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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計成이 지은 『園治JJ (1634) 의 각론 중의 하나인 「相地짧」에서 원림을 조영하는 부 

지와 그 조영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섯 가지 유형 중의 하나인 ‘했野地’를 고찰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했野地’의 관련 문장을 역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했野地 

원립에 관련된 相地의 기본 개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역주에 인용된 원문의 저본은 중국에서 中國營造學社가 출판한 『園治JJ (1932) , 城市建設出版

社가 영 인본으로 출판한 『園治JJ (1957) , 廣文書局이 영인본으로 출판한 『園治'JJ (1966) , 한국에 

서 도서출판 조경사가 영인본으로 출판한 『木經全書〔園治JJJ (1990) 로 하였다. 이들 저본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의문점의 교열과 해석의 참고를 위해， 陳植이 지은 『園治注釋』 제2판 

(1988) 1), 張家購가 지은 『園治全釋!J (1993) , 홈뻐의 논문 「“園治注釋? 疑義暴析'J (1984) , 黃

長美가 擇述한 『園治JJ (1986) , A1ison Hardie가 번역， 주석한 The Craft of 

Gardens (1988) 등을 참고로 하였고， 아울러 『園治』의 다른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인용 

하거나참조하였다. 

2. 相地통론의 요약 

먼저 선행 연구(황기원: 1995, 1996, 1997) 에서 도출된 「相地論」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여， 

*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1) 이 책은 초판이 1981년에， 제2판이 1989년에 출판되었다. 원문의 일부가 교열되었고， 주석에 있어서 

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제2판을 참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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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특정 

유형 입지 환경 특정 목적 연구 

山林地 엄목이 우거진 산림 · 天然之趣를 이루고 있어 A ·閒閒郞景 황기원 

事之I이 볼필요하므로 園 ·寂寂探春 (1996) 
基로서 가장좋은곳 

城市地 번장하고 시끄러운 도 • 원래는 원립을 만드는 것이 ·得間郞짧 황기원 

시 내의 뼈偏한곳 불가능하나 뼈偏한 곳이면 ·隨興續遊 (1997) 
가농. 

村El:J也 시골마을내의 농장 · 자연을 즐기기 위해 시올 ·歸林得意

마을 일대에서 경치가 빼어 ·老園有餘

난곳을선정함. 

갖ß野地 城市와가까운시골 ·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아 ·陣風月淸좁 황기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休犯山林罪過 (본논문) 
곳 

4旁Ett也 살렴집과 인접한 곳 ·칸소하고편리한곳 ·便予樂間

·護힘之佳景 

江湖地 강변이나호반 ·불과 땅이 만나는 곳 ·尋閒是福

• 知享ßPil훌 

이해를돕고자한다. 

·相地의 정의 

원립을 조영하는 興造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相地이다. 이때 相地는 좁은 뭇으 

로는 ‘부지의 분석’ (site analysis) 이지만， 넓은 뜻으로는 ‘부지의 선정’ (site selection) 과 

‘부지의 설계’ (site design) 까지 포용한다. 

• 園基의 유형 

원립을 꾸밀 터인 원기의 위치로서 山林地， 江湖地， 했野地， 村ft地， 城市地， f旁~地를 들고 

있는데， 산림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각 유형 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지 

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기법을 상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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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I事를 억제하고 있다. 부지를 조성할 때에는 특히 물에 역점을 두어 用水源을 확보 

함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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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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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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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地의 목적 

計成은 「相地」의 궁극적 목적을 相地合宜 構園得體’ 라는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땅을 잘 살펴서 구한 원립터 가 환경이나 경관에 관한 조건에 적합하면， 그 위에 꾸미는 

원림은 저절로 바람직한 형상의 틀을 얻게 된다는 뭇이다. 이 점은 計成이 「興造論」에서 설파 

한 것처럼 “원립을 만들 때에는 주어진 환경 조건을 과학적으로 파악， 활용하는 因地와， 바깥 

의 경관을 이끌어 들이는 借景에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할 뿐 아니라， 인지에 있어 자연과 인공 

의 상호 적합성을 살리는 制宜와， 차경에 있어 원립 내외의 형태를 살리는 得體에 예술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園林巧子因借 精在體宜)는 원리를 相地의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다. 

ll. 譯註

l 相地 슷~野地 

〔뢰11譯〕 

@ 갓~野擇地는 依乎平間曲塊하고 壘擺홈林하느니라. 

【했野에 擇地함은 平間과 曲뀔 및 壘擺과 홈林에 〔乎〕 依하느니라】 

@ 水溶通源하고， 橋橫짧水하느니라. 

【水를 樓하여 源에 通하고， 橋를 橫하여 水를 짧하느니라】 

@ 去城不數里하여 而往來可以任意하면 若寫快也이도다. 

【城에서 去하기를 數里에 不하여〔而〕 任意로써〔以〕 往來가 可하면 곧〔若〕 快를 寫하도다 

〔也〕】

@ 設地勢之뚫R區 〔뼈~圖하고 臨得基局之大小하느니라. 

【地勢의 〔之.) j짧區〔뼈~圖를 음흉하고， 基局의 〔之〕 大小를 臨得하느니 라】 

@ 圍知版葉하고， 構擬習池하느니 라. 

【圍(擺)는 版葉으로 知하고， (池輔은) 習池를 擬하여 構하느니라】 

@ 開뾰은 欲引長流하고， 觸景은 全留雜樹하느니라. 

【開뽑은 長流를 引함을 欲하고， 觸景은 雜樹를 留함을 全하느니라】 

@ 據根權水하면 理碩石하여 而境支해야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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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을 授하매 水를 灌하면 頭石으로써 理하여 이에 〔而〕 權支해야 하느니라】 

@ 引흩通澤하여 緣飛梁而可度하느니라. 

【훌을 引하여 律에 通하고， 飛梁에 緣하여 (而) 可히 度하느니라3 

@ 風生寒d범하매 漢灣柳間載挑하고， 月隱淸微하매 屋選梅餘種竹하도다. 

【風이 寒d뼈를 生하매 漢灣의 柳間에 挑를 載하고， 月이 隱하여 淸微하매 屋邊의 梅餘에 竹

을種하도다】 

@ 似多뼈趣하니 更入深情하도다. 

【뼈趣가 多한 듯하니 〔↑씨 다시 〔更〕 深情에 入하도다】 

@ 兩三間曲盡春藏하고二處權寫暑避하느니라. 

【兩三間은 春藏을 曲盡하고處는 暑避를 權薦하느니라】 

@ 隔林鴻陳雨하고， 斷뿔馬斯風하도다. 

【隔林에는 鴻가 煥雨하고， 斷뿜에는 馬가 뺑風하도다】 

@ 花落呼童하고 竹探留客하도다. 

【花落하여 呼童하고 竹深하여 留客하도다】 

@ 任看主A何必問하며 還要姓字不須題하도다. 

【任看하매 主A이 何必 問하며， 還要하매 姓字를 반드시 〔須〕 題하지 않도다〔不〕】 

@ 須陳風月淸좁하고 休犯山林罪過하느니라. 

【반드시 〔須〕 風月파 淸륨을 陳하고， 山林을 犯하는 罪過를 休하느니라】 

@ 홉ftA安쫓용하리오만은 ↑삼龜옮逢하느니라. 

【體A이야 어찌〔安〕 廳하리오만은 倚筆은 오로지〔偏〕 짧하느니라】 

〔義譯〕

@ 잣~外에서 원림 터를 택할 때는 평탄한 언덕과 구불구불한 골짜기， 겹겹이 놓인 구릉과 큰 

나무가 자라는 숲에 의해야 한다. 

