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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창덕궁과 창경궁이 공유하는 후원인 동궐 후원은 조선왕조의 시대상을 반 하는 기술과 사상이 집약된 후원으로서 단연코

한국 조경문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왕실의 휴식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 의례와 인재양성의 장이 되었던

동궐 후원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철되어 과거의 면모가 일축되었다. 창경궁 북쪽의 후원권역은 일제에 의해

완전히 변형되어, 현재는 주합루에서 옥류천에 이르는 몇 개소의 역이 후원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존덕정 역은 인조 연간에 옥류천 개발이 완료된 직후부터 화원(花園)으로 조성된 정원으로서, 심추정,

척뇌당, 폄우사, 망춘정, 천향각, 청심정 등의 정자가 존덕정을 중심으로 승경의 요점지에 자리 잡은 화목류와 연지 중심의

공간이었으나 현재 존덕정과 심추정, 폄우사만이 남아 있고, 그 외의 정자들은 멸실되거나 변형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건축물에서 감상되는 수요소, 식생, 점경물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형적인 조 의도를 구명하는데

주력하 으며, 동궐 후원의 진정성 있는 복원·정비와 조경 시설물을 둘러싼 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정보 구축을

위하여 존덕정 역의 정자인 심추정, 망춘정, 척뇌당, 천향각, 청연각의 5개 정자의 역사적 기록과 조 실태가 고찰되었다.

이들은『궁궐지』와 실록에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만「동궐도」에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관련된 문헌자료가 망라되어

고증이 시도되었다. 이중 척뇌당과 심추정은 동궐도상에서 추정 건물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었고, 존덕정 서북쪽에 위치한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은 천향각 내지는 망춘정이었다고 추정하 으며, 태청문의 담장이 본래 청연각에 둘러쳐져 있었던 담장

이었다는 가설도 제시하 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동궐도와 동궐 후원연구에서 난관으로 여겨졌던 창덕궁 동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용도와 명칭이 불분명한 건물일곽에 대해서는 연산군과 숙종이 사용했던 기록이 발견되었고, 궁궐 사람들 모르게

유희생활을 하는 임금만의 별당이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동궐도상의존덕정 역에나타난
무편액건물의조 사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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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조선시대창덕궁과창경궁의배후에조성된동궐후원

은 번잡하지 않게 약간의 인공만을 가미하여 아늑한 분

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 본래의 자연관과 성리학, 신선

사상 등의 심원한 철학을 공간에 구현한 문화유산이다

(심우경, 2005: 118). 주지하다시피 동궐의 후원은 고종

연간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아직까지 변형 주체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존덕정 남쪽

의 세 지당이 합쳐져 반도지가 축조된 것을 시작으로 창

덕궁과 창경궁 사이에는 인위적인 관리용 경계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억지로 공간이 분리되어 버렸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후원의 정자들 중 상당수가 철거되었는데,

대부분 초석과 기단석 까지 파내어 흔적조차 찾기 어렵

게 만든 점은 복원정비에 있어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19세기 동궐 후원의 배치와 공간구성,

건축물과 지당, 식재, 점경물 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동궐도」가 남아 있어, 원형의 복원에 근거가 되는 자료

를제공해주고있다. 

「동궐도」는 회화적인 측면은 물론이요, 기록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도 더없이 크다. 순조 연간에 있었던 잦은

화재 때문인지, 「동궐도」에는 건물의 상대적인 위치 및

건축적인 구조와 규모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각 전각

에는 명칭이 기입되어 있어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더

라도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 일종의 기

록화의 기능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 권역, 특히 존덕정 역에 있는 대부분의

정자들에서 그 모습만 그려져 있고 명칭이 기입되지 않

는점은여러가지의문을남긴다. 「동궐도」가갖는‘역사

적 사실’에 대한 충실함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

지가 없어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는「동궐도」에서 건물

의정보를표현하는방법상제작시기인1828년경의사실

적인 단면이 여과 없이 도면화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있다. 즉, 「동궐도」제작당시에이건물들에는실제로

현판이 없었던 상태 고, 「동궐도」제작에 참여한 화원

들은 궁원의 사실적 모습을 그대로 소묘했을 것으로 짐

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동궐도」에는 이러한 건물들에

궁궐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명칭이 있었을지라도 현판이

없는 현재 상태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며, 한

편으로 후원의 정보에 문외한 화원들이 후원 이용의 주

체 던임금이나왕실의구성원에게건물에대한정보를

구하기어려웠을수있었다는추측도가능하다.

「동궐도」상의존덕정 역에는현재남아있는존덕정

과 청심정, 폄우사 외에도 세 채의 정자가 더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일대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규모가 큰 일곽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물 명칭이 기입되어 있는

건물은 폄우사가 유일하고, 나머지 건물은 편액이 없는

건물로서 묘사되어 있다. 심지어 존덕정과 청심정 또한

편액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현재의 위치와「동궐도」

에서나타난정황으로미루어존덕정과청심정으로판단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외의 편액되지 않은 건물들

은용도와명칭이불분명하고현재에는남아있지않아,

조경사적으로과거창덕궁후원이용의실태와인근자연

환경과구조물들간의상호관련성을파악하는데어려움

이있는실정이다.

「동궐도」에 관한 연구는 이창교(1974)의 논저가 처음

으로발표된이후로40년에이르는시간동안건축, 조경,

미술사학과 역사학 분야 등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적지 않은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동궐도」가갖는회화적인가치, 궁원구조의변천및배

치특성, 수체계, 식재, 점경물과가변시설을주제로전개

함으로써「동궐도」에표현된창덕궁과창경궁후원의진

면목에대한다각도의분석을시도하 다. 그러나이제

까지의「동궐도」연구에서는주로창덕궁과내전권역에

편중되어연구된면이있으며, 후원권역에대한심층적인

01

궁궐연구에 있어「동궐도」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안휘준(1997)과 안휘준 등(200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창덕궁의 변천과 배치 및 공간구조를 고찰하는데「동궐도」
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 손신 (1994), 조재모(1997), 우주선(2005), 정우진(2011) 등이 주요하고, 「동궐도」에 나타난 식재에 관한 연구로 백지성(1994), 백지성(1996), 김현준
과 심우경(2007) 등이 있다. 창덕궁의 지당과 수체계에 대한 연구에도문다미(2001), 강기래와 이기철(2010)에서 궁원의 수계복원을 위한 고찰을「동궐도」를 근거로 전개하
고, 「동궐도」에 나타난 점경물과 취병, 가변시설 등의 조경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한수원(2001), 백종철(2001), 조운연(2001)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동궐도」의 화법

상특징과회화적가치에관한연구로이동규(1999), 정용재(2003)가 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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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전무한점은지적되지않을수없다. 또한현재도

남아 있고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후원의 정자는 위의

연구들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궁궐 해설서

에서도 개략적인 소개가 되었지만, 동궐 후원사에 있어

‘잃어버린고리(missing rink)’가되는무편액건물과그

배경이되는후원의환경에대한언급을찾아보기어려운

점은아쉬움을주고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궐 후원의 원형을

탐색하고 복원 및 복구를 위해 긴요하게 반 될 수 있는

복원정비지침을도출하기위한기초연구단계로, 후원의

핵심지역인존덕정 역에서편액이없는채로「동궐도」

에 나타나는 건물과 그 일대의 원형적인 경관을 찾고자

하 으며, 이제까지명칭과용도가밝혀지지않은창덕궁

동북쪽모퉁이에위치한건물일곽에대하여건립시기와

이용행태를밝히고자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도형사료와 문헌자료의 종합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내전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

도가 떨어지고, 원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복원정비에 소극적 대상이 되었던 후원권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궁원의 잃어버린 공간 원형에

접근할수있는작은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연구대상및분석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동궐후원에서과거의지형이

어느정도보존관리되어있고, 주합루·어수당·옥류천

역 과 더불어 후원의 핵심지역으로 여겨지는 존덕정

역에서, 「동궐도」에 편액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지만

현재는존재하고있지않은정자및전각들로한정하 다.

02

궁궐연구에서 공간의 범위를 구분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용어의 정리는 궁궐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겠지만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기존의연구에서사용한용어를사용하여공간구분의단위로삼았다. 본 연구에서사용한‘ 역’은‘고유한장소성이있는공간분류의최소단위’로정의
될수있으며, 이용과 위계에있어중심이되는단일건물과부속건물및시설물을포함하는일정한공간범위를말한다. 권역은‘기능과사용에있어연관이있는 역들의
집합공간’으로서‘내전권역’, ‘후원권역’등의예로설명될수있다. 종래에조경분야에서‘일정한범위의지역’을뜻하는‘일원(一圓)’이란단위가궁궐연구에있어세부적인
공간범위를지칭하는용어로사용되었으나, 핵심건물의명칭으로써 향권의범위를구분할경우, ‘일원’이란용어보다‘ 역’이더욱적절한표현이될것이다.

02

전각 건립시기 변천과정

죽정으로 건립

심추정(深秋亭) 인조 21년(1643년)
인조 24년 후원에 죽정건립 기사가 있음

숙종 18년(1692년)에 대나무 기와를 올리는 내용으로 개수

고종 연간에 승재정이 이 위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됨

척뇌당(滌惱堂) 효종 연간
효종 연간 건립

숙종 33년(1707년) 개수

헌종대까지는 존재하고 있었음

천향각(天香閣) 효종 4년(1653년)
일제 강점기에 유지(遺址)가 멸실됨

천향각과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망춘정(望春亭)은 정조 때에만 이용기록이

있고, 헌종 연간 궁궐지에는‘금무(今無)’로 표기

인조 당시에 벽하정이란 이름으로 건립

청연각(淸燕閣) 인조 24년(1646년) 건물의 북문이 태청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정조 제위 이전에 사라지고 태청문만 남은 것으로 추정됨

성균관 접경 일곽 연산군 연간 추정
연산군과 숙종의 이용기록이 있음

고종 2년의 연경당 수리공사 전후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됨

표 1 연구대상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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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물은 심추정, 천향각, 척뇌당, 청연각과 후원 동

북쪽의 이름 없는 건물 일곽이 해당된다<표 1, 그림 1>.

