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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창덕궁 후원 산단(山壇) 권역의 조영 특성과 공간성격을 구명하는 것으로서, 권역 내의 공간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조영개념, 경관설계기법 및 변화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산단 권역에는 인조, 숙종, 순조 연간과 일제 강점기 및 근래의 보수공사 등 여러 시대에 걸친 경관 층위가 존

재하고 있었다. 인조 연간에 취승정(聚勝亭)의 건립으로 개발된 산단 권역은 임금의 휴게시설로 조성되었고 이

러한 용도는 숙종이 낙민정(樂民亭)을 건립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순조 연간, 즉 동궐도 제작 이전에 

산단과 백운사(白雲社)가 건립되면서, 이 일대는 산신을 제사 지내는 제례공간의 성격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조

성된 건축요소들은 당시 통용되던 토지신(后土神)에 대한 제례시설을 구비했던 것이거나 유교례로 해결될 수 

없는 왕실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산단 권역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

는 특징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창덕궁 평면도의 분석 결과, 일제 강점기까지 산단은 존치되

어 있었으나 해방 후 어느 시점에 철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 초에는 이 일대가 ‘빙천’이라는 관람지로 

개발되면서 대대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때 빙천을 거치는 신작로의 공사가 병행되었는데, 현 상태는 당시 

공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 빙천 보수공사에 참여한 관계자의 인터뷰 결과, 당시의 공사가 음용수

를 위한 2개소의 배수시설을 신설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옥류천 어정(御井)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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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산단(山壇)은 오직 

「동궐도」에서만 확인되는 제단이다. 「동궐도」를 살펴보

면 산단이 위치한 산골짜기 곳곳에 백운사(白雲社), 사가

정(四佳亭), 능허정(凌虛亭)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두 

채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해방 후 ‘빙천(氷泉)’이라 쓰

인 각자 때문에 빙천으로 명명되었고 70년대에는 후원

의 주요 관람 장소로 개발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터 빙천에 있는 시설물은 점차 훼철되어 갔으며 별다

른 설명 없이 관람 동선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어떤 논의

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빙천

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 주합루, 존덕정, 옥류천 등 

후원의 주요 거점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반면 빙천은 관심 밖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출

간된 궁궐 관련 개설서들에서도 대부분 빙천을 다루지 않

았는데, 이는 빙천에 관한 주제로 수행된 학술연구가 없

었던 것을 반영한다. 사실 창덕궁 후원 중에서도 산단 권

역은 건조물과 기록의 부재로 즉, 유적의 가시성과 가독

성의 어려움에 의해 후원의 다른 곳에 비해 주목받지 못

하였다. 때문에 조선시대 궁궐에 관련된 연구가 건조물

이 남아 있는 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산단을 다룬 기초 연

구조차 없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빙천’이란 지명은 「동궐도」를 비롯한 여타의 사료에 

나타나지 않으며, 현 상태도 「동궐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암반을 다듬어 만든 석지와 석간수를 제외하고 이 

일대에 남아 있는 유구는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

는데, 이마저도 점차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 시기에 있어서는 「동궐도」에 나타난 예필의 성격으

로 보아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나 효명세자(孝明

世子 1809~1830)와 관련된 지역으로 여겨지나 여러 시대

에 걸친 이용 층위가 발견되는 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또한 산단은 궁궐 후원 깊숙한 곳에 주산의 산신을 

모시는 신앙터로서 추정되어 왔던바(전상훈 외 2005), 중

일각 북쪽의 부군당(府君堂)과 더불어 궁궐 내 민간신앙

처로 조명될 필요가 있겠으나, 이의 공간 특성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창덕궁 빙천 일대를 다룬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고문헌과 도상자료의 검토 및 

유사한 조영 사례들을 활용한 비교 분석적 접근을 통해 

산단 권역의 조영 특성과 변천과정을 구명하였다. 아울

러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이루어질 산단 권역의 복원정비

에 반영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창덕궁 

후원의 산단과 그 곁에 있는 백운사, 용도 미상의 건물 

두 채의 건조물, 방형의 홈이 파여 있는 웃바위, 아랫바

위, 방형의 지당 및 배수시설이 해당된다. 이러한 공간구

성 요소는 산단을 중심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 위

치하는데 이를 ‘산단 권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그림 1). 동궐도상에서 백운사 북쪽에 위치한 사가

정(四佳亭)의 경우는 「동궐도」에는 나타나지만 현 상태

와 조응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하고 다른 시설물과의 뚜

렷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아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그림 1 】  「동궐도」에 나타난 산단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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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행은 현장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고찰되었다. 

현장조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있었는데, 

현 상태에 대한 조사 및 사진촬영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

대 보수정비공사에 참여했던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빙천 일대의 변형 내용과 경위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

다. 문헌분석의 경우 보다 다양한 접근방법이 동원되었

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산단 권역의 물리적 형식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는 「동궐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동궐도」에서는 산단 권

역이 가장 모호하게 그려져 실체를 그려보는 데 어려움

이 있었다. 이에 건조물을 포함한 구성요소들을 고려대

학교박물관 소장의 「동궐도」와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소

장된 「동궐도」를 함께 분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둘째,  권역 내 공간구성 요소의 명칭은 「동궐도」와 『궁

궐지』(장서각 K2-4361)에 기록된 명칭을 따랐다. 그러

나 방공(方孔)을 뚫어 놓은 두 바위와 2개소의 배수시설

은 정해진 명칭이 없으므로 연구의 편의를 위해 ‘웃바위’, 

‘아랫바위’, ‘석루조A’, ‘석루조B’로 명명하였다(사진 1).

셋째, 산단 권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조영체는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용도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큰 제

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궐 내부에 존재했

던 민간신앙처’, ‘ 기념물’ 또는 ‘왕실의 휴식처’의 정체성

으로 존재했던 산단 권역에 대한 해석의 전초를 마련하

기 위해, 창덕궁 안팎에 존재하는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

여 비교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로써 각 공간구

성요소의 용도와 성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근래에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서는 윤국병(1978), 

정동오(1986), 주남철(1990),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등에 

수록된 사진자료와 도면을 활용하여 전후 변화상을 대조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동궐도」상에 나타나는 

산단 권역 및 현 빙천역 각각에 존재하는 공간구성요소

의 특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

음과 같은 중요한 논제를 동반한다. 

•  산단의 조영시기는 언제이며 주변 일대의 시설과의 관

계성은 어떠한가?

•  궁궐지의 기록에서 산단 권역에 건립되었던 인조, 숙

종, 순조 연간의 전각들은 어떻게 이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공간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동궐도에 나타난 백운사와 미확인 건물 2채의 용도는 

무엇인가?

•  산단 웃바위와 아랫바위에 나타나는 방공(方孔)은 어

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   현재 남아 있는 두 개의 석루조 시설은 언제, 누가 조성

하였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산단 권역의 연구에 있어 난제로 여

겨지는 것들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헌적 사료나 역

사적 근거를 제시하여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되, 없을 경

우 개연적 추론 또는 가장 타당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

a. 웃바위

b

b. 아랫바위

c. 석루조A

c

d. 석루조B

d

【 사진 1 】   산단 권역 내 존치되어 있는 구성요소  
(석루조 A, 석루조B는 동궐도에 나타나지 않은 근래의 소산
이다. 그 위치는 각각 웃바위와 인접한 서쪽과 북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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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권역 구성요소의 
특질과 현 상태

1. 건축 요소

1) 산단(山壇)

산단은 단호(壇號)에서 알 수 있듯, 산신이나 산령에

게 치제를 올릴 목적으로 축조된 단이다. 주지하다시

피 조선조는 이미 남교의 풍운뇌우단에서 국가적 차원

의 산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는 길례의 대^중^소사

의 구분 중 중사(中祀) 급에 해당되는 제례였으며 주로 기

우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창덕궁 후원

에 존재했던 산단은 조선시대 사전에 등재된 것이 아니

었고 다만 기지의 주산이나 신령을 대상으로 한 제단이

었으므로, 길례의 제향이 거행되는 주요 제단과는 형식

과 규모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국초부터 송

제와 명제를 근간으로 그 제도가 결정된 사직단, 풍운뇌

우^산천^성황단, 선농^선잠단, 악해독단(嶽海瀆壇) 등의  

제단은 이른바 단유(壇壝)01에 의한 구성에 의해 위계성

을 띠고 있지만 산단에서는 그러한 형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유교례에 의한 제향이 이루어지는 여타의 제례시

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산단은 조선시대 국가례가 거행되는 제단처럼 

계단을 통해 단의 위로 오르고 별도의 상을 차리는 형식

이 아닌 점에 주목된다. 「동궐도」를 살펴보면, 산단은 일

반적인 묘(墓)에서 볼 수 있는 상석(床石), 향로석(香爐

石) 및 상석을 받치고 있는 고석(鼓石)만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그림 2). 또한 상석을 중심으

