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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the visual landscape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Gardens  on Damyang-gun, Jeollanam 
Province in Korea of the Joseon Dynasty, in 16∼17th century. Especially we surveyed six gardens; Soswaewon, 
Hwanbyukdang, Myungokhun, Sickyungjueng, Songkangjeung, Myeonangjeong. we found the visual landscape types 
that there were ‘seen’ and ‘to be seen’, ‘look on’ and ‘look down’, ‘high’ and ‘low’ of level,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and ‘emptiness’ and ‘fullness’ 25 visual landscape types in Korean traditional gardens on Damyang-gun, 
Jeonnam Province in Korea. The most common visual landscape types were ‘hidden’ and ‘look on’, ‘look down’, ‘seen’, 
‘to be seen’, ‘extroversion’, ‘guide’. Visual of landscape elements at the sites were ordered Soswaewon > Myungokhun 
> Hwanbyukdang, Myeonangjeong > Songkangjeung > Sickyungjueng, respectively it were 24, 21, 20, 20, 18, 17 kinds 
of types of landscape. The reasons were the visual landscape elements were more Soswaewon than other, because 
Soswaewon were more largest land and more spaces and pavilions than other pavilions. As above, landscape composition 
contents were fewer and smaller and simpler the Korean traditional gardens on Damyang-gun, Jeollanam Province in 
Korea in 16th and 17th than other countries, because they were made up the garden based in natural topography without 
big modify, they didn’t want expose the garden from the outside as a troglodyitism, wanted cultivate themselves’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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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원림(園林)이란 ‘자연 속에 약간의 인공적인 건축, 누정, 조

영물 등을 만들어, 쉬고, 놀고, 문학, 강학’ 등을 하는 공간이다

(천득염, 2017). 우리나라 원림의 경관(園林景觀)은 자연 경관

을 빌려오는 차경 정도가 아니라, 자연 경관 자체가정원의 뼈

대를 이룬다(유홍준, 2017).

한국전통정원은오랜정원역사와함께매우다양한정원유

형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정원은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과는

다르게 자연에 순응하여 조화를 이루려는 조상의 지혜가 반영

된 공간으로서 그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송정화 등, 2012).

16∼17세기 한국 전남 담양지방의 원림들은 유교 문화적 산

물로써자연과조화되는경관조영술, 가사문학의 산실로써장

소정체성, 그리고 각 공간의 독자적 실체를 바탕으로 한 연계

및영역성등에서는진정성및탁월한가치가충분히인정되고

(신상철, 2011) 있다. 전통원림을 제대로 보고, 체험하고, 현대

정원에 응용하거나 전통원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통원림의

구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림의 체험은 일차적으로 시각적 경관으로 나타난다. 한국

전통원림의조영당시의사회적배경, 정치, 사상, 문화, 이용행

태 등이 반영된 시각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한 시각적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아직한국전통정원에대한시각적구조분석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전통원림의 시각적 경관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 문

영숙과 김용기(2002)는 ｢면앙집(俛仰集)｣ 분석(分析)을 통한

면앙정(俛仰亭) 경관에관한연구를진행하였고, 윤일이(2005)

는 면앙정과 16세기누정건축등에관한건축학적측면의연구

도진행하였으며, 회화․문학적측면에서누정가사의공간인식

과 미적 체험(권정은, 2003)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종합해보면전통원림의경관을주로문화,

사상, 입지, 조경, 건축적측면에서등에서연구되고있으나, 조

영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각적 구조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시각적 경관을 분석하는 방법은 조경, 도시계획, 건축, 미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彭一刚

(1986) 전통원림의 시각적 경관분석 내용과 방법은 원림의 특

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한국 전통원림의

시각적 경관분석을 원림문화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의 전

통원림의 시각적 경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조사․분석해 보

는것은역사적측면, 경관적측면, 문화적측면에서현대전통

정원 조영과 관리, 복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전통원림 조영 당시 원림의 시각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전남 담양군 일원의 16∼17세기 한국

조선시대 전통원림(園林) 조영 당시의 정치, 사상, 문화, 이용

행태등의사회적배경과시각적경관특성의관계를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연구를통하여한국전통원림의시각적경관을파악할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론 정립과 전통원림 복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원림의 정의 및 개념

원림(園林)이란 정원(庭園)과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뜻과 내

국문초록

본 연구는 16∼17세기 한국 전남 담양지방 전통원림인 소쇄원, 송강정, 환벽당, 면앙정, 식영정, 명옥헌 6개 원림을
대상으로 시각적 경관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인 담양지방 전통원림(園林)에 나타난 원림의 시각적 경관의
유형은 부시, 앙시, 보아야 하는 것, 고저와 착락, 내향과 외향, 허와 실 등 25개 유형의 경관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관 유형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 앙시, 부시, 보아야 하는 것, 보여지는 것, 외향과 인도 등이었다. 시각적
경관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림은 소쇄원 > 명옥헌 > 환벽당, 면앙정 > 송강정 > 식영정 순으로 각 24, 21, 20, 
20, 18, 17개 유형이었다. 소쇄원에서 시각적 경관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원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크고, 여러 개의 공간으로 조영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전통원림(園林)의 경관구성 기법이 다른 나라의
원림(園林)경관구성 내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으며, 단순한 것은 원림조영 당시의 조영자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그들이 추구하였던 사상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소쇄원, 환벽당, 명옥헌, 식영정, 면앙정, 송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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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다르다. 사전적으로 ‘원림(園林)’이란 “집터에딸린숲”을

뜻하고, ‘정원(庭園)’이란 “집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Naver국

어사전, 2020)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이다. '원림(園

林)‘은 중국에서 유래된 용어로 '놀고 휴식하는 장소'이었으나,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정원'과 같은 뜻인 '동산의 뜰', 다시 말

해 집 안팎의 조경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다(박경자, 2014).

전통적 의의상 ‘원림(園林)’은 인공적으로 건축한 상대적으

로폐쇄된환경에서공정기술과예술수단을통하여지형을개

조하고, 수목과화초를심고, 건축물을만들고, 길을설치한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다(반상과 강태

호, 2010).

이처럼원림(園林)이란, 동산과숲의자연상태를그대로조

경으로 삼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집칸과 정자를 배치한 것이다

(유홍준, 2011). 즉, 원림은 자연에 약간의 인공을가하여자신

의 생활공간으로 삼거나, 그 안에 정자를 지어정원을 꾸민 것

(김영모, 2012)이다. 이처럼 누정건축은 원림의 주된 구성요소

(천득염, 2017)이기도 하다.

정원(庭園)은서양의 ‘Garden’을 일본식으로한역한말로흔

히집안의마당, 꽃과나무로가꾼뜰을뜻한다(이진욱, 2014).

우리나라에서 정원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조선시대 숙

종 때로 숙종실록肅宗實錄 권59(숙종 43년, 3월 13일 무진)
에 따르면 ‘정원(庭園)’은 과수․꽃등을심은일반집안에있

는 뜰과 동산을 말한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20).

경치가빼어난경승지의중심개념인전통조경을지칭할땐

'전통정원'이 아니라 '전통원림'이라 해야 한다(박경자, 2014).

본 연구의 대상지인 소쇄원, 면앙정, 식영정, 환벽당, 송강정은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 안에서 인공적으로 별서나 누정을

짓고, 부분적으로식물을심었으며, 휴식, 관조, 시문학등을하

였던 것으로 보아 원림(園林)에 속한다.

2. 원림의 경관구성

한국에는 16∼17세기 전남 담양지방의 원림들은 유교 문화

적산물로써자연과조화되는가사문학의산실로써, 원림 조영

예술과 누정제영이라는 문화가 융합된 장소로의 지위는 매우

탁월한 것으로(신상철, 2011) 문화적 의미가 깊다.

