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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consider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yungWhaSaJok which had been the main group
of culture in late Joseon dynasty and understanding the view of garden through the gardens constr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KyungWhaSaJok can be defined as the Yangban with peculiar ethos of culture while leading a city life. Secondly,
KyungWhaSaJok was the main cultural group of amusement and consumption who enjoyed the arts appreciation, collected
the arts and the books, cultivated the flowers and so forth, which was their daily life of culture. Thirdly, KyungWhaSaJok
was the creator of various forms of arts, the enthusiastic appreciator, the consumer, the supporter and the critic resulting
in leading the arts and the culture of garden in late Joseon dynasty. Fourthly, they regarded the expression of individual
sentiment inside and the impression of reality and experience as important and the nature as the object of esthetic emotions,
and prospered the culture of gardens. Fifthly, there were the presentment of self-reflection, the realization of self-satisfactory
view of the mundane and the symbol of social distinction in the gardens of KyungWhaSaJok’s. Sixthly, the purpose of
KyungWhaSaJok through the garden was not the pastoral utopia but the urban garden of self-satisfaction in a secluded
place. Seventhly, the garden aesthetics of KyungWhaSaJok was nobility and sublime. Eighthly, the garden was the object
of appreciation and the cultural life space of arts of esthetic sentiment, poetry and pictures as well as the place of social
intercourse. Ninthly, KyungWhaSaJok not only constructed and managed the garden, but also completed it to the artistic
achievement by expressing with pictures and poetry.
This study aims to define cultural traits and garden concepts of KyungWhaSaJok as they were the leading group of
people who constructed and enjoyed gardens. Also the study is designed to further discover meaning and value of traditional
gardens by looking at the culture of the time and garden arts through variou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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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후기의 문화 주체였던 경화사족의 문화적 특성들을 고찰하고, 그들이 조영한 정원을 통해 정원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화사족은 도시를 삶의 근거로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에토스를 가진 양반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경화사족은 오락과 소비문화의 중심축으로 예술품 감상과 수장, 독서와 장서, 화훼의 재배․감상․품평이 일상 생활문화

였다. 셋째, 경화사족은 다양한 예술의 창작자이면서 적극적인 감상자이자 소비자이고, 후원자이면서 비평가로 조선후기
예술과 정원문화를 선도했다. 넷째, 경화사족의 미적 태도는 개인 내면의 감정 표출과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감동을 중시하
며, 자연을 미적 감동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본다. 이는 진경문화를 꽃피우고 정원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다섯째, 경화사족의 정원은 자아의 표출이자 은일적 세계관의 구현으로 사회적 구별짓기를 위한 상징이었다. 여섯째,
경화사족이 정원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목가적 이상향(鄕村山林)이 아니라, 도시적 은일 자적한 삶의 바탕이
되는 도시정원(城市園林)이었다. 일곱째, 경화사족의 정원 미학은 기품과 숭고였다. 여덟째, 정원은 감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회와 시, 그림을 벗삼은 풍류적 문화 생활공간이자 사교의 장이었다. 아홉째, 경화사족은 정원을 조성, 관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의 경지로 승화하였다.
본 연구는 정원을 조영하고 향유한 주체로서 경화사족의 문화적 특성과 정원관을 규명하고, 당대의 문화와 정원
예술과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여 전통정원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정원문화, 정원예술, 정원미학, 생활문화, 도시정원, 구별짓기, 이상향

Ⅰ. 서론

15명의 정승(政丞)과 35명의 판서, 3명의 왕비를 배출한 유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들은 예술 후원자이기도 했다. 18세기를 풍미한 진경시 운동

르네상스 정원은 당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로마와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곳은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귀족들의 은신처이기도 했다. 많은 귀족들은 이곳
에 화려한 빌라와 정원을 조성하여 남기고 있다. 주옥같은 빌
라와 정원을 남긴 메디치가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후원한
당대의 재력 가문으로 르네상스의 보모라고도 일컬어진다.
동시대 조선에도 메디치가 같은 예술 후원자들이 있었다. 이
들은 서울을 주 생활공간으로 하는 문벌화(門閥化)된 양반가
들로 경화사족(京華士族)이라 부른다. 경화(京華)는 한양을 지
칭한다. 당시의 한양은 상업의 발달과 함께 길은 넓어지고, 각
지에서 올라온 산물과 중국에서 건너온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
나던 도시였다. 이렇게 도시적 발전이 두드려졌던 한양의 도시
문화를 이끌었던 주역이 경화사족이다. 그들은 주택과 정원의
조성에 대단한 열의를 가졌다. 미술품 수집과 감상, 화훼 재배
와 품평은 그들의 예술적 취향이자 사교 수단이었다(정민,
2005). 이런 문화의 중심에 바로 안동김씨가 있었다. 서울 인왕

깊은 세거지(世居地)였다. 세속의 성공에서도 정점에 서 있던
과 진경산수와 같은 새로운 문화의 부흥은 그들의 후원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 ‘조선의 메디치가’(홍선표, 1999)로 불릴만하다.
역사적으로 정원은 문화가 융성할 때 가장 발달하였고, 사회
의 전반적인 문화 지형 변화와 함께 해왔다. 조선 후기 정원문
화의 발달은 한양의 급속한 도시화와 경화사족의 예술적 성향
과 깊이 관련된다. 조선후기 융성했던 정원문화를 주도한 경화
사족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정원
을 조영하고 향유한 주체로서 경화사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
하고, 정원 사례들을 통해 그들의 정원관을 규명하고자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정원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보
다 입체적으로 조망하여 우리의 전통 정원문화의 의미와 가치
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
조경과 관련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부차적인 목적
이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산 아래 장동(壯洞) 일대에 오랫동안 세거하여 장동김문(壯洞

