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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궁궐은 크게 법궁(法宮)과 이궁(離宮)으로 분류된다. 이와는 별개로 정궁(正宮)의 개념이 있다. 법궁은 정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궁이 정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다. 한양 최초의 궁궐은 경복궁이며 법궁

으로 지어졌다. 경복궁의 자연 지형은 왕권을 상징하는 백악산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사신사가 뚜렷하다. 궁궐의 입지도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도록 궁궐 밖에서 잘 보이는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백악산의 능선을 따라 하나의 축선을 기준

으로 일직선상에 삼문삼조를 배치하여 왕권의 정통성과 위계질서와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이궁(離宮)은 왕의 요구나 왕

실의 수요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건축되었으며, 왕실의 일상생활 공간으로서 복수의 축선에 의해서 독립적이고 다양

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법궁은 양(陽)의 지형을, 이궁은 음(陰)의 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전각을 배치하는 준거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 궁궐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왕기(王氣)였다. 궁궐 건설의 중요 요소는 풍수기

맥과 금천이다. 풍수기맥은 왕기를 수용하는 통로였고, 금천은 왕기가 궁궐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론이었다. 

전형적인 풍수 지형을 선택한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경우 풍수 요소를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있어서 풍수 원리를 충실

하게 반영하였다. 반면에 이궁(離宮)은 비정형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풍수 지형에 지어졌다. 풍수는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자연관이며 지리관이었다. 이들의 지리관을 살펴봄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복원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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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법궁(法宮)과 이궁(離宮)의 개념을 바탕으

로 법궁과 이궁의 지형과 전각 배치 준거가 달랐음을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경복궁과 창덕궁

을 중심으로 한다. 조선 초 법궁으로 지어진 경복궁과, 이

궁으로 지어진 창덕궁을 대비하여 두 궁궐의 자연 지형과 

전각 배치, 그리고 공간 조성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한양에 조성된 5대 궁궐은 그 당시 최고 수

준의 정치·문화·역사 공간이다.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

성계가 대신들에게 천도에 대해 의논하게 하고 그 결정을 

내리게 하자, 대신들은 천도를 한다면 한양만한 곳이 없

다는 의견을 냈다. 임금은 조선 최고통치자인 전제군주

였으므로 왕이 살았던 궁궐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

든 정보와 권력이 집중된 장소이자 공간이었다. 따라서 

궁궐은 건축물로서 조선의 국시인 유교사상을 구현하는 

최대의 규모와 최고의 문화공간이었다.  

조선을 창업한 세력들이 정한 한양의 지형 지세와 

그들이 만든 궁궐의 배치는 그들이 추구했던 유학적 이상

세계를 재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와 이상을 궁궐 건축에도 반영하고자 했다. 궁궐 건

축을 짓기 전에 장소 선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

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한양 천도를 위

해 태조 이성계에 의해 경복궁이 지어졌고, 그 다음 태종 

이방원에 의해 창덕궁이 지어졌다. 궁궐은 최고통치자가 

정치를 일삼는 공간으로 당대 최고의 건축물로서 시대정

신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궁궐은 왕

의 공적인 공간이면서 사적인 공간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정치 공간과 위엄을 갖는 의례의 공간, 그리고 

일상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궁궐과 관련한 연구로는 영역에 상관없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양 궁궐의 풍수지리적 분석

을 시도한 논문이 있고(박재희, 2017), 궁궐의 정전이 풍

수적 지맥을 기준으로 배치되었다고 주장한 연구가 있다

(정우진·고제희, 2016). 창경궁의 전통 입지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풍수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 연구(박정해, 

2014)도 있다. 창경궁 인정전 일곽의 공간 구성 변화에 

대한 연구(박희용·최종철·홍대형, 2005), 위계적 관점에

서 궁궐의 배치가 달라짐을 파악하고 있는 연구(홍석주·

박언곤, 1999)도 있었다. 본 연구는 조선 궁궐의 경영에 

있어서 양궐 체제로 파악한 연구(홍순민, 1996)를 바탕으

로, 법궁과 이궁을 자연 지형과 입지, 그리고 공간으로 확

장된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조선 왕조 궁궐에 대하

여 본 연구는 궁궐의 지형적 입지 선정에서 법궁인 경복

궁과 이궁인 창덕궁의 선정기준이 달랐으며, 공간 배치에 

있어서도 법궁과 이궁은 다른 기준에 의해 영건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경복궁과 창덕궁의 비교 분석