@ 물을 파내어 수원에 통하게 하고， 다리를 가로 걸쳐 물을 건너게 한다. 

@ 城市에서 몇 리 떨어져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으면 곧 즐거움을 이룬 것이다. 

@ 지세의 높낮이를 살펴서 알아내고， 원립 터의 형국의 크고 작음을 임하여 얻도록 한다. 

@ 엔담은 판축 구조로 쌓고， 지당은 習家池를 본떠 만든다. 

@ 터를 새로 열고자 할 때는 물길을 멀리서 끌어오도록 하고， 경물을 골라 쓰고자 할 때에는 

잡목을 모두 남기도록 한다. 

@ 가산의 기초를 팔 때에 물이 차는 것이 두려우변 거친 돌로 다스려 이에 견디고 버티게 한 

다. 

@ 가늘고 구불구불한 개울물을 끌어와서 배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솟은 다리를 더위잡고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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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 있도록한다. 

@ 봄바람이 불어 추울 때에 구비치는 뱃가의 버드나무 사이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달빛이 어 

렴풋하고 별이 드문 밤에 집 둘레의 매화나무 틈에 대나무를 섬는다. 

@ 그욱한 정취가 짙은 듯 하니 다시금 깊은 情에 든다. 

@ 두세 칸의 집에는 따스한 봄기운을 꼼꼼하게 간직하고， 한두 곳의 亨子에는 더위 피함을 견 

딜수있다. 

@ 멀리 떨어진 숲에서는 비둘기가 지저귀며 비를 부르고， 가파른 언덕에서는 말이 바람결에 

울고있다. 

@ 꽃이 떨어지니 아이를 부르고， 대나무 숲은 그옥하여 손님을 머물게 한다. 

@ 마음대로 봄에 있어 주인에게 하필 물어야 하겠는가? 다시 이름을 반드시 알릴 필요가 없 

다. 

@ 반드시 풍월과 청음을 베풀고， 산림을 범하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 題致를 아는 사람은 어찌 가벼이 여기리오마는 속된 글들은 반드시 지워야 할 것이다. 

〔離등뿔〕 

잣~野地 원림은 城市에서 몇 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 

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했外에서 원림 터를 택할 때는 평탄한 언덕과 구불구불한 골짜기， 

겹겹이 놓인 구릉과 큰 나무가 자라는 숲이 있는 곳이 좋다. 

다른 곳에 짓는 원렴과 마찬가지로 이 원림도 베풀고자 하는 땅의 지형 지세， 형국의 크기 

등을 살피고 따져야 한다. 또 수원을 찾아 물길이 통하도록 정비하여야 하는데， 특히 새로 원 

림을 만들 때에는 멀리서라도 물길을 끌어와야 한다. 원림 둘레에 개울이 흐르게 하고 높은 다 

리를 가로 걸쳐놓아 아래로는 배가 다니고 위로는 사람이 다니게 하는 것이 좋다. 원렴에 지당 

을 만들고자 한다면 옛날 한나라 때 시중 습욱이 양양 땅에 만들었던 이름난 習家池를 본으로 

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못의 둑에는 대나무， 가래나무， 부용을 심고 기숨에는 마름을 심어 물 

을 덮게 한다. 

원림 둘레에는 담을 두르는데， 판자와 판자 사이에 흙을 넣고 공이로 다져 쌓는 판축 공법으 

로 쌓는 것이 좋다. 가산의 기초에는 거친 돌덩어리를 깔아서 물이 스며들더라도 튼튼하게 견 

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원렴 둘레의 기존 경관에서 좋은 경물들을 취하자면 잡목을 베지 말고 모두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구비치는 엣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 사이에 복숭아나무를 심어 두면 찬바람이 부는 이른 봄에 

푸른 버드나무 사이로 붉은 복숭아꽂이 어우러지니 한 폭의 그렴을 보는 것 같고， 칩 툴레의 

매화나무 틈에 대나무를 섬어 두면 달빛이 어렴풋하고 별이 드문 밤에는 매화가지의 기울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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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와 대나무의 곧바른 자태가 대비되어 한 조각 詩情을 느낄 수 있다. 이에 그육한 정취가 

짙은 듯 하니 다시금 깊은 情에 든다. 

원림 안에 짓는 집은 따뭇한 봄기운을 잘 간직할 만한 두세 칸 짜리 집과， 여름의 더위를 피 

하기 좋은 정자 한두 곳이면 된다. 

먼 숲에서 비둘기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가파른 언덕에서 말이 우는소리가 바람결에 들 

려 온다. 꽃이 지니 아이를 불러 떨어진 꽃잎을 쓸게 하고， 손님과 더불어 그욱한 대나무 숲을 

감상한다. 

손님은 마음대로 원렴을 보아도 좋으니 主A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또 손님 

은 바라는 바룰 충족하니 자신의 이름을 주인에게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 

이런 원립을 즐길 때에는 반드시 풍월과 청음을 베풀고， 산립을 범하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題致를 아는 사람은 이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원립을 옮은 이런저런 속 

된 글은 죄다 지워버리는 것이 좋다. 

〔注등훌〕 

@ 

* ~는 1) 성밖， 서울의 교외， 2) 들， 전야， 3) 인가가 드물고 전야가 많은 시골 등을 가리킨 

다. 여기에서 했野는 城市와 가까운 시골이다. 곧 이어 나오는 구절에서 “흉I城에서 그리 멀 

지 않도록 하여 왕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라고 하였고 r相地」 서론에서 近

郭이라고하였다. 

陳植(1988: 64) 은 단순히 ‘갖~外’ 라고 풀이하고 있드나， 張家購 (1993: 189) 는 했는 도시의 

밖 (둠外寫했) 이 고 野는 했의 밖 (했外寫野) 이 라고 분리 하여 풀이 하고 있다. 또 

Hardie (1988: 50) 가 ‘도시에서 떨어진 변두리’ (further outskirts of a town) 라고 풀 

이한 것은 딱 들어맞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uninhabited countryside) 라고 

풀이한 것은 전혀 맞지 않다. 

* 擇地는 園地， 즉 「相地論」의 용어로 보면 園基 또는 基地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 依는 따르다， 쫓다， 준거하다 라는 뭇이다. 

* 間은 작은 언덕이다. 여기에 비해 큰 언덕은 陸이라고 한다. 平間은 경사가 완만하고 상부 

가 평탄한 언덕을 가리킨다. 陳植(1988: 64)은 ‘평탄하고 작은 언덕’ (平캘的山問) , 張家廳

(1993: 189) 는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한 작은 산’ (平援的小山)이라고 풀이하는데， 그 뜻이 

비슷하다. 그러나 Hardie (1988 : 5이가 ‘평평한 능선’ (level ridge) 라고 풀이한 것은 맞 

지 않다. 

* 塊는 1) 사면이 높고 중앙이 낮은 땅을 가리키는 말이니， 우묵한 땅을 가리킨다. 嗚라고도 

쓰며， 뿔(와) 또는 빼과 같은 돗이다. 2) 둑， 흙으로 쌓은 둔덕을 가리킨다. 원림에서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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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꽃나무를 심는 둔덕을 뽑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는 식물에 따라 挑境， 梅꿇 등과 같은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원림의 일 부분일 수는 있어도 원립 터로서는 모자란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1)을 취하여 ‘골짜기’ 라고 풀이하기로 한다. 

그래서 曲境는 구불구불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陳植(1988: 64) 은 ‘曲折的山、建’ (굽고 꺾인 

산골짜기) , 張家購 (1993: 189) 는 ‘曲折的山城’ 및 ‘曲折的山佳’ (굽고 꺾인 산 속의 우묵 

한 곳)이라고 풀이하는데， 陳植의 풀이가 더 적합하다. 한편 Hardie (1988: 50) 는 ‘휘우듬 

한 골짜기’ (winding valley) 라고 풀이하고 있다. 