조선시대 정원에 관한 관심은 공간의 물리적 특징이나 구성

金門)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김상용이 우의정에 오른 이후

방식에 관한 것으로부터 정원이 조성된 배경이나 사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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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폭을 넓히고 있다. 박희성(1997)은 회화와 시, 기행문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등장하는 경화사족(京華士族)은 ‘경

등에 나타난 정약용의 자연관을 고찰하고, 다산초당원의 공간

화거족(京華巨族)’, ‘경거사대부(京居士大夫)’, ‘근경학인(近京

과 구성요소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이승민과 최기

學人)’, ‘서울학인’ ‘경화세족(京華世族)’ 등의 다양한 용어(김

수(2002)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이언적의 조영관을 규정하여

문식(1996)로 나타난다. 이는 모두 한양에 거주하는 양반을 지

옥산리와 양동리의 조영원리와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박병오

칭한다. 조선후기 한양은 상업의 발달로 인해 도시 구조도 달

와 양병이(2003)는 퇴계학파의 원림의 입지유형과 공간구성,

라졌다. 경복궁 전면에는 중추적 행정기구인 육조를 배치하여

경관연출기법에 나타나는 유의성을 추출하고, 그 의미와 동인

국가의 핵심적 기능을 북촌에 집중시켰다. 또한, 궁궐 주위에는

들을 검토하여 ‘조선중기 영남사림의 원림조영 특성’을 규정하

종친과 고위관료들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각 관아의 주변에는

고 있다. 김수진과 심우경(2005)은 고산수곡가, 고산구곡도, 율

하급관리의 주거지를 배치하였다. 중요한 관아가 드물었던 남

곡전서와 같은 문헌과 답사를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의 경관관

촌은 상민들의 거주지로 조성되었으며, 종로 통과 숭례문 통에

을 살피고 있다. 안대회(2009)는 유만주의 조경에 관한 기록을

는 시전이 조성되었다. 17세기 전반의 시전이 국가에 대한 의

조사하여 그가 정원을 직접 설계할 만큼, 전문적 지식을 가지
고 있고, 정원이 사대부의 격조 높은 미적 취향을 반영하는 공
간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강봉구(2009)는 경화사족의 원림기와
원림도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한양의 원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료 분석을 통해 당대의
특정 학파나 인물들의 조영관과 원림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즉, 기록과 정원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기록을 통해 문화와 정원관을 파악하고
자 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방법이 같지만, 정원과의 관계
규명보다는 동시대의 문화와 정원 예술을 보다 포괄적이고 입
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다르다. 이는
연대기적 사료 중심의 분석이나 사상(思想) 같은 거시적 관점
보다는 생활문화를 들여다보고자하는 미시적 시도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조선후기 문화를 이해하는 시각의 다양화와 같
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있는 정원이 거의 없고, 남아있더라도 변형과 훼손으로
그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운 경화사족의 정원 연구는 그림과 문
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은 국문학, 미술사 등에
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간학제적 연구방법이기도 하
다(안대회, 2009). 본 연구는 정원을 조성하고 향유한 구체적인
인물들과 그들의 문화적 성향을 기록한 문헌을 검토하고, 회화
에 나타난 정원 특징을 통해 그들의 정원관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여기서 정원은 안계복(2005)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원을
암시하는 제목이 있거나, 울타리 또는 울타리 기능을 하는 시
설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거나, 자연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누․
정․대와 지(池)가 나타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Ⅱ. 경화사족과 도시문화

1. 경화사족과 도시

무 부담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후반 이후의 시전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경제적
풍요에 더하여 화폐 경제의 성숙은 한양을 변모시켰다. 18세기
후반 ‘한양은 화폐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도시’(고동환,
2007)가 되었다.
조선 초기 한양의 인구는 관료나 왕실 관련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90%가 상업 관련 인구였다. 인구
구성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도시 문화를 변화를 동반했다(고동
환, 2007). 인구 20만명의 대도시 한양은 조선사회의 변화와 발
전을 선도하였으며, 독특한 도시적 생활상이 성립하였다. 서울
을 높이 평가하고, 지방을 천시하는 귀경천향(貴京賤鄕)의 풍
조와 경, 향(京, 鄕)으로서의 사회적 분기 현상도 나타났다. 경
화사족은 지방의 향유(鄕儒)층을 제치고, 조선사회를 이끄는
새 주도세력으로 등장했다. 숙종대 후반 탕평정국과 호락논쟁
은 경화사족이 조선의 정계와 학계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학풍과 문풍으로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였다(유봉학, 2005). 수도권에 거주하면
서 학문정보의 습득에 유리했던 이들에게 정조의 학술정책은
또 하나의 좋은 조건이었다. 정조는 ‘척신(戚臣)은 배제하고,
사대부를 육성한다’는 원칙 아래 전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
을 추진하였다(김문식, 1996). 18세기 후반의 경화사족 상당수
는 규장각을 거쳤다. 이들은 다시 정조 말년과 순조 시대 공향
대부(公鄕大夫)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학계와 정계의 중
심세력이 되었다(정옥자, 1998). 경화사족을 규정하는 첫째 조
건이 한양에 거주하는 양반이듯이, 한양이란 도시는 다시 경화
사족의 문화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인물과 예술관
강명관(1999)은 경화사족을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용
어라고 전제하면서 도시를 삶의 근거로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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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스를 가진 양반층으로이라고 정의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

이상과 같이 당대의 예술관은 경화사족을 중심으로 시, 그림

로 안동 김, 대구 서, 풍양 조, 풍산 홍, 반남 박, 청송 심, 의령

등의 예술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보다 사실적이고

남, 연안 김, 경주 김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안동 김씨 집안은

체험적인 감동을 중시하는 진경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타고

청음 김상헌을 배출한 이후 김수항과 김창집 부자가 연이어 영

난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로 사물과 자연을 대하는 미적 태도는

의정을 지내면서 노론을 지도하는 핵심적 가문이 되었다. 특히

자연을 미적 감동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김수항의 여섯 아들 가운데 김창협과 김창흡이 숙종대 후반 이