에 있어서 지형적 요소에 대한  관념적인 관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법궁(法宮)과 이궁(離宮)의 개념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관념적 적용에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고, 

더불어 오로지 왕이 거처하는 궁궐에 적용한 제왕적 개념

에 맞추어 풍수 원리를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궁궐의 지형적 특성과 전각 배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다. 삼문삼조의 건축적 개념보다는 삼문삼조1를 일직선

상에 배치할 수 있는 지형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궁궐의 건축 과정이나 건축사적인 연구가 아니라 

지형에 따른 배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

Ⅱ.   법궁(法宮)과 이궁(離宮)의  
지형적 특징

1. 법궁과 이궁의 개념

궁궐은 임금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국가 정무

1 김동욱은 논문(2001)에서 경복궁은 ‘삼문삼조’의 원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경복궁이 동일한 영역 구분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형식상 

삼문삼조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삼문삼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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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는 공간, 왕을 보좌하는 대소 신료들이 근무하는 공

간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조선은 법궁과 이궁을 동시

에 사용하는 양궐 체제를 사용2하였다. 법궁(法宮)은 왕이 

정규적인 통치활동을 하는 제1의 궁궐을 말한다. 따라서 

조선 최초의 궁궐은 경복궁이었으며 경복궁은 법궁으로 

지어졌다. 이는 종법제를 중시한 조선의 위계질서에 있어

서 종손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핵심이 되는 궁궐이 법궁

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복궁은 『주

례고공기』에 따라 왕궁(王宮)은 사각형에 준하며 전각이 

향하는 방향으로 삼문(三門)을 설치하였고, 왕궁의 노문 

밖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을 배치하였다.3 법궁

은 궁궐 건물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궁으로서 가

지는 정통성과, 전각이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나타나는 

위계질서와 공간의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법궁은 

좌측에는 사직단이 있고, 우측에는 종묘가 있는 입지를 

갖추어야 비로소 법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궁(離宮)은 법궁에서 떨어져 있는 궁궐이라는 기

본 개념을 지니고 있다. 창덕궁은 정치적인 공간이라기보

다는 왕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 기능

을 하였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경

복궁을 기피하였기에 협소한 창덕궁을 지어 기거한 것이 

창덕궁의 기원이다. 그러나 태종은 세종에게는 경복궁에

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했고, 세종은 아버지 태종과

는 달리 경복궁을 근거로 정치하였다. 이궁은 법궁보다 

격이 한 단계 낮았으므로 규모를 작게 건축했지만 임금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삼문삼조(三門三朝)의 요건

을 갖추었기에 공식적인 정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조선의 궁궐 중에서 삼문삼조를 갖추고는 있지만 일직

선상으로 배치된 이궁은 한 곳도 없다. 이는 법궁으로서 

지형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궁은 독립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자유스러움을 지닌 공

간이었으므로 조선 역대 왕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협소하여 불편이 따랐으므로 대외

적인 행사나 국가적인 큰 행사는 법궁에서 행해졌다.4 

정궁(正宮)은 임금이 공식적으로 통치행위를 하는 

집무공간을 갖춘 궁궐을 말하지만 법궁과 이궁의 개념과 

범주를 달리한다. 정궁(正宮)은 임금이 정사를 돌보는 궁

궐이라는 의미 외에도 정비(正妃)를 의미하기도 하므로5 

정비(正妃)의 처소6가 있는 곳을 정궁으로 보기도 한다. 정

궁은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대표 궁궐을 의미한다. 

