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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yeonghuigung palace is an important site as it was the secondary palace in Hanyang from the 17th century to the mid-19th

century. Its original state was lost because a number of buildings were damaged  and the palace area was reduced. The entire 
palace can be seen only in “Seogwoldoan” a drawing of the western palace. 

With “Seogwoldoan” to show the complete configuration of Gyeonghuigung palace in detail as the main data and other 
relevant data used as supplementary sources, the aim of this work was to identify the figurative features around the plantings 
and the space configuration of the royal garden in Gyeonghuigung palace. 

The space configuration observed in the royal gardens in Gyeonghuigung palace deviated from the norms and strict systems 
of  royal palaces. The free and uninhibited configuration of the royal garden was allowed in Gyeonghuigung palace because it 
was built as a secondary palace in a lower hierarchy. Furthermore, a royal garden characterized by unique and unlimited 
planting was created, with several spaces acting as both royal garden and rear garden as the rear gardens could not be 
separately configured due to the narrow space of Gyeonghuigung palace.

Key words : Joseon dynasty, Gyeonghuigung, Secondary palace, Seogwoldoan,  Garden space structure, Planting

1)1. 서 론

한양의 법궁인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궐(西
闕)이라고도 불린 경희궁은 17세기에서 19세기 중반

까지의 250여 년간 창덕궁과 창경궁이 하나의 궁궐처

럼 사용되어 정궁(正宮) 역할을 하는 동안 이궁(離宮)

역할을 수행하 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축과 화재 등 

많은 수난을 당했는데 특히 일제강점기 때에 전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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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고 궁역이 축소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되었고, 

현존하는 유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극히 부분적인 복

원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4대 궁궐중의 하나인 경희궁의 본

연의 모습을 밝혀내고 그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는 일

들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희궁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건축학과 역사

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경희궁에 관한 연

구를 살펴보면 건축학 분야에서 신지혜는 군주의 유

교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 서연을 중시하는 

배치형태의 변화과정이 경희궁의 동궁에 그대로 나타

난다고 하 다(Shin, 2004). 국은비는 순조 연간의 중

건기록과 발굴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경희궁 침전

역의 복원안을 제시하 다(Guk, 2013). 김정미는 경

사지라는 지형조건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

간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한 배치를 보 다고 해석하

다(Kim, 2013). 역사학 분야에서 이강근은 정조의 

경희궁 운 과 건축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을 정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궐도안 의 제작 시기를 추정

하 다(Lee, 2008). 홍석주는 처음부터 동궁과 두 개

의 침전을 두는 등 계획된 전각을 체계적으로 배치하

다고 하 다(Hong, 2009). 노대환은 광해군이 정통

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풍수를 활용해 경희궁을 

창건하므로써 풍수설이 크게 유행하는데도 향을 끼

친 것으로 해석하 다(Noh, 2012). 또한 김민선은 조

경학적인 측면에서 궁원의 공간구성에 대하여 고찰하

다(Kim, 2016).

건축과 역사분야를 중심으로 경희궁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 왔으며 조경분야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

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한양의 이

궁(離宮)으로서의 경희궁의 궁원에 대하여 공간구성

과 식재를 중심으로 궁원의 조경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경희궁은 현존하는 유구가 미비하고 시가화

에 의하여 궁역이 크게 축소되고 변질되어 궁궐의 전

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관련된 사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므로써 이궁으

로서의 특징을 지닌 경희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조선시대의 궁궐을 이해하고 보존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부분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경희궁이 창건된 광해군 대부터 서궐도

안(西闕圖案) 이 그려진 19세기 순조 대까지의 시기

를 대상으로 하여 경희궁의 독자적인 특징에 대하여 

궁원의 공간구성과 식재를 중심으로 조경적인 측면을 

고찰하 다.

경희궁의 궁역을 ‘삼조(三朝)’의 외조(外朝), 치조

(治朝), 연조(燕朝), 그리고 후원의 역별로 분류하여 

각각 궁원의 특징에 대하여 논술하 다. 세부적으로

는 특정 전각의 공간구성과 시설물 배치, 그리고 식재

를 중심으로 한 조경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다만 

실체나 실물사진이 아닌 그림이라는 표현상의 한계성

을 감안하 다. 즉, 건물에 가려진 부분이나 수목을 표

현하므로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가려지는 것을 고

려하여 수목을 생략한 부분 등은 원래의 모습을 조심

스럽게 상정하여 분석하 다.

현재의 경희궁은 남아 있는 유구가 미비하고 도시

화로 인하여 궁역이 크게 축소되어 지형의 원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조사만으로는 연구에 어려움

이 크다. 따라서 경희궁이 온전했던 당시의 전체 모습

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조선시대 그림인 서궐도안

을 중심자료로 활용하고, 조선왕조실록 등의 관련된 

고문헌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 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동시대의 다른 궁궐과 비교하여 궁원구

성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 다. 

2.1. 서궐도안

서궐도안 은 경희궁의 전각이나 담장 등의 시설

물과 산, 수목 등 주위의 자연을 12폭의 종이에 먹선

으로 묘사한 그림이다(보물1534호, 고려대학교박물

관 소장)(Fig. 1). 여기에서 동궐도 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동궐도 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동궐과 후원을 

묘사한 그림으로 채색화로 완성된 것에 비해 서궐도

안 은 채색화로 완성하기 전단계의 범본으로 추정된

다.

서궐도안 이 그려진 시기는 동궐도 와 마찬가지

로 순조연간인 1820년대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순조 29년(1829년) 대화재로 절반가량 소실

되었던 경희궁 중건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서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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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ogwoldoan.

도감의궤 에 묘사되어 있는 건물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명칭의 건물들과 차이를 드러내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서궐도안 은 화재 이전에 그려진 것

으로 추정된다(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1992).