이러한 범위는 옥류천 역의 남쪽에 위치한, 존덕정을

중심으로 각 요점지에 정자들이 배치된 공간이 되며, 현

재의 상태로 비교하자면 관람정이 있는 반도지에서부터

취규정에이르기직전까지의공간으로서, 남북으로 뻗어

있는관람동선상의 역으로보면될것이다. 

연구대상지 중 성균관 접경 일곽은 공간의 성격상

별도의 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나 무편액 건물이

집되어 있는 존덕정 역과 묶어서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 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연구는「동궐도」가제작된1828년경을전후한시점

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변형 및 멸실된 창덕궁 존덕정

일대의 정자와 그 주변의 원형적 경관을 찾기 위한 지식

정보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후원의 원형을

보여주는「동궐도」에서 용도 미상의 건물을 선정하여

분석하 다. 「동궐도」에서 건물명이 표기되지 않은

채로 그려져 있는 건물은 후원 권역에서만 총 8개소가

발견되고, 그중5개소의건물이존덕정 역에 집되어

있다. 이건물들은1908년경에제작된「동궐도형」에서는

나타나지않고있는데, 「동궐도」제작이후근80년사이에

멸실되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전각의 배치와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도형 사료는 단연코

「동궐도」가되며, 인조에서정조연간에이르는시간동안

차근차근 개발되어 외형적으로 완성된 후원의 모습이

점차쇠퇴해가는단면을보여주고있다.

도형자료로서 기본적인 전각의 위치와 구성을 파악할

수있었다면이를토대로문헌사료와의교차분석이필요

한데, 본 연구에서는「동궐도」에 나타난 존덕정 인근의

무편액 건물 다섯 곳에 대하여 기존에 궁궐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헌종연간『궁궐지(宮闕志)』(K2-4359),

『조선왕조실록』등의 관찬사료에서 해당 기록을 수집·

분석하 다. 또한이들사료의내용만으로는이용행태

와 조 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몇 종의 개인문집이 활용되었는데, 정조의

문집인『홍재전서』, 정약용의『다산시문집』에서후원이

용의경험을바탕으로작성된 을추출하여전각의위치,

감상된경관요소와장소의특질등을추적할수있었다. 

본연구의기술체계는멸실된동궐후원소재5개소의

03

『궁궐지』를제외한모든사료는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의번역에따랐다. 03

그림 1 연구대상지
(동궐도에서는 무편액 건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추정건물’이란 용어를 사용하 다. 반면 수치지형도에서는 해당 건물이 모두 멸실된 채로 나타나고 있고 현 위치
와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므로 보다 광범위한 위치로써 지시하여‘추정지’라 하 다.)

b.존덕정 역과 연구대상(자료 : 수치지형도를 재작도) a.동궐도상의 추정된 건물과 위치(자료 : 동궐도)

성균관 접경 일곽

천향각 추정건물

청연각 추정지

심추정 추정건물

척뇌당 추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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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지에 대하여 위치의 고증과 사료 분석을 주된 방법

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추정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점을 추가하 다. 전각이 건립된 위치에 대한 고증은 문

헌에서 지시하는 구체적 장소, 주변 건물과의 상대적 관

계로 파악된 위치, 사료에서 기술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의 장소를 현 위치와 조응시켜 찾아가는 방법

으로 정리하여 잊혀진 역사경관의 복구에 효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 하 다. 사료 분석은 관련된 도상자료

와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감상된 경관요소나

조 된 특성에 관한 기록을 찾아 대상 전각의 조 의도

와 이용방식을 해독하는데 주력하 다. 또한 논의의 말

미에 추론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본 연구에서 해

결되지 못한 과제가 추가된 경우는 사료의 제약에 의해

논의된것이상의결론에도달하기어려운점을밝히고,

추가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나 차후 연구에서 진행돼야

할사항을제시하 다.@@@@@@@ 

한편본연구의대상이되는존덕정 역5개소의전각

에대하여2011년 9월 10일부터30일까지현지조사가이

루어졌는데, 사진촬 및「동궐도」에 나타난 바와 문헌

자료에서제시된위치와의비교분석이이루어졌다. 

결과및고찰

@1. 심추정(深秋亭)

1) 위치

『궁궐지』에서 지시된 심추정의 위치는 애련정 북쪽

이며, 높은지대에위치하여있어세개의못이조망가능

한 곳이어야 한다. 「동궐도」에서 이러한 조건과 가장

근접한 장소를 찾아보면 애련정 북쪽에 있는 초가집뿐

이며, 이 건물이 심추정이었거나 심추정을 후속하여

건립된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 건물의

형태로 볼 때 일반적인 사우정 형식의 정자는 아니며,

숙종의『애련정어제기(愛 亭御製記)』에서는‘심추각

(深秋閣)’이란 전각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궁궐지』에

수록된숙종의어제시에서대나무를쪼개서기와로사용

하 다고하는데, 「동궐도」에표현된초가의지붕이사실

대나무 기와를 표현한 것(공준원, 2009: 282)이란 설이

제기되기도 하 다. 이 집은 ㄱ자로 꺾인 형태이고

동으로 창을 낸 대청마루가 있다. 또한 건물의 규모에

비해 기단부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초가집이 동쪽에 있는 지당을 등지고 있어 지당의

경관을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늦은 가을’이란

의미의‘심추’란 정자의 명칭에 부합하듯 서향하고

있으나 완전히 지당의 경관이 차폐된 것이 아니라 대청

에 앉아 연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된 창문을 확인

할수있다.

심추정은 애련정 북쪽에 있다. 인조 21년(1643년)

계미에 죽정을 세웠는데 바로 이 정자이다. 숙종

18년(1692년) 임신에 개수하 는데 동쪽에 못 셋이

있다. (『궁궐지』심추정조)

@

(애련정의) 앞에는 화당이 임해 있고 뒤에는 심추

각이등져있다. (『궁궐지』애련정조)

남쪽대나무쪼개서기와에갈음하니,

기상이맑고그윽하여단청집보다낫구나.

무엇보다도사시의경치가두루좋아,

한번올라가굽어보니온갖시름잊는다. 

(『궁궐지』심추정조)

그림 2 심추정 추정 건물(자료 :  동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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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지』에서는 심추정이 인조 21년(1643년)에 건립

되었고, 숙종 18년(1692년)에 개수된 것으로 전하지만

『궁궐지』외의문헌에서심추정이란명칭의정자가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서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인조실록』24년 3월 22일 기사에서 후원에 심추정으로

짐작되는‘죽정(竹亭)’건립의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자

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여기서는인조의존덕정, 옥류

천 일대의 개발과정 중 건립된 죽정을 묘사하면서 기둥

의 조각 문양이 매우 기묘했다고 전하여, 죽정이 소현세

자의청국경험을바탕으로유입된청나라의건축기술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던 건물임을 추측케 해준다. 실제로

이 시기에 건립된 존덕정[육면정], 팔각정 등이 중국풍의

건축적형태와기법이반 되어건립되기도하 다. 

또한가지집고넘어가야할부분은, 심추정과죽정의

건립기사의 연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인데, 인조 24년

(1646년)의 죽정 건립에 관한 기사가 인조의 후원 토목

공사를일삼은과거의사건을기술하는내용이므로, 『인

조실록』에 등장한 죽정이 기실 심추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높다고하겠다. 

자못 후원에 토목 공사를 일삼아 대나무로 정자를

짓고기둥을조각하 는데몹시기묘하 다. 

(『인조실록』24년병술3월22일기사) 

현재 이 위치에는 고종 제위기간 중에 건립되었을

것으로추정되는승재정(勝在亭)이있고, 이역시심추정의

장소성을 승계한 건물로 판단된다<사진 1>. 숙종의 시

「심추상련」에서는‘심추정에 오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아래로조망하면세못이보인다고한점은「동궐도」

에서도확인되는사항이며, 『궁궐지』에서지목하고있는

위치와 어제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승재정의

위치에심추정이있었음이분명하다. 

2) 심추정 일대의 경관특성

심추정에서 관찰되는 경관 접점인 세 개의 지당과 심

추정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 일대의 조 의도와

감상된경관요소를구명하기위해선결되어야할과정일

것이다. 숙종과 순조가「심추상련(深秋賞蓮)」, 즉‘심추

정에서 연꽃 구경’을 주제로 시를 지을 정도로, 반도지

이전에 있었던 세 개의 못은 연꽃이 만발했던 곳이었다.

「심추상련」에서 묘사된 심추정 아래의 세 지당은‘삼지

(三池)’나‘용지( 池)’로 표현되었으며, 수많은 연꽃들

이 지당의 수면을 매우고 있던 것으로 소묘되었다. 시에

서 두 임금은 모두 심추정에 올라 세 못의 수광(水光)을

바라보면서 만발한 연꽃을 감상하거나 서풍에 불어오는

연꽃향기를음미하는행위를하고있다. 이를고려해볼

때, 심추정은 애초에 세 못의 다채로운 형태와 그 위에

솟아오른연꽃의승경을감상하기위한특징적인장소로

건립된 것이며, 여기서 관찰되는 풍경과 더불어 연꽃향

이라는후각적경관은심추정에서수렴된다고할수있다. 

심추상련(深秋賞蓮), 숙종

죽정은쇄락하여도황강(黃岡)보다나은데, 

세못굽어보니물빛은푸르기도하구나. 

