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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안(不審庵)의 노지(露地)에 관한 연구

최미영*․이소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초빙교수․**건축사사무소 케이아크 대리

A�Study�on� the�Roji(Tea�Garden)� in� Fushin'an

Choi, Mi-young*․Lee, So-min**

*An Invited Lecture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Gyeongju
**Assistant Manager, K-Arch Architectural Firm

ABSTRACT

Fushin'an is the collective name of Omotesenke (表千家) that inherits the tea ceremony rules and ideas of Sen 
no Rikyū. Also Roji (outdoor location) refers to the gardens in front of the teahouses. The tea-room garden, or in 
other words, the heart of the Roji, allows for momentary self-reflection that comes from each step taken on the stepping 
stones placed in the garden. It is only then that one can return to the teahouse afterwards and reach nirvana through 
the act of brewing tea. Japanese tea ceremonies are ‘provincial’ (道) and Sen no Rikyū defines them as a concept 
that is separate from tea ceremonies for enjoyment. Tea ceremonies place central importance on that which is internal 
rather than form, and when the Roji is composed, self-purification functions of the heart are essentially needed. With 
this, the Roji is special compared to other garden styles. This specialness of the Roji is simple but astonishing. Here, 
curiosities form as to what point of specialness of the Japanese tea ceremony allowed the Roji to take its place as 
a Japanese garden style. With this, examinations are made of the space composition, components, and plant elements 
of the tea-room garden of Fushin'an, or the Roji, to find out.

Key Words: Fushin'an, Omotesenke, Tea Garden, Sen no Rikyū, Construction of Space, Space of Roji

국문초록

후시(不審庵)1)안은 센노리큐(千利休)2)의 다도법칙과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표천가(表千家)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그리고 노지는 다실 앞 정원을 말한다. 다실 정원, 즉 노지의 핵심은 정원에 놓인 디딤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서 생겨나는 찰나의 자기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다실에 들어가 차를 타는 행위에서
자기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일본다도는 ‘도(道)’이며 즐기는 차노유(茶の湯)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센노리큐가 정립을 한다. 
다도 핵심은 형식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노지를 구성할 때. 필히 마음의 자정작용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지는 다른 정원양식보다 특별함을 가진다. 이러한 노지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경험하는
이로 하여금 어떠한 점이 감탄을 자아내는지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Corresponding author: Choi, Mi-young, An Invited Lecture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Gyeongju, South 
Korea, Phone: +82-10-7765-8325, E-mail: oxusf@hanmail.net



최미영․이소민 : 후시안(不審庵)의 노지(露地)에 관한 연구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2호(2020년 8월)� � 135

Ⅰ. 서론

일본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입지적인 영향으로 다른 어

떤 나라보다 독특한 문화를 창조한다. 특히 일본 다도문화 속

에서창조된노지가그것으로, 노지는 일본 정원양식의하나가

된다. 이러한양식의정립은센노리큐의업적이크다. 왜냐하면

다실건축3)이생겨났지만, 노지라는정원양식을정립한것은센

노리큐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인 노지양식 중의 하나가

후시안노지이다. 센노리큐는 당시최고의무장이었던오다노

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차(茶)와

선(禪)의 스승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이 컸다. 막강한 지배세력

의보호아래센노리큐는다도를발전시키고확립시킬수있었

다. 예를 들면, 처음으로 니지리구찌4)를 만들어 계급에 상관없

이 머리를 숙이도록 설계하여, 차(茶)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

등함을강조한다. 그러나 당시귀족들은지위를막론하고센노

리큐다도세계를경험하기위해몰려든다. 또한, 센노리큐는청

정한 다도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부공간인 다실과 외부공간인

정원을 선(禪)사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지의 정의와 노지에

서행위법을정립하여학문적인체계를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노지 입구에서 다실로 들어가는 공간은 선종정원의 분위기를

품었지만, 노지만의 독특한 정원 분위기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후시안의다정, 즉노지의공간구성과구성요소, 식물요

소를 살펴보고, 노지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노지(露地)의 정의

노지는 제2의 다실이라 하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리거나

덮여 있지 않은맨 땅이다. 불교에서는 속계를떠난고요한 경

지이다. 노지는 다실주인과 손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이며,

그 공간은 청정해야만 한다. 다실은 다실주인과 손님이 차를

매개로 차를 타는 행위를 하는 내부공간이고, 노지는 원로를

따라 다실로 들어가는 통로로,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해야한다.

왜냐하면다실은차를끓이는법칙을따라다도를하는곳이고,

노지는걷고, 손을씻는등의행위를하여도(道)에 이른다. 노

지에서 이루어지는 도(道) 행위는 다실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

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행위를 통한 마음의 수양

을 극대화한다. 센노리큐는 노지백우(露地白牛)5)에서 의미하

는 마음의경전을 빌려와빈터, 맨땅인 노지에 차의 깊이를 채

우고, 이후노지의정의는확립된다. 그리고그러한행다(行茶)

는 지금까지도 일본 전통다도가문인 후시안에 전승된다.

