借는 景觀을 조작하는 행위이므로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景觀設計라는 전문적

‘행위’이고， 그 경관셜계라는 행위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巧而得體라고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因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이 말은 현재 “因地” 또는 “因地
制宜”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 정설이니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것은 원림을 조성하는
터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환경조건을 살리는 행위이니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바로 地， 즉 환경

을 制宜， 즉 적절하게 조작하는 행위인

‘環境設計’

(environmental

design) 이라는 전문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因을 잘 하게 되면 환경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충실하게 발휘
된다고 하며， 이렇게 된 상태가 마땅한 조건에 들어맞는 合宜라는 것이다. 따라서 合宜는 因이

라는 환경설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리고 이렇게 合宜를 이루자면 환경요소틀을 매
우 精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精은 合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이 바로 “因
者 精而合宜者”라는 명제의 요체이다.
이와 같은 환경설계적인 因에 대응하는 것이 경관셜계적인 借이다. 借가 다루는 것은 景이고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景觀이다. 그러나 차경은 단순히 경관을 벌어 오는 한 기법에 지나지 않
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원림의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하여야 하는 것이다. 계성이 因보다 借를 중시하여 “차경이 원림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이다(夫借者 林園之最要者)"라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借는 景觀-遠

景 위주이기는 하지만-을 조작하는 행위이므로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景觀設計’ (l andscape

design) 라는 전문적 ‘행위’ 인 것이다.
이 개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림의 국면

조경행위
달성 목표

계성의 용어

현대적 용어

地

環境

景

景觀

달성수단

合宜

精

(적합하게 한다)

(예술성)

得體

l딘

(형태를 구현한다)

(기술력)

계성의 용어

현대적 용어

因(地)

環境設計

借(景)

景觀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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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情景論

「借景」의 말미에 나오는 “因地借景에는 뚜렷한 법칙이 없고， 정을 촉발하는 것이면 모두 마

땅하다(因借無由 觸情煩是)"라는 말은 계성의 『園治』에서 펴고자 했던 취지를 요약하는 말이라
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명제에서 주목할 것은 ‘觸情’ 이다.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情을
觸발한다’ 는 뜻이기도 하고

‘情과 접觸한다’ 는 뜻이기도 하다 40)

‘觸情’ 이라는 말을 陳植 (234) 은 “景과 접촉하여 情을 발생한다(觸景生情)"이라고 풀이하며，

Hardie (l 2 1)는 “경치가 정서를 움직인다Cit(scenery)

stirs emotions)" 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식의 해석을 쫓아서 觸情을 觸景生情이라고 풀이한다면， 景은 情이 발생하는 ‘源
果’이기도 하고， 또는 情을 활발하게 발생하기 위한 ‘觸媒’이기도 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景이 저절로 情을 발생하지 않고(景自生情) . 인간이 그 景과 觸하여야
만 비로소 情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Hardie의 해석은 전체의 뭇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해석의 분명한 근거는 「門짧」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1) 즉 “잘 꾸민 문창을 통하여 바깥
의 경치를 접하고 보니 재미난 느낌이 새로 생기고. 나아가서 그 경치에 정을 품게 되니 운치
가 더욱 넉넉해진다(觸景生奇 含情多致) 라고 하였다.이 말을 요약하면 “觸景含情”이니 곧 “觸

景生情’과 같은 뜻으로 보아도 좋다. 그러므로 “눈으로 景을 보니 마음속에 情을 품게 된다(생
긴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情’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음의 본체인 性에 대응하는 마
음의 작용인 情이라는 철학적 뜻이기보다는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언 感情

함한

정서와 정취를 포

전체를 포괄하는 미학적 심리학적 뜻이다 42)

이처럼 觸情을 觸景生情이라고 풀이한다면 ‘觸景’ , 즉 ‘景에 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

40) 觸은 1)닿다‘ 부딪치다. 2) 감각하다. 3) 범하다. 4) 감동하다， 감각하다. 5) 의거하다. 6) 마음이 외물에
닿아 일어나는 심리작용 등의 뜻이 있다

4 1)

r門짧」은 『園治』의 한 장으로서， 주로 원림에 짓는 건축물의 문과 창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 가를 논하고 있다.