전통원림의 경관요소로 중국의 彭一刚(1986)은 표 1과 같

이 해석했다. 주종과 중점,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고

저와 착락, 공간의 대비, 내향과 외향, 앙시와 부시, 구불구불

한 곡절, 드러나지 않음과 드러남, 인도와 암시, 소와 밀, 기복

과 층차, 허와 실, 침투와 층차, 공간 서열 등의 요소로 풀어

해석하였다.

경�관�유�형 개념

보아야�

하는�것

보여지는�

것

보아야�

하는�것

어떤�물체를�어떤�구멍이나�틀을�통해서�일부러�

보아야�하는�경관

보여지는�

것
어떤�물체가�무심결에도�그냥�보여지는�경관

부시와�

앙시

부시 어떤�곳에서�내려다�보는�경관

앙시 올려다보는�경관

고저와�

착락

고저 어떤�것이�높고�낮은�것

착락 들쭉날쭉한�것

기복과�

층차

기복
지형이나�건축물의�지붕,�담장,�산마루�등의�최

상단�선이�상하�변동에�의해�높아지거나�낮아짐

층차
건축물의�지붕,�담장,�돌무더기,�산마루�등의�기

복이�여러�겹으로�나타나는�것

내향과�

외향

내향
건물,�회랑,�정자�등에서�내부의�정원을�보는�

경관

외향 건물,�회랑,�정자�등에서�건물�밖으로�보는�경관

침투와�

층차

침투
창문,�문틀,�대문,�창구�등에�의해서�형성된�틀을�

통해�구멍으로�깊숙이�들여다보는�경관

층차

반복된�몇�개의�틀을�통해서�형성된�구멍으로�

깊이�들여다�봄.�또�겹겹이�반복적으로�드러나

는�경관�

드러남,�

드러나지�

않음�

드러남
나무,�돌,�조각품,�장식품,�편액,�주련�등이�잘�

드러나는�경관

드러나지�

않음

나무,�돌,�조각품,�장식품,�편액,�주련�등이�일부

가�보이거나�흐릿하게�보이도록�하는�경관�

주종과�

중점

주종(主從)

주는�어떤�공간�내에서�두드러지게�주를�이루어�

주도적으로�지배적인�것

종은� 주를� 따르거나� 보조하는� 것들(second�

thing)

중점(重點)
어떤�공간�내에서�두드러지기는�하지만,�주가�

되어�지배적이지는�않는�부차적인�것

소와�밀

소(드믄�것)
나무,�돌,�조각물,�건축물,�시설물�등의�어떤�물

체들의�간격이나�밀도가�듬성듬성한�상태

밀(빽빽함)
나무,�돌,�조각물,�건축물,�시설물�등의�어떤�물

체들의�간격이나�밀도가�빽빽이�들어선�상태

인도와�

암시

인도 길이나�장소를�안내함

암시 어떤�길이나�물체가�있음을�넌지시�알림

구불구불한�곡절 평면적으로�이리로�저리로�구부러지는�모양

공간�서열
공간�중에서�일정한�위계에�따라�순서대로�늘어

서거나�배열된�그�순서

공간대비
어떤�공간에서�공간이�넓거나�좁은�것이�서로�

대조가�되는�것

허와�실
허

비어�있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마당,�물,�연못�

등과�같이�어떤�공간에서�수평적인�것

실 나무,�건물,�산처럼�어떤�공간에서�수직적인�것

자료:�彭⼀刚(1986)� 中国古典园林分析.�北京⼈民出版社.� pp.� 30-60.

표 1. 전통원림의 시각적 경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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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지 개황

연구 대상지는 16∼17세기 한국 조선시대 담양지방에 주로

선비들이 은거한 원림들이다. 이 시기의 담양지방의 대표적인

원림은 소쇄원, 환벽당, 면양정,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등이

있다.

선비는 조선 사회에서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특히 유교적 이념을 적극 수용

하여 사회에 적절히 구현함으로써 선행을 베푸는 인격체를 가

리킨다(황훈영, 2013). 선비들은 국가를 경영할만한 충분한 능

력이 있음에도 난세를 당하거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초야에은둔해있던선비를말한다(김태수, 2009). 은사(隱士),

일사(逸士), 유일(遺逸)로도 불린다. 이들은 부덕하고 무도한

통치자가 권력을 휘두를 때 정치판에 나아가는 일을 거부하였

다(정옥자, 2012). 부도덕한 폭정을 도와주는 결과를 우려하였

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염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정옥자,

2012).

조선 시대에는 사대부에 의한 관료제도가 정착되었고, 그에

따라 선비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층이 되었다(황훈영,

2013). 조선 초에 정치적으로 훈구파와 사림파의 분쟁으로 ‘사

화(士禍)’로 인하여은거한선비들이많았다(신병주, 1998). 조

선시대에 선비들은 원림 생활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처사적 야

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로 보인다(이재근, 2011).

한국 16∼17세기 조선조 전남 담양지방 전통원림 조영의 기

조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산이나 숲 등의 자연 경관들을 인공

적으로 조성 하였다(박경자, 2014). 선비들은 원림조영을 인공

적으로 거대하고 복잡하게 조성한 경관 보다는 시대상황과 조

영자자신들의상황에맞추어자연상태의경관을그대로두거

나 조금 변형시켜 경관을 조성하였다(류찌 등, 2016).

그 이유는 한국 16∼17세기 선비들이 조영한 전통원림은 정

치적 은일생활을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천득염, 2017).

담양지방의원림은소쇄원을제외하고, 명옥헌, 식영정, 환벽

당, 면앙정, 송강정은 조망형 원림(임준성, 2019)으로 원림(園

林)은 부분 자연 상태의 지형과 경사에 따라 구불구불한 기복

을살려조영하였으며, 자연의지형지물을잘이용하였다(류찌

등, 2016).

한국 전통원림 조영자들은 자연을 개조하지 않고도 천연 자

연경관속으로들어가친근하게노닐며즐기는품성을가졌고,

인위적으로만든경관보다는집밖의경관을집안에서보고즐

기는차경, 경관의 의미를추상화하거나상징화하는의경수법

이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형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지형

을 약간 변경하여 적절한 건물이나 시설을 하였다(한국건축역

사학회, 2006). 한국전통원림은 ‘거대하게만들기’ 위주보다는

‘명당’ 속에 ‘생활에필요한만큼만인공시설을하는’ 방식이었

던 것이다(고정희 등, 2010).

1) 소쇄원(瀟灑園)
소쇄원(瀟灑園)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조

선시대의 정원이다. 조선 중종 때의 학자 양산보(梁山甫, 1503

∼1557)가 기묘사화로 스승인 조광조(趙光祖)가 화를 입자 시

골로은거하러내려가지은별서정원(別墅庭園)으로, 자연미와

구도면에서조선시대 정원중에서도첫손으로꼽힌다(주남철,

2009).

소쇄원의 동기는 선비가 사대부로서 세상에 나아가 관인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쓰지만, 세상이 자

신의이상을받아주지않으면과감히관직에서물러나처사의

입장에서 대의와 명분을 지킨다는 것이 출처지의의(出處地意

義) 본령(허균, 2002)이다.

원림은 계곡을 중심으로 하는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다.

4.060m2의면적에 기능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애양단 구역, 오

곡문구역, 제월당구역, 광풍각구역으로구분할수있다(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5).

2) 환벽당(環碧堂)
환벽당은 광주광역시 북구충효동 387번지일원(一圓)에 있

다. 광주광역시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지낸 김윤제(金允悌,

1501∼1572)가 낙향하여 창건하고 육영(育英)에 힘쓰던 곳이

다(한국문화원연합회, 2020).