사진 1 승재정(자료 :  필자 촬 ) 그림 3 심추정 동쪽의 세 지당(자료 :  동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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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음에야설 설 서풍이불어오기에, 

연꽃이은연히향기전해오게놓아두었다. 

(『궁궐지』심추정조)

심추상련(深秋賞蓮), 순조

대나무는푸른산발만송강(萬松江) 뚫었는데,

그아래엔용지( 池)있어수광(水光)이푸르구나.

여가타서등림하니가을빛좋을시고,

일천송이옥부용(玉芙蓉)이청향(淸香)을보내오네.

(『궁궐지』심추정조)

또한 심추정에서 관찰되는 세 지당의 구조도 함께 주

목해볼만하다<그림3>. 이못은두개의방지와한개의

원지원도(圓池圓島)가 일체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원도

내에는한그루의활엽교목이식재되어있다. 흔히이러한

원지와 방지는 천원지방(天圓地方)으로 해석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 지당들의 구조와 형식을 천원지방의 도식

으로 단순화 시키거나, 단순한 미적요소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의 조 의도를 이해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삼지의 북쪽에는 즉, 존덕정 위쪽에는 한 개의 반월지와

한 개의 방지가 있다. 한국 전통의 지당양식에서 이처럼

한 건물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지당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유사한 사례조차 발견되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라할수있다. 이두군(群)의지당은존덕정을사이에

두고어떠한대응관계를이루도록의도된것으로여겨지

는데, 심추정에서 관찰되는 가시성을 중심으로 해석

하자면다음과같은결론이도출된다. 

먼저, 연립된 지당의 존재는 수면에 반사되는 주변의

사물을가급적많이담으려는반사지의기능이부각되어

보인다. 지당의 물에는 하늘의 모습과 주변의 환경이 비

춰져 공간적인 확장을 이뤄주며, 주변의 나뭇잎도 떨어

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준다. 때론 새가 날아와 노는

모습을볼수있고, 물고기가부상하는모습도관찰될것

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못은 주변 풍광을 담는 거울

과 같은 역할을 하여 수면에 투 된 2차 경관까지 보여

주는 반사지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 지당은 심추정에

서내려다보았을때풍부하고이채로운자연경물을감상

할수있도록의도된설계로생각해볼수있다. 

그런데 역대 임금의 시문에서는 일천 송이 옥부용(玉

芙蓉)이라 표현될 정도로 연이 지당의 상당부분을 덮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 사계절 내내 사물이 반사

되는 효과는 보기 어려웠을 듯싶고, 「심추상련」의 주된

시상으로 사용된 연꽃과 관련하여 삼지(三池)는 연꽃 향

의 증대를 위한 의도된 연의 식재지 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원지는 북쪽의 반월지와 호응하여 주고받는

관계가있고, 미완의반월이만월로완성되는설정도가해

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존덕정북쪽의두개지당과

대응되는 맥락으로 본다면, 원지 가운데에 식재된 활엽

수는 조선시대 궁월 후원에서 자주 표현된 월궁 선계에

있다는계수나무를상징한것일수도있다고판단된다. 

기능적인 면에서 원도(圓島)는 상징적인 나무를 요점

식재하기 위한 지반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쉬고 있는

새를 보기위한 고도의 설계의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

다. 현대의 생태적 조경설계 기법 중에서도 연못 가운데

의 섬을 새들의 피난처로 조성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

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관이 재현된 장면이 숙종의 시문

에서 확인된다. 뒤에 언급될「척뇌당시」에서는“작은 섬

때때로백학이깃듦을본다”고하여원지에섬을축조한

의도가단순하지않음을알려준다. 

이처럼 심추정은 동쪽의 세 개 연못을 감상할 목적으

로 세워진 정자가 되며, 삼지(三池)가 축조된 시기도 심

추정과의 관계성을 고려해 볼 때, 심추정과 동일한 시점

일 것이라 판단된다. 나아가『궁궐지』에서 언급된 심추

정이 아래의 지당과 대응되는 경관적 측면과<사진 2>,

「동궐도」에나타난초가가현재의승재정과동일한장소

성을 갖고 있다는 두 가지 단서로써 추정하자면, 후대에

심추정이 승재정으로 대체되자 삼지의 형태에도 변형을

가하여현반도지의모습으로개축되었을것이라는판단

도가능하다<사진3>.@@ 

3) 심추정 추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검토

앞서「동궐도」에나타난애련정북쪽의초가집이문헌

에서묘사된심추정의장소성을갖고있으며승재정또한

그러한 장소성을 후속한 건물임을 구명하 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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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당서쪽의초가집을심추정으로단정하기에망설여

지는몇가지의문점이있다. 

먼저심추정의본래자리로비정되는승재정의위치가

지당에서 7m 위의 언덕에 서있는데, 「동궐도」에서 나타

난초가는평지에서있다. 즉, 「동궐도」에서표현된심추

정은 동쪽의 지당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설정은 아닌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남북으로 벌어진 창덕궁의

지형을왜곡하여동서로늘여그린「동궐도」의화법상의

특성으로인해발생한현상으로이해해볼수있다. 일례

로 승재정의 서쪽에 연경당 농수정이 근접해 있는데

「동궐도」에나타난초가와연경당은상당한거리를두고

있다. 또한 현지답사를 통해 반도지와 승재정간의 지형

상황을 확인해 보면, 「동궐도」의 심추정을 둘러싼 넓은

평탄지는불가능한설정이다. 따라서「동궐도」상에나타

난 초가 주변의 지형은 상당부분 왜곡된 상태로 그려진

것이며, 삼지(三池)와 인근 건축물을 뚜렷하게 부각시키

기위한각색된구성으로생각된다. 

두 번째 의문점은 심추정의 건축적 재료로 사용된

대나무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는 점

이다. 심추정은인조21년(1643년)에건립되었다. 그런데

숙종의 시「심추상련」에서 묘사되었듯이 심추정은 숙종

당시에 이미 쇄락해져 낡은 상태 다. 즉, 숙종 18년

(1692년)에 이르러 건립된 지 50년도 채 안되어 개수될

정도로 내구성이 약한 죽정이, 개수된 시점으로부터

130여년이 지나 제작된「동궐도」(1828년경)에 나타난

다는것은다소무리가있어보인다. 

마지막으로 죽정의 형태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묘하다는평을받았던인조24년(1646년) 건립된

죽정이 심추정에 관한 것이라면, 심추정은 청국에서 일

반적으로 건립되는 죽정의 형태를 어느 정도 모방한 외

관을 보여야 하는데, 「동궐도」에서 나타난 초가는 전혀

이국적이지 않고, 대나무로 지붕을 해 엮은 구조로도 보

이지 않는다. 그리고 대나무를 재료로 기와를 올린다고

해도 기와집과 동일한 지붕마루의 구성이 있어야 함은

주지의사실이다<사진4>. 그러나초가의기둥과난간이

사진 2 승재정에서 바라본 반도지
(자료 :  필자 촬 )

사진 3 1892년 이전의 승재정
조지 길모어(Geore Gilmore)의『Korea from its Capital』에 수록된
승재정 일대의 모습이며, 존덕정 상하의 다섯 지당이 반도지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초기 과정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진에서는
보행동선상에 승재정으로 향하는 구름다리가 놓여 있고, 반도지 지안의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자료 :  이돈수·이순우 2009: 78)

사진 4 중국 죽정 사례

a.근래 시공된 죽정
(자료 : http://www.bamboo.cn) 

b.근래에 시공된 죽정
(자료 : http://www.ajjlzy.com.cn) 

c.원명원의 오죽정(五竹亭)(자료 : 서양루동판도(西洋 銅版圖), 1786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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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궐도에 나타난 초정·초가

q.석거청 동쪽 r.용안재 남쪽 s.계방 북쪽 t.수정전 북쪽

m.유덕당 동쪽 n.수강문 서쪽 파수간(남) o.수강문 서쪽 파수간(중앙) p.내사복시 서쪽

i.청의정 j.태극정 동쪽 k.전사 l.교자고 서쪽

e.연 합 북쪽 염고 f.중희당 북쪽 g.죽향소축 h.창순루

a.성균관 접경 일곽(동) b.성균관 접경 일곽(북) c.집복헌 남쪽 d. 화당 남동쪽

죽정의 건축적 구조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이 초가가

「동궐도」에나타난또다른22채의초정·초가들의형태

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죽정이 아니라고 단

정 짓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그림 4>. 위의 정황을 조심

스럽게 고려해 볼 때, 「동궐도」에 나타난 애련정 북쪽의

초가는 숙종이 개수한 심추정이거나, 노후 된 심추정을

허물고 그 터에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염두에두어야할것이며, 훗날초가의자리에다시

승재정이건립된점은인정된다할것이다. 

2. 척뇌당(滌惱堂)

1) 위치

『궁궐지』에서는숙종33년(1707년)에척뇌당을지었다

고 전한다. 그런데『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

면 건립연대가 효종 때까지 올라간다. 정조는 척뇌당을

효종 대에 비롯되었다고 말하면서, 숙종 때에 척뇌당을

지었다는 상충된 기사가 발견되는 바, 효종연간에 건

립되었고 숙종 33년에 개수나 중건된 것으로 생각된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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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뇌당은‘번뇌를 상쾌하게 씻어줌’을 뜻하는‘척뇌(滌

惱)’란 당호 가 붙어 있는데, 왕이 가끔씩 들러 정무로

지친심신을놓아두고쉬는공간이었을것이다. 『궁궐지』

에서는애련지북쪽에척뇌당이있다고하여포괄적으로

위치를설명하고있으나, 「동궐도」에서척뇌당이라편액한

건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척뇌당이 중수된 숙종 33년

(1707년)에서 120여년이흐른뒤에「동궐도」가제작되어

그기간중사라졌을수도있으나, 「동궐도」상에있는어구

건너편에나타난정자에주목해보고자한다<그림5>.