화훼와 수목, 정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후 조선학계와 문단을 서울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 역
할을 담당하였다(유봉학, 1998).
삼연 김창흡(三淵 金昌翕, 1653～1722)은 진경시문학의 기
틀을 만들었다. 진경시문학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시문으
로 표현하되, 우리 어감에 맞도록 어순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독특한 방법이다. 이는 명나라가 망하면서 여진족에 의해 세워
진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조선이 곧 중화라는 조선
중화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와 관련된다. 또한, 율곡학파는 조선
성리학을 바탕으로 문화 전반에 조선 고유색을 추구하고 있었
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삼연의 제자였던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이 진경화풍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었다. 정선은 기이한 산천의 모습과 같이 머리
속으로만 상상한 경치를 그린 관념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 산
천을 직접 보고 그린 진경(眞景)산수화를 완성했다. 같은 시대
화가 조영석이 “정선에 와서야 우리 산수화가 개벽되었다”고
표현했듯이, 그는 조선 300년 산수화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경
지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다. 겸재와 10대 때부터 동문수학한
사천 이병연(李秉淵, 1671～1751)1)은 일만 삼천수가 넘는 시
를 지은 진경시인이다. 삼연의 문하에서 진경시문학이 크게 일
어난 셈이다. 그들은 대개 백악산과 인왕산 아래의 세거했기
때문에 백악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최완수, 2009).
실학적 진경은 감각기관을 통해 자연을 인식한 것(김재숙,
2001)이지만, 겸재가 추구한 진경은 경험세계의 직접적인 체험
을 통해 도를 체득하고, 그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김지영, 2007). 즉, 개인의 경험 세계가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 가능
성이 열리자 개인의 체험을 표현하는 예술행위는 더욱 활기를
띄게 된다. 18세기 전반기 경화사족의 시조에서 시적 자아는
규범적인 사대부적 자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느낌
과 생각을 드러낸다. 전통적으로 아름답다고 규정되었던 것들
로부터 벗어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상들로 관심의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경
화사족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격조 있는 미학을 추구하였다. 경
화사족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내용적 다양성은 향유 공간에서
시정적인 정서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남정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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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화사족의 생활문화
경화사족의 특징적 생활문화 가운데 하나는 오락(취미)과
소비문화의 발달이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중 이운지에는 차
(茶), 향(香), 금(琴), 검(檢), 화(花), 금어(禽魚)와 같은 취미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신영주, 2005). 이는 이하곤, 박지원, 홍
경모의 글에서도 발견된다(강명관, 1999). 오락(취미)과 소비
문화의 발달은 부의 축적에 기반한다. 도시민은 농민에 비해
노동 시간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시
장에서 공급받음으로써 노동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
었다. 여가와 부는 독특한 오락문화를 발전시켰다. 증가된 오락
과 소비 수요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급증시켰다. 주 소비처는
한양이었고, 주 소비자는 경화사족이었다.

畫

다른 하나는 ‘서화고동(書 古董)’이라고 칭하는 예술품을
감상하고 수장하는 일이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중 이운지

畫

에는 법서(法書), 명화(名 ), 고동(古董)과 같은 예술품을 감
상하고 수장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신영주, 2005). 서화 그
자체가 사대부들의 지적 화두로 부각될 정도였다. ‘성시산림’을
자처하며 재야산림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고자 한 경화사족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새로운 화적을 접하면서 새로운 회화형식과
화풍을 수용하여 향촌사족들과는 다른 문화적 풍조를 발전시
켰다(김문식, 1996). 서화나 서화가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달라
졌다. 겸재의 그림이 걸리지 않은 사대부 집이 없을 정도였고,
당대의 감정사였던 담헌 이하곤과 서암 신정하 등은 겸재의 진
경산수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최완수, 2009). 서화에 대한
수요는 급증함에 따라 상품적 성격이 짙어졌고, 예술품의 거래
를 담당하는 예술품 상인과 예술품을 판매하는 예술품 시장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강명관, 1999). 시장의 형성은 예술품 수
장가와 감정가가 출현하게 되는 바탕이었다.
마지막 하나는 독서와 장서였다. 경화사족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임원경제지’에서 서유구는 장
서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당시 중국소설의 최대 독
자는 경화사족이었고, 이는 경화사족의 독서행태에 중대한 변
화를 일으켰다(강명관, 1999). 경화사족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엄청난 양의 서적을 수입했고, 장서는 그들 특유의 생활취미

최정민․서영애 : 정원 조영의 주체로서 조선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의 문화와 정원관

내지는 문화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독서 문화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문학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등 예술 전반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독특한 문화를 구축하는 발
판이 되었다.

첩 風契帖, 그림 3)은 광해군 12년(1620) 봄, 청풍
계 태고정(太古亭)에서 7명의 고관 문사(文士)들이 모여 상춘
(賞春)을 즐기고 감흥을 노래한 시문 14편과 계회도를 넣어 제
작한 시화첩(詩畵帖)이다. 여기에 실린 그림은 겸재 정선 이
전에 청풍계를 그린 유일한 작품이다. 겸재보다 120년이나 앞
선 이 그림은 청풍계의 전경(全景)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그린
듯 주변의 울창한 수목(樹木)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공간을 넓
게 설정하여 묘사하였다. 그림 뒤편 우측은 백악산이고, 좌측은
인왕산이다. 인왕산 아래로 흐르는 개울이 청풍계이며, 그 옆의
모정(茅亭)은 태고정(太古亭)이다.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을 만
큼 큰 정자였다는 태고정은 오른쪽으로 청계(淸溪)를 끼고, 왼
청풍계 (靑

3)