로 한 제도와 협소한 주변 공간을 봤을 때, 산단에서 벌

어졌던 치제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단은 평지상이나 돌출된 지형에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언덕을 절토하여 석축으로 마감한 곳에 입지

되었다(그림 3). 이러한 형식은 묘지에서나 발견되는 구

조로서 일반적인 단의 형식과는 이질적인 모습이다. 즉, 

산단은 봉분만 부재되어 있을 뿐 음택의 형식에 따라 설

치된바, 엄밀한 의미에서 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

단’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 일대의 평면은 조선시

대 단묘(壇廟)공간 중 중사단(中祀壇) 급의 형식이 적용

된 양유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유(壝)는 단과 함께 단소

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단의 권역을 말할 때 단과 

01  ‘단’은 흙을 돋아서 석축을 쌓아 올린 구조물을 말하며, 단 위에서는 제물을 차린 상이 올라갈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유’는 단 아래의 뜰을 말하는데, 제사의례

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 이곳에서는 참여자들의 위계에 따라 향관을 비롯한 제집사와 일무, 등가, 헌가 등이 차등적으로 배치되며, 이 위계질서는 복잡한 행례(行

禮) 절차에서 재차 강조된다. 중사단의 경우 통상적으로 내유와 외유가 병렬되어 있는 양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제례공사 내의 기본 구성인 ‘당상·당하’의 구도에 

의해 정해진 공간형식이 된다.

a

a.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

b

b.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

【 그림 2 】   「동궐도」에 나타난 산단

a

a. 정면도

b

b. 측면도

【 그림 3 】   「동궐도」에 나타난 산단의 입면을 추정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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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합하여 단유(壇壝)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궐도」에 나타난 산단은 원장(垣墻)과 같은 경계물은 

없지만 여타의 중사단에서 보이는 내유가 북쪽에 있고 

외유가 남쪽에 연결되어 있는, 즉 내유와 외유로 기능하

는 두 영역의 병렬형식과 이를 획정하는 포장을 통해 양

유의 구성이 녹아 있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단제의 형식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를 올리

는 기능에 주안점을 둔 것은 치제를 올리는 주체가 임금

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임금이 친제^

친향하는 의례는 군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보여

줌으로써 의례 참여자(배제관)로 하여금 질서를 받아들

이게 하는 목적이 있고, 이것을 획득하는 장치는 단묘의 

제도에 녹아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산단에는 임금

이 존엄한 존재로서 제사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상징적

으로 보여줄 짜임새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산

단의 치제는 왕명을 받아 궁궐 내에 속한 하급관원이 올

렸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고종 연간 『궁궐지(宮闕誌)』(K2-4360)에는 청

심정의 서쪽에 ‘남일선생(南一先生) 고사기지(告祀基

址)’가 있었다는 단서가 남겨져 있다.02 청심정의 서쪽은 

산단과 백운사가 있던 곳으로서, 과거에 산단이 남일선

생이라는 인물을 제사 지내던 곳으로 활용된 전적임을 

알려주고 있지만, 고종 이전에 생존했던 남일선생의 신

원과 어떤 경위로 창덕궁 후원에서 그의 고사를 행했는

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산단은 입면에 있어서는 묘제(墓制)를 

따르면서 평면은 단묘의 양유구조를 보이는 독특한 형

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산중에서 간략한 치제를 지낼 수 

있는 공간구성요소가 반영되어 있었고, 간소하게나마 통

용되는 단제의 구성이 적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제 

누가 이러한 단을 조영했는지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나, 

지형에 맞춰 제단의 구색을 맞춘 점과 단순한 구조로 조

적되어 있는 단의 형식 등에서 불완전한 조영개념이 투

영되어 있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부분은 산단이 특별

한 단제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대에 통용되는 산

신제사의 공간형식에 따라 임의로 설계되었음을 시사

한다.03 

2) 백운사(白雲社)

산단의 남쪽에는 남향집인 백운사가 위치해 있었다. 

산단 일대의 요소들이 여타의 문헌에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듯, 백운사도 「동궐도」와 헌종 연간 『궁궐지』에서만 

그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동궐도」의 두 화본을 통

해 백운사의 외형적인 면을 살펴보면 절병통, 공포, 창호

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기본적인 건물의 외관은 같다

(그림 4). 그런데 이 건물은 후원의 다른 정자들과는 달

리 건물의 3면 이상이 창호로 막혀 있다. 분합문인지는 확

인되지 않지만, 같은 권역에 있는 용도 미상의 건물 2채

02  淸心亭卽四隅亭, 以南有石蓮池, 以西有南一先生告祀基址.

03  임어처로 자주 사용되었던 경희궁[경덕궁]에도 산단의 기능을 하는 제단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나, 『궁궐지(宮闕誌)』와 「서궐도안(西闕圖案)」에서 산단은 

나타나지 않는다. 

a

a.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

b

b.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

【 그림 4 】   「동궐도」에 나타난 백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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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문을 굳게 잠그고 있어 더욱 폐쇄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백운사는 휴식을 취하거나 일대

의 경관을 감상하는 용도의 정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이며, 산단과 곁에 위치한 점에서 제례에 관련된 부속사

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백운사에 대해 얻을 수 있

는 정보가 빈약한 상황에서 건물의 명칭과 사료의 단편

적 내용에서 유추되는 정보만으로 그 용도와 함의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산단의 신실(神室)

백운사라는 건물 명칭은 산단에 관련된 신실(神室)

이나 신당(神堂)이었을 가능성을 던져준다. 전상훈 외

(2005)에서도 백운사가 ‘산제(山祭)를 지내는 집’으로 추

정된 바 있으나, 산단 곁에 있다는 연관성 외에 산신 신

앙물이라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백운사의 편

액에서, ‘사(社)’는 토지신이나 그를 모신 사당을 의미(민

중서림편집국 1997: 1468)하는 말로서 사직단(社稷壇)과 

용례가 같다. 궁궐에서 ‘사’의 위격을 갖는 건물은 백운

사가 유일하며, 그런 측면에서 백운사는 산단에 대응되

는 신실[제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헌종 연간 

『궁궐지』에는 ‘백운사(白雲舍)’로 명명되었으나 「동궐도」

에서 ‘백운사(白雲社)’로 표기되어 건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는 ‘白雲社’의 오기

로 여겨지지만, 증보된 『궁궐지』가 편찬될 당시에 이미 

산단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었을 여지를 남긴다.  

한편 백운사라는 편액은 산단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

는 점에서, 삼각산(북한산)의 백운대와 연관성 있는 명

칭으로 여겨진다.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八道總

論)」에서 한양의 맥세(脈勢)를 설명한 부분은 한양의 주

산이 되는 백악산이 어떠한 주맥의 흐름으로 맺히게 되

었는가와 백운대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함경도 안변부 철령에서 나온 한 맥이 남쪽으로 5, 6백리

를 달여 양주의 여러 작은 산이 되고, 북동쪽에서 비스듬

히 돌아들면서 갑자기 솟아나 도봉산의 만장봉이 된다. 

여기서는 또 남서쪽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조금 끊어지는

듯하다가 또 우뚝하게 일어나서 삼각산 백운대가 된다. 

여기서 다시 남하하여 만경대가 되며, 한 지맥은 서남으

로 달리고 한 지맥은 남으로 내려와 백악이 되는데, 이 산

이 풍수가가 말하는 소위 충천목성(衝天木星)이며 궁성

의 주산이 된다. (『택리지』  「팔도총론」 경기도조)

한양의 맥세가 그렇다면 백운대는 ‘백두산－백두대간－

한북정맥－도봉산 만장봉－삼각산 백운대－문수봉－ 

보현봉－백악산’으로 이어지는 지맥의 흐름에 있으며, 

한북정맥의 서쪽 끝자락에 맺힌 봉우리가 된다. 요컨대 

백운대는 한양으로 뻗는 내룡(來龍)의 직접적인 분수령

이 되는 지점이었으며, 한양 도성이 국도로 결정된 데는 

이러한 지세가 주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백

운대의 중요성으로 보아 산신^산령을 모시는 산단의 부

속채로서의 성격이 짙은 백운사는 삼각산 백운대의 명칭

을 따서 편액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취승정(聚勝亭)과 낙민정(樂民亭)을 승계하는 

후원 정사(亭榭)

백운사는 산단 권역의 용도와 공간성격이 전이된 과

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궁궐지』에서 백운사의 위치에 낙민정이 있었다고 기술

된 부분이다. 여기서 낙민정 주변 환경을 묘사한 내용은 

산단 권역과 매우 흡사하다. 

낙민정은 청심정 서쪽에 있다【지금은 없다】. 인조 25년

(1647년) 정해(丁亥)에 세워 취승(聚勝)이라 하였는데 숙

종 때에 이 이름으로 바꾸었다. 골짜기가 깊숙하고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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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옹기종기(磅礡)하며 곁에는 천정(泉井)이 있다.04 

(『궁궐지』 낙민정조) 

그리고 낙민정에 관한 숙종의 어제기의 기록은 이렇다.  