사촌(沙村) 김윤제가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환벽당

을 짓고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로는 정철(鄭徹)과 김성원(金成遠) 등이 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김덕령과 김덕보 형제는 그의 종손으로 역시 김윤제의

영향을크게받았다(문화컨텐츠닷컴, 2020). 특히, 정철은 16세

때부터 27세에 관계에 나갈 때까지 환벽당에 머물면서 학문을

닦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주남철, 2009).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목조와가(木造瓦家)이며, 당호는

신잠(申潛)이 지었다.

3) 면앙정(俛仰亭)
면앙정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6호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

월리 402번지에위치한정자이다. ‘俛仰(면앙)’은孟子(맹자)에

나오는말로 ‘땅을굽어보고하늘을우러러부끄러움이없다’라

는 의미로 즉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는(仰) 정자

(亭)’라는 뜻이다(초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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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앙정은 1533년(중종 28) 가사문학의걸작을남긴송순(宋

純, 1493∼1583)이 41세에 건립한 정자로, 송순은 이 면앙정에

서 ‘면앙정가단’을이루어많은학자․가객․시인들의창작산실

을만들었다(주남철, 2009). 면앙정은송순이이황(李滉, 1501∼

1570)을 비롯하여강호제현들과학문을논하며, 후학을길러내

던 곳이다(김선기, 2003).

4) 식영정(息影亭)
식영정은 원래 16세기 중반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成

遠)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林億齡)을 위해 지은 정

자이다(위키백과, 2020). ‘식영정’이라는이름은임억령이지었

는데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이다(문화컨텐츠닷컴,

2020).

당시 사람들은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高敬命), 정철 네 사

람을 ‘식영정 사선(四仙)’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성산의 경치

좋은 20곳을 택하여 20수씩 모두 80수의 식영정이십영(息影亭

二十詠)을 지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 식영정이십영은

후에 정철의《성산별곡》의 밑바탕이 되었다(문화컨텐츠닷컴,

2020).

주변에는 정철이 김성원과 함께 노닐던 자미탄(紫薇灘), 노

자암, 견로암, 방초주(芳草州), 조대(釣臺), 서석대(瑞石臺) 등

경치가 뛰어난 곳이 여러 곳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광주호의

준공으로 거의 물속에 잠겨버렸다(주남철, 2009).

5) 송강정(松江亭)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송강정(松江亭)은 죽록정

(竹綠亭)이라고도 한다. 송강 정철이 대사헌을 지내다 정쟁으

로 물러나와 선조18년(1585년) ‘죽록정’을 중수하여 ‘송강정’이

라 일컬었다(김선기, 2003).

조선시대 송강 정철(1536∼1593)이 조정에서 물러나 4년

동안조용히지내던정자이다(광주광역시, 2020). 둘레에는노

송과 참대가 무성하고 앞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멀리 무

등산이 바라다 보인다(담양군청, 2020). 정자 앞으로 흐르는

증암천(甑岩川)은 송강(松江) 또는 죽록천(竹綠川)이라고도

한다.

6) 명옥헌(鳴玉軒)
명옥헌은전라남도담양군고서면산덕리제58호에있다. 조

선 중기 오희도(吳希道, 1583∼1623)가 자연을 벗 삼아 살던

곳으로 그의 아들 오이정(吳以井, 1619∼1655)이 명옥헌을 짓

고 건물 앞뒤에는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 꽃나무를 심어

아름답게 가꾸었던 정원이다(담양군청, 2020).

명옥헌의 물소리도구슬이부딪쳐나는소리와같다고여겨,

명옥헌이라고 하였다(담양군청, 2020). 명옥헌은 정면 3칸, 측

면 2칸의아담한정자이다. 교육을 위한적절한형태로건물이

지어져 있다(주남철, 2009).

4. 기존의 원림경관 연구들

한국전통원림의 시각적 경관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입지

적측면에서유가적수양론으로본호남지방정자입지와배치

의의미해석연구(김진수와김윤상, 2010), 조선후기동양화를

통해서본정자건축의입지성연구(이재헌과김기덕, 1996), 원

림의입지와마을의격리에대한연구(이재근과김동현, 2015),

경(景)으로 본 무등산 권역의 정자건축의 장소성 연구(이용범

등, 1994) 등이 있다.

경관분석 측면에서면앙정경관에 관한연구(문영숙과 김용

기, 2002), 조망경관 평가를 위한 경관시뮬레이션의 신뢰도에

대한연구(이임정, 2010), 추사고택의입지및경관유형에관한

의미론적 고찰(이현우와 김재식, 2009), 보길도 부용동 윤선도

원림의수공간특성에관한연구(김종해와이행렬, 2013), 소쇄

원을통해본전통원림의차경특성에관한연구(김미정, 2008)

등이 있다. 건축학적 측면에서송순의면앙정과 16세기누정건

축에 관한 연구(윤일이, 2005), 전남지방 누정의 건축적 특성

(임영배 등, 1997) 등이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 진안 수선루(睡仙樓)를 통해 본 도가적 자

연관(道家的自然觀)과 풍류문화(신상섭 등, 2009) 등이 있다.

회화․문학적측면에서누정가사의공간인식과미적체험(권정

은, 2003), 식영정 원림의 공간특성과성산별곡(박연호, 2005),

소쇄원도와 시문 분석을 통한 소쇄원의 경관특성(이원호와 김

동현, 2015) 등이있다. 전통원림을역사속에서종합적으로고

찰한 연구는 한국의 원림역사, 원림의 분류 특징, 원림의 요소

고찰(주남철, 2009)이 있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 결과, 원림경

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한 연구자들은 많으나, 연구자별로

원림경관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彭一刚(1986)이 중국원림을시각적으로경관을분석

한 것처럼 한국전통원림에 나타나는 시각적 경관을 분석한 연

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彭一刚(1986)의 중국정원경관분석기법

으로 한국 전통원림의 시각적 경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하여 16∼17세기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에서 조영된 시각적 경관구성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정

원조성기법과 정원의 역사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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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연구대상지는 16∼17세기 한국전통원림의집산지인전남담

양군 일원의 원림들로 하였다. 조사대상 정원은 소쇄원, 환벽

당, 면양정,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6곳으로 하였다(표 2).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16∼17세기 조선시대 전남 담양지방에 조

성된원림을대상으로시각적경관요소의적용상황을조사․

분석하였다.

원림의 시각적 경관의 조사․분석은 彭一刚(1986)의 ｢중국

전통원림분석｣의 내용에 따라 주종과 중점, 보여지는 것과 보

아야 하는 것, 고저와 착락, 공간의 대비, 앙시와 부시, 드러나

지 않음과 드러남, 허와 실, 침투와 층차, 기복과 층차, 내향과

외향, 주종과중점, 공간서열, 인도와암시, 구불구불한곡절(彭

一刚, 1986)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기간
한국 전통원림(園林)의 경관 요소 적용 연구의 기간은 2015

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로 하였다. 현장 조사는

2015년 10월 09일부터 2015년 10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020년 7월 3일부터 8월 21까지 추가 보완 조사를 하였다.

2) 조사방법
원림의조영배경, 정치, 문화, 사상, 이용, 경관에 대하여참

고자료, 문헌, 보고서, 논문 등을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고,

예비조사와 현장 실사를 하였다. 사전답사를 2회 실시하여 이

론적고찰을 통한 항목 추출 후, 예비조사를 통해연구내용 및

방법을 수정 보완하였다. 전통정원 관련 전문가 5명과 현지인

들의조언을받아, 현지조사ㆍ분석을하였다. 원림경관의기록

은 사진촬영과 현장에서 실측한 것을 토대로 평면도와 단면도

로 시지각화(視知覺化) 하였다.