2. 다실 후시안(不審庵)의 역사

다실 후시안은 현재 일본 전통다도가문을 대표하는 오모테

(表千家)6)가문의 다실, 서원과 노지를 총칭하는 말이다(下島

正夫, 1979: 145). 특히후시안다실은센노리큐가설계한이로

츠케코코노마쇼인(色付書院)7)이있어전통적인가문으로상징

된다. 후시안이란 이름은 센노리큐가 거주한 취락(聚落第)8)주

택에있는다실이름이다. 대자(臺子) 차법이 유행하던당시센

노리큐는 다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귀족들에게 유행하던

당나라 차도구에서 일본 차도구만을 사용하여차회를 여는 등,

소박하지만멋진차회를열어주목을받는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권력으로 죽음을 당한 후, 센노리큐의 다

도는 아들 쇼안(宗安)9)에 의해 은밀히 계승되어 오다가, 쇼안

이 히데요시의 승낙을 받고 교토로 돌아와 센노리큐의 가문인

천가를이어간다. 특히 후시안은소단(宗旦)이 다다미 한 장반

을 만든 후, 그 다실을 후시안이라 부르고, 종수(宗受)에게 양

도되어 현재까지도 계승된다. 특히 에도시대 이후에 후시안은

소안의 디자인을기본적으로하여더 체계적인 가문을 이룬다.

지금의 후시안은 대화재와 분세이(文政) 이후 증축, 개축되어

이르지만, 노지는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노지(露地)의 공간구성

후시안의공간구성은두부분으로나뉜다(그림 1).10) 부분공

간속에 다실, 서원이 있는데, 경계요소에 의해 바깥노지, 안쪽

노지로 구분된다(下島正夫, 1979: 145). 그러나 전체구성은 바

깥 노지와 안쪽 노지로 두 공간으로 나뉜다. 연구자11)에 따르

면후시안은후손들에의해약간의변천을거쳐지금에이르는

그렇다면 일본다도의 어떤 특별한 점이 노지가 일본 정원양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지 궁금해진다. 그리하여 후시안
의 차실정원, 즉 노지의 공간구성, 구성요소, 식물요소를 고찰하여 찾아보려고 한다. 

주제어: 후시안, 표천가, 차실정원, 센노리큐, 노지의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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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체적인 노지의 구성은 바깥 노지와 안쪽 노지로 구분된

다. 이러한공간구성법은무소소세키(夢窓疎石)12)의사이호지

정원기법에서 비롯된다. 무소 소세키는 선관행락(禪觀行樂)을

정원13)에조성하기위해공간을두구획으로나누고, 그경계에

는 중문을 설치하였다(그림 2).

선종정원은마음의작용이중요하다. 마음의작용에따라선

에이르느냐이르지못하느냐로결정된다. 그러한 의미를표현

하기 위해 사이호지는 하단에 조성된 지천(池泉)양식은 걸으

면서자연스레상단으로유도된다. 이때, 하단정원호수는마음

을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그림 3, 그림 4).

그리고 상단정원은 고산수 양식으로 조성하여, 석가모니의

말과행동을받들어찰나의깨달음에이르게하는의미가있다.

이러한 선종정원의 의미를 센노리큐는 노지조성의 모티브로

무소의 공간구성법을 참고하였다고 추측된다. 다만, 사이호지

는자연지형의단차를이용하여하단과상단사이에문을설치

하고(그림 5), 이단으로구분한반면(그림 6), 후시안은평지에

다양한 모양의 문을 경계요소로 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2. 노지의 구성요소

노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바깥 노지에는 점설당(點雪

堂), 잔월정(殘月亭)14), 가야몬(萓門), 츠쿠바이(蹲踞), 나카쿠

구리(中潛) 등롱, 우물, 화장실(雪隱), 바깥의자(外腰掛), 바깥그림 2. 사이호지 노지 공간구성도

그림 1. 후시안 노지 공간구성도

그림 3. 후시안 마른연못

그림 4. 사이호지 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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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주변으로 디딤돌, 연단, 석교, 아게도(揚簀戶), 쓰레기통

(塵穴) 두단으로된칼을놓는선반이있다. 안쪽노지에는다

실, 니지리구찌15), 우물, 매견문(梅見門)16), 의자(腰掛), 화장실

(砂雪隱), 츠쿠바이(蹲踞), 디딤돌, 등롱(燈籠)이 있다(그림 7).

1) 건축물
바깥 노지에 건축요소는 조당인 점설당(點雪堂)과 다실 후

시안과 서원 잔월정이 있다.