동궐도 와 서궐도안 은 동일한 화법으로 표현되

어있는데 자를 사용하여 반듯하고 섬세하며 입체감 

있게 그리는 계화(界畵)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줄지

어 서있는 많은 건물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가

장 효율적인 방법인 평행사선구도법을 사용하 다

(An, 1998). 두 그림에 사용된 화법을 통해 볼 때 유사

한 시대에 그려진 그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궐도안 은 동궐도 와 같이 수많은 건

물, 시설물, 수목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식재부분 표현을 살펴보면 수목의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며, 특히 한경지략 에 기록되

어있는 수목인 계마조 한 그루도 확인된다. 한경지

략에 “홍정당 동쪽에 늙은 대추나무가 있는데 여기

가 바로 원종의 집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계마조

(繫馬棗)는 말의 고삐를 매어 두던 대추나무를 가리킨

다. 서궐도안 에서 살펴보면 흥정당의 동남쪽 흥태

문(興太門) 안쪽의 식수대에 식재된 나무 한 그루를 

확인 할 수 있는데 나뭇잎을 그리지 않고 가지만을 독

특하게 표현하 고, 식수대에 심어져 있는 등 특별하

게 묘사된 것으로 보아 계마조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Fig. 6, 점선부분). 또한 규정각의 안뜰에도 같은 형

태의 나무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흥정당 

주변에 말을 메던 대추나무인 계마조가 두 그루가 있

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문헌

상의 기록과 서궐도안 이 일치하는 부분으로써 서

궐도안 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임을 입증할 수 있

는 근거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3. 결과 및 고찰

경희궁의 외조는 흥화문에서부터 금천교를 지나 

빈청, 도총부, 내각 등 궐내각사를 아우르는 권역이며, 

치조는 정전과 편전인 숭정전, 자정전 권역과 태령전, 

위선당의 제례의식공간이 해당되고 연조는 회상전, 

융복전, 장락전, 경현당 등 주요 전각을 포함한 나머지 

넓은 범위를 차지한다. 또한 후원은 춘화각, 취정 일

대의 비교적 좁은 범위이다.

3.1. 외조

3.1.1. 어도

서궐도안 (이하 도안 으로 표기)의 가장 우측 아

랫쪽에 정문인 흥화문(興化門)이 동향하고 있으며, 그 

내측에 남북방향으로 명당수인 어구(御溝)가 흐르고 

있다. 어구에는 금천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천교와 

어구 주변에는 다른 궁궐과 같이 버드나무로 보이는 

수목과 활엽수가 식재되어있다. 흥화문에서 시작된 

어도(御道)는 서쪽으로 이어져 어구를 건너는 금천교

를 지나 건명문(建明門)을 통과하여 깊숙히 안쪽의 숭

정문(崇政門)을 거쳐 마지막에 숭정전(崇政殿)에 이

른다.

궁궐에서 왕을 상징하는 어도는 정전과 정문을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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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King’s way (Choi, 1999).

상징성이 강한 동선으로써 일반적으로 직선의 단순명

쾌한 형태를 보인다. 경희궁의 어도는 두 개의 굴절점

을 만들며 방향전환을 하여 건명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건명문을 통과한 어도는 서진하는데 그 사이에 

어도를 분할하는 7개의 참을 지나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굴절점을 만든 후 북진하여 숭정문에 이르게 

된다(Fig. 2).

도안 에 그려진 어도의 특징은 세 개의 굴절점을 

만들며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건명문 전정에

서의 어도의 형태는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흥화문에

서 서쪽으로 일직선으로 뻗어나 금천교를 지나 남쪽

으로 직각으로 꺾여 굴절점을 만든 후, 얼마간 남진하

다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재차 굴절점을 만

들어 직각방향으로 서진하여 건명문에 이른다. 이렇

게 직각으로 굴절하는 어도의 형태적인 변화는 주변

의 건축물에도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굴절

된 어도의 형태가 만상루 원지의 담장과 평행하게 굴

절되어 있는 점이다.   

만상루는 건명문과 인접해 있는 전각으로 인조실

록에 의하면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1631) 도안 에

는 담장으로 둘러쳐진 넓은 사각형 부지에 건물은 그

려져 있지 않고 부지의 남쪽에 규모가 큰 방형의 원지

가 위치하며, 원지에는 방형의 중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건물터와 원지의 주변, 그리고 중도에 묘사

되어있는 식재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남향한 만상루의 앞 마당에 펼쳐진 원지와 식

재가 어울린 연회장으로서의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경희궁의 역사(役事)는 9

년(1617) 7월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8월에 궁의 동

쪽을 비보하기 위한 대규모 방지를 조성할 것을 전교

한 것(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1617)에서 

볼 수 있듯이 건 초기에 풍수에 관련하여 원지를 조

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상루 남쪽 전정의 원지조성

에 따른 외곽 담장의 축조로 인하여 건명문 동쪽의 앞

마당으로 담장의 동남쪽 모서리가 돌출된 형태가 되

어 건명문 앞마당이 갖는 사각형의 기본적인 형태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건명문 앞마당

의 공간형태적인 변화는 중심시설인 어도의 형태에 

향을 미치게 되어 직선의 어도가 굴절된 형태로 조

성되어 만상루의 남동쪽 담장과 평행한 형태로 공간

의 질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만상루의 방지는 경

희궁의 역사 초기에 조성되었고 방지를 포함한 만상

루 공간의 조성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진입부의 어도

가 굴절되게 계획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굴절된 어도의 형태적인 특징은 풍수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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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ont yard of Soongjungmun (Choi, 1999).

측면에서 보면 임원경제지에 명당을 향해 들어오는 

도로는 지(之), 현(玄)자 형태의 곡선이어야 하며 그것

이 소로든 산맥이든 직선하여 들어오는 것은 충파(衝
破)라 하여 꺼리는 것이니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Seo, 

1842)고 나와 있다. 이것을 어도에 적용하여 일직선의 

어도는 꺼리는 것이 되어 굴절된 형태를 취하게 된 것

이다. 즉, 충파의 풍수적인 논거와 어도의 형태가 일치

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궁궐조 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광해군은 경희궁 동쪽의 원지조성

에서도 술관들의 의견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데 충

파의 풍수이론 역시 술관에 의해 제시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경희궁의 어도는 경희궁의 건 초기에 풍

수적인 관점에서 비보차원의 원지조성에 의해 형태적

인 향을 받았으며, 또한 풍파로 말하여지는 풍수이

론상의 차원에서 형태가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1.2. 숭정문 전정

숭정문의 앞마당은 엄밀히 보면 외조의 역에 속

하지만 치조와 외조의 전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경

희궁에서는 숭정문의 전정공간이 치조의 기능과 유사

한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박석포장 공간으로써 이

는 다른 궁궐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안 을 보면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의 전정에 

포설된 박석포장이 숭정전의 외부공간인 숭정문의 

전정공간까지 확장되어 포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서는 그런 예가 없는 것

으로 정전의 문 앞에는 박석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상

례이다.