* 擺(롱)은 큰 언덕， 두둑을 가리킨다. 壘嘴은 구롱이 중첩되게 펼쳐진 지형을 가리킨다. 

* 홈林은 홈木林， 즉 키가 큰 나무숲을 가리킨다. 

@ 

* 水滾通源은 기존의 수로를 준설하여 불이 잘 흐르게 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r相地」 서론에 

서 “좋은 곳을 골라서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서 수면을 가까이 함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터 

닦기를 할 때에는 우선 수원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수원에서 흘러 나가는 물길을 잘 

트이게 정비하고，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경로를 잘 살펴야 한다>> (~葉貴從水面 立基先究源頭

없源之去由 察水之來歷)라고 한 원칙에 따른 작업이다. 

* 路에는 1) 타 넘는다(과)， 2) 걸터앉는다(고)의 뜻이 있다. 다리를 놓아 물을 건너가는 것 

이므로 1)을 취한다. 

@ 

* 去는 1) 간다， 2) 떨어지다 중에서 2)가 적합하다" 去城은 성시에서 거리가 떨어지다는 뭇 

이다. 

* 若은 ‘곧’ 으로 풀이한다. 

@ 

* 誼은 ‘찾다’ , ‘살피다’ 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誼知는 살펴서 안다는 뭇이고， 說察은 사정을 

살펴서 알아준다는 뜻이다. 陳植(1988: 65) 은 衝量으로， 張家購 (1993: 16) 는 考慮로 풀이 

하는데ü"園治·興造論』에 量其廣俠(그 넓고 좁음을 챈다)라는 구절이 있고ü"園治·據山』 

에 음京高(높이를 챈다)라는 말이 있을 뿐 아니라 相t也가 부지 분석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 

로 陳植의 풀이를 취하고， 測量이라고 표현한다. 또 같은 장에 較其短長(그 길이를 비교한 

다) 라든지， 察乎虛實(허실을 살핀다) 라는 말도 나온다. 

* 魔￡區라는 표기는 『木經全書』에서만 나타난다. 路(혜)는 지름길， 좁은 길을 가리키고. 樞

(구)는 ‘절름거리다’， ‘다리를 절다’는 돗이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아서 이 짧樞는 ‘좁은 

길에서 절름거리다’는 뜻으로서 부적합하며， 아마도 ‘산이 험하여 평탄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는 ú敵묘라는 성어의 오식인 것으로 추측된다. 陳植(1888: 64) , 北京城市建設出版社
판， 廣文書局 판에서는 모두 뼈樞라고 표기하고 있다. 陳植(1988) 은 지세의 높낮이(地勢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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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低)로， 黃長美(1986)는 지세의 높낮이와 험난함(地勢高低뼈樞)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 

에서는陳植을따른다. 

* 臨은 1) 그 자리에 나아가다， 2) 내려다 보다， 낮은 데로 향하여 대하다， 3) 다스리다， 4) 

어루만지다 등의 뭇이 있다. 또 得은 1) 얻다， 손에 넣다， 2) 알다， 깨달다， 3) 만나다， 

4) 알맞다， 5) 이루어지다 풍의 뜻이 있다. 

臨得은 1) 그 자리에 나아가서 직접 알아본다， 현장에서 파악한다， 2) 다스려 손에 넣는다 

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1)을 취한다. 한편 臨鍵은 그 곳에 가서 감독한다， 臨按은 현장 

에 나아가 조사한다， 臨跳는 높은 곳에서 조망한다 등의 뜻이다. 

* 基局은 園基의 形局을 가리킨다. 

@ 

* 圍에는 1) 둘레， 테두리， 언저리， 경계， 2) 두르다， 에우다， 둘러싸다 등의 뭇이 있다. 또 

知에는 얄다， 깨닫다， 보아서 알다， 분별하다， 다스리다 등의 뭇이 있다. 圍知는 ‘둘레를 

다스리다’는 뭇으로 풀이함이 마땅하다구체적으로는 원림을 둘러싸는 職벌(담)을 판축 형 

식으로 쌓아 만드는 작업을 가리킨다i'園治 · 禮헐』에 “대체로 원림의 엔담은 판축이 많은 

데， 혹은 돌올 쌓기도 하고， 혹은 가시나무를 엮어 생울타리를 꾸미기도 한다:' (凡園之圍觸

多予版葉 或予石뼈， 或編離練)’ 이라고 하였다. 

* 版葉은 판자와 판자 사이에 흙을 넣고 공이로 다져서 담이나 건물의 기단， 축대 퉁을 쌓는 

공법이다. 오늘날에는 ‘構土葉體 이라고 하고， 이 공법으로 쌓은 담을 土體이라고 한다(陳 

植: 1988 : 65). 

* 習池는 習家池， ‘習民 집안의 연못’ 이라는 뭇으로서， 지금의 호북성 양양 땅에 있던 연못을 

가리킨다. 高陽池라고도 한다1'.覆陽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한나라의 待中인 

習都이 l뺑山 남쪽에 휩龜의 養魚經을 따라서 물고기를 기르는 못을 만들었다‘ 못가에 제방 

을 높이 쌓고서 대나무와 가래나무와 부용꽃을 섬었고， 기숨에는 마름을 심어 물을 뒤덮게 

하였다. 이곳은 노니는 곳으로 이름났다 이는 陳植(1988: 65)과 黃長美(1986: 48) 의 주 

해를 따른 것이다. 한편 양양은 李白이 젊어서 유람하던 병승으로서 양양가， 양양곡이라는 

시가를 지었다. 양양콕에 “현산은 한강에 임했고， 물은 푸르고 모래는 눈 같이 희다." (뼈山 

臨漢江 水綠沙如雪)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양양 통남쪽에 있는 이 현산은 한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경승이다. 

@ 

* 開뽑은 원생 상태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척， 整地하여 건물이나 원림의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r相地」 서론에 “새로 꾸미는 원립은 그 터를 새로 닦는 개기가 쉽다." (:新葉易乎開

基)라는 구절에 나오는 開基가 같은 말이다. 

* 欲引長流는 ‘먼 곳에 있는 물길을 끌어오고자 한다’는 돗이다. 이 구절은 뒤에 나오는 引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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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律과 그 뜻이 통한다. 

* 하짧은 1) 따다， 2) 요점만을 가려 쓰다， 3) 들추어내다， 4)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등의 돗이 

있다. 陳植(1988: 65) 은 ‘경물을 움켜잡다’ (揚取景物)라고， 黃長美(1986: 49) 는 ‘경물을 

따 잡다’ ( 取景物)라고 풀이하고 있다. 張家購(1993: 190) 는 據을 ‘고르고 취한다’ (選取)

라고 풀이하고 觸景을 取景 및 造景으로 풀이한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뒤에 따라오는 ‘자연 

수렴을 보존해야 한다’ (全留雜樹) 라는 말의 돗과 어울리게 풀이하자면 원령 터 일대의 자연 

수림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경관을 그대로 취하고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풀이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라면 造景보다는 取景과 借景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한편 Hardie(1988: 50) 는 ‘비스타를 연다’ (opening out a vista) 라고 풀이하는데， 이렇 

게 하자면 나무를 잘라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중국 회화에서 임목을 그리는 기법을 매우 중시하는데， 그 기초로서 임목의 종류를 나름대 

로 분류하고 있다. 생장의 특정과 회화의 수요를 감안하여 수목을 크게 雜樹와 常見樹(特徵

樹)로 나눈다. 雜樹는 일반 임목을 가리키는데， 산림 중의 각종 낙엽수 활엽수 상록 침엽수 

를 포괄한다. 한편 常見樹는 인간생활 중에서 자주 보고 접하므로 비교적 친숙한 수종이며， 

그 특정이 비교적 뚜렷한 것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雜樹도 이 분류에 상응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r相地 · 山t10:也」에 “온갖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하늘 높이 솟아 있다." (:雜樹參

天)이라는 구절이 있다. 

