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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계화기법(界畵技法)으로 그린 ‘전라구례오미동가도(全羅求禮五美洞家圖)’를 통해 운조루(雲鳥樓) 살림집의 

공간배치계획과 경관 기법을 고찰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미동가도’는 창건주 류이주(柳爾冑)가 

용천부사로 재임할 때(1782년) 설계도면을 보내 집을 짓게 하였다는 점, 정형화된 풍수적 사신사 구조의 자리 

잡기와 기본계획도 성격이 농후한 점, 그리고 합각지붕이 1804년에 솟을대문으로 중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운조루 창건시기(1776~1783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운조루는 지리산 노고단(祖山)과 형

제봉을 주산(主山)으로, 오봉산(案山)과 계족산(朝山)을 안대로 자리했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동방천(外明堂水)

을 표현하는 등 배산임수 풍수국면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셋째, 운조루는 직교 축선에 위계를 설정하여 

품(品) 자형 건물군이 5영역으로 분화된 구조인데, 바깥뜰 외원과 뒤뜰 후원을 갖춘 5동(棟) + 6마당(庭) + 2원

(園)의 토지이용체계를 가진다. 넷째, 심미성과 풍수적 화기비보(火氣裨補)를 겸한 바깥뜰(외원)의 조성은 연못

(방지원도형)을 중심으로 유교와 도교적 관념 등 상징적 경물(景物)을 대입시켜 지속 가능한 생태정원을 구축하

고 있다. 다섯째, 사랑마당에는 화계(花階)와 화오(花塢)를 가꾸었고, 괴석, 학과 매화나무, 소나무, 위성류, 초화

류 등 조경 요소를 활용하여 선경의 이상세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심수를 도입하는 등 형이상학적 상징성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사랑채 누마루에서 조망되는 원경과 중경, 그리고 앙부(仰俯) 경관 등 자연의 경(景)이 내부로 

관입되거나 외부로 확장되는 차경(借景)과 관경(觀景)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섯째, 북쪽 담장 밖의 소나무 

총림과 조산(造山)은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 측면은 물론 풍수적 채움의 미학이 고려된 전통조경기법 사례라 

하겠다.

주제어 ‘전라구례오미동가도’, 공간계획과 경관, 생태정원, 주거환경의 쾌적성, 채움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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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양의 전통적 공간이론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된다. 즉,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생명의 흐름’으로 보아 인

간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천지(天地)^건곤(乾坤)^우주

(宇宙)의 의미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공간현상에 관한 해

석의 근원이 된다.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제시되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인간의 삶’이란 경제

적^물적 기반은 물론이고 문화와 사회^환경이 어우러진 

통합적 접근에 의해서만 올바른 추구가 가능함을 체득하

고 있었다(최수명 1995: 9).

집은 인간의 생활근거이자 미학의 총체이다. 그런 만

큼 집은 인간의 사유를 기록한 문헌과 예술작품에 다양

하게 등장한다. 조선 후기에는 본격적으로 집과 장원을 

경영하고, 저택에서 영위하는 삶을 설계하여, 집의 경영

과 삶의 설계를 둘러싼 구체적 과정과 내용을 남기거나, 

화가를 불러 그림으로 그린 사대부들이 적지 않게 등장

한다. 그런 유적을 포함해 남아 있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집을 바라보는 시각과 건축의 미학, 조경의 미학

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영위하고자 한 삶의 특

징을 엿볼 수 있다(안대회 2007: 4~5).

양산보, 정철, 송순, 김인후, 윤선도, 정약용 등 수많은 

사대부 계층의 삶과 관련된 유배 또는 은둔과 은일 등의 

성향은 전라도 지방 주거와 조경문화에 다양하게 파급되

었는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상류계층의 격조 높은 정원

문화를 추적할 수 있는 등 다채로운 작정기법과 경관미

학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례 운조루(사랑채 및 택호)

는 18세기 특정 상류계층(대구 출생의 고위직 무관)이 

조영한 살림집인데, 경상도 지방의 ㅁ자형을 기본으로 

품(品)자 구조(또는 바람개비형)를 취하면서 방실이 일

렬로 설정되는 호남지방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사랑

채는 누마루가 병존하는 궁궐양식 등이 중첩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풍수가이자 축성 및 건설 전문가였던 

류이주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마치 봉황이 날개를 

【 사진 1 】 구례 토지면 ‘운조루’ 전경 항공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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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친 듯 격조 높은 살림집(운조루)을 조영하였는데, 정

교한 축석기법과 외원의 조성 그리고 상징적 가치를 정

교하게 대입시킨 조경기법 등 아름다운 명원(名園) 사례

라 하겠다. 

운조루 살림집과 관련하여 창건 당시 설계도면으로 

추정되는 ‘전라구례오미동가도(全羅求禮五美洞家圖, 가

로 66×세로 112.5cm)’는 계화기법으로 그린 지본담채

화(紙本淡彩畵)이고, 창건주(류이주)가 68세 때(1793년) 

조카이자 양아들인 류덕호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기록으

로 『장자구처기(長子區處記)』 등의 관련 자료가 남아 있

기도 하다. 이들 자료는 운조루 살림집의 자리 잡기는 물

론 토지이용과 건축, 조경 그리고 풍수경관 등 다양한 문

화경관 요소를 추적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판단된다.