법궁은 정궁이지만, 법궁이 없을 때에는 이궁이 정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에 경복궁이 법궁이자 정궁이었으

나,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된 후 창덕궁이 정궁이 된 

예에서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경복궁은 법궁이면서 정

궁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

았기에 창덕궁에 왕비가 거처하였으므로 정궁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법궁은 왕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

고, 정궁은 왕비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소실되었다. 광해군은 창

덕궁을 복원하고 경희궁과 인경궁을 새로 영건하였으나 

경복궁은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복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어느 궁궐도 경복궁을 대신할 왕권 

정통성의 상징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비록 경복궁이 없

으니 임금이 공식적으로 정사를 보는 창덕궁이 정궁은 될 

2 홍순민, 1996,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

3 『周禮考工記』 「匠人建國」. 匠人營國方九里三門 左祖右社面朝後市.

4 『태종실록』, 태종 17년 정유(1417) 윤 5월 12일 (정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해철 역, 1977). 信又啓曰: “仁政殿狹隘, 當改造.” 上曰: “此離宮, 雖狹亦可. 如有

大事, 當御景福宮.”

5 『승정원일기』, 영조 5년 기유(1729) 2월 28일. 臣對領·左相, 每言正宮春秋鼎盛, 後宮有就館云, 螽斯之慶, 必在不遠, 此可以責之於天矣. (신은 영상과 좌상을 만

나면 항상 ‘정궁(正宮)은 춘추가 한창이시고 후궁(後宮)은 소생(所生)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는 반드시 머지않아 있을 것이니, 이는 하

늘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6 교태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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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나 법궁은 아니었다. 광해군 대에 법궁과 정궁

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광해군이 궁

궐 조성에 도취되어 창덕궁을 짓고는 인경궁과 경희궁을 

연달아 건축하니 신료들이 법궁인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

기기를 청원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법궁이 아니라고 하

면 또 다른 법궁을 짓겠다는 것이었는데, 신료들은 이것

이 염려되어 법궁을 남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숙종과 김수항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숙종은 경복궁을 방문하여 “선왕(先王)의 법궁(法

宮)이 황폐하여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를 보니 개탄스러

울 뿐이로다”라고 하자 김수항은 “조종(祖宗)께서 덕(德)

을 쌓고 인(仁)을 쌓아서 기업(基業)을 창건하여 후대에 

물려주었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은 이래로 법궁

(法宮)이 황폐하여진 지가 지금 1백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친림(親臨)하시니, 주상께서는 의당 감개스러운 마음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법궁(法宮)만이 그러하

겠습니까? 조종(祖宗)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정치가 또

한 모두 폐지되거나 허물어져서 시행되지 아니하니, 성상

께서 이것을 더욱 경계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7 경복

궁을 법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유일한 법궁이라

는 의미이다.

2. 법궁과 이궁의 지형상의 특징

법궁과 이궁은 궁궐의 규모와 배치만 다른 것이 아니

라 자연 지형 또한 다르다. 지형에 있어서 음양의 개념을 

적용하여 ‘양의 지형’과 ‘음의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의 지형은 凸자의 지형(그림 1)을 말한다. 경복궁

은 양의 지형에 입지하고 있다. 양의 지형은 주변 산세가 

비교적 우람하고 크며 전후상하로 발달한 지형이므로 왕

권의 정통성과 위계질서, 그리고 통일적인 공간을 조성하

기에 용이하다. 양의 지형은 주산에서 앞으로 돌출한 모

양의 땅인데, 개천이 좌우에서 흘러와 전방에서 만나고 

있는 모양이 특징이다. 따라서 법궁은 양의 지형에 적합

하다. 

음의 지형은 凹자의 지형(그림 2)으로 창덕궁의 지

형에 해당된다. 능선이 주변을 둘러싸며 오목한 지대를 

만든 곳으로, 주변 산세가 낮고 횡적으로 공간이 만들어

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지형은 친밀하고 보다 독립적

이며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여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색이다. 음의 지형은 개천이 대지의 앞

이나 옆을 일직선으로 지나쳐가는 모양이 특징이며, 건물

이 작은 능선 사이에 위치하므로 안정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창덕궁은 주변 능선에 둘러싸여 오목한 지형의 

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어서 凹자 지형으로 파악된다. 음

의 지형에 적합하게 지어진 궁궐이 이궁(離宮)이다.