* 全은 保全의 뜻으로 풀이된다. 

@ 

* 이 구절은 구조물의 기초 및 지정 공사， 즉 땅을 파내고 그 자리에 거친 돌덩어리를 깔고 

다져 그 위에 세워지는 구조물이 튼튼하게 견디도록 하는 기초 및 지정공사를 가리킨다. 그 

러나 어떤 구조물인가는 두 가지 주해가 있다. 즉 이것을 陳植과 黃長美는 판축으로 쌓은 

흙담으로， 暫뀐과 張家鍵는 假山으로 풀이한다. 그런데 『園治 · 觸펄』에는 담을 쌓는 공법 

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반면에 『園治 • 據山』에는 바로 이 공법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후자를 따르기로 한다. 

“철산의 시작은 말묵을 박는 일을 먼저 하는데， 그 길고 짧음을 비교하고 땅의 허실을 관찰 

한다. 땅의 형세에 따라서 흙을 파서 두 개의 기둥을 박고， 높이를 헤아려 거중기를 달아 

놓으면， 튼튼하게 새끼줄을 묶을 수 있으며，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 거친 돌 

로써 기초를 세우고 큰돌로 말뚝 위를 덮어 버린다. 구덩이 안에 톨 조각과 석회를 채우고， 

습기 찬 곳을 드러내고 지반이 되도록 산에서 캔 거친 돌을 가득 채워 넣는다. 크고 우람한 

돌을 반듯하게 쌓으면서 돌을 세워 가고， 점차 결과 무늬가 있는 돌을 덧쌓는다>> (擾山之始

罵先 較其短長 察乎E휩寶 隨勢其職柱 說高掛以稱뿔 擺素堅$ 擾穩重 立根輔以序Cf1D石 大塊

滿蓋權頭 暫養據手훨’‘ 훨협쩍盡鍵山骨 方堆碩而起 漸以文而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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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據에는 1) 얻어내려고 뒤지고 살피다(수)， 2) 흐트러지다(소)라는 돗이 있다. 據根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뿌리를 흐트러뜨리다’ 는 뭇이다. 이 말을 陳植(1988: 65) 과 黃長美

(1986: 48) 는 ‘울타리의 기초를 파다’ (援抱網基)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조신 (1984: 

91)은 陳植의 초판본에 나온 이 주해가 틀린 것으로 보고， 가산의 기초 및 지정공사라고 

교열하였다. 위의 가산 쌓는 공법에 立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초를 닦는다는 뭇이다. 張

家購(1993: 190) 또한 寶퍼의 주해를 따르고 있다. 한편 Hardie (1988: 50) 는 ‘벽의 기 

저부 주위를 따라 수로를 굴착한다’ (dig a channel along the bottom of a wa11) 라고 

변역하고 있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 灌水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물을 두려워하다， 위태로워 하다’ 는 뭇이다. 陳植(1988:

65) 은 ‘물이 차는 것을 두려워한다’ (恐쇄慘水)는 뜻으로， 黃長美 (1986: 49) 는 ‘축축한 땅 

을 피하기 위해서’ (要避免懶펄之地)라고 풀이하고， Hardie(1988: 50) 은 ‘물이 벽을 아래 

로부터 씻어내려 허물어뜨렬지도 모른다고 위태로워 한다’ (fear that the water may 

undermine the wa11)라고 번역하고 있다. 위의 문장과 연결하여 陳植의 해석을 취하기 

로한다. 

* 理碩石은 ‘완석으로써 다스리다， 처리하다’ 는 뜻이다. 項石은 무딘 돌아기보다는 단단한 돌 

이다. 陳植(1988: 65) 과 黃長美(1986: 49) 는 ‘거친 돌’ (租石)， Hardie(1988: 5이은 ‘돌 

덩어리’ (boulder) 라고 풀이하고 있다. 호박돌과 같이 거친 돌덩어리를 가리킨다. 위에서 

나온 山骨과통한다. 

* 權支는 견디고 버틴다는 돗이다. 
@ 

* 引흩通律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물을 다스리는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물 

을 건너는 기법이다. 전자의 해석은 陳植의 초판본 (1983) 과 黃長美(1 986) 와 

Hardie (1988) 의 것이고， 후자의 해석은 費뻐 (1984) 과 張家購 (1993) 의 것이다. 

陳植은 초판본 (57) 에서 ‘등나무나 덩굴식물을 끌어당겨 나루를 건넌다’ ((引購훌越過滾頭) 

라고 풀이하였다가 재판본 (1988: 65) 에서는 ‘개울물을 길게 끌어와서 배가 다니게 한다’ 

(延長河流 利於通械)라고 고쳐 풀이하였다. 이는 費뻐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보인 

다. 즉 흥홍뻐 (97) 은 흩을 글자 그래도 덩굴식물로 풀이해서는 안 되고， ~句떻， 즉 개울이나 

도랑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옛날 춘추시대의 太原， 즉 山西省에 있는 쯤洞에 

있는 智伯떻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들어 그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한 줄기 개울은 오이덩굴 물이요， 십리에 벼꽃 바람이 분다’ (-洞따흩水 十里積花風j 라는 

옛글을 들어 가늘고 긴 개울을 오이 같은 덩굴식물로써 형용한다고 하였다. 또 『園治·村Et

t也』에서 ‘다리에 이르러서 마치 나루터를 건너는 것처럼 생각한다’ (到橋若謂連通)도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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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 黃長美(1986: 49) 는 ‘덩굴식물을 끌어 나루를 건넌다’ (引廳養授律미라고 하여 陳植

의 초판 해석과 비슷하고， Hardie(1988: 50) 는 ‘나루를 건너 덩굴식물을 보낸다’ (train 

creepers across a ford) 라고 풀이한다. 이 경우 引과 通은 모두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개 

울에 출렁다리를 놓는 작업을 가리킨다. 通은 덩굴을 물에 가로 걸쳐 건너편까지 잇는 작업 

이고， 引은 덩굴을 끌어당겨 팽팽하게 하는 작업이다. 훌은 만경식물， 즉 덩굴식물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등나무나 칭 같은 것들일 것이다. 

그런데 교야지의 개울물을 건널 때에 굳이 덩굴식물을 엮어 출령다리를 놓고 어렵게 건널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신과 陳植의 재판본 풀이가 타당하다고 본다. 

* 緣飛梁而可度 역시 해석이 두 가지이다. 陳植(65) 를 따르면 ‘높은 다리를 걸쳐 그 밑으로 

는 배가 지나가고 그 위로는 사람이 건너가기 편하다’ (架高橋而便過援)라고 풀이된다. 한편 

黃長美(49) 를 따르면 ‘구름다리를 더위잡고 개울을 건너다’ (治飛橋週演i間)라고 풀이되며， 

Hardie(1988: 50) 을 따르면 ‘구름다리를 통해 건너다’ (cross by means df this areal 

bridge) 라고 풀이된다. 앞의 구절을 따라 陳植의 해석을 취한다. 

緣은 緣木求魚라는 말에서 쓰는 용법처럼 원래 더위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陳植의 경우 높 

게 건다(架)로， 黃長美의 경우 더위잡고 따라가다(治)로 풀이한다. 