그림 6. 사이호지 이단구성의 정원양식

그림 5. 사이호지 경계문

그림 7. 구성요소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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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당 점설당(點雪堂): 센노리큐의 사당이다.

(2) 다실: 후시안은 센노리큐의 와비사상이 깃든 다실건축

법을그대로재현한곳이다. 현재는서원, 조당, 노지등다도가

문인 오묘테를 일컫는 명칭이다.

(3) 서원 잔월정(殘月亭): 잔월정은 바깥 노지에서 후시안

으로들어가는도중에있는서원이다. 연구자료에의하면센노

리큐가교토취락제에거주했던서원을교토화재이후, 후손17)이

지금 자리에 재현한 것이다.

2) 노지의 정원 구성요소

(1) 디딤돌
디딤돌에는 답석(踏石), 부석(敷石) 그리고 연단(延段)이

있다. 답석은자연석이이용되는데, 특히노지에사용되는답석

은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자연스런 발걸음을 유도하여 각자의

공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답석의 높

낮이를 달리하여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기능성을 달리한다. 예

를들면, 니지리구찌앞답석은가장높게배치하고, 그 아래에

는 낮은 답석을 놓아 걸음 걷는 법을 제시한다. 반면, 연단은

직사각형의돌을통째로놓거나, 작은 돌을 조합하여포장하는

디딤돌이다. 디딤돌보다더편한발걸음을유도하여주로진입

부나 여러 사람이 같이 앉는 의자 아래에 배치한다(그림 8).

(2) 석교
석교는속세와선계로나누어지는접점이된다. 석교는안쪽

노지와 바깥노지로 들어가는 경계요소로 조성되고, 그 아래에

는 개울을 흐르게 하여 먼지 같은 마음을 씻어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정화작용의의미는꼭개울에물이흐르지않아도상징

적으로석교를놓는다. 후시안의석교가그러한데, 그아래에는

마른 연못이 있다(그림 9).

(3) 문
문은완전히선계로들어가는작용을한다. 문 종류로는나가

쿠구리(中潛), 아게도(揚簀戶)(그림 9 참조), 매헌문(梅軒門18)),

가야몬(萱門)(그림 10)이 있다. 나가쿠구리(그림 11)는 다실의

니지리구찌 형태인데, 바깥 노지에서 안쪽 노지로 들어가는 경

계이다. 아게도(그림 9)는외노지에서조당(祖堂)으로들어가는

문이다. 이문은사립문형식으로두개의나무기둥을양쪽에세

우고 삼나무껍질로 엮었다. 매헌문은 삼나무 껍질로 지붕을 한

형태로 안쪽 노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운 문이다(그림 12).

(4) 의자(腰掛)
다실로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의자이다. 바깥노지와 안쪽

노지에 자리하며 초가지붕이다. 의자에는 앉는 순서가 부여되

는데, 디딤돌 하나가 배치된 곳이 상석이며, 그 아래로 하석이

그림 8. 자연스런 디딤돌(下島正夫, 茶と美, 1979) 그림 9. 아게도문과 석교모습(下島正夫,茶と美,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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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위쪽부터스승, 나이가많은사람, 존경하는사람이먼

저앉고, 그리고아래자리에각자그모임의맞는순서대로앉

는다(그림 13).

(5) 츠쿠바이(蹲踞)
츠쿠바이는 손과 마음을 씻는 석조이다. 다선일미를 실현하

는 다도에서 물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차회에 초대

받은사람을위해다실주인이가장먼저하는일은물을츠쿠바

이에채우는일이며, 손님은수수발에서물을이용해손과입을

헹군 다음 다실로 행한다. 일반적인 츠쿠바이 짜임은 수수발

(手水鉢)과 전석(前石), 수촉석(手燭石), 탕통석(湯桶石)이 조

합된다. 수수발은 돌이나 목재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주위에

등롱이나 촛불이 놓인다. 후시안 노지는 3개의 츠쿠바이가 있

다. 바깥 노지에 한 개와, 안쪽 노지에 두 개가 놓인다. 잔월정

앞에는 수수발만 있는데, 이것은 센노리큐가 취락제 다실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14).

3. 식물요소

노지에서 식물요소는 인생의 생(生)과 사(死)를 상징되며,

와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그런 연

유로 노지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식물보다 선태식물과 양치식

물을배경으로 한다. 그리하여 항상 촉촉이 젖은산골짜기 풍

정을조성한다. 그리하여노지를통하여다실로향하는손님들

이 화경청적(和敬淸寂)의 경지를 느끼게 딘다.

노지의 유지관리는 다실에 다도를 행함과 연계하여 조성관

리법이 있다. 손님이 초대되면, 노지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물을 세 차례나 뿌려 식물의 청청함을 유지한다. 그리고 경우

에 따라서 계절감19)을 자아내기 위해 단풍잎을 의도적으로 땅

으로 흔들기도 한다. 이후에는 여러 차인에 의해 차실에 장식

성과 시각적 요소로 정착된다.