계화법은 자(尺) 같은 보조기구를 써서 궁궐, 사찰, 주

택, 정자 등의 건물을 정밀하게 그리는 기법 또는 그림을 

일컫는데, 기록성을 위주로 하는 실용화와 장식화에 주

로 쓰였으며,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므로 직업 화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다.01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궁궐의 

전각, 의궤도, 행사의례도, 별서도 등에 많이 사용했는

데, ‘궁궐도’, ‘경기감영도’, ‘동궐도’, ‘소쇄원도’, ‘오미동

가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계화 표현방식은 산

수점경형(산수화 기본구도에 경물의 묘사), 등각투사형

(비례, 크기, 위치를 등각으로 표현), 평면입면형(중요시

설이나 공간상황을 중심에 두고 실제보다 확대, 축소, 생

략하여 입면을 고려한 표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계화법을 활용하여 평면 입면형태로 정교하게 

제작된 ‘오미동가도’는 담양의 소쇄원 별서를 판각한 ‘소

쇄원도’(그림 1), 함안의 ‘무기연당도’(그림 2)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정원 관련 작도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오미동

가도’는 운조루 창건 당시의 살림집 자리 잡기 및 공간계

획 등을 설득력 있게 입면형 평면도로 표현한 조경 기록

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의 

입면을 전개시키되, 동서축 사랑마당을 중심축선으로 남

쪽과 북쪽의 상하 방향성을 고려한 입면형상을 평면상에 

정형화시킨 계획도면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살림집 자리 잡기와 공간배치는 물

01  출처 :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4152

【 그림 1 】  ‘오미동가도’보다 약 25년 앞서 계화법으로 제작된 

‘소쇄원도’(1755년)

【 그림 2 】  ‘오미동가도’와 같은 계화법으로 그려진  

‘무기연당도’(17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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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마을 주변 풍수적 경관구조까지 설득력 있게 표현된 

‘전라구례오미동가도’를 중심으로 1793년 작성된 『장자

구처기』 등의 보충 자료를 분석하여 살림집 문화경관의 

공간구조와 배치체계 등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즉, ‘오미동가도’에 근거하여 문화경관 요소가 다양

하게 중첩된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소재 구례 운조루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8호)에 관하여 자리 잡기

와 관련한 입지환경 및 살림집 토지이용, 조경기법 등 공

간구성 기법과 경관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살림

집 경영과 관련한 합목적적 경관 짜임과 같은 조경적 지

혜는 물론 ‘오미동가도’의 성격과 정확한 기록성 추출 및 

고증 등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운조루의 창건과 자리 잡기

1. 창건주 류이주

운조루의 창건주 류이주(柳爾冑 1726~1797)는 대구 

출생으로 28세 때(1753년, 영조 29년)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42세 때(1767년) 수어청 별장이 되어 남

한산성 축성에 관여했다. 46세 때(1771년) 낙안군수가 

되었고, 1773년 삼수(三水)로 유배되었으며 1776년 함흥 

오위장(五衛將)으로 재발탁되어 함흥성 축성을 관여했다. 

경상도 상주영장(1777년), 평안도 용천부사(1782년)를 

거쳐, 경상도 중군(中軍)으로 경상감영의 축성을 지휘했

으며, 함경도 삼수부사(1789년)를 거쳐, 수원 중군에 임

명된 이후 능원(陵園)의 개^보수를 완수하여 자헌대부 

방어사(防禦使)로 승진했다. 1791년 용천부사로 재임명

되었고, 1793년(정조 17년) 병환으로 사직하여 구례 오

미동 운조루에 내려와 말년까지 은거하였다. 

운조루 창건과정은 윤사국(尹師國 1728~1809)이 쓴 

류이주의 행장기록(1793년)에서 추적할 수 있다. 즉, 류

이주는 방기(方技,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통해 길흉을 점

치거나 불로장생을 판단)에 능통하였고, 감여가(勘輿家, 

陰陽家)로 풍수지리에도 조예가 밝았다. 구례의 구만을 

보고 터를 잡아 삼수유배에서 돌아와 형을 모시고 가족

들을 이끌어왔다. 타향에서 도움 없이 넓은 땅에 100여 

칸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이 터를 이름난 길

지(吉地)라 하였으나 바위가 험난하여 힘이 들므로 감히 

터를 잡지 못하였다(박익수 1998: 197). 

이처럼 천문과 풍수지리에 정통하였고 축성 건설 전

문가였던 류이주는 수원 능역을 비롯해 군사요충 지역

의 수많은 축성을 주도했는데,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낙안군수 재직 시(1771~1772년) 점지하였던 구례 오미

【 그림 3 】  창건주 류이주의 영정 (출처 : http://unjo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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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양택을 개기(開基)하여 형제들을 거느리고 이거하

였다.02

2. 운조루 자리 잡기

운조루가 자리한 오미동은 원래부터 민간에 널리 전

승된 명당처로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의 풍수』에도 

‘구례의 금환락지(求禮의 金環落地)’란 제목으로 ‘길처3

혈(吉處三血)’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이 이주하였던 마을

로 소개하고 있다. 

‘오미동(五美洞)’ 지명과 관련하여, 류제양(柳濟陽 

1846~1922, 류이주의 4세손)은 그가 65세 때 지은 『오미

동여사(五美洞閭史)』 서문에서 ‘오미(五美)’의 뜻을, 첫

째: 마을의 안산인 오봉산의 기묘함, 둘째: 사방으로 둘

러싸인 산들이 오성(五星)처럼 길하고, 셋째: 물과 샘이 

족하며, 넷째: 풍토가 질박하고, 다섯째: 터와 집들이 살

아가기에 쾌적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오미동 마을

은 산수, 지리, 생리, 인심 등 땅이 지니고 있는 낙토(樂

土) 조건을 모두 갖춘바, 주거 건전성을 충족하는 풍토환

경임을 보여준다.

