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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암리민속마을에나타난
한국정원의전환기적양상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20년대 외암리 민속마을을 사례로 정원의 전환기적 양상에 대해 정원요소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

에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른 종래의 전통적 정원양식과 다른 양식의 정원구성요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하에

정원구성요소로 수경, 식물, 구조물, 포장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

환기적 시기인 1920년대는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향과 안으로 실학사상, 개화사상과 더불어 신분제도상의 붕괴조짐이

정원설계요소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 다. 외세의 향으로 외래양식의 도입과 외래수종의 사용이 증가하 으며, 내부적

신분제도상의변화는정원양식의탈규범화를촉진하여상위지향적형태및재료의사용과공간기능의변용을초래하 다.

전환기적 정원의 특성이 나타나는 정원 조 자는 신분제도상의 붕괴에 불구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배계급으로위치를공고히한상류계층에국한되어있으며, 식민치하의사회혼란상으로부터의도피적행태나선진문물

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하여 정원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이의 결과로, 자연에 심산

유곡에위치한정원의입지와지형처리기술을발달시켰으며, 외래의양식을차용하고사랑마당정원을변모시키는정원조

성행태를보이게된다.

정원의 배치 및 공간구성에서 전환기적 양상이 두드러진 유형은 건물과 마당(내원)으로 공간구획의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환기적 정원설계요소의 출현이 빈번한 유형으로 수경관의 형태와 정원공간의 변화는 사랑

마당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외래적인 요소의 향이 지대한 수경관과 수목, 점경물 등의 도입이 주요한 공간변화

를 일으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환기적 정원요소로 수경관에서는 계류를 중심으로 한 부정형지의 회유식 연못이 주를

이루며, 식물은 전통수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외래수종과 토피아리형 수목인 상록침엽수, 관목류의 출현이 두드러지며

건조물은외래형식이가미되고점경물은형태와배치기법등에변화가나타나며원로가자주사용되기도한다.

전환기적 정원조성기법의 특징은 적극적인 지형처리기법과 정원소유를 위한 역성의 증대, 정원재료 및 형태의 변화

와 양식의 혼재, 정원의 장식미 추구, 정원 내 의식공간의 퇴조, 동선처리 기법의 변화, 차경에서 선경으로의 취경기법의

변화, 사랑마당공간 변화, 정적인 정원감상기법에서동적으로의 변화 및 은유에서 직유로 정원표현기법이달라지고 있다.

또한정원을중심으로한내부지향적시각구조로의변화를들수있다.

본 연구는 한국전통정원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일환으로 전통과 현대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근대시기에 대해 접근해

본 것으로 시기적 양상은 전통정원에서 근대정원으로 전이되는 전환기적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향후, 한국조경

사의 한 부분으로 근대조경의 시기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추후과제로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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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문화 과정은

정체적인것이아니라하나의유형에서다른유형으로

근본적으로변환되기도하고, 급작스럽게또는점진적

으로 변화해가는 문화의 진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역사상, 특정시기의문화는시대를건너뛰어다른시

기의그것과는상이함이발견되기도하며, 이들사이에

는 일부 또는 동일한 문화 요소가 재등장되거나 크게

변형되어전혀다른양상을보이는경우도있다(신범식,

1989). 이러한 문화 과정의 하나로서‘근대’의 도래는

역사적 전환점의 하나로서 그 시대 고유의 사회 경제,

문화적환경과결부되어다양한문화양상을보이고있

다. 그러나우리의역사에서‘근대’는그전·후시대에

비해 제대로 된 위상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 다. 이는

우리문화전반에걸친현상으로이시기에대한관심

의부재는우리의역사인식에단절을초래하고있기도

하다. 古걐의 것은 유구나 史料의 부족에 의한 시기적

제약으로인정하더라도문화전반에걸친근대에대한

학술적연구의부족은연구여건보다는오히려기피적

인 향으로보는시각이제기되고있다. 이시기의역

사에 대한 연구를 꺼리는 풍조의 일차적 원인은 이전

시기에 발흥한 문화적 신기운을 고양하거나 전진시키

지 못한 일종의 실패한 시기이자, 국망을 초래한 시기

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엽, 2002). 그러나 과거

찬란했던전통문화역시, 이시기를거쳐온산물이며,

부끄러운역사또한바로, 우리의역사임을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최근들어, 이러한문제의식의확산으로각

분야에서‘근대’시기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추

세이다.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사업

(2001)과 각 학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대시기에

형성된문화의실체를정리하려는연구들이그것이다.

본고에서는근대시기에조성된문화유산중정원분야

의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시각에서

근대적성격이발현되는 20세기를시점으로한정원문

화의특질을찾는것을과제로외암리마을의주택정원

을 사례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전통정원

기법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외래식정원으로 취

급되어온근대적정원의본질이과연우리의사회문화

적제반상황에서어떠한양상으로인식되었고수용되

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정원 뿐 만아니라 모든 문화적

전반에서 하나의 중요한 가치 평가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대의 상황과 입장에서의 접근과

해석이필요하다.

이근거를토대로근대에대한개념의이해와근대

문화유산등록사업과정원분야의실정, 근대정원의특

성과가치를중심으로근대정원에관한관심과논의의

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정원

분야에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교량적 역할은 물론 전,

후관계의규명을통한한국전통정원의정체성을더욱

명확히할수있는작업이될것이다.

이와같은배경하에본연구는전통정원의과도기

인 20세기에조 된사례정원중양상이비교적뚜렷한

외암리 소재정원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문화

적변혁요소01가정원조 에미친 향을규명하고정

원조 에관련된기록과, 후손들의증언및실측도면을

통해 당시 정원문화의 전환기적 특성을 정원구성요소

를중심으로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 다.

연구방법

본연구는전환기적양상이뚜렷한충남아산외암

리에소재한사례정원을중심으로해당정원에대한선

행연구와조 관련문헌을분석하고후손및관리자와

의 인터뷰, 조 자 개인사의 수집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정원조성자의생애, 정원조성의배경, 조성의사

건등을조사·분석하 다. 