* 飛梁은 飛橋， 즉 날아가듯 높이 솟은 다리라는 못이다. 

@ 

* 이 구절을 陳植， 黃長美， Hardie 모두 재식기법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暫m과 張家購는 

식생의 운치라고 풀이하고 있다. 재식기법으로 .풀이한다면 바랍이 찬 이른봄에 복숭아나무 

를 심어야 하고， 달밤에 매화를 심어야 하는데， 이는 재식하는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식생들이 자아내는 운치로 풀이하는 홈뻐과 張家購의 해석을 따르도록 한다. 이 구 

절 다음에 나오는 @과 대응시키면 이 풀이가 더욱 적합함을 알 수 있다. 

* 風‘生은 바람이 분다는 뜻이다. 
* 寒tlt띔는 몹시 추위가 심하다는 뭇이다 tlt혐寒이라고도 한다 f.借景」에 ‘寒生料tlt웹’ (싸늘한 봄 

바람이 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風生寒d消와 대비된다. 黃長美(49) 는 ‘바람이 찬 이른 

봄’ (風寒料d댐的早휩으로， 陳植 (1988: 65) 은 ‘봄바람이 싸늘한 시절’ (春風寒d뼈之時)로 풀 

이하고 있다. 

* 漢灣은 계류가 흐르다가 물굽이가 진 곳이다. 

* 月隱淸微는 달이 가려서 빛이 어렴풋하고 분위기가 고즈넉한 상태를 가리칸다. 陳植(1988:

65) 과 黃長美 (1986: 49) 는 모두 ‘달빛이 짧고 별이 드문 밤‘(淡月統星之夜)라고 풀이하고 

있다. 

隱에는 ‘가리우다’ , ‘흐려지다’ , ‘그욕하다’ 등의 뜻이 있어 져隱은 날이 약간 흐려서 달빛 

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隱映이라는 말이 있는데， 흐렸다 겠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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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뭇이다. 

淸微는 달빛이 그다지 밝지 않고 사위가 고즈녁한 상태를 가리칸다. 淸에는 1) 맑다， 구름 

이나 안개가 끼지 않아 깨끗하다， 2) 빛이 선명하다， 3) 고요하다， 조용하다 등의 뭇이 있 

고， 微에는 어렴풋하다， 어둡다라는 뜻이 있다. 

* 邊는 ‘두르다’ , ‘에워싸다’ 는 뜻으로서 續와 같다. 陳植과 黃長美는 모두 曉로 교정하였다. 

* 柳間은 ‘버드나무 사이’ , 梅餘는 ‘매화를 심고 남은 곳’ 을 가려킨다. 
@ 

* 似多뼈趣는 ‘그욱한 정취 (뼈趣)가 많은(多) 듯하다’ 는 돗이다. 

@ 

* 兩三間은 ‘두세 칸 짜리 집’을 가리킨다. 또 一二處는 ‘한두 곳’인데， 陳植(1988: 65) 은 

亨 한 두 곳， 黃長美(1986: 49) 는 亨臺 한 두 곳으로 풀이하고 있다. 

* 曲盡은 ‘마음과 힘을 다 한다’ , ‘자세히 다 한다’ 는 뭇이다. 

* 春藏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봄을 간직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따뜻함을 간직한다’ 

라고 풀이한다. 陳植은 ‘따뭇함을 취한다’ (取樓)으로， 黃長美(1986: 49) 는 ‘봄의 따뭇함’ 

(훨쫓)으로 풀이한다. 

* 權은 ‘堆當한다’， ‘능히 버티어 내다’는 뜻이다. 

@ 

* 隔에는 1) 멀다， 2) 사이가 뜨다 퉁의 뭇이 있다. 隔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숲’ 이라고 풀 

이한다. 

* 鴻뺏雨는 ‘비둘기가 울면 비가 온다’ , ‘비둘기 울음이 비를 부른다’ 는 뭇이다. 이 말의 유 

래는 『農려』에 나온다(陳植， 1988: 66). 즉 “비둘기가 울 때에 메아리가 있어 ‘呼歸 라고 

들리면 주로 날이 개이고， 메아리가 없이 ‘i쪼繹 라고 들리면 주로 비가 온다" (:鴻嗚有還聲寫

呼歸 主購， 無還聲寫 逢歸 主雨)라고 한다. 일설에 ‘비둘기는 오래 맑아도 울고， 오래 비가 

와도 또한 운다’ (鴻 久購則嗚 久雨則嗚)라고 하였다. 

* 斷뿔은 가파른 언덕， 낭떠러지， 斷뿔를 가리킨다. 

* 觸(시)는 ‘운다’ , ‘말이 운다’ 는 뭇이므로 馬觸風은 ‘바람결에 말이 운다’ 는 뭇이다Ii'古 

詩』에 ‘오랑캐 말이 북풍에 운다’ (胡馬뺑北風j 이라는 구절이 있고， 참南의 시에 ‘지팡이 짚 

고 꽃을 보고 말 울음을 듣다’ (柱柱看花聽馬斯)라는 구절이 있다(陳t훌， 1988: 66). 

@ 

* 花落呼童은 꽃이 떨어지니 아이를 불러 쓸게 한다는 뭇이다. 

* 竹深留客는 직역하면 ‘대나무숲이 깊어서 손님을 머물게 하다’ 이다. 陳植(1988: 65) 는 ‘머 

무는 손님과 함께 그육한 대나무숲을 감상한다’ (留客共賞빼竹)라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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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任看主A何必問은 ‘마음대로(任) 봄(看)에 있어 主A에게 何必 물어야(問) 하느냐?’는 뭇이 

다. 즉 원림에서 노니는 데에 있어 반드시 주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뭇이다. 

陳植(1988: 66) 은 『世說新語』에 전하는 다음 고사를 소개하고 있다. “쯤의 왕현지는 고매 

함에도 불구하고 풍류가 당시의 으뜸이었다. 회계 땅에 접어들어 오문(유명한 원림이 많은 

지금의 강소성 소주시)을 지나다가 고벽강이 유명한 원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서 

로 아는 바가 미리 없었으나 가마에 편하게 올라타고 원림 속으로 가로질러 들어갔다. 때마 

침 고벽강이 벗들을 모아 연회를 즐기고 있는 것을 만났으나 왕헌지는 돌아 다니는 것을 야 

미 마치고 좋고 나쁨을 가리키면서 방약무인이었다!' (쯤 王敵之 高遭不抱 風流寫-時之冠

入會積 經吳門 聞顧醒훌훌有名園 先不相識 乘平됩與 쩔入 ↑直顧方集實友 3熊園中 而敵之遊歷많 

畢 指揮好惡 ↑放若無A). 그래서 ‘원렴을 볼 때 왜 주인에게 반드시 물어야 하는7]-' (看園何

須問主A) 라는 白居易의 시구가 여기에 유래한다. 