저 화정(華亭)은 능허정 동쪽에 있는데, 천수(泉水)는 졸

졸 흐르고, 암학(巖壑)은 높고 깊다. 빽빽한 소나무 둘러

서 푸르고, 아침 햇빛 선명도 하다. 경관은 수미(秀美)하

여 모두가 조화의 공이다.05 (『궁궐지』 낙민정조)   

  

위 글에서 지시된 낙민정의 입지 범위는 청심정 서쪽, 

능허정 동쪽 공간으로 모아지는데 이는 동궐도에서 백

운사의 위치가 된다. 또한 깊숙한 골짜기에 바위들이 옹

기종기 박혀 있고 샘까지 구비되어 있다는 묘사는 산단^

백운사 일대와 상통하다. 『궁궐지』에서는 낙민정이 기실 

인조가 건립한 ‘취승정’이었다고 전한다. 이상과 같은 단

편적인 궁궐지의 기록에 의해, 취승정, 낙민정, 백운사는 

시대에 따라 편액을 달리했거나 또는 한 번 이상 개건된, 

같은 위치의 건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백운사의 자

리에는 인조 25년 ‘경승이 모여 있다(聚勝)’는 의미의 취

승정이 최초로 건립되고, 숙종 때에는 ‘백성과 함께 즐긴

다’는 뜻의 낙민정으로 개명되었으며, 다시 낙민정은 「동

궐도」가 제작되기 전에 ‘백운사’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순조 연간으로 추정되는 어느 시점, 즉 

당호가 백운사라는 명칭으로 불러졌던 시기에 산단까지 

0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1994)의 번역.

0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1994)의 번역.

【 표 1 】 산단 ^ 백운사의 변천과정

시기 산단 정사(亭榭) 사료의 내용 변천 과정

인조 25년

(1647년)
-

취승정

(聚勝亭)
- -

숙종 연간 -
낙민정

(樂民亭)

• “인조 25년 정해(丁亥) 가을에 세워 취승이라 이름하였다. 

금상 때에 이 이름[낙민]으로 바꾸었다.” 

(숙종 연간 『궁궐지』 낙민정조)

• “낙민정은 청심정의 서쪽에 있다[樂民亭在淸心亭西].” 

(숙종 연간 『궁궐지』 낙민정조)

• “능허정은 낙민정의 서쪽에 있다[凌虛亭在樂民亭西].” 

(숙종 연간 『궁궐지』 능허정조)

• 낙민정의 동쪽에는 청심정이, 서쪽에는 능허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위치는 동궐도상 백운사의 위치와 동일함

• 인근에 바위가 모여 있고 우물[泉井]이 있음 

(궁궐지 낙민정조 참조)

• 산단에 대한 설명은 없음

순조~

헌종 연간
존재

백운사

(白雲社)

•“낙민정은 청심정의 서쪽에 있다.【지금은 없다】” 

(헌종 연간  『궁궐지』 낙민정조)

•“백운사(白雲舍)는 연경당의 서북쪽에 있다.” 

(헌종 연간  『궁궐지』 백운사조)

•‘백운사(白雲社)’ (「동궐도」)

• 낙민정은 사라졌고, 백운사라는 전각이 새롭게 건립됨

• 동궐도에서는 산단, 백운사와 용도 미상의 건물 2채 등이 

나타남 

고종~

일제 

강점기

존재 없음

• “(청심정의) 서쪽에 남일선생을 고사지내던 기지(基址)가 

있다[西有南一先生告祀基址].”(고종 연간 『궁궐지』 )

•‘祭壇’ (일제 강점기 제작 창덕궁 평면도 4종)

• 고종 연간에는 산단의 이용이 한소했던 것으로 보이며, 남일선생 

고사기지로 명명됨

• 일제 강점기까지 산단이 존치되어 있었음

해방 후~

현재
없음 없음 -

• 1970년대 이루어진 몇 차례의 창덕궁의 보수정비공사에서 산단이 

멸실됨  

• 천정(泉井 : 우물)은 석루조A에 의해 물이 유출되는 시설로 변형 

되고, 그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우물의 부재가 재활용됨

• 물이 떨어지는 곳에 물확이 조성됨

• 같은 시기에 아랫바위 위쪽에 석대를 쌓고 석루조B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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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되면서, 이 일대는 자연의 승경을 감상하는 후원의 

한 거점지에 토속신앙(민간신앙)의 성격까지 더하여지

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주요 건축물을 제외한 석경물

이 모호하게 표현된 「동궐도」의 상태는 인조^숙종이 이

용했던 시설의 의미가 퇴색되고 산단과 부속사를 중심으

로 권역이 재편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산단을 축조하게 

된 동기는 현재로서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새롭게 

신축된 제단과 백운사는 선대에 만들어진 유적과 병존하

는 다의적 공간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단 권역의 최초 조성 시기는 『궁궐지』의 기

록에 의해 인조 25년(1647년)경 이전으로 볼 수 있으며, 

변천과정에서도 인조 때의 취승정, 숙종의 낙민정, 순조 

연간의 백운사라는 다양한 조영 층위가 나타났다(표 1). 

백운사는 낙민정이 편액만 달리한 건물이었거나 낙민정

의 역사성을 승계하면서 다른 용도로 새롭게 건립된 건

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궁궐 내에 유입된 민간신앙처

신당이나 제실의 성격을 갖는 백운사는 중일청 북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부군당06과 비견될 수 있다. 부군당

은 서울, 경기지방의 관청에서 터주신에게 치제하는 사당

을 말한다. 당시 관청 주변에는 부군당을 지어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며, 「동궐도」에 나타난 부군당

의 존재는 터주신에게 치성을 드리며 왕실의 안녕을 빌

었던 행위가 궁궐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지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후원 중 눈에 띄

지 않는 곳을 정하여 입지하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은폐

되어 있다(그림 5).

그동안 궁궐은 『주례^고공기』를 수용한 상고주의나 

정치의례 및 유교적 상징성을 담지하는 공간으로 설명되

어 왔다. 그러나 산단, 부군당과 같은 민간신앙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궁궐이 유교 일변의 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궁궐문화를 다각

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해석된다. 즉 산단과 백

운사는 궁궐 내에 존재했던 비유(非儒)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으며, 겉으로는 성리학을 국가의 기조이념을 내세

우면서 내부적으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닿지 않은 깊숙한 

후원에 민간신앙을 유지해 오던 당대인의 인식을 보여주

는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용도미상 건물 2채

「동궐도」에서는 산단 권역에 용도미상 건물 2채가 나

타난다. 북쪽의 건물[미확인 건물1]은 남향집이며, 남쪽

의 건물[미확인 건물2]은 서향하고 있다. 현장답사 결과 

능허정 밑의 계곡 좌우로 두 건물이 위치했던 자리가 평

06  부군당은 서울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불렀던 마을 제당(祭堂)의 명칭이었다(유승훈 2003). 서울학연구소(1995)에 수록된 관청, 관아도에서 제용감(濟用監), 사복시(司僕

寺), 종친부(宗親府), 선혜청(宣惠廳), 도총부(都摠府), 공조(工曹), 봉상시(奉常寺)의 한쪽 구석에 신당(神堂)’이라 기입된 건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부군당을 기록한 것으

로 보이며, 관청 내에 기지신을 모시던 당대 민간신앙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덕궁에서 부군당이 위치한 영역은 중일각(中日閣), 수문장직소(守門將直所), 위장직

소(衛將直所) 등 무관들이 주로 이용했던 공간이다. 관청 주변에 으레 부군당을 지어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관례였던 것을 볼 때, 창덕궁의 부군당은 숙위를 담당하는 

무관들 자발적으로 조성된 제례시설로 여겨진다.

【 그림 5 】   「동궐도」에 나타난 부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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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게 정지되어 있었고 근방에 수많은 와편이 발견되었

는데, 「동궐도」에 나타난 두 건물이 실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사료에 나타나지도 않고 

입지된 곳도 건물이 들어서기에 어려운 곳이므로 좀처럼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의 형식을 놓고 본다

면, 맞배지붕, 붉은 칠을 한 풍판, 판장문 그리고 건물의 

측면에 달린 출입문에서 조선시대 사원(寺院)의 건축형

식을 빼닮았다는 점이 발견될 뿐이다(그림 6). 조선시대 

불전이나 사당은 일반적으로 맞배지붕에 풍판을 달았으

며 출입문의 형식도 판장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

궐도」에서 붉은 풍판을 단 형식의 건물은 어렵지 않게 찾

을 수 있으나 풍판을 달고 있으면서 격식을 차린 판장문 

을 출입구로 하는 건물을 찾아보면 두 건물로 압축된다. 