Ⅲ. 경화사족의 주요 거주지와 정원
유한준(兪漢寯)의 저암집(著庵集)에는 인왕산 일대에 세거
하고 있던 경화사족이 열거되어 있다. 이 글에 나오는 옥류동
(玉流洞), 장동(壯洞), 자하(紫霞)는 모두 인왕산 서북쪽 일대
로 사대부들의 세거지였다. 옥류동은 지금의 옥인동과 통인동
에 걸쳐 있었던 지명으로 유한준 가문인 기계 유씨가 세거하였

쪽으로는 삼각산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산의 고요함이 태고와

靜似太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윤진영, 2000)이라고 한

다고 한다(유한중, 1987). 장동이란 청풍계(靑楓溪)를 포함하

같다(山

는 지역으로 안동 김씨의 세거지였다. 자하동에는 남공철 가문

다. 태고정 주변으로 작게 표현된 인물들이 있어, 이곳이 계회

인 선영 남씨 가문이 세거하였다. 북리라고 불리는 인왕산 일

가 이루어진 장소임을 말해준다. 태고정 주변에는 돌을 다 어

대는 현재의 삼청동, 가회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촌과 함께 경

사각형태( 池)로 3개의 연 (三 )이 조성되었다. 태고정 우

화사족의 집중적인 거주지였다(그림 1). 이 지역에는 세 가문
외에도 조영석, 이병연, 이하곤 등이 거주하였으며, 겸재 정선
(謙齋 鄭敾, 1676～1759)2)의 거주지 역시 인왕산 기슭으로 현
재 종로구 옥인동 20번지 부근에 있었다.
청풍계는 지금의 종로구 청운동 52번지 일대이다(그림 1, 2).

충신이며, 서예가였던 선원 김상용(仙源
金尙容, 1561～1637)이 선조 41년(1608)에 이곳에 별장을 지었
고, 그 아우 청음 김상헌(淸陰 金尙憲, 1570～1652)형제가 이곳
에 뿌리를 내린 후, 손자 김수항과 증손자 김창흡(三淵 金昌翕,
병자호란 때 자결한

듬

方

못 塘
측의 첫 번째 연못 ‘조심지(照心池: 마음이 비추는 연못)'에 물
이 가득 차면, 두 번째 연못 ‘함벽지(涵碧池: 푸르름을 머금은
연못)'로 흘러들어가고, 그곳에 물이 차면 세 번째 연못 ‘척금
지(滌衿池: 옷깃을 씻는 연못)'로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
다. 그림 우측 건물은 청풍지각(淸楓池閣)과 소오헌(嘯傲軒),
와유암(臥遊菴) 등이다. 외유암은 명화, 고적(古蹟)을 진열하
고 감상하는 곳이었다. 청풍계는 개인의 제택(第宅)이면서도
문인학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안동 김씨 200년
집권과 60년 세도의 산실이었다. 겸재 정선은 스승인 김창흡이

댁

렸

1653～1722) 등 6형제들이 살았다. 그들의 문하에서 진경문화

살았고, 외가 이 인접해 있는 이곳을 어 을 때부터 자주 드

의 주역인 정선과 사천 이병연(李秉淵, 1671～1751)이 출현하

나들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청풍계를 많이 그린 것은 당연할

여 진경문화를

것이다.

절정으로 이끌었다.

그림 1. 경화사족의 주요 제택 위치도

首善全

그림 2. 청풍계(점선), 수선전도(

圖)(부분), 영남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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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遊臺)' 또는 ‘빙허대(憑虛臺)'라고 한다. 석벽 위
에는 주자(朱子)의 ‘백세청풍(百世淸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청풍대(淸風臺)'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근처의 풍광을 모
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그림은 토담에서 함벽지까지 한 시점
에서 그렸고, 태고정과 청풍계는 다른 시점으로 그렸으며, 안개
로 쌓인 맨 윗부분은 또 다른 시점에서 그렸다. 이처럼 실경을
그리되 실경에 얽매이지 않기에 진경산수라고 부른다.
로 ‘천유대(

靑楓契帖), 광해군12(1620), 지본담채,

그림 3. 작자미상, 청풍계첩(

50×38cm, 성호기념관 소장

겸재 정선이 청풍계를 그린 그림은 10여 폭 이상 남아 있다.

큰 작품은 간송미술관본(견본담채, 58.8×133.0cm)으로 그
의 나이 64세인 1739년(영조 15) 작품이다. 그 다음으로 큰 작
품은 고려대박물관본(견본담채, 36×96.2cm)으로 겸재 55세인
1730년(영조 6) 작품이다. 고려대박물관본(그림 4)은 간송미술
관본(그림 5)보다 작지만, 시점은 훨씬 멀어 인왕산 낙월봉으
로 파고든 청풍계(계곡) 전체를 그리고 있다. 그림 아래쪽 솟
을대문을 들어서면 척금지가 있고, 그 오른편에는 함벽지와 청
풍지각이 있다. 가장 멀리 보이는 건물이 늠연사이고, 그 전면
에는 조심지가 있다. 태고정은 수목들 사이로 보인다. 거칠게
표현된 수목을 통해서도 버드나무, 소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등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제일

고려대박물관본이 계곡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청풍

계라면, 간송미술관본(그림 5)은 김상용 고택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의 청풍계라고 할 수 있다. 화면 중간부터 인왕산에