이중환(1690~1756)의 『택리지』 「팔도총론」에는 오미

동 구만촌과 관련하여 “구례의 서편은 봉동(鳳洞)이며 천

석(泉石)이 기이하다. 동쪽에는 화엄사와 연곡사의 명승

이 있고, 남쪽은 구만촌(九灣村)이다. 임실에서 구례까지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름난 구역과 훌륭한 경치가 많

고 또 큰 마을이 많으나 그중에도 구만촌은 시냇가에 위

치하여 강산, 토지와 거룻배를 통해서 얻는 생선, 소금의 

이득이 있어 가장 살 만한 곳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지리산의 노고단(1,507m) 남쪽으로 흘러내린 계

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충적지 위에 형성된 오

미동 마을 앞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동방천(섬

진강 지류)이 관류하고, 강 건너편까지 넓게 금환들이 펼

쳐지는데, 멀리 안산인 오봉산이 솟아 있으며 조산인 계

족산(705m)이 주작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동쪽에는 

청룡격인 왕시루봉이, 서쪽에는 백호격인 천왕봉 지맥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민경현 1991: 267).

특히, 운조루는 지리산 노고단이 조산이고 형제봉이 

주산이 되는데, 형제봉에서 건해(乾亥, 북서) 방향으로 머

리를 돌리다가 다시 축간(丑艮, 북동)으로 돌려 월령봉

을 만들고 천황치를 지나 자계 방향으로 벗겨져 내리면

서 건해 청룡, 축간 백호가 되어 운조루를 감싸고 있다.

【 표 1 】 운조루 창건주 류이주의 생애와 주요 연혁

 구분 주요 연혁 비고

1726년 현 대구시 동구 입석동 출생 영조 2년

1753년 무과에 급제 영조 29년

1755년 관직에 등용 홍봉한(1713~1778)의 천거

1767년 수어청 파총 성기별장 남한산성 축성

1771년 낙안군수 운조루 터 점지(金環落地)

1773년 삼수유배 세곡선 침몰에 연루

1774년

해배 후 고향(대구) 형제와 

가족을 이끌고 구례 월평으로 

이거 후, 구례 토지에 정착

1차 : 구례 월평

2차 :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776년
함흥 오위장

구례 오미동 운조루 상량식

함흥성 축성

9월 16일(金龜沒泥 명당)

1782년 풍천부사, 용천부사 운조루 설계도(家圖) 보냄

1783년 용천부사 재직 시 운조루 완공 100여 칸 규모

1786년 경상도 중군 경상감영 축성

1789년 삼수부사

1790년
조카 류덕호(1757~1815)를 

양자로 입양
백부(류이주)

1791년 경기도 중군 수원 능원 개보수

1792년 풍천부사
노비 21명, 가사 78칸, 

밭 2.5결, 논 26결 규모
1793년 재산상속(『장자구처기』)

1793년 풍천부사 사직 정조 17년

1797년 구례 오미동 운조루에서 사망 정조 21년

02  출처: http://unjo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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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조루는 계입수계좌(癸入首癸坐)로 자리하

였으며 득수는 곤득사파(坤得巳破) 형국이다. 운조루가 

있는 오미리는 배산임수의 동네로 정방(丁方)에 있는 안

산인 오봉산(五峯山)은 세 개의 필봉으로 솟아올랐고 병

방(丙方)에 멀리 계족산이 필봉형국으로 솟아 있다. 국

을 둘러싼 청룡과 백호는 내 청룡이 짧고 외 청룡이 길며 

내 백호가 길되 외 백호는 짧다. 내 청룡이 짧아 수구가 

허하다고 여겼던지 수구 가까이에 조탑(造塔)을 만들어 

비보(裨補)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3. 운조루의 조영

류형업(류이주의 6세손)이 쓴 「오미동와가중수기」와 

류제양(류이주의 4세손)이 쓴 『시언(是言)』 등에 의하면 

운조루는 1776년(丙申年) 9월에 착공하여 7년 만인 1783

년에 100여 칸 규모로 완성되었다. 집을 짓는 일은 조카

인 류덕호(柳德浩 1757~1815)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백

부(류이주)를 따라 구례에 살다가 뒷날 양자가 되어 재

산을 물려받았다. 

류제양이 1868년에 기록한 일기 『시언』에 의하면 류

이주는 운조루 터를 닦으면서 하늘이 이 땅을 아껴 비밀

스럽게 나를 기다린 것이라고 기뻐했으며, 설계도인 ‘가

도(家圖)’를 내려 집을 짓도록 하였다. 

살림집 택호이자 사랑채 당호를 겸한 운조루는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 또는 ‘구름 위를 나는 새가 찾

아오는 집’이란 의미를 지니는데, 진나라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귀거래혜사(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에 피어오르고 새들은 날다 지쳐 

둥지로 돌아오네)’에서 머리글자를 차용했다. 

한편, 사랑채 당호는 3대와 4대 가주들의 아호가 추가

되어 이산루(二山樓, 5대 류제양의 호), 족한정(足閒亭), 

운조루(雲鳥樓), 귀만와(歸晩窩, 1대 류이주의 호) 현판

이 걸려 있고, 귀래정(歸來亭), 농월헌(弄月軒, 4대 류견

룡의 호) 등으로 불린다. 

오늘날 운조루 살림집은 담장의 길이가 동서 165자, 

남북 156자 크기의 710평 규모인데, 별도로 3두락 크기

의 연못을 갖추었고, 터 잡기에는 풍수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운조루 창건 시 건물규모와 공간구성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는 ‘전라구례오미동가도’와 류이주가 68

세 되던 해(1793년)에 양아들 류덕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기록인 『장자구처기』 등이 남아 있다(그림 4 참조). 