대보단의 봉실(奉室)과 부군당이 그것이며, 모두 신실

이라는 공통점이 도출된다. 따라서 산단 권역에 입지한 

용도와 명칭을 알 수 없는 두 건물은 건축형식으로 볼 

때 사원의 기능을 하는 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07 

한편 「동궐도」에서는 이 건물들의 북서쪽에 괴석이 나

타나는데(그림 6), 현재 이 위치에 괴석은 없고 석함만 

남아 있다(사진 2). 「동궐도」의 묘사만으로는 괴석이 가

파른 사면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감상되는 지점을 분멸하

기 어려웠으나 현장 조사결과 능허정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시성이 가장 양호했다. 남아 있는 석함은 「동궐도」에 

나타난 것과 형태가 달랐으며08 석함을 고정시키기 위한 

받침석도 눈에 띄었다.

2. 수경물(修景物)

1) 예필(睿筆) 각자 2개소

「동궐도」에서는 백운사 남쪽과 동쪽에 왕세자의 글씨

란 뜻의 ‘예필(睿筆)’이 나타난다. 예필 역시 『궁궐지』를 

비롯한 여타의 사료에서 발견되지 않고 「동궐도」에서만 

기록되어 있다. 전상훈 외(2005), 한영우(2006)는 효명세

자가 왕세자 신분으로 수렴청정을 행한 적이 있었고 연

경당, 의두합 등 후원에서의 활동이 많았으므로 그의 소

작(所作)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각자된 글귀를 살펴보면, 백운사 남쪽에 있는 예

필은 당나라 왕유(王維)가 지은 오언율시 「산거추명(山

居秋暝)」의 한 구절인 ‘명월송간조 청천석상류(明月松間

照 淸泉石上流: 밝은 달빛은 소나무 사이로 비치고 맑은 

샘물은 바위 위로 흐르네)’가 각자되어 있다(그림 7-a). 

그리고 백운사 서쪽의 예필은 ‘물소리가 아름답게 울린다’

는 뜻의 “천성동(泉聲洞)”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7-b). 

07  조선시대 궁궐 내에 존재했던 제례시설은 문소전과 같은 왕실의 사묘, 도교 사원 및 임진왜란 이후로 궁궐 내에서 사라진 내불당(內佛堂) 등이 있었다. 

08  이 같은 차이는 「동궐도」 제작 시에 산단 일대의 초벌 스케치의 부실로 인해 상상으로 그려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그림 6 】   「동궐도」에 나타난 용도미상의 건물 2채와 괴석

a.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

a

b.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

b

【 사진 2 】   능허정 전면에 위치한 괴석함

a. 능허정에서의 전경

a

b. 괴석함과 기단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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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현은 주변의 입지특성을 잘 묘사한 것으로서 

‘淸泉石上流’는 샘에서 떨어진 물이 석간을 타고 흐르는 

것을, ‘泉聲洞’은 계곡 사이로 흐르는 계류의 물소리가 골

짜기에 울려 퍼지는 것(그림 7-c, d)을 부각시킨 표현이

다. 특히 권역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천성동’은 깊은 

산골짜기를 뜻하는 ‘동(洞)’09으로 지경의 성격을 나타낸 

명칭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덕궁 내에서 천성동과 유사한 명명법이 적

용된 예로 옥류동을 들 수 있다. 옥류동(玉流洞)10은 순

조 연간에 한정되어 옥류천 일대를 불렀던 명칭이다. 그

렇다면 바위를 뚫어 석간수를 만든 후원의 명소에 ‘동’이

라는 명칭이 붙었던 이들 후원의 공간들은 명칭과 조성

기법에 있어서 나름의 상사성(相似性)이 간취된다. 그러

한 점은 천성동 예필도 순조 연간 즉, 효명세자(익종)가 

후원에 활동했던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설명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천성동 예필만큼은 

옥류천을 옥류동이라 불렀던 시기(순조 연간)에 제작되

었거나 기 개발된 권역에 옥류동에 대응되는 명칭을 부

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까닭에 예필의 작자는 순조 연간 옥류천 일대를 

옥류동으로 불렀던 정황과 당시(唐詩)를 좋아했던 성향

을 고려했을 때 효명세자였을 공산이 충분하다. 하지만 

예필이 왕세자의 글씨를 뜻하는 만큼 효명세자뿐만 아니

라 소현세자^봉림대군(鳳林大君)도 조영자로서의 가능

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들도 후원 개발

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존덕정 일원의 지당과 후원에 

팔각정(청연각), 척뇌당 등의 건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고, 기록상 산단 일대의 최초 개발이 인조 25

년(1647년) 취승정의 건립으로 시작된바, 예필의 작자에 

대한 검증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2) 웃바위 ^ 아랫바위

「동궐도」에 나타난 산단 권역은 예필과 건물만 뚜렷하

게 표현되어 있을 뿐 주변 환경이 부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일대는 「동궐도」에서 가장 모호하게 그

려진 곳으로서 고려대본과 동아대본 모두 비슷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8-a, b). 이는 화원의 초벌 스케치

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답

사를 통해 현 상태를 확인해 보아도 조영자의 의도가 명

09  조선시대 궁궐에 ‘洞’으로서 지경을 표현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그 사례도 천성동과 옥류동이 유일하다. 이러한 명칭은 승경의 표현으로 해석되며 당시 유행하던 

도가적 동천복지를 모방한 작명으로 보인다. 동천(洞天)이란 원래 도가의 수련장소로서 깊은 산간 계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산수경치가 

빼어난 곳에 정자를 짓고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은거지를 동(洞) 혹은 동천(洞天)으로 불렀다(기근도 2012: 123). 특히 궁궐 후원에 붙은 ‘洞’의 지명은 임금 특히 순조의 

입장에서 후원에서의 은둔과 완유(玩遊)를 뜻하며 후원 승경지에 대한 자신의 애착이 반영된 작명으로 볼 수 있다.

10  관덕정에서 2리쯤 돌아가면 우물이 있어 이름이 옥류천이며 골짜기의 이름 역시 옥류동(玉流洞)이다(『궁궐지』 「소요정조」).

【 그림 7 】   「동궐도」에 나타난 예필과 그의 묘사대상이 되는 경관의 현 상태

a. 예필 1 b. 예필 2 c. 천성동 계곡 d. 바위를 타고 흐르는 석간수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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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들이 많다. 특히 산단 동쪽의 두 

바위에는 방형의 형태로 깊게 파낸 골이 있는데, 「동궐

도」에서도 이 구멍이 확인되지만 매우 간략하게 표현되

었을 뿐 용도가 분명치 않다. 

아랫바위는 가로 22cm, 세로 44cm의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외곽에 가로 약 58cm, 세로 약 65cm 크기

의 골을 더 파내어 2중으로 음각되어 있다. 웃바위는 안 

너비 가로 64cm, 세로 32cm, 바깥 너비 가로 약 76cm, 

세로 약 38cm, 깊이 13×15cm 정도의 골을 포개어 입체

감이 부각되어 있다(그림 8-c, d). 그런데 국내의 조경사

적 측면에서 바위글씨 없이 방공(方孔)만 파놓은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며 더군다나 같은 권역에서 한 곳은 횡서

로 다른 한 곳은 종서로 음각한 것은 매우 어색하다. 여

타의 음각된 바위와 비교해 볼 때 흔치 않은 경우가 되므

로, 현 상태가 최초 조성 당시의 상태와 같았을지도 의문

이 드는 부분이다. 이렇듯 산단 권역의 두 바위는 이해하

기 어려운 현상적 외관을 보이고 있으며, 해석의 전제가 

되는 직접적인 기록이나 설명논리가 부재하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유사사례들을 찾아 두 바위의 조성 의도를 

구명해 보면 다음의 관점으로 정리된다.

