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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궐(東闕)에 실존했던 추경원(秋景苑)의 조영과 변천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세

부적으로는 추경원의 조영 위치와 범위, 조영 배경과 의도, 소속 체제와 공간적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추경원은 창경궁 함인정(涵仁亭) 주변 또는 시민당(時敏堂)과 진수당(進修堂) 사이의 공간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사료에 따르면 추경원은 도총부(都摠府) 서쪽, 협상문(協祥門) 안쪽, 숭문당(崇文堂) 인근에 위치했다고 전

해진다. 「동궐도형(東闕圖形)」을 통해서도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추경원의 조영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적 실측도 

형식의 「창경궁배치도(昌慶宮配置圖)」에 따르면 오늘날 추경원은 창경궁 문정전(文政殿)과 숭문당 남쪽의 녹지공간에 

해당한다.

둘째, 「동궐도(東闕圖)」에서 추경원은 담장으로 한정된 대지에 수목들이 생육하던 녹지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내

부에 일체의 인공적 시설은 도입되지 않았다. 또한 추경원은 주변 대지보다 표고(標高)가 높은 지형에 입지했다. 특히 추

경원의 구성 형식과 입지 특성은 한양에 소재했던 궁궐 외원(外苑)과도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궁궐 외원의 운영 양상을 

고려하면 추경원 역시 지세(地勢)의 보존과 배양(培養)을 위해 조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조선 후기에 걸쳐 추경원은 동궁(東宮)과 함께 창덕궁 또는 창경궁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추경원은 동

궁 영역에 포함된 왕실정원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래 담장과 협문(夾門)으로 구성되었던 추경원의 서쪽 경계

부는 이후 담장과 행각(行閣)이 결합된 형식으로 변모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추경원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고, 종국에는 소실(消失)되어 실체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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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창덕궁과 창경궁을 포괄하는 동궐은 조선시대의 대

표적인 궁궐공간으로서 건축·역사·철학·정치·군사 등 제

학문 분야의 주목을 받아왔다. 동궐의 후원(後苑)도 조선

시대 궁궐조경의 특징적 사례이자 왕실정원의 정수로 평

가되면서 조경학 분야의 많은 담론을 파생시키고 있다. 

또한 『궁궐지(宮闕志)』를 비롯한 제문헌에 따르면 조선 

후기의 동궐 내에는 후원뿐만 아니라 추경원(秋景苑)으

로 불린 왕실정원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5대 궁

궐을 통틀어 후원이 아닌 내전(內殿) 권역에 정원으로서

의 고유 명칭이 부여된 사례로는 동궐의 추경원이 유일하

다.1 함춘원(含春苑), 상림원(上林苑),2 방림원(芳林苑)으

로 불린 왕실정원이 존재했지만 궐 밖에 조영된 원유(苑

囿)였다는 점에서 추경원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추경원

은 후원과 더불어 동궐의 궁궐조경을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이며 조선 후기 내전 권역의 원형 경관을 형성했던 

왕실정원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추경원의 용례는 인조 연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인조 25년(1647) 8월 창덕궁에서는 동궁(東宮)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저승전(儲承殿) 중건공사가 진행되고 있

었다.3 이후 인조 26년(1648) 4월 수리도감은 ‘저승전 추

경원’의 동쪽 담장 일대에서 썩은 뼈와 목재 인형을 발견

했다고 보고했다. 뼈와 인형이 흉물로 인식되었기 때문

에 수리도감은 추경원 내부의 흙을 다방면으로 파헤치고 

의심스러운 곳을 제거하자고 요청했다.4 이 일화는 저승

전과 추경원이 함께 조영되는 과정에서의 논의로도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승전 중건공사의 전모를 기록한 『저

승전의궤(儲承殿儀軌)』에서 추경원의 조영에 관한 사안

은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의 공사는 동궁 영역에 해

당하는 저승전, 경극당(敬極堂), 낙선당(樂善堂), 숭경당

(崇敬堂), 취선당(就善堂) 등의 신축공사와 시민당(時敏

堂), 청음정(淸陰亭), 진수당(進修堂), 장경각(藏經閣) 등

의 수리공사로 이루어졌다.5 즉 추경원은 인조대의 저승

전 중건공사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왕실정원이다.6

또한 추경원은 동궐 내에서 매우 엄중하고 위상이 

높은 공간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영조는 함춘원, 상림원

과 함께 추경원을 언급하면서 금원(禁苑)의 관리에 대한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7 순조의 생모였던 수빈박씨(綏嬪

朴氏)의 상장례 과정에서 신주(神主)를 추경원에 매안(埋

安)했던 사례도 있다.8 혼전(魂殿) 주변의 깨끗한 장소에 

신주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추경원이 매우 정결

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9 정조 연간

에는 추경원의 무너진 담장에 대해 불과 하루 동안 파수

1 추경원이 창덕궁 또는 창경궁 산하로 편입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동궐의 추경원’이라고 서술하였다. 소속 체제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3장 

3절 참고.

2 상림원(上林苑)이 궁궐 후원의 별칭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또한 상림원이 장원서(掌苑署)의 전신으로서 원유를 관리하던 관청,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가 경영

했던 황가원림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3 인조 원년(1683)에 저승전이 소실(燒失)되었기 때문이다(『궁궐지』, 昌慶宮, 儲承殿).

4 『인조실록』, 인조 26년(1648), 4월 2일.

5 국립고궁박물관, 2011, 『조선왕실의 건축, 창덕궁 학술연구』, p.60.

6 저승전은 조선 전기에 건립된 동궁전이다. 따라서 『인조실록』에 나타난 ‘저승전 추경원’이라는 용례를 고려하면 저승전과 마찬가지로 추경원도 조선 전기부터 운

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 『승정원일기』, 영조 8년(1732), 5월 17일.

8 『현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卷之一, 擧行日記. “…同日午時返虞于昌慶宮之顯思宮都監 仍爲罷出 同日神帛埋安于秋景苑淨潔處…”.

9 신주를 혼전 근처의 정결한 곳에 매안하던 방식은 일종의 규례로 정해져 있었다(『승정원일기』, 고종 27년(1890), 6월 29일.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삼가 등

록(謄錄)을 상고해보니 반우(返虞)하는 날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 신백(神帛)을 혼전(魂殿) 근처의 정결한 곳에 매안(埋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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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守)에 소홀했던 훈련도감 장교를 처벌한 일화도 있다. 