숭정문 전정에 보이는 박석포장은 경희궁의 독특

한 치조의 위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희궁

의 치조 역은 흥화문과 건명문을 통과한 어도가 서

진하는 긴 진입로의 끝자락이 북쪽으로 굴절된 곳에 

숭정전과 자정전 등의 전각이 남향하는 형태로 인왕

산 산자락 아래에 펼쳐져 있다. 어도가 북쪽으로 굴절

된 곳에서부터 어도의 두 번째 참을 지나면 어도는 삼

도의 형태로 바뀌고 세 번째 참을 지나면 2단의 기단 

위에 숭정문이 있다(Fig. 3).

숭정문의 전정공간은 어도의 방향 전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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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점에 형성된 새로운 국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어도의 굴절점에 나타난 지형의 고저차로 인

하여 공간이 분리되면서 형성된 공간이다. 지형은 서

진하는 어도를 따라 점차로 높아지는데 어도가 북쪽

으로 굴절된 지점의 동쪽에는 행각에 접하여 부분적

으로 단처리를 하여 작은 계단이 설치된 것을 보면 상

당한 단차가 있는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숭정문 전정공간은 다른 궁궐처럼 문과 행각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지만 어도의 굴절에 의한 새로운 국

면의 공간형성과 함께 사실상 바닥의 박석포장으로 

구분되어 단일의 공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전의 정문 앞에 펼쳐진 전정공간은 대개의 경우 

조참례(朝參禮)가 설행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따라서 

숭정문의 전정공간은 숭정전의 전정공간과 같이 일련

의 행사를 거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장소성을 높이

기 위한 조치로 특별히 박석을 포설하여 어도와 경계

를 이루면서 위계가 높은 공간을 만들어 낸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어도의 방향전환에 의한 공간형성과 

지형적인 고저차에 의한 공간분리 또한 이를 보완하

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안 에 그려진 숭정문 전정공간은 치조와 외조

의 전이공간으로서 치조 역의 시작을 암시하는 기호

로써 박석포장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으

며, 그곳에서 거행된 행사를 통해서 박석포장의 의미

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3.2. 치조

3.2.1. 제례의식공간

유교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형태에서는 부

모의 상례와 선조의 제례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써 

궁궐에서도 제례의식을 행하는 공간은 위상이 높은 

장소 음을 알 수 있는데 경희궁의 제례의식공간은 

치조의 중심공간인 숭정전(崇政殿)과 자정전(資政殿)

의 서측에 인접하여 위치한 태령전(泰寧殿)과 위선당

(爲善堂)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다.

정전에서 행하여지는 정사의 근본이 선조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정치이념과 관련을 갖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치조의 정전과 제례의식공

간을 연결하는 공간구성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하고 국가

의례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숙

종 대 이후 궁궐 내 정전, 편전의 서쪽에 제례의식공간

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Kang and Lee, 2011). 또

한 성리학이 17세기에 이르러 신분질서의 안정에 필

요한 의례를 중요시 하여 상장제례와 같은 예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Kim, 1992), 이후 궁궐 내에서 정

치의 근간이 되는 제례의식공간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정전에 근접하여 위치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안 에는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의 서

쪽 행각에 향실이 배치되어 있고 태령전과 위선당이 

제례의식공간으로써 정전과 근접하여 서쪽에 배치되

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희궁의 제례의식공간은 지형을 이용한 공간구성

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태령전은 편전인 자정전의 

서쪽에 인접하여 있다. 

태령전은 어진을 봉안하고 분향배례와 다례를 행

하는 왕실의 사당으로써 도안 을 보면 세 개의 계단

을 설치한 중층의 기단 위에 지어진 전각으로 팔작지

붕의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남향하고 있는데 중층의 

기단 위에 각각 월대를 두어 전각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쪽의 자정전과는 행각으로 나뉘어 있고 남

쪽으로 전정공간의 마당이 펼쳐져 있다. 서쪽으로는 

위선당과 담으로 경계를 이루는데 특히 전각의 후면

인 북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

용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즉 북서쪽으로 점차 높

아져 가는 자연지형이 바탕을 이루는데 많은 식재를 

볼 수가 있으며, 전각의 북서쪽에는 암천이라는 샘이 

있어서 한결 자연스러운 공간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태령전의 서쪽 마당에서 계단을 통해 가장 높은 곳으

로 이어져 있으며, 그곳에는 도수연(陶遂椽)의 소박하

고 자그마한 초가지붕의 건물이 자리하여 선경을 보

여주는 곳이다. 도수연은 태령전의 제사를 위해 준비

하고 기거하는 재실로 건립된 소규모의 건물로 전배

를 올리러 갈 때에 재숙(齋宿)하는 곳으로 서쪽의 산

지와는 담장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Fig. 4).

태령전 후정공간은 맑은 물이 솟아나는 암천과 심

신을 정갈히 하여 재숙을 하는 도수연이 제사를 위한 

시설로 자리한 외에도 자연지형과 어울리는 식재가 

신성하며 그윽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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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itual space in Gyeonghuigung (Choi, 1999).

위선당은 태령전의 서남쪽에 위치한다. 도안 을 

보면 위선당은 기단 위에 지어진 팔작지붕의 단층으

로 정면 3칸, 측면 2칸 남향의 전각으로 전면에 월대

를 설치하 다. 전정에는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

문의 장덕문(章德門)과 이어져 있으며, 또한 어도는 

중간에서 태령전으로 통하는 제광문(霽光門)과 연결

되어 있다. 어도의 설치는 위선당의 위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왕이 행차하는 옥외의 동선공간을 나타낸 것

이며, 도안 에 보이는 어도의 표현은 제례의식공간

에서 왕의 실질적인 이동경로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선당은 어진과 신위를 봉안하거나 신주를 모시

는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제례의식공간으로서 전각과 

시설물의 배치, 그리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간구성 등에서 여타의 전각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도안 을 보면 위선당은 서쪽으로 넓은 산지와 접

해있는데 산지의 역은 장덕문에서 서쪽의 산지로 

뻗어난 담장을 경계로 하여 내측을 포함하는 지역으

로 산지 정상의 송단(松壇)을 포함하여 담장은 다시 

동쪽으로 뻗어나 태령전 북쪽의 구궁소(구궁소)에 연

결되는 넓은 범위에 해당된다. 궁궐의 모든 전각은 담

장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

적인 형태인데 위선당의 경우 유독히 산지와 접해 있

는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산지와 공간을 

연결시킨 점이 특이하다.  