서 내려오는 계곡 물길이 무성한 나무 사이로 보이며 화면 하

까

단 지 이어진다. 이 그림은 바위산과 소나무에 선명한

채색을

묘사하였다(송희경,
2008). 화면 맨 아래 토담 밖으로 버드나무와 느티나무가 있고,
나귀가 매어놓은 선비가 토담의 협문을 들어서고 있다. 마당
한 가운데에는 큰 전나무가 나타난다. 그림맨 아래의 ‘척금지'
를 지나면 ‘함벽지' 오른쪽에는 4간의 마루와 2간의 방으로 구
성된 ‘청풍지각(靑楓池閣)'이 있다. 함벽지 왼쪽 평평한 면은
앉아서 가야금을 탈 수 있는 바위로 ‘탄금석(彈琴石)'이라 했
다. 청풍지각 위쪽으로 두 그루 묵은 소나무가 있는 단상(壇
上)은 달밤이 특히 좋은 곳으로 ‘송월단(松月壇)'이라 했다. 태
고정 뒤로 돌 석축을 쌓아 지은 건물은 ‘늠연사(凜然祠)'로 김
상용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이다. 늠연사 뒤로 푸른 석벽이 우
뚝 솟아 저절로 대(臺)를 이루고,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으
사용하여 신록이 한창인 청풍계의 풍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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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선, 청풍계, 영조6 그림 5. 정선, 청풍계, 영조15년(1739),
년(1730), 고려대박물

간송미술관 소장

관 소장

鄭榥, 1735～1800),

그림 6. 정선, 청풍계, 영조 27년 그림 7. 정황(
(1751), 간송미술관 소장.

청풍계, 지본담채, 국

장동팔경첩 내

립중앙박물관 소장

최정민․서영애 : 정원 조영의 주체로서 조선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의 문화와 정원관

밀

경도’이다. 각각의 지명을 세 하게 써

넣어 기록화적인 측면을

춘
작한 서원아회(西園雅會)첩 에 실려 있다. 이는 집주인인 이
춘제의 요구로 절친했던 겸재가 그림을 그리고, 당대의 시인이
던 이병연이 축시를 쓰고, 귀록(歸鹿) 조현명(趙顯命: 1691～
1752)이 서원소정기(西園小亭記)를 지은 시화첩이다. 이춘제
가 50세(만 49세)를 기념하여 정원과 정자를 조성하고, 귀록
에게 정자의 이름을 골라달라고 부탁한 편지에 대한 답이 서원
소정기이다. 여기에는 서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중희(이춘제)의 ‘서원'의 정자가 북산 아름다운 곳을 차
지하니 계곡은 그윽하고 깊으며 면계는 좌우로 트여 있고 고송
이 빼곡하다. 곧 그 중에 층을 지어 계단을 삼고 꽃과 대나무를
벌려 심었으며, 구덩이를 파 못을 만들고, 마름과 가시연을 놓
았다. 위치가 깊고 정연하여 신묘한 운치가 있으니, 북산 일대
에 대개 명원승림이 많으나 중희의 정자가 그 빼어남을 독차지
더해주는 이 그림은 이 제의 정원에서 모인 아회를 기념해 제
5)

그림 8. 정선, 청풍계, 견본수묵담채, 26.8×33, 호암미술관 소장

앙

팔첩

간송미술관과 국립중 박물에 소장된 ‘장동 경 ’4)에도 청
풍계 그림이 들어 있다. 간송미술관본(그림 6)은 태고정을 중

늠연당과 청풍지각, 만송강, 창옥봉(蒼玉峯)으로 그 둘
레를 에워싸는 특수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태고정 주변으로
방지 3곳이 모두 그려져 청풍계 안뜰이 평행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키 큰 전나무와 태고정 주변의 짙푸른 수림이
대비되면서 조화를 이룬다. 겸재 정선의 손자로 정선의 진경산
수 화풍을 계승한 정황(鄭榥, 1735∼1800)의 그림(그림 7)은
심으로

하였다.”

계곡과 천유대와 같은 자연경관과 태고정과 함벽지 청풍지각

잘 읽힌다. 계곡(청풍계)은 인왕산과 백악에
흐르는 두 개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만나 남쪽으로 흐
르고, 저택은 계곡을 끼고 자리 잡고 있다. 주택과 주변 수려한
의 관계가 비교적
서

자연은 경계 없는 정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암미술관 소장본(그림 8)은 가을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솟을대문을 지나 축대를 쌓아 높인 대지에 지은 태고정과 청풍
지각의 묘사가 자세하고, 지형과 단 차이가 잘 표현되어 있다.
늠연당 뒤 바위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 가까이 묘사되어 있다.

西園雅會)첩 중 서원소정(西園小亭; 삼
三勝亭)), 1740년, 견본담채, 66.7×39.7cm, 모암

그림 9. 정선, 서원아회(
승정(

문고 The Moam Collection, Korea

겸재 정선은 자신이 보고 느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략

왜곡과 변형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생 과 과장, 때로는
청풍계이다.

西 小亭)도(그림 9)는 인왕산 아래 옥류동에서
살던 당시 도승지 이춘제(중희(仲熙), 李春躋, 1692～1761)의
집 후원인 ‘서원(西園)’과 정자(소정 小亭)를 그린 것이다. 삼승
조망(三勝眺望)도(그림 10)는 이춘제가 자신의 후원 정자 ‘서
원소정’에 앉아 경복궁(景福宮), 사직단(社稷壇), 인경궁(仁慶
宮), 남산(南山), 관악산(冠岳山),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이르
는 한양전경(漢陽全景)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한양전
서원소정( 園

西園雅會)첩 중 한양전경을 그린 삼승

그림 10. 정선, 서원아회(

三勝眺望), 1740년, 견본담채, 66.7×39.7cm, 모암

조망(

문고 The Moam Collect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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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으로 본제가 보이고, 본제에서 정자
로 행하는 길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정자 앞에는 수련이
핀 못이 위치해 있다. 귀록의 서원소정기에는 서원소정을 삼승
정이라 이름지은 이유가 ‘정자의 빼어난 것이 사천 이병연의
아름다운 시와 겸재의 그림과 함께 하니 삼승(三勝)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최완수, 2009).
옥호정도(그림 11)는 정원의 모습을 매우 세밀하게 살펴 볼
소원소정도의 화면