3) 시각적 경관조사 방법
시각적 경관조사는 彭一刚(1986)의 ｢중국전통원림분석｣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야장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Ⅳ. 결과

1. 16∼17세기 담양지방 원림의 경관분석

조선조 16∼17세기 담양지방 원림의 시각적 경관을 조사·분

석한 결과 원림의 경관 내용은 원림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시

각적경관의유형이가장많은원림은소쇄원 24개유형이었고,

가장 단순한 곳은 식영정 원림이 17개 유형이었다.

조사된곳의시각적 경관유형은부시, 앙시, 보아야 하는 것,

고저와 착락, 공간대비, 내향, 외향, 구불구불한 곡절 등 26개

유형의 경관이 나타났으며,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드

러남 이었다.

1) 소쇄원
소쇄원에서 경관유형은 표 3 및 그림 1과 같이 앙시와 부

시, 내향과 외향, 보아야 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 고저와 착

락, 허와 실, 주종과 중점, 기복과 층차, 구불구불한 곡절, 침

투, 드러나지 않음, 소와 밀, 공간서열 등 총 24가지로 나타

났다.

순창군

화순군

곡성군

광주광역시

담양군

명칭 위치 작정자 조영시기

소쇄원 전남�담양군�남면�지곡리123 양산보 1530년

환벽당 광주광역시�북구�충효동� 387 임억령 1532년

면앙정 전남�담양군�봉산면�제월리� 402 송� �순 1533년

식영정 전남�담양군�남면�지곡리�산� 76-1 김성원 1560년

송강정 전남�담양군�고서면�원강리� 274 정� �철 1584년

명옥헌 전남�담양군�고서면�산덕리� 511 오이정 1652년

표 2. 전남지역 주요 전통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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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유형 소쇄원 환벽당 면앙정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보는

것과�

보여지

는�것

보여

지는것

· 진입로,� 원로에서:�

대나무,�수목,�대봉

대,�연지,�다리,�수

로,�광풍각,�제월당,�

담장,�매대�하늘경

관�등

·진입부,�환벽당,�마

당에서:�수목,�관상

수,�마당,�연못,�하늘

경관�등

· 진입부,� 마당에서:�

마당,�수목�등

· 면앙정에서:� 숲속

의�나무들

·진입부,�마당에서:�

식영정,�숲속의�나

무�들

·진입부,� 미당,� 송

강정에서:� 숲속의�

나무�들

·진입부,�원로,�명옥

헌에서:�원림에�있

는�수목,�연못,�하늘

경관�등

보아야

하는�것

·광풍각과�제월당의�

방에서:�까치봉,�국

수봉,�하늘,�손님이�

오는�것,�계류�등

· 정자에서:� 손님이�

오는�것,�나무�그루

터기� 사이로� 농경

지,�무등산,�하늘을�

봄

· 정자에서:� 손님이�

오는�것,�농경지,�오

례천,�영산강,�삼인

산,�병풍산,�하늘경

관�등�

· 식영정의� 방에서:�

손님이�오는�것,�농

경지,�하늘경관�등�

· 송강정의� 방에서:�

손님이�오는�것,�농

경지,�하늘경관�등�

· 명옥헌의� 방에서:�

진입로나�원로를�따

라�오는�손님,�하늘

부시와�

앙시

올려다

봄

· 제월당,� 광풍각에

서:�까치봉,�국수봉,�

하늘�경관

·진입부에서:� 환벽

당,�숲속�나무

·환벽당에서:� 무등

산,�하늘경관

· 진입구에서:� 진입

원로,�숲속의�나무,�

정자

·진입부에서:� 진입

로,�숲속�나무

·정자에서:�무등산,�

하늘경관

·진입부에서:� 송강

정

·연못에서:�명옥헌

·명옥헌에서:� 하늘

경관

내려다

봄

· 제월당에서:� 계류,�

대봉대

· 광풍각에서:� 계류,�

연지,�방지,�다리�등

· 마당에서:�계류,�숲�

속�나무

· 원로에서:�계류

·정자에서:� 정자에

서�산�아래�들판을�

볼�때�나타나는�경

관.

· 면앙정에서:� 숲속

의�나무,�농경지부

·식영정에서:� 자미

탄,�농경지
·송강정,�마당에서:�

숲,�농경지,�하늘

·연못가,� 산책로에

서:�연못�주변의�식

물,�연못�등

고저

높은것
·제월당,�광풍각,�대

봉대,�나무
·환벽당

· 면앙정,�숲속의�나

무

·식영정,�숲속의�나

무

·송강정,�숲속의�나

무
·명옥헌,�소나무

낮은것 · 계류,�연지,�원로
·마당�아래�뜰,�연못,�

담장,�농경지

·면앙정�아래�경사지�

숲속의�나무

·식영정�아래�숲속

의�나무

·송강정�아래�들판,�

승암천
·연못,�배롱나무

착락
들쭉

날쭉

·원로와�투죽위교에

서�가시

· 들쭉은�광풍각

· 날쭉은�부훤당,�고

암정사,�제월당,�담

장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복과�

층차

기복

· 동서방향:� 담장-진

입로-연지-계류-광

풍각-서쪽�산

· 남북방향:� 대나무-

계류-오곡문

·지형,�담장�등 · 지형 ·지형 ·지형 ·지형

층차

·제월당과�광풍각에

서:� 계류,� 대봉대,�

담장,�까치봉,�국수

봉,�하늘경관

·근경:�마당�아래�뜰,�

담장

·중경:�농경지,�

· 원경:�무등산,�하늘

경관

· 근경:�숲

· 중경:�농경지

· 추월산,�하늘경관

·근경:�숲속의�소나

무

·중경:� 자미탄,� 창

암천,�농경지

·원경:� 무등산,� 하

늘경관

·근경:�숲속의�소나

무

·농경지

·하늘경관

·근경:�배롱나무,�소

나무

·연못

·서측의�마을�앞산,�

하늘�경관

내향과�

외향

내향

· 원로에서:� 광풍각,�

제월당

· 광풍각에서:�계류

·환벽당에서:� 마당

과�마당아래�뜰

· 면앙정에서:� 마당,�

숲속의�나무
·정자에서�마당 ·없음

·명옥헌에서:� 연못,�

배롱나무,�소나무

외향

· 제월당에서:� 까치

봉,�국수봉,�하늘경

관

·환벽당에서:� 농경

지,�무등산,�하늘경

관

· 환벽당에서:� 농경

지,�오례천,�영산강,�

삼인산,�병풍산,�하

늘경관

·정자와� 마당에서:�

자미탄,�농경지,�무

등산,�하늘경관

·송강정에서:� 농경

지,�하늘경관

·명옥헌에서�하늘경

관

표 3. 전남 담양지방 전통원림의 경관유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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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소쇄원에서 보여지는 것은 진입로에서 대나무, 관상수, 연지,

다리, 계류, 대봉대, 광풍각, 제월당, 담장, 매대, 하늘경관 등이

있다. 하늘경관은청명한하늘, 구름, 비오는것, 눈오는것등이

다. 보아야하는것은광풍각과제월당의방에서손님이오는것,

계류, 하늘경관 등이다. 보아야하는 경관은 광풍각과 제월당의

방에서: 까치봉, 국수봉, 하늘, 손님이 오는 것, 계류 등이었다.