위선당의 후면은 북쪽의 경사면을 세 개의 단으로 

처리하 는데 최상단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서쪽 역시 마당과 접한 산기슭에는 담장이 설치되

어 있지 않다. 이들 공간은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써 북쪽과 서쪽으로 전개되는 산지의 숲으로 자연스

럽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제례의식공간의 

중심적인 시설인 전각의 후면처리에서 볼 수 있는 특

징으로써 지맥을 살리는 단 처리 등을 통해 풍수지리 

사상에서 말하는 지기(地氣)를 조상을 모시는 제례의

식공간으로 받아들이는 수법이 의도적으로 적용된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창덕궁의 제례의식공간인 선원

전(璿源殿)에서 볼 수가 있다. 동궐도 를 보면 창덕

궁의 정전인 인정전의 서쪽에 선원전이 위치해 있는

데 동북쪽 담장을 쌓지 않고 화계와 같은 단으로 처리

하여 후면의 숲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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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북쪽의 북악에서 뻗어 내려온 지맥을 살린 구조

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Fig. 5, Baik, 1996).

경희궁의 위선당도 역시 북측 후면 및 서쪽을 담장

으로 구획하지 않고 산지 공간과 연결하므로써 멀리 

인왕산으로부터의 지맥을 살린 구조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희궁의 태령전과 위선당은 창덕궁의 선원전과 

비교해 볼 때 전각의 위치와 조 시기, 그리고 공간구

조에 있어 서로 닮아 있는 왕실의 사당으로서 제례의

식이 행하여진 대표적인 전각이다. 경희궁과 창덕궁

의 제례의식공간이 서로 유사한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는 점은 조상을 모시는 공간에 지기를 받아들이는 

수법이 제례의식공간구성의 원리로서 정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5. Ritual space in Changdeokgung 

(A part of Donggwoldo).

또한 위선당의 서쪽 산기슭의 바위 아래에 열천

(靈列泉)의 샘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샘으로 

표현된 물은 제례의식공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

로써 제사에 필요한 제수를 제공하고 몸과 마음을 정

갈하게 하는 물로서 위선당 공간을 한층 더 경건하게 

하는 요소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안 을 보면 위선당의 북쪽 후면은 화계형태의 

단을 쌓아 후정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최상단에 대

칭으로 놓인 두 개의 석조기물이 있다. 이 기물은 제례

를 지낼 때 축문을 소각하는 소전대(燒錢坮)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두 개의 석조기물을 양쪽에 두고 그 중

심의 후방에는 두 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주

변의 수목과 표현상의 차이는 없으나 수목의 크기, 그

리고 중심성을 갖고 있는 수목의 식재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동궐도 의 선원전 후면에 보이는 향나무를 연

상하게 한다(Fig. 5). 제례의식이 행하여지는 신성한 

공간을 상징하는 중심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식

재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3.3. 연조

3.3.1. 침전 영역 

연조공간의 중심적인 전각의 하나인 회상전(會祥
殿)과 융복전(隆福殿)은 침전으로써 왕과 왕비가 사용

하 는데 두 전각은 치조의 숭정전 동쪽에 동서로 나

란히 배치되었다.

도안 을 보면 회상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무

량각의 지붕으로 된 남향의 전각으로 전면에 설치된 

누마루는 석축으로 떠받쳐 누각의 형태를 취하여 높

이가 강조되어 보인다. 특히 무량각 지붕은 용마루가 

없는 형태로 조선의 모든 궁궐에서 침전에 쓰이는 독

특한 지붕이다.

회상전의 전정은 서쪽의 집경당(集慶堂)과 동쪽의 

행각, 그리고 남쪽의 억석랑(憶昔廊)으로 둘러싸인 마

당으로 조 때 문관과 무관의 시험을 치르기도 한 장

소로 사용되기도 하 는데 마당의 용도에 맞추어 시

설물이나 식재가 보이지 않는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회상전의 후정은 담장으로 둘러

싸인 공간으로 북쪽 담장에는 연경문(延慶門)과 개경

문(開景文)이 있어서 인접한 덕유당(德遊堂)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한 공간구성의 전정과는 달리 후

정의 북쪽에는 두 단의 화계가 담장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관목의 식재가 표현되어 있다. 또한 

후정의 서북쪽에 방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경희궁지
에 보이는 벽파담(碧波潭)으로 ‘연못가에 1칸의 정자

와 정원에는 오동나무와 앵두나무가 있었다’라는 후

정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도안 에는 정자가 없고 다

만 방형의 연못에 섬이 그려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화계의 식재를 앵두나무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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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oyal bedchamber zone

(A part of Seogwoldoan).

한편 “달빛 아래 용주를 띄우니 하늘빛이 푸른 못

에 비추는데...”와 같이 벽파담을 소재로 정조와 숙종

이 시를 읊조리며(Kong, 2009) 꽃과 나무를 벗 삼아 

풍류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아담한 침전 후정으로 조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융복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남향하여 기단 위에 지어졌는데 기단과 맞물려 전정

의 북서쪽에 별도의 월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전정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월대는 왕비

가 거행하는 행사의 장소로 쓰이는데 이로써 전정공

간이 왕비의 일상생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왕비의 

공적인 행사를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융복전의 후면은 3면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으

로 3단의 화계가 있으며, 이 화계에는 상단에 교목과 

관목의 식재를 볼 수 있다. 인접한 서쪽의 회상전의 후

정에 비하여 면적이 적고 연못도 없지만 아담하고 간

결한 여성공간의 정원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또한 북쪽 담장에는 회화문(會和門)이 있어 

덕유당의 넓은 전정공간으로 통한다.