추경원이 대내(大內)10와 멀지 않은 막중한 장소로 인식되

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추경원의 담장이 파손되면 수리

를 마칠 때까지 군사들이 수직하면서 잡인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했다. 담장의 파손 사실과 수리 완료에 관한 

일체가 임금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는 점도 추경원

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한편 고종 4년(1867) 간행된 『육전조례(六典條例)』

에서 추경원은 “지금은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12 반면 고

종 5년(1868)과 16년(1879)에도 추경원의 담장 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순종 2년(1908) 간행된 『증보문헌비

고』에서도 추경원이 등장한다.13 추경원의 소실에 따른 

복구 또는 『육전조례』의 오기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지

만 결과적으로 추경원이 1900년대 초반까지도 실존했다

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추경원은 현존하

지 않으며 조선 당대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물

론 추경원에 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은 아니다. 윤국병

(1997)은 한국 전통조경의 통사적 관점에서 궁궐조경을 

개괄하는 한편 창경궁에 추경원이라는 정원이 존재했다

고 밝히고 개략적인 위치도 언급했다.14 또한 경세진·조

재모(2015)는 궁중연향에 사용된 숙설소(熟設所) 및 중

배설청(中排設廳)의 운영방식을 고찰하면서 헌종과 고

종대에 숙설소가 설치된 추경원의 위치를 「동궐도」에 특

정했다.15 이상의 논의들은 추경원의 조영 사실과 이용 

양상을 부분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

지만 추경원 자체가 구심적인 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상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제시된 조영 

위치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

선 후기에 동궐의 왕실정원으로 실존했던 추경원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존하지 않는 

추경원의 재조명을 통해 조선시대 왕실정원의 범주와 논

의대상을 환기하고 추후 동궐의 원형 경관 회복을 위한 

복원 정비와 보존관리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동궐 소속의 왕실정원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존하지 않는 추경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고찰

하였다.

첫째, 추경원의 조영공간에 관한 규명이다. 추경원

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

나 추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범위도 구체화

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찬의궤(進饌儀軌)』를 비롯한 추

가 자료를 토대로 도총부(都摠府), 협상문(協祥門), 숭문

당(崇文堂)과 관련된 추경원의 위치정보를 새롭게 검토하

였다. 이후 해당 건축물들이 모두 묘사된 「동궐도형(東闕

圖形)」을 기준으로 추경원의 조영공간을 실증적으로 파악

하였다. 하지만 「동궐도형」은 간가도 형식으로 제작되었

10 김종태(2015)는 ‘대내(大內)’의 개념에 대해 치조의 정전, 외조의 궐내각사, 그리고 세자의 동궁을 제외한 편전과 침전 중심의 왕실 생활공간이라고 밝혔다(김종태, 

2015, 「궁궐 공간 표현 용어의 가변성 –왕의 사적(私的) 공간 ‘대내(大內)’, ‘자내(自內)’를 중심으로-」 『고궁문화』 No.8, pp.30~31).

11 『일성록』, 정조 13년(1789), 3월 21일.

12 『육전조례』, 工典, 工曹, 營造司, 宮室, 昌慶宮. “秋景苑在淸陰亭東 今無”.

13 『승정원일기』, 고종 5년(1868), 6월 12일. “禁衛營啓曰, 秋景苑南邊內宮墻五間頹圮處, 東邊內宮墻二間頹圮處, 限改築間, 嚴加守直之意, 敢啓。傳曰, 知道。”. 

『승정원일기』, 고종 16년(1879), 8월 22일. “朴容大, 以兵曹言啓曰, 卽接東所衛將李東參牒報, 則秋景苑南邊內宮墻一間許頹圮處, 今已修築云, 把守軍兵, 還爲入

直之意, 敢啓。傳曰, 知道。”. 

『증보문헌비고』, 卷三十八, 輿地考二十六, 宮室二, 本朝宮室, 昌慶宮, 秋景苑.

14 윤국병, 1997, 『조경사』, 일조각, p.298.

15 경세진·조재모, 2015, 「조선후기 궁중연향 시 숙설소와 중배설청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 -궁중연향의궤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Vol.24 No.6,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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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동궐의 실제 배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16 따라

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근대적 실측

도 형식의 「창경궁배치도(昌慶宮配置圖)」를 토대로 추경

원의 조영공간을 재검토하는 한편 수치지도와 항공사진 

기반의 현황 여건에 추경원의 위치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추경원의 조영 목적에 관한 해석이다. 추경원

에서는 궁중의 상장례 과정에서 신주를 매립하거나 진찬

의례 과정에서 음식 조리와 보관을 위해 숙설소가 마련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추경원의 근본적인 조영 목적이 

궁중의례에 필요한 부속공간 확보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

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추경원의 조영 목적을 파악하

기 위한 단초로 「동궐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궐도」

는 조선 후기 동궐의 전모를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동궐도형」과 달리 당대 추경원의 실상을 가장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다. 따라서 「동궐도」에 묘

사된 추경원의 구성 형식과 입지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

하였다. 또한 추경원과 유사한 면모를 갖춘 왕실정원이 

한성부에 소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표적 사례인 함춘

원·상림원·방림원의 운영 양상을 분석하였다.

셋째, 추경원의 역사적 전개와 변화에 관한 고찰이

다. 추경원에 관한 문헌 기록은 소략하기 때문에 변천과정

을 통사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정된 자료를 통

해서도 추경원의 소속 체제 전환과 공간적 변화에 관한 일

면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어제궁궐지(御製宮闕志)』, 

『궁궐지』 등을 토대로 추경원이 동궁 소속의 전각들과 함

께 창덕궁 또는 창경궁 산하로 편입되던 추이를 검토하는 

한편 동궁 영역과 추경원의 공간적 관계성을 함께 파악하

였다. 이어 「동궐도」와 「동궐도형」의 비교를 토대로 추경

원의 구성 형식에 관한 공간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17 

나아가 오늘날 추경원이 현존하지 않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面圖)」 등을 토대로 일제강

점기부터 본격화된 추경원의 변질 양상을 고찰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추경원의 조영 위치와 범위

『궁궐지』에 따르면 시민당 북쪽에 청음정, 청음정 동

쪽에 추경원이 위치했다.18 따라서 시민당과 청음정은 추

경원의 조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시민당은 

정조 4년(1780) 소실되었지만 「동궐도」에 묘사된 기단(基

壇)을 통해 개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추경원

과 가장 밀접한 위치 관계를 형성했던 청음정의 소재는 구

16 「북궐도형」과 「동궐도형」은 전통적 측량방식을 사용하여 건물의 위치 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에 현재의 배치도와 오차가 존재한다. 반면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창경궁배치도」는 현재의 측량 결과에 가까운 근대식 도면이다(이혜원, 2013, 「III. 논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궁궐도형의 내용과 특징」,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

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p.217).