식물요소종류는 이끼류, 백량금, 자금우, 풀고사리가 대부분

이며, 바깥노지에는교목과관목을번갈아곡선으로심어심산

유곡을 나타낸다. 식물종류로는 대나무, 팔손이나무, 황칠나무,

후피향나무, 목서, 떡갈나무, 광나무, 마키나무, 일본목련이다

(그림 15).

Ⅳ. 결론

후시안(不審庵) 노지(露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지의 구성은 바깥노지와안쪽노지로구성된다. 바깥

노지는 안쪽노지로 들어가기 위한 기다리는 장소이며, 안쪽노

지는 다실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공간이다. 이러한 두 공간의

모티브는사이호지공간구성법과유사하며, 선사상에서유래된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0. 가야몬 그림 11. 나가쿠구리

그림 12. 매헌문

그림 13. 의자(腰掛) 모습(下島正夫, 茶と美,1979).

a.�다실�앞

�

b.� 조당�앞

그림 14. 츠쿠바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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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지의 구성요소는 디딤돌, 석교, 문, 츠쿠바이가 있으

며, 청정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문을

통하여 공간과 공간을 연계하고 긴장감을 유도한다.

셋째, 노지의식물요소는자연의일부를그대로옮겨놓은분

위기를하고있으며, 도시 속에서도자연을느끼고차선일미를

실행하기위한목적을지닌다. 노지에 사용되는식물은과하지

않는꽃의색깔과향기를지닌원예용식물과선태식물과양치

식물이 주류를 이룬다.

이상의 연구를진행하면서아쉬운점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COVID-19)으로 인하여 현지답사가 늦어진 점이다. 특

히 식물에대한현지자료의부족함을인식하며, 이후현지답사

를통한추가연구조사를통해식물등체계적인정보를구축

하여다실정원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

된다.

-------------------------------------
주 1. 교토시 카미교구 테라노우치도리호리카와히가시이리모모마치536(京都

市上京区寺之内通堀川東入百々町536).
주 2.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아쯔치모모야마시대(安土桃山時代)의 차인으

로 와비차를 완성하였다. 일본다도가문의 조상이다.
주 3.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가 지은 은각사에 있는 동인제가 최초의

다실이다.
주 4. 오사카(大板)에 히데요시가 만든 마을 취락제(聚落第)에 요시야마찌

(葭屋町)에 다실을 건축하면서 니지리구찌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 형
태가 표천가의 상징이 되었다.

주 5. 노지백우(露地白牛); 벽암록 94칙, 법화경비유품, 종용록 12칙에 용례
에 있는 내용이다.

주 6. 표천가(表千家, 오묘테센케): 일본다도인 천가(千家)류파의 본가(本
家)이다. 센노리큐의 와비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주 7. 다실 안에 도코노마에 네 기둥을 세워 서원을 조성한 것이다. 센노리
큐가 고안하였다.

주 8. 도요토미히데요시가 교토에 지은 마을 이름이다.
주 9. 소안(少安)은 센노리큐의 적자로 린가쿠(麟閣)를 짓고 생활한다(153).

린가쿠는 서원형식으로 초창기 다실의 모범이 된다.
주 10. 교토(京都)에 대화재 이후 센노리큐의 조당을 복원도를 참고하면 후

시안 위치가 남향으로 있으며, 마당은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바깥 노지와 안쪽 노지로 구분하며, 디
딤돌을 깔아 동선을 유도한다.

주 11. 利休居士住宅圖.
주 12. 무소 소세키(夢窓國師): 가마쿠라(鎌倉)시대에서 무로마치(室町)초기

임제종 선승. 구도적 정원의 창시자, 사이호지(西芳寺), 텐류지(天龍
寺) 등의 정원을 조성.

주 13. 中村昌生鹽修․․吉井의 茶室と露地, 107p, 사이호지(西芳寺).
주 14. 센노리큐가 쿄토 취락제에 있던 다실을 소단이 그대로 재현함.
주 15. 니지리구찌: 다실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며, 노지와 다실의 접점이 되

는 곳입니다.
주 16. 삼나무로 만든 지붕.
주 17. 소안(少庵, 1593∼1596): 센노리큐의 장자로 센노리큐 사후에 천가의

다도를 지켜 이어나갔습니다.
주 18. 즈이류우가키(流壇): 매헌문 옆에 있는 담입니다.
주 19. 센노리큐는 ‘노지의 유지 관리는 낙엽은 아침에 손님이 올 때는 초저

녁에 쓸고, 낮에 손님이 올 때는 아침에 깨끗하게 슨다. 아무리 낙엽
이 쌓이더라도 그대로 두는 편이 풍정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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