한편 융복전의 동쪽 담장에 연하여 교목의 식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왕비의 침전공간을 의식하여 동쪽 

융무당(隆武堂)과의 차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경희궁의 침전인 회상전과 융복전의 남쪽 중간지

점에는 독립된 작은 정원이 위치하는데 바로 억석랑

(憶昔廊)의 전정이다. 회상전의 전정 남쪽으로 연결되

는 곳이며, 융복전의 남쪽 담장의 춘광문(春光門)을 

통하여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억석랑의 전정은 남쪽

의 사현합(思賢閤)과 서쪽의 청광문(淸光門)이 딸린 

행각, 동쪽의 백상문(百祥門)이 딸린 담장, 그리고 북

쪽의 융복전으로 연결되는 규모가 있는 춘광문으로 

둘러싸인 작은 규모의 마당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

은 마당의 북쪽 억석랑 전면에 펼쳐진 관목의 군식이

다. 일반적으로 전각의 마당은 식재를 하지 않는 빈 공

간으로 처리되거나 주변의 담장 가까이에 식재되어 

있음을 볼 때 억석랑 전정의 관목군식은 매우 특별하

다 할 수 있다. 침전공간에 인접하여 넓은 후정공간과

는 별도로 마련된 이 정원은 이름 그대로 옛날을 추억

하는 장소로서의 소박하고 아담한 작은 정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경희궁의 침전공간은 후정이 화계를 중심으로 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특히 회상전의 경우 방지를 

조성하여 더욱 후정의 분위기와 기품을 살린 정원공

간으로 조성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흥정당(興政堂)은 회상전과 융복전의 남쪽에 있으

며 전면 4칸, 측면 3칸의 남향의 전각으로 기단 위에 

지어졌는데 전면의 누마루는 석축으로 떠받쳐 있고 

세 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회상전과 닮은 형태의 

전각이다. 전정은 남, 동, 그리고 서쪽이 모두 행각으

로 둘러싸인 형태이며 넓게 비어 있고 후면은 사현합

의 전정공간에 해당하며 빈 마당으로 되어있다.

흥정당은 정사를 논하거나 강학의 공간으로 사용

되었고 정조 때에는 편전으로 공식화 되었는데 자정

전과 동시에 편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안 을 보면 흥정당의 동쪽 행각에는 혼천의를 

보관하는 규정각(揆政閣)(Jongno-gu, 2013)과 왕이 

신하를 접견하거나 세자가 독서를 하던 정색당(貞賾
堂)이 있는데 행각의 동쪽에는 북쪽의 홍살문과 동쪽

의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공간

이 있다. 이 공간은 규정각과 정색당의 안뜰에 해당하

는 공간으로 생각는 되는데 수목의 종류는 알 수 없으

나 담장쪽으로 교목 2그루와 관목이 식재되어 있어서 

아담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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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지만 왕과 세자의 여유와 사색을 즐기기 위한 

정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은 규모의 정

원공간은 억석랑 앞 뜰과 함께 경희궁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3.2. 동궁 영역

동궁은 세자의 생활공간으로 궁궐의 동쪽에 위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간배치이다. 경희궁의 동궁의 

정당은 경현당(景賢堂)이며, 내당은 흥정당 동쪽의 승

휘전(承暉殿)으로 추정되는데 숙종 24년(1698)의 화

재로 소실되어 재건되지 못하 고 도안 에는 빈 공

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후 동궁의 내당은 자전(慈
殿)인 장락전(長樂殿)의 동남쪽에 위치한 집희당(緝
熙堂)과 경선당(慶善堂)으로 바뀌었으며, 경현당 북쪽

의 양덕당 또한 일시적이지만 내당의 역할을 하 다.

경현당은 세자의 하례와 회강을 위한 동궁의 정당

으로 건명문 안쪽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3칸 남

향의 전각으로 기단 위에 세워져 있는데 기단 정면의 

3개의 계단은 각각 어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전각의 높

은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Fig. 7).

경현당 공간은 동서로 설치된 행각에 의해 전정과 

후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정은 넓은 마당으로 행각

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남쪽에 방형의 연못이 있는 단

순한 구성이다. 후정은 넓은 뒷마당에 이어 북쪽의 숭

덕문이 있는 담장에 접하여 3단의 화계를 설치하 는

데 화계에는 수목의 묘사를 생략한 듯이 보이나 동쪽

은 행각을 따라 교목의 수목이 묘사되어 있다.

경현당의 외부공간은 중심부의 행각으로 인하여 

전정과 후정이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전정의 단아한 연못과 후정의 화려한 화계를 중심

으로 구성된 정원은 동궁을 대표하는 전각으로써 품

격을 보여주는 곳이라 하겠다.

양덕당(養德堂)은 경희궁지에 의하면 승휘전이 

불타기 전에 쓰던 동궁의 내당이었으며, 경현당의 후

당으로 행사에 앞서 잠시 머무는 장소로도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양덕당은 경현당의 북쪽에 위치하고 뒷 담장의 숭

덕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기단 위에 세워져 있는 남향의 전각이다. 양

덕당의 공간구성을 보면 동쪽에는 함춘헌(咸春軒)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를 잡아 전정공간의 외곽을 이루

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안희헌(安喜軒)이 삼선문(三善
門)이 있는 행각과 함께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리고 남쪽과 북쪽은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덕당의 전정은 그리 넓지 않은 마당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후정은 좁은 마당에 이어서 북쪽 담장에 이

르는 2단의 화계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전정은 함춘

헌 건물의 남단을 지나 동쪽의 공간으로 통하게 되는

데 이 공간은 담장으로 구성된 남북으로 기다란 형태

의 장방형의 공간으로 양덕당 뒷 공간으로 통하는 계

명문(継明門)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양덕당의 북쪽 

담장은 서쪽 끝이 행각과 연결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

이기 때문에 양덕당의 뒤편 공간으로 통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양덕당의 공간구성은 전정과 후

정 외에도 동쪽과 북쪽에 새로운 공간이 중첩되어 있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Fig. 7. The crown prince zone (A part of Seogwoldoan).