42)

感좁 (feeling) 이라는 것은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 생기는 주관적 동요의 느낌이다. 감정을

좁은 뜻으로 보면 쾌 · 불쾌의 반응에 국한되지만， 넓은 뜻으로는 情總 및 情操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
情總 (emotion) 이라는 것은 슬픔 · 기쁨 · 웃음 · 노여움 · 두려움 · 놀랑 · 불안 · 애정 퉁처럼 격렬하고
강하지만 폭발적으로 표현되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 감정을，가리킨다

타오르는 듯한 애정， 강렬한

증오등도 이에 속한다.
이것에 비해서 약하기는 하지만 표현이 억제되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감정을 情趣， 情操， 氣分이라
고 한다. 쾌활 · 우울 · 불안 · 분개 · 흥분 · 퇴폐 · 황흘 풍의 기분이 그 예이다

이것은 정서보다 강도

가 약하지만 시간적으로 지속이 되는 감정과정이다. 하지만 정서와 정조는 사실상 분리하기가 어려우

므로 정서가 감소해 가면 정조로 되고， 또 정조가 증대하면 정서가 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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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행위를 가리키는가? 이것이 경관을 구성하는 사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 본다는 뜻은 결코

아님은 당연한 판단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觸景生惜에 대한 논의를 景과情의‘관계，
또는 景이라는 物과 인간의 情이라는 관계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정조가 되든，

정서가 되든 간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데에 았어 景이 원천이 되기도 하고 촉매가 되기도 한
다는 메커니즘을 구명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정조나 정서 등 감정활통을 일으킴에 있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한데， 그 자극
은 유기체의 외계에 있는 사물에 기언하기도 하고， 순수한 인간 내면의 심리적 작용에 기인하
기도 할 것이다.

景이라는 것은 분명히 외계에 있는 사물의 시각적 국면이므로 이것은 감정활동을 일으키는
자극의 구실을 한다. 그것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담당하는 시지각을 통해 인체에 시각정보로
입수되는데， 觸景生情의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자면 이 시지각이 상당히 선택적으로 업수되어

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하고 산발적인 빛의 자극만이 아니고 어떤 정리된 장면으로
서 입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인체의 두뇌에 있는 視覺鎭이라는 기관으로 전달되어

해석되며， 이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심리적 육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해석과정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적 사실-가치， 지식， 신념 등-이 작용한다.
이것이 현대 인지심리학에서 논하는 지각과정인데， 계성이 「借景」의 끝 부분에서 주장하고
있는 ‘텀寄心期’ 라는 개념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目寄’ 라는 것은
•

‘눈이 머문다’는 뜻이니， 현대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敵H覺 과정을 가리킨다. 한편 ‘心期’는
‘마음이 만나다’ ,

‘마음과 접촉하다’ 는 뜻이니 이는 시지각 정보의 해석과 그에 대한 반응을

가리킨다 43)

그러므로 계성이 借景論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국 情景論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계성은 景을 借하는 입장은 단순히 원림 밖의 좋은 경치를 그저 벌어 와서 즐기자는 수
준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외경이든 내경이든， 자연경관이돈 인공경관이든 간에 사람과 경관
사이에 어떤 정서적 관계를 형성해 주자는 것이다.

즉 景을 바라보면 어떤 情繹가 자연스럽게 발홍되어 情操의 상태로 지속하므로 미적 쾌감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景은 인간의 심라에 정서를 새로 만들어 일으키는 ‘원천’
이자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촉매’ 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觸情과 觸景의 觸은 첫째는 대상 사물인 경을 눈으로 바라보는 目寄라는 감각작용이
고， 둘째는 눈으로 본 감각자료를 다시 마음속에서 해석하고 어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心

期라는감정작용이다.
그러나 情景論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즉 景은 잠재하고 있는 感情을 구체화하는 ‘媒體’

43)

이와 비슷한 말로서 화가 王微가 제시한 威紀心目이라는 말이 있다.

뜻이다(훌路:

109-110).

“모두 마음의 눈에 기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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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 논리를 ‘觸景生情’ 에 대비하여

‘託景쯤情’ , 즉 “경에 의탁하여 정서를 펼쳐 낸다”

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품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는데， 이것과 일치되는
바를 景에서 찾아서 합일시킴으로서 그 정서의 양과 질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計成아 「自序」에서 술회하기를 원렴을 잘 만들었더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기이한 생각이 일
어나 거의 다 펼쳐짐을 느끼고 스스로 기뻐하였다(予뼈中所盤奇 亦覺發好略盡 益復自喜)" 라고

한 것이나 “뜻에 부합한 것 같았다(似寫合志)"라고 한 것이라든지， 또 鄭元勳이 「題를힘」에서
“주인의 흉중에 자연의 이미지가 있다(主A뼈有표擊)"라고 한 것은 원림의 경을 잘 만틀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뼈中)에 있는 생각， 뜻， 이미지들과 부합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구현되
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감과 경물이 상호 융합하는 ‘情景論’은 계성이 최초로 제안한 것은 결코 아니
다. 그는 그전부터 중국에서 문예나 회화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을 원림 조영에서도 적용

하고 있다(홉路 :214-219.

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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