정원의공간구성에서는대상정원의위치적특성을

분석하고지형여건과주변지형과의관계는 1/5,0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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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를통하여현지조사를병행하여분석하 다. 정원

의공간구성은정원을구성하고있는공간의경계와정

원의 규모 등을 분석하여 공간배치 및 진입방식 등을

분석하 다. 정원설계요소는 水景과 식물, 건조물, 점

경물과포장등으로구분하여, 수경관에대하여는주로

정원내부의계류와연못을중심으로그형태와재료등

을 분석하고, 식물은 현존 식생을 위주로 파악하 으

며, 조성당시의수목식재중변형유무에관해서는관

련 문헌이나 관련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분석하

다. 건조물은 정원 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위주로 파악

하 으며, 조성 당시, 건조물의 복원유무와 정원과의

관계, 남아있는시문등을분석의대상으로삼았다. 점

경물과 포장은 건조물의 형태와 재료, 입수경위, 내재

된의미성, 변형유무등을조사분석하 다.

결과 및 고찰

1. 전환기(轉換期)의 정의

전환기(轉換期)의 사전적 의미는 전환하는 시기 또

는변하여바뀌는때를일컫는것으로이전상태의물

리적, 비물리적요소가변화하는때를중심으로다루는

의미이다. 역사상에서시대적전환기를구분짓는인류

문화의 변혁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자연신으로부터 유일신과 인간중심 등에 의한 신앙체

계의변화, 둘째, 도구발명에의한생활양식의변화, 즉,

채집경제로부터 수렵, 농경, 목축으로의 생활체계 변

화, 셋째, 과학과사상등의새로운지식의변화, 넷째,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산업사회 및 전자사회로의 변화,

다섯째, 이이외에전쟁과다른문화와의접목등이다.

역사상 이러한 변혁요인들은 시대적으로 전환기에는

그중심된시점이전의일정기간동안변혁의징후군을

형성하며, 이것의 정도와 강도 그리고 파급의 폭이 확

대됨에따라변혁은증폭되어최성기를이루게되고그

후 활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문화의변혁은문명발전에있어서필수적이다. 사회에

서의변화는그양과질에있어서언제나진행될뿐아

니라그와동시에이러한변화에저항하여관습적인생

활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성도 공존하기 때문에

과거와현재는변해가면서도문화적으로 속성을지

니게 된다. 그러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체계

가붕괴되는시대의전환기에는변화의충격이증폭되

며, 이때수반되는현상으로혼란과모순이따른다. 이

MUN HWA JAE 2009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1 104

과거의신분, 
경제력, 

남녀적서지위변화

실학사상
개화사상

외세의 향

전통적규범
조상숭배
내외사상

주택의주거조정
정원의기능성증가

조 자의조 관

정원의변화

가부장제의변화
가족규모의변화



러한 전환기적 양상의 사례를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르네상스시대를중심으로그이전의신중심에서이후

의인간중심으로, 18세기를기점으로수공업중심사회

에서기계적산업사회로그리고그것은 20세기후반의

탈산업화 현상으로 다원적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신적혼돈등을들수있다(신범식, 1989: pp. 4-5).

2. 전환기 이전 주택정원의 특징

한국 전통정원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것은‘마당’

의 개념이다. 별서와 같이 자연상태의 대지 위에 구획

없이단일건축물을조성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원

조성은대부분이마당을재료로수경이이루어진다. 전

통조경기법의 발전 양상은 상류주택을 위주로 선도되

어 왔으며,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엄격한 규제 속

에공간이구성되어왔다.

조선시대의주택은사회신분에따라서평민계층의

서민주택, 중인계급의 중류주택, 양반계층의 상류주택

으로구분할수있는데이에대한평면, 구조, 외부공간

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신상섭, 1996-동양조경사:183).

상류주택의외부공간은담장또는건물에의해분절되

어건물의채를명칭으로하는안마당, 사랑마당, 행랑

마당, 사당마당과건물에따른마당의위치를명칭으로

사용하는 바깥마당, 뒷마당(후정또는 후원)으로 구분된

다(신상섭, 1996:186). 각 마당에 따른 수경 행위에 대한

내용을보면안마당은안채앞에있는마당으로내외의

구분이엄격히적용되어, 외부로부터시선이차단되고

배치상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가사활동, 혼례의식,

곡물을건조하는기능을하는실용적공간이라고할수

있다. 다른 마당에 비해 비교적 협소하기 때문에 재식

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사랑 마당은 바깥

주인의 거처 및 접객 공간으로 사랑채 앞의 공간이다.

비교적넓고외부자연경물의시각적접촉에비중을둘

뿐아니라적극적수경기법이도입되는공간이다. 그러

나마당을가득채우는기법이아닌마당안에독립수

나소량의수목을식재하는수준으로볼수있다. 사당

마당은주로사랑채와관련되어위치하게되는데공간

의 성격상, 특별한 수식은 피하 고, 전면에 독립수로

향나무, 배롱나무등을식재하거나청결한분위기를내

도록 하 다. 행랑마당은 주로 빈객의 왕래, 솔거노비

들의가사가일어나는공간으로특별한조경수법이가

하여지지않는다. 별당마당은정침공간과연결된내별

당 마당과 담장 밖의 외별당 마당으로 대별되는데, 내

별당은특별한수경기법이없으며외별당마당은정자

나 연지 등의 요소가 도입되기도 한다. 바깥마당은 복

잡한 시설을 두지 않고 트인 공간으로 존재하며, 연못

이나채전, 약포, 과원등이존재하기도한다. 뒷마당은

안채또는사랑채후면에위치하며실용적공간과경사

가 있을 때는 화계 등이 조성되는 사례가 있다(신상섭,

1996:186-188).