수 있는 그림이다. 옥호정의 주인인 김조순은 안동김씨 김상헌

찍

의 후손으로서 일 부터 관직에 진출하여 정조의 신임을 받았

버

고, 순조 이후로는 순원왕후의 아 지로서 국정을 장악하였다.
학문적으로는 김창협과 김창흡에서 김완행과 김양행으로 이어

편

燕巖)일파의

지는 문학과 도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 , 연암(
학자들과 교유를 통하여 북학과

패관소품에 몰입하기도 하였

다(유봉학, 1998). 교여집에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김조순이

그림 11. 작자미상. 옥호정도. 1815년 경, 150×280, 개인소장

光如邃古石氣下年長年)’이라고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을

장생의 소유였다는 옥호산서를 사들여 별장으로 수축하고, 여

山

가를

해년은 순조 15년인 1815년으로 김조순의 세도가 가장 한창인
시기로, 그 기운이 지속되기를 각자하여 기원하고, 옥호정을 건
립한 것으로 추측된다(정재 , 2005).

즐겼던 것을 알 수 있다(정옥자, 2001).

갑자년
(1804년)에 내가 장생에게 사겠다고 청원했더니 장생이 허락
하여 드디어 옮겨진 것이다(玉壺本姓張人所居 甲子余從張生請
買 張生許之 遂移去).
옥호정이 있던 장소는 삼청동 계곡의 서편 산자락으로 종로
구 삼청동 133-1번지 주변이다. 옥호정은 거주공간으로 정남으
“옥호는 본래 성이 장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으로

로 배치되어 있고, 정자나 지당은 지세를 따라 동향으로 배치

확

되어 있다. 공간은 기능과 유교적 위계에 따라 명 하게 구분

깥

되어 있다. 하인들이 생활하는 대문 밖의 바 마당과 주인 남

랑 랑
중문 안의 안채와 안채마당 및 후원, 옥호동천의 별원, 일관석
이 있는 산봉우리를 위시한 자연 송림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바깥 공간은 북악산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 외당 앞의 명당수
성이 생활하는 대문 안 사 과 사 마당, 여성들이 생활하는

가 되고, 다리를 건너 들어오게 되어 있다. 돌계단을 오르면 도

랑 마당에는 생울타리를 치고, 느티나무 한 주가 자
리 잡고 있다. 안채 마당은 화목이나 기물을 배치하지 않고 밝
게 비워두었으며, 안채 후원은 뒷마당 서쪽 산자락에 조영하였
다. 경사진 산자락은 6단의 단을 지어 자연석으로 쌓았고, 산으
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설치되었는데, 한 칸짜리 초정이 석대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초정에는 죽정(竹亭)이라고 적혀 있다.
북악의 자락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옥호동천(玉壺洞天)’이라
새긴 암벽과 초정이 있는 별원(別園)이 있다. 별원 공간은 현
실을 초월하여 선인의 세계에 몰입하고자 하는 구상이 담겨 있
착하는 사

훈

둔

조선중기 사대부들의 주거문화가 지방에 기반을
소박한
형태였다면, 18세기 이후 경화사족은 서울이란 도시에 고급스
러운 주택과 세련된 정원을 조성한 호화로운 형태였다. 청풍계

끊

가 개인의 소유이면서도 문인과 학사들의 발길이 이지 않았
던 곳이었듯이, 경화사족의 정원은 시회나 계회가 열리는 사교
와 문화공간이었다. 겸재 정선이나 이병연이 시회나 계회를 통

첩 제작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
으로 진경예술과 문화를 꽃피웠듯이(이태호, 1984), 경화사족
한 명사들과의 교류와 기념

의 정원문화는 시인이나 화가의 인식을 높이고 후원하는 결과
를

낳았다.

Ⅳ. 경화사족의 정원문화와 정원관
18세기 후반 서울 사람들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주택과 정

뻗어서 만리장성
가(萬里長城家)라고 불린 집도 있었고, 이은처럼 2백 칸에 육
박하는 서울의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도 있었다. 심상규(沈象
奎) 의 대저택(현재 미 대사관저 자리)은 상소문이 올려질 정
원 조성에 열의를 보였다. 담장이 너무 길게

6)

도로 호화롭고 거대한 저택이었다고 한다(서유구, 2005). 저택
과 정원, 별서, 유상지와 화원이 많았던 조선후기의 서울은 ‘원

都

닌 도시이기도

림도시(園林 市)’의 면모(심경호, 2000)를 지

했다. 조선후기 예술을 선도한 집단인 경화사족은 정원문화와

다(박희성․서영애, 2012). 옥호동천이라 새긴 바위 남쪽 암벽

예술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후원자이면서 비평가이기도

에는 ‘산

했다. 그들의 정원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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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화사족에게 정원은 자아의 표출이자 사회적 구별짓

Distinction)를 위한 상징이었다. 경화사족들은 정원을 통해

기(

고 강조하고 있다(안대회, 2006).
여섯째, 경화사족은 정원을 조성하는데 그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표출하고, 경제적, 신분적으

정원을 글, 그림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

로 구별짓고자 했다. 그들의 정원은 성리학적 규범에서 벗어나

술의 경지로 승화하고 있다. 정원과 시, 그림은 서로 영향을 주

개인 내면의 감정을 표출한 예술작품이자, 기존 제도와 규범에

고받으며 문화적 소통을 이루었다. 정원술이란 시와 회화와 자

얽매이지 않는 생활공간이었다.