* 還要는 ‘또한 …을 해야 한다’는 뭇이다. 題는 ‘나타내다’， ‘표시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還要姓字不須題는 ‘또한 반드시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즉 ‘손님이 원림의 주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陳植(1988: 65-66)은 ‘손님 

은 성명을 통할 펼요가 없다’ (客A不必通名) , ‘손님이 와서 성명을 알릴 필요가 없다’ (客來

不報姓名)， l!ardie(1988: 5이는 ‘손님이 바라는 바를 충족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이름 

을 알릴 필요가 없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 

@ 

陳植(1988: 66) 은 『홉書 王徵之傳』을 들어 이 구절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즉 “오중(지 

금의 강소성 소주를 중심으로 한 太湖 평원 일대) 땅에 있는 어느 사대부의 집에 좋은 대나 

무가 있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곧바로 나아가 대나무 아래에 만든 가마에 앉아서 오랫동 

안 시가를 옮조렸다. 주인이 깨끗이 소제하고 앉기를 청했으나 휘지는 따르지 않았다. 이에 

주인은 문을 닫았다. 휘지는 편하게 이를 감상하다가 기쁨이 사라지매 떠났다" (吳中-士大

夫家 有好竹 欲觀之 便出坐與造竹下 調』薦良久 主Ai.麗橋請坐 徵之不顧 將出 主A乃閔門 徵

之便而此賞之 盡歡而去). ‘문을 들어서 주인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없다’ (入門無須問主시 

라는 삼南의 시구도 여기에 유래한다 

* 陳에는 1) 늘어놓다， 늘어서다， 2) 펴다， 넓게 베풀다， 3) 베풀다， 주다， 4) 두다， 5) 보 

이다， 6) 말하다， 설명하다 둥의 뜻이 었다. 陳風月淸륨은 ‘풍월과 청음을 베풀다’ , 즉 ‘즐 

기다’는 뭇이다. 

* 休는 ‘말라’ , ‘하지 마라’ 라는 금지의 뭇이다. 犯山林罪過는 산림의 풍취를 모독하는 행위 

는하지 말라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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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題A은 운치를 아는 사랍이다. 

* 安은 ‘어찌’ 라는 뭇이다. 

* 靈(셜)은 ‘더럽히다’ , ‘업신여기다’ 라는 뭇이다. 

* 倚筆은 누각이나 명숭지를 옳은 題詢詩， 또는 제영문자로서 그 수준이 용열하고 저속한 것 

을 가리킨다. 1짝筆偏運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陳植(1988: 65-66)은 ‘속된 사랍들은 도처 

에 저속한 글을 어지럽게 칠한다’ (f용A偏愛亂쩔)라고 풀이한다. 한편 黃長美(1986: 49) 는 

‘저속한 글은 반드시 깨끗하게 지워 야 한다’ (f짝筆定要淸除) 로， Hardie(1988: 50)은 ‘저속 

한 글들은 모두 지워 야 한다’ (any vulgar comments must be swept away) 라고 풀이 

한다. 둘 다 돗이 통하나 뒤의 것을 취한다. 

m. 釋明

1. 체野地 園林의 相地

(1) 부지 선정 

·성시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 

갖~野는 먼저 위치로 볼 때에는 ‘흉~城에서 그리 멀지 않도록 하여 왕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 

으면 아주 좋다’ (去城不數里 而往來可以任意 若薦快也)라고 하여 고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가리킨다 2) 이 정의는 交~라는 글자가 고을(ß =몹)에서 왔다갔다(交)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라는 뜻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주나라 때의 제도 중에는 도성 밖 50리를 近했， 

100리를 遠했라고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했野의 위치는 近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중국의 여느 도읍과 교외의 구성을 본다면 성으로 둘러싸인 城市 안에는 행정， 상업， 

문화， 공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반면에， 성밖 교외에는 성시 안 

의 인구를 부양하는 농업 인구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외는 농경지， 

2) 했野에는 도시민의 양식과 밸감 풍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화가 일어 
나는 곳이었음을 다음과 같은 어휘나 문장 등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 갖~祝 : 옛날 중국에서는 천자가 교외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올렸다고 하며， 이를 갖~祝， 했察 또는 

그냥 했라고 한다. 동지 때에는 南했에서 하늘에 제사지내었고， 하지 때에는 北했에서 땅에 제사지내 

었다고 한다. 이때 제사지내던 제단을 했樓， 제사 때 부르던 노래를 했歌라고 한다. 또 먼 조상을 한 

꺼번에 모신 교외의 사당을 잣~~!S라고 한다. 

· 迎送: 성시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손님을 교외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것을 했迎이라고 하며， 손 

님이나 길떠나는 분을 교외까지 나가서 전송하는 것을 갖~醫이라고 한다. 

· 했遊 : 성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외로 소풍 나가는 것을 쨌遊라고 한다. 

· 교외의 집과 마을 : 서울과 가까운 시골을 했힘， 교외에 있는 마을을 했里， 교외에 있는 별장을 했 

활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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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모인 마을， 옐감을 제공하는 숲， 물고기를 잡는 강이나 호소， 그리고 자연 상태의 임야 

퉁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번거롭지 않는곳 

計成은 「相地 · 通論」에서 “근교에서 원립을 꾸밀 독특하고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갖춘 터를 

찾되，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한 네거리 근처는 멀리하여야 한다" (探奇近郭 遠來街훌째라고 하 

였다. 즉 갖B野地 원링은 城市地 원립과 山林地 원렴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데에 있으 

므로 성시와 가깝기는 하여도 번거롭지 않는 곳을 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 

외이기는 하여도 성시를 오가는 큰길가의 땅이라든지， 작은 마을 안의 땅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 환경과 경관이 탁월한 산립지에 조영하는 원림에는 못 미치지만 그 

런 대로 奇한 곳， 즉 수려한 환경과 경관을 갖춘 곳을 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 

·근교에 있는 구릉지 

했에는 들; 田野라는 뭇도 있는데， 이 돗은 바로 했野라는 말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計成은 “근교에서 원림의 터를 잡을 때에는 평탄한 언덕과 구불구불한 골짜기， 겹겹이 놓인 구 

롱과 큰 나무가 자라는 숲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했野擇地 依乎平間曲塊壘壘購홈林)라고 하 

였다. 즉 근교에 있는 야트막한 구롱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곳은 언덕과 골짜기가 있고， 언덕 

에는 숲이， 골짜기에는 개울이 있는 곳으로 보인다. 

間은 언덕， 산등성이， 산봉우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으로 보아 언덕이 

적합한 해석이다. 참고로 間은 낮은 언덕을 가리키고， 陸은 높은 언덕을 가리킨다u"詩*~심에 

갱口問如陸’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計成은 언덕 중에서도 경사가 완만하고 산등성이가 제법 넓 

은 곳언 平問을 적합한 땅이라고 권유하고 있다. 

擺은 중국의 몇 군데 고유 지명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둑 또는 언덕을 가리킨다 3) 計

成이 권하는 겹겹이 쌓은 언덕인 壘擺은 평지에 홀로 서 있는 언덕보다는 여러 언덕들이 물결 

치듯 겹쳐 놓인 언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計成이 권유한 間과 擺은 모두 고저차의 기준에서 주변의 평지보다 약칸 높은 언덕 

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언덕을 권유하는 까닭은 1) 村도地 원렴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들판을 

조망(跳野)하기 좋은 지점이면서， 2) 농사일 둥 생업에 몰두하는 농민들과 서로 간섭하고 불편 

을 끼칠 필요가 없는 위치이고， 3) 計成이 활동한 양자강 하류 지역과 같은 저습한 미작지대에 

서는 논의 습기나 홍수 등을 멀리할 수 있으며， 4) 원렴 건축을 베풀 만한 대지를 마련하기 좋 

은 지점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그가 적지라고 권유하는 것 중의 하나인 홈林， 즉 키 큰 나무로 이루어진 숲은 이와 

3) 擺은 산이름， 감숙성 북쪽 지역의 지명， 한나라 천수군의 고개 이름， 섬서성의 딴 이름을 가리킨다. 
한편 擺斷은 우뚝 솟은 언덕을 가리키고， 購樹는 약간 높은 언덕 위의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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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언덕에 잘 어울릴 뿐 아니라， 비교적 잘 가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가 없다. 

