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園治 • 相地論』 짧究 (2) :
‘山林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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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計成이 지은 『園治.~ (1 634) 의 한 편인 「相地」의 類型別
相地論 중에서

‘山林地’이다.

(相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첫 부분은 相地하

는 일반론에 해당하는 통론이고

다음 부분은 계성이 적합하다고 선정한 園基의 유형별로 相地

의 원리와 기법을 각각 논하고 있는 각론이다. 이 연구의 주제는 뒷부분에 해당하는 각론의 일
부분이다1)
그 유형은 모두 6가지로서，1) 山林地，

2)

城市地，

3)

交~野地，

4)

村또地，

5)

↑旁흰地，

6)

江戶地이다. 이것들은 계성이 독창적 제시가 아니라 이미 수 천년 동안 중국원럼문화에서 경험

그는 이 중에서

山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유형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2)
林’ 를 으뜸으로 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山林地’에 관한 「相地」를 논하고자 하는 바，관련 문장을 譯註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하여 산림지에 관련된 相地， 즉 부지 선정， 분석 및 설계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고 있다.
역주에서 인용된 원문의 저본은 중국에서 營造學社가 출판한 『園治~(1932) ， 한국에서 도서
출판 조경이 영인본으로 출판한 『園治.~ (1 990) 로 하였다. 이 두 책에서 발견되는 몇 군데의 오

*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1) í.相地」는 「園治」의 서론에 해당하는 「興造論」에 이어，소주제 10 개로 구분하여 원림을 조영하는 구체
적인 원리와 기술을 다루고 있는 「園說」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相地」의 통론에 관

한 연구는 황기원 (1995) 이다.

2)

각 유형별 相地論의 내용들은 중국원림문화의 보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계성이 사고하고 경험한
원리와 기법들을 보태어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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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나 의문점에 대한 교열과 해석의 참고를 위해， 陳植이 注하고 中國建葉工業出版社가 출판한

『園治注釋』 제 2판(1 988)3) , 張家購가 지은 『園治全釋~ (1993) 및 홈 의 논문 IiT園治注釋」 疑義
學析:.a (1 984) ,

Alsion

Hardie가 번역 및 주석한

The Craft of Gardens (1 988)

등을 참고

로 하였다. 그리고 譯注 및 釋明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園治』의 여러 이론에서 관련되는 부
분을 인용하거나 참조하였다.

2. 相地 통론의 요약
먼저 전차 연구(황기원，

1995) 에서 도출된 「相地 · 通論」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여，

이해를

룹고자한다.
。相地의 정의
원림을 조영하는 興造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相地이다. 이때 相地는 좁은 뜻으

로는

‘부지의 분석’

‘부지의 설계’

(si te

(site

analysis)ol 7-1 만， 넓은 뜻으로는

‘부지의 선정’

(site

selection) 과

design) 까지 포용한다.

O 園基의 유형
원림을 꾸밀 터인 원기의 위치로서 山林地， 江湖地， 갓B野地， 村11:地， 城市地， {，旁드늠地를 들고

있는데， 산림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각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지하

는 구체적인 원리와 기법을 상술하고 있다.
0 적합한 환경

園基 자체의 조건으로서 모든 유형의 부지에서 외진 곳을 들고 있으나， 부지의 방향성에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지형지세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무리한 토공사를 억제하고 있다. 부지를 조성할 때에는 특히 물을 확보하여 이를 用水는 물론
이고 水景을 조성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지의 공간은 단위 공간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분할된 공간을 현명하게 조합하여
각 공간의 장점을 서로 연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간의 조성
에 있어 길과 울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景物

원림에 베풀 景物로서 식생， 건축물과 가산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 식생의 경우 기존의 자생
림이나 식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대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등 주요 수종의 재식 장소
와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것이 因， 즉 환경설계에 관한 것이라면， 借， 즉 차경을 통한
경관설계에 대해서도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

역주에 있어 주로 참고하는 서적은 진식의 「園 k台注釋』이다. 이 책은 초판이 1981 년에， 제 2판이

1989

년에 출판되었다. 원문의 일부가 교열되었고， 주석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
로 제 2판을 참조하도록 하며， 진식 (2; 쪽수)로 표기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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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특정
유형

업지 환경
임목이 우거진 산림

山林地

특정

.5'.. 7H

"

。天然之趣를 이루고 있어 A事之그[이 불필요하므

城市地

번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내의 뼈偏한 곳
村El:地

시골 마을내의 농장

。원래는 원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나 뼈偏한

城市와 가까운 시골

。자연을 즐기기 위해 시골 마을 일대에서 경치가

살림집과 인접한 곳

。歸林得意

。老團有餘

0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

。陣風月淸륨
0 休犯山林罪過

는곳
{쫓힘地

O 得間郞諸
。隨興遊

곳이면 가능

빼어난곳을선정함.
갖~野地

O 閒閒郞景

。寂寂探春

로 園基로서 가장좋은 곳

。간소하고 편리한 곳

0 便子樂間
。護~之佳景

강변이나호반

江湖地

。물과 땅이 만나는 곳

O 尋閒是福

。知享郞價

0 相地의 목적

계성은 「相地」의 궁극적 목적을 ‘相地合宜 構園得體’ 라는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땅을 잘 살펴서 구한 원림터가 환경이나 경관에 관한 조건에 적합하면， 그 위에 꾸미는
원림은 저절로 바람직한 형상의 틀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은 계성이 「興造論」에서 설파

한 것처럼 “원림을 만들 때에는 주어진 환경 조건을 과학적으로 파악， 활용하는 인지와， 바깥
의 경관을 이끌어 들이는 차경에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할 뿐 아니라

인지에 있어 자연과 인공

의 상호 적합성을 살리는 제의와， 차경에 있어 원림 내외의 형태를 살리는 득체에 예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園林巧子因借 精在體宜)"는 원리를 相地의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다.

ll.

譯註

相地山林地

〔訓譯〕

@ 園地는 堆山林最〔最〕勝이니라. 有高有맨하고 有曲有深하며

有帳而縣하고 有平而앨하여 自

成天然之趣하니 不煩A事之工하느니 라.

【園地는 오로지〔堆
深함이 有하고， 埈하면서〔而〕 縣、함이 有하고， 平하면서〔而〕 旭함이 有하여 저절로〔自〕 天然
의 〔之〕 趣를 成하니 A事의 〔之〕 工을 煩하지 않느니 라〔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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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典減源하고 就低醫水하도다. 裡土開其슛麗하며 , 培山接以房厭하도다.
【典(處)로 入하여 源(流)를 統하고

低(地)로 就하여 水를 擊하도다. 土를 裡(索)하여 그

〔其J ，洞)六과 (山)麗을 開하며 . (土)를 培하여 山을 (成)하고 房郵으로써 [以〕 接하게 하도
다】

@ 樓〔雜〕樹參天하고， 樓聞購雲露而出沒하고， 緊花覆地하며， 享臺突池핍而參差하도다.
【樓〔雜〕樹는 參天하고， 樓聞은 雲震에 가리면서 〔顧 아울러 〔而〕 出沒하고， 緊花는 覆地하

며 , 享臺는 池핍에 突하면서 아울러 〔而〕 參差하도다1

@ 總潤은 安其梁하고， 飛嚴은 假其殘하도다.
【總j間에는 그〔其J (橋)梁을 安(置)하고， 飛嚴에는 그〔其〕 殘(道)를 假(設)하도다】

@ 閒閒郞景하며 寂寂探春하도다. 好鳥要朋하고 群蘭휩呂하도다.
【閒閒하게 郞景하며 寂寂하게 探春하도다. 好鳥는 要朋하고 群廳는 f皆f呂하도다】

@

짧退幾훔花信하고 門灣〕帶演流하도다.
【權에는 花信이 幾짧이나 머물었고〔退〕 門灣에는 漢流가 }帶하도다】

@ 竹里通뼈하고 松察隱備하도다. 送濤聲而覆蠻하고 起轉舞而願關하도다.
【竹里는 通뼈하고 松察는 隱健하도다. 濤聲이 送하니 이에 〔而〕 醫變하고， 廳舞가 起하니 이
에 〔而〕 끓%顧하도다】

@t皆〔階〕前自橋雲이니 領〔領〕上誰鋼月 인고!

【階〔階〕前에서 저절로〔自〕 雲이 橋하니 題〔領〕上에는 누가〔誰〕 月을 鋼하는고!】

@

千戀은 環쭉하고 方整은 流춤하도다. 欲藉階與하려니 何緣謝 하리오?
【千戀은 環單하고 方整은 流춤하도다. 關(淵明)의 籃與에 藉함을 欲하려 하니 어찌 〔何〕 謝

(靈雲)의 慶을 緣하리오?】

〔織譯〕

원림을 만들 땅 중에서는 산림이 으뜸이다. 왜냐 하면 산림의 지형지세를 보면 높은 곳도 있

고 우묵한 곳도 있으며， 구비치는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으며， 험준하여 깎아지른 곳도 있으
며， 평평하고 탄탄한 곳도 있어서 천연의 정취를 저절로 이루고 있으므로， 번거롭게 사람이 손
을 대어 가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산림에서 원림을 꾸미고자 하면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먼저 물을 확보해야 하
니 수원을 찾아내어 그 물길을 원림터와 통하게 할 뿐 아니라， 물이 고일 만한 낮은 곳을 찾아
내어 땅을 파내고 물을 끌어 올려 못이나 웅덩이를 만든다.또 켜켜이 쌓인 흙을 파내어 동굴을
뚫고 산기숨도 지어내며， 흙을 돋우어 언덕을 만들고， 그곳을 방이나 랑과 같은 건축물의 대지

로쓴다.
산 속에는 옹갖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하늘 높이 솟아 있으니 좋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環境論홉쫓 第三十四卷(1 996)

38

누각은 수시로 출몰하는 구름과 놀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여 한결 그욱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무성하게 펀 야생의 꽃들은 땅을 뒤덮고 있다. 훈과 臺는 못이나 웅덩이의 수면

위에 치솟은 듯 놓여지는데 그 높낮이가 서로 달라서 산 속의 지형지세와 잘 어울린다.
깊고 험하여 길이 끊어진 계곡에는 다리를 걸쳐놓아서 편안하게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날아가듯 치솟은 바위에는 잔도를 걸쳐놓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한가로운 마음으로 눈앞에 펼쳐진 경치에 다가가 즐기고， 고요한 마음으로 봄 경치를 찾아
구경한다. 예쁜 새들은 벗을 얻어 즐겁게 지저귀고 사슴떼들은 짝을 지어 노닌다.

난간에는 몇 번이나 꽃소식이 찾아와서 머물다가 간다. 문밖 일대에는 계류가 휘감아 돌아
흐른다.