(2) 앙시와 부시
소쇄원에서올려다보는앙시는제월당에서까치봉과국수봉

경관유형 소쇄원 환벽당 면앙정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침투와�

층차

침투

· 제월당과�광풍각�

방에서:�마당,�계

류,�담장,�까치봉,�

국수봉,�하늘경관

·환벽당�방에서:�마

당,�마당아래�뜰,�무

등산,�하늘경관

·면앙정�방에서:�마

당,�숲속의�나무

· 식영정� 방에서:� 문

틀과�숲속나무�줄기�

사이를�연결해서�본�

농경지,�하늘�경관

·면앙정� 방에서:� 마

당,�숲,�하늘,�삼인산

·명옥헌�방에서:�배

롱나무,�연못

층차 · 없음 ·없음

·면앙정�방에서:�문

틀과� 숲속나무�줄

기� 사이를� 연결해

서�본�농경지,�하늘�

경관

· 식영정� 방에서:� 소

나무�줄기를�사이로�

본�자미탄,�농경지,�

무등산,�하늘경관

·면앙정� 방에서:� 문

틀과�숲속나무�줄기�

사이를�연결해서�본�

농경지

·없음

소와�밀
빽빽함 · 대나무 ·숲속의�나무들 ·숲속의�나무들 · 숲속의�나무들 ·숲속의�나무들

·군식된� 소나무와�

배롱나무

드문 · 건축물 ·정자,�관상수 ·정자 · 정자 ·정자 ·정자

드러남과�

감춤

드러남 ·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드러나지�

않음
· 소쇄원�전체 ·환벽당�전체 ·면앙정�전체 · 식영정�전체 ·송강정�전체 ·명옥헌�전체

주종과�

중점

주종 · 제월당과�광풍각 ·정자 ·정자 · 정자 ·정자 ·정자

중점 · 대봉대 ·방지 ·없음 · 없음 ·없음 ·연못,�나무,�바위

인도와�

암시

인도 · 진입로 ·진입로 ·진입로 · 진입로 ·진입로 ·진입로

암시 ·오곡문,�징검다리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곡절
구불

구불

· 진입로,�원로,�계

류
·진입로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공간의�서열

· 주공간:� 제월당,�

광풍각

· 부공간:� 대봉대,�

애양단,�매대,�오

곡,�계류�등

· 공간서열�없음 ·공간서열�없음 · 공간서열�없음 ·공간서열�없음 ·공간서열�없음

허와�실

허 · 연지의�물,�마당 ·마당 ·마당 · 마당 ·마당 ·마당,�연못

실

· 대나무,�수목,�제

월당,�광풍각,�대

봉대,�담장�등

· 정자와� 숲속의� 나

무

·정자와� 숲속의�나

무

·정자와�숲속의�나무

들
·정자와�숲속의�나무

·정자와� 배롱나무,�

소나무

공간의�대비
·진입로�대나무숲:�

소쇄원�내부
·진입로에서�환벽당 ·진입로에서�마당 · 진입로에서�마당 ·진입로에서�마당

·진입로�언덕:�연못,�

넓은�마당

표 3. 계속

그림 1. 소쇄원의 경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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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늘 경관이었다. 제월당은 비가 갠 뒤에 상쾌한 하늘

의 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월당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달과

별 등을 보기 위한 정자이다.

제월당에서 계류와 대봉대, 광풍각에서 계류· 연지·방지·다

리등이었으며, 마당에서는계류․숲속의나무등이있었으며,

원로에서는 계류가 있었다.

(3) 고저와 착락
소쇄원에서높은것은진입로에서본제월당이고, 낮은것은

계류와 연지이다. 들쭉날쭉한 착락은 계류와 원로이다.

(4) 기복과 층차
소쇄원에서 기복은 동서방향으로는 담장-진입로-연지-계류

-광풍각․제월당․매대-서쪽 산을 잇는 가상의 선들이며, 남

북방향은 대나무-계류-오곡문을 잇는 가상의 선들이다.

(5) 내향과 외향
소쇄원에서 내향은 원로에서 광풍각과 제월당이었고, 광풍

각·대봉대․진입로에서는 계류이었다. 외향은 제월당에서 까치

봉, 국수봉, 하늘경관 이었다.

(6) 침투와 층차
소쇄원의 침투는 제월당이나 광풍각의 방에서 문이나 창문

의 틀을 통하여 그림의 액자처럼 보는 것으로 마당, 관상수,

숲속의 나무, 까치봉, 국수봉, 하늘경관 등 이었다.

(7)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
소쇄원에서 드러나는 경관은 없으며,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부지 외부에서 소쇄원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입구 대나무를

심제월당, 광풍각, 대봉대, 매대, 연못, 계류 등이다.

(8) 주종과 중점
소쇄원에서 주종은 원림 안에서 가운데 주요한 것은 광풍

각과 제월당이 있다. 원림 안에서 부속되는 중점 경관은 대풍

대, 애양단, 오곡문, 계류 등이 있다.

(9) 소(疏)와 밀(密)
소쇄원에서 소(疏)는 정자들이다. 밀(密)은 숲속의 나무들

로서 특히 입구에 대나무들이다.

(10) 인도와 암시
소쇄원에서는 인도는 진입로에서 나타나고, 암시는 오곡문

과 징검다리에서 나타난다. 소쇄원에서 인도는 대나무밭 진입

로협로수황(夾路水滉)에서나타났다. 소쇄원은대나무밭에의

해서 외부에서 내부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나무

밭의좁은진입로가외부에서내부로들어가는인도역할을하

고 있다.

(11) 구불구불한 곡절
소쇄원에서 구불구불한 곡절은 진입부의 협로수황(夾路水

滉)을 자연형태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12) 공간 서열
소쇄원 건축물의 서열화는 나타나지만 공간의 서열화는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소쇄원은 제월당, 광풍각, 대봉대와

같은 크고 작은 정자가 여러 개 있어서 제월당>광풍각·고암

정사>부훤당>대봉대 순으로 서열화가 된다. 그러나 계류, 상

지, 하지, 오곡문, 애양단, 매대 등은 뚜렷한 경계나 공간 설

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열화 되지는 않는다.

(13) 허(虛)와 실(實)
소쇄원의 허(虛)는 마당과 연못이고, 실(實)은 정자, 나무,

담장 등이다.

(14) 공간의 대비
소쇄원의 공간대비는 좁은 진입로 대나무 숲을 따라 가다

가 소쇄원 내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간이 넓게 나타나는

전이 지점에서 나타난다.

2) 환벽당
환벽당에서 경관유형은 그림 2와 같이 기복과 층차, 앙시와

그림 2. 환벽당의 경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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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허와 실, 보아야 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 고저, 주(主)와

중점(重點), 내향과 외향, 인도, 침투, 허와 실 등이 총 20가지

로 나타났다.

(1) 고저
환벽당에서 높은 것은 정자이다. 낮은 것은 마당아래 뜰,

연못, 담장, 농경지가 있다.

(2)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환벽당에서 보여지는 것은 진입부, 환벽당, 마당에서 수목,

관상수, 마당, 연못, 하늘경관 등이었다. 보아야 하는 것은 정

자에서 손님이 오는 것, 나무 그루터기 사이로 농경지, 무등

산, 하늘을 보는 것이다.

(3) 앙시와 부시
환벽당에서 올려다 보는 앙시는 진입부에서 환벽당, 숲속

의 나무들 이었고, 환벽당에서는 무등산과 하늘경관 이었다.

내려다 보는 부시는 정자에서 산 아래 들판을 볼 때 나타나

는 경관이었다.

(4) 기복과 층차
환벽당에서 기복은 원림 외부 경관에서 나타난다. 외부경

관에서 기복은 정자에서 바라보았을 때 부지 밖에 있는 무등

산의 높고 낮은 지형과 담장에서 나타난다. 층차는 기복과 마

찬가지로 원림 외부에 있는 무등산 지형에서 나타난다. 근경

은 마당 아래 뜰과 담장이다. 중경은 농경지이다. 원경은 무

등산, 하늘경관 등이다.