·물이 있는 곳 

한편 꿇는 사면이 높고 중앙이 낮은 땅을 가리키는 말이니， 우묵한 땅 또는 흙으로 쌓은 둔 

덕을 가리킨다. 문맥으로 보아 골짜기로 풀이된다. 計成은 曲꿇， 즉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권장 

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 환경과 격리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곳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計成은 다른 원림들과 마찬가지로 했野地 원렴에서도 물을 중요시하고 있다 r相地 · 通

論」에서 이르기를 ‘모든 원립에서 먼저 수원을 찾아라’ (先究源頭)는 지침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림에서 물은 음용수로 요긴할 뿐 아니라 수경을 만을고 식물의 생육환경을 제공하 

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교야지 원렴도 낮은 평지에서 물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언덕 위보다는 개울물이 흐르는 골짜기와 언덕이 만나는 기숨이 원림을 베풀기에 좋은 곳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산을 쌓을 때에 기초에 물이 차는 것을 꺼리므로(據根灌水) 지하 수위가 

꽤 높은 곳인 것으로 보인다. 

(2) 원림 조영 

·부지 조성 

計成은 교야지 원림에서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량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즉 

“지세의 높낮이를 살펴서 알아내고， 원렴 터의 크고 작은 형국을 현장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誼地勢김鳳樞 臨得基局之大小)라고 하였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직접 원렴을 꾸밀 땅 

에 가서 면밀히 살피는 현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相地 • 通짧」에서 논한바와 같이 모든 원림에서 통용되는 원칙， 즉 “높고 반듯한 

터에는 정이나 대를 짓기에 알맞고， 낮고 움푹한 곳에는 연못을 팔 수 있다" (高方欲就亨臺 低

맨可開池핍)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야지 원림의 부지는 지형 변화가 어 

느 정도 있고 자연 식생이나 수원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되， 형질 변화를 가급적 줄이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計成은 교야지 원림의 부지의 면척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원림 

안에 지을 칩이 두세 칸에 지나지 않고 한 두 군데 정자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으니 그리 클 필 

요는없다고본다. 

·물 다스리기 

「相地 · 通論」에서 논한바와 같이 모든 원립 조영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땅 다스리기 

보다는 물 다스리기이다. 즉 “좋은 곳을 골라서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서 수면을 가까이 함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터닦기를 할 때에는 우선 수원을 찾아야 한다." (r葉貴從水面 立基先究源

頭) . 그래서 교야지 원립에서도 “원림의 터를 새로 열고자 할 때에는 물길을 멀리서 끌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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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開흙 欲引長流) 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물을 파내어 수원에 통하게 한다." (水滾通源)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야지 원립론에서 “다리를 가로 걸쳐 물을 건너게 한다" (橋橫짧겨이， “그 다리를 높게 하 

여 아래로는 배가 다닐 수 있게 한다" c緣飛梁而可度)라는 기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원 

림과 바깥 세상 사이에 개울이 있어 물리적 • 심리적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호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러한 예는 蘇州의 續浪후 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計成은 원림 안에는 지당을 따로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굳이 특별한 

공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한나라 때 습욱이 조영한 習家池를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 

하는 바에 의하면 이 지당은 구조가 제방을 높이 쌓은 것이라고 하였으니， 평지를 굴착하여 만 

든 池핍型의 못이 아니라 계폭 등의 지형에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두는 못， 또는 명지의 우묵한 

곳 둘레에 둑을 쌓고 물을 가두는 못인 池觸型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렴의 크기가 그다 

지 크지 않으므로 지당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수원은 원렴 근처를 흐 

르는 개울이거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일 것으로 보인다. 

·建物

교야지 원립은 주인이 상주하는 형식도 있고 때때로 방문하여 즐기다가 성시 안의 주택으로 

돌아가는 형식도 있다. 그런데 計成의 글에는 머물며 함께 대나무숲을 감상하는 손님도 나타나 

고， 또 손님이 굳이 이름을 얄리고 원립을 거니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인도 나타나 

며， 떨어진 꽃을 쓰는 등 심부름하는 아이도 나타나므로 주인과 가솔틀이 상주하거나， 상당 기 

간동안 머무는 원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원립에는 본격적인 상주용 건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다. 즉 집은 있되 봄기운을 간 

직할 정도의， 크기가 두세 칸 짜리 밖에 되지 않는 집 (兩三間曲盡春藏)과， 더위를 피하기에 좋 

은 정자가 한 두 곳(一二處寫暑避)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님은 대나무 사이에 머문 

다(竹深留客)라고 하였으니， 손님이 칸면하게 숙박을 할 만한 시설은 갖춘 집으로 보인다. 그리 

고 그 손님과 더불어 정자에서 함께 더위를 피하면서 경물을 즐기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樹直

교야지 원림에서 재식은 매우 간결하다. 우선 집 둘레의 무성한 자연 수립은 가급적 있는 그 

대로 보존(觸景全留雜樹)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이는 교야지 일대의 마을이나 길에서 이 

원림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 주위를 흐르는 개울가 둑에는 버드나무를 섬고 그 사이사이에 복숭아나무를 섬으 

라고 하고(漢灣柳間載挑) , 집 둘레에는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심으라고(屋鏡梅餘種竹) 한다. 또 

지당은 習家池를 본떠 만들라고 하였으니， 못 둑에는 대나무， 가래나무， 부용 퉁을 심고， 못 

기숨에는 마름을 섬어 수변을 덮게 할 수 있다. 특히 이 원링에서는 마음에 드는 손님과 함께 

거닐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대나무를 그욱한 분위기가 나도록 심으라고 하여 대나무가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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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4) 

그 밖에는 원림 안팎에 별다른 재식올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교야지 원림이라는 특성 

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 몇 가지 안 되는 수종으로써 많은 운치를 느 

찔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아직 바람이 차고 겨울 경관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봄에 

일찍 잎이 나는 버드나무의 푸른 잎， 바람에 일렁이는 푸른 가지 사이로 붉은 복숭아 꽃이 피 

면 마치 한 폭의 그립 같은 운치를 즐길 수 있다고 하였고 5) 날이 흐려 달이 어렴풋하고 별이 

드문 밤에는 집안에서 창 가까이 심은 매화가지의 구불구불한 가지와 곧고 푸른 대나무 줄기가 

어울리는 것을 보며 한 구절 시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담 

교야지 원립에서도 다른 원립과 마찬가지로 담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가 

로운 생활을 즐기고 큰 재물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며 둘레에 개울이나 수림 등 천연의 경계가 

있는 교야지 원림에는 흙으로 쌓는 담보다는 나무나 뱃가지로 엮은 울이 더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지만， 유달리 판축 구조로 쌓고(圍知版葉) , 물이 스며들지 않게 거친 돌덩어리를 깔아 그 

기초와 지정을 튼튼히 하라(據根灌水 理碩石而境支)고 권장하고 있다. 

이는 교야지 원림에서는 둘레의 땅이 자연 상태에 있고 인가가 먼 곳에 있는 곳이 드물기 때 

문에 한가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담을 두르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림에는 손님이 찾아와서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거닐 수 있다고 하였으니， 

성시지 훤림처럼 문을 두럽게 달고 늘 닫아 두지는 않는 것 같다. 

·景觀

대체로 성시에서 멀지 않은 교야지에 널려 있는 일반 경관에는 시각적으로 좋은 것과 속된 

것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計成은 외부 경관을 차경함에 있어 시각적 대상은 가급적 

가리는 것을 권장한다. 원림의 위치가 이미 평지가 아니라 언덕과 골짜기 등이고， 자연 수림이 

무성한 곳이기 때문에 가리기에 좋다. 그래서 집 둘레의 무성한 자연 수림은 가급적 있는 그대 

로 보존(觸景全留雜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게다가 흙으로 다진 담을 두르고 집 주위에 

대나무숲을 조성하여 인공적으로 뽑景 또는 週景을 강화하고 있다.에 

그러나 시각적 경물이 아닌 季相은 적극 받아들이고자 한다. 끼 먼 숲에서 비둘기 동 새틀이 

4) 중국 원렴에서는 대나무를 몇 그루씩 분재하듯 심고 그 사이를 거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굳이 넓은 
공간에 가득 차게 심지 않아도 된다. 