대나무숲은 그옥한 오솔길로 통하고 소나무 숲 속에 지은 집은 고즈넉한 곳에 숨어 있다. 소
나무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마치 파도소리처럼 싹싹 일어나고， 하늘 높이 훨훨 날아오르는 학
의 춤이 경쾌하다.

섬돌앞에 나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구름이 절로 걷히니， 고개 위에 떠 있는 달은 누가 호미
로 파낸 듯이 이지러져 있구나. 이처럼 속세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좋다.

산봉우리마다 비취빛 수림이 휘감기듯 둘러서 있고 골짜기마다 푸른빛 계류가 흐른다. 도연
명이 가마를 타고 산에 오르듯 편히 앉아 즐길 수가 있으니 사령운이 나막신을 신고 애써서 산
을 오르내리던 수고가 필요 없지 않는가.

〔義譯〕

@ 원림을 만들 땅 중에서 산림이 으뜸이다. 왜냐 하면 산림에는 높은 곳도 있고， 우묵한 곳도
있으며， 구비치는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으며， 험준하여 깎아지른 곳도 있으며， 평평하고

탄탄한 곳도 있어서 천연의 정취를 저절로 이루고 있으므로， 번거롭게 사람이 손을 대어 가
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수원을 찾아 물길을 통하게 하고， 낮은 곳을 찾아서 땅을 파서 물
을 끌어낸다

흙을 파내어 동굴을 뚫고 산기숨도 지어내며， 흙을 돋우어 언덕을 만들어 방

이나 랑과 마주 닿게 한다.

@

온갖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하늘 높이 솟아 있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누각은 구름과 안

개에 가려서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 무성하게 핀 꽃들은 땅을 뒤덮는다. 정과 대는

지소의 수면 위에 치솟은 듯 놓여지는데 그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

@

깊고 험하여 길이 끊어진 계곡에는 다리를 걸쳐놓아서 편안하게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날아가듯 치솟은 바위에는 잔도를 걸쳐놓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다

@ 한가로운 마음으로 눈앞에 펼쳐진 경치에 다가가 즐기고， 고요한 마음으로 봄 경치를 찾아
구경한다. 예쁜 새들은 벗을 얻어 즐겁게 지저귀고 사슴떼들은 짝을 지어 노닌다

『園治

· 相地論~ ìiff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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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에 몇 번이나 꽃소식이 찾아와서 머물다가 간다. 문밖 일대에는 계류가 휘감아 돌아 흐
른다.

@ 대나무숲은 그옥한 오솔길로 통하고 소나무 숲 속에 지은 집은 고즈넉한 곳에 숨어 있다.싹
싹 소나무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나고， 훨훨 나는 학의 춤이 가볍다.

@ 섬돌 앞에 나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구름이 절로 걷히니， 고개 위에 떠 있는 달은 누가 호
미로 파낸 듯이 이지러져 있구나.

@ 산봉우리마다 비취빛이 휘감기고 골짜기마다 푸른빛이 흐른다. 도연명처럼 가마를 타고 산
에 오르고자 하니 어찌 사령운의 나막신을 따를 것인가?

〔注譯〕

@

* 園地는

『園j台』의 다른 부분에서 쓰이는 園基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 뼈은 산이 높고 험한 상황을 가리킨다.
*戀‘은 산이 깎아 지른 것처럼 가파른 상황을 가리킨다. !縣崔라는 말이 있다.

* 天然之趣와

A事之그[은 서로 대응한다. 趣와 工을 진식 (2:58) 은 ‘그욱한 정취 (뼈趣)’ 와 ‘加

工’ 으로. Hardie(46) 는 ‘매 력

(attraction) ’ 과

*煩은 번잡하고 까다롭다， 성가시다는 뜻이다

‘수공 (handiwork) ’ 으로 풀이 한다.

진식 (2: 58) 은 ‘필요 없다(不需)’로 풀이한다

@
* 入典는 산림 속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앞의 〈相地 通論〉에서 펙닦기를 할 때
에는 우선 수원을 찾아야 한다. 수원에서 흘러 나가는 물길을 잘 트이게 정비하고， 물이 흘
러 들어오는 경로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지침이 여기에서는 “入典統源 就低醫

水”로 다시 강조되고 있다.
*孤源에 대해서는 〈相地-通論〉의 주역 @을 참조하라.

* 就에는 1) 나아가다. 2) 쫓다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2) 를 취한다. 醫에는 1)뚫을 착

2) 새길 족 3) 구멍 조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을 취한다. Hardie(46) 은

out 이라고 풀이 한다
어낸다는 뜻인데，

dredge

就低醫水는 물이 고일 만한 낮은 곳을 찾아내어 땅을 파내어 물을 끌

그 물에 대하여 진식 (2:58) 은 池핍(못과 웅덩이)로. Hardie(46) 은 생

(spring) 과 물길 (watercourse) 로 풀이하고 있다. 뒷부분(@)에서 j也핍라는 말이 나오므로

진식의 풀이를 따르도록 한다.

* 換에는

1)찾다. 2) 얻어내려고 뒤지거나 살피다. 3) 고르다， 가리다 등의 뜻이 있다‘ 據土開

其六麗는 굴， 움， 구덩이와 같은 구멍을 찾아내거나 산기숨과 같은 경사면을 찾아내기 위하

여

흙을 파낸다는 뜻이므로，

切土를 가리킨다.

진식 (2:58) 은 鋼으로.

Hardie(46) 는

excavate로 단순하게 풀이하고 있으나， 張家購(1 79) 는 “층으로 쌓인 흙을 파내어 산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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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각을 찾는다(앓去層土據尋山同和山뼈J)" 라고 풀이한다.

* 培는 식물을 북돋우어 자라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언덕 또는 흙을 돋우어 높게 한다는 뜻이
다. 따라서 培山은 盛土를 가리 킨다.

Hardie(46) ‘banking up earth'

라고 하여 같은 돗

으로 풀이한다. 培堆라는 말은 언덕처럼 높이 쌓는다는 뜻이다. 이때 培를

‘배’가 아니라

‘부’로 읽는다.

* 接은 그 땅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房과 厭은 {園治 屋宇}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
*樓은雜의 본자이다.
*參에는 1)빽빽하다， 2) 가지런하지 않다， 3) 하늘(天)， 4) 바라본다(望) 등의 뜻이 있다. 參天

(참천)은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 높이 날아간다， 하늘에 닿다(시선이 하늘까지 닿다) . 하늘
높이 뻗다 등의 뜻으로 풀이되며， 하늘 높이 솟은 모양을 나타낸다.

* 露는 놀(해가 뜨기 바로 전이나 해가 진 바로 후의 하늘에 햇빛이 비치어 벌정게 보이는 현
상) . 이내(저녁나절에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또는 무지개를 가리킨다

누

각의 모습이 가렸다가 드러났다가 하여야 하니 놀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산림 속의
기상이 변화무상하여 누각의 모습이 구름， 놀， 이내， 안개 등에 가렸다가 드러났다가 하는

일반적 현상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緊은 무성하다는 뜻이다

P허淵明의 〔動農詩〕에

‘휴木緊榮’ 이라는 구절이 있다. 緊花， 또는

緊榮은 많이 핀 꽃을 뜻한다. 緊옮는 초목이 우거짐， 緊條는 무성한 가지를 가리킨다
*參差(참치)는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 연이은 모양， 흩어진 모양， 뒤섞인 모양(參은 세 개가
섞인 모양， 差는 2개가 섞인 모양)

낮게 또는 높게 보이는 모양 등으로 풀이된다.

@
**용潤은 깊고 험한 골짜기로서 그 아래에 계류가 흐르고 있는 곳이다. *용감이라고도 한다.
*安은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깊은 골짜기에 다리를 걸쳐 편안하게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梁은 1) 다리， 2) 징검다리， 3) 들보 등의 뜻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냥 다리로 풀이한다. 總j間

에 걸치는 다리이므로 교각이 없는 짖調가 어울린다.

* 飛嚴은

날아가듯 높이 솟은 바위를 가리킨다.

* 假는 바위의 틈을 빌어서 임시로 잔도를 걸쳐놓듯 설치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바위에
오를 수 있게 한답시고 바위를 깎고 계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殘은 발을 붙일 수 없는 험한 벼랑에 선반을 매듯 낸 길이다. 鐵흩， 殘聞이라고 한다. 殘雲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구름을 헤쳐 들어가는 듯한 높은 산길， 또는 鐵효 가까이 서려 있
는 구름을 가리키니， 殘道가 매우 험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園}台 • 相地論~ 1i뮤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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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閒閒은 한가로움(閒)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寂寂도 마찬가지이다. 진식 (2: 58) 은 閒閒을 安

‘가까이하다’는

뜨〈

*郞은

뾰

速로， 寂寂을 뼈靜으로 풀이한다.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Hardie(46) 는

‘접근하다

(approach)’로 풀이한다. 흥n景이라는 말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경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경치를 가까이에서 즐긴다는 뜻으로 풀이 한다

*探春은 봄 경치를 찾아 구경한다는 뜻이다. 한편 探賞이라는 말은 좋은 경치를 찾아다니며

기리고 즐긴다는 뜻이다.

* 好는 1)좋다， 2) 아름답다， 예쁘다， 3) 의가 좋다， 4) 귀엽다 등의 뜻이 있다. 好鳥는 예쁜 새
라는 뜻이다.
*要에는 1)구하다， 찾다， 2) 바라다， 3) 얻다 등의 뜻이 있는데， 好鳥要M 이라는 말이 봄 경치

가 어울리자면 이미 짝을 얻었다고 상상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이 해석은 다음 구절에서
사슴들이 짝을 지어 노니는 정경과 어울린다. 한편 진식 (2:59) 은 1)을 택하고 있다.

* 魔는 큰 사슴을 가리킨다.
* ↑皆個는 ‘함께 벗하다’ , ‘짝하다’ 는 뜻이다.

@
*藍(함)은 1) 우리， 2) 감옥， 3) 난간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3) 이 알맞다.

* 退(두)는 ‘머무르다’ 는 뜻이다.
* 幾짧은 ‘몇 번’ 이라는 뜻이다.
*花信은 ‘꽃소식’이다.

*灣은 1)물굽이， 육지로 쑥 들어온 바다의 부분， 2) 활등처럼 쑥 들어온 모양의 뜻이 있다. 門
灣은 원림의 문 앞에 있는 만처럼 파고 든 땅을 가리킨다.

* 帶는 물줄기가 허리띠처럼 휘감고 흐르고 있는 형상을 가리킨다.