척뇌당은 애련정 북쪽에 있는데 숙종 33년(1707년)

정해에세웠다. (『궁궐지』척뇌당조)

@

2) 척뇌당 일대의 경관 특성

이정자는정면3칸, 측면1칸으로동궐후원의정자중

규모가큰편에속한다. 주위는식재가억제되어빈공터

로조성되어있고, 이렇다할특징은없으나주위에춘당

대로향하는대동선이위치해있다. 이것은이건물이척

뇌당임을 확신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료에서

임금은 효종의 고사에 따라서 척뇌당에 말을 몰고 가거

나, 이곳에서 진법 훈련이나, 말달리기 경기를 하 다고

전한다. 진법훈련을 하려면 어느 정도 터져있는 수평적

인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하고, 말달리기 시합은 긴 직선

도로가 필요한데, 어구 서쪽의 공간은 그 어디도 이러한

조건을만족할수있는곳이없다. 따라서개활지로조성

된척뇌당주위의공간은군사훈련을할수있는적지일

수 있고, 군사훈련이 수시로 이루어 졌던 관덕정 부근과

공간적인 연계가 가능한 위치이다. 또한 북장문인 건무

문(建武門) 부근에서 시작된 직선도로가 창경궁의 최북

단문인 청양문(淸陽門)까지 뻗어 있어 말달리기 시합하

기에충분하다. 

여가가 있을 때는 내원에 나아가 진을 쳐 놓고 구경

하다가사방을둘러보며지휘하 는데, 그것은풍운

이 몰아치는 것 같았으니, 이는 우리 효종이 척뇌당

에서 말을 시험한 뜻이었다. (『순조실록』21년 신사

8월7일갑신「효의왕후천릉지문」) 

@

내원에나아가대진법을익히게하고구경하면서이

렇게저렇게지휘하면바람이일고구름이일었는데

그것은 다 우리 릉(寧 )이 척뇌당에서 말달리기

시험을보 던그러한뜻이었던것이다. 

(『정조실록』부록속편「정조대왕천릉지문」) 

이것은 숙종이 지은「척뇌당시(滌惱堂詩)」와「척뇌당

사 시(滌惱堂四影詩)」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척뇌

당시」에서는척뇌당이삼지(三池)의동쪽에있다고했는

데, 애련정에 가까우면서 세 연못의 동쪽은 이 장소밖에

없으며, 숙종의시에서‘작은섬에때때로백학이깃듦을

본다’라고 서술된 점은「동궐도」에 나타난 원지원도의

환경과일치한다<그림6>. 「척뇌당사 시」에서는척뇌당

에서 성균관의 문묘음악이 들리고, 내농포가 훤히 조망

되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이것 역시「동궐

도」의 위치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따라서 어구 건너편에 위치한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대

형의정자는척뇌당이거나그것을후속하는건물이확실

하다고판단된다.

05

『홍재전서』제13권@  서인6, 『정조실록』21년 정사 2월 1일 임신

창덕궁후원에서당(堂)의 위격을갖은건물로봉모당, 어수당과척뇌당이존재했었다. 때로 존덕정을존덕당이라고지칭한사례도발견된다.05

04

그림 5 척뇌당 추정 건물(자료 :  동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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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뇌당시(滌惱堂詩), 숙종

삼지(三池)의동쪽에새로운정자일으키니, 

눈앞에꽃은붉고버들빛푸르도다.

작은섬때때로백학(白鶴) 깃듦을보는데,

졸졸흐르는물은한번도멈춤이없네.

어구(御廐)의용마( 馬)를어원(御苑)에서나타나니,

고삐늘어뜨리고더디걷고싶구나.

뜰에다달아말에서내려당에서쉬는데,

제멋대로울부짖도록나무가지에매뒀네. 

(『궁궐지』척뇌당조)

척뇌당사 (滌惱堂四詠), 숙종

문묘(文廟)는성동쪽에있는데,

집춘문으로사이가막혔네.

명륜당에선제례를익혔는데,

저녁이되니훈호(壎 ; 器이름) 들리누나. 

[雅 聲을듣다]

가느다란연기원수에서나는데,

봄물은남쪽들판에넘치네.

논을닦달하려면소를부려야하니,

곳곳에서소쫓는소리들려오누나. 

[豊田에서논갈이구경하다]

3. 천향각(天香閣)과 망춘정(望春亭)

1) 위치

천향각은효종4년(1653년) 송시열과독대할목적으로

세워졌다. 『궁궐지』에수록된어제시들을살펴보면천향

각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백연담 과 창경궁의

내전을 훤히 조망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시들에서는 주로「천향각에서의 꽃구경[天香看花]」,

「천향각의 늦봄[天香春晩]」 과 같이 봄의 풍경을 노래

하고있다. 

천향각은척뇌당서북쪽에있는데효종4년(1653년)

계사에세웠다. (『궁궐지』천향각조)

@

어수당앞에이르러신하들에게말에서내리라고명

하 다. 천향각에 어좌를 설치하 다. 대신과 각신

에게술병과안주그릇을하사하면서각자마음대로

경치 좋은 곳에서 놀며 쉬게 하 다. (『정조실록』

19년을묘3월10일신유) 

08

07

06

백연담은현창경궁소춘당지의전신으로서일제강점기에변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본래명칭인백연담으로명명하 다.@ 

정조의 시「천향춘효(天香春曉)」참조

홍재전서와동국여지비고에서는이시의제목을천향춘만(天香春晩)이라하고있으나, 궁궐지에서는천향춘효(天香春曉)로 제목을달아놓았다. ‘春晩’은늦은봄을뜻하고,
‘春曉’는이른봄을말하는데, 시의 내용중‘陽天’이라는표현으로보아늦은봄을표현한것으로보인다.

08

07

06

그림 6 척뇌당에서 조망되는 삼지(三池)(자료 :  동궐도) 그림 7 척뇌당 인근의 집춘문과 내농포(자료 :  동궐도)

집춘문

내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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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당과 천향각은 모두 효묘(孝廟)께서 송문정공

(宋文正公)을독대하기위하여지은것이다. 

(『홍재전서』제172권日得 12 人物2) 

지금의천향각과어수당이현명한임금과어진신하의

경사스러운모임을아직도전해주고있다. 

(『홍재전서』제177권日得 17 훈어4)

망춘정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면, 정조가 신하들을 데

리고꽃구경시킬때, 존덕정과망춘정을함께언급한것

으로 보아 존덕정 북쪽으로 인접한 곳에 있었음은 분명

하고, 존덕정과 더불어 일대의 경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같다. 정조가신하들을데리고후원구경했던‘상화조

어연(賞花釣魚宴)’의 연례행사에 망춘정의 꽃구경은 빠

지지않았다. 상림십경중제2경이되는정조의시「망춘

문앵(望春聞鶯)」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곳의 봄꽃이 지극

히 아름다웠던 것으로 묘사되었고, 봄에 핀 꽃이 아름다

워 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망춘정은 꾀꼬리 소리까지

승경에한몫을하는장소로그려지고있다. 

망춘정은존덕당북쪽에있다【지금은없다】.

(『궁궐지』망춘정조) 

98인에게 모두 내구마를 타고 따르게 하여, 청양문

앞에서부터 동쪽, 서쪽으로 구불구불 돌아가면서

망춘정과 존덕정에서 꽃구경을 하게 하고, 태청문

안에서 떡을 내렸는데, 사람이 많아서 이르는 곳마

다장소가비좁았다. (『홍재전서』제6권시2 「芙蓉亭

賞花釣魚疊前韻」) 

이처럼정조시대에후원의꽃구경명소 던천향각과

망춘정은 모두 존덕정 부근에 위치해 있었고, 존덕정

일대는모두화원으로조성된특징이있었다. 「동궐도」와

헌종 연간『궁궐지』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 형태와

내용을상호보완하여설명하는자료가되는데, 『궁궐지』

에서이미망춘정이사라졌다고하는것으로보아「동궐도」

에망춘정이없음은분명하나천향각은「동궐도」어딘가에

표시되어있을것이다. 

『궁궐지』에서지시된정황으로추측해보면, 망춘정은

반월지 북쪽으로 존덕정과 거의 인접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며, 천향각이 척뇌당 서북쪽에 있었다는 설명으로

보아 척뇌당 북쪽의 언덕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

지만, 현재의 지형과 비교가 어려워 대략적인 위치를 추

정하는 것조차 쉽진 않다. 그러나 1911년 무렵 제작된

「창덕궁평면도」에 천향각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건물

지가나타난다<그림8>. 

이 평면도에서는 존덕정 북쪽을 경유하는 관람동선

동쪽에 건물지와 그곳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나타난다.

또한 청심정으로 향하는 동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동선이 건물 앞에서 교차하고 있다. 1915년에 제

작된「창덕궁전도」에서는 앞선 도면과 동선은 일치하나

방형의 기단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1~1932

년 제작으로 추정되는「창덕궁평면도」에서는 건물지로

향하는 동선조차 사라진 상태로 나타난다. 도면에서나

타난 위치를 현재의 창덕궁에서 찾아보면 100년의 시간

이 흘 는데도 정지(整地)된 상태로 남아있고, 퇴적된

토사가 완만한 경사로 쌓여 있다. 따라서 이장소에인위

적시설물이있었음은분명하고, 그대상은『궁궐지』에파

악된정황으로보아천향각이었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

된다. 이외에 존덕정에서 옥류천으로 향하는 탐방동선

상에는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지된 장소가

더발견되므로차후발굴조사를통한사실확인이필요할

것으로사료된다. 아울러「창덕궁평면도」에서는천향각지

와 청심정을 잇는 동서방향의 보행로가 있었던바, 추가

적인 동선의 복구와 주변 수목의 정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약용은 그의「부용정가」에서 석거문과 옥류천

사이에 담으로 둘러져 있으면서 꽃을 구경할 수 있는

화원의 존재를 기록하 는데, 작은 정자와 담장을 언급

한 것으로 보아 천향각 일곽을 언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에서는 정약용이 주석에 달아 놓은‘작은 정자’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로‘초각초요(草閣 嶢)’라고 하여

산처럼 높이 솟은 초각을 말하 다. 초각(草閣)은 보통

초정을의미하지만, 2층초가집을지칭하는경우도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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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향각 앞의 석축에 존재했던 건물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가능성을던져주고있으나정약용이지시한건물이

망춘정이나 천향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사료의 내용이

불충분한점이있다. 