3. 전환기 정원의 특성

이시기에조성된정원은전통적정원과는다른특

성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크게 신분제의

변화와 경제력에 따른 지위 변화 가능성, 시대적 변화

에따른전통적규범의변화등을들수있다. 사상적으

로는실학사상의계속적인발전과실학자의활동, 외국

문물과사상, 과학기술의 향등으로인해그시대정

원조 자들의사상에 향을미치게된다. 그로인하여

전통주택의주거조정현상이일어나게되며공간상의

변화도맥을같이하게되어정원이변화를겪게된다. 

근대적 정원의 특성으로는 전통적 공간과 구성 요

소의변화로대별된다.

전통적공간인마당의개념이정원으로변화하면서

공간내구성요소의형태와 도, 재료등이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방지원도에서 부정형의 계류 형식

의 연못을 가진 회유식 정원이 외암리의 건재고택, 교

수댁, 송화댁및창녕의성윤경가를통해나타나며, 사

랑마당의석물과재식기법의변화도이시기의특징으

로볼수있다. 

정원감상의방법은정자나건물에머무르는정적인

것에서정원을산책하며즐기는동적인것으로변화하

고 있다. 시각 구조도 내부지향적 성향인 정원을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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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동선 구조의 변화 또한

규범의혼란으로인하여변화한다. 

정원구성요소에서 외래 요소와 전통적 요소의 혼

재, 상류지향의조성태도등을제시할수있다. 서울

석파정의중국식정자나석교, 윤보선가의서양식정원

과건물, 다수의정원에서나타나는궁궐에서사용하는

장대석등의기단등을조성한것이사례가된다. 전통

적 조성 기법은, 수경 처리가 단순하며 상징적인 의미

가큰비중을차지한데비하여이시기는외래문물의

유입과실학, 개화사상으로인한신기술에대한관심은

정원의재료또한다양하게유도하 다. 석물의사용이

두드러지는데형상석, 석탑, 석등, 석교등의형태나놓

는위치등이다양하게나타난다. 특히, 정원조 자의

경우, 근대 수용 양상에 따른 변화가 정원에 나타나는

경향은외래요소의도입에서두드러지게된다. 

근대시기에조성된정원의본질이과연우리의사회

문화적제반상황에서어떠한양상으로인식되었고수

용되었는가를밝히는것은, 정원뿐만아니라모든문화

적전반에서하나의중요한가치평가의실마리가될수

있을것이다. 바로, 근대시기를규명하는한부분으로서

정원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이 정원의 사례들은

다른어느나라의양식도아닌우리의전통적기반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 정원사의 한

획을긋는시대양식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4. 사례분석

(1) 외암리 건재고택 (정원조성 : 1920년경)

① 정원 개관

외암리건재고택은 1830년대에가옥이조성되었고

현재의정원을조성한것은이용기씨(1896-1980)에의해

서라고한다. 이댁의호칭이 암댁이기도한것은작

정자 이용기씨가 일제강점기에 전남 암군수를 역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용기씨는 또한 제주도에서 관

직을지낸바있으며, 송악면장을역임한바도있는인

물이다. 그는 젊었을 때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

고유학시절에일본여행을많이하 다고한다. 그때

일본문물과정원에관심을갖게되었고귀국후마당

을넓혀외세풍의정원을조 하게되었다고한다(남승

희·김용기, 2000:64).

정원의작정자인이용기는일제강점기에권력층에

속하는 상류 계층으로 당시, 일본의 문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하 다. 당시 상류층은 유교적 규

범질서속에서교육을받아온사람들로급변하는국내

정세의 변화 충격을 수용하여야 하는 처지 다. 특히

부와 권력을 얻은 경우는 새로운 요소를 자신의 규범

안에서빠르게받아들이고신문화를적극수용하는양

상이두드러지게보인다. 이러한집단들에서공통적으

로나타나는현상은유행양식등을선진적으로수용하

는태도라고볼수있다. 그러나그들의수용방식은전

통적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특히, 건재고

택의 정원 작정자의 경우, 일본의 양식을 수용했으나

정원의조성공간은전통적규범의틀인사랑마당내

에서의 범주를 넘지 못했다. 또한 수종의 선택에 있어

서도전통수종이다수사용된것을보면알수있는부

분이다. 특히, 건재고택의사랑마당에서기록한감흥을

보면사랑채의누마루에서바라보는사랑마당의정원

이마치정자에서감상하고있는듯신선의경지라표

현하기도하 다. 이정원에서는전통적방지도나타난

다. 이처럼 과거 선비들의 풍류를 계승하고 있으면서

시대적양식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이용기씨는일제하에지방행정관리를지내는동안

서울과일본을두루다니며견문이넓은까닭에당시에

친일세도가들에게서유행하 던일본식정원요소들을

다수도입하게되었다(유병림, 1989:151). 이는관리를지

내는 동안의 견문과 정원의 조성에 있어 유병림(1989)

의조사에따르면정원조성은천안에서한국인기술자

가와서완성했다고하며, 소나무, 단풍나무, 산수유등

의수목은근처의야산에서캐어왔고, 괴석은제주도에

서 가져 왔다고 한다. 또한 사랑마당에 있는 오층석탑

은 관직에 있는 동안 인근의 폐사된 사찰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그는 제주도뿐 아니라 금강산 등의 명

승지에서좋은수석을구하여정원에두었고수목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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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정원문화를 경험한 전환

기적시대를산인물이이를자신의정원에도입하고자

조성개념에부합하는재료를찾기위한노력과수집취

미를엿볼수있다. 

② 공간구성

건재고택은마을동북쪽중심부에위치하고있으며

이집은삼면이바깥담으로둘러쳐져있어서가옥자체

의 역성을분명히하고있다(홍광표등, 2001:81).

외암리부락에서건재고택은평지에위치한마을의

중심적주택에속하며마을의길과담으로주택의 역

을 구분하고 있다. 가구배치 등은 마을의 전체배치와

큰 향력이없는것으로보인다.