경복궁은 백악산을 기준으로 인왕산 등 비교적 큰 

산을 사신사로 거느리며 왕의 위엄을 표출하고 있으나, 

7 『숙종실록』, 숙종 6년 경신(1680) 8월 29일 (을유). 午時, 上詣會盟祭所. 出宮, 歷景福宮舊基, 御思政殿址幕次, 引見大臣金壽恒等. 上曰: “先王法宮, 荒廢至此, 見

之慨然矣.” 壽恒曰: “祖宗積德累仁, 創基垂後, 而自經壬辰以來, 法宮荒廢, 今至百年, 始爲親臨, 自上宜切感慨之懷矣. 然豈惟法宮爲然? 祖宗良法美政, 亦皆廢壞不

行, 此尤聖上所宜惕念者也.”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그림 1   경복궁의 凸자 지형(수선전도 

일부 확대 : 凸는 필자가 추가).

그림 2   창덕궁의 凹자 지형(수선전도 

일부 확대 : 凹는 필자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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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은 산의 작은 능선에 기대어 안정되고 부드러운 자

연 지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복궁은 자신감이 넘치

는 지형이므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창덕궁은 언덕으

로 가려져 있어 사색적이고 소극적인 장소이다. 

경복궁의 지형은 백악산에서 발달한 능선이 지금의 

청와대 춘추관을 지나 향원정과 민속박물관 사이를 지

나 자경전 뒤쪽에서 아미산으로 연결된다. 이 능선은 백

악산의 중출맥 중 가장 역량이 큰 줄기로 광화문 사거리

까지 뻗어간다. 백악능선은 아미산을 만드는데 경복궁의 

입수처(入首處)가 된다. 입수처란 왕기(王氣)가 왕의 처

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통로이다. 아미산에서 이어진 능

선 위에 왕과 왕비의 정침인 교태전과 강녕전, 왕이 근무

한 사무실인 사정전, 그리고 왕이 백관을 거느리며 권위

를 상징하는 치조의 핵심 근정전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삼문삼조8를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왕권의 위엄성

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통일성과 위계질서를 피지배계

층에게 확고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아미산이 경복궁의 

기준점이 된다.9

경복궁 터는 처음부터 법궁의 건물 배치인 삼문삼조

를 일직선으로 배치할 수 있는 넓은 지형의 장소를 선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궁궐의 건물 배치는 지형에 따

라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지형에 따라 궁궐을 설계한 것

이라기보다는 궁궐의 기본설계에 따라 지형을 선택한 것

이라고 추정되므로, 일의 우선순위가 지형 선택에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경복궁 지형의 특징은 백악산 중출맥10이 내려와 하

나로 반듯하고 넓고 길게 발달하고 있어서 통일적인 공간

을 조성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중출맥을 중심축선으로 

삼아 왕의 일상공간인 연조와 정치공간인 치조,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신료들의 공간인 외조가 능선을 기준으로 

앞뒤 한 줄로 세워 위계 서열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규

모가 크고 통일성을 기한 법궁은 백성들에게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경복궁은 삼조삼문

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양의 지형을 선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삼각산이 왕기(王氣)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했고 한양을 조성할 때 삼각산을 중심으로11 하여 

도성을 설계하였다. 산천으로부터 왕기를 받는다는 발상

은 왕권의 정통성이 약한 조선 초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

안이었다. 삼각산의 왕기를 전달받기 위해서 왕기의 통

로인 정척(正脊), 즉 응봉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능선의 훼

손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를 식재하여 보호하였다. 정

척은 풍수 용어로 용맥 또는 풍수기맥이라 하며, 태종은 

산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경복궁에서도 정척(正脊)

을 보호하였거나 정척을 축선으로 하여 건물 배치를 하였

다. 창덕궁의 정척(正脊) 대해서 최양선은 능선을 보호하

기 위해 세종에게 “정업원(淨業院) 동쪽 언덕으로부터 종

묘 주산에 이르기까지의 정척(正脊) 좌우의 20, 30보(步) 

되는 곳에다가 각각 요량하여 소나무를 재배함이 옳겠나

이다”하고 아뢰었고 세종은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12 창덕

궁은 종묘 뒤에 위치하였으므로 산맥(山脈) 또는 정척(正

脊)을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사례는 태종과 

세종 대에서 나타난다. 