@
*里는 마을이라는 뜻보다는 숲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E推의 輔川別業에 竹
里館이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通을 통하다， 꿰뚫다 는 뜻으로 풀이하면 通뼈는 대숲이 그욱한 곳으로 통한다， 대숲을 지나
가면 그육한 콧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通을 두루， 모두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대숲
자체가 두루 그유하다는 뜻이다.

* 松察는 소나무 숲 속에 있는 작은 은일처를 가리킨다. 진식은 처음에는 ‘스님의 거처’ (慣舍，

1 :52) 로 풀이하였다가， 나중에 ‘소나무 숲 속의 작은 집(松林間的小屋， 2:59) ’으로 고쳐 풀
이하고 있다. 이 수정은 조신(1 984) 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Hardie(46) 은 ‘소나
무로 지은 은일처 (pinewood

retreat) ’

로 풀이하는데， 松은 재료가 아니므로 틀린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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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濤聲은 개울물이 물결을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가는 소리로도 풀이되고，

소나무숲에 바람이

불 때 마치 파도소리처럼 나는 바람 소리로도 풀이된다. 진식은 개울물 소리로 풀이하였다가

(1: 52) 다시 바람 소리로 풀이하고 있다 (2:59)

한편 Hardie(46) 는 여울물 소리로 풀이한

다. 그런데 雲影濤聲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소나무의 모양과 소나무에 부는 바람을 형용한
것이다. 王直方의 시에

‘不若雲影亂輔地， 濤聲寒在空)’ 이라는 구절이 있다. 게다가 문맥으로

보아 소나무숲에 관한 경상이 맞으므로 여기에서는 소나무숲 바람소리로 풀이하기로 한다.
*覆覆는 기가 성한 모양이다. 여기에서는 파도가 일 때 나는 소리인

‘싹싹’로 풀이한다.

*關顧은 훌쩍 가볍게 날다 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학이 춤추듯 날아오르는 모양인

‘훨훨’로

풀이한다

@
*增는 階와 같다.

* 橋雲은 숨어사는 사람이 세상의 일로부터 단절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출처가 불명인 옛
날 시에 “종려 잎으로 만든 붓으로써 낮게 깔린 구름을 쓸어 낸다(樓(琮) 筆橋없來雲)"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진식，

1: 52).

‘歐雪도 같은 뜻이다.

* 鋼月도 橋雲과 같은 뜻이다. 宋의 『方몸傳J 어l “問舍求田計未成 一養鋼月每含情”라는 구절이
있다

鋼(서)는 1) 호미 2) 김매다 3) 없애다 4) 어긋나다 등의 뜻인데， 2) 를 취한다.도연명의

〔歸田園去〕에 나오는

‘帶月倚鋼歸(달과 더불어 호미 메고 돌아온다)’ 라는 구절에서는 1)의

뜻으로 쓰인다.

*領을 「木經全書」에서는 領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領으로 바로잡는다

@

* 千變環젊는 산중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푸른빛을 띄고 둘러서 있는 형상을 묘사한 말이다. 또
Jj짧流춤은 산중의 수많은 골짜기에 파란 물이 흐르는 형상을 묘사한 말이다.

*藉는 기대다， 의존하다 는 뜻으로 풀이한다

*緣은 ‘따르디’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풀이한다.
*與는 籃與(대나무를 걸어 만든 뚜껑이 없는 가마， 籃響 또는 竹與라고도 함)이다， ~협與는 關
淵明 (365?-427) 이 이런 가마를 타고 자연 속을 유유자적하였다는 풍류를 가리킨다，

傳}에

{關j짤

‘向乘籃與 亦足自適(나아가 가마를 타니 역시 자적하기에 족하다)’ 이라는 기록이 나온

다.

* 慶(극)은 나막신이다. 謝慶은 진대의 시인 謝靈雲 (385-433) 의 나막신을 가리킨다~품書』에
‘사령운은 산수를 유람할 때 항상 나무로 지은 나막신을 신었다. 산을 오를 때에는 앞축을
빼어 신고， 내려 올 때에는 뒤축을 빼어 신었기에 세상사람들은 ‘사공의 나막신’ 이라고 불렀
다(謝靈運尋山涉水 常훨木慶. 上山則去其前짧 下山則去其後짧 世稱謝公展)’ 라는 기록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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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

釋明

1. 山林地의 相地: 數地 선정
山이라는 한자 자체가 바로 평지에 솟아 있는 봉우리를 나타내고 있듯 산은 정의로 볼 때 평
지에서 뚜렷하게 솟아 있는 땅의 일정한 부분을 가리킨다. 산 가운데에는 흙과 바위로만 이루

어진 것도 있지만 나무와 풀이 무성한 것이 많다. 계성이 말하는 ‘山林地’는 바로 이처럼 나무

와 풀이 무성한 산지를 가리킨다.
산럼지는 지형， 수계， 기후， 서식 생물 등 생태적 조건이 특이하여 인간의 일상 생활환경으

로는 제약이 많지만， 원림을 조성하는 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계성은
‘원기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은 산림이다(園地 推山林最勝)’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가를 계성의 논지와 중국원림문화의 특정으로부터 도출해 보기로 하자.

(1) 天然之趣4)
0 다양한 지형
산림지의 환경과 경관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지형이다. 산림지는 평지나 습지 등 다른
환경 및 경관과 비교할 때 지형의 스케일과 크기， 형태와 구성이 매우 다르다.
산림지의 지형은 지질구조의 변화-융기와 침강， 습곡 등-에 의해 원지형이 형성되고， 장구
한 시간이 흐르면서 물에 의한 침식， 바람에 의한 풍식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대 중

국에서는 평지에서 약 320 미터 솟은 것을 山이라고 하고， 그보다 낮은 것을 小山이라고 구분
하는데(解海) . 중국의 광역적인 지리 구성으로 볼 때 북부 지역의 산악지대에서는 천 미터 이

상의 높은 산도 많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매우 넓은 지역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강남 지역에
서는 이 정도 높이만 되어도 매우 뚜렷한 경관을 형성한다.

산의 지형은 거시적 · 외형적으로 보면 평지에서 솟아 있는 러의 지형이고， 평지에서 시작하
여 비교적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산체를 이루고 있는 경사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니
급경사를 이루다가 급기야 벼랑이 된 곳도 있고， 완경사로 이루어진 평탄한 곳도 있으며， 경사
가 다른 공간들이 뒤얽혀서 기복이 심한 곳도 있다. 산의 단면을 보면 평지와 산체가 만나는
산기늙인 산록을 지나 산중턱인 산복을 이루다가 정상에 이르게 된다

봉우리는 정상에서 시작

하여 능선을 이루므로 멀리서 보면 스카이 라인을 형성한다.

그러나 산의 지형을 미시적 · 내부적으로 보면 머뀐의 지형이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는

말이 있듯 융기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침강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形

4)

여기에서 쓰인 ‘天然’ 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쓰는 自然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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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는 산체가 굴곡하는 곳은 머形을 이루는 곡부의 지형 역시 굴곡한다

중국어 , 즉 한자말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산의 지형을 묘사하는 용어들이 매우 많다.
솟은 산은 吃(흘)，

(분)， (급)，

(력)， I戰(아) , 뿔 · 쳤 · 홈(숭) , 큰산은 룸

。''''
「一그T

· 藏， (거) , 굴곡이

많은 산길은 (불) , 민퉁산은 (기)， (올) , 돌산은 (저) , 산모롱이는 (절)， (우) 급경사는 (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계성은 산림이 園基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까닭은 이처럼 지형이 매우 다양하여 별도로

인공이 번거롭게 더해지지 않아도(不煩A事之工) 저절로 천연의 정취(自成天然之趣)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산림은 높은 곳， 우묵한 곳， 구비치는 곳， 깊은 곳， 험준하여
깎아지른 곳， 평평하고 탄탄한 곳 등 그 지형이 실로 다양하다는 것이다(有高有맨有曲有深有u浚
而戀、 有平而뀔) , 이러한 조건은 바로 경관의 多樣l生을 가리킨다
특히 그가 원기로서 적합하다고 지적하는 곳은 수많은 산봉우리와 골짜기 (千戀方整)가 있고

곳곳에 높이 솟은 바위(飛嚴)도， 건널 수 없는 개울(總潤)도 있으며，

‘산봉우리마다 비취빛이

휘감기고， 골짜기마다 푸른빛이 흐르는(千戀環쭉 方整流줌)’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이러한 조
건은 경관이 다양할 뿐 아니라 다른 곳보다 빼어나야 하니 바로 경관의 秀越性을 가리킨다 6)

하지만 이런 지형은 원경으로서 조망하기에는 좋으나， 원림 자체를 베풀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7)

따라서 園基 자체는 다음에서 논하는 것과 같이 계류가 흐르며， 숲이 우거진 곳이면서

가끔 개활지가 있어 야생화도 만발할 수 있는， 거처하기에 알맞은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
나 사방이 막힌 곳이 아니라 주변의 좋은 원경을 借景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0 우거진 숲과 활짝 핀 꽃
이와 같은 지형적 조건에 덧붙여 계성은 산의

‘숲’ 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山林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이 산림은 ‘온갖 나무들이 하늘 높이 치솟게 자라는

(雜樹參天)’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雜樹라는 개념으로서， 산림이나

수림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수목이다8)

이와 같이 울창한 혼효림이 있을 뿐 아니라，

‘그옥한 대나무숲과 소나무숲(竹里通뼈 松察隱

偏)’ 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 있어야만 원림을 베풀 만한 적지가 된다. 또 산림 중에는 나무만
잘 자딸 뿐 아니라 “활짝 핀 꽃들은 땅을 뒤덮으며(緊花覆地)" 잘 자라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

5)

이런 다양한 산악의 형상을 산수화에서 표현하는 중국화 기볍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산 전체의 지

형적 윤곽과 골격을 잡아 그리는 법에서 시작하여 바위‘ 물‘ 수림 등 산을 이루고 있는 요소 별로 그
리는 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6) w園治 · 借景』을 보면 ‘먼 산홍우리가 병풍처럼 두르다(遠뼈環展)’ 라고 하여， 원경을 차경하는 遠借의
시각적 구도를 논하고 있다

7) I興造論」에 ”차경이라는 것은…멀리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산봉우리는 맑게 개인 하늘 높이 우뚝 솟아
빼어난 모습을 보여준다(借者"， ~춤쩡왕쏠훌秀)라는 원 가 나온다.

8)

雜樹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황기원(1 995: 214) 를 참조하라.

『園治 · 相地論』 冊究 (2)

‘山林地’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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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꽃들은 물론 야생화일 것인데， 표고가 높아서 수목이 자랄 수 없는 고산초원이기 보다는 숲

속에서 간간이 발견되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작은 개활지로 해석된다.

