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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 한국 전통정원의 원지

백지성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한국 전통정원의 원지는 정원의 전체적인 형태구성과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대체로 직선의 호안을 사용한 방형의 원지, 즉 방지(方池)로
써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원에 전통적으로 조성된 방형 원지의 형태적 근원에 대하여 개념
적인 접근과 디자인적 접근으로 고구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전통 한국정원으로 볼 수 있는 조선시대에 조영된 정원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역사적 사료

와 현장조사에 의한 측량도면을 자료로써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원지의 형태적 특징은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백제를 

비롯한 고구려는 직선을 이용한 방형을 원지의 기본형으로 삼았는데 통일신라의 경우 자연스러운 곡선을 사용
하여 상이한 원지의 예를 보였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도 원지의 대부분이 방지로 조성되었다. 물론 
원지 형태가 비정형적인 사례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정원의 원지 형태는 직선의 호
안을 사용한 방지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3.1. 원지의 개념적 형태
원지의 방형에 대한 배경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천원지방(天圓地方)은 우주 만물의 존재와 원리를 함축적으

로 나타낸 것으로 건축, 예술 등 다방면에 적용되었는데 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음과 양에 기초한 우주의 섭
리를 도형화하여 사각형 연못과 둥근 섬의 형태로 조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각형은 음을 나타내는 연못의 방지로 형상화하였으며, 양을 나타내는 원은 둥근 섬의 원도(圓島)로써 방
지원도를 완성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지를 살펴보면 방도(方島)를 포함하여 섬이 없는 원지가 과반수
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원지의 디자인적 형태
정원에 소재한 건축물은 중심적인 시설물로써 형태적으로는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

서 정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물의 형태인 사각형의 외곽선을 연장하는 세력선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평
행선을 기조로 하는 원지의 디자인이 성립되는 것이다.

원지가 정원의 중심적 존재인 건축물의 주변에 위치하여 정원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볼 때, 원지의 조
성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계설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 외곽선의 세력선과 평행
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건축물과의 거리를 설정하므로써 건축물과 관련성을 중시한 공간구성의 조화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과의 관계성을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세력선이 미치는 범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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