(1)  창덕궁 내의 유사 사례 
: 몽답정(夢踏亭), 옥류천(玉流川) 위이암(逶迤巖)

창덕궁에서 방형의 음각을 파고 각자한 바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훈련도감 북영(北營)에 건립된 몽답정 앞

의 바위가 그러한 예인데, 바위에는 테두리를 다듬어 그 

안에 ‘몽답정(夢踏亭)’이 각자되어 있다(사진 3). 이런 기

법은 전국에 산재한 바위글씨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서 현판이나 게판(揭板)의 느낌을 주도록 오래전부터 사

용되어 온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서예사를 통해 소위 ‘서

각’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된 기법 중에 음각으로 새겨 들

어가지만 판면상[자면]을 다시 평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음평각(陰平刻)이라 한다. 그것이 바위글씨에 적용되면 

울퉁불퉁한 바위의 질감과 대조되어 두드러지게 하면서 

입체감까지 줄 수 있다. 몽답정에는 현판은 없지만 바위

의 각자는 이러한 효과를 주고 있어 일종의 편액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횡서로 쓴 음평각은 보통 일대의 지명이나 건물명을 

나타내는 현판의 효과가 있고 종서의 음평각은 시문이나 

긴 문장을 거는 게판의 용도로 다듬어진다. 바위글씨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산단 권역 바위의 방형 음각은 서각의 

기법과 유사한 사례로 여겨진다. 즉 횡서되어 있는 웃바위

【 그림 8 】   산단 권역의 웃바위와 아랫바위

a.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에  
나타난 웃바위와 아랫바위

b.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에  
나타난 웃바위와 아랫바위

c. 아랫바위 d. 웃바위

a b c d

【 사진 3 】   몽답정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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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대의 지명을 상징하는 글자가 각자되어 있었고, 아

랫바위에는 시문이 적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한편 한 권역의 바위에 횡서와 종서로 음각된 것은 옥류

천(玉流川) 위이암(逶迤巖)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음

평각은 아니지만 위이암의 상부에는 숙종의 오언절구 어

제시가 종서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인조의 어필인 ‘玉流川’

이 횡서되어 있다. 그리고 위이암의 각자는 미미하지만 방

형의 모양으로 바위 표면을 다듬은 흔적이 있어, 글씨를 강

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a). 그런데 「동궐도」에서

는 도상에서 위이암을 덮어 글자들을 기입할 공간이 모자

랐기 때문에 유배거가 있는 너럭바위의 면적까지 할애하

여 기입되었다(그림 9-b). 이대로라면 산단의 예필도 지면

에 각자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실상은 각 바위에 

각자되어 있었을 수 있다. 즉 앞선 사례와 「동궐도」의 표현

방법은 산단의 웃바위에 ‘천성동(泉聲洞)’이 횡서로 각자

되어 있었고, 아랫바위에 왕유의 시구가 종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이암에서 종

서와 횡서를 각자한 방식은 산단 권역의 예필에도 적용되

어 종서와 횡서의 성격을 유추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2) 유사 방공의 사례: 화양구곡 첨성대 방공

바위글씨는 전국 명승지에 산재되어 있으나 각자 없

이 방공만 깊게 파져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더군다나 

방공이 있는 바위와 산단과의 관계도 분명치 않은 만큼, 

방공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로써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바위 글씨가 밀집되어 있는 명

승들을 차례로 조사하던 중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

에 소재하는 화양구곡에서 이중으로 깊게 파 놓은 방공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방공은 제5곡 첨성대(瞻星臺)에 

위치해 있었으며 산단에 위치한 두 바위의 것과 형태가 

흡사했다. 현지조사 결과 방공의 깊이는 테두리 부분이 

약 2cm, 가운데는 20×22cm로 산단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10-a, b). 사실 첨성대의 방공은 이형부(李

馨溥 1791~?)가 그린 「화양구곡도(華陽九曲圖)」에서 ‘옥

조빙호(玉藻氷壺)’가 새겨진 자리였다(그림 10-c). ‘옥조

【 그림 9 】   옥류천 위이암 각자

a.  현 상태 b.  「동궐도」 부분

a b

【 그림 10 】   ‘옥조빙호(玉藻氷壺)’가 각자되어 있었던 화양구곡 첨성대의 방공

a.  첨성대 각자 b.  방공 확대 c.  「화양구곡도」 부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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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호’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을 해준 명 신종(神宗) 

황제의 어필이었으며, 송시열의 제자 수암(遂菴) 권상하

(權尙夏 1641~1721)가 새긴 것이라 전해온다.11 그래서 

현재의 방공 부분은 누군가 옥조빙호를 새긴 부분만 떼

어간 결과를 보여준다.12 즉 2cm 깊이의 테두리는 ‘옥조

빙호’ 글씨가 각자된 석판면의 레벨이었으며, 안쪽의 깊

은 홈은 후대에 각자를 파낸 흔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창덕궁 산단 근방에 위치한 웃바위와 아랫바

위의 방공은 이중의 골이 있고 안쪽 구멍을 깊이 파냈다

는 유적의 물리적 단서에서 화양구곡 첨성대의 방공과 

뚜렷이 상통한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산단 두 바위의 

방공은 어떤 각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후대에 쪼아서 파

버린 내력을 증명해준다. 사실 선인이 각자한 글을 훼손

할 목적으로 파내는 행위는 흔한 일이 아니며, 또한 각자 

된 것을 의도적으로 훼손할 목적이라면 그 정도 깊이로 

파내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궁궐 후원에 있는 바위 글씨를 파낸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산단 웃바위^아랫바위의 

방공이 바위에 새겨진 있던 글씨를 떼어낸 흔적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3) 미완성의 가능성: 웃바위에서 발견되는 쐐기 구멍

산단의 바위에서 발견되는 정황이 그러하더라도, 웃

바위 곳곳에서 확인되는 파인 흔적은 방형 홈에는 본래

부터 각자가 없었을 가능성을 던져준다. 창덕궁관리사

무소에서는 2012년 10월 산단 일대의 낙엽 및 부식층의 

제거 과정에서 40cm 이상의 표토를 걷어내었으며,13 이 

과정에서 <사진 4>에서 보듯, 웃바위의 하부와 동측에

서 바위를 깨기 위해 쐐기를 박았던 10여 개의 구멍이 드

러났다. 웃바위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4-c>를 보아도 

바위의 표면을 인위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두드러지는데, 

쐐기 구멍의 존재는 웃바위가 자연 암반을 다듬어 만든 

수경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쐐기 구멍이 아직

도 남아 있다는 것은 웃바위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산물이었을 여지를 준다. 이 점은 최초 조영 당

시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현재에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으로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어

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음은 아쉬움을 남긴다.  

11  수암의 『한수재집(寒水齋集)』에는 첨성대에 ‘대명천지숭정일월(大明天地崇禎日月)’과 ‘옥호빙조(玉藻氷壺)’호를 새기고 쓴 발문에 그 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신종황제

의 망극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 동국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만세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종황제가 손수 쓴 네 대자(大字)가 우리 동국에 유전

(流傳)되었으니, 하늘의 뜻이 우연한 것이겠는가. 고 배신(陪臣) 송시열의 문인 권상하와 이선직(李先稷) 등이 이것을 의종(毅宗)의 어필 좌측에 새기노니, 거의 함께 억 

천 만년토록 전해질 것이다.”(『한수재집(寒水齋集)』 제22권 「화양동 절벽에 새겨진 어필에 발함[華陽崖刻御筆跋]」) 

12  이의 내용은 국립청주박물관(2011)을 참조하였다.

13  이 과정에서 다량의 와편을 수거하였는데, 웃바위 북쪽 사면에 있었던 미확인건물 2에서 흘러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 사진 4 】   산단 권역 웃바위에서 나타난 쐐기 구멍

a.  웃바위 하부에 나타난 쐐기 구멍 b.  웃바위 동쪽 면에 나타난 쐐기 구멍 c.  웃바위의 측면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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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산단 권역에 위치한 많은 공간구성 요소

들은 확실한 근거자료를 통한 사실의 검증이 어려운 한

계가 있고 그중에서도 두 바위 가운데 뚫려 있는 방공은 

조성 목적을 구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제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 우선 이상의 

해석의 틀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제시하는 선에

서 각설한다. 

3) 석지(石池)와 석간(石澗)

아랫바위 앞에는 암반을 파내서 조성한 방형의 석지

가 있다. 석지의 용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

이 없었다. 다만 정동오(1986)는 ‘왕이 들러 약수를 마시

고 쉬며 즐기다가 가는 곳’이라는 왕실의 휴식공간의 측

면에서 추정하였고, 주남철(1990)은 물을 모았다가 흘러 

보내는 수경기법으로 석지의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 그

런가 하면, 주남철(1990)은 “무더운 한여름에도 양쪽 언

덕 위의 우거진 숲에 햇볕이 가려 그늘을 만들므로 그 어

느 곳보다 시원한 그늘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빙천을 창

덕궁 후원에서 가장 시원한 곳으로 해석하였다. 창덕궁

관리소 측의 의견에서도 빙천의 물이 한여름에 매우 차

갑다는 것을 큰 특징으로 지적한바, ‘빙천’이란 명칭이 시

원한 그늘과 찬 샘물의 성질에 의해 작명되었음을 짐작

게 한다. 