이 기록에 의하면 건물은 사당 2칸, 체사(體舍) 9칸, 

동익랑 3칸, 동행랑 12칸, 서행랑 12칸, 층루 4칸, 전행랑 

6칸, 서익랑 3칸, 서협랑 3칸, 층루 3칸, 하외사(下外舍)  

4칸, 외사(外舍) 8칸, 동족침사(東足砧舍) 3칸, 중외사(中

【 그림 4 】  운조루 창건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구례오미동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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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舍) 3칸, 대문 1칸, 내외측(內外厠) 2칸(최만봉 1997: 

149) 등 모두 78칸 규모인데, 협문과 중문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85칸 규모가 된다(그림 5 참조). 『장자구처

기』의 기록 시점은 운조루가 완공(1783년)된 지 불과 10

여 년이 경과된 때이므로 창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미동가도’에 이를 대입시켜 보아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즉, 운조루는 사당과 안채, 안채 전 행랑, 큰 사랑채, 

중간사랑채, 바깥사랑채, 외행랑 등으로 구성된 85칸 규

모로, 안채 안마당, 사랑채 앞마당, 안 행랑마당이 품(品)

자 형을 이루는 배치를 하고 있으며, 바깥행랑채 앞으로 

긴 연못이 가로놓여 있다(문화재청 2007: 10).

‘전라구례오미동가도’의 분석

운조루의 착공 시기는 큰사랑채의 상량문 묵서, 류제

양의 「가옥중수일기」(1916년), 그리고 류형업의 「오미동

와가중수기」(1916년) 등에 의해 1776년(병신년)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류제양의 『시언』(1868년)에 의하면, “성조

일기에 손수 적기를, 터를 닦은 지 7년 만에 기와집 100

여 칸을 지었다. 당시 고조(류이주)께서는 풍천과 용천

부사로 계셨는데, ‘가도(家圖)’를 보내 집을 짓도록 명하

여 한 치도 틀림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류이주가 류덕호에게 설계

도면으로 판단되는 ‘가도’를 보내 집을 짓게 하였다는 점

이다. 이 ‘가도’가 어떠한 내용의 그림인지 단정할 수 없

지만 내용상 설계도면 성격으로 볼 때 ‘전라구례오미동

가도’일 가능성이 높으며 밀접한 연관성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자료라 하겠다. 

채색으로 그려진 ‘오미동가도’는 운조루의 전체규모

와 배치 및 외형을 평면적으로 뉘어 전개시킨 전형적인 

계화(界畵)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다. 살림집 각 채의 입

면을 기둥으로 구분하여 규모를 부감법(俯瞰法)으로 보

여주고 있으며, 문의 위치나 누의 형태 그리고 수목에 이

르기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설명도에 해당된다(박익수 

1998: 199). 

특히, 작화자의 시선과 관찰자의 시선이 마당을 중심

으로 여러 겹 겹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선이 공간을 따

라 움직이는 동선에 재편집되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투시도를 겸하고 있다(이영미, 호남학연구원 2011: 21). 

‘오미동가도’의 제작연대와 관련하여 박익수는 논문 

「구례 운조루의 주택사 연구」에서 1800년 전후로 추정한 

바 있다. 즉, 류이주의 사후 1804년 홍살문이 내려져 대

문을 중수하였는데 ‘가도’에는 합각지붕으로 그려진 점, 

그리고 1793년 기록인 『장자구처기』에는 사당 신문에 대

한 언급이 없는 반면 ‘가도’에는 신문이 그려져 있는 점 

등을 들어 1793년 이후로 판단하여 그림의 제작 시기를 

1793년 이후 1804년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① 창건주 류이주가 낙안군수 재직 시(1771~ 

73년) 점지하여 두었던 터를 일구어(1776년) 풍천, 용천

부사 재직 시(1782년) 조카이자 양아들인 류덕호에게 ‘가

【 그림 5 】   운조루 현황과 ‘오미동와가구시전도’의 명칭 비교 
(출처 : 문화재청 20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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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家圖)’를 보내 한 치의 틀림이 없도록 집을 짓게 하

여 100여 칸 규모로 완공(류제양의 『시언』(1868년) : 成

瓦百餘間時高王考 視事於豊川龍川兩府 貽厥家圖 命構

第宅 豪不爲差)하였다는 점, ② ‘오미동가도’는 계화 표

현방식을 반영하여 담장으로 정형화된 주거공간에 풍수

적 배산임수 구조의 외부 자연환경 범위까지를 포괄적

으로 제시한 자리 잡기 및 계획도면 성격을 지닌다는 점, 

③ ‘오미동가도’와 비교하여 『장자구처기』(1793년)에 기

록되지 않은 <신문>, <협문>, <시탄장> 등은 재산적 가

치 측면, 또는 당시 가사(家舍) 규제의 측면에서 축소 또

는 생략했을 가능성, ④ 1804년 홍살문이 내려져 솟을대

문으로 중수되었는바, ‘가도’에 표현된 팔작지붕 형태와 

비교해 보면 작화 시기는 1804년 이전이라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미동가도’는 운조루 창건시기인 

1776~1782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오미동가도’를 통해 본 운조루의  

자리 잡기와 공간배치계획

‘오미동가도’를 통하여 운조루 살림집의 자리 잡기와 

주변 자연환경 산수체계, 공간배치계획과 관련한 토지 

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운조루는 지리산 노고단을 조

산(祖山)으로 형제봉을 주산(主山)하여, 안산에 해당되

는 오봉산과 조산(朝山)인 계족산을 안대로 자리 잡았다.  

전면에는 장방형 연못을 도입하였고, 남쪽으로 멀리 동

방천(섬진강 지류)을 실경 특성에 부합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즉, 안산인 오봉산 너머 보다 멀리 남쪽에 위치한 계

족산은 주작이고, 북쪽의 형제봉은 현무가 되며, 북동쪽

의 왕시루봉은 청룡, 북서쪽의 천왕봉 지맥은 백호가 되

어 전체적으로 배산임수(背山臨水) 터에 풍수적 사신사 

국면을 표현하였다.