8 경복궁의 외조는 신하들의 집무 공간으로 흥례문에서 근정문 사이, 치조는 정전(正殿)과 편전(便殿)을 포함한 공간으로 근정문에서 향오문(嚮五門) 사이, 연조는 왕실

의 생활공간으로 왕의 침전인 강녕전(康寧殿)과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交泰殿), 그리고 대비의 침소인 자경전(慈慶殿) 일원이다. 고문은 외조로 통하는 흥례문이고 치

문은 치조로 들어가는 근정문이며 노문은 연조로 들어가는 향오문이다. 

9 김규순·박현규, 2018, 「경복궁의 풍수지형과 풍수요소에 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7(2), 한국지리학회, p.208.

10 중출맥이란 풍수 용어로 산에서 이어지는 가장 중심적이고 규모가 있는 용맥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종은 산맥(山脈), 최양선은 정척(正脊)이라고 불렀다. 

11 『태종실록』 태종 17년 정유(1417) 6월 6일 (경인). 上因曰: “讖僞之書, 予不信久矣. 王氏、李氏之間, 有木子之言, 有三角之南, 眼見三池之說, 人皆信之.” (참위(讖緯)의 서

(書)를 내가 믿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왕씨(王氏)ㆍ이씨(李氏)의 사이에 목자(木子)란 말이 있었고, 삼각산(三角山)의 남쪽에서 눈으로 삼지(三池)를 본다는 말이 있어, 

사람들은 이를 모두 믿었다.)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태종실록』 태종 14년 7월 25일 (병인). 移三角山神位于白岳祠, 配以白岳之神. 三角向南, 白岳向西. (삼각산(三

角山) 신위(神位)를 백악사(白岳祠)에 옮겨 백악의 신과 짝 지었는데, 삼각의 신은 남쪽으로 향하고 백악의 신은 서쪽으로 향하였다.)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12 『세종실록』, 세종 23년 신유(1441) 5월 19일 (갑인). 自淨業院東崗以至宗廟主山正脊左右, 各二三十步, 量宜裁松.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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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사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경복궁은 좌청룡·우백

호가 확연하며 좌측에 삼청동천(三淸洞川)과 우측의 백

운동천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만나므로 백악산의 기운이 

개천을 경계로 궁궐터가 완성되었다. 궁궐 지형에서 좌

우의 개천이 합수하는 지형을 선택한 것은 전후상하로 발

달한 지형으로 궁궐의 전각을 배치함에 있어서 위계질서

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삼각산에서 이어진

다고 믿는 왕기(王氣)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

문이다. 이는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머문다’13고 했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물을 건너

지 못한다’14는 준거에 따라 왕기는 물을 건너지 못하므로 

경복궁 안에서 왕기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경복궁은 좌청룡·우백호가 만든 궁궐 공간이 넓어

서 유교적 이념을 구현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효율적이었

다. 삼조삼문(三朝三門)을 일직선으로 배치함으로써 왕

권의 위엄과 위계질서를 세우기에 적합하였으므로 법궁

으로서 왕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창덕궁의 궁궐 지형에서 단점은 협소하다는 것이지

만, 이궁은 보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법궁처럼 큰 

규모로 지을 필요가 없었다. 경복궁에 비해 창덕궁의 장

점은 흙으로 이루어진 토산이 감싸고 있어서 나무가 많다

는 것이다. 따라서 금원(禁苑)15과 같은 임금만의 정원을 

만들 수 있었다. 나무가 많다는 것은 경복궁이 가지지 못

한 장점이다. 경복궁의 주산인 백악산과, 우백호인 인왕

산은 바위로 만들어진 산이므로 나무가 자라기 힘든 산이

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동산(童山)16은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풍수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같

은 자연 지형이지만 경복궁은 바위산이, 창덕궁은 삼림으

로 우거진 토산이 사신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창덕

궁에서는 주변에 바위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경복궁

과 다른 자연환경이다. 창덕궁의 좌청룡 우백호와 안산

이 장막을 쳐서 백악산·남산·인왕산·낙산을 가려주었기 

때문이다.