현 상태에서 석지의 수원은 석루조A에서 유출되는 샘

물이다. 이 물은 석간을 통해 유도되어 지당에 고이게 되

고, 물이 차면 석지의 모서리 쪽에 있는 홈에서 빠져나

가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석지의 수심은 20cm

도 채 안 되는데, 유배거는 아니지만 돌을 뚫어 수로를 

만든 점에서 옥류천 위이암과 유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위이암은 자연 암반의 일부를 다듬은 수경물(修景物)로 

조성되었다. 그런데 산단과 옥류천의 석간수 사이에는 

돌을 뚫어 물길을 만든 착석인수(鑿石引水)14의 조성 기

법뿐만 아니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점, 너럭바위

에 수로를 판 점, 입수와 출수의 방향 및 배경이 되는 바

위의 위치와 각자된 부위의 동일함 등 유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사진 5). 이러한 유사성은 두 가지 측면에

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첫째, 현 문화재청 직영보수단 양동호 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 석지는 1970년대 초에 옥류천을 모방해서 임의

로 만들어진 것이라 전한다. 이 부분에 대한 양동호 단장

의 기억이 뚜렷하지 못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빙천 일대가 대부분 이때 변형되었다는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남아 있는 빙천역의 공간 구성요소 중에 

원형적 경물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서 빙천역에 대한 평

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동궐도에서

도 현 상태와 동일해 보이는 석지와 석간이 묘사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넓은 집수지나 석지의 구조로 존

재하던 것이 1970년대에 일부 변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1970년대에 처음 석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는 전제하에, 옥류천 위이암과 산단 권역의 석지가 보이

14  『궁궐지』 「옥류천조」에서는 위이암의 조성에 대해 “인조 14년 가을에 돌을 뚫어 샘물을 끌어들여 바위 둘레를 돌아 정자 앞에서 떨어뜨려 폭포로 삼았다[(仁祖)十四年秋 

鑿石引水 逶迤巖畔流之亭前 落爲瀑布]”고 전한다.

【 사진 5 】   창덕궁 후원에 착석인수(鑿石引水)의 기법으로 

조성된 석수로 

a. 산단 아랫바위의 석지와 석간 b. 옥류천 위이암의 유배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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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적 유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자면, 백운사의 전

신으로 여겨지는 취승정이 인조 연간에 건립된 점과 무

관하지 않아 보인다. 산단 권역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시

설 요컨대, 수경(水景)시설과 제례시설이 한 권역에 모

여 있는 이질적 성격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영시

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산단 권역의 석지와 석

간수는 산단의 축조보다 이른 시점인 인조의 옥류천 개

발(인조 14년, 1636년)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산단은 훗날 석지의 활용이 한소해진 후에 축조된 것으

로 판단된다. 동궐도에서는 현 상태와 유사하게 보이는 

형상이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뚜렷하게 묘사된 산

단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묘사의 차이는 당시 

주요하게 활용되던 산단에 비해 석지를 중심으로 한 일

대가 원활히 이용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한편 현재의 석지 가운데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방형의 

반석이 놓여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촬영된 사진 속 지

당에는 반석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근래에 배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사진 6). 사실 이 반석과 유사한 석물은 창덕

궁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까이에는 연경당 장락문 앞에 

놓인 석판교가 형태^재질이 동일한바, 본래의 용도가 무

엇이었는지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사진 7). 양동호 단

장의 인터뷰 결과 이러한 석물은 당시 공사 관계자에 의

해 현 위치에 놓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석물은 궁궐 밖에

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본래 궁궐 내에서 오랫동안 석판

교로 사용되던 석재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4) 2개소에 설치된 석루조

(1) 변형과정

석지에 물을 공급하는 석루조A와 B는 「동궐도」에 나

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설물이

라 할 수 있다. 다만 전술한 『궁궐지』 「낙민정조」에서, 백

운사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낙민정의 주변 환경을 “바위

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곁에는 우물이 있다[巖石磅礡, 

傍有泉井]”, “천수는 졸졸 흐르고, 암학은 높고 깊다[泉水

潺潺, 巖壑崇崇]”는 기록에서 아랫바위의 주변에 샘 또는 

우물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도 이 샘물은 사시

사철 끊이지 않고 유출되고 있었으며 빙천역의 주 수원

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 사진 6 】   1970년대의 빙천 석지 (출처 :  윤국병 1978: 291)

【 사진 7 】   연경당 수로에 놓인 석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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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석루조A는 우물을 철거한 

부재를 재활용한 석물로 만들어졌다. 1980년대 촬영된 

사진까지 ‘빙천(氷泉)’이라 새겨진 석물이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동궐도」에 부재된 석루조A의 출현은 사진자

료만으로 조성시점과 기능의 설명이 충분하다.  

우선, 1970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8-a>에서는 

우물의 부재 위로 자연석이 쌓여 있고 석루조가 암벽에 

매립되어 있다. 현 상태와 비교하여 우물 부재가 정교하

게 다듬어져 있는데 바위와 어우러져 나름으로 자연스러

운 모습을 보여준다. 1980년대의 상태로 추정되는 <사진 

8-b>에서는 윗부분의 바위가 제거되고 우물 부재로 꾸민 

장식만 남아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축석된 돌 더미

를 대신하여 주변에 경관석이 배치된 것도 이 당시에 이

루어진 변화로 파악된다. <사진 8-c>는 ‘氷泉’이라 쓰인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빙천이 임의로 붙은 이름이 아니

라 각자에서 비롯된 명호임을 알려준다. 

현 상태의 석루조A는 이전 사진에서 나타난 ‘빙천’ 각

자가 적힌 석물 및 상단의 우물 석재가 없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진회색의 경관석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사진 

8-d). 이 바위는 창덕궁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특별

한 경관요소가 부재된 산단 권역의 진입부에서 가장 많

이 발견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촬영된 사진자료의 

선후관계로 볼 때, 이 경관석은 1980년대 이후 외부에서 

들여온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석루조A 북쪽에 바위를 

깎아 계단을 만든 흔적이 있는데, 조성 시점은 파악하기 

어렵다(사진 8-e). 

(2)  창덕궁 내 유사 방식으로 조성된 석루조 

: 옥류천 어정, 신선원전 동쪽 샘터

 
산단 권역은 근래에 각자된 명칭에 의해 빙천으로 불

려 왔으며 「동궐도」 제작 후부터 근래에까지 수차례 변형

이 가해진 결과물이었다. 사적지의 대대적인 훼철이 이

루어진 일제 강점기와 근래에 시행된 고적 정비사업을 

거치면서 원형이 파괴되어 본 모습을 추정하기 어려운 

곳이 많겠지만, 창덕궁에서 빙천으로 불러 온 권역은 고

종 이전의 것과 일제 강점기 이후의 형태를 구분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활용된 부재를 

사용한 점과 입수시설이 궁원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형

식과 이질적인 점은 현 상태의 석루조A에 대한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동궐도」에 나타나지 않는 산단

의 시설들이 언제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지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차후 이루어질 후

원의 정비사업에 있어 복원 기준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창덕궁에서 석루조A와 유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사

례를 찾아보면 옥류천 어정의 배수시설이 가장 비근하다. 

어정은 현재 철거되어 있지만 근래까지 어정 난간석 밑

【 사진 8 】   석루조A의 변형과정과 ‘氷泉’ 각자

a.   1970년대의 사진 
(출처 : 정동오 1986: 177)

b.    1980년대의 사진 
(출처 : 주남철 1990: 81)

c.     각자부 확대 
(출처 : 주남철 1990: 81)

d.      현 상태 
(출처 : 필자 촬영)

e.       석루조 북쪽의 계단 
(출처 : 필자 촬영)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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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은 석루조와 물확이 존재하고 있었다(사진 9-a). 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정

이 아닌 방형의 지당이 있었다.15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어정 내부에서 흘러넘치는 샘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석루

조A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옥류천의 어정은 샘물을 수원으로 한다. 석루조 밑에

는 물확을 파서 고인 물을 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진 9-a, b), 때문에 과거에는 약수터라는 지명으로 불

러지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석루조에는 재료가 확인

되지 않는 꼭지가 삽입되어 물줄기가 일정한 수압으로 

유출되도록 조정되었고, 그 물은 물확 안에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사진 9-c). 이러한 배수시설의 구조는 

석루조A와 매우 흡사하다(사진 9-d). 또한 우물 부재를 

쪼개어 장식한 것과 배수 구조가 옥류천 어정의 것과 동

일한 점은 석루조A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석루조B 즉, 장대석으로 쌓은 석대와 석

수 형태의 누조도 철거된 석재가 재활용되어 만들어진 것

이다. 석루조B를 장식하고 있는 원형의 석물 또한 우물

의 부재이며, 그렇다 보니 장대석으로 쌓은 석대의 4폐

(陛)석은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다른 규격의 석재가 사

용되었다(사진 10-b). 석루조B 내부에 설치된 쇠파이프

의 경우, 이 시설물이 근래에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근

거가 된다(사진 10-c). 수원 확보를 위해 비근한 시점에 해

체의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지만, 초축 시에 설치된 것이

라 해도 조성시점은 빨라야 일제 강점기 이후로 소급된다. 