기본적인주택의공간구성은전통양식을기본으로

하고있으나경물의배치나수목의배식, 동선처리, 지

수의형식등에서외래양식을도입하고있다(유병림등,

1989:151-157). 이집은문간채사랑채, 안채, 가묘등크

게 4동의건물과그건물들과담에의해서형성되는바

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전정공간인사랑마당은건물과담에의해서철저히

위요되어 있으며, 괴석과 수목, 연못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사랑채 앞의 석탑은 또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내담에둘러싸여있는안마당은전통적방식에준거하

여, 좁지만 청결하게 조성되어 있다. 안채의 위편에는

채마밭을 겸한 후원이 있다(홍광표외, 2001:81). 후원에

는 1993년에매립된방지원도가있었는데후손인이준

경(65세)의증조할머니가태몽을꾸고난뒤, 조성한것

이고 사랑채의 석탑 역시 증조부 때, 폐사된 사찰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한다. 공간의 구획은 담장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데, 바깥마당과 사랑마당은 문간채와

외담으로구분되고, 사랑마당과안마당은내담으로엄

격히 구분되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 역은 별도로 난

중문을통해서연결되는데두공간사이의대비감을극

대화시켜주고있다. 

그림 1 건재고택 배치도(자료: 유병림 등,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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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건재고택 후원사진 1 건재고택 사랑채 전경

사진 4 연못 입수구 부분 사진 5 연못 출수구 부분사진 3 건재고택 수공간

사진 7 연못 부분 식재사진 6 사랑채 앞의 식재

사진 9 안채 전경사진 8 안채에서 본 사랑채 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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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문간채밖바깥마당에서진입하면사랑채와

전정을면하게된다. 탑을중심으로두개의원로가사

랑채와수공간을통한중문으로통하게배석되어있다.

전정 공간을 지나 중문을 들어서면 내담을 만나게 된

다. 이것은 중문과 안채 간의 시선을 차단하여 집안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안마당은 작업공간으로 비워져 있으며 안채의 뒤쪽은

사당과후원으로이루어져있다. 

③ 정원 설계요소

(가) 수경

연못은회유식으로사랑마당의측면에굴곡진선형

을 이루며 집안을 통과하고 있다. 과거의 부정형의 곡

지와는달리주변을산책하며감상을유도하는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전통적 방지가 안채의 후원에

조성되어있었으나현재는매몰되었다.

(나) 식물

정원에도입된수종은소나무를비롯한향토수종이

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향나무나회양목, 사철나무

등의 토피아리용 수종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연못의

주변이나사랑채앞전정공간에석물과함께배치되어

있는데심리적인만족감을줄수있을만큼여러요소

가 적절히 조화되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 수목과

점경물은 구성요소간에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정원에

빽빽이 차 있는 듯 하면서도 여유가 있어 번잡스럽지

않고적당한간격에서산책하며감상할수있도록배치

되어 있다. 연못부분의 식재는 연못 주변을 회유하며

감상할수있도록동선을유도하며적절히배치되어있

다. 주로 소나무를 위주로 식재하고, 하층부에는 관목

과 관엽식물로 처리하 다. 연못부분에서는 사랑마당

앞이잘보이지않도록하고사랑마당에서는연못부분

이잘보이지않도록수간의위치를고려하여식재하

다. 이는공간을양분하여서로의기능적특성을잘살

사진 10 석탑 사진 11 건재고택 석탑과 원로

사진 12 물확 사진 13 사랑채 앞 괴석군



려주는식재기법이라할수있다.

(다) 건조물

건재고택은크게 4동의건물로구성되어있다. 건물

의배치는설화산을진산으로하여산세에따라서북향

으로하고설화산계곡에서흐르는물이명당수를이루

고있다. 가옥의구성은문간채, 사랑채, 안채를주축으

로 하여 향우측에 나무광을, 향좌측에 곳간을, 향우측

맨위쪽에는가묘를배치하 으며사랑채앞은넓은마

당으로, 가묘 우측에는 후원으로, 나무광 우측에는 연

못(후에변형)으로조성되어있다.

가옥의 주위에는 돌담을 두루고 돌담 밖(곳간채 후

측)에는초가로된하인들의거처가있다.

(라) 점경물및포장

건재고택의점경물은괴석과석탑, 반석, 석교등의

석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괴석은 사랑채 앞의 전통적

인형태의괴석과이국적인형상석을정원의수목과함

께 배치하여 정원을 가득채운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정원의원로로사용한디딤돌등도있다.

(2) 외암리 교수댁 (정원조성 : 1920년경)

① 정원 개관

교수댁 가옥은 성균관대제학을 역임한 이용귀공

(1854-?)이대제학재임당시에건축한것으로알려져있

다. 정원을조성한것은그의아들伯善씨(1893-1969)인

데, 건재고택 정원에 향을 받아 이를 모방하여 연못

을 만들고 정원을 확장 개수하 다고 한다(유병림 등,

1989:158).

당시지식층들은일제강점기에들어전통적인규범

과외부적 향사이에서고뇌하게된다. 현실세계에서

도피하거나아예신문화를적극수용하는두종류의반

응을보이게되는데여기에는전통적인생활양식이기

반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외래풍의 정원을 조성한 작

정자의 경우, 대부분 유행양식을 본 따거나 자신의 여

행경험등을통해신문물을받아들이면서정원에서도

동일한현상이나타나는데과거, 권력층이누렸던풍류

나자연감상의태도는여전히내재되어있게된다. 

교수댁정원의조성에는이집의바로앞에위치해

있는 건재고택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일제

강점기의 권력층들은 일본풍의 정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었는데건재고택이조성한정원의풍을따라조성한

것임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정원의 규모

면에서볼때그는 암댁을능가하는정원을만들고자

하 다는설이전해지고있다. 정원의연못에소나무를

주로식재하고삼신산을조성한것으로보면전통적인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재고택의 장점을

취하고 이를 전통적인 조성기법과도 연관시킨 조 자

의태도를볼수있다.