17 「동궐도」와 「동궐도형」의 제작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 통상적으로 「동궐도」는 1828~1830년에, 「동궐도형」은 1903~1908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8  『궁궐지』, 昌德宮. “淸陰亭在時敏堂北”; 『궁궐지』, 昌德宮. “秋景苑在淸陰亭東”.

그림 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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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동궐도」를 비롯한 궁중기

록화에서도 청음정이 묘사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

국 『궁궐지』의 기록은 시민당 북동쪽 일대에 추경원이 조영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시사하지만 실제 조영공간을 파악

하기 위한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윤국병(1997)은 

『궁궐지』의 기록을 토대로 창경궁 명정전 후면에 위치한 함

인정(涵仁亭) 주변공간을 추경원으로 이해했다(그림 2).19 

또한 경세진·조재모(2015)는 시민당 북동쪽을 추경원의 소

재지로 파악하는 한편 「동궐도」를 기준으로 시민당과 진수

당 사이의 공간을 추경원으로 비정했다(그림 2).20 그러나 

두 공간은 모두 정원으로서의 면모가 뚜렷하지 않고 전각 

주변에 형성된 마당처럼 일반적 형태의 오픈 스페이스에 

가깝다. 특히 동궐 내부에 산재한 오픈 스페이스 가운데 함

인정 주변 또는 시민당 북동쪽 공간만이 고유 명칭을 가진 

왕실정원으로 운영된 연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추경원의 조영공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대

상을 추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오위(五衛)

의 최고 군령기관이었던 도총부다.21 수도 한양의 도총부

는 경복궁 광화문 안쪽, 경희궁 홍문관(弘文館) 남쪽, 창

경궁 광정문(光政門) 밖에 있었다.22 창경궁 도총부는 본

래 창덕궁 금호문(金虎門) 안의 이문원(摛文院)에 위치했

으나 정조 5년(1781)에 창경궁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조

선 왕실의 기록물에서 추경원은 창경궁 도총부와 연관된 

위치정보로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도

19 윤국병, 1997, 앞의 책, p.298.

20 경세진·조재모, 2015, 앞의 논문, pp.71~72.

21 도총부는 오위도총부로도 불린다. 오위(五衛)는 의흥위(義興衛), 용양위(龍讓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로 구성되었다.

22 『궁궐지』, 景福宮. “都摠府在光化門內”; 『궁궐지』, 慶熙宮. “都摠府在弘文館南”; 『궁궐지』, 昌德宮. “都摠府在昌慶宮光政門外”.

그림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추경원의 위치(출처: 「동궐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자 편집). 

(추정 위치 A: 윤국병, 1997 / 추정 위치 B: 경세진·조재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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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 뒤의 추경원 동쪽 담장”, “도총부의 서쪽과 추경원이 

서로 접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대표적이다.23 즉 추경원과 

도총부는 공간적으로 밀접한 위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

다. 따라서 창경궁 도총부는 시민당과 더불어 추경원의 

조영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초 중 하나이며, 

「동궐도형」에서도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강재(壽康齋)의 행각문에 해당하는 협상

문이다. 협상문과 추경원의 관계는 헌종 14년(1848)과 고

종 14년(1877) 두 차례에 걸쳐 거행된 진찬의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전자는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육

순을, 후자는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의 칠순을 경

축하는 의례였다. 당시 궁중연향의 전모를 기록한 두 종류

의 『진찬의궤』에서 ‘협상문 안의 추경원(協祥門內秋景苑)’

이라는 용례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의례에 사용될 음식

의 준비와 보관을 담당했던 내숙설소(內熟設所)가 협상문 

안쪽의 추경원에 마련되었고 추경원 내부의 남북에 가가

(假家) 형식의 임시건물로서 건립되었다는 내용이다.24 내

숙설소는 헌종 연간에 190칸, 고종 연간에 143칸으로 건립

되었다. 내숙설소의 규모를 고려하면 추경원의 조영공간

도 상당한 범위를 점유했다고 풀이된다. 「동궐도형」을 기준

으로 협상문은 수강재 동쪽의 외행각에 위치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임금의 학문소로 활용된 숭문당이다. 숭문

당과 추경원의 관계는 정조 3년(1779) 거행된 원빈홍씨(元

嬪洪氏)의 상장례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조와 혼

궁도감(魂宮都監)은 문정전(文政殿)을 원빈의 혼전으로 결

정한 이후 대내(大內)로부터 곡림청(哭臨廳)25에 이르는 두 

가지 동선을 논의했다.26 하나는 문정전의 뜰(庭)을 경유하

는 방법, 다른 하나는 추경원을 경유하는 방법이었다.27 당

시 곡림청으로 활용된 전각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17세기 

이후부터 문정전 서북쪽 인근에 위치한 숭문당이 왕실 여

성들의 곡림(哭臨) 장소로 활용되었다.28 따라서 숭문당에 

도달하는 동선에 대해 문정전과 추경원이 병렬적인 대안으

로 논의된 사실을 고려하면 문정전과 마찬가지로 추경원 

역시 숭문당에 인접한 공간이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추경원은 도총부 서쪽 또는 

후면, 협상문 안쪽, 문정전과 숭문당의 인근에 위치한 왕

실정원이었다. 실제로 「동궐도형」에서는 각각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며 도총부·협상문·문정전·숭문당과 마주하고 

있는 ‘ㄴ’ 형태의 대규모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장

소가 바로 추경원의 실제 조영공간을 가리킨다(그림 3). 