(5) 내향과 외향
환벽당에서 내향은 마당과 마당아래 뜰, 무등산, 하늘경관

등이다. 외향은 정자에서 바라보는 들판, 무등산, 하늘 경관이

있다.

(6) 침투와 층차
환벽당에서 침투는 정자의 방에서 문틀을 통해 보는 마당,

뜰, 숲속의 나무, 무등산, 하늘 경관 등이 있다. 층차는 없었다.

(7) 소(疏)와 밀(密)
환벽당의 듬성듬성한 소(疏)는 정자와 관상수들이고, 밀

(密)은 숲속의 나무들이다.

(8) 드러나지 않음과 드러남
환벽당에서 드러난 경관은 없으며,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부

지 밖에서 정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9) 주(主)와 중점(重點)
주는 정자이고, 중점은 방지이다.

(10) 인도와 암시
환벽당에서 인도는 나타나지만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벽당에서 인도는 외부에서 환벽당에 이르는 숲 속의 진입

로에서 나타났다.

(11) 허(虛)와 실(實)
환벽당에서허는마당과연못이고, 실은정자와숲속의나무

들이다.

(12) 공간의 대비
공간의 대비 현상은 좁은 진입로를 따라 가다가 환벽당 담

장 내부에 이르렀을 때 나타난다.

3) 면앙정
면앙정에서경관유형은그림 3과 같이보아야하는것, 보여

지는 것, 앙시와 부시, 기복, 층차, 고저, 침투, 드러나지 않음,

외향, 주(主), 인도, 소과 밀, 실 등이 총 20가지가 나타났다.

(1)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면앙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진입부와 마당에서 마당, 수목

등이었고, 면앙정에서는 숲속의 나무들이었다.

면앙정에서 보아야하는 것은 정자의 방에서 문을 통하여

손님이 오는 것을 보는 것, 원림에서 숲 속의 나무들 줄기 사

그림 3. 면앙정의 경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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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부지 밖의 농경지, 오례천, 영산강, 삼인산, 병풍산, 하늘

경관 등을 보는 것이다.

(2) 부시와 앙시
진입구에서 올려다 보는 앙시는 정자, 숲속의 나무들이다.

면앙정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오례천, 영산강, 농경지 등이 있다.

(3) 고저
면앙정에서높은것은정자이었다. 낮은것은마당, 숲, 농경

지 등이었다.

(4) 착락
면앙정에서 들쭉날쭉한 착락은 발견되지 않는다.

(5) 기복과 층차
면앙정에서기복은원림내부에는없고, 원림외부를보았을

때 지형의 변화로 나타난다.

면앙정 외부에서 보이는 기복은 서쪽 농경지와 산마루의 연

장선에서나타난다. 층차는면앙정에서창문을원림의밖에통

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근경 층차의 영산강, 중경 층차의농경

지, 먼 산의 삼인산이 있다.

(6) 내향과 외향
면앙정에서 내향은 면앙정에서 마당과 숲속의 나무 등이 있

다. 외향은 농경지, 오례천, 영산강, 삼인산, 병풍산, 추월산 하

늘경관 등이 있다.

(7) 침투와 층차
면앙정에서 침투는 정자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다. 층차는나무줄기들을통해서보는들판, 오례천, 영산강, 삼

인산, 추월산, 병풍산, 하늘경관 등이 있다.

(8) 소(疏)와 밀(密)
면앙정에서 소(疏)는 정자이고, 밀(密)은 숲속의 나무이다.

(9)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면앙정에서드러남은없고, 드러나지않는것은부지밖에서

면앙정 정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10) 주(主)와 중점
면앙정에서 주(主)는 정자이고, 중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11) 인도와 암시
면앙정에서 인도는 나타나지만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면

앙정에서 인도는 외부에서 송강정에 이르는 숲 속의 진입로에

서 나타났다.

(12) 곡절
곡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공간의 서열
공간의 서열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허(虛)와 실(實)
면앙정에서 허는 마당이었고, 실은 정자와 숲속의 나무들이

었다.

(15) 공간의 대비
공간의대비효과는진입부에서마당에이르렀을때나타난다.

4) 식영정
식영정에서 경관유형은 보아야 하는 것, 보여지는 것, 앙시

와 부시, 고저, 기복, 층차,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소와 밀 등 총 17가지가 나타났다(그림 4).

(1)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식영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진입부와 마당에서 식영정 정자

와숲속의나무들이다. 식영정에서 보아야하는것은정자의방

에서문을통해서손님이오는것, 원림에서숲속의나무들줄

기 사이로 부지 밖의 농경지나 하늘 경관을 보는 것이다.

그림 4. 식영정의 경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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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시와 부시
식영정에서앙시는부지밖과안에서나타난다. 부지밖에서

나타나는 앙시는 부지 입구에서 정자를 올려다 볼 때 숲속의

진입로와정자그리고숲속의나무들이다. 원림안에서앙시는

원림 밖의 무등산과 하늘 경관이다. 식영정의 부시는 식영정

정자에서 산 아래 자미탄, 농경지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경관

이다.

(3) 고저
식영정 진입부에서 높은 것은 정자와 숲속의 나무들이고,

낮은 것은 마당, 숲, 농경지 등이다.

(4) 기복과 층차
식영정에서 기복은 정자에서 보는 무등산의 산마루 지형이

다. 층차는 정자에서 바라볼 때 소나무 줄기를 사이로 본 창

암천, 농경지, 무등산 지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5) 내향과 외향
내향은 정자에서 마당이고, 외향은 자미탄, 농경지, 무등산,

하늘경관 등이다.

(6) 침투와 층차
식영정에서 침투는 정자의 문틀과 숲속의 나무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미탄, 농경지, 무등산, 하늘 경관 등이다. 층차는

나무줄기들을 통해서 보는 농경지, 무등산, 하늘경관 등이다.

(7) 소(疏)와 밀(密)
식영정에서드문것은정자이고, 빽빽한것은숲속의나무들

이다.

(8)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식영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원림

밖에서 식영정 정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9) 주(主)와 중점(重點)
주는 정자이고, 중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인도와 암시
식영정에서 인도는 진입로이며,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11) 허(虛)와 실(實)
식영정에서 허는 마당 있고, 실은 정자와 숲속의 나무들이다.

(12) 공간의 대비
식영정에서 공간의 대비는 좁은 진입로를 따라 가다가 식

영정 정자가 있는 넓은 마당에서 대비현상이 있다.

5) 송강정
송강정에서 나타나는 경관 유형은 그림 5와 같이 보아야 하

는것과보여지는것, 앙시와부시, 고저, 기복과층차, 외향, 침

투와 층차, 소와 밀, 중점(重點), 허와 실 등 총 18가지이었다.

(1)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송강정에서보여지는 것은 진입부, 미당, 송강정에서 숲속의

나무 들이다. 송강정에서 보아야 하는 경관은 정자의 방에서

문을통해서손님이오는것, 원림에서숲속의나무들줄기사

이로 부지 밖의 농경지나 하늘 경관을 보는 것이다.

(2) 앙시와 부시
송강정에서 앙시는 원림 밖의 진입부에서 정자를 보는 경관

이었다. 송강정의 부시는송강정정자와마당에서바라보는숲

과 산 아래 들판, 하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경관이었다.

(3) 고저
송강정에서 높은 것은 정자와 숲속의 나무이고, 낮은 것은

원림 밖의 아래쪽 들판과 승암천 등이었다.

(4) 기복과 층차
송강정에서 기복은 원림내부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원림

밖의 농경지, 승암천, 추월산의 지형에서 나타난다. 층차는 숲

속의 소나무 경관이었고, 원림 밖의 농경지, 추월산과 병풍산,

그림 5. 송강정의 경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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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이어지는 중첩에서 나타났다.