갑자기숲속에서홍색일산나타나더니

어라쉬님행차가화원속에멎으셨네.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둘레를 담으로 치고 속에는

많은꽃과나무들을기르고있었음】

높다란누각위에님의자리마련되고

새물로끓인차를어명으로내리셨다.

(『다산시문집』제4권시「부용정가」) 

2) 천향각 일곽의 조 특성

「동궐도」에서는 존덕정 역의 공간이 압축되어 표현

되어있고건물들이오 조 하게모여있는것으로그려

졌는데, 실제지형과비교해보면많은차이가나서건물

간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궁궐지』에서는 천향각의 위치로 청심정의 동쪽,

척뇌당의 서북을 지시하 는데 이러한 건물은「동궐도」

에서 오직 한 채 뿐이다<그림 9>. 이 건물은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 되는 서향집인데 척뇌당과 규모는 비슷하나

위격이 달라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건물 앞에 육각형

의월대를두었고, 월대위에육각형의초석을놓았는데,

차양을칠때필요한초석일것’이라는의견과 집뒤의문

09

그림 8 도상자료에 나타난 천향각 추정 건물지

c.창덕궁평면도(1921~1932년경)(자료: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 16~17) d.2011년 현재(자료 : 필자 촬 )

a.창경궁평면도(1911년 추정)(자료 :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 12~13) b.창덕궁전도(1915년)(자료 : 1998, 남대학교 박물관 : 215)

忽見 中紅 起
。
警 移駐花園裏【有小亭周以響墻

。
多養花木】

。
草閣 嶢御座淸

。
勅賜 茶試新水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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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는홍살대를근거로신당일것이라는가설까지제시

되기도했다(안휘준등, 2005: 120). 

살펴보면, 그림에서 나타난 담장의 교창과 담장을 뚫

어만든2개소의문, 진입부의특이한구조, 건물의측면

에 붉은 칠을 한 반달모양의 창문 등을 보면 흔하지 않

은 형식의 집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의 추측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먼저 홍살을 근거로 이 집이 신당

일 것이라 하 으나「동궐도」에서 홍살로 장식된 쪽문

은 흔하게 발견된다. 또한 건물 앞의 대형의 석단에는

건물에서건널수있는다리가나타나는데, 이는석단과

건물의 조성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

으로서월대라고추정할근거는희박하다. 석단위의네

개의 초석도 일반적인 차양의 형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

인다. 다시 말하면, 「동궐도」가 그려지기 이전에 이 석

축 위에 어떤 누각이 있었고, 어떤 필요에 의해 이 건물

이 허물어지고 뒤편에 규모가 큰 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사리에 맞아 보인다. 따라서 6각형

의석대는월대가아니라석축기단부로생각해볼수있

고 건물의 형태도 기단의 생김새에 따라 다각형의 건물

이었을가능성이높다. 

「동궐도」에서이와비슷한다각형의기단을가진건물로

수방재일곽내에있는‘해당정’을들수있다<그림10>.

그림에서 나타난 해당정은 지붕모양과 기단이 횡으로

늘인 8각형의 형태이다. 그림에서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확실치는 않지만 10각형의 형태로도 보이기도 하며,

기단의형태에따라지붕의모양이결정된건축적구조를

발견할수있다. 또한고주칸(高柱間)은방형이지만툇칸

(退間)이 석단의 평면을 따라 긴 8각형을 취하고 있는

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다각형의기단위에건

립된 해당정의 구조에 착안하여 위의 석축기단의 위에

건립되었을 건물의 형태를 추정하자면, 기단의 형태와

초석의배치에따라서방형의고주칸과육각형의툇간을

갖은건물로짐작해볼수있다<그림11>. 건물의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6각의 툇칸이란 설정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여겨지나, 「동궐도」의표현을그대로인정한다면

4개의 초석만 표현되어 있으므로 육각형의 툇칸을 가진

구조를전적으로수용할수는없다고생각되며, 이부분의

추정에 대해서는 보다 정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튼 육각형의 기단과 그 위에 있었을 건물

은 조선시대 궁궐 건축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며, 천향각이효종연간에건립되었다는점을미루어

짐작해 볼 때, 육각 석축 위에 있던 건물도 존덕정과

같이청나라의건축양식에 향받은이국적인건물이었

던것은분명해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동궐도」에 나타난 천향각

추정 건물은 주위를 담장으로 위요하고 있던 일곽

10

그림 9 천향각 추정 건물(자료 :  동궐도) 그림 10 해당정(자료 :  동궐도)

해당정은「동궐도」에는나타나지만, 헌종 연간『궁궐지』에서발견되지않는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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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었으며, 담장 안에는 화원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 전면의 육각형의 석단은「동궐도」

제작 이전 어느 시점에 존재했던 정자의 기단석으로

생각되며, 인조에서 효종연간의 후원 조 에서 이루

어진 다양한 건축적 시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로 해석

된다.

@4. 청연각(淸燕閣)·태청문(太淸門)

1) 위치

청연각은 인조 24년(1646년) ‘벽하정(碧荷亭)’이란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숙종 연간에 청연각(淸燕閣)으로

이름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청연각은 심추정 북쪽에

위치해있었다고하지만정확한위치는알수없고, 헌종

연간『궁궐지』에서는‘북쪽에 태청문이 있다’고 위치를

설명하고있다. 

『궁궐지』의 기록에서 지시된 바에 의하면, 청심정 남

쪽에 태청문이 있고, 청연각의 위치는 태청문 남쪽이다.

「동궐도」에서는좁은공간범위내에조 하게몰려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폄우사에서 청심정까지의 직선거

리는약100m가량된다. 「동궐도」에서는폄우사바로위

쪽에 솟을대문과 지형을 따라 꺾인 담장이 나타난다. 일

부 궁궐관련 해설서에서 이 대문을 태청문으로 설정해

놓기도 하 는데, 사료의 내용과도 부합되며 정황상 태

청문으로확정지어도무리가없다.

청연각은 심추정 북쪽에 있다. 옛이름은 벽하정

(碧荷亭)이었다.【지금은 없다.】인조 24년(1646년)

병술에 세워졌는데 숙종 때에 이 이름으로 고쳤다.

북에는태청문이있다. (『궁궐지』청연각조)

2) 청연각 일곽의 조 특성

「동궐도」를 살펴보면, 태청문 서쪽 담장 중에는 아치

형의 문이 뚫려 있고, 동쪽에는 평대문형식으로 2개의

문이 나있다. 또한 태청문은 솟을대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좌우에 협문을 두고 있어 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북쪽으로 담장이 좁혀 들어와 태청문

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단청이

되어 있어서 문자체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이와 같은 화려한 대문을「동궐도」에서 찾아

보면 연 합의 정문인 화청관(華淸觀)과 어수문을 들 수

있다<그림 13>. 이들은 공포를 짜서 지붕을 받게 하고,

평방 아래에 세 히 조각한 낙양판을 붙인 점에서 매우

화려한외장을취하고있다. 

이처럼「동궐도」에서나타난상태만으로판단해보면,

태청문의존재는문으로서의기능보다도이일대의중심

성을강조하기위한경물로서의성격이더욱강하게나타

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동궐도」에서보여주는

바와는 반대로, 태청문은「동궐도」제작 이전에 사라진

청연각과 동일한 일곽 내에 있었던 문이었고, 꺾어진 담

장은본래부터끊어진상태가아니라청연각을위요하고

그림 11 천향각 추정 건물 전면의 기단석축(자료 :  필자 작도)

b.평면도a.동궐도상의 모습



163 Jung, Woo Jin 동궐도상의 존덕정 역에 나타난 무편액 건물의 조 사적 고찰

있었던 담장이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시

대 궁궐 건축에서 담장의 절반이 허물어지고 나머지가

경관적 요소로 재활용되는 사례와 궁궐지의 서술방식을

살펴보는두가지방법으로그근거를찾아볼수있다.

첫 번째로, 궁궐의 건축물을 두르고 있는 담장의 변천

과정이 확인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태청문의

굴절된담장은본래부터끊어진모습은아니었을것이라

생각된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태청문의 담장이 내부의

어떤 중요한 건물을 두르고 있었고, 어떤 일곽을 차폐하

기 위한 경계용 담장이었을 것이라는 설을 제시 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궁궐에서 어떤 담장도 특정한 기능

없이 단순한 장식적 효과나 상징성의 표현만을 위해

세워진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일례로 어수당 앞의

지당을두르고있었던담장의변천과정을살펴보는것은

위주장을분명히해준다. 