도안 을 보면 경희궁의 전각 중에서 가장 많은 식

재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양덕당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식재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덕당의 전

정에는 남쪽 당장 주변으로 대소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후정의 화계에는 일부 수목의 식재가 보이지

만 관목의 식재는 생략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함춘

헌 동쪽의 중첩된 공간에는 교목으로 묘사된 많은 수목

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북쪽의 중첩된 공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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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의 숲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양

덕당의 권역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북쪽의 공

간에도 더 많은 교목의 숲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숲 속

에는 사면이 행각으로 구성된 전각이 있지만 도안 에

는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서 알 길이 없다.

양덕당 일곽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수목들이 우거진 

숲은 일반적인 궁궐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써 겹겹

이 둘러싸고 있는 듯이 보이는 식재의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록상에 나타난 양덕

당의 용도는 동궁의 내당, 그리고 경현당의 후당인데 

생활공간 또는 행사에 앞서 잠시 머무는 예비적인 장

소로 쓰 다. 따라서 양덕당은 공적인 공간이 아닌 순

수한 연조공간으로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하는 동

궁의 역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궁궐지에 기록된 양덕당시(養德堂詩)에서

는 ‘서당(書堂)’이라 하여 강학의 공간으로도 이용되

었음을 알 수 있으며, “뒤뜰에서 시를 읊다”라는 내용

을 통하여 볼 때, 이는 후정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일상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처럼 시정이 솟아나는 정원의 분위기는 양덕당

을 둘러싸고 있는 우거진 숲의 공간이 만들어 내는 마

치 후원과 같은 유유자적한 정경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경희궁은 부지의 조건상 인왕산 자락의 협소

한 장소에 위치한 관계로 동궐의 창덕궁과 창경궁의 

후원처럼 별도의 후원 전용의 넓은 장소를 취할 수 없

었던 여건을 생각해 볼 때, 특히 양덕당의 경우와 같이 

연조공간의 전각주변에 적극적으로 식재를 도입하여 

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공간들은 공간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경희

궁의 다수의 전각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희궁만이 갖는 궁원의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숙종 24년(1698)승휘전의 화재 이후 세자의 내전

으로 사용된 전각은 집희당(緝熙堂)과 경선당(慶善
堂)( 도안 에는 추모당(追慕堂)으로 표기)으로 도안

을 보면 궁의 동쪽에 위치하여 명실공히 동궁의 내전

으로써 합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희

당과 경선당의 두 전각은 동서로 담장을 경계로 인접

하여 서로 닮은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방향

의 긴 행각으로 사방이 둘러싼 장방형의 부지의 중심

에 세워진 동향의 전각이다. 서쪽의 집희당은 전면 5

칸, 동쪽의 경선당은 전면 6칸, 공히 맞배지붕으로 부

지의 중앙에 남북으로 길게 지어졌으며, 전각의 남쪽

과 북쪽에 각각 행각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부

지를 동서로 반반씩 분리하고 있는 구조이다. 특히 집

희당의 동북쪽에는 세자가 관료들을 접견하기 위한 

심서헌(審書軒)이 마련되어 있다(Fig. 8).

Fig. 8. The crown prince zone (A part of Seogwoldoan).

집희당의 동쪽 긴 전정과 경선당의 전정과 후정에 

각각 소규모의 식재가 보이는데 식재 패턴은 남쪽과 

북쪽의 행각쪽으로 치우쳐 식재가 되어 있어서 가운

데 마당을 넓게 비워놓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양 전각 사이에 있는 담장의 기다란 공간에도 담장쪽

으로 치우친 패턴으로 교목의 식재가 묘사되어 있다. 

집희당과 경선당은 세자의 생활공간인 내당으로서 

서로 닮은 공간을 바탕으로 소규모의 소박한 건물과 

마당에 적절한 식재를 배치하여 간결하고 여유가 있

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점이 공간구성이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3.3.3. 대비전 영역

대비전은 궁궐의 어른이신 대비의 생활공간이자 

간택 등의 왕실 행사를 거행하던 중심 전각으로 장락

전(長樂殿)과 광명전(光明殿)이 궁역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다. 

동쪽의 장락전은 넓은 부지에 규모가 큰 전각으로 

세워져 있는데 본채는 남향의 팔작지붕으로 규모는 

양쪽의 익각에 가려져서 확실하지 않으나 정면은 7칸



 백지성 김민선 조태동

이고 측면은 알 수가 없으며 월대에는 3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Fig. 9).

장락전은 전면에 동쪽의 용비루(龍飛樓)와 서쪽의 

봉상루(鳳祥樓)의 두 익각이 배치되어 있는데 건축수

법이 같고 각각 2층의 누각형태로써 전면 5칸, 측면 3

칸의 다락집으로 2층에는 계자각의 난간을 두루고 있

다. 두 익각은 연회와 휴식을 위한 용도로 쓰 는데 이

곳에서 노래한 효종과 정조 등 왕들의 시를 통해서 분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장락전의 남쪽은 만세문(萬歲門)이 있는 행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단 위에 세워져 있는 장락전의 본

채와 두 익각의 웅장한 건물군은 대비의 위상을 보여

주는 건물구성으로 생각된다. 세 개의 전각에 둘러싸

인 내부의 전정공간은 비어 있는 마당의 형태이나 건

물에 비해 협소해 보인다.

Fig. 9. Queen mother zone (A part of Seogwoldoan).

장락전의 남서쪽에는 남향의 어조당(魚藻堂)이 정

면 5칸, 측면 4칸으로 기단 위에 세워져 있는데 별당

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전각이었다. 어조당은 동쪽의 

전정에 방지가 위치하여 별당으로써의 독자적인 공간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구성은 넓

게 보면 장락전에서의 조망의 대상이 되어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있다.

장락전은 사방이 긴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남

쪽으로 연강문(延康門)과 통의문(通義門),  그리고 서

쪽에는 청진문(靑鎭門)과 이름이 기입되지 않는 문, 동

쪽에는 명조문(明照門), 정의문(正義門)이 각각 설치

되어 있고 북쪽은 담장의 밖이 숲이 우거진 산지이다.