전통공간에서 건물의 의미는 주변 환경인 대지가 만

드는 공간관계에 의해 주어지는데, 내외부 공간의 연계

성, 공간의 개폐와 연속성, 중심성과 시각적 연결 등의 

공간구성 수법이 대지와 연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

미동가도’는 운조루가 갖는 복거와 낙토의 의미로서 택

리지에서 제시한 수구(水口), 들의 형세, 산의 모양, 흙과 

물길, 조산과 조수 등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그

려내고 있다(최수영 외 2인 2001).

한편, 행랑채 전면에는 너른 연못을 가꾸었고, 담장을 

두른 네모꼴 대저택을 근접으로 묘사하였는데, 사당, 체

사, 동익랑, 동행랑, 서행랑, 층루, 전행랑, 서익랑, 서협

랑, 층루, 하외사, 외사, 동족침사, 중외사, 대문과 협문, 시

탄장 등의 규모가 칸수 단위로 표현되었다(그림 6 참조). 

【 그림 6 】   『장자구처기』에 근거한 ‘오미동가도’의 가사명칭과 

규모, 그리고 풍수경관

형제봉

오산 오봉산

계족산

섬진강

노고단(지리산) 왕시루봉

大舍廊後園  造山

柴炭場(2) 菜圑  祠堂(2)
體舍(9)

神門(1)

外舍(8) 西翼廊(3) 東翼廊(3)
層樓(3) 層樓(4)

中外舍(3) 前行廊(6)

下外舍(4) 東足砧舍(3)西挾廊(3)

西行廊(12) 大門(1) 東行廊(12)

蓮池(3斗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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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운조루는 안채, 안사랑채, 바깥사랑채, 행랑채, 사

당채 등 5영역으로 분화된 공간구성 체계를 보여주는데, 

각 채에 딸린 6개의 마당을 포함하여 연못(方池圓島)을 

갖춘 바깥뜰과 송림을 가꾼 뒤뜰 후원 등, 현재의 살림집

보다 큰 규모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오미동가도’를 통해 본 살림집 조경과  

경관 고찰

‘오미동가도’를 통해본 운조루 살림집의 외부공간은 

살림집 바깥마당(뜰), 사랑채 앞마당과 뒷마당, 안사랑마

당, 안마당과 샛마당, 사당마당, 채포(菜圃)와 후원 등으

로 구성되는데, 조경 요소가 표현된 바깥마당(뜰), 사랑

채 앞마당과 뒷마당, 후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운조루 바깥마당(前園, 外園)

행랑채 전면에 길게 펼쳐진 바깥뜰은 뒷동산(형제봉)

에서 발원하는 계류를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끌어들인 수

경 연못 중심의 외원(外園)을 가꾸었다. 동서로 긴 장방

형 연못에는 수련을 가꾸었고 중간에 원형 섬을 두어 반

송을 심었으며, 주변에는 수양버들, 소나무, 배롱나무, 조

릿대, 관목, 창포로 추정되는 초화 등의 식물을 도입했다. 

대문 앞에 이처럼 지원(池園)을 꾸미는 일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출입자에게 좋은 인상과 즐거움을 

주며, 자연과의 일체감을 고려한 작정기법이라 하겠다

(정동오 1986). 특히, 농경문화의 기저 속에서 다목적 용

도의 실용적 바깥마당 대신 수경시설인 물길 수로와 연

못을 파격적으로 조성한 의도는 동쪽으로부터 입수되는 

내명당수의 수구막이 역할, 그리고 화산(火山)으로 해석

되는 계족산의 화기를 제어하기 위한 풍수적 비보책 등

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산이 불꽃처럼 생긴 바위산이 포진해 있으면, 이런 

터의 대문 앞쪽에는 인공적으로 연못을 조성해 놓는 경

우가 많았다. 즉, 좌청룡 우백호나 터를 감아 도는 냇물

과 들판이 좋고, 집 뒤의 배산(背山)이 좋다면 앞에 화체

산이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주택 터를 잡는 경우가 

있다. 구례의 ‘운조루’ 터가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앞산이 약간 화기가 있는 바위산이다. 그래서 운조루에

는 대문 앞에 네모진 형태의 연못이 있다. 축대를 쌓아

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비보연못’인 것이다. 또 하나 화

재 예방 장치는 운조루 대문 앞을 흘러서 나가는 조그만 

자연 수로(水路)이다. 이를 내명당수(內名堂水)라고 부

른다. 물론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 연못과 수로의 

물을 직접 퍼서 사용하기도 하였다(조용헌 2008).

이러한 양상은 류이주가 방기(方技)에 능통하였음은 

물론 감여가(勘輿家, 陰陽家)로서 풍수지리에 정통하였

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방지원도형 연못조성(천원지방과 신선사상), 운

조루(큰 사랑채)와 귀래정(작은 사랑채) 편액 그리고 버

드나무(도연명의 귀거래 안빈낙도사상), 배롱나무(무릉

도원경의 세계), 소나무, 연, 대나무 등(유교적 규범 속에

서 군자로서의 고귀한 삶 의인화) 조경소재를 통하여 작

정자가 지향한 정신세계의 확장성을 추출하게 된다(그

림 7 참조).
【 사진 2 】   운조루 행랑채와 바깥뜰(外園) 연못(方池圓島形)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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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조루의 바깥뜰 외원은 물과 식물을 소재로 

한 심미성과 환경 생태적 측면, 그리고 풍수적 비보 원칙

과 유교적^도교적 관념과 같은 형이상학적 가치 등 채움

의 미학을 반영한 상징정원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2) 운조루 사랑채 앞마당과 뒷마당

살림집 서쪽에 자리한 큰 사랑채(雲鳥樓)는 정교하게 

축석된 높은 기단 위에 조영되어 앞뜰과 뒤뜰을 가꾸었

는데, 높이차에 의한 위계를 반영하여 시원한 개방감을 

확보하였고, 너른 마당에 조경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하

였다. 특히, 막돌 허튼층쌓기로 축조된 기단 위에 자리한 

사랑채는 대청과 누마루를 띄워 병존시키고 있는데, 행

랑 너머 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구만들을 굽어볼 수 있으

며 멀리 안산인 오봉산, 그리고 조산인 계족산이 조망되

는 등 중경과 원경의 차경미를 시원스럽게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사랑채 전면에 인접하여 조성된 앞뜰 화계에는 화목

을 가꾼 4개의 화분이 도입되었고 사이사이에 삼신산을 

상징하듯 3개의 괴석을 땅에 심어 식석했다. 단정한 네

모꼴 형태의 뒤뜰 화오(花塢)에도 화목을 도입한 3개의 

화분이 도입되었고 그 사이에 3개의 괴석을 땅에 심었다. 