조때에제작된「무신친정계첩」에나타난어수당지는

사방에 담장을 두르고 있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림 14>. 이러한 모습은 고대 이집트나 중동의 정원에

서는 종종 발견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지당 조 방식

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동편

담장에 소문이 있는데 문의 위치가 어수당을 향하고

있어서, 어수당지를이용하는주체가누구 는지를알려

준다. 또한그림에서는어수당지에네마리새가떠다니며

놀고 있다. 『궁궐지』어수당조에 수록된 효종의 어제시

제목이‘어수당원앙’이어서, 못 위의 새가 원앙새 을

것이라추측해볼수있는데, 여기서연못의사방에쌓인

담장의용도에대한단서를찾을수있다. 「무신친정계첩」

과어제시「어수당원앙」의정황들로고려해본다면, 어수

당지의담장은새를사육하기위한울타리로서의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광해군에서 효종 연간에 이

지당을 축조할 당시에 새를 가둬두고 감상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어수당을가운데두고굳이양옆에어수당지와애련지가

축조된이유가분명해진다. 어수당지는애초에원앙새와

같은조류를감상하기위한장소로서유희와사색을위해

조성된애련지와는용도가달랐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런데「무신친정계첩」이 제작된 지 약 100년이 흐른

뒤의모습을보여주는「동궐도」를살펴보면, 어수당지는

담장의 절반가량이 사라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소

그림 12 태청문(자료 :  동궐도)

그림 13 동궐도에 나타난 태청문과 유사한 형태의 대문(자료 :  동궐도)

b.어수문a.화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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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 사라져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변화가 생겼는

지는알수없지만, 어수당의공간은시각적으로더욱넓어

져 한층 개선된 경관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써 서북에

위치한수궁이나연경당의높은담장도차폐하면서애련

정의공간까지끌어들이는공간구성으로바뀌게되었다. 

이를 미루어 판단해 보면, 「동궐도」에 나타난 어수

당지는 최초 조 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순히「동궐도」에 나타난 어수당지의

형태만가지고조경법식을논하는것은부분적인해석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동궐도」에 나타난

어수당지 지안의 절반을 차폐한 담장은 새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었고, 목적성이 사라지자

담장의일부가경관향상을위한소재로재활용된경우라

하겠다. 

이상과같은어수당지의차폐용담당이경물로전용된

사례를 일반화 하여 청연각 일곽의 구조를 추론하자면,

태청문남쪽에있었을건물즉, 청연각으로추정해볼수

있는중요한전각과이곳에서행하여지는이용자의행위를

차폐하기 위해 담장이 세워졌으나, 본래 건물이 사라지

면서담장의절반가량을허물게되었고, 태청문과담장은

재활용되어 경관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사료에서는 이같은가설을증명할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태청문의 건립에 관한 기사

조차도발견되지않는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 

두 번째로, 『궁궐지』의 서술방식을 통해 살펴보면 태

청문이 청연각의 역에 있던 문이었음이 확실해 진다.

『궁궐지』는 건물의 위치를 설명할 때,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시설물이나 전각을 기준으로

그림 14 어수당지의 변천과정

c.동궐도형 d.2011년 현재 상태(자료 : 필자 촬 )

a.무신친정계첩 b.동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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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되는건물의위치를지시하고있다. 가까운전각을

기준으로 위치 설명이 끝나면 건물의 연혁과 약사를

서술한다. 그런데설명의말미에전각의어느방향에있는

문의 명칭을 추가한 경우는 일곽 내의 중요한 문이나

해당전각이포함된일정한공간범위로진입하는관문을

지시하기도한다. 

예를 들면, 연경당을 설명하는 중에, “연경당은 개금

재의 서쪽에 있고 남쪽이 장락문(長 門)인데 바로 진장

각의 옛터이다”라고 하여 일곽의 정문이 지시되었다.

어수당의 경우는 말미에 남쪽에 있는 석거문(石 門)을

언급하 고, 애련정조에서는“동쪽에 석문이 있는데

불로정(不 亭)이라한다”고하여각건물 역으로향하는

주출입구를설명하 다<그림15>.

이렇듯『궁궐지』의 기술방식에 있어서 어떤 전각의

내력에 붙여진 문에 관한 설명은 일곽의 대문을 가리

키는 것이거나 해당 전각이 주요 건물로 있는 역권에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을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청연각조

의 기술과정 중에 추가된 태청문은 그 용도가 청연각의

정문이었거나, 보행 동선에서 청연각의 역권에 진입

할수있는주출입구 을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담

장으로꺾인공간의구획은「동궐도」에나타나기이전에

존재했던 청연각의 외부공간이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형에 맞춰 구획된 결과로 판단되며, 태청문과 연결된

담장의 본래의 용도는 건물을 차폐하는 담장 이상은

아니었다고여겨진다. 

한편청연각의전신인벽하정을언급한것으로여겨지

는건물이실록의기록에서나타난다. 인조24년(1646년)

에건립되었다는‘팔각정’이그것인데, 소현세자가청나

라에서 본 팔각정을 그림으로 남겨 인조에게 주었고 이

것을 모사하여 후원에 지은 것이라고 전한다. 「동궐도」

에 나타난 팔각형의 정자로는 청의정과 해당정이 있다.

청의정은건립연대가팔각정보다10년이빠른인조14년

이고, 초정으로서 인조가 묘하다고 극찬할 정도는 아니

다. 또한인조24년경에건립된정자가앞서언급된죽정

이외에 벽하정 뿐이라서 팔각정을 곧 벽하정[청연각]

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태청문의 존재도 팔각정과 연관된 공간구성요소 거나

팔각정의 북문으로 볼 수 있으며, 청연각이 북향집이었

다면태청문은자연스럽게청연각의대문이된다. 

상이 팔각정(八角亭)을 후원에다 지었다. 처음에

세자가북경에서돌아오자상이청나라의궁관(宮觀)

의 제도에 대하여 물었다. 세자가 팔각정의 제도가

가장 묘하다고 대답하니, 상이 이르기를“네가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는가?”하니, 세자가

즉시 그려서 올리자 상이 매우 기뻐하여 그 정자를

후원에다지으라고명하 는데, 매우기묘하 다. 

(『인조실록』24년병술2월4일신사) 

마지막으로「동궐도」에 나타난 태청문 일대에 나타난

점경물과문의명칭을고찰함으로써청연각일곽의조

개념을살펴보겠다. 「동궐도」를살펴보면태청문밖에는

큰 괴석이 놓여 있는데, 기단위에 석분까지 갖추어 상당

히 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해석

으로는 한 우(2006)의 의견이 유일하다. 여기서는“이

돌이보통돌이아니라, 중국황제가보낸괴석일가능성

이 크다. 우리나라에는 구멍 뚫린 괴석이 거의 없다. 그

러나 이 돌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다(한 우, 2006: 252).”라는 설을 제시하여 청나라와

관련된 설정으로 해석을 시도하 다. 이러한 가설이 사

실이라면태청문은중국황제에게하사받은괴석을강조

하기위한시설물이되고, 문의이름도중국자금성의남

그림 15 불로문[불로정]과 석거문(자료 :  동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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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명칭과 같은 태청문이라서 개연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기도한다. 

그러나「동궐도」에서이와비슷한모양과질감을띠고

있는다른괴석이없는것은아니고<그림16>, 괴석을보

호하거나전시하기위한시설이었다면응당괴석주위에

담장을쳐놓았어야하는데「동궐도」에서는상반된모습

이보이고있다. 반면본연구의논지대로태청문을어떤

건물을 위요하는 공간의 대문이었다고 본다면, 괴석의

위치는 건물의 앞뜰이나 후정에 있는 관상용 점경물이

된다. 

태청문과 그 일곽은‘태청(太淸)’이 뜻하는 바에 따라

공간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태청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곽의 면모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먼저 태청의‘淸’자

를‘청국’을 뜻하는 용어로 본다면 한 우(2006)의 설명

이 사실과 부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청연각을

이룩한 인조는 병자호란시에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고,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을 명(明)의 문물를 계

승한소중화로자부하여청국을원수나오랑캐로여기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는데, 굳이 후원에까지 청에 사대하

는 시설물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숙종

때부터명황제를제사지내는대보단향사를수시로지내

왔던터라, 청국에관련된설정은그가능성이희박하다. 

‘淸’을가까운북쪽에있는청심정과연계시켜볼수도

있다. 숙종 때 청심정은‘수심의 장소’라는 개념으로 운

되었는데, 숙종의 취지대로라면 태청문을‘청심-빙옥-

태청’이라는 철학적 문맥의 공간적 전개로 볼 수 있다.

청심정에임어한임금은전면의빙옥지를바라보게되는

데, 그너머에있는‘크게맑다’는의미의태청문이란상

징물을 바라본다는 경관설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일대의 건물 명칭이 청연각(淸燕閣), 태청문(太

淸門), 청심정(淸心亭)으로모두맑다는의미의‘淸’자가

포함되어있는것도눈여겨보아둘일이다. 

마지막은‘태청’을 도가의 삼청사상으로 보자는 의견

이다. 삼청은 태청(太淸), 옥청(玉淸), 상청(上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은 도가에서 진리의 세 가지 작용이나

인격적 삼신으로도 여겨졌으며, 궁극적 이상세계의 진

경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

에게있어서태청은곧신선이사는세계이며, 모든질서

가 무위이화로 통일된 지고의 선경이었다. 이렇게 본다

면 태청문은 신선세계로 향하는 관문을 상징하게 되고,

태청문에 나타난 삼문의 형식은 삼청을 상징하게 된다.

더군다나괴석은조선의궁궐조경에서일관된성격으로

나타난 신선세계를 표현한 공간구성 요소가 된다. 때문

에 이 의견은 전자의 것보다는 비중 있게 와 닿으며, 청

연각의 역권에 존재하는 태청문과 괴석은 신선사상에

기초하여조성된의미공간으로보아야할것이다. 