매예술이라고 했듯이, 동서양의 문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둘째, 경화사족의 정원은 목가적 정원(鄕村山林)이 아니라,

도시정원(城市園林)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골

잡
꾸미는 것이었다. 이는 정원에 자연

내재된 정원에서 시적인 감흥을
된 정원을 만드는 데

시 의 별서가 아니라, 한양 집의 정원을 번 한 도시 삶과 구
별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을 재현하여 감상하는 중국정원이나 일본정원, 또는 현대정원
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도시 속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

얻기도 하고, 인문정신이 투영

참여하기도 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의 문화 주체였던 경화사족의 문화적 특

공간 속에 이상향적 정원을 만들고자 했던 ‘성시산림’적 문화는

성들을 고찰하고, 그들이 조영한 정원을 통해 문화와 예술관을

18세기를 전후하여 그림 속으로 은 하고자 하는 풍조를 만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정원을 통해 문화적․예술적 특성을 파

는데 영향(국사

악할 수 있는 것은 정원이 자연뿐만 아니라, 권력, 사상, 경제,

둔

편찬위원회편, 2007)을 미치게 된다.

셋째, 경화사족의 정원은 도가적 이상향과 은일적 세계관의

뜻하
는 것으로 도가적 이상향인 호리병 속 또 다른 세상(壺中天池)
구현이었다. 위에서 서술한 옥호정의 ‘옥호’는 ‘호리병’을

에 대한 염원이다. 그들의 정원은 당쟁에 염증을 느끼고, 자신

덕

의 도 성을 지키기 위해 예술과 음악에

둔

빠져 도시에 살면서

이데올로기, 타 문화와의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받아
왔기 때문이다. 경화사족의 문화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화사족은 도시를 삶의 근거로 하여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에토스를 가진 양반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은 생활을 하는 ‘도시 속의 은거지’였다(손영옥, 2010). 이것

둘째, 경화사족은 오락과 소비문화의 중심축으로 예술품 감

이 가능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원림 소유

상과 수장, 독서와 장서, 화훼의 재배․감상․품평이 일상 생활

의강 한

문화였다.

렬 욕구를 의원기(意園記)에 담기도 하였다. 또는 자신
이 꿈꾸는 이상적인 원림의 모습을 담은 원림 그림을 걸어놓고
은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마음속의 정원인 의원(意
園)은 도회 생활의 번잡함, 이권과 갈등의 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기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
고자 하는 욕망이 표현이기도 하였다.
넷째, 경화사족의 정원 미학은 기품과 숭고였다. 경화사족들

은 도회지로부터

티

멀지 않은 곳에 터를 잡아 정원을 하고, 소나

무, 전나무, 느 나무, 대나무와 같은 기품 있는 수목을 선택하

못
갖기 힘든 정원을 그린 의원을 통해 숭

여 식재하였다. 현실 속에서는 작은 연 이지만 거대한 호수를
상상하거나, 현실에서

고한 삶을 구현하고 했다.

다섯째, 정원은 감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회와 시, 그림

셋째, 경화사족은 다양한 예술의 창작자이면서 적극적인 감
상자이자 소비자이고, 후원자이면서 비평가로 조선후기 예술과
정원문화를 선도했다.
넷째, 경화사족의 미적 태도는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감동을
중시하며, 자연을 미적 감동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진경문화를 꽃피우고 정원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다섯째, 경화사족의 정원은 자아의 표출이자 은일적 세계관
의 구현으로 사회적 구별짓기를 위한 상징이었다.
여섯째, 경화사족이 정원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목가
적 이상향(鄕村山林)이 아니라, 도시적 은일 자적한 삶의 바탕
이 되는 도시정원(城市園林)이었다.

을 벗삼은 풍류적 문화 생활공간이자 사교의 장이었다. 크고

일곱째, 경화사족의 정원 미학은 기품과 숭고였다.

작은 정원에서는 벗들과 모여 시를 짓고 그림으로 남기는 모임

여덟째, 정원은 감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회와 시, 그림

을 가지는 것이 경화사족들의 일반적인 생활문화

패턴이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는 문화생활을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까
확장하
욕구가 해결된 이후에는 문화와 여가가

아니라, 여유 있고 사치스러운 생활의 영역 지 범위를
여 기술하고, 일차적

필요하기 때문에 화훼와 수목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을 벗삼은 풍류적 문화 생활공간이자 사교의 장이었다.
아홉째, 경화사족은 정원을 조성, 관리하는데 그친 것이 아
니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의 경지로 승화하였다.
최근에 정원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기관은 ‘정원
법’을 만들어 모든 정원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지방정부(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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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정원 박람회’나 ‘원예 박람회’, ‘정원 경진대회’를 경

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원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정원의 도시’를 시책으로 추진하기도

한국정원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다. 관련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정원 전문가’임을 자처한다.

경화사족은 메디치가와 비견되지만, 차이는 크다. 메디치가

관점과 이해는 달라도, 이들은 모두 정원문화의 활성화를 기대

가 조성하거나 후원한 정원은 지금도 많이 보존되어 있을 뿐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서울을 ‘정원의 도시 면모’를

아니라, 정원 설계자나 이론서, 도면과 같은 기록이 많이 남아

짚

갖추게

했던 조선후기의 주역들을 되 어 보는 것은 긴요한 일일 것이

있다. 반면에, 경화사족의 정원은 현존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

다. 본 연구를 통해 살

니라, 설계자의 이름이나 이론서, 정원에 대한 기록이 부재하

펴 본 경화사족의 정원관은, 정원문화의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측면을 숙고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돈과 권력이 정원문화의 부흥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메디치가나 안동김씨 가문처럼,
첫째는,

부와 권력은 예술을 향유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필요조건이기

는 했지만, 학문과 문화, 예술에 대한 존중 정신이 없었다면 가
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모두 정원문화
의 부흥의 첫째 조건으로 예산을

렵

꼽지만, 예산만으로는 정원문

뚜렷한 스타일도 없으며, 대표적인
조원가도 없고, 제대로된 기록도 없기에 “한국정원이 있느냐?”
다. 정원도 남아있지 않고,

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언어가 없는 곳에는 사물이 존재하

Heidegger)의 언명과 같이 자기 언

지 않으리.”라는 하이데거(

갖지 못했다는 뜻과 같다. 따라서 한국정원의 의미와 가
치를 읽어내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어를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원을 조영하고 향유한 주체로서

경화사족의 문화적 특성과 정원관을 규명하고, 당대의 문화와

화의 부흥이 어 다는 것, 문화와 예술에 대한 존중 정신이 필

정원 예술과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여 전통정원의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가 운 역

까

둘째는, 정원이 시각적인 감상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남아있지 않는 서울의 정원 연구는

정원은 조성하고 감상하며 관리해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풍

그림이나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

류와 함께 하는 생활공간이자 사교공간이며, 글과 그림이 있는

연구의 한계이다.