이러한 조경 양상은 추위에 약한 화목류(가문번영을 기

원하는 의미를 지닌 석류, 동백 등으로 추정)의 도입, 그

리고 불로장생의 염원과 삼신산을 대입시킨 경물로서 선

경세계 비유 등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서쪽 누마루에는 류이주 자신이 매화와 그늘 아래 노

니는 학에 시선을 집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매화

는 동양의 시인 묵객과 사대부 계층에서 고매한 인간됨

을 의인화하며 소나무, 대나무와 함께 세한삼우(歲寒三

友)로 애용된 정원 식물인데, 이곳에서 그윽하게 완상하

는 정심수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한편 학은 장생 동물로 고귀한 신선에 비유되기도 하

는데, 송나라 때 임포(967~1028)처럼 세상의 명리를 구

하지 않고 청고(淸高)하며 유유자적하는 매처학자(梅妻

鶴子, 매화 아내와 학 자식)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특히, 가주(家主)인 류이주 자신이 도연명 상(像)

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도연명의 작품으로 「귀

거래사」, 「도화원기」, 「오류선생전」, 「귀조(歸鳥)」, 「음주

이십수」 등이 있는데, 운조루 누마루에서 감지되는 가주

의 자연귀의, 그리고 은일하는 삶의 즐거움 등 가치관은 

「음주」 편 다음 시에서 추적할 수 있다. 

산기일석가 

(山氣日夕佳, 산 기운은 저녁 햇빛에 더욱 아름답고) 

비조상여환

(飛鳥相與還, 나는 새들은 더불어 둥지로 돌아오네)

차간유진의

(此間有眞意, 이러한 삶 속에 자연의 참다운 뜻 있으니)

욕변이망언 

(欲辨已忘言, 어떻게 표현하려 해도 할 말을 잊었네) 

【 사진 3 】  사랑채 누마루에서 본 오봉산(안산)과 계족산(조산)
(출처 : http://unjoru.com)

【 그림 7 】   방지원도형 연못이 중심이 되는 운조루 바깥뜰

동방천(섬진강)

창포   조릿대

中鳥(소나무)수련소나무 연못

버드나무

동행랑대문서행랑

배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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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랑마당 남서쪽 모서리에는 희귀한 위성류가 심

어졌는데, 위성류는 당나귀를 매어놓아 계마수(繫馬樹)로서

의 기능은 물론 서협랑 측간을 차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행랑채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정면부에 소나무

와 꽃이 피는 관목을 도입하였는데, 솟을대문을 거쳐 살

림집 마당으로 처음 들어서는 주체와 객체의 프라이버시 

확보, 소나무가 갖는 정심수(庭心樹)로서 의미부여 등 

이물관물(以物觀物)의 관조적 작정 미학을 엿불 수 있기

도 하다.    

이처럼 사랑마당에 도입된 화목(花木)과 괴석, 학과 

매화나무, 소나무, 위성류, 석류 등의 조경 요소들을 통

하여 차폐와 기능식재와 같은 실용적 측면은 물론 정심

수를 대입시킨 완상정(玩賞庭) 성격, 그리고 불로장생의 

염원(신선사상)과 수심양성의 가치실현(유가사상), 가문

번영의 기원(생명사상) 등 상징성 짙은 의미경관을 다양

하게 추적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또한, 사당 마당에 이례적으로 화목류를 도입한 화분

이 협문 좌우측에 놓여 있고, 특별한 수식 없이 꾸며진 

안 행랑마당 동쪽 담장 가에 괴석 3기가 별도로 놓여 있

기도 하다. 

3) 운조루 바깥뜰 후원

 

운조루 북쪽 담장 밖 후원에는 소나무를 주 수종으로 

하는 참나무류(추정)가 자연스럽게 군식(1주, 3주, 5주, 7

주 등)되어 있으며, 담장을 따라 북서쪽과 북동쪽 총림 아

래 나지막하게 축토된 조산(造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경기법은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에도 잘 부합

되는데, 소나무와 참나무류를 방풍림으로 활용하여 겨울

철 추운 북서계절풍의 미기후를 조절하며, 산사태 방지, 

살림집 경계 표시 등을 위한 기능식재로서의 가치를 추

적할 수 있다. 특히, 풍수적 안목이 잘 드러나는데, 배후 

숲 조성을 통한 환경 심리적 안정성 도모는 물론 북 현무

의 보강을 통한 봉황이 너울거리며 서식하는 상징적 의

미를 갖는 처소의 구축, 그리고 부족한 양택의 지기를 보

강하려는 의도적 경관 짜임 양상이다(그림 9 참조).  