석축 위에 물을 유출시킬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것도(사

진 10-d) 이 시설이 근래에 만들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창덕궁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유사 사례로, 신선원전 동

쪽에 위치한 샘터를 들 수 있다(사진 11). 현장조사 결과, 

이곳 샘터에는 80년대 빙천에 유입된 경관석(사진 8-b)과 

동일한 종류의 돌로 축석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석수형의 

【 사진 9 】   옥류천 어정과 석루조

a.   1960년의 어정과 석루조 
(출처 : 국가기록원 CET009041)

b.   1980년대 어정의 누조 
(출처 : 주남철 1990: 81)

c.  현 상태 
(출처 : 필자 촬영)

d.  빙천 석루조 
(출처 : 주남철 1990: 81)

a b c d

【 사진 10 】   석루조B와 석대

a.    1970년대 촬영된 사진 
(출처 : 정동오 1986: 177)

b.   현 상태(점선 부분은 규격이 다른 
장대석을 쌓은 것을 표시함)

c.  석루조 배수구 내부의 쇠파이프 d.  석루조 북쪽의 밸브

a b c d

15  어정은 정우진 등(2012)에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제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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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루조가 설치되어 있었다. 석루조는 위의 형식과 같이 구

멍을 뚫고 꼭지를 달아 물을 흘려보내는 구조였고, 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물확을 파놓았다. 사실 이 석루조가 설치

된 위치는 대보단의 제정(祭井)이 있던 곳이다(그림 11). 

즉 대보단이 훼철된 후 그 기능을 상실한 우물이 이와 같

은 모습으로 변형되었던 것이다.16 창덕궁관리소의 설명

에 의하면 이 시설은 1970년대에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실

제로 「창덕궁 직영공사 관계철」17에서 대보단지 앞 ‘샘터’ 

조성공사가 1976년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신선원전 동쪽의 샘터는 빙천역

에 있는 두 배수시설과 동일한 조성방식 및 구조로 제작된 

점이 발견되며, 여기서 근래 창덕궁에 유사한 기능을 갖은 

석루조들을 만든 주체와 공사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3) 조성 시기와 목적

신선원전 곁의 샘터나 석루조A, 석루조B는 일제 강점

기에 조성된 옥류천 어정과 비교하여 물을 배출하는 방

식은 유사했으나 재활용된 부재를 사용한 점 등에서 보

다 근래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 문화재

청 직영보수단 양동호 단장은 이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석루조A와 B

는 모두 1976년 신선원전 샘터18가 조성되기 4~5년 전인 

1970년대 초에 관람객의 음용수를 위해 마련된 시설이

라고 전한다. 당시 양동호 단장은 1970년대 창덕궁^비원 

보수정화공사에 참여했던 인물로서, 빙천역의 정비과정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석루조A의 위치에는 본래 샘이 있어서 물이 매우 차가웠다. 

예전에는 지하 수맥이 살아 있어서 물이 잘 나왔다. 그런

데 당시 창덕궁에 단체 관람객을 많이 받았는데 물 마실 

곳이 없었다. 예전 빙천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샘물을 떠 

마실 수 있도록 바가지가 놓여 있었으나, 위생상의 문

제가 있었다.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음수시설의 개념으

로 본래 있던 우물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석루조를 비

롯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곳의 물이 매우 차가웠기 때문

에 ‘氷泉’이라는 명패를 달아 붙였다. 과거에는 궁궐 어

구 곳곳에 이런 석물(석루조)이 많았다. 공사하다 수습

된 석루조를 가져와 드릴로 구멍을 뚫고, 몸에 안 좋은 

건데, 납으로 된 파이프를 꽂아 넣었다. 그때는 물줄기가 

제법 세차게 나왔다. 그리고 옥류천을 모방해서 타고 도

는 물길을 만들었고, 기억에는 네모난 물웅덩이도 당시

에 쪼아서 만든 것이다. 석루조B의 경우 바위틈에서 물

이 나와서 내부에 탱크를 만들고 석대를 쌓았을 때 만든 

16  대보단 제정의 위치와 기능은 정우진과 심우경(2012)을 참조할 것.

1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130129

18  신선원전 동쪽의 샘터는 당시 ‘용천(龍泉)’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명칭은 물이 차가워서 붙인 빙천(氷泉)과 대응되는 이름으로 모두 임의작명된 명칭이다(김동호 단장 

증언). 

【 사진 11 】   1970∼1980년대 조성된 창덕궁 신선원전 동쪽 샘터

(龍泉)

a.  신선원전 동쪽 샘터의 전경 b.  석루조 확대 

a b

【 그림 11 】   「동궐도」에 나타난 대보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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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4~5년 뒤인 1976년에는 신선원전 동쪽에 우물

터[대보단 제정]를 개수하여 현재와 같은 샘터를 만들었

는데 당시 국장의 이름을 따서 용천(龍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억에는 거기에 팔각형으로 된 작은 우물이 있

었는데 물이 아주 잘 나왔었다. (2013년 6월 28일, 문화

재청 직영보수단 양동호 단장의 인터뷰 내용) 

이상의 인터뷰 내용대로, 석루조A와 석루조B는 모두 

19070년 초에 조성된 것이었고 조성경위는 관람객에게 음용 

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간단히 정리된다.  

이처럼 빙천역에서 웃바위와 아랫바위의 일부 수경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1970년대 이후에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빙천 일대는 관람객의 음용수를 위한 시설물이라는,  

의외로 단순한 이유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산단 권역의 
정비와 활용

1. 해방 후에서 1970년대까지 

현재 창덕궁에서 산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주변 

환경도 수차례 정비되어 제례공간의 엄숙함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창덕궁 평면도’라

는 제호를 가진 도면 몇 종에서 산단의 위치에 ‘제단(祭

壇)’이 표기된 점은 산단이 일제 강점기까지 존재했었음

을 말해준다(그림 12). 도면에서 산단 주변으로 가장 눈

에 띄는 점은 현 탐방로의 체계와 다른 동선이 표기된 부

분이다. 이 길은 언덕의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는 대보단과 

옥류천을 향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연경당과 통해 있는데,  

일제 강점기 전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후원의 소로

(小路)로 여겨진다. 도면에서는 능선을 따라 걷는 오솔

길에서 ‘제단’으로 향하는 짧은 진입로가 나타나고 있는

바, 현재의 탐방로는 이러한 오솔길을 대체하여 현재의 

큰 길로 대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 도로는 연경당 서쪽에 있던 소로와 빙천을 잇는 길

로서, 도로폭이 7~8m에 달한다(사진 12). 1969년에서 

1970년 사이에 이루어진 ‘창덕궁 및 비원 대보수정화공

사’ 때 대대적인 도로개설 공사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 당시에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창덕궁 평면도 B와 

현황배치도를 겹친 도면(그림 13-a), 그리고 비교적 근

래에 제작된 창경궁 평면도 D와 수치지형도를 조응시킨 

도면(그림 13-b)을 보면, 당시 공사로 변화된 동선체계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빙천의 진입부와 도

로의 진행방향을 의도적으로 맞춘 점이 확연히 드러나

【 사진 12 】   현 빙천역의 진입부

【 그림 12 】   일제 강점기 제작 창덕궁 평면도류에 나타난 산단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a.   창덕궁 평면도 A 
(1911년 추정)

a

b.   창덕궁 평면도 B 
(1921∼1932년 추정)

b

c.  창덕궁 평면도 C 
(1932∼1936년 추정)

c

d.  창덕궁 평면도 D 
(1936년 이후 추정)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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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빙천을 주요관람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선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시 고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두 차례 진행된 창덕

궁 비원 보수정화공사는 일제에 의해 변형된 후원을 되

살린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후원에 6m 너비의 신작

로를 내고 축대가 조성되는 등 본래의 지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9 산단 권역의 경우, 남

아 있는 건물이 없었고 이를 고증하여 복원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20 임의

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진 문제가 있었다. 산단은 이 시기

(1970년대 이전)에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빙천역은 1970년대 초에 조성된 ‘빙천’이라는 각자가 새

겨진 음수시설 외에 특별한 관람요소가 없던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경물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장식적 요소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확인 가능한 것을 살펴보면, <사진 13-a>에서

는 빙천 입구에 안내판이 나타나며, 여기에는 ‘빙천(氷

泉)’으로 표기되어 있다. 안내판 옆에는 진입로를 강조하

는 석주(식석) 한 쌍이 나타나고 있으나(사진 13-b) 그 당

시의 정비로 추가된 것이다. 정동오(1986)는 이 석주에 

연화봉우리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 석주는 제거

되어 있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a.   창덕궁 평면도 B와 현황배치도를 겹친 도면 b.   창덕궁 평면도 D와 수치지형도를 겹친 도면

a b

【 그림 13 】   일제 강점기 제작 창덕궁평면도류에 나타난 산단 (주 : 붉은 선은 현 도로를 표시)

19  『경향신문』 1970년 6월 17일, 「비원중수」; 1979년 3월 26일 「원형 되찾은 비원 4월부터 일반에 공개」 기사 참조. 

20  『동아일보』 1970년 6월 15일, 「창덕궁 비원 보수공사 완공」 기사 참조.