그리고 “산봉우리마다 비취빛이 휘감긴다((千變環쭉)"라고 하였으니， 일대의 산악 전체가 울
창한 수림으로 덮여 있을 뿐 아니라 일조 조건도 양호하다는 것도 중요한 환경 조건이다.
0 흙과물

이와 같은 좋은 임상이 있어 지표상의 환경조건이 원림을 꾸미기에 적합한 곳은 다른 환경조
건이 주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흙이다. 계성은 흙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으나 “흙을 파고

산을 돋운다(擺土培山)"라고 하였으니 이는 식물이 자라는 데에 필요한 흙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성이 원하는 터는 바위와 돌로써만 이루어진 악산이거나， 산중에서 간간이 발

견되는 그러한 지점이 아니다. 즉 이런 산들은 보는 대상이기는 하여도 머무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기숨에서 별지 않으면서도 유현한 곳이거나， 또는 계곡에서 퇴적토가 꽤
많이 쌓인 곳이 좋은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흙의 존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물이다. 산악 지형의 특징상 산에서 발생한 지표수
나 지하수는 계류를 이루면서 흘러내려 갈 것이고

굽이치기도 하고， 다양한 경사를 이루기도

하는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개울， 웅덩이， 폭포 등 실로 다양한 수경을 이룰 것이다. 또 지하
수가 용출하여 샘을 이루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산림지의 조영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산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수원을
찾아내고， 그 물길을 원림터까지 끌어오며， 때로는 낮은 곳을 파내어 못이나 웅덩이를 만들어

야 한다(入典않源 就低醫水)"라고 주장하고 있다
0 어울리는 동물

산림에는 이와 같은 무생물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온갖 동물들도 서식하고 있기에 원림의 천연지취를 더욱 북돋우어 주고 있다.
계성은 가볍게 훨훨 나면서 춤을 추는 학(起轉舞而顧顧) , 벗을 찾는 예쁜 새(好鳥要朋) , 짝

을 지어 노니는 사슴떼(群醒借個) 등을 언급하고 있다9)

이러한 동물들은 산림 원림에 잘 어

울리는 동물일 뿐 아니라， 그 산림 자체가 이런 동물의 서식처로서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계성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곳은 나비나 풀벌레와 같은 원림에
어울리는 곤충들도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맹수， 맹금， 독사， 독충 등과 같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동물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
니， 이러한 동물이 서식하는 곳은 원림터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9)

중국에는 은일하는 생활과 학을 연계하는 글이 많으며， 특히 ‘훌훌嗚’ 이라는 성어까지 생겨났다. 자세한
것은 황기원(1 992: 163) 을 참조하라. 이밖에도 종종 등장하는 야생동물로서는 원숭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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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기후의 미묘한 변화

이러한 산림지는 평지와는 달리 미기후의 변화가 무상한 곳이다. 산림 생태계에서는 일조

온도， 습도， 강우， 바람 등 모든 대기현상이 평지와 다르게 마련이다 10)

郭熙는 『林束高致』에서 “실재하는 산수의 운기는 사계절이 같지 않다

봄에는 온화하고， 여

름에는 무성하며， 가을에는 성기고， 겨울에는 어두컴컴하다(률山水之雲氣 四時不同 春顧治 夏

옳驚 秋뾰灌 쪽體淡)"라고 하였다. 또 실재하는 산수의 아지랑이도 사계절이 같지 않다. 봄에
는 고요하고 아름다워 마치 미소짓는 듯하고， 여름에는 짙푸르러 흠빽 젖은 듯하고， 가을에는

맑고 깨끗하여 마치 화장한 듯하고， 겨울에는 어둠침침하고 쓸쓸하여 마치 잠자는 듯하다(훌山
水之뼈風 四時不同 春山擔治而如笑 夏山蒼짧而如뼈 秋山明浮而如뺨 쪽山慘淡而如睡)"라고 하
였다(郭熙 郭思， 635) .11)

계성은 산림지 안에서는 “누각이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樓聞
嘴雲震而出沒)"라고 한다 12)

이와 같은 미기후의 변화는 같은 시간에 지점에 따라 다를 뿐 아

니라，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 天然之趣를 북돋우어 주는 것이다
기상 현상 중에서 특히 구름은 산 또는 산림， 그리고 산악 지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P짧淵明의 「歸去來解」에

‘雲無心而出뼈’ 라는 구절이 있으니 (張基樓 편저 , 1991: 106) , ‘구름은

무심히 산의 바위굴에서 피어 나온다’는 뜻이지만， 나아가서 유유자적하는 사람의 처지를 가리
키는 뜻으로도 쓰인다.
휩;良은 구름이 생기는 근원으로서

구름은 산에서 생기므로 산의 높은 곳을 이르기도 하고

바위틈에서 생기므로 바위를 이르기도 한다. 구름 중에서 낮게 뜨는 구름은 산의 높은 부위를
감쌀 것이니， 雲tl짧은 산봉우리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봉우리이기도 하지만， 구름이 걸
려 있는 높은 산봉우리를 가리킨다. 또 雲山은 구름처럼 보이는 먼 산， 또는 구름이 걸려 있는
멸고 높은 산을 가리킨다

또 雲歐 또는 없雲은 구름이 걸려 있는 높은 산에서 잠을 자든지，

또는 속세를 피하여 산 속에 숨는 일이다.

구름은 낮은 계곡부나 숲에도 깔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雲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은 구름이 끼어 있는 숲을 가리킨다.

白居易의 시 「香山下 h 居詩」에

‘어지러운 등나무는 석벽

을 가리고， 위태로운 개울은 운림을 감싼다(亂蘇週石뿔 總潤護휩木)’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또
雲果은 구름이 일고 샘이 솟는 곳

즉 산 속을 가리키고

雲整은 구름이 끼어 있는 깊은 골짜

기를 가리킨다.

10)

산악의 기상 내지 미기후의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표고의 상승이다
바에 의하면 표고가

100m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상승할 때 평균적으로 용도는 2~30C가 내려가고， 강수량은 5~10cm 늘

어난다고 한다， 여기에 지형과 향에 따라 일조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바람은 주야간 및 계절간 풍향

이 달라진다 (Dorward ，

1990 55-60).

11) 이런 다양한 산악의 형상을 산수화에서 표현하는 중국화 기법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12) 露는 햇빛이 권운에 비칠 때 생겨나는 붉은 광채로서， 노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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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 다변한 미기후는 산악을 생활 근거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

한 환경 조건이겠으나， 원림을 조영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기후의 변화가 오히려
원림의 깊이를 더해 주는 좋은 환경 조건이다. 게다가 계절의 변화까지 곁들이면 그 다양성은
더욱 풍부해진다 13)

(2)

중국의 山林地 園林文化

計成은 이처럼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山林 園基의 장점을 논하고 있 S나， 중국 원림문화에
서는 문사들이 隱進 또는 樓進을 하는 으뜸가는 장소로서 산림을 꼽고 있으며， 그 개념이 이른

바 ‘山居’ 라는 개념으로 요약된다. 山居는 글자 그대로 산중의 삶이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적
으로 산거는 매우 고달프고 어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계성이 산림지를 원림을 베풀 부지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추천하는 데에는 중국의 산림문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행 나 일반 원림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원림양식으로 취급되어 왔다.
0 중국의 산림문화

중국의 산림문화는 매우 오래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자연 산수를 즐기고， 그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 3세기 경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삶이 비교적 안정되
고 풍요로워지는 시기에 들어오면 자연은 비로소 예술 활동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정

도에 있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한 景物

景區

景觀 내지 자연 全體의 규모로 확대

됨을 볼 수 있다. 또 예술작품의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묘사인 鉉景， 대상을 보

면서 우러나는 정서를 펼치는 敎情

나아가서 정서와 경관이 흔융일체가 되는 情景의 수준으로

발전한다 14)

그리고 이런 예술현상이 일상생활에 반영되면 어떤 곳을 방문하고 즐기다가 되돌아오는 行

樂에서 아예 그런 곳으로 옮겨가서 머물며 사는 移居의 수준으로 이행한다. 또 행락의 장소가
성시 안의 園林이나 성시 近갓ß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벗어나서 점차 自然 山水로 확장된다 15)

13)

중국 고전 원림의 창조자들은 공간적으로는 땅의 조건을 충분히 이용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자연

적인 시간의 운행이 제공하는 아름다움을 파악하여 이를 원림 조영에 십분 활용하였다. 즉 ‘좋은 시간
(良辰)’과 ‘아름다운 경관(美景)’을 상호 융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상호 교감하도록 하여 하나의 짜임
새 있는 경관을 구성하는 것이다

14)

고대 중국의 시틀을 집대성한 『詩*잃에는 특정한 경물을 단순한 敎景의 관점에서 묘사한 것들이 많

다. 예를 들면 “풀벌레는 울어대고 메뚜기는 띈다(맺맺草蟲 魔醒뿔옳)"라든지， “진펄에는 쐐기풀， 아
름다운 그 즐기 (銀有홉楚 a숨離其技)" 라든지 하는 시구들이다. 그리고 그 경물들은 다분히 식용이나
약용에 쓰이는 생활필수품들이 많아서， 중국 북부지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자연관
이 표출되고 있다. 한편 중국 북부 지방의 운문을 대표하는 『詩*~심에 비해서 자연 환경이 좋은 남부
지방의 운문을 대표하는 『楚解』에서는 보다 풍부한 경물이 등장하고 있고， 초보적인 鉉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그래서 감상적 시선5!..로 자얻을 바라보는 것은 초사로부터 시작된다. (小尾잣ß- ，

6-15)

15) 行樂에서 移居로 이행하는 풍조는 곽회의 ‘行望游居’ 론에서 잘 요약되어 있다. 이것은 산림의 품격을
논한 것이다. 즉 산럼에는 품격에서 차등이 었으니， 머물며 살아볼 만한 곳(可居)이 으뜸이고，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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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산수 속으로 찾아가거나 또는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사는 것이 隱士들의 생활양식

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은 鏡쯤 시대 (3세기 초 ~5세기 말) 이후로서， 현실세계의 정치적 혼란
과 노장사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림은 비록 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을 하기에는 봅시 어렵지만

우선 피난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달픈 산중 생활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위안하기 위
하여 山居를 찬미하는 풍조가 발생하였고， 나아가서 산거의 環境이 되는 山林 또는 山中 자체
를 찬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곽희는 『林폈高致』에서 군자가 산수를 사랑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6)
군자가 산수를 사랑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 까닭은 군자는 전원에서 살면서 인간