5. 성균관 접경 일곽

1) 위치

「동궐도」상의관덕정북쪽에는개울이있고그북쪽으

로 높은 축대를 쌓고 제법 규모를 갖추고 있는 건물군이

있다<그림 17>. 개울 위로는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는 긴 목교가 나타나는데, 건물 일곽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는이나무다리를건너야만한다. 내부를살펴보면, 담

장안에는여러채의건물이있고여러개의공간으로구

획된 것이 확인된다. 겹으로 친 담장도 그렇지만 이곳으

로 들 수 있는 출입문은 남쪽의 정문 한 곳 뿐이라 상당

히은 하고보안에신경쓴의도가엿보인다. 건물의대

문과 사랑채에 해당하는 건물 앞에는 하마석이 놓여 있

고, 일곽의 북쪽에는 2~3단의 석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안채 쪽 화계 앞에는 측간으

로보이는작은건물이초가를이루고있다. 

건물지 동쪽에는 7단의 계단이 있고 일각대문과 담장

그림 16 동궐도에 나타난 태호석 질감의 괴석(자료 :  동궐도)

a.태청문 북쪽 b.소주합루 월대 c.소주합루 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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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막혀 있다. 이곳을 오르면 초정 한 채와 제법 높은

누각이 나타나는데, 누각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면

서도매우높은네개의초석이건물을받치고있어건물

높이를 극대화 시킨 효과를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곳

은 임금이 궁궐 안팎의 시선을 염두에 두었는지 후원 깊

숙한곳인데도철저하게담장으로은폐되어있다. 

지금까지 이 건물군은 이름과 용도가 알려진 바가 없

어, 일각에서는상상의건물을그려놓은것이아닌가하

는의문이제기되기도했다. 그러나현재의지형에서「동

궐도」에나타난미확인건물군이있었을법한위치를찾

아보면, 창경궁의 최북단과 접경한 창덕궁의 동북쪽에

그림의 지형상황과 유사한 곳이 정지(整地)되어 있는 것

을 발견하게 된다<그림 18>. 이곳에는 근래에 보수된 흔

적이있는몇단의석축이있는데석축위에는건물이있

었던 것을 증명하듯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직

보수단에서운 중인부지로사용되고있다. 

2) 성균관 접경 일곽의 조 특성

사료에서 성균관 접경 일곽의 이용에 관한 기록은

연산군과 숙종 대에 등장한다. 연산군 때에는 성균관의

서재와 인접한 후원의 장소에 대한 이용 기록이, 숙종

연간의 기록에서는 선대(先代)에 조성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숙종실록』20년 11월 7일 기사에는 장령 김호( 灝)

가 숙종이 후원의 어느 장소에서 궁 밖의 광대놀이

를 구경하는 것을 경계하는 상소를 올리는 기록이 나타

난다. 김호는 낡고 협소한 관풍각을 허물고 다시 짓도록

상소한적이있는인물이다. 김호의상소에의하면, 숙종

은성균관[泮宮] 앞의길이훤히보이는곳에높은누각을

짓고, 방방(放榜) 후급제자들을축하하는민간의광대들

의 놀이를 즐겨 구경하 던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런데

「동궐도」에서는 성균관과 맞닿은 일곽에 성균관 앞길을

조망할 수 있는 누각이 나타나고, 이때 김호가 언급한

‘전하께서후원의반궁(泮宮)길을내려다보는곳에임하

시어 신은(新恩: 과거 급제자)들이 모여서 넓게 차린 잡

다한놀이를온종일구경’했다는장소는바로이누각이

었을가능성이높다. 또한‘지난해(숙종19년, 1693년) 두어

칸을세우게된것’이라는숙종의변(辨)을고려해볼때,

누각만큼은숙종연간에세워진것이확실하다. 

하루전에양사(兩司)에서대각(臺閣)에나아가소장

(疏章)을이미올렸는데도비지(批旨)나분부가오랫

동안내리지않았다. 혹자의말이, “임금이바야흐로

후원에나아가신급제(新及第)들이창악하는놀이를

관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하므로, 김호가

듣고서 상소하여 간하기를, “신이 정묘년 가을에

외람되게도 본직에 있을 때 거가를 따라가 알성

하고서, 급제한 사람들을 창방하고 환궁하실 적에

창우(倡優)의 무리들이 다투어 앞으로 나서기에,

신이 삼사의 관원들과 함께 연(輦)을 가로막으며

그림 17 성균관 접경 일곽(자료 :  동궐도) 그림 18 성균관 접경 일곽 추정지
(자료 : http://local.daum.net/map/index.jsp)

창덕궁

창경궁

성균관
접경일곽
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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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했던 것을 전하께서도 또한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제 신이 일찍 대각에 나아갔는데,

비지(批旨)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신이 그윽이 두려워하며 놀라고 당황하 는데,

물러 나와서 들으니, 전하께서 후원의 반궁 길을

내려다보는 곳에 임하시어 신은(新恩)들이 모여서

넓게 차린 잡다한 놀이를 온 종일 구경하시느라

거의돌아오기를잊으셨다고하 습니다. 이는정묘

년의 연 앞에서의 일과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완물

상지(玩物喪志)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신이들으니, 전하께서일찍동쪽담장안에다한길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누각 하나를 새로 세우게 하시었

는데, 며칠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 습니다.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함부로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이를

세움은 대개 놀이하며 구경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었는데, 오늘 임어하여 관람하신 것이 마침 서로

맞아떨어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군하(群下)들의

의심을풀수있겠습니까? (중략) 만일전하께서급히

그누각을헐어버릴수있다면나라사람들의의혹을

풀고 성상의 덕에 광채가 더해지게 될 것이니, 원하

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하 다. (『숙종실록』

20년갑술11월7일신미) 

위 사료에서 김호는‘완물상지(玩物喪志)’하고‘놀이

하며구경하기위한’누각을허물어버릴것을청하지만,

「동궐도」에서발견되는것을보아이루어지지는않은것

같다. 또한 숙종은 자신만의 유희의 공간이었던 이 공간

의용도를숨기고싶어했던것으로보이는데, 이것은건

물에 현판이 없고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될

수있을것이다. 상소의주체 던장령김호가이곳을일

컬어‘후원에서 반궁 길을 내려다보는 곳’이나‘동쪽 담

장 안에서 한 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한 것

을볼때, 신하들도건물의정확한명칭을모르고있었던

것으로사료된다. 

한편반궁에접경된숙종의유희건물과동일한장소로

추정되는 연산군의‘비 처소’에 관한 기록이『연산군

일기』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 먼저『연산군일기』8년

3월 25일 기사에서는 의정 한치 을 비롯한 세 명의

재상이 연산군에게 시폐 10조목을 올렸는데, 그 조목

에서는 성종 대에 없었던‘비 스런 처소’를 연산군이

새로 만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연산군의부왕인성종은여러신하들에게때때로후원을

공개하여, 신하들도 후원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

으나, 연산군은 신하들이 모르는 전각을 후원의‘깊고

먼 곳’에 세우고, 임금만 출입할 수 있는‘내지(內地)’로

만들어, 신하들이 들어가 보지 못하게 하 다고 전하고

있다. 

의정 한치형,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대궐에 나아가 시폐(時弊) 10조목을 올렸는데,

(중략) “성종께서는 후원에서 더러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기도 하고 더러는 무사의 활쏘는 것을 관람

하기도 하 으므로 후원 안에 모두 출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신하들은 접견하지 않고

다만 소환(小宦)들과 더불어 그 가운데서 장난과

놀이를 하며, 후원에 사사로운 잔치를 하는 깊숙한

비 처소를두어, 바깥사람이무엇을하는지모르게

하셨습니다. (중략) 무릇 아뢴 일을 승전색이 그때

그때 출납하지 않으므로, 외관(外官)들이 혹은

공사(公事)를입계(入啓)했다가결정을듣지못하고

그대로 하루를 마치는 일이 자못 많이 있습니다.

신 등은, 혹시 전하께서 후원에 거둥하여 계신

곳이 깊고 멀므로 그때그때 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중략)

조종(祖宗) 때에는 신 등이 늘 후원 안에 입시했

으니, 어찌 보지 못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내지(內地)로 만들어 여러 신하들을 들어가 보지

못하게 하니, 외간에서는 모두 전하께서 그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신 등도 또한

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연산군일기』8년 임술

3월 25일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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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료에서 한치 등의 정승들은‘후원에서 사사로

운 잔치를 하는 깊숙한 비 처소’와‘거둥하여 있는 곳

이 깊고 먼 곳’으로 묘사된 장소에 임금이 임하여 있을

때 공사에 대한 계달이 지체되는 것을 언급하 는데, 숙

종때김호가처했던상황과비슷하다. 

실록에서연산군은유독성균관을의식하여, 성균관의

뒷간을옮겨짓게하고, 성균관의서재(西齋)에방화벽을

세우게 하 는데, 이것은 연산군의 방탕한 놀이와 잔치

등의유희생활이이루어졌던장소가성균관서쪽담장과

접경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당시에는 후원에 옥류천

역과 존덕정 일대 등이 조성되지 있지 않았었고 후원의

개발이 서총대와 창경궁 북쪽에 집중되었던 점을 볼 때,

신하들이 언급하 던 후원의 깊숙하고 먼 곳에 위치한

비 처소는 훗날 숙종이 성균관 앞길에서 이루어진 광

대놀이를 구경했던 곳과 동일한 장소로 생각된다. 또한

중종반정 후 연산군에 관한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으나,

후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 처소는 미처 없애지 못하

고 방치해 두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혹은 연

산군 당시의 건물이 후대에 증수나 개축의 과정을 거쳤

다고도볼수있다. 

전교하기를, “성균관 유생들의 뒷간이 후원에 가까

우니 옮겨 짓게 하라.”하 다. (『연산군일기』9년

계해11월9일임신) 

@

전교하기를, “성균관이 후원에 아주 가깝다. 가령

한가지일로말하면유생들이혹활쏘기하는북소리

를듣고서 말하기를‘전일에도 북을 치더니 오늘 또

북친다.’하고드디어서로전파하니, 어찌옳겠는가.

이런일은그저듣고말일이지입밖에내서는안된다.