이 공간은 도총부의 서쪽에 위치하며 협상문 안쪽의 대지

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문정전과 숭문당에 인접하고 있

으며 북쪽에 설치된 보화문(普和門)을 통과하면 숭문당

에 곧바로 연결되는 공간이었다.29 특히 ‘시민당 북쪽의 

23 『승정원일기』, 정조 13년(1789), 3월 20일. “申耆, 以都摠府言啓曰, 本府西邊, 相接於秋景苑, 而墻垣頹圮處 …”. 

『승정원일기』, 정조 13년(1789), 3월 21일. “李敏采, 以都摠府言啓曰, 本府西邊秋景苑相接處墻垣修築間…”. 

『승정원일기』, 순조 4년(1804), 7월 27일. “李溏, 以禁衛營言啓曰, 都摠府後秋景苑東墻頹圮處,…”.

24 『진찬의궤(進饌儀軌)』, 1848 , 卷二, 甘結, 己酉閏四月初八日. “…內熟設所處所協祥門內秋景苑 二月十一日始役 設假家一百九十間于苑之南北…”. 

『진찬의궤(進饌儀軌)』, 1877, 卷二, 甘結, 丁丑十二月二十三日. “…內熟設所處所協祥門內秋景苑 二月十一日始役 設假家一百四十三間于苑之南北…”.

25 내곡림청(內哭臨廳)을 가리키며 상장례 과정에서 왕실 내명부(內命婦)의 조문 공간을 의미한다.

26 『일성록』, 정조 3년(1779), 6월 3일. “내가 이르기를 ‘혼궁 처소가 이미 이곳에 정해졌으니 대내(大內)의 곡림청(哭臨廳)을 의정(議定)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서

명선 등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대내에서 곡림하는 곳까지 이르는 길은 반드시 문정전 뜰을 경유해야 한다. 문정전을 경유하지 않는다

면 취경원(聚景苑)의 길은 길이가 자못 기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27 원전(原典)에는 ‘취경원(聚景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추경원의 오기 또는 별칭이다.

28 신지혜, 2011, 「조선 후기 大妃의 喪葬禮 참여확대와 의례공간의 변화」 『장서각』 No.26, p.142.

29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동궐도」에 보이는 문정전 남쪽의 계원(桂苑)이 화려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문화재관리국, 1985,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 

p.142). 이 보고서에서 ‘계원(桂苑)’은 추경원이 위치한 공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조선 왕실 기록물에서 ‘계원(桂苑)’은 보통 최치원(崔致遠, 857∼?)의 시문집으로 전

해지는 『계원필경(桂苑筆耕)』과 연관된 용례로 나타나며 동궐의 왕실정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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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정’, ‘청음정 동쪽의 추경원’이라는 『궁궐지』의 기록처

럼 추경원이 시민당의 북동쪽에 위치했다는 사실과도 일

치한다.

「동궐도형」에 나타난 추경원의 조영공간은 『조선

고적도보』에 수록된 「창경궁배치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두 도면에서 추경원의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

지만 북쪽과 남동쪽 담장의 선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

타난다. 북쪽 담장의 경우 「동궐도형」에서는 직각 형태

로 표현된 반면 「창경궁배치도」에서는 둔각 형태에 가깝

다. 남동쪽 담장의 경우 「동궐도형」에서는 남북 방향의 

직선으로 표현된 반면 「창경궁배치도」에서는 북서-남동

의 사선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4). 간가도 형식의 「동

궐도형」과 달리 「창경궁배치도」는 근대적 실측도 형식으

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 추경원의 조영 위치와 범위

를 가장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료다. 「창경궁배

치도」에 나타난 조영공간을 현황 여건에 적용하면 오늘

날 추경원에 해당하는 장소는 1980년대 후반 창경궁 복

원정비사업 당시 조성된 녹지공간과 관람 동선으로 이

루어져 있다(그림 5).30

2. 추경원의 조영 배경과 의도

추경원의 이용 행태는 궁궐의 대표적 왕실정원으

로 운영된 후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궁궐 후원에서는 

연회(宴會), 친잠(親蠶), 친경(親耕), 관사(觀射), 관시(觀

試), 열무(閱武) 등과 같은 위락적·의례적 행위가 빈번하

게 이루어졌다. 반면 추경원이 신주의 매립장소 또는 궁

중연향의 보조공간으로서 활용된 전례는 있지만 임금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이 특정 목적에 따라 추경원을 이용

했던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궐도」에 묘사된 추경

원 역시 담장으로 한정된 대지에 교목 위주의 수목들이 

식재된 녹지공간이라는 점에서(그림 6) 동궐 후원의 공

간 구성 양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추경원에 해당하

그림 3   「동궐도형」을 통해 본 추경원의 조영공간(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자 편집).

30 Autocad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한 추경원 내부공간의 면적은 약 3,800㎡(1,150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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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창경궁배치도」를 통해 본 추경원의 조영공간(출처: 한국 역사 문화 자료 데이터베이스, 필자 편집).

그림 5   현황 여건에 적용한 추경원의 조영공간(출처: Daum 지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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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의 식생에 대해 문화재청(2016)은 인공식재와 자

연생육이 공존하는 혼합지라고 밝혔다.31 김현준·심우경

(2007)은 추경원 내부의 식생이 소나무로 추정되는 침엽

수 4주, 그리고 화관목 4주를 포함하여 수종을 알 수 없는 

활엽수 17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그림 6, 7).32, 33 또한 

‘추경(秋景)’이라는 용례가 단풍이 물드는 가을의 경치를 

함의한다는 점에서도 추경원은 낙엽활엽수가 우점했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추경원의 경계부에는 공

간 구획을 위한 담장과 출입 목적의 사주문(四柱門)이 설

치된 반면 내부에는 일체의 인공적 건축물과 정원시설이 

도입되지 않았다. 「동궐도형」에서도 추경원의 내부는 공

지(空地)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 행태와 구

성 형식적 특징을 고려하면 추경원에는 궁궐 후원과 차별

화된 조영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추경원이 입지한 공간의 지세(地勢)도 주목되는 특

징 중 하나다. 「동궐도」에는 추경원의 담장 주위로 지형

의 고저차 해결을 위한 1~4층의 석계(石階)와 화계(花階)

들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8). 특히 추경원 서쪽에는 세벌

대 이상으로 쌓은 장대석 석계가 3~4층으로 조성되어 있

고 가장 높은 지점에 취운정(翠雲亭)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석축의 규모를 고려하면 추경원 일대는 본래 

주변보다 표고가 높았던 지형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서고

동저형의 지세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추경원이 승화루(承華樓)-상량정(上凉亭)-한정당

(閒靜堂)-취운정으로 이어진 서고동저형 지세의 끝머리

에 입지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그림 9). 즉 승화루 일대

그림 6   「동궐도」를 통해 본 추경원의 조영공간과 식물상(출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자 편집).