의 기본적 바탕을 키우고자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군자는 뛰어난 경관
속에서 노닐면서 예속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또 군자는 고기 잡고 나무
하며 한가하게 사는 삶을 늘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 군자는 자유롭게 사는 야생동물과 늘
가까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번잡한 속세에 구속받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바이고，
구름이 감돌고 안개가 피어오르는 절경 속에서 노니는 신션과 성인은 누구나 만나 보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O 山居

이처럼 은사들의 산중생활이 보편화되면서 山居에 관한 저술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이 저술
들이 사족 계층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읽혀지거나 알려지면서 山居는 중국 산림문화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다.
그 저술의 예를 몇 개 들어보기로 하자. 張協 (3세기)의 시를 보면 “깊은 산 구석진 곳에 집

을 짓고/울창한 수풀 그늘에 밭을 간다/잡초 우거진 정원은 적막하고 한적한데/그욱한 산봉우
리는 험준하고도 깊구나(結宇罷周曲， Mt~벼數陰， 숲處寂以寒 뼈뼈뼈且深)"라는 구절이 있으니
(小尾해-: 98) , 이런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중국의 산림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적 山居의 모형 중의 하나는 遊樂 또는 行樂이니 ,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즐기다가 되돌아오는 형식이다. 아마 이 경우
상주하는 곳은 원근에 있는 城市이거나 村또일 것이다. 또 하나는 아예 산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서 상주하는 移居라는 형식이다. 물론 이거의 경우에도 어떤 곳에 상주하는 주택이 있
음은 한가롭게 노닐어 볼 만한 곳(可游). 멀리서 바라볼 만한 곳(可望)
(可行)의 순서로 그 품격이 매겨진다고 보았다

한번 지나쳐 가 볼 만한 곳

이 사항에 대해서는 '1T望游居論’ 이라는 주제로 논하

고 있는 황기원(1 992). ~.林果高致에 나타난 郭熙의 自然斷을 참조하라.
따라서 산림원림은 머물며 살아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 한가롭게 노닐어 볼 만한 곳의 차원에 속한다.
즉 자연산수의 경지가 그러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품격이 떨어지더라도 인공을 가하여 한정

된 원립을 잘 가꾸면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16)

본문과 해석은 황기원(1 992)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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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원림과 먼 원생자연을 노니는 생활이 영위된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의 遊樂型 山居의 경우를 잘 보여주는 옛 글 중의 하나는 歐陽修(1 007-1072) 가 지은

「解였亨記」이니，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한무희:

253-259).

저주 땅을 빙 둘러 모두 산이다. 그 산의 서남에 있는 모든 봉우리의 林擊이 가장 아름
다운데，

벌리셔

바라보면 숲이 무성하게 우거쳐 깊고 빼어나게 높이 솟은 산이

있다

。1

산이 바로 낭야산이다. 산으로 가서 6.7리 쯤 다가가면 점점 잔잔한 물소리가 들리면서 두
봉우리 사이로 쏟아지는 것이 양천이다. 그 봉우리의 산길을 안고 돌아가면 날아갈 듯 한
정자가 양천 위에 걸쳐져 서 있으니， 解켰후이다

醒겼이라는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산수를 즐기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산수를 즐긴다는 것은 마음을 술에 실어 본다는 것
이다”라고 한다. 해가 나와서 숲의 안개가 열리고 구름이 돌아가 바위굴이 어두워지니 , 어
두웠다 밝았다 변화하는 것은 산간의 아침저녁이다. 들에 꽃이 만발하여 그욱한 향기가 있

고 좋은 나무가 빼어나 우거진 그늘이 지며， 바람과 서리가 높고 깨끗하고， 물이 떨어져
돌이 드러나는 듯 하는 것은 산간의 네 계절이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졸야.오매， 사시
의 풍경이 같지 아니하여서 즐거움 또한 다함이 없다…

후자의 移居型 山居의 경우를 잘 보여주는 옛 글 중의 하나는 후훌退之 (768-824) 가 지은 「送
李原、歸盤삼序(이원을 반곡으로 보내는 서 )J 이다. 이 글을 보면， 당나라 덕종 때 사람인 이원이
절도사로 있다가 그 후 불우한 시절을 맞아 속세를 버리고 은거하고자 찾아가는 반곡의 형상과
그곳에서 벌어질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한무희:

210-218).

태행산 남쪽에 반목이 있으니， 반곡 사이에는 사철 넘쳐흐르는 샘물이 달고 땅 또한 기

름져서 초목이 무성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언제나 고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골짜기가 두 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는 사이에 있으므로 盤이라고 부른다’ 라고 한다. 또 어

떤 이는 /이 골짜기는 집터로는 그육하지만 지세가 험하고 구불구불하여 은자가 반선할 만

한 곳‘ 즉 돌아다니며 노닐 만한 곳이다’라고 한다. 벗 이원이 여기에 산다.
이원의 말은 이러하다.

‘곤궁하게 살아 산야에 거처하며 높은 데 올라 멀리 바라보고，

우거진 나무 밑에 앉아서 날을 마치고， 맑은 샘물에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산에서
나물 캐니 좋은 것이 먹음직스럽고， 물에서 낚시질하매 신선한 것이 먹음직스럽다. 서고

앉는 것이 때가 없어서 오직 편안한 대로 쫓아 즐긴다….’
창려 한유가 그 말을 듣고 이를 장하게 여겨 그에게 술을 주고 그를 위해 노래하니 이러
하다.

‘반독 안， 이것은 그대의 집이요， 반목의 땅， 이곳은 독식을 심을 수 있도다. 반곡

의 샘물은 씻을 만하고 물을 따라 산책할 만하며， 반곡의 험조함이여 ! 누가 그대의 사는

곳을 다투려 하겠는가? 그음하고 깊으나 텅 비어 그 용납함이 있고， 빙 둘리어 구부러져
있으니 가는 것이 되돌아오는 듯 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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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거문화가 축적되면서 山居를 조영하는 법식도 나타난다. 그 예로서 {醒古堂劍橋}에

보면 17)

1) 나무는 차례로 심지 않는다(樹無行次). 2) 돌은 위치가 따로 없다(石無位置). 3) 거

실은 크게 벌리지 않는다(居無宏韓)‘ 4) 마음은 기회를 엿봄이 없다(心無機事)라고 하여 山居四
法을 논하고 있다(間大路.

1938: 316)

이 책에 묘사되고 있는 山居는 다음과 같으니 , 계성의 산림지 원림과 매우 흡사하다

즉 “山

曲에 방 하나를 만든다. 원림에 들어서면 그유한 지름길이 나 었다. 무성한 푸른 대밭 중심에
는 潤水가 흘러 돌아가는 曲池를 만드는데， 못 주위에는 대나무와 잡수가 심어져 있고， 구름
형상의 돌도 놓여 었다. 그 뒤는 평평한 언덕배기인데 고목들이 무성하다. 소나무 아래는 여러

가지 관목들이 심어져 있고 온갖 침녕쿨이 어우러져 있다. 정자는 날아갈 듯하다. 밤중에는 학
이 맑고 아득하게 울면서 꽃밭에서 잔다. 원숭이는 슬프게 떠들어서 새벽녘에 놀란 소리를 듣

는 것 같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곳이 城市인지 山林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0쾌大路.

1938:

315) .
2

山林地型 園林의 相地

人事之工

(1) 부지 분석과 설계
이와 같이 지형적으로 좋은 조건이 잠재하고 있는 산림이기는 하지만， 원림을 꾸미기 위해서
는 인공의 손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計成은 산림지가 園基로서 좋은 이유를 “천
연의 정취를 저절로 이루고 있으므로， 번거롭게 사람이 손을 대어 가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다. (自成天然之趣 不煩A事之工)"라고 하였지만 18)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요한 작

업을 제시하고 있다.
O 入與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산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入典).’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산림 중의 깊은 곳은 어떤 곳이며， 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라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산림 중의 깊은 곳은 세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심산유곡이고， 또 하나는 산의
정상 지점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에 흐르는 계류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 곳이다.
그런데 원림을 꾸미겠다는 의욕은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초세의 생활을 하겠다는 의욕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림 중의 깊은 곳이 심산유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비슷한 논리로서 이 산은 숲이 있는 ‘山林’인 통시에 물이 있는 곳이므로 풀 한 포기 나지 않

17) 이 책은 명대의 陸紹팎이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당시 널리 돌아다니던 史記， 漢書 世說新語 등에
서 수집한 것이니， 이전부터 내려오던 산거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18)

진식 (2:58) 은 煩을 不需， 즉 ‘필요 없다’ 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과도한 인
공을 지양하는 것이지， 모든 인공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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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뽑山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의 정상 지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이런 곳
은 바라다볼 만한 곳이지 한가롭게 거닐거나 머물며 살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림 중의 깊은 곳이란 유명한 산이거나 별로 이름 없는 산이거나 관계없이 계류의 상류로 거
슬러 올라간 곳， 계곡 속의 깊은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곳은 온갖 나무와 풀이 우거지고

물도 넉넉하며

동물들이 서식하기에도 알맞은 곳이

며， 기후 조건도 적합하여 사람이 원림을 꾸미고 즐기면서 살아볼 만한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
기. 때문이다. 특히 하류에 비해 수량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수질이 깨끗하며， 바위나 식물 등과

어울린 수경 역시 빼어난 곳이므로 원기의 조건 중에서 으뜸인 수원을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러한 위치를 잘 묘사하고 있는 곳은 關淵明이 이상향으로 제시
한 挑花源境일 것이다 19)

üj없i原醫水
「相地 · 通論」에서 이미 제기된 바와 같이 원기를 마련하는 데에는 “좋은 곳을 골라서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터닦기를 할 때 우선 수원을 찾아
야 한다. 그 다음에는 수원에서 흘러 나가는 물길을 잘 트이게 정비하고，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경로를 잘 살펴야 한다 cr 葉貴重水面 立基先究源頭 統源之去由 察水之來歷)"라고 하여 , 가장
먼저 수원을 찾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 . 점은 산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계성은 “수원을
찾아 통하게 하고， 낮은 곳을 찾아서 물을 판다(統源就低醫水)"는 기〈工事를 하라고 하였다. 이

는 「相地 · 通論」에서 “낮고 움푹한 곳에는 연못을 팔 수 있다(低머可開池낌)"라고 한 것이나，

「興造論」에서 “샘물이 잘 흐르도록 돌을 모은다(束lÃE石注)"라는 일반 원칙과 부합한다 20)
산 속에는 일년 내내 기후의 변동과 관계없이 물이 항상 녁넉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었다. 또 지표수가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곳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끊어진 곳도 있다
따라서 수원을 찾아 통하게 한다 함은 이처럼 끊어진 곳을 인위적으로 굴착하던가， 물에 걸쳐
져 있는 나무 등걸， 낙엽 , 동물의 사체 등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나아가
서 이런 수자원이 원림을 꾸미고자 하는 園基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로를 뚫어 물을 끌어
오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낮은 곳을 찾아서 물을 파는 목적은 1)지표수가 부족한 경우에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19) 挑花源境은 도연명이 그린 가상적 이상향이다. 그가 지은 「挑花源詩」을 보면 挑花源은 다음과 같은
환경이었다.1)계류를 따라 한참 〔올라〕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홀연히 복숭아숲이 나타난다

2) 아름

답고 넓은 복숭아숲을 계속 나아가니 숲은 계류의 상류에서 끝나고， 그 곳에 산이 있다. 3) 산에 나

있는 동굴을 통과한다 4) 쾌적하고 안락한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이 도화원이다. 산림지 원림은 산중
에서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계류 있고， 울창한 숲이 있으며 , 속세를 떠난， 쾌적하고 유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마을이라는 점 말고는 매우 근사한， 일종의 모형이다.