이백선씨가 본래 주택의 마당을 개조하여 사랑채

측면부에부정형인공계류를조성하고수변을따라소

나무를 식재한 외래풍의 정원을 조성하 으며 연못주

변에석물들을배치하 다.

② 공간구성

외암리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옥은

마을의큰길에서부터갈라져한참을들어와서나타나게

된다. 바깥마당은약70평정도의평지를가지고있다.

문간채로부터 진입 동선은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

사랑채로 연결되는 동선은 문간채로부터 넓은 마당을

지나사랑채에곧바로연결될수있도록되어있다. 또

하나의동선은문간채에서사랑채의남쪽을돌아안채

쪽으로향하도록되어있는데이길에서는사랑채를중

심으로한사랑마당과는달리유수를중심으로한수공

간이 펼쳐진다. 또한 현재 채마밭으로 이용되는 연못

옆 공지에도“ㄱ”자형의 행랑채가 있었고, 행랑채 남

쪽에싸리문을두어출입하 다고한다. 행랑채와사랑

채사이에는중문이있었고, 연못주변은담을쌓지않

고돌을쌓은것으로보인다. 

문간채를 들어서면 높은 기단 위에 조성되어 있는

사랑채를만나게되고이곳의앞부분에정원이조성되

어있다. 사랑채마당은연못으로통하게되는길이나

있고이곳을경유하여안채로들어가게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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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교수댁 진입부 사진 15 사랑채 앞 정원

사진 16 수공간의 원로 사진 17 수공간쪽에서 본 사랑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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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수댁 배치도(자료:유병림외, 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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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연못 사진 19 인공계류

사진 20 사랑채 앞의 화단 사진 21 연못가의 식재

사진 22 사랑채 전경 사진 23 그림 안채

사진 24 사랑채 앞의 석재 사진 26 그림 연못안의 선형석사진 25 그림 사랑채 측면부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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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원 설계요소

(가) 수경

교수댁의수경관은건재고택과동일한형태이나규

모면에서는 더 크게 조성하려 했던 의도가 보인다. 사

랑채측면에회유식의부정형연못이조성되고그주변

에 소나무와 석재가 배치되어 있다. 연못 안에는 삼신

산을상징하는석재를배치하여전통적상징수법을보

여주고있다.

(나) 식물

이집의정원수와석물등은집안이쇠락하는과정

에서많은부분이처분되어현재는많은부분이변형되

었다고한다. 안마당의내담밑에는복숭아나무와고욤

나무 등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고 후원에는 살구나무,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사랑채의 서쪽 담장에는

두그루의소나무가서로합치되어식재되어있다. 연못

주위에는소나무가주로식재되어있다.

(다) 건조물

건조물로복원된사랑채는기단이전통가옥보다높

게조성되어있는데이는외암리의건재고택과같은현

상으로누마루에서전정의경관을즐기기위함으로판

단된다.

(라) 점경물

정원의점경물은건재고택과마찬가지로석물이가

장많이차지하고있다. 특히연못속에앉혀진배모양

의선형석과삼신산이배치되어있다.

(3) 외암리 송화댁 (정원조성 : 1929년)

① 정원 개관

송화댁정원은 1887년鴻곥공(1857-1896)에의해작

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원을 지금의 형태로

확장 조 한 것은 그의 아들 用謹공(1903-1975)이라고

한다(남승희·김용기, 2000:65). 

정원의형태를보면외암리의건재고택이나교수댁

과는 달리 이들의 원형을 모방하 으면서도 전통적인

양식을따른것으로유추해보면用謹공은전통적자연

관에입각한인물로볼수있다. 또한정원의계류를따

라 석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음양석이 다수 나타난다.

형상석외에문인석도배치되어있는것을보면전통적

인사상에입각한요소들을그시대의 향으로정원구

성요소로도입한것을볼수있다.

건재고택과교수댁의정원에비해조성시기면에서

뒤에 있게 된다. 이러한 시기적 요인으로 用謹공이 정

원을조성할구상이어느정도변화할수있었을것으

로 본다. 이전 사례의 정원에서 보여지는 외래적 요소

를최대한배제하고자연스런자연경치를떠올릴수있

는공간구성을한점과정원을야생의상태로두어좀

더자연스런경관을조성하 다. 

② 공간구성

외암리 마을의 동북쪽 끝에 위치하 으며 920평의

넓은부지위에사랑채안채곳간채행랑채가조합되어

주택과정원이조성되어있다.

평지에인공적인언덕을조성하고계류를이용하여

정원을조성한것으로뒤편에는설화산이조망된다. 돌

각담으로돌려진대지의모서리에는문간채를두고사

랑채앞에는이마을전체를관류하는수로를이용하여

마당중심에는자연스러운곡류를흐르게하고양쪽낮

은동산과자연석을적절히이용하여물길의방향을바

꾸는등자연스러운요소를도입하여정원을구성하

다. 정원의면적에비해건물의규모는작게하여자연

경관속에머무르는느낌을최대한고려하 다.

주택의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안중심부에사랑채와안채그리고곳간채와아래채

가“ㅁ”자형에가깝게배치되어있어, 안채 역은막

힌구조를주변부는개방되어있다. 문간채에서사랑채

로지나는양쪽공간에 1m 높이의가산을조성하고그

위에소나무를식재하여마치산속을연상하여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작은 사랑채 앞에는 인공의 계

류를 조성해 놓고 계류의 굽이마다 괴석 등을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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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송화댁 배치도(자료:유병림 등,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

사진 31 송화댁 석물 사진 32 송화댁 석물

사진 27 송화댁 사랑채앞 전경 사진 28 송화댁 인공계류

사진 29 송화댁 가산의 소나무 사진 30 안채의 소나무



놓았다. 안마당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식재되어 있는

데, 안마당에 교목을 도입하지 않았던 전통적 양식과

상이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홍광표등, 2001:77).