(5) 내향과 외향
송강정에서 내향은 없고, 외향은 있다. 외향은 송강정에서

원림 밖을 볼 때 나타나는 농경지, 하늘경관 등이다.

(6) 침투와 층차
송강정에서 침투는 정자의 방에서 문틀을 통하여 보는 마

당, 숲, 하늘, 삼인산, 병풍산 등이 있다. 층차는 정자의 방에

서 문틀을 통하여 중첩된 나무줄기들을 통해서 보는 들판 경

관이었다.

(7) 소(疏)와 밀(密)
송강정에서 소는 정자이고, 밀은 숲속에 빽빽한 숲속 나무

들이다.

(8) 드러남과 드러남
송강정에서 드러난 것은 없으며,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부지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정자이다.

(9) 주(主)
송강정에서 주(主)는 원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물인

정자이고, 중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10) 인도와 암시
송강정에서 인도는 나타나지만 암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송

강정에서 인도는 외부에서 송강정에 이르는 숲 속의 진입로에

서 나타났다.

(11) 허(虛)와 실(實)
송강정에서 허는 마당 있고, 실은 정자와 숲속 나무들이다.

6) 명옥헌
명옥헌의 시각적 경관은 그림 6과 같이 앙시, 부시, 보아야

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 허와 실, 고저, 기복과 층차, 드러나지

않는 것, 침투, 주종과 중점(重點), 허와 실, 인도, 공간대비 등

으로 총 21가지로 나타났다.

(1)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명옥헌에서 보여지는 경관은 진입부, 원로, 명옥헌에서: 원

림에 있는 수목, 연못, 하늘경관등 이었다. 명옥헌에서 보아야

하는 경관은 명옥헌의 방에서: 진입로나 원로를 따라 오는 손

님, 하늘경관 등 이었다.

(2) 앙시와 부시
명옥헌에서앙시는원림내부와외부에서나타난다. 원림내

부에서앙시는연못에서정자를올려다보는것이다. 원림 외부

에서 나타나는 앙시는 원림 밖으로 보이는 하늘 경관이다. 명

옥헌에서 부시는 연못가, 산책로에서 연못 주변의 식물, 연못

등이다.

(3) 고저
명옥헌에서 높은 것은 정자와 소나무이고, 낮은 것은 연못,

배롱나무 등이다.

(4) 기복과 층차
명옥헌의 기복은 마당-연못-정자-뒷산을 잇는 지형선이다.

층차는 근경으로 배롱나무와 소나무이고, 원림 밖의 서측의

마을 앞산, 하늘 경관이었다.

(5) 내향과 외향
명옥헌에서 내향은 연못, 배롱나무, 소나무이고, 외향은 정

자에서 원림 밖을 볼 때 나타나는 하늘경관 등이다.

(6) 침투와 층차
명옥헌에서 침투는 정자의 방에서 보이는 배롱나무, 소나

무, 연못 등 이었다. 층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7) 소(疏)와 밀(密)
명옥헌에서 빽빽함은 배롱나무, 소나무의 군식이고, 드문은

정자 경관이었다.

(8)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명옥헌에서 드러난 나타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림 6. 명옥헌의 경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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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밖의 외부에서 명옥헌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연

못 주변의 원로에서 정자와 위 연못(上池)이 나무에 가려져

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9) 주(主)와 중점(重點)
명옥헌에서 주(主)는 정자이었다. 중점은 연못, 나무, 바위

등이다.

(10) 인도와 암시
명옥헌의 인도는 나타나지만, 암시는 나타나지않았다. 명옥

헌에서인도는마을에서부터명옥헌입구마당까지의좁은진

입로에서 나타났다.

(11) 허(虛)와 실(實)
명옥헌에서 허는 연못과마당이었다. 실(實)은 정자, 배롱나

무, 소나무 등이었다.

(12) 공간대비
명옥헌에서공간대비는진입부와마당경계부에서나타났다.

마을에서원림마당에이르는진입로는폭이매우좁았다가갑

자기 넓은 마당이 나타나 극적인 공간적 대비가 나타난다.

2. 종합고찰

1) 한국 16∼17세기 조선조 담양지방 원림 조영
한국 16∼17세기 전남 담양지방 전통원림 조영의 기조는 비

교적작은크기의산, 바다, 숲등의자연경관들을인공적으로

조성 하였다(김상범과 윤희정, 2009).

선비들은 원림조영을인공적으로거대하고복잡하게조성한

경관 보다는 시대상황과 조영자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자연

상태의경관을그대로두거나조금변형시켜경관을조성하였

다. 그 이유는 한국 16∼17세기 전통원림은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는”(윤국병, 1982, 재인용) 정치적 은일생활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원림 내부에서도 건축물이나 조

형물등을드러내려고하지않은것은선비들의정신적고뇌와

삶의 궤적에 초점을 두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선기, 2003).

담양지방의원림은소쇄원을제외하고, 명옥헌, 식영정, 환벽

당, 면앙정, 송강정은 조망형 원림이다. 원림(園林) 조성 경관

이 산과 숲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조경으로 삼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집과 정자를 배치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그 자체에 적

응하며 동반하는 지혜가 바로 한국적 조형의 아름다움이다(천

득염, 2017).

한국의 16∼17세기 전통원림 조영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단

독 또는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계류, 담

장 형태, 건축물의 명명, 수경시설 도입 등을 통하여 경천사상,

풍수와 음양오행설, 사대성향, 풍류성향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양병이 등, 2003).

2) 16∼17세기 담양지방 전통원림의 시각적 경관 분석
16∼17세기 한국의 조선시대전남담양지방 전통원림(園林)

에 나타난 시각적 경관 유형은 부시, 앙시, 보아야 하는 것, 고

저와착락, 공간대비, 내향, 외향, 구불구불한곡절등 26가지로

나타났다(표 4).

시각적경관요소적용이가장많이나타나는원림은소쇄원

> 명옥헌 > 환벽당․면앙정 > 송강정 > 식영정 순으로 각 24,

21, 20, 20, 18, 17개 유형이었다. 소쇄원에서 시각적 경관 요소

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원림들보다 면적이 컸고,

여러 개의 공간에 정자와 애양단, 매대, 연못, 계류 등 다양한

시설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명옥헌, 환벽당, 면앙정, 송강정, 식영정 등에서 시각적 경관

요소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원림조영에 있어서 정자를 중점적

으로조영하고, 나머지원림시설은별도로하지않았기때문이

다. 조사지의모든전통원림시각적경관유형이공통적으로나

타나는것은보여지는것과보아야하는것, 앙시와부시, 고저,

기복과층차, 소와밀, 드러나지않음, 주종, 인도, 허와 실등이

었다. 공통적으로 모두 나타나지 않는 요소는 드러남이었다.

16∼17세기 한국 전남 담양지방 전통원림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나는 시각적 경관은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앙시와

부시, 고저, 기복과 층차, 소와 밀, 드러나지 않음, 주종, 인도,

허와 실등이었다. 시각적경관이적게나타나는것은암시, 공

간의 서열, 공간의 대비 등이었다.

3) 소결
위와 같이 16∼17세기 한국 담양지방 전통원림(園林)의 시

각적 경관유형은 중국전통원림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또한, 중

국 전통원림 보다 건축, 토목, 수경시설, 조형물 등의 인위적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적게 나타나고, 자연경관이 많이 나타났

으며, 내부보다는 외부의 자연경관을 차경 하는 곳이 많았다.