20) 도시 근교에 만드는 였野地 園林에서도 “물길을 파서 수원을 통하게 한다(水港通源)"라는 말이 나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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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이고. 2) 원림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며. 3) 지당을 만들어 수경을 돋보이게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산의 숲과 물은 그 존재를 위해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생태학적 원리가 이
경우에도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0 授土培山
이와 같이 물이 확보된 지점에서 다음에 해야 할 작업은 土工事 (earthwork) 이다. 즉 ‘흙을

파서 우묵 파진 곳이나 비탈을 만들고， 흙을 돋우어 방이나 회랑이 놓일 자리를 만든다(裡土開
其六麗 培山接以房厭)’ 라고 한다. 현대적 용어로 풀이하면 여기에서 흙을 파는 據土는 切土이
고， 흙을 돋우는 培山은 盛土일 것이다. 이러한 절성토는 건축물의 부지 조성 뿐 아니라 원림
안의 재식에도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相地 · 通論」을 보면， “원림터를 정지할 때에는 억지로 지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
존의 지세를 활용하여야 한다

경사가 급하거나 완경사와 급경사가 섞여 있는 지형은 구름이

깔린 모양처럼 몇 개의 단을 포개어 다듬어야 한다(如方如圓 似偏似曲 ... 似偏關而輔雲)"이라고
하였고

r興造論」을 보면， “因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있는 기본적 지세를 따름으로써 그 지형의

형태적 특정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다(因者 隨其勢高下 體形之端正)"라고 하였으니， 토공사

또한 주어진 환경조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매우 절제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
다 21)

이와 같은 토공사가 암시하는 부지 조건은 이와 같은 정지를 할 수 있는 흙이 넉넉한 곳이어
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전에는 산 속 깊은 곳에서 필요한 흙을 다른 곳에서
운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2)

건축물과 구조물의 布置

산림 원림에서는 많은 건축물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 하면 이 원림에서는 많은 사람이 상주
하는 곳도 아니고， 원럼생활이 건축물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곳도 아니기 때문이다. 원림
건축의 본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대체로 작은 규모의 소박한 집일 것이다.
0 건축물

‘山林地’ 에 등장하는 건축물은 亨， 臺， 樓， 聞， 察이다. 여기에서 察는 생활용 거처이고， 나

머지 건축물은 원림을 꾸미며 한편으로 원림을 즐기는 데에 적합한 건축물의 유형이다.
察는 일반적으로 작은 집을 가리키므로， 소나무숲 속의 넓지 않은 터에 지은 소박한 거처이

다22) 계성은 察의 건축 형식에 대해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휴， 臺， 樓， 聞은 중국
건축 양식일 뿐 아니라

21)

w園治 · 屋宇』에서 그 양식의 특정을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23)

자세한 설명은 황기원(1 994). 황기원(1 995) 를 참조하라.

22) 察의 해석에 대해서는 본 논문 주역의 @을 참조하라.
23) r屋宇」는 『園治』 중에서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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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pavilion/arbor) 은 亨은 크기가 작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건축물로서， 원림의 기본적인
요소이자 두루 쓰이는 요소이다
行也

r屋宇」에서 亨을 풀이한 사항을 보면，

“亨者 停也 所以停뽕遊

즉 멈추어 쉬고， 노는 곳이라 하였다 24)

이런 유래에서 훈은 底園 내지 自然 속에 거니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쉬면서 경관을 완상
할 수 있는 작은 건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개방적이고 경쾌하여 원림용 건물로서 적
합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물이니， 중국에서는 “훈이 있는 곳이면 底園으로 부를 수 있

다”라고 한다 (Keswick.

1986. 119). 그것은 그래서 보景物로서 원내의 경치와 융합되어야 하

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내의 모든 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외계로부터 보호된-의 역
할을한다.
그러나 亨으로부터 주변 경관을 한눈에 다 살펴 볼 수 있거나， 반대로 주변에서 享을 한 눈
에 쳐다 볼 수 있으변 경관 체험의 기대 효과가 줄어든다 하여， 노출되는 것보다는 약간 은폐

되는 것을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훈은 산이나 언덕 꼭대기에 짓는 것을 피하고， 대개 산허리
위에 독립된 구조로 지어지거나， 덤불이나 石假山 속에 반쯤 숨은 구조로 지어지거나， 또는 물

위나 물가에 지어진다. 計成은 산림지 원럼에서는 亨을 물가에 짓되， 건물의 일부가 수면에 걸
치는 포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 臺에 대해 計成은 「屋宇」에서 “『釋名』에 이르기를 臺라는 것은 지지(持)하는 것이라 하였
다. 흙을 단단하고 높게 쌓아 스스로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림에 만을어진

臺의 경우， 돌로 쌓아 높고 위가 평평하게 한 것이거나， 혹은 나무로 높이 짜 만들어 평평한
판을 깔되 지붕이 없는 것이거나， 혹은 누각 앞에 한 보 정도 나오게 하여 넓고 시원하게 만든
것들이 있는데 , 이 모두를 臺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다.

臺는 원래 건물이 없이 흙을 높게 돋우고 윗면을 평평하게 다듬은 平臺가 원형이지만， 그 위
에 지은 건물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園林에서 臺의 용도는 조망이나 유람에 있으며， 형태와 재
료는다양하다.

計成이 산림지 원럼에서 제안하고 있는 臺는 산에 기대어 원경의 조망을 주목적으로 하는 跳

望훌가 아니라， 물가에 지으면서 물위에 일부가 걸치도록 하여 물고기를 감상하거나 낚시를 하
는 휩魚、臺 또는 달이나 별의 감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觀日臺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計成은 「屋宇」에서 樓 (mansion) 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는 중첩시켜 올린 집을
樓라고 하였다(重屋티樓). u'爾雅』 에서는 평면은 좁고 건물고는 높으며 평변에 굴곡이 있는 것
을 樓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창이 허하게 열려 있어 모든 구멍이 가지런한 것을 말한다.

24) r說文解字』에 의하면 “「釋名」 日 亨停也 A所停集按코民所安定也 謂居民於是備짧戰行旅於是止宿也”라
하였으니， 亨은 停， 즉 사람들이 훈 안에 블어가 잠시 머문다는 뜻과 같아서 사람이 머무는 장소 (rest
stop)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후은 뭇 사람들이 모여 머물면서 쉬는 곳으로서‘
주민들에게는 방범설비를 겸하고， 여행자들에게는 숙박처를 겸한다고 하였다.

環境論養 第三十四卷(1 996)

54

그 만드는 방식은 堂과 같으나 높이가 1층 을 더 높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원림의 樓는 堂을 짓는 방법을 적용하여 여러 층을 올리게 되나 대개 2층에 그치고， 층고도

낮추며， 底園 내의 한적한 곳에 두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Tsu ，

83;

1諸爛生 陳障德，

59). 위층의 높은 곳에서 處園 내를 굽어보거나 원경을 조망하며， 손님 접대와 연회， 휴식 등
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정원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또 聞 (tower) 은 樓와 거의 비슷하여 서로 혼용되는 건축형식이나， 구태여 구별한다면 樓는

비교적 넓적하고 당당한 형태의 堂을 겹으로 쌓은 것임에 비해서 聞은 비교적 작고 날렵한 亨
을 겹으로 쌓은 것처럼 날렵한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계성은 산림지 원럼에서 어울리게 누각을 짓는 방식으로서 그 높낮이가 다른 건축의 형태가
숲 속에서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하면서 상공으로 공간의 깊이를 더하게끔 지어야 한다고 제안
하고있다

계성은 이런 조영 원리를 「興造論」에서 이미 갈파하고 있다. 즉 “정자를 짓고 싶으면 정자
짓기에 알맞는 곳에 지으면 되고

사를 짓고 싶으면 사 짓기에 알맞는 곳에 지으면 된다(宜亨

斯亨 宜樹斯樹)"라고 한다. 또 『相地 · 通論』에서는 “높고 반듯한 터에는 정이나 대를 짓기에
알맞다(高方欲就亨臺)"라고 한다. 이러한 일반 원리는 산림지라는 특별한 상황에 알맞게 조정
되어 제시되고 있다.
。집 주변의 조영

계성은 건축물 자체보다는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조영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亨臺樓聞과

같은 원림용 건축물보다 거처용 건축물의 주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가 거처용

건축물 주변의 상황을 묘사한 구절을 통해서 부지의 바람직한 환경 조건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즉 “문밖 일대에는 계류가 휘감아 돌아 흐르고， 흘러가는 물결소리가 요란하다(門灣-帶演流

送濤聲而數數)"라고 하니， 집터는 물소리가 요란한 계류가 휘감아 흐르는 물굽이에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은 늘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도 깨끗하여 식수 등 생활용수원으로 삼

기에 적합한 계류가 가까이 있어 좋을 것이고， 또 산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교통이 계
류를 따라 오르내리기에 편한 곳일 것이다. 그리고 물굽이이니 물살이 빠른 수충부와 느런 퇴
적부가， 여울과 웅멍이가 함께 있는 곳이 라서 수생 동식물이 풍부하며 , 물가의 공간을 다양하
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일 것이다.
또 “대나무숲은 두루 그응하고， 소나무숲 속에 지은 집은 그음하고 구석지다(竹里通뼈 松察

隱魔)"라고 하였으니 집은 소나무숲 속에 짓고， 그 집 주변에는 대나무숲이 무성한 상황이다.
소나무는 원래 陽樹라서 주변의 잡목림으로부터 이격되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
므로 집터는 양지바른 물굽이일 것임을 상상해 볼 수 있다 25)