장락전의 전면은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는데 서쪽

의 어조당과 같은 위치에 방지가 있고 방지의 배경이 

되는 남쪽에는 교목의 식재가 담장으로 치우쳐 우거

진 숲을 이루고 있다. 방지는 장락전 보다도 어조당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간구성으로 보이는데 담장쪽의 

숲은 장락전 방향에서의 조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장락전은 만세문의 행각이 조망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오히려 용비루나 봉상루의 2

층 누각에서의 조망은 연못과 숲, 그리고 어조당이 함

께 어울리는 한 폭의 그림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

에서 방지는 주변을 아우르는 장소에 위치하 고 간

결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정원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락전의 서쪽으로는 넓지 않는 마당에 이어서 담

장을 따라 한 단의 화계를 조성하 는데 중간쯤에 약

간의 식재가 묘사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식재는 생략

되어 있다. 한편 동쪽의 마당은 약간 여유를 갖는 마당

이 펼쳐져 있는데 담장쪽으로 큰 수목들이 배열되어 

있다. 또한  북쪽은 도안 작성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담장의 아래 부분이 묘사되지 않은 점

이다. 따라서 후정이 화계로 구성되는 것을 대부분의 

전각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장락전의 후정에서

도 뒷마당에 이어 담장쪽으로 몇 단인지는 알 수 없으

나 화계가 만들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리고 담장 밖은 숲이 거우진 후원공간이다. 그런데 후

정공간에서 특이한 점은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커다

란 암석으로 묘사된 부분인데 암석은 담장보다 더 높

으며, 암석 위에는 두 그루의 식재를 볼 수 있다. 이 자

연스러운 거대한 암석을 후정에 도입한 것은 대담한 

공간구성으로써 담장 너머까지 뻗어나 있는지는 불분

명하지만 시각적으로 담장 밖의 숲과 연결되는 효과

를 나타내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후정의 동쪽부분에

서도 볼 수 있는데 구릉지의 숲이 후정과 연결되듯이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장락전은 전정의 연못과 숲, 그리고 후정의 담장 너

머의 자연 숲과 연결시켜 넓은 부지에 펼쳐보인 대비

전의 여유롭고 깊이가 있는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



경희궁 궁원구성의 특징

Fig. 10. Queen mother zone & secret garden of palace 
(A part of Seogwoldoan).

광명전(光明殿)은 장락전의 서쪽에 위치한 전각으

로 숙종과 경종이 가례를 거행하 고 선의왕후의 거

처로 사용되었다. 정면 6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각

각 3개의 계단이 전면에 설치된 이중의 기단은 아랫단

이 넓은 월대로 축조된 본격적인 전각의 형태를 갖추

었다. 광명전의 전정은 천성각(天成閣)이 있는 동쪽 

행각과 건예문(建禮門)이 있는 남쪽 행각, 그리고 서

쪽의 상회당(祥會堂)과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는 빈 공

간으로 되어 있다. 후정 역시 넓은 마당으로 동, 서, 북

쪽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빈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북쪽은 담장에 연하여 화계로 구성되는 것

이 일반적인 후원의 모습인데, 이곳은 화계가 없는 담

장으로만 처리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며, 회극문(會極
門)을 통하여 외부의 후원에 있는 취정과 숲으로 나

갈 수 있다(Fig. 10).

도안 에 상회당으로 표기된 상휘당(祥暉堂)은 동

쪽의 광명전과 행각으로 연결되어 동향하고 있는데 

정면 4칸, 측면 3칸의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의 지붕으

로 처리되어 침전으로 추정된다. 동쪽은 담장으로 광

명전과 경계를 이루었고 서쪽과 북쪽 또한 지형상 높

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남북으로 길게 상휘당의 후정

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의 높은 담장 아래 펼

쳐진 넓은 후정에는 몇 그루의 식재가 묘사되어 있는

데 조용하고 아늑한 궁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4. 후원

경희궁은 애초에 궁역이 협소하여 여유로운 후원

의 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원의 

기능을 부여한 전각을 궁역의 최북단에 배치하 음을

도안 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서궐 전체의 부지에 

비하면 극히 작은 공간에 해당된다. 경희궁에서 후원

으로서의 기능을 엿볼 수 있는 전각은 대비전인 장락

전과 광명전의 북쪽에 펼쳐진 숲에 위치한 취정(暎
翠亭), 그리고 춘화각(春和閣)의 일곽으로 볼 수 있으

며, 서쪽의 제례의식공간과 연결된 숲의 송단(松壇) 

역시 기록상으로 보아 후원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

는 장소이다.

취정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전각으로 정면 4칸, 

측면 3칸이고 북쪽을 덧대어 확장시킨 자의 형태를 

보이며, 2중의 기단 위에 남향으로 세워져 있다. 아래

쪽 기단에는 남쪽에 3개, 동쪽에 1개의 계단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어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왕의 행차

를 위한 어도의 설치가 유일한 정자이다. 이 어도는 광

명전 후정의 회극문과 이어져 있다(Fig. 10).

취정은 담장이 없는 유일한 전각으로 남쪽을 제

외한 동, 북, 서쪽이 빈 마당에 이어서 숲으로 둘러싸

여 있으며, 숲의 외곽으로는 담장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정은 남쪽에 설치한 대단위의 기단에

서 보듯이 지세가 험하고 궁궐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윽하고 고요한 장소로써 자연의 숲에 접

하여 심신의 여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후원의 기능에 

충실한 전각이다. 또한 가장 높은 장소에 위치하여 아

래로 펼쳐진 궁궐의 전각들을 조망할 수 있는 절호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서 숙종, 정조, 순조, 조 등의 

임금이 휴식을 취하고 시를 읊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Kong, 2009).

춘화각은 취정의 남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는데 

기단 위에 세워진 사방 한 칸의 지붕을 절병통으로 마

감한 사모정으로 벽이 없이 난간과 기둥만으로 지어

져 있어 사방이 트여 있는 매우 간결하고 시원스러운 

느낌의 전각이다. 인접한 취정과는 달리 동, 서, 남, 

북 모두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아담한 공간으로 남쪽

에는 보안문(保安門), 그리고 북쪽에는 청안문(淸安
門)이 있다.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춘화각의 마당에는 남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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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 교목의 식재가 묘사되어 있는데 고문헌에 의

하면 버드나무, 모란, 국화, 복숭아꽃 등이 식재되었으

며, 반달모양의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서쪽 담장에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물이 묘사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도안 의 북서쪽 산지의 가장 높은 정상부에는 방

형의 단이 있으며, 이 단에 오르는 계단, 궁궐의 외곽 

담장, 그리고 주변의 숲 중에서도 소나무로 보이는 교

목이 묘사되어 있다(Fig. 11). 이 단에는 명칭을 알 수 

있는 표기가 없지만 문헌을 참고하면 송단을 묘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njo, 1814). 이는 정조 2년

(1778) 궁궐의 북쪽 높은 언덕에 단을 만들었다는 ‘송

단기(松壇記)’가 홍재전서(홍재전서)에 실려 있다. 