31 문화재청, 2016, 『동궐(창덕궁·창경궁)의 주요 식생 분석 및 가림시설 원형고증 연구』, p.48.

32 김현준·심우경, 2007, 「동궐도에 나타난 식재 현황 및 특징 분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5 No.2, pp.144~146.

33 문화재청(2016)도 「동궐도」에 사용된 수목묘사법이 실제 수목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사실적 표현에 기반하고 있지만 개별 수목의 정확한 수종 파악에는 한계가 있

다고 밝혔다(문화재청, 2016, 앞의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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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어지는 구릉성 지형과 추경원이 입지한 장소는 본

래 일련의 지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추경원 내부의 원지

형은 불분명하지만 본래의 지세는 오늘날에도 부분적으

로 남아 있다. 현재 추경원 북쪽에 위치한 함인정 영역의 

표고는 약 35m, 북동쪽에 위치한 문정전 일대의 표고는 

약 32m이다. 반면 추경원 내부의 북서쪽 일대는 약 37m

의 표고로 주변보다 높은 지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추

경원 내부의 남동쪽 일대가 약 31m의 표고라는 점에서 

서고동저형의 지세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9).34 

특히 이재용(2019)은 동궐 후원에서 이어지는 두 줄기의 

능선 중 하나가 취운정을 거쳐 추경원 일대의 지형을 형

성했으며, 창경궁 내에서는 추경원 일대가 자경전(慈慶

殿)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 

후기 추경원 일대의 지형은 현재보다 최소 3~5m 가량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35 즉 오늘날 약 4m의 단차를 보이는 

취운정 일대와 추경원 북서측 일대도 본래는 완만한 경사

형태를 형성하고 있었다.

침엽수(소나무) 활엽수(화관목)

활엽수(수종미상)

활엽수(수종미상)

그림 7   「동궐도」에 묘사된 추경원 내부의 식물상(출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자 편집).

그림 8   「동궐도」에 묘사된 추경원 주변의 석계와 화계(출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자 편집).

그림 9   추경원 일대의 지세 현황(출처: 필자 작성).

34 현재의 지세는 1980년대의 창경궁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결과다.

35 이재용, 2019, 「조선 후기 동궐(창덕궁·창경궁)의 원형 추정에 관한 연구 -동궐도의 기하학적 재구성을 통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pp.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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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경원은 수도 한양의 원유로 운영된 함춘원, 

상림원, 방림원과도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각각의 사례

들과 추경원이 ‘○○苑’의 3음절 형식으로 작명되었다는 

점도 모종의 동질성을 시사한다. 『궁궐지』에 따르면 창경

궁, 창덕궁, 경희궁에는 각각 함춘원, 상림원, 방림원으로 

불린 왕실정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함춘원은 창경궁 홍화

문(弘化門) 동쪽에, 상림원은 창덕궁 요금문(曜金門) 밖

에, 방림원은 경희궁 개양문(開陽門) 남쪽에 소재했다.36 

함춘원, 상림원, 방림원은 궐 밖에 위치했지만 궁궐 산하

의 부속공간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궁궐 외원(外苑)

으로 통칭할 수 있다. 주목할 사실은 추경원과 마찬가지

로 궁궐 외원도 담장과 녹지로 구성된 왕실정원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국여지비고』에서 경복궁 후원과 창

덕궁·창경궁 후원은 누정 또는 전각 중심으로 서술된 반

면 방림원은 “담장을 두르고 수목을 보살피며 기른다”고 

설명되어 있다.37 「수선전도(首善全圖)」에서도 함춘원은 

담장 안에 수목이 밀식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그림 

10) 1880년대의 사진을 통해서도 담장과 수림으로 이루

어진 함춘원의 실경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그림 11).

오준영·김영모(2017)에 따르면 함춘원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민간의 출입과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담장을 둘러 구

릉지의 지세를 보호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기(地氣)

를 배양하기 위해 수목을 밀식했다는 점이다.38 그렇다면 

담장과 수목을 중심으로 묘사된 방림원도 함춘원과 유사

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림원도 마찬

가지다. 영조는 상림원의 지세가 민간에 의해 훼손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각별히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39 상

림원의 무너진 담장과 무단으로 벌채된 수목을 조사하라

는 하교도 있었다.40 또한 함춘원 내부에 인공적 시설이 

36 『궁궐지』, 昌慶宮, 含春苑. “在弘化門東”; 『궁궐지』, 昌德宮, 上林苑. “卽西苑 在曜金門外”; 『궁궐지』, 慶熙宮, 芳林苑. “在開陽門南”.

37 『동국여지비고』, 卷之一, 京都, 苑囿, 含春苑. “一在慶熙宮開陽門南越麓 繞以周垣護養樹木”.

38 오준영·김영모, 2017, 「조선시대 한양 동부(東部) 함춘원(含春苑)에 관한 연구」 『문화재』 Vol.50 No.3, pp.117~119.

39 『승정원일기』, 영조 1년(1725), 2월 9일. “…상림원의 사록(砂麓)은 예부터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던 땅인데, 근래 기강이 해이해져 임의로 땅을 파서 거의 평지가 되

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40 『승정원일기』, 영조 9년(1733), 3월 19일. “…상림원의 담장이 무너진 곳과 수목을 벌목한 곳은 내원차지(內苑次知)로 하여금 적간(摘奸)하고 병조 낭관이 함께 적

간하는 일을 분부하였다.…”.

그림 10   「수전전도」에 묘사된 함춘원과 경모궁(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필자 편집).

그림 11   1880년대의 사진을 통해 본 함춘원(출처: UWM LIBRARIES 

소장, 필자 편집).



55  Oh, Jun-young  동궐(東闕) 추경원(秋景苑)의 조영과 변천에 관한 고찰

41 오준영·김영모, 2017, 앞의 논문, p.117.