【 사진 13 】   1970년대 창덕궁 후원 탐방지로 개발된 빙천의 시설물

a.  안내판 (출처 : 1972년 6월 14일자 『동아일보』) b.  진입부 (출처 : 정동오 1986: 177) c.  웃바위로 오르는 계단 유구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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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가을 창덕궁관리소에 의해 오랜 시간 쌓

인 낙엽층을 제거하는 정비과정에서 웃바위로 오르는 계

단이 발견되었는데(사진 13-c), 조성 시점은 당시 공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1970년대임이 밝혀졌다. 더군

다나 우물 부재가 재활용된 2개소의 배수시설(석루조A, 

석루조B)도 1970년대 초에 만든 것이 확실하나 이마저

도 몇 차례의 정비과정에서 점차 훼손되어 왔던 점은 아

쉬움을 주고 있다. 

2. 비원관람 동선에 포함된 빙천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2차 창덕궁^비원 보

수정화공사 후에도 빙천은 관람동선에 포함되어 운영되

었다. 1979년 3월 26일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비원의 관

람을 A코스와 B코스로 운영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사진 

14). 이중에서 2.4km 거리의 A코스의 경우, 주합루 일대

를 출발하여 존덕정, 옥류천을 거쳐 빙천에 이르는 일정

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람 동선에 빙천

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표 2). 

이렇듯 산단 권역은 1970년대에 이미 주요한 관람지

로 개발^활용된 전례가 있었고, 옥류천 위이암과 유사한 

기법으로 조성된 곳이므로, 차후 복원정비가 이루어진 

후 옥류천을 거쳐 연경당으로 돌아오는 관람동선 상에 

산단 권역을 추가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산단 권역은 창덕궁 후원에 소재한 여타의 주요 거점

에 비해 이용에 관한 관련된 사료가 절대적으로 빈약하

며,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남아 

있는 대부분의 유구들이 1970년대 초에 공사 관계자들

에 의해 임의변형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

단 권역이 과거 창덕궁에서 어떤 기능과 용도로 존재하

고 있었는지를 구명하는 것과 시간에 따른 변화상이나 

변형의 원인을 설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에 본 연구는 유사 사례에 의존한 비교분석이 개연적 결

론을 도출시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사료와 상

황에 근접하는 다양한 사례를 선별^재구성하여 산단 권

역의 물리적 특질과 가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요소에서 보이는 특징을 유사 사례와 결부시

키는 접근방식은 해석의 틀이 되는 정보가 빈약한 현 상

황에서 산단 권역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는 전초 작업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수

행된 산단 권역의 조영개념, 경관설계기법 및 변천과정

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1. 산단 권역은 그동안 산단이라는 단호에 의해 산신

을 제사 지내는 민간신앙터로 또는 물이 차가운 성질이 

부각되어 왕실의 여름 휴게시설로 추정되어 왔다. 산단

이 명시된 유일한 사료가 되는 동궐도에는 산단 외에도 

a.  기사 전문 b.  관람 동선관련 부분 확대

a b

【 사진 14 】   『경향신문』 1979년 3월 26일, 「새단장… 원형  

되찾은 비원, 4월부터 일반에 공개」 
(출처 : http://newslibrary.naver.com)

관람 유형 관람 동선 비고

A코스

(2.4㎞)

돈화문~인정전~선정전~금원문~연경당 순회~ 

부용지 부근~반도지 부근~약수터[옥류천] 휴식~ 

취규정~빙천~연경당 순회~화훼단지~금호문 

약수터는 

옥류천으로 

추정됨

B코스
돈화문~인정전~선정전~금원문~부용지 부근~ 

연경당 순회~화훼단지~금호문

【 표 2 】 창덕궁^비원 보수정화공사 직후 관람 동선

(출처 :  『경향신문』 1979년 3월 26일, 「원형 되찾은 비원 4월부터 
일반에 공개」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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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에 내불당이나 신당으로 추정되는 2채의 건물, 산단

의 신실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백운사 등 종교시

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시설들은 

당시 통용되던 토지신(后土神)에 대한 제례시설을 구비

했던 것이거나 왕실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산단 권역의 주된 공

간성격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동궐도에 2개소의 예필 각

자와 석지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왕실의 여가와 

휴식의 장소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산단 권역은 인조, 숙종, 순조 연간과 일제 강점기 

및 창덕궁^비원 보수정화공사 등 여러 시대에 걸친 경관 

층위가 발견된다. 최초, 인조 연간에 취승정의 건립으로 

개발된 산단 권역은 승경을 감상하는 후원의 한 거점에 

마련된 임금의 휴게시설로 조성되었고 이러한 용도는 숙

종이 낙민정을 개건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순

조 연간, 즉 동궐도 제작 이전에 산단과 백운사가 건립되

면서, 이 일대는 산신을 제사지내는 제례공간의 성격으

로 개편되었다고 판단된다. 고종 연간에서 일제 강점기

까지의 시기에 산단은 존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단은 

해방 후 어느 시점에 철거되어 제례의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1970년대 초에 기존의 샘물(우물)을 정비하여 음수

를 목적으로 한 석루조가 설치되었다. 당시 창덕궁 관람 

동선에 빙천이 포함됨으로써 산단 권역은 다시 휴식과 

탐방의 공간으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산단 권역의 성격

은 휴식공간에서 제례공간으로 다시 휴식공간으로의 변

화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3. 산단 권역 내에 위치한 석경물은 조성목적이 분명

치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먼저 아랫바위의 석지와 석간

은 옥류천 위이암의 조성기법과 유도된 수체계에서 유사

한 면모를 보였다. 이 두 수경물(修景物) 간에는 기존 암

반의 일부를 다듬은 점, 너럭바위에 수로를 뚫은 점, 입

수와 출수의 방향, 배경이 되는 바위의 위치와 각자된 부

위 등에서 적지 않은 유사점이 간취되었다. 산단 권역의 

최초 개발이 인조 25년 취승정의 건립으로 이루어졌고, 

「동궐도」에도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아랫바위의 석지와 

석간수도 당시 취승정과 함께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현 상태는 1970년대 초에 공사 관계자들에 의

해 임의로 변형된 것이었다. 또한 산단 권역에 존재하는 

2개소의 배수시설(석루조A, 석루조B)도 1970년대 빙천 

공사에 참여한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근래에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 권역을 지시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빙천’은 인터뷰 

결과, 임의로 작명된 것임이 밝혀졌다. 1970년대에는 석

루조A 윗부분에 ‘氷泉’으로 각자된 석물이 부착되어 있

었다. 1976년 보수정화공사 이후로 석루조A는 점차 훼

손되어 갔으며 2차례에 걸쳐 종류가 다른 경관석이 유입

된 것이 확인되었다.

5. 산단 권역은 1970년대 이후에 이미 주요한 관람동

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의  

활용은 발굴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

간신앙이 조선시대 궁궐에서 행해진 흔치 않은 경우가 

되므로 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산단 권역의 함의와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복원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고 본다.  

권역의 명칭은 「동궐도」에 권역의 중심시설인 산단이 나

타나므로 ‘산단 권역’으로 명명될 수 있겠으나, ‘천성동’

이라는 예필의 내용과 옥류천을 ‘옥류동’으로 명명했던 

역사와 결부시켜 볼 때 ‘천성동 권역’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는 학계의 검토를 거쳐 사실에 부합되면서 대표

성을 갖는 명칭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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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Components 
and Conversion of Sandan Area in the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structional concepts, landscape design techniques and changes made of 

the Sandan(山壇) area in the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based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z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Constructional layers that have been maintained throughout the centuries from King Injo(仁祖), King 

Sukjong(肅宗), King Sunjo(純祖),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were found in the Sandan 

area. The Sandan area, which was developed with the establishment of Chuiseungjeong(取勝亭) during 

the ruling of King Injo(仁祖), was created as a resting place for the King, and its usage continued until 

King Sukjong(肅宗) built Nakminjeong(樂民亭). However, the whole area was reorganized to host ritual 

ceremonies, where ancestral rites were performed for the mountain gods, after Sandan and Baekunsa(白

雲社) were built during King Gojong’s reign, before the drawing of ‘Painting of Eastern Palaces(東闕圖).’ 

The architectural component used then appears to have been designed to serve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for the god of land, or to satisfy the religious desires of the royal family not fulfilled by Confucian courtesy. 

These ar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the Sandan area. Meanwhile, the analysis of the ground plan of the 

Changdeokgung Palace revealed that the Sandan had been maintained until the Japanese colonial era, but 

was removed sometime after liberation. The area underwent extensive reform in the early 1970s, when 

the whole area was developed into a tourist destination called Bingcheon(氷泉). Then, a new road that 

runs through Bingcheon was laid, and the present condition reflects the construction result of the time. An 

interview with a person who had taken part in the repair work in the 1970s confirmed that the construction 

work at the time had the goal of establishing two drainage systems for drinking water and copied the 

Okryuchon(玉流川)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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