이러한 관점은 유중림(柳重臨 ?~?)의 『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1766년』으로 기술된 “집터를 잡아 나무

를 심으려면 오직 소나무와 대나무를 사방 가장자리에 

울창하게 심어야 좋다. <중략> 왼쪽에 흐르는 물과 오른

쪽에 길다란 길과 앞에 오지(汚池)와 뒤에 언덕이 없으

【 사진 4 】   운조루 사랑채의 화계와 답도, 사랑마당 전경 
(출처 : http://unjoru.com)

【 그림 8 】   앞뜰과 뒤뜰이 가꾸어진 운조루 사랑마당

사당마당

안마당운조루

매화

학
화계(화분, 괴석)

사랑마당
위성류

사랑뒷마당(화분, 괴석)

사랑마당
소나무당나귀

【 그림 9 】   소나무 총림, 조산 등으로 풍수적 경관 짜임이 잘 

표출되는 운조루 담장 밖 뒤뜰 후원

왕시루봉지리산 노고단형제봉

소나무

소나무

참나무류

조산

조산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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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나무를 심어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대신해야 한다

(증보산림경제 번역본: 61~64)”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살림집 전면과 후면에 의도적으로 도입된 소

나무 총림은 전통건축의 배색을 지각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괴테가 인식하고 있는 색채

는 “생명 또는 자연의 근본현상으로서 안과 밖, 주와 객

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서 생성되는 것”인바, 사계절 내

내 푸른빛을 보이는 색채의 항상성은 경관을 보는 시각 

주체가 느끼는 감성과 타자화된 건축물을 소나무의 외적

(푸른빛), 내적(변함없는 항상성) 상징성과 동일시하려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이영미, 호남학연구원 2011: 21).

이처럼 운조루 살림집의 전면과 후면에 주 수종으로 도

입된 소나무는 주변 생태환경 조건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

아심기 방식을 채택하여 사계절 내내 푸르른 녹색경관을 

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후 숲으로서 환경 심리적 지

속성과 상징성, 그리고 환경생태학적 건전성 등을 통합적

으로 만족시키는 전통적인 식재기법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계화기법을 활용하여 가주(家主)의 시선으로 공간을 

【 표 2 】 ‘오미동가도’를 통해본 운조루의 공간배치계획과 문화경관 

구분 ‘오미동가도’에서 추출된 문화경관 출처 및 근거

‘오미동가도’제작

작화(作畵)

•1776년(착공), 1783년(준공)

•착공 후 7년 후에 완공

•입면형 평면도 : 계화법

•류덕호 「成造日記」

•류제양 『是言』(1868년)

살림집 규모
•‘오미동가도’ : 85칸

•『장자구처기』 : 78칸

•성조일기 : 100여 칸

•『장자구처기』(1793년)

자리 잡기
•노고단(祖山)과 형제봉(主山) : 배산

•오봉산(案山)과 계족산(朝山) : 안대 

공간구성
•살림집 : 品자형 구조, 5동(棟) + 6마당(庭)

•원림 : 2원(前園과 後園)

•바람개비형 구조

•5동 + 6정 + 2원

조경 요소

•방지원도형 연못, 화계와 화오, 화분과 괴석 

• 매화나무, 소나무, 위성류, 석류, 수양버들, 배롱나무, 수련, 반송, 조릿대, 창포, 

참나무류, 화목류 등

•추정 :  석류, 배롱나무, 참나무류, 조릿대,  

창포 등

기타 요소 
•학, 당나귀, 석계(石階)

•채포(菜圃)
•『장자구처기』(1793년)

풍수경관

•연못, 소나무 총림, 조산(造山)

• 조산(祖山), 주산(主山), 안산(案山), 조산(朝山), 명당수(明堂水)

•배산임수(背山臨水), 비산비야(非山非野) 

•류이주 행장 :  방기(方技) 및 풍수지리에 능한 

감여가(勘輿家), 음양가(陰陽家)

상징성

•도연명의 귀거래, 안빈낙도(운조루, 五柳)

•가문번영, 무릉도원의 경지(연못, 배롱, 석류)

•불로장생, 선경세계(소나무, 괴석, 학 등)

•수심양성의 군자적 삶(매화, 소나무, 연)

•항상성(소나무의 외적, 내적 푸른 빛)

•정심수(소나무, 매화), 계마수(위성류)

•십장생 :  日, 月, 山, 川, 竹, 松, 龜, 鶴, 鹿, 

不老草

•6군자 상징 식물 :  매란국죽송연 

(梅蘭菊竹松蓮)

경관성

•안산과 조산 등 풍수경관의 확장성 및 차경

•소나무 총림 등 환경심리학적 안정성, 은신처 문화경관 구축

• 정신세계의 항상성과 확장성(군자, 안빈낙도, 선경 등을 상징하는 형이상학적 의미경관)

• 방지원도형 연못, 명당수, 미기후조절 방풍림 등 환경지속성과 건전성을 고려한 

생태경관

•조망은신처

•6군자(梅蘭菊竹松蓮)

•완상정(玩賞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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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한 입면형 평면도 형태의 채색그림 ‘오미동가도’를 

통해본 운조루 살림집의 공간배치계획과 문화경관에 대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본담채화(紙本淡彩畵)로 그려진 ‘오미동가도’는 

① 창건주 류이주(무관 출신 고위직, 풍수 및 축성 전문

가)가 용천부사로 재임하는 동안(1782년) 설계도면을 보

내 집을 짓게 하였다는 점, ② 정형화된 살림집에 풍수적 

배산임수 구조의 자리 잡기 및 계획도면 성격이 농후한 

점, ③ 합각지붕이 1804년에 솟을대문 맞배지붕으로 변

경 중수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작연

대는 운조루 창건시기(1776~1783년) 이전으로 판단된다.