문간채를 통해 진입하면 작은 인공의 언덕을 지나

계류를 만나게 된다. 이곳이 사랑채 앞의 전정이 되며

그 뒤에 안채가 자리잡고 있다. 안채는 사랑채 좌측담

에작은월문그리고우측으로꺾이어있는중문을통

해안마당으로들어설수있게되어있다.

③ 정원 설계요소

(가) 수경

송화댁의 연못은 자연계류를 연상할 수 있도록 주

변경물을배치하여외암리건재고택과교수댁의연못

과차별된수경관을연출하고있다. 이마을의다른수

경관과는달리상당히자연스러운계류로바뀌어있음

을알수있다. 집안을관통하는계류의유입방식은동

일하나 일본정원에서 나타나는 회유식의 연못과는 달

리 계류를 중심으로 굽이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

에따라일본풍의답습에서전통적인조경기법과혼용

되면서독창적인방식으로진화한사례로볼수있다.

(나) 식물

송화댁의식물은전통수종을위주로하여식재되어

있다. 정원입구에인공으로조성한언덕에소나무가줄

지어식재되어있으며앵두나무양버들, 호두나무, 개비

자, 잣나무, 향나무, 잎갈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대추

나무, 모과, 밤나무, 산수유, 살구나무등이식재되어있

으며특이하게안마당가운데소나무가식재되어있다.

(다) 건조물

안채는┎자형으로사랑채아래채와함께ㅁ자형

과유사한배치형태를가지며사랑채아래에는곳간채

가 별채로 되어 있다. 또한 3개의 대소 사랑방과 대청

또는사랑채서북쪽에딸린누다락등의사방문짝을완

전히개방할수있게설치하여정자와같이자연과융

화되고자했던의도를볼수있다.

(라) 점경물

송화댁의점경물은괴석과형상석문인석등의석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자손이 귀하여

음양석의형상석이정원에들어온점이특이할만하다.

조 자의정원내수변에위치한석물들은조 자의전

통적사상이깃들여져정원에이를도입하여조 자가

바라는기운이깃들기를염원한것으로보인다.

(4) 외암리 정원에서 보여지는 전환기적 특징

① 전정(사랑마당)공간의 변화 -비움에서 채움으로

조선조의상류주택의꾸밈새를살펴보면일반적으

로솟을대문을가운데두고양쪽에행랑채가자리잡으

며다시중문을들어서면협문을사이에두고사랑채와

안채에 이른다. 또한 사당은 흔히 사랑채 뒤쪽에 위치

하며 별당이 있는 경우에는 안채의 뒤쪽 구석진 곳이

그자리가된다(이재근, 2002). 

19세기 이전 상류계층의 전통적 가옥에서 보여지

는마당의구성에서보면솟을대문을들어선행랑채로

둘러싸인지역은대부분비워두는형태가많이나타나

고 있다. 옛 사람들에게 회자 되어온 漢字의「困」자를

들어 집안에 나무가 있으면 곤궁해진다고 했다. 굳이

이러한연유를들지않더라도기능적인조건은요인으

로 충분하다. 마당이라는 말은 넓은 땅이라는 뜻을 지

닌‘맏’과 접미사‘양’으로 이루어졌다(김광언, 2000).

주로인접건물과의관련성으로마당의명칭을불러왔

는데대문밖의앞마당은볏단을쌓아두거나타작을하

는데필수적인공간이었다. 안마당은탈곡한곡식을말

리거나여름에멍석을깔고더위를피하는실용적인공

간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큰나무는 뿌리를 길게 뻗어

주택을해치고담장을무너뜨리는원인이될수있었고

전통가옥의 채광을 가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 다(이도

원, 2004:70).

근대적시기의특성의하나로이부분이정원요소

로 채워지는 전정공간의 적극적 조 사례를 들 수 있

다. 예로부터 사랑채를 제외한 마당에는 적극적으로

식재를하지않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사랑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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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경우라도정원을가득채우는재식기법은아니었

다. 그러나 이시기의 정원은 마당의기능성 강조에서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식원의 역할로 변모되고 있

다. 외래수종이나 점경물의 도입은 그 포치를 고려하

게되고점점마당을가득채우게되는집주인의수집

취미와도 관련되어 있다. 즉, ‘비움’에서‘채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조경기법

‘허’와‘실’로 언급된다. 심복은「浮生괯記」에서 조경

예술을논한바있었는데“큰것중에는작은것을보

고 작은 것 중에는 큰 것을 보며, 허에는 실이 있으며

실에는 허가 있고, 감추거나 드러나게 하거나 천박하

거나깊이있게하거나하는데그묘미는주회곡절네

자일뿐만아니다.”라고말하 다. 이러한견해는주

로일종의수법을가리키며소위‘허’는공혹은청공,

공령이라고말할수있으며혹은무라고말할수있다.

소위‘실’은 존재하며 결실 혹은 질실이며 혹은 있다

고말할수있다. 후자는비교적형태가갖추어져있는

구상적이며 쉽게 감지할 수 있으나 전자는 다소 나부

끼거나갑자기없어지고비어있어사람들이쉽게감지

할수없다.