42 정우진, 2016, 「朝鮮時代 宮闕 後苑의 體制와 運用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57~58.

존재하지 않았던 양상은 건축과 토목공사에 따른 지세 훼

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41 상림원과 방

림원에서도 건축물 조영에 관한 사안은 일체 나타나지 않

는다. 이처럼 궁궐 외원의 조영 목적 중 하나는 왕실 구성

원의 위락과 정무적 이용보다 도시환경적 측면의 지세 보

존과 배양에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궁궐 외원과 유사한 이용 행태, 구성 형식, 

입지 특성을 보이는 추경원의 조영 목적도 동궐 내부의 

지세 보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동궐의 주산 응

봉에서 시작된 산줄기는 후원을 지나 인정전 후면과 종

묘 방향으로 분맥하였다. 조선 후기의 한성부를 묘사한 

여러 고지도에서도 응봉-동궐-종묘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일관되게 묘사되어 있다(그림 12). 산줄기의 표현기법과 

선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산에서 발원한 지기(地氣)가 

동궐과 종묘로 이어진다는 풍수지리적 관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지세의 현상 유지를 중시한 전통적 지리 인식

과 자연관을 감안하면 동궐 내부의 주맥(主脈)과 지맥(支

脈)은 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한 대상이었다. 정우진(2016)

도 궁궐 후원의 소극적 개발요인 중 하나를 풍수지리적 

관념의 결과로 이해하면서 주맥의 지세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되었다고 밝혔다.42 따라서 구릉성 

지세를 점유한 추경원 내부에 일체의 인공적 시설이 건립

되지 않았던 양상도 곧 풍수적 시각에 따라 부지의 형질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헌종과 고종 

연간의 진찬의례 과정에서 건립된 숙설소도 의례가 끝나

면 철거되는 임시건물(假家)로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발

그림 12   조선 후기 고지도 속 응봉-동궐-종묘로 이어지는 지세의 묘사 양상(출처: A·B-서울역사박물관 소장, C-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수전전도」 「수전총도」 「도성전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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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는 건축 형식이었다. 이처럼 추경원은 각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자연 지세를 개발행위가 제한된 녹지공

간으로 운영함으로써 본연의 지형을 보전하고, 지맥(地

脈)을 배양하기 위한 왕실정원 중 하나였다.

3. 추경원의 소속 체제 전환과 공간 변화

‘저승전 추경원’, 그리고 ‘시민당 북쪽의 청음정’과 ‘청

음정 동쪽의 추경원’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기록들은 동

궁 영역과 추경원이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추경원은 진수당·장경각을 비롯

한 동궁 소재 전각들과도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13, 14). 특히 동궐 내에서 동궁과 추경원의 소속 체

제가 동일한 양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동궁이 창덕궁 또는 창경궁 산하로 편입될 경우마다 

추경원의 소속도 함께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동궁의 소

속 체제 변화에 대해 이효석(2005)은 동궁이 창덕궁과 창

경궁 사이에 입지하여 고정된 경계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43 동궁과 추경원의 소속 체제는 효종 3

년(1652) 진행된 동궐의 수리공사에서 처음 살펴볼 수 있

다. 당시의 수리공사는 창덕궁을 담당한 창덕일소(昌德

一所)와 창덕이소(昌德二所), 창경궁을 담당한 창경일소

(昌慶一所)와 창경이소(昌慶二所)로 구분되었다. 창경이

소의 경우 저승전과 시민당을 비롯하여 동궁에 소재한 다

수 전각을 수리하고 추경원의 흙을 교체하는 공역에 배정

되었다.44 즉 당시의 수리공사 과정에서 동궁과 추경원은 

창경궁에 소속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숙종대 『어제궁궐지』에서 추경원은 「창덕궁」 

편목에 수록되어 있다. 저승전과 시민당을 비롯한 동궁

의 전각들도 창덕궁 소속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헌

종대 『궁궐지』에서는 동궁의 전각들과 추경원이 다시 「창

경궁」 편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시민당에 관한 설명에서

도 “시민당부터 추경원까지는 본래 덕궁(德宮)에 있었다”

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45 ‘덕궁(德宮)’은 창덕궁을 가리

43 이효석, 2005 「朝鮮時代 世子의 宮闕 空間 使用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7~48.

44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昌慶二所. “儲承殿左右翼閣·樂善堂·崇敬堂·敬極堂·淸陰亭·進修堂·遜志閣·藏經閣·針房, 以上 溫堗枺樓修理。報春亭枺樓修理。秋景苑

舊土刮去, 新土塡布。自彰孝門至顯陽門正路, 自崇敬堂至彰孝門行閣十二間, 自時敏堂至資善門行閣十五間, 以上 改方磚。”.

45 원전에는 ‘경추원(景秋苑)’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추원’의 용례가 『궁궐지』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시민당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추원’ 또한 추경원의 별

칭 또는 오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3   「동궐도」에 나타난 동궁의 주요 시설과 추경원(출처: 동아

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자 편집).

그림 14   「동궐도형」에 나타난 동궁의 주요 시설과 추경원(출처: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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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숙종 12년(1686) 건립된 취운정(翠雲亭)도 초기에는 창덕궁에 편입되었으나 이후 동궁과 동일한 양상으로 창경궁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취운정도 동궁에 포함

된 건축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7 또한 「동궐도」는 사실에 기반한 궁중기록화이지만 전각의 좌향이나 상대위치 등에서 실제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추경원의 북쪽에 위치한 문

정전은 남향으로, 추경원 남쪽에 진수당은 남서향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동궐도」에서 두 건물은 평행사선도법에 따라 동일한 좌향으로 묘사되어 있다.

48 김완, 2012, 「동궐도(東闕圖)의 도상(圖像)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3.

49 추경원의 담장 수리에 관한 각종 기록에서 동·남·북쪽 담장과 달리 서쪽 담장에 관한 논의는 두 차례만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도 추경원의 서쪽 담장이 후대에 

행각으로 개축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50 「창덕궁낙선재도형」에 대해 이혜원(2013)은 평원루(平遠樓, 현재의 상량정)의 건물명이 표기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평원루에 어필 현판을 내린 고종 1년

(1864)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이혜원, 2013, 「II. 해제 1. 궁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p.157).