2. 운조루는 지리산 노고단을 조산(朝山)으로 형제봉

을 주산(主山)하여, 안산인 오봉산과 조산(朝山)인 계족

산을 축선으로 계좌정향(癸座丁向, 남남서향)하여 자리

했는데, 살림집 전면에는 주작의 오지에 해당하는 너른 

연못(방지원도형)을 도입하였고, 명당수인 동방천의 실

경적 특성 표현 등 배산임수와 장풍득수 같은 풍수적 국

면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운조루는 동서(東西, 女男), 상하(上下, 主從) 축선

의 공간적 위계를 설정하여 안채, 안사랑채, 바깥사랑채, 

행랑채, 사당채 등 건물군이 5영역으로 분화된 품(品) 자

형 구조인데, 각 채에 딸린 네모꼴 마당을 포함하여 연못

을 갖춘 바깥뜰과 송림으로 가꾸어진 뒤뜰 후원 등 5동

(棟)+6마당(庭)+2원(前園과 後園)의 공간구성체계를 갖

는다.

4. 바깥뜰(외원)에 소나무(Pinus densiflora), 수양버들

(Salix babylonica),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등을 

심었고, 연못(方池)에 수련(Nymphaea tetragona), 그리

고 원형 섬에 반송(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을 도

입하여 풍수적 가치를 기저로 심미성을 확보하면서 유교 

및 도교적 관념을 함의하는 경관 짜임 양상이 표출된다.  

5. 사랑마당에는 화계와 화오를 일궈 괴석 및 화목을 

가꾸었고, 학(鶴)과 매화나무(Prunus mume), 소나무(차

폐 및 庭心樹), 위성류(Tamarix chinensis, 계마수) 등을 

활용하여 풍류적 속성이 강한 선경세계를 구축함은 물론 

수심양성을 위한 완상정(玩賞庭)으로서 군자적 삶을 체

득하고자 하는 이물관물(以物觀物)의 형이상학적 상징

정원 면모를 엿볼 수 있다. 

6. 사랑채 누마루(운조루)에서는 원경과 중경으로 펼

쳐지는 진경(眞景, 오봉산과 계족산)과 농경문화(구만

들), 근경으로 펼쳐지는 사랑뜰, 그리고 앙부(仰俯)경관 

등 복합경관(진경+상징경관+문화경관)을 다양하게 즐

길 수 있는 경관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연의 경

(景)이 살림집 내부로 관입되거나 외부로 확장되는 경관

(景觀) 또는 관경(觀景)의 유기적 경물을 시원하게 차경

할 수 있는 경관관찰점으로 마치 운조(雲鳥)와 같은 전

망대 역할을 한다. 

7. 북쪽 담장 밖 후원에 소나무 총림과 조산(造山)이 

도입되었는데, 부족한 곳과 지나친 곳을 채우거나 비우

는 풍수적 경관 짜임으로 자연의 경(景)이 살림집 내부

로 관입되는 융우자연(融于自然)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즉, 겨울철 북서풍과 여름철 상승기류에 의한 통풍 등 미

기후 조절, 뒷동산 소나무 숲 완충식재에 의한 산사태 방

지와 색체 항상성 원리를 반영한 환경심리적 안정성 효

과 등 주거환경 쾌적성 조건에 잘 부합되는 경관 미학이 

감지된다. 

8. 오미동가도에 표현된 사랑채(운조루) 정경은 가주 

류이주의 귀소본능과 자연귀의, 그리고 유유자적하는 삶

의 즐거움 등 은일관을 추적할 수 있는데, 당시 사대부계

층들의 ‘귀거래사’와 ‘도화원기’, ‘귀조(歸鳥)’ 등 도연명 

작품을 제재로 한 귀거래(歸去來) 후 도화원(桃花園) 같

은 상징정원을 경영한 조경문화가 표출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다면 본 연구는 ① 조선시대 상

류계층의 살림집 건축 및 조경 관련 대표적 계획도면 성

격을 갖는 ‘오미동가도’의 기록문화유산적 가치를 추적

했다는 점, ② 실경적 특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 살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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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기와 풍수적 경관 짜임 기법, ③ 수목석은 물론 

학(鶴) 등 생물소재를 통하여 수심양성하며 운조(雲鳥)

와 같은 군자적 삶을 체감하고자 했던 작정자의 정원 미

학 등을 실증적으로 추적였다는 점 등이 차별적 성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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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space planning and landscape design of Unjoru(雲鳥樓) through the ‘Jeolla 

Gurye Omidong Gado(全羅求禮五美洞家圖)’ drawn using GyeHwa(界畵) technique are as follows. 

First, ‘Omidong Gado’ is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period when Unjoru(1776~1783) was established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The founder, Yoo-IJu(柳爾冑), sent the drawing for the house while he was 

serving as the governor of YongCheon county(龍川府史). ② It shows the typical dwelling houses’ space 

division and its location is in a good spot with mountain in the back and water in front(背山臨水) and there 

is every indication of scheme drawing. ③ Front gate was changed and remodeled to a lofty gate in 1804. 

Second, Nogodan & Hyeongjebong of Jiri Mountain sit at the back of Unjoru, and faces Obong mountain and 

Gyejok mountain. In addition, the Dongbang stream flowing to the east well illustrates the Pungsu theory 

of mountain in the back and water in the front. Third, the house is structured in the shape resembling the 

character 品, divided into 5 areas by hierarchical order in the cross line from all directions. The site, which 

includes the outdoor yard and the back garden, consists of 5 blocks, 6 yards and 2 gardens. Fourth, the 

outdoor yard with aesthetical value and anti-fire function, is an ecological gard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Taoism with a pond (BangJiWonDo Type, 方池圓島形) at the center. Fifth, the Sarang yard(舍廊庭) is 

decorated with terrace garden and flower garden, and the landscaping components such as oddly shaped 

stone, crane, plum, pine tree, tamarisk tree and flowering plants were used to depict the ideal fairy land 

and centrally placed tree for metaphysical symbolism. The upper floor of Sarangchae commands distant 

and medium range view, as well as upwards and downwards. The natural landscape intrudes inside, and 

at the same time, connects with the outside. Sixth, pine forest over the northern wall and the intentionally 

developed low hill are one of the traditional landscaping techniques that promotes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as well as the aesthetics of balanced full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