송단에 올라 주변 경치를 조망하고, 시를 짓고, 거문고

를 울려 풍류를 즐기고, 한편으로 활쏘기 등의 무예를 

익히던 후원의 기능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Songdan (A part of Seogwoldoan).

4. 결 론 

경희궁의 전모를 묘사한 서궐도안 을 연구의 중

심자료로 하여 삼조의 역별로 나누어 궁원의 공간

구성과 식재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 다. 경희궁 궁원

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외조의 진입부에 나타난 궁원의 특징으로 굴절점

을 갖는 어도의 독특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궁

궐 건 초기에 풍수와 관련지어 비보차원에서 만상루

의 남쪽에 대규모의 원지를 조성하 는데 이에 따라 

외곽담장이 돌출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어도가 굴

절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 다. 또한 굴절된 어도

는 충파를 꺼리는 풍수이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결

국 어도는 풍수적인 향으로 굴절된 형태를 보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전의 정문인 숭정문 앞 마당에 포설된 박석포장

은 다른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경희궁의 외조와 치조

의 전이공간에 나타난 특징적인 시설이다. 어도가 숭

정문을 향해서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결절점에 

위치하는 새로운 국면의 공간이며, 조참례의 행사가 

설행되는 중요한 장소에 포장을 하므로써 공간의 위

계를 높이고 치조공간으로의 진입을 암시하는 포장으

로 생각된다.

치조의 제례의식공간은 정치이념이 표현된 중요한 

장소로써 정전의 서쪽에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왕

실의 사당인 태령전은 중층의 기단으로 전각의 위용

을 표현하고 있으며, 행사를 위한 넓은 전정이 배치되

고 특히 후정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공간구성을 보여

주는데 맑은 샘과 재숙의 장소인 도수연이 높은 지대

에 위치하여 심신을 정갈히 하여 제사를 준비하는 소

박하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위선당은 

어도가 설치된 전정의 배치로 위계와 장소의 중요성

을 보여주고 있다. 후정에서는 서쪽과 북쪽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산지의 숲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조상을 모시는 장소에 풍수의 지기를 받아들이는 수

법으로 창덕궁의 선원전 역시 같은 수법을 보이는데 

제례의식공간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정에서는 

제례의식공간을 상징하는 수목의 배치를 볼 수 있다.

연조의 침전 역은 숭정전의 동쪽에 회상전과 융

복전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전각들로 구성되어 있

다. 회상전의 전정은 빈 마당으로 단순한 구성을 보이

고 있지만 후정은 관목이 식재된 화계와 벽파담의 방

지로 구성되어 풍류의 정취가 넘치는 궁원으로 조성

되어 있다. 융복전은 공적인 행사의 장소로써 전정에 

구성된 월대와 식재로 장식된 화계의 아담하고 단순

한 후정의 공간구성이 특징적이다. 침전의 부속공간

으로 보이는 억석랑은 소규모의 전정에 식재된 관목

군이 특이한데 작은 공간에 수목을 배치하여 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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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는 섬세한 공간구성은 경희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궁의 정당은 경현당으로 넓은 전정에 방지를 배

치한 공간구성과 후정의 여유로운 공간과 화계의 배

치로 단아하고 화려한 궁원을 보이고 있다. 양덕당은 

동궁의 내당으로 전정과 후정을 둘러싼 중첩된 공간

구성이 독특한데 이는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숲처럼 

전각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또한 특징적이다. 이는 경

희궁은 넓은 후원을 취할 수 없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

어서 연조공간에서 후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동궁의 내전으로 시기를 달리

하여 사용되었던 집희당과 경선당은 동향의 전각으로 

소박한 건물의 규모에 어울리는 간결하고 여유있는 

정원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장락전은 규모가 큰 전각으로 전면에 연회와 휴식

을 위한 중층의 익각을 좌우로 배치하여 대비전으로

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전정에는 별당인 어조당이 방

지와 함께 위치하여 간결하면서 기품이 있는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익각으로부터의 조망은 식재를 배경

으로 한 어조당과 방지의 여유롭고 깊이가 있는 경관

을 보여준다. 장락전의 후정은 커다란 바위의 지형을 

정원으로 도입하여 담장 너머의 숲과 연계된 정원으

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경희궁의 후원은 궁역이 협소한 이유로 북쪽의 작

은 구역에 취정과 춘화각을 배치하는 것에 한정되

어 있다. 취정은 담장이 없이 숲과 연결되어 있고 춘

화각은 벽이 없이 사방으로 트인 간결한 정자로써 후

원의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분위기와 어울린 공간구성

을 보여준다. 경희궁의 서북쪽 고지대의 산정에는 송

단이 위치하여 궁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절호의 장

소를 제공하고 있다.

경희궁의 궁원에 나타난 공간구성상의 특징은 엄

격한 궁궐제도에서 벗어난 탈규범적인 공간구성의 결

과로써 이는 위계가 낮은 이궁으로 건 된 것에 기인

한 자유분방한 궁원조성이 허용된 때문으로 생각된

다. 또한 궁역이 협소하여 본격적인 후원을 조성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후원의 기능을 겸한 궁원공간을 연

조공간에 다수 포진시킴으로써 경희궁만의 자유로운 

식재의 특징을 보이는 궁원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서궐도안 을 중심자료

로 활용하여 경희궁의 궁원구성을 규명하고자 하 는

데 서궐도안 이 그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표현

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간구성을 파악하

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그림에 따른 

현장의 확인이 필요했는데 망실된 유구와 발굴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미비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

이었다. 향후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

위 내에서의 발굴조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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