5) 이 기법은 計成보다 후대 사람인 石濤가 제시한 차경 기법과 통한다. 즉 석도는 『石홉畵論 · 짧쩔章 · 
第十一』에 “아득하고 어둑어둑한 벙 빈 산처럽 무언가 살아 움직이지 않은 때에 싱그렵게 널어진 어린 

버드나무 가지， 어린 렛가지， 여울을 가로지르는 다리， 초가로 이은 누각과 같은 것올 세밀하고 확실 

한 선으로 그려 강조하는 기법을 차경이라고 한다(如空山춤롯， 無物生態， 借以陳柳， 敏竹， 橋梁， 草

聞， 此借景也r라고 하였다. 

6) 牌景 또는 避景에 의한 借景의 기법에 대해서는 황기원 (1994: 71-72)을 참조하라. 

7) 季相을 매개로 한 借景， 즉 應時而借의 기법에 대해서는 황기원 (1994: 76-79)을 창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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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소리가 들린다든지(隔林關煥雨) , 집 근처의 벼랑에서 말이 우는 소리가 틀린다든지(斷뿔 

馬漸風j 하는 것은 즐긴다. 게다가 집 둘레에 심은 버드나무나 대나무를 스치는 바랍 소리를 

즐기거나， 복숭아나무와 매화나무의 향기， 계절에 따라 바뀌는 식생의 색채 풍을 즐길 수 있음 

은물론이다. 

(3) 원림의 경지 

·休養

교야지 원림의 실용성은 피한과 피서에 있다. 그래서 봄기운을 간직할 만한 작은 집을 짓고， 

더위를 피하기 좋은 정자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피한과 피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왜냐 하면 이 곳은 같은 기후 

대에 속한 성시에서 몇 리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곳이니 본격적인 피한과 피서는 어렵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성시 안보다는 상대적으로 햇빛이 좋고 바람이 시원한 미기후를 즐기 

면서 육체적 휴양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휴양을 취하는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잉 특히 비가 많 

이 오고 습기가 많은 중국 강남 지방에서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성시를 벗어나 여름 한 철을 좀 

더 쾌적하게 보내기에는 매우 적합한 원림인 것으로 보인다. 

·뼈趣 

비록 산림지나 강호지처럼 속세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조영하는 원림은 아니지만， 이 교 

야지 원립에서도 추구하는 것은 그욱한 정취(似多뼈趣)이다. 이 곳은 어느 날 마음먹고 여가를 

내어 성시에서 몇 리를 걸어와야 하니 이미 성시 안의 집을 떠날 때 생기기 시작한 정취가 원 

립 가까이 와서， 개울에 걸친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면서 무르익게 되는 곳이다. 

밖에서 보면 雜樹로 이루어진 무성한 숲과 두터운 흙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안의 정경을 

엿볼 수가 없지만， 집 근처에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매화나무， 대나무 퉁 관상수들이 심어져 

있어 집안의 정경을 상상할 수는 있다. 이런 나무들은 중국 원림에서 흔히 심는 것이지만， 특 

히 버드나무나 복숭아나무는 五柳先生으로 불리고 挑源境記를 지은 關淵明의 경지를 연상케 

하고， 대나무는 竹#木館을 조영한 王維의 경지를 연상케 하니， 이른바 ‘경관을 보매 정서가 생 

겨난다’ (觸景生情)는 상황이 형성된다. 그래서 원림 안으로 들어서면 더욱더 깊은 정서의 세계 

로 들어갈 수 있는 것(更入深情)이다 9) 

·閒速

이 원림에서는 많은 벗들을 불러모아 함께 즐기는 곳은 아닌 듯하다. 그러면서도 원주와 유 

취의 뜻이 통하는 사람들은 꼭 벗이 아니더라도 찾아와서 통성명을·하고 주인 허락을 받지 않 

고서도 원림을 거닐면서 즐길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꽃이 피면 보고 즐기고， 꽃이 지면 아이 

8) 이러한 근교 원렴 또는 근교 별서는 범문화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양식이다. 서양의 경우 고대 로마의 
근교 별서 (villa suburbia)가 대표적이다. 

9) 觸景生情의 경지에 대해서는 황기원 (1994: 86-8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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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러 쓸게 하고(花落呼童) , 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즐기기 위해 P}음에 드는 손님은 붙 

잡기도 한다(竹深留客). 

이런 경지는 원립을 힘들여 가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지도 않으면서(休犯山 

林罪過) 자연의 맑고 깨끗함이 향상 유지되도록 하며 (須陳風月淸音) ,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오 

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가롭게 노니는 생활을 가리킨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計成은 운치가 있는 사람(題A) 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알맞은 원립은 크지 않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원렴， 많은 손질을 가하지 않았 

지만 아취가 있는 원립， 한가로우면서도 외롭지 않은 원렴일 것이다. 그래서 計成은 여섯 가지 

원림 터 중의 하나로 교야지를 꼽고 있는 것이다. 

N. 結 論

원래 첫~野， 즉 近했라는 곳은 인칸의 정주공간체계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성시 내지 도시는 생업과 영달을 위한 터전으로서는 농촌이나 산림 등지에 비해 월등 

하게 좋지만 그 반면에 생활환경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서 초야에 묻혀서 안빈낙도를 하면서 은일과 초탈의 삶을 누리자면 물질적 풍요를 포기 

하고 대신에 정신적 충족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삶의 양식이 아니다. 

그래서 갖~野는 도시， 그리고 농촌이나 자연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릴 수 있는， 일종의 

‘중간경관’ (middle landscape) 으로서， 대체로 전원적， 목가적 이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Marx ， 1964: 103). 특히 전쟁， 도적， 

맹수 등과 같은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시대， 또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였 

다. 중국의 자연미학의 발달 과정을 보면 성시와 가까운 교외의 자연을 거닐면서 즐기는 문화 

는 위진시대 (3-5세기)부터 나타나는데(小尾했- 1962: 91-92) , 특히 체3野地 원림의 위상은 

바로 이러한 창~野의 문화적 특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에 있는 것이다. 

환경 조건의 관점에서 본다변 했野라는 말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즉 이곳은 단순한 근교 또 

는 교외가 아니라 野， 즉 자연환경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했野 

地 원림의 부지는 計成이 최고로 꼽고 있는 山林地 원렴의 부지에 비해서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天然之趣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면서， 城市地 원렴에 비해서 비교적 부지를 넓게 잡 

을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공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런 대로 만족스러운 원림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원림의 조영은 건물이나 구조물， 조형물， 재식 등이 모두 매우 간결하고 소박 

하다. 그러나 計成이 원림을 가꾸는 기본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園林巧予因借 精在體宜， 그리 

고 나아가 중국 문화의 특정 중의 하나인 以小總大， 즉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아우른다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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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교야지 원림에서도 빠짐 없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 갖ß野가 성시와 자연의 중간에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잣ß野地 園

林은 힘들여 가꾸어 인공이 지나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야생이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도 않으며， 크지 않으면서도 매우 깊이가 있으며， 많은 손질을 가하지 않았지만 아취가 있으 

며，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무척 한가롭게 지낼 수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은 원림이라는 특 

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원림에서 운치를 즐길 줄 아는 사람(題A)은 가까운 성시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한가롭게 휴양을 하며 그옥한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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