한경(漢京)에 이궁(離宮)을 지을 자리를 상지(相地)하도록 

명하고, 유한우(劉旱雨)ㆍ윤신달(尹莘達)ㆍ이양달(李陽達)을 

보내어 상지(相地)하였다.17

창덕궁을 짓기 위해서 풍수사를 동원하여 궁궐터를 

선정하였다. 유한 우, 윤신달, 이양달이 창덕궁 터를 잡은 

풍수사였다. 창덕궁 터를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하게 되

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몇몇 간단한 기록

이 남아 있어 짐작할 수는 있다. 

최양선은 창덕궁 터에 풍수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

는 상소를 세종에게 올렸다. 그는 ‘좌청룡과 우백호에 사

묘(社廟)를 둘 수 없다’는 『동림조담(洞林照膽)』의 내용

을 근거로 들었다. 종묘는 유교적 통치 이념에 맞추어 조

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향공간이므로 매우 중요

한 곳이다. 창덕궁은 종묘로 이어지는 왕기맥(王氣脈) 주

변에 지어진 전각이다. 왕기맥(王氣脈)은 천지의 기운을 

13 『금낭경』. 氣乘風則山界水則止.

14 山自分水嶺.

15 창덕궁의 후원, 비원(秘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강세황의 「호가유금원기(扈駕遊禁苑記)」에서 금원이라 불렀다.  

16 『금낭경』. 氣以生和 而童山不可葬也.

17 『태종실록』, 태종 4년 갑신(1404) 9월 9일 (정미). 命卜離宮地于漢京. 遣劉旱雨、尹莘達、李陽達以卜之.

표 1 경복궁과 창덕궁의 사신사 비교표

북현무
(주산)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안산)

조산
(朝山)

경복궁

(법궁)

백악산

(바위)
정독도서관 능선 인왕산(바위)

황토

마루
관악산

창덕궁

(이궁)
응봉

인정전 좌측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능선

감사원에서 재

생원터(현대건

설빌딩)로 이어

지는 능선

종묘의 

주맥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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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양선은 궁

궐로 인하여 종묘 능선의 왕기맥(王氣脈)이 훼손될까 경

계하여 궁궐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18 그는 땅에도 오행

과 함께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의 길흉화복이 응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풍수사로서 땅을 분석하고 풀이하였는

데, 지형이 가지고 있는 전후좌우 형상에 따라 음양오행

과 인의예지신, 그리고 동서남북 중앙을 대비하여 땅의 

성향을 분석하여 이것이 길흉화복으로 미칠 수 있음을 풀

이한 것이다. 최양선의 주장을 살펴보면, 동방은 인(仁)

과 문(文)을 짝하는데 창덕궁의 동쪽 능선, 즉 좌청룡을 

말한다. 좌청룡이 창덕궁을 감싸는듯하다가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니 이를 반배(反背)한다고 하며 인(仁)

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방은 예(禮)와 짝하는데 

안산을 말한다. 종묘로 들어가는 봉우리가 창덕궁의 안

산인데, 가깝기는 하나 약하니 신료들의 예(禮)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서방은 

의(義)와 무(武)를 짝하는데 창덕궁의 우백호를 말한다. 

창덕궁의 우백호가 다정하기는 하지만 북영천을 끼고 있

음이 흠이다. 물은 재물이니 무신들이 재물에 치중하여 

의를 소홀히 할까 의심하고 있다. 중앙은 신(信)과 짝하

는데 창덕궁 인정전 뒤의 능선이 기울어져[橫斜] 있으니 

왕이 무