‘소’로서‘공’을 명확히 나타냈으며 형상조직이

‘ ’한것으로‘실’을의미한다(강태호역, 1999:40). 이

러한‘실’즉, 채움의 기법으로서 외암리 건재고택의

사랑마당은이전시기와확연한차별성을보여주고있

다. 건재고택의 사랑채 앞 정원에서 보여주는‘실’은

다른 공간에 계승되어 있는 전통적 기법인‘허’와 교

묘하게 조합되어 대비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적

극적조 행위가허락되었던사랑채공간의전환기적

발전양상으로 볼 수 있다. 경관처리에서 사랑채 공간

의 전정을 수목과 괴석, 새로운 형태의 규모가 커진

수공간으로 배치함으로서 전체가옥의 공간에서 강렬

한 대비감을 주고 사랑채공간의 정원에 심미감과 정

원감상의미를증가시켜주고있는것이다. 이것은일

본의정원에서보여주는다정기법의정원사례들과는

다른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다정의 경우, 식

된 수목들로 생기는‘어두움’과 좁은 원로로 이어지

는 공간의 구성이라면 외암리 건재고택 사랑마당의

‘실’은 천박한 느낌보다는 공간상에서‘허’의 반대개

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마당의‘허’즉, 비움으

로서의 계승은 예부터 나무를 심는데 기피해야 할 장

소인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가필용사

류전집」02에 보면 인가에서 안마당에 나무를 심으면

한 달 안에 재물 천만 금을 흩뿌리게 된다. 안마당에

나무를심으면주인이이별을겪게된다. 등의강한금

기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굳이 파행적으로

변이될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서를

읽을수있다.

외암리 교수댁의 경우도 이러한‘채움’의 개념이

적용되어져있다. 전체적인땅가름에서는동일한기법

이적용되어진것을엿볼수있다. 이사례에서전체적

인‘채움’을결정하는부분은부정형연못의배치이다.

서쪽에연못이큰규모로자리잡게되면서그외의공

간은화오형식의수목식재나점경물들의배치로마감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원이 하게

되는것이다.

교수댁정원의경우는솟을대문에서사랑채를지나

안채로향하는동선에해당하는부분은개방되어져있

다. 완전한형태의채움이라는점에서의건재고택과는

차이를보인다.

외암리마을에서시대순으로가장늦게정원이조성

된송화댁의경우는물길을중심으로주변에괴석등을

배치하고있고주변에소나무등의전통수종을식재하

다. 이로인해초기의건재고택에서시작되었음직한

이례적수법이보다자연적인형태의채워진정원스타

일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가시화 시켜주고 있다. 식

재수종도 전통적인 소나무를 중심으로 배치하 으며

물을자연스럽게굽이치게하고경물의배치또한자연

계류와비슷한느낌이들도록하고식재후에는자연상

태에서방치함으로써자연스러움을더하 다.

② 정원 감상의 유도 : ‘靜’에서‘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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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국원대에저술되어명대이후동아시아각국에서널리읽혔다.역대명현의격언을비롯하여일상적인갖가지일을소상히기록한백과사전류이다. 총10권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사고전서총목자부잡가류에목록이올라와있다. 



기존정원의마당은구획이따로되어있지않는기

능적인비워진공간이었다. 따로비워진‘공’의의미를

빌지않더라도이빈공간을방해하지않기위하여수

목과 경물들은 마당의 한 가운데를 훼손하지 않았다.

취경의형태는주로멀리있는자연경관을감상하거나

주위에괴석등을두고정자등에앉아정적인감상태

도를유발하 다. 그러나마당이가득채워지고감상의

대상이 외부에서 내부지향적이 되면서 이러한 성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정원의 수경관의 형태가

부정형의 인공 계류형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부정형지

와는다른석물등을수변에배치하고식재를하는등

의수법으로계류를따라산책하며유상할수있는동

선이 확보되었다. 이는 일본의 회유식 정원과 유사한

형태에서나온것으로연못주위에산책길을만들어놓

고그길을따라돌면서경관을감상하는정원이다. 회

유식의 연못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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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건재고택 안마당의‘허’ 사진 34 건재고택 사랑마당의‘실’

사진 35 교수댁 연못 사진 36 교수댁 사랑채앞

사진 37 송화댁 사랑마당 사진 38 사랑마당의 점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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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재고택 정자의 시각구조 (자료: 조선조정원의 원형 도면 재구성)

사진 39 물가의 초정 사진 40 물가초정전면부에서의 조망

사진 41 수목 근처의 초정 사진 42 초정 전면부에서의 조망



시각적변화를유발한다. 동적인정원감상을유도하기

위한방편의하나로정원내부에디딤돌등으로원로를

조성하기도하 다. 이러한형태의조성은정원공간인

마당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짐을의미하고연못주변

은 괴석이나 수목 석탑 등의 점경물로 장식되게 된다.

정원을따라돌면서동선에따라다양한볼것과각기

다른장면을구성하기위한요소들인셈이다. 회유식의

연못들은주로마당의측면부에서물을끌어마당의한

편이나중앙을지나다시흘러나가는마당관통형이나

타나게 된다. 전통적 마당의 규모에서 볼 때 회유식의

연못의특성상나타난규모상의문제로판단된다.

③ 수경기법 : 내부지향적 시각구조 외원-내원

전통적 사랑마당은 비교적 넓고 잘 꾸며지게 되는

데 외부자연경물의 시각적 접촉에 비중을 두었다(신상

섭, 1996:187). 이시기의사례정원들은사랑마당의조

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지향적현상은이 시기에와서주택내부정원으로

의 시각적 지향성이 더욱 증가되게 된다. 특히 정원내

부에자리한정자의시각구조는이를잘설명해준다.

대표적 사례인 외암리 건재고택 사랑마당 정원의

정자의 경우 수경관과 정원의 수목, 점경물 등을 감상

할 수 있도록 마당의 각 구석에 2개소를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공간과 수목과 괴석이 장식된

공간을위한각각의관망장소로의기능을담당하고있

는 것으로 정자의 위치와 조망범위를 통해 설명된다.