51 수강재는 정조 9년(1785)에 건립되었다. 이후 헌종 13년(1847)과 14년(1848)에 각각 낙선재와 석복헌이 건립되었다. 따라서 「창덕궁낙선재도형」에 묘사된 행

각들이 헌종대의 낙선재 및 석복헌과 함께 건립되었다고 전제하면 추경원 서쪽 경계부의 개축 시점을 1840년대 후반으로 볼 수도 있다.

킨다. 결국 동궁과 추경원의 소속 체제 전환이 병행된 사

실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추경원은 동궁 영역에 포함된 공

간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동궁 영역에 

소속된 추경원은 세자의 일상적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되

었을 것이다. 헌종대 확립된 창경궁과 추경원의 소속 관

계는 이후 고종과 순종대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

으며(표 1) 오늘날에도 추경원에 해당하는 공간은 창경궁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46

한편 「동궐도」와 「동궐도형」의 작도 방법은 상이하

기 때문에 추경원의 평면 형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47 김완(2012)도 「동궐도」에 묘사된 동궁과 추경원 

일대가 주요 공간(정전·침전)의 배열 이후 지면(紙面) 상

황에 맞게 그려졌기 때문에 「동궐도형」과는 형태적 차이

가 크다고 밝혔다.48 다만 두 자료에 나타난 추경원과 진

수당, 추경원과 계방(桂坊) 사이의 상대거리를 고려하면 

추경원이 남쪽 방향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그림 15, 16). 「동궐도」와 「동궐도형」에서는 추경

원 서쪽 경계부의 변화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궐도」에서 추경원의 경계부는 담장과 사주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북쪽에는 보화문(普和門), 동북쪽에는 주명

문(朱明門), 서쪽에는 동정문(東井門), 서남쪽에는 태형

문(泰亨門), 동쪽·북동쪽·서남쪽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동궐도형」에서는 추경원

의 서쪽 경계부가 담장과 20칸 규모의 행각이 결합된 형

식으로 개축되면서 동정문과 협문이 사라지고 협상문이 

신설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5, 16).49 서쪽 경계

부의 개축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고종 1년(1864) 이

전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창덕궁낙선재도형(昌德宮

樂善齋圖形)」50에서도 협상문을 포함한 외행각이 묘사되

어 있다(그림 17). 따라서 「동궐도」와 「창덕궁낙선재도형」

의 제작시기를 고려하면 추경원의 서쪽 경계부가 개축된 

시기는 1820년대부터 1860년대 사이로 한정할 수 있다.51 

그런데 「동궐도」의 제작 시점 이전부터 협상문이 존

재했다는 정황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의 문신 

표 1 동궁의 주요 전각과 추경원의 소속 체제 변화 양상

시기 대상 소속 궁궐 비고

효종대

저승전·낙선당·숭경당·

경극당·청음정

진수당·손지각·장경각·

침방·추경원

창경궁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

궤』, 효종 3년(1652)

숙종대

저승전·시민당·손지각·

진수당·장경각·청음정

낙선당·경극당·취선당·

숭경당·취운정·추경원

창덕궁
『어제궁궐지』, 숙종 21년

(1695)

헌종대

저승전·시민당·손지각·

진수당·장경각·청음정

낙선당·경극당·취선당·

숭경당·취운정·추경원

창경궁 『궁궐지』(1834~1837)

고종대

시민당·진수당·손지각·

장경각·저승전·청음정

낙선당·경극당·취선당·

숭경당·추경원

창경궁 『육전조례』(1866)

순종대

저승전·취운정·시민당·

진수당·손지각·장경각

청음정·낙선당·경극당·

취선당·숭경당·추경원

창경궁 『증보문헌비고』(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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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명(李觀命)이 저술한 『병산집(屛山集)』에는 협상문과 

태형문의 두 문을 잠궈 진수당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는 

대목이 실려 있다.52 또한 『대청시일록(代廳時日錄)』53에

서는 「동궐도」의 제작 시점과 유사한 순조 28년(1828) 무

렵 효명세자가 협상문으로 나가 태형문을 거쳐 시민당 옛

터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54 효명세자가 순

조 27년(1827)부터 수강재를 별당(別堂)으로 사용하고 있

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55 협상문과 태형문이 수강재에서 

진수당 또는 시민당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동궐도」를 기준으로 태형문의 북

서쪽 인근에 위치한 무명(無名)의 협문이 곧 협상문이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 18). 추경원의 서쪽 경계부가 

수강재의 외행각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담장문 

중 하나였던 ‘협상문’이 새롭게 건립된 행각문의 명칭으로 

재사용되었던 것이다.

「동궐도형」에 묘사된 추경원은 완결적 단계의 모습

으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09년 창경궁이 

창경원(昌慶苑)으로 전용된 이후 추경원 일대는 본격적

인 변형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대규모 건축과 토목

52 『병산집』, 卷十四, 墓誌銘, 右議政趙公墓誌銘. “…잠시 후 환관과 궁첩 무리가 협상문(協祥門)과 태형문(泰亨門) 두 문을 잠가 안에서 진수당(進修堂)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 버리고…”.

53 순조 27년(1827)부터 순조 30년(1830)까지 효명세자(孝明世子)의 국정 처리 내용을 기록한 문헌이다.

54 『대청시일록』, 순조 28년(1828), 8월 11일. “…出協祥門由泰亨門詣時敏堂舊基…”.

55 『순조실록』, 순조 27년(1827), 2월 9일.

그림 15   「동궐도」에 나타난 추경원의 평면 형태와 주변 여건(출처: 동아

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자 편집).

그림 16   「동궐도형」에 나타난 추경원의 평면 형태와 주변 여건(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자 편집).