이처럼 조선시대 전통원림(園林)의 경관구성 기법이 다른

나라의 원림(園林) 경관구성 유형들보다 단순한 것은 원림조

영 당시의 조영자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그들이 추구하였던

사상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담양지방전통원림의시설물들이크거나많지않은것은, 조

영자들이 권력이나 권세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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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감상하거나풍류를즐기는데목적이있었기때문이다. 또

한문학을하고강학등을하는데중점을두고터를잡았다. 즉

학문과자연을통해선비다운풍류를즐기기에알맞은자연지

형과경관이아름다운곳에원림을조영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원림이크지 않고 시설물 또한 규모를 작게 했다. 한국 전통원

림이 밖에서 보았을 때 잘 드러나지 않게 조영한 것은 당쟁과

사화와같은시대적정치적상황이그들의주무대였던원림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16∼17세기 전남 담양지방의 원림 조영자들은 정치와 벼슬

을하지않고지방에내려온학자들로서정치적당쟁과사화로

인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치에서 밀려난 학자이자 정치

가였다.

뿐만아니라당시상황과맞물려도가적인사상을가지고있

었다. 즉은일사상을배경으로원림을조영했기때문에세속적

인 것과 거리를 두고자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원림을 조

영했던 것이다(정동오, 1973). 조영자들이 자연에 귀의하고자

한 자연합일사상에 근간을 둔 사림들로서 원림조성 목적이 정

신수양, 학문 등이었기 때문에 원림(園林)조성을 과시형으로

거대하거나, 전시형으로 화려하지 않게 하였다(황기원, 2004).

또한원림조영지를인위적으로개변하지않아도될만큼경

관이 수려한 위치에 원림을 조영하여 자연과 지형을 인위적으

로 변경하는 것은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경관유형 기

법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중국전통원림을사대부나거부들이조영하고이용하

였던 것과 다르다. 중국전통원림의 조영자들은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원 규모가 매우 컸다. 대규모의 정원

을 만들어서 조원자의 신분을 과시하고 대규모 정원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사지의모든원림들은원림밖의외부경관을차경하여시

간의 변화에 따라 경관이 바뀌는 응시이차(應時移差) 하면서

특별한장을만들어가는장경(場景)에 중점을두었다. 전통원

림조영자들은단순히외부경관을빌리는차경이아니라외부

와 내부의 경치를 조화롭게 특별한 하나의 장(場)으로 만드는

장경문화(場景文化)를 가꾸었다. 이것은 원림의 경관을 단지

‘본다’는 것 외에도 마음의 안정과 수양을 하는 심미학적 차원

으로 보았을 것이다.

한국원림의기본구조는터잡기에있다. 터를잡을때원림

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조성하게 위한 기본으로 풍수지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자연의 지세(地勢)를 잘 살피고, 자연경

관(自然景觀)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형변

경을최소화하여도아름다운자연경관을감상할수있는원림

을 조성할 수 있었다.

중국의지형은정치와경제그리고문화의중심지에대형정

원을조영했다. 대부분 원림은넓고평평하며물을끌어들이기

용이한 지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전통원림은대부분이평지에조영했다. 중국과 한

국의 원림 조성 장소의 차이는 총체적으로 지형에 있다.

한국의원림조성은자연의지세나장단점을잘알고자연지

형을 큰 개변 없이 사람이 이용할 공간 정도로만 조금 개조하

경관유형 소쇄원 환벽당 면앙정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보는것과

보여지는�

것

보여

지는것
O O O O O O

보아야

하는�것
O O O O O O

부시와

앙시

올려다봄 O O O O O O

내려다봄 O O O O O O

고저
높은것 O O O O O O

낮은것 O O O O O O

착락
들쭉

날쭉
O - - ·� - - -

기복과�

층차

기복 O O O O O O

층차 O O O O O O

내향과�

외향

내향 O O O - - O

외향 O O O - O O

침투와�

층차

침투 O O O O O O

층차 - - O O O O

소와�밀
빽빽함 O O O O O O

드문 O O O O O O

드러남과�

감춤

드러남 - - - - - -

드러나지

않음
O O O O O O

주종과�

중점

주종 O O O O O O

중점 O O - - O

인도와�

암시

인도 O O O O O O

암시 O - - - - -

곡절
구불

구불
O O - - - -

공간의�서열 O - - - - -

허와�실
허 O O O O O O

실 O O O O O O

공간의�대비 O - - - - O

표 4. 전남 담양지방 전통원림의 시각적 경관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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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연스럽게조영했다. 중국전통원림은물을사용하기쉬운

평지나 평원에 조영했다. 그러나 한국 전통원림의 가장 큰 특

징은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고 동화되도록 하는데 있다.

즉 인공구조물인 건축물이 한국인의 자연관에 일치되도록 노

력해왔다(이수건, 1989). 그 결과가 원림에서 자연스럽게 나타

나게 된다. 이러한 사상에따라정원을 조성할때는지형을 함

부로 변형시키지 않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16∼17세기 한국 전남 담양지방 전통원림인 소쇄

원, 송강정, 환벽당, 면앙정, 식영정, 명옥헌 6개 원림을 대상으

로 시각적 경관분석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연구 대상지인 담양지방 전통원림(園林)에 나타난 원림의

시각적 경관의 유형은 부시, 앙시, 보아야 하는 것, 고저와

착락, 공간대비, 내향, 외향, 구불구불한 곡절 등 26개 유형

의 경관이 나타났다.

2. 본 연구대상지의원림(園林)들에서가장많이나타나는경

관 유형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 앙시, 부시, 보아야 하는

것, 보여지는 것, 외향과 인도 등이었다.

3. 조사지의모든전통원림시각적경관유형이공통적으로나

타나는 것은 보여지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 앙시와 부시,

고저, 기복과 층차, 소와 밀, 드러나지 않음, 주종, 인도, 허

와 실등이 이었으며, 공통적으로모두나타나지않는요소

는 착락과 드러남이었다.

4. 한국 16∼17세기전남담양지방전통원림의시각적경관분

석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각적 경관은 보여지는 것이

었다. 보여지는것으로는손님이오는것, 비나눈이내리는

것등이었다. 적게나타나는시각적경관은공간서열이었으

며, 건축, 원로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5. 시각적 경관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림은 소쇄원 > 

명옥헌 > 환벽당․면앙정 > 송강정 > 식영정순으로각 24,

21, 20, 20, 18, 17개 유형이었다.

6. 소쇄원에서 시각적 경관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원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크고, 여러 개의

공간으로조영하였고, 나머지 환벽당, 명옥헌, 식영정, 송강

정, 면앙정등에서시각적경관요소가적게나타나는것은

원림조영에있어서정자를중점적으로 조영하고나머지 원

림 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조선시대 전통원림(園林)의 경관구성 기법이 다른 나라의

원림(園林)경관구성 내용이나 시설물들이 다른 나라들 보

다크지도않고, 많지도않으며, 단순한것은원림조영당시

의 조영자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그들이 추구하였던 사

상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8. 전통원림의 시설물들이크거나 많지 않은 것은 조영자들은

권력이나권세를드러내려는목적이 아니라자연경관을감

상하거나풍류를즐기는데목적이있었다. 그래서원림조영

은학문과자연을통해 선비다운안빈낙도(安貧樂道)의풍

류를즐기기에알맞은자연지형과경관이있는곳에 ‘필요

한 시설들을 필요한 만큼만’ 조영하는 생태학적 개념의 조

영방식으로 생각되었다.

위와 같이 오래된 전통원림은 조영 당시의 시대적 정치, 사

상, 철학, 문학, 경제, 기술 등이 현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전통

원림(園林)을 복원하거나 고찰할 때에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고찰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본연구는사오백년이지난다음여러과정에서변형된원림

의 경관을 여러 문헌과 청취를 통하여 조사·분석하여 원형 경

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연구는시각적경관유형에국한되어있으므로향후이들

원림(園林)의물리적경관구성요소를더연구하고, 정신문화와

원림역사 비교 차원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조영되고 이용되

었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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