25) 白居易 (772-846) 의 松聲이라는 시를 보면 “달이 좋아 홀로 앉기 좋으니/마루 앞에는 소나무 한 쌍/서
남쪽에서 미풍이 불어와/살며시 잎 사이로 든다/쓸쓸하게 소리를 낸다/한밤중 밝은 달 앞에/차가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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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각， 정자， 대 등은 본채의 문 밖의 자리로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포치할 것으로 추정된
다

누각의 경우에는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樓聞擬雲露而出沒)"

라고 하였으니， 다른 원림에서 조영되는 일반적 누각의 포치에 비해서 보다 유현하고 은밀한
자리가 적합하다

이 누각에서 조망하는 것은 원경보다는 눈 아래에 깔려 있는 무성한 꽃(緊花

覆地)이므로 그 위치도 원경을 조망하기 좋은 고지가 아니라 산림 속의 개활지를 조망하기 좋
은 지점일 것이다.
한편 정자와 대는 “못 위로 치솟은 듯 놓여져서 높낮이가 차이 나도록 꾸민다(훈臺突池핍而
參差)"라고 하니， 이것은 건물을 못이나 웅덩이의 수제선에서 수면 쪽으로 돌출 시킨다， 다시

말해서 물가에 걸쳐놓는다는 포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26)
본채 등 원럼건축을 중심으로 하여 한가로이 거닐어 볼만한 거리에 있는 공간이 원림의 범역
일 것이다. 그래서 계성은 “깊거나 물살아 빨라서 건널 수 없는 개울에는 나루를 편하게 한다

(總j間安其梁)"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징검다리를 놓든 危橋를 놓든 간에 다리를 설치한다는 뜻
이다. 또 “날아가듯 치솟은 바위에는 잔교를 걸친다(飛嚴假其殘)"한다고 하였으니， 원림 주위
의 높고 험한 바위들은 나무사다리를 놓아 오른다는 뜻이다.

3

山林地型 園林의 境地

(1) 산림 원림의 경지
그러면 이와 같이 꾸미고 가꾼 산림원림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경지는 무엇인가?
O 閒閒

계성은 산림 원림에서 “한가롭게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즐긴다(閒閒郞景)"라고 하였다. 여기

에 비 오시듯 싹아싹아/가을 거문고 현 퉁기듯 카랑카랑”이라고 하여，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
리를 잘묘사하고 있다

또 王維 (701076 1)의 觸川別業의 구도는 이런 형국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는 당나라 초기의 시인 宋之問의 藍田 별업을 인수하여 輔川莊이라는 별업을 꾸미고 유유자적하였는
데 , 망천은 장안 남쪽의 종남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다. 그는 輔川集에서 “나의 별장은 망천의 산골에
었다. 거기서 놀 만한 곳은 ... 塵架， 木蘭架， 竹里館， 辛훗嗚 .. 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즐길 만한 곳이
20 곳이다.

終南別業이라는 시를 보면 “중년부터 자못 불도를 좋아하더니/늙마에는 남산 기숨에 집을 장만했다/
흥이 일어날 때마다 자연의 아름다움 저만 알고 있자/걸어서 다다르니 개울이 끝난 곳/앉아서 바라보
니 구름이 이는 때/우연히 숲 속의 노인을 만나니/웃으며 얘기하며 돌아갈 줄 모른다”라고 하였으니，
그 형국과 정황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다. 또 대숲의 별관으로 풀이되는 竹里館이라는 시를 보면
“혼자 대나무 숲 속에 앉아/거문고 뜸고 휘파람 분다/깊은 숲이라 사람은 모르거니/밝은 달이 와서 비
추어 준다” 라고 하였다.

26) 張家鍵(1 993: 180) 는 후臺의 포치방식과 樓享 포치방식을 대비하고 있다 즉 정대는 하늘 높이 솟은
흔효림의 형국에 어울리는 누정의 수직적 형태와， 낮게 깔린 수변에 어울리는 정대의 수평적 형태의

조화를 간파하고 있다
들수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누청은 식불과， 청대는 수면과 조화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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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할 것은 ‘閒閒’ 과 ‘郞景’ 이다.

먼저 閒閒은 한가로움(閒)을 강조하는 표현이니

매우 한가롭다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면

한가로운 상황이 이루어지자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A間， 時間， 空間이라
는 三間의 조건이다 27)

첫째， 園主의 여가 시간이 녁녁해야 한다， 즉 ‘閒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림이 넉넉하
여 하인이 집안 살림을 다 살아 주는 넉넉한 삶이든， 저 혼자 밭 갈고 고기 잡고 열매 따면서
사는 곤궁한 삶이든 간에 물리적 여가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간’ 의 조건이다
둘째， 그러자면 원주의 심경이 번거로운 일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즉 ‘進倚’ 해야 한다는 것

이다. 대개 산거를 택하는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온 사람들이기에 이런 상황은 비교적 쉽게 성
취된다. 이것은 ‘인간’ 의 조건이다.

셋째 , 원림의 환경이나 경관이 아름답고도 고즈넉해야 한다， 즉 ‘秀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앞에서 살펴 본 解켰훈이나 盤씁처럼 산거를 택하고 원림을 조영할 목적으로 적합한

곳을 찾기 때문에 이 조건 역시 성취된다. 이것은 ‘공간’ 의 조건이다.
계성은 이 글에서 한가로움과 관련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깊다， 으속하

다(典)’ ,

‘아스라이 숨는다(橫雲露)’ ,

‘두루 그옥하다(通뼈)’ ,

‘은밀하고 외지다(隱雖)’ ,

‘고

즈넉하다， 적적하다(寂寂)’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산림문화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閒進의 이점을 따로 매기는 이론도 나타난다. 예를 들

어 『嚴樓뼈事』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城市에 사는 것에 비해 山居가 더 나은 여닮 가지 덕
을 제시하고 있다. 즉 1)가혹한 禮의 책임이 없다(不責룹禮); 2) 낯선 客을 보지 않는다(不見生
客); 3) 酒肉에 빠지지 않는다(不混酒肉); 4) 田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不竟田힘); 5) 쏘}京을

물을 것이 없다(不問씻{京) , 즉 세상 인심이 좋고 나쁨에 대해 마음 쓸 일이 없다; 6) 曲直된 일

로 떠드는 일이 없다(不關曲直) , 즉 논쟁을 할 일이 없다; 7) 법도에서 벗어남을 따지지 않는다
(不徵文通); 8) 벼슬을 논하지 않는다(不談f土籍)는 것이다(周大路，

1938: 316 , 1943:6 1).

。郞景

27) 산림지 원림과 가장 극단의 위치에 있는 것이 성시지 원림인데， 그곳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경지는
7흉間’ 이다. 즉 “한가한 시간을 얻는다(得間)"라고 하여 현실생활의 꽉 조이고 바쁜 시간 속에서 餘.a탱

를 얻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예 한가한 은일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시로 즐기는 은
일의 원림이 아니라， 바쁜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한시적으로 즐기는 여가의 원림이 바로 성시 안에
꾸민 원림이라는 것이다.

이 得間이라는 개념에서

‘間’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것은 빽빽한 일과 속에서 얻어내는

빈틈인 ‘時間’ 을 뜻하기도 하지만， 빼독한 도시공간 속에서 얻어내는 빈틈인 ‘空間’ 이기도 한 것이다.
이 둘이 있어야만， 이 둘이 서로 어울려야만 비로소 성사 내에서 원림이 가능하고， 그 작은 원림 속에
서 천지만물과 교융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소중한 원림을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벗들과 어울

려 즐기니 이 間은 또 ‘A間’ 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이 산림지 원림에서 獨樂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프間의 조건은 어느 원림에서나 다 적용되는 조건이다. 다만 그 내용이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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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閒進의 삶에서 주로하는 행위는 무엇일까? 계성은 그것을 ‘郞景’ 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 郞은

‘가까이하다’는 뜻이므로， 용n景이라는 말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경치이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경치를 가까이에서 즐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郞景의 대상이 되는 景은 그러면 무엇인가? 가장 방불한 것은 우선 近景 내지 中景이다

즉

원주는 난간에 기대어 앉아 철 따라 피어나는 야생화를 내려다본다든지， 지저귀는 예쁜 새소리
를 듣는다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가는 사슴떼들을 바라본다든지， 계류 가에 앉아서

탁족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누각에 앉아서 치솟은 나무의 잎， 꽃，
수피 등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방향 등 후각적 아름다움도 즐길 것이다. 때로는 정대에 앉아서
수면을 내려다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근경과 중경만 볼 수 있게 폐색된 곳은 답답하여 이내 싫증이 날 것이니， 원

하면 遠景까지 볼 수 있는 곳이 좋다28)

그래서 울창한 수림으로 덮인 수많은 산봉우리를 보

기도 하고， 때로는 섬톨앞에 나셔서 밤하늘을 우러러보고， 구름과 달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림의 터도 산정이나 능선처럼 사방이 펼쳐진 곳이 아니라 지형이나 수목 등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한가롭게 즐긴다고 하였으니 지나치게 험한 곳은 아닐
것이다
0 探春

계성은 산림 원림에서 가장 잘 즐길 만 한 경관을 봄의 경관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요한 마음으로 봄을 찾는다(寂寂探春)’라고 한 것이나，

‘난간에 여러 차례 꽃소식이 머물다

간다(藍退機짧花信)’ 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봄의 경관이다29)
은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늦게 오는 봄，

평지도 그렇지만 특히 산림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집안으로 파고드는(堂開淑氣

설 A) ’ 봄이 몹시 기다려질 것이니， 원림 밖의 산림 속으로 돌아다니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探春은 원림 안의 난간에 기대어 꽃을 보는 것처럼 원림 안에서 정지하여 靜觀하는

28)

이처럼 원림 안에 위치하고 주변 경관을 즐기는 것이 차경이다

대상의 원근에 따라 遠借와 近借， 시

각적 구도에 따라 μ미폴와 冊借， 그리고 기상과 계절 변화， 즉 계상을 즐기는 應時而借가 있다.좀 더
구체적 설명은 황기원 (1993) 을 참조하라.
郭熙는 『林束高致』에서 “실재하는 산수의 시내와 골짜기는 멀리서 바라보아 그 세를 취하고， 가까이에

서 보아 그 질을 취한다(률山水之川삼 遠望之而取其勢 近看之而取其質)"고 하였다

29)

花信애 대해 張家購(1 893: 18 1)의 풀이를 참조하는 것이 매우 유악하다

서，

花信은 花信風을 줄인 말로

‘꽃이 핀다’는 뜻이다. 程大昌은 『演緊露 卷-~ 에서 “삼월에 꽃이 필 때 부는 바람을 화신풍이라

고 한다(三月開花時 風名花信風)"이라고 하였다. 이를 풀이하면， 소한에서 곡우까지 여닮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102 일을 매 5일을 1候로 하면 24후이다