수공간의정자의경우는연못으로의조망이주가되고

있으며, 수목부근의 정자의 위치 또한 수목과 괴석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또한 이 2

개의정자는각각독립적으로다른쪽의경관이수목을

통해가려지게되는데이는각자의공간을위주로조망

할수있는시각적범위를가지고있어각공간을기능

적으로양분화시켜주고있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정원의 전환기적 양상을 외암리 주

택정원을 사례로 다룬 것으로 집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원의배치및공간구성에서전환기적양상

이 두드러진 유형은 건물과 마당(내원)으로 이루어진

공간구획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

환기적 정원설계요소의 출현이 빈번한 유형으로 수경

관의 형태와 정원공간의 변화는 사랑마당을 중심으로

변화하고있으며, 외래적인요소의 향이지대한수경

관과 수목, 점경물 등의 도입이 주요한 공간변화를 일

으킨요인으로볼수있다.

둘째, 전환기적 정원요소로 수경관에서 계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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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암리 정원의 공간구성 비교 및 취경방법

구분 유형
건물+마당(내원)구조

입지 경사지

평지 ○ ○ ○

정원조성장소 전정 ○ ○ ○

후정 ○

개별정(공간별)

자연형

수경요소 방형 ○ ○

원형

부정형 ○ ○ ○

자연계류

조경식물 전통수종 ○ ○ ○

외래수종 ○ ○ ○

건조물 정원내

점경물 괴석 ○ ○ ○

형상석 ○ ○ ○

구조물 ○ ○

석탑 ○

석등

취경방법 차경

사경 ○

선경 ○ ○ ○

축경 ○ ○ ○

의경 ○ ○ ○

취경의주대상 자연경물

인공물 ○ ○ ○

취경의장소 사랑채(가옥) ○ ○ ○

정자

정원내부 ○ ○ ○

건재고택 교수댁 송화댁



심으로 한 부정형지의 회유식 연못이 주를 이루며, 식

물은전통수종이주를이루는가운데외래수종과토피

아리형수목인상록침엽수, 관목류의출현이두드러지

며건조물은외래형식이가미되고점경물은형태와배

치기법등에변화가나타나며원로가사용되기도한다.

셋째, 전환기적 정원조성기법의 특징은 적극적인

지형처리기법과정원소유를위한 역성의증대, 정원

재료및형태의변화와양식의혼재, 정원의장식미추

구, 정원내의식공간의퇴조, 동선처리기법의변화, 차

경에서선경으로의취경기법의변화, 사랑마당공간변

화, 정적인정원감상기법에서동적으로의변화및은유

에서직유로, 정원을중심으로한내부지향적시각구조

로의변화를들수있다.

전환기적양상의정원은앞서기술한바와같이, 사

회적과도기속에서공간의세부적인변화를보이고있

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하나의 문화가 이질적인 문

화와만나면서초기에는외래적인요소가전이되고시

간이 흐를수록 이를 자기화하는 문화과정을 겪으면서

취사선택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통

적인정체성은가시되지않는듯보이나결과적인부분

에 가서는 다른 양상과 혼재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 이를전통의부재로판단하는것은무리가따른다.

당대의 문화적 산물로서 그 원형과 대상을 보존하

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근대’가처한상황과정원이지니고있는시간에따른

변화 가능성과 관리, 보존상의 문제점은 그리 밝아 보

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서당시, 정원에나타난시대적흐름에대한평가대상

은분명우리땅어딘가에는남아있어야할것은자명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원의 정체성을 이어나

가기 위한 하나의 시대로서 빈자리를 메워 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근대 정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시

작될 것이며, 해당 정원의 자료구축사업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어 갈 때 머지않아 근

대문화유산목록으로 다수의 근대 정원이 자리하게 될

것이며, 한 시대 양식의 표현으로서 이 시기의 정원이

인정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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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ansitional Aspects 
in  Korean Gardens that Reflected 
of the Korean Folk Village ‘Oeam-Ri’

Abstract
This study is subjected to those gardens of the Korean Folk Village ‘Oeam-Ri’ designed in  1920s.  - transitional

period of traditional gardens - and define socio-cultural change's influences and through documents on garden design,

descendant's testimony and measured drawings, to understand that period's garden culture'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arden design elements. This study applied following analysis methods and procedures to derive out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garden culture. Analysis on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in 1920s. Analysis on actual condition of

transitional garden's design. In this point Outline of the Garden, Space formation, Garden designing elements are ①

water landscape, ② plant, ③ structures, ④ paving, to derive out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al garden. The

results follow as below; First,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1920s, the economical development, fueled by opening

nation's door to foreign countries and indication of collapse of statue systems together with idea of practical science

and Enlightenment Thought, was element of changes in garden style. Second, Garden Designers of transitional

gardens in ‘Oeam-Ri’ were limited to upper class of the society. They were wealthy enough to maintain their high

social statue in rapidly changing society. As results, tendency of returning to nature developed gardens located in a

site of scenic beauty and development of geographical features arranging techniques, and also showed copying

foreign styles. Third, arrangement of garden and space composition , in most cases, composed of buildings and yards.

Changes in water landscape features and garden spaces are centered to main-yard. Major changes of the garden

spaces are water landscapes and plants that showing foreign influences. Fifth, scenic appearance techniques appears

with dense garden space and emphasizing visual scenic view. Sixth,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garden design

techniques are development of geographical feature arranging techniques, changes and mixture of the materials and

garden types, emphasizing garden's decorative beauty, change of concept of yard within house into garden, changes

from ‘borrowing of landscapes’ to ‘selecting landscapes’, changes of front garden from emptiness to fullness,

changes of attitudes of enjoying gardens from ‘staying calm in the garden’ to ‘moving or walking in the garden’,

changes to inner-oriented view, and changes from ‘just watching and enjoying the nature’ to ‘enjoying specific

objects’.

This study is one of the efforts to restore the identity of Korean Traditional Garden by approaching and observing

modern era which function as bridge between tradition and present day, and we observed transitional aspects of

changes of traditional garden into modern garden. Hereafter, more studies will be needed to Modern Garden Design

be recognized as part of Korean Garden Design History and these would be author's next assignment.

Keywords | Garden designing elements,  Outline of the Garden,  Space formation, Transition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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