예술 공간이다. 관람 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원의 시각적

-------------------------------------

객

페스티벌이나 정원 박람회, 작가 의식
을 강조하는 작가들이 다시 생각해봐야할 시사점이다.
조형성을 강조하는 가든

셋째는, 정원이란 정원술의 구현이 아니라, 자아와 세계관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경화사족들의 다양한 자아와 세계관은 다
양한 정원을

낳았다. 같은 자아와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없듯

이, 같은 정원은 없다. 정원하면, 조성과 관리방법(기술), 디자

편

테크닉을 강조하면서, 어떤 정원을
왜 조성하는 지에 대한 사고를 생략하는 정원 정책관련자나 교
육자들이 생각해 봐야할 시사점이다.
인 방법과 같은 보 적인

넷째, 전통정원은 서구적 개념으로 도식화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정원하면, 노단건축식, 평면기하학식, 풍경식, 바
로크식과 같은 서구적 스타일 개념을

먼저 떠올리고, 기능적

공간 구분에 맞추어 전정, 중정, 후원 등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전통정원의 특징은 ‘방지원도’나 ‘화계’와 같은 스
타일로 정형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정원은
을

뚜렷한 스타일

찾기 어렵다. ‘방지’나 ‘화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

만, 같은 형태는 거의 없다. 한국전통정원을 서구적 개념으로

도식화하여 한국정원은 없다고 자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基

러나 한국전통정원은 장소의 특성과 기( )가 결합하여 주택
과 주변의 자연이 경계 없는 정원이 되고, 조영자의 사상과 예
술관에 따라 모두 다른 정원을 만든다. 그 모두 다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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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내

주 1. 겸재와 사천은 10대부터 스승인 동문수학한 벗으로 각기 81세,
8 세 지 장수하면서 한동네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자란 형제 같은 사이였다. 그들이 주고받은 시와 그림을 어
은 서화 이 바로 ‘경교명승 ’으로 시와 그림이 둘이 아
을 보여주는 조선 최고의 서화 으로 평가된다.
주 2. 정선(鄭敾, 1676 1759)은 조선 영조 때의 사대부 화가로 호
는 겸재(謙齋), 난곡(
)이다. 7세 때에 30세였던 김창흡의
문하로 들어간다. 초기에는 남종화풍의 모방에 실한 화도수
련(
)에 입하였다. 김조순(1765 1831)의 풍고집(
集)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그림재주가 있었으며 부모 이
연로해서 가계를
아야 했기에 김조순의 고조되는 金昌集
(16 8 1722)에게 취직을 부 하니 그가 도화서에는 들어가
것을 권하였다 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중인계급 이하가 나
가는 도화서에 사대부계층인 그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당시 사회를 주도했던 서인 노론계의 장동 김씨네 후원
으로 정치적, 문화적 핵심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념실현의
선구적 역할로서 진경산수를 완성했다.
주 3. 이 시회(
)에는 호조판서 김신국(金
, 1572～1657), 병
조판서 이상의(李
, 1560～162 ), 판
부사 민형남(
, 156 ～1659), 예조판서 이 형(李
, 1566～16 5), 최희
남(
), 형조판서 이경전(李
, 1567～16 ), 이필영(李
, 1573～미상) 등 7인이 여하였다. 청풍계의 주인인 김
상용은 당시 외직(
)에 나가 있던 관계로 모임에 함께
석하지 했다. 계축(
)은 대부분 석자의 인원만큼 7본
이 만들어져 각자가 1부 나 가졌지만, 이상의(
) 가
전(
) 소장본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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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첩
효

주 . 장동 경 은 인왕산 남쪽 기슭에서 백악 계곡에 이르는 장동
지역, 현 자동과 청운동 일대의 어난 여덟 곳의 승경을
그린 것으로 필운대, 대은암, 청풍계, 청송당, 자하동, 독락정,
취미대, 수성동이 해당된다.
주 5. 서원아회는 영조 15년(1739)에
8인이 이 제의 정원에서
가졌던 아회 모임이다. 이 화 에는 겸재가 그린 ‘서원아회(
園
)’도, 아회 가자 중 7인이 옥류동(玉流洞) 산등성이를
오르는 모습을 겸재가 그린 ‘옥동척강(玉洞
)’도, 이 제의
집 후원인 서원에서 시작하여 옥류동 산등성이를 넘어 세심대
(
)를 지나 청풍계(
溪)에 이르는 산행을 마친 후 폭
포에서 어지는 물이 바위 사이를
르는 시내에서
른 을 는 모습을 역시 겸재가 화폭에 담은 ‘풍계임류(楓
溪 流)’도 등이 실려 있다. 옥동척강(玉洞
)도는 겸재가
6 세(영조 15년, 1739)에 그린 그림이다. 이 제는 겸재로부터
옥동척강 그림을 그려 받은 지 일년 정도 에 다시 정선에게
자기집 후원에 있는 정자를 그려달라고 부 하였다고 하 로
서원소정도와 삼승조망도는 영조 16년(17 0)에 그려진 것이
다.
주 6. 권력의 핵심에서 난 적 없었던 심상규는 그의 저택 안에 정
원과 누정을 지었으며, 만권의 서적을 소장한 독서당을 두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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