매 후마다 한 가지 화신이 온다. 예를 들면 다음

과같다:

小寒

←→候 梅花 느候 山茶 三候 風仙; 大寒

候 瑞香 二候 堂花 三候 山堂，

立春

-候 迎春 二候 *觀k 三候 望春; 雨水

候 菜花 二候 否花 三候 李花:

驚寶

-候 挑花 二候 業젖 三候 醫據; 春分 ’ -候 海業 二候 짧花 三候 木堂，

淸明

:

候빼花二候찢花三候柳花; 줬雨

-候감升二候三候花;

環境論옳 第三十四卷(1 996)

58

방식 뿐 아니라， 봄경치를 즐기기 위해 원림 안팎을 나돌아다니면서 動觀이 곁들여진다

봄의

홍취가 도도해지니 집안이나 원럼 안에서만 봄을 즐기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 집밖의 한적

한 곳을 찾아 나서는 ‘遊景’ 을 하게 된다(興適淸偏). 그래서 자연의 산수가 봄의 자태를 보이
고 있으니， 즐기는 차원을 지나서 이제 정까지 느끼게 된다(貼情묘整).30)
이처럼 산림지 원럼에서도 원림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열심히 探{賞하고 있음을 “산봉우리
마다 비취빛이 휘감기고 골짜기마다 푸른빛이 흐른다

도연명처럼 유람용 가마를 타고 탐상하

자고 하니 어찌 사령운이 창안한 등산화인 나막신을 신을 것인가?(千햄環쭉 方整流좁 欲籍關與

何綠謝展)"라는 구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3 1)

그러므로 원림 바깥도 유현하지만 지나치게 험

악한 지형은 아닌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탐춘이라고 해서 원주가 봄경치만 즐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난간에 꽃소식이 여러

차례 머물다가 간다는 것은 그가 여러 해를 이 원림에 머물며 사실상 ‘상주’ 한다는 것을 암시
한다Ii'園治 · 借景』을 보면 4계절 모두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32)
O 獨樂

‘獨樂’ 은 말 그대로 혼자 자족하고 혼자 즐기는 경지이다.
‘獨樂’ 의 경지가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한무희

司馬溫公이 지은 「獨樂園記」에

250-25 1) .

책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좋은 것은 배워서 내 것으로 하되 좋은 것을 힘서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한다. 늘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 나만의 즐거움이 이토록 진지한데， 독서 이외에

그 무엇을 남에게서 구하며， 또 무엇을 밖에서 배우기를 기대하겠는가!

마음이 권태롭고 몸이 피곤하면 곧 낚시대를 던져 물고기를 잡고， 옷엎을 잡고 약초를
캐며 , 도랑을 터서 물을 대고， 도끼를 잡고 대나무를 쪼개며 , 발을 씻고 손을 씻는다. 높
은 데 올라 눈을 멋대로 놓아서 소요하며 이리저리 배회히여 오직 마음이 가는 바 대로 하
니， 명월이 때에 이르고 청풍이 저 스스로 온다. 가도 끌리는 바가 없고 멈추어도 제지되
는 바가 없어， 귀와 눈， 폐와 창자를 거두어 자기 소유로 하는지라， 홀로 걸으니 마음이

양양하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다시 어떤 즐거움이 있어 그로써 이것을 대신할 수 있을는지

30) Ii'園治 · 借景J 을 보면， 유달리 봄철에 遊景이 강조되고 있다.

31)

계절에 따라 산을 묘사하는 곽회의 글들이 매우 적합하다.

“봄산은 고요하고 아름다워 마치 미소짓는 듯하고， 여름산은 짙푸르러 흠빽 젖은 듯하고， 가을산은 맑
고 깨끗하여 마치 화장한 듯하고， 겨울산은 어둠침침하고 쓸쓸하여 마치 잠자는 듯하다(春山擔治而如

笑， 夏山蒼쭉而如滿， 秋버明{爭而如뺨， 쪽山慘淡 而如睡)".
“봄산은 안개와 구름이 끊이지 않고 감돌아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여름산은 좋은 나무들이 무성하여
짙은 녹음을 이루니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며， 가을산은 맑고 맑으나 낙엽이 지니 사람이 엄숙한 느낌
을 갖게 되고， 겨울산은 어둡고 흙비가 하늘을 뒤덮어 시야가 막혀 버리니 사람의 마음이 쓸쓸하다(春

山뼈雲線聯

32)

A Ií:klíJ\.

夏山嘉木緊陰

A :tê.:tê..

秋山明浮搖落 A關關， 쪽山훔靈瓚塞 A寂寂)".

關淵明은 대나무를 걸어 만든 뚜껑이 없는 가마를 타고 자연 속을 유경하였다고 전해지고， 謝靈雲은
산수를 유람할 때 항상 나무 나막신을 신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 역주 @를 참조하라.

『園治 · 相地論』 昭究 (2)

:

‘山林地’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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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인하여 합해서 이것을 이름하여 獨樂이라 한 것이다.

이러한 獨樂의 경지를 염두에 두면서 계성의 글을 보면 산림지 원림에서는 園主 이외의 사람
이 등장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시중을 드는 사람은 물론이고， 중국원림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벗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그가 벗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경관이고， 야생의 동식물이

다. 여기에서 인간은 혼자인 데에 비해서 동식물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새가 그러하고(好鳥要

朋) . 사슴이 그러하며(群魔借↑呂) . 꽃이 그러하고(緊花) . 대나무가 그러하고(竹里) . 뭇 나무조

차 그러하다(雜樹參天) . 그는 혼자이지만 고독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벗삼아 혼자서 즐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자연 산수나 원럼에서 즐길 때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四美이다
날(良辰)

즉 좋은

. 아름다운 풍경(美景) . 풍경을 완상하는 마음(賞心)， 그리고 술 음식 음악 등 즐길

만한 일(樂事)이다. 그리고 두 가지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 있으니 二難이다. 즉 현명한 주인
(賢主)와 좋은 손님(嘉흉)이다. 獨樂은 樂事가 없고， 嘉實이 없어도 가능한 경지일 것이다 33)
이처럼 동식물만 벗하는 것이 아니라， 섬돌 앞에서 저절로 걷히는 구름(階前自橋雲)과， 구름
이 걷히면서 산 위의 하늘에 드러나는 달(鎭上誰鋼月) . 요란한 물결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계

류(漢流送濤聲而整蠻) . 홀연히 피었다 사라졌다가 하는 안개와 아지랑이(雲露而出沒)도 벗이
된다. 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나무숲과 소나무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그 소리도

벗이 될 것임은 능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자면 園基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計成이 「借景」의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應
時而借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IX.

結論

1. 설계 과정
(1) 부지 선정
계성은 산림지를 園基의 으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이는 天然之趣라고 하여 지형， 식

생， 동물， 미기후 등 자연 조건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기본적으로 부여된 환경이기 때문이다.

33) 이 조건들은 王執이 짓은 「王開序」라는 글에 나온다(한무희 : pp.222-242)'
34) 應時而借는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차경을 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것은 기후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 정황을 활용한다든지 , 소려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정경을 북돋우어 주는 요소
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구름， 물， 바람， 동식물 등과 같은 자연요소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차경기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공간적 · 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극히 찰나적 순간만 존속한다든지， 감
각을 매우 예민하게

발동시켜야 감지되는 것들이다

아마도 서양의

(ephermal landscape) ’ 라고 하는 것들과 같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경관개념에서

‘購間景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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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산림지가 원기의 후보지로서 적합한 것은 아닌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성은 특히 물의 부존성을 강조한다. 즉 풍부한 량과 청정한 질을 유지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조건은 나아가서 돌과 바위로만 구성된 악산이 아니라， 흙이

넉넉하여 식생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써 수자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생태적 구조를 설병한다.

(2)

부지 분석 및 설계

산림지의 원림을 조영함에 있어 부지 선정을 天然之趣에 근거한다면， 부지 분석과 설계는

A

事之工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본래부터 자연조건이 좋은 부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인

공을 많이 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부지 분석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산림 속으로 깊이 들어간 적지를 선정하는 일이

니， 앞에서 거시적 광역적으로 선정한 산림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원림을 조영할 부지를 확정하
는작업이다

깊이 들어가는(入典) 사유는 가급적 인가나 마을이나 성시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자연환경
이 청정하고 인문환경이 소쇄한 조건을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적지
는 유명한 산이거나 이름이 그리 알려져 있지 않는 산이거나 관계없이 계류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 곳， 즉 계곡 속의 깊은 곳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토목공사인데， 수자원 확보를 위한 水I과 건축물의 부지를 만들고 동
굴 등과 같은 경물을 보완하는 土工이다

수공의 내용은 水景觀 조성이 위주이지만， 상주하거

나 잠시 방문하거나 간에 산림지 원림에서 필요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水工은 統源擊水라고 하여 수원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원림까지 水路를 끌어오는 작업과， 낮
은 땅을 굴착하여 못이나 웅덩이와 같은 澤水施設을 만들어 내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土工은 擺士培山이라고 하여 흙을 절토하여 동굴을 찾아내거나 산기숨을 지어내는 작업과，

흙을 성토하여 건물을 지을 부지를 지어내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 과
도한 인공을 지 양함은 물론이다.
계성은 이러한 부지 조성이 끝나면 건물을 짓고 건물 주위를 조영하라고 논하고 있으니， 현

대적 조영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매우 절제하고 있다

건물은 유형을 한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포치하는 방법도

즉 원림용 건물 중에서 亨臺樓聞만 논하고 있으며 , 수목이나 수경과 어울

리게 포치하는 기법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건물 주위의 조영 또한 큰 인공이 필요없게끔 설계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주위의

자연 경물-숲과 계류-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림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연 산림지 속으로 遊景하는 지혜， 그리고 應時而借를 위주로 하는 借景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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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지 원림의 조영 논리와 경지
계성이 산림지 원림의 위상과 조영 기법을 논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원림문화 중에서 중요

한 맥을 이루고 있는 山林文化 내지 山居文化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산림
지 원림의 기본형을 정립한 것은 계성이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산림지 원림에서 얻을 수 있는 경지는 閒閒郞景(한가롭게 가까운 경관을 즐김)이다. 그리고

경관 중에서는 봄의 경관을 으뜸으로 치고 있다.
이러한 산림지 원림론은 현대에 와서도 그 뜻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과 기
법이 단순히 개인이 산림 속에 설치하는 원림에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자연공원이 추구하고 있지만， 좀
처럼 구현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이상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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