그림 17   「창덕궁낙선재도형」에 나타난 수강재 외행각의 협상문(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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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추경원에는 1911년 남쪽 경계

를 침범하는 형태로 1호 온실(코끼리실·하마실)이 건립되

었다. 이후 1915년에는 ‘창덕궁도서고’, ‘장서각’ 등으로 불

린 4층 규모의 도서고가 건립되었다. 또한 1923년에는 추

경원 내부에 맹수실이 건립되었다. 1930년대 후반 제작

된 「창덕궁평면도」에서는 1호 온실, 도서고, 맹수실 건립

에 따른 추경원 일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다. 또한 동·남·북쪽의 담장뿐만 아니라 서쪽 경계부를 형

성했던 행각도 이미 철거되어 추경원은 사실상 소실(消

失) 단계에 이르렀다. 해당 도면에서는 도서고 일대의 평

지화 양상, 그리고 도서고 동쪽의 원지형으로 추정되는 

지형도 살펴볼 수 있다(그림 19). 특히 1969년 맹수실과 1

호 온실 일대에 철골콘크리트조로 신축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4,500㎡)의 열대동물사는 추경원 일대

의 지세 변형을 더욱 가중시켰다(그림 20). 이후 1980년

대 후반 시행된 창경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고

와 열대동물사가 철거되면서 추경원 일대는 녹지공간 위

주로 재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56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후원과 더불어 동궐의 왕실정원으로 실존

했던 추경원을 재조명하고 조영 및 변천 양상을 보다 실

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추경

원의 조영 위치와 범위, 조영 배경과 의도, 소속 체제와 

그림 18   수강재→진수당→시민당의 동선상에 위치한 협상문과 태형문

(출처: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자 편집).

그림 19   「창덕궁평면도」에 나타난 추경원 일대의 실상(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 필자 편집).

그림 20   열대동물사 신축 이후 추경원 일대의 실상(출처: 문화재관리국, 

1984, 필자 편집).

56 근대기 추경원 일대의 개발 상황과 지세 변화는 이재용(2019)의 논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이재용, 2019, 앞의 논문, pp.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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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추경원의 조영공간은 함인정 주변 또는 시민당

과 진수당 사이의 공간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각종 

문헌 기록에서 추경원은 도총부 후면과 서쪽, 협상문 안쪽, 

숭문당 인근에 위치한 공간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각

각의 위치 관계에 모두 부합하는 추경원의 조영공간을 「동

궐도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궐도형」에서 파악한 추경

원의 조영공간은 시민당의 북동쪽에 추경원이 위치했다

는 『궁궐지』의 기록과도 부합한다. 추경원의 조영 위치와 

범위는 근대적 실측도 형식의 「창경궁배치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추경원에 해당하는 장

소는 창경궁 복원정비사업 당시 문정전과 숭문당 남쪽 인

근에 조성된 녹지공간과 관람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추경원은 위락적·의례적 행위를 수반했던 궁

궐 후원의 이용 행태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동궐도」

에서도 추경원은 담장으로 구획된 대지에 수목들이 생육

하던 녹지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내부에 일체의 인공

적 시설은 도입되지 않았다. 또한 추경원은 주변보다 표

고가 높은 지형에 입지했으며 서고동저의 지세를 형성했

다. 특히 추경원의 구성 형식과 입지 특성은 한양에 소재

했던 궁궐 외원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궁궐 외원은 구

릉지에 담장을 둘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녹지를 조성하

여 지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궁궐 

외원의 실상과 운영 양상을 고려하면 추경원의 조영 목적

도 지세의 형질 변경 제한과 지맥(地脈)의 배양에 관련되

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조선 후기에 창경궁 소속이었던 추경원은 창

덕궁으로 편입된 이후 다시 창경궁 산하로 전환되었다. 

헌종대 확립된 창경궁과 추경원의 소속 관계는 이후에

도 변동되지 않았다. 특히 추경원의 소속 체제 변화가 동

궁과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추경원은 동

궁 영역에 포함된 공간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경원의 공간적 변화는 서쪽 경계부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생했다. 본래 담장과 사주문으로 구성되었던 추경원의 

서쪽 경계부는 1864년 이전에 담장과 행각이 결합된 형

식으로 변모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추경원 일대는 

도서고와 사육시설 건립에 따라 점차 변용되기 시작했고 

종국에는 소실되어 오늘날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왕실정

원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격하되면

서 공공의 위락공간으로 변모했고 광복 이후에도 서울의 

대표적 유원지로 활용되었다. 이후 창경궁은 1980년대의 

복원정비공사를 기점으로 궁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

작했으며 추경원에 해당하는 장소도 완만한 경사지형의 

잔디밭에 조경수가 식재된 녹지공간으로 정비되었다. 추

후에는 현재의 녹지공간이 추경원과 연관된 장소로 재정

비되길 기대한다. 추경원은 활엽수 중심의 녹지정원이었

으며, 가을의 경치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경관

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추경원의 정비는 현황과 유사한 녹지공간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왕실정원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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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and aspects of  change in Chugyeongwon, which is located 

in Donggweol (東闕). In detai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cation of  the construction and range of  Chugyeongwon,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of  the construction, and the affiliated system and aspects of  spatial changes of  it.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ugyeongwon has been assumed to be the space near Haminjeong (涵仁亭) or between Simindang (時敏

堂) and Jinsudang (進修堂) in Changgyeonggung Palace. However, according to related historical materials, it is said 

that Chugyeongwon was located west of  Dochongbu (都摠府) in Hyeopsangmun (協祥門) and near Sungmundang 

(崇文堂). Through Donggweoldohyeong (東闕圖形), evidence of  the construction of  Chugyeongwon can be found, 

which verifies such claims. According to The Plan of  Changgyeonggung Palace (昌慶宮配置圖), in the form of  

modern measured drawing, Chugyeongwon today is the green space created in the south of  Munjeongjeon (文政殿) 

and Sungmundang in Changgyeonggung Palace.

Second, According to Donggweoldo (東闕圖), Chugyeongwon was a green space where trees grew on the 

ground within the walls. No artificial facilities were constructed inside. In addition, Chugyeongwon was located at 

a site with an altitude higher than the surroundings. Especially, the composition forms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Chugyeongwon are similar to those of  the Palace Outer Garden located in Hanyang. Thus, based on this 

evidence about the form and other aspects of  the operation of  the Palace Outer Garden, it can be inferred that 

Chugyeongwon was constructed for the preservation and cultivation of  the geographical features inside Donggweol.

Third, in the late Joseon period, Chugyeongwon was assigned to Changdeokgung Palace or Changgyeonggung 

Palace in the same manner as was Donggung (東宮). Thus, it is very likely that Chugyeongwon served as a garden for 

the Royal Family in the Donggung area. The west boundary of  Chugyeongwon, which originally consisted of  walls 

and a side gate, was changed into the form in which the walls and colonnades were combined. Chugyeongwon has 

been modified due to various acts of  development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n the end, it has disappeared 

so that no trace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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