이뒤에이런자가있으면그아비까지중죄로논해야

하겠다. (『연산군일기』10년갑자5월7일병신) 

@

전교하기를, “성균관 서재(西齋) 바깥 쪽에 방화벽

(防火壁)을 쌓으라.”하 다. 왕이 날마다 여러 희첩

들과후원에서잔치놀이하며유생들이엿보는것을

싫어하여이전교가있은것이다. 

(『연산군일기』10년갑자5월11일경자) 

이상과 같이 숙종이 완물상지의 즐거움을 누렸던,

동쪽 담장이 성균관과 접경된 건물 일곽은 연산군 대에

건립된 유희시설물로 볼 수 있고, 역대 임금은 연산군

시절에 방탕한 놀이하던 시설물이 존속되고 있었음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동궐도」에

이 일곽에 명칭이 기입되지 않았던 것은 연산군 당대나

숙종 연간에도 이 건물에 편액된 현판이 없었기 때문

으로판단된다. 

이 일곽이 언제 사라지게 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종 2년(1865년)에 있었던 연경당의 수리 및 개축공사

에서 연경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것은「동궐도」에서보이는숙종의완물상지하던일곽이

개축된 연경당과 배치와 구조에 있어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연경당 동편에 있는 농수정이「동궐도」에 나타난

누각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동궐도」가 제작된 시점인 순조 28년(1828년)경까지

이 일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균관과 접경한

위치에 있었던 임금의 은 한 장소를 대체하는 집채로

연경당이 재건되었으며, 재건될 당시에 그 부재들도

연경당을 짓는데 얼마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편 이 장소는 후원 북쪽의 깊숙한 곳에 입지했다는

점에서고종연간에건립된경복궁건청궁과유사한성격

을 지닌다. 건청궁이 고종 자신의 정치적 자립을 꾀하기

위한 의도로 은 하게 건립되었다면, 숙종이 완물상지

하던 장소는 임금이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비 스런 유희생활이나 광대놀이와 같은 민가의 행위를

엿보는 행위를 위해 조 된 곳이었다는 점에서 비교될

수있다. 

본고에서는 우선「동궐도」에 표시되어 있지만 명칭

조차 불분명 했던 건물 일곽이 연산군 때부터 임금이

사용했던 안가와 같은 유희시설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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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연경당과연관성이있을것이라는점과건청궁과

의 유사성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며, 무엇보다 성균관

접경 일곽으로 추정된 위치의 현재 지형과 동궐도상의

묘사가거의일치하고있어발굴조사를통한사실확인이

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창덕궁 존덕정 일대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후원의 조 실태를 고증하여,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대

상지 일대의 복원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후원

의원형적인모습을보여주는「동궐도」를토대로조 기

록을 분석하여 본래의 경관과 이용실태를 구명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편액이 없는

상태로「동궐도」상에 존재하는 5개 건물지에 대한 집약

된결과는다음과같다.

1. 인조 연간에 건립되고 숙종 18년(1692년)에 개수된

심추정은 본래 죽정이었고, 동쪽에 위치한 세 연못을 감

상하기 위한 정자 다. 『궁궐지』에는 애련정 북쪽에 있

다고 하 고, 「동궐도」에는 이 위치에 서향하고 있는 초

가집이 나타난다. 이 초가에는 지당을 감상하기 위한 창

문이 동쪽으로 뚫려 있고, 심추정이나 심추정을 후속하

는건물로판단된다. 현재이위치에는고종연간에건립

되었을것으로추측되는승재정이자리하고있다.

2. 척뇌당은 효종 연간에 신건 되었고 숙종 33년(1707

년) 중수혹은개수되었다. 『궁궐지』에지시된바와문헌

에 서술된 척뇌당의 이용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동궐

도」상에서 애련정 동쪽의 세 개의 지당 너머에 있는 제

법 큰 규모의 사우정(四隅亭)이 척뇌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곳에서 효종과 정조 때에 말달리기 시합

이나 진법훈련을 했었다. 이것은 척뇌당 일대에 식재가

억재되어 있고, 척뇌당 일대에서 청양문까지 직선도로

가조성돼있는것에서이유를찾아볼수있으며, 인근의

관덕정및내농포일대까지연계하여군사훈련의장소로

이용하 을것으로판단된다. 

3. 천향각은 효종 4년(1653년) 에 건립되었다. 『궁궐

지』의@ ‘천향각은척뇌당서북쪽에있다’는기록과일제

강점기에제작된도면에나타난바에의거하여추정해보

면, 존덕정에서 옥류천으로 향하는 현재의 관람동선 중

에 천향각이 있던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동궐도」상에

는이위치에담장으로둘러싸인이국적건물이있다. 건

물 앞의 대형의 석단은 건물이 건립되기 전에 존재했던

다각형건물의석축기단이었던것으로판단된다. 

4. 인조 24년(1646년) ‘벽하정(碧荷亭)’이란 이름으로

건립된 청연각은 이용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며, 『궁궐

지』의서술방법으로판단해볼때, 태청문을일곽의문으

로 하는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태청문과 꺾인 담

장의존재는청연각이사라지자담장의절반가량을허물

고관상을위한경물로존치된경우로판단되며, 문이갖

고 있는 상징성과 아름다운 건축적 외관에 의해 후원의

명소로 자리매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 당시에

는 이미 청연각이 사라진 뒤 으며, 상화조어연의 행사

시에 태청문 앞 공터가 신하들의 집합광장으로 사용된

기록이 발견된다. 청연각 일대의 건축물에는 청심정, 태

청문과같은‘맑다’는의미의‘청(淸)’자가발견되며, 이

는 청심정을 수심의 장소로 운 하 던 숙종의 기호에

의한작명이었던것으로여겨진다. 태청문은삼문형식의

구조와 배후의 괴석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신선세계를 상

징하는 삼청(三淸) 중의 태청(太淸)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동궐도」에서창경궁북쪽에성균관[반궁]과맞닿은

곳에 위치한 건물 일곽은 연산군 연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안채가 겹겹이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배치구

조와건물외곽을감싸도는물길, 목교를건너야만진입

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보안이 강조된 은 한

장소로 판단된다. 연산군 때에 이루어진 후원의 조 방



171 Jung, Woo Jin 동궐도상의 존덕정 역에 나타난 무편액 건물의 조 사적 고찰

법이 사적인 공간에는 높은 담장과 은폐된 공간으로 위

요시키고, 서총대와 같은 공적인 유희공간은 높고 화려

하게 강조하는 것인데 이곳은 전자에 속한 경우로 판단

된다. 이일곽은연산군연간에세워진건축물중유일하

게남아있게되었던건물군으로여겨지며, 이를통해연

산군이선호했던당대의건물의구조와배치기법을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곳은 연산군

폐위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역대 임금들이 신하들 모르

게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후원 깊숙한 곳에 자리하여

건물의 명칭조차 없어 그 존재만 궁궐에 속한 이들에게

소문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숙종은

이곳에 높은 누각을 짓고, 성균관 앞의 거리에서 벌어진

민간의 광대들의 놀이를 즐겨 구경 했다. 「동궐도」에는

사료에서 묘사된 대로 망루가 나타나고 있어, 후원 동북

쪽에 위치한 성균관 접경 일곽이 실재하고 있었다는 사

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후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 창덕

궁후원의진정성있는복원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을

제시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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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ar garden in Donggwol Palace which shared with the Changdeok Palace and the Changgyeong Palace is@ the
salient places of technology and idea reflected the phases of the times of the Joseon Dynasty, so it is certainly one of
the best Korean garden cultures. The rear garden in Donggwol which was not only the secret garden for the rest of
royal family but also used as symbolic places for the various ceremonies and@ training its human resources has been
considerably destroyed through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us the rear garden areas at north of
Changkyung Palace were entirely transformed and@ a few territory from Juhabru(宙合 ) to Ongnyucheon(玉流川)
keep up its surviving as the rear garden. The area of Jondeokjeong(尊德亭) which become subject on this studies from
among these was constructed as flower garden after development of Ongnyucheon. The areas of Simchujeong(深秋亭),
Cheoknoedang(滌惱堂), Pyemwoosa( ), Mangchunjeong(望春亭), Chunhyagak(天香閣), Chungsimjeong(淸心亭)
around Jondeokjeong, were situated among the beautiful scenery with the flowers and ponds. But there are only
Jondeokjeong and Pyemwoosa at this moment, and the other pavilions was destroyed and transformed. 

For these reasons, in this studies, the formative purposes were investigated through analysing water elements,
planting, ornaments and so on. According to these reasons, historical records and realities of garden construction of
five pavilions : Simchujeong, Mangchunjeong, Cheoknoedang, Chunhyagak, Chungyeongak(淸燕閣) were considered
to give authenticity to the restoration and reorganization as well as to accumulate basic knowledge about th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surrounded garden architectures. These pavilions appeared at Gunggwolgi(宮闕志) and
Joseonwangzosilok(朝鮮王朝實 ), but their names were not appeared at Donggwoldo(東闕圖). So they were
ascertained through all of literatures on Donggwol Palace. Cheoknoedang and Simchujeong among these buildings
could be found out as the existed buildings and the uncertain building at the northwest of Jondeokjeong was estimated
as the name to Chunhyagak or Mangchunjeong. And the hypothesis that the wall surrounding Taichungmoon(太淸門)
should be belong to Chungyeongak was supported. In addition, the area which did not known in connection with
name and use on northeast at the Changdeok Palace, and had regarded as an impasses in the studies of Donggwoldo
and the rear garden in Donggwol Palace, but the historical records of using by Yeonsangun(燕山君) and Sukjong(肅宗)
were discovered at this study. And it could be uncovered that the obscure spatial space was a separate house only for
king and he enjoyed play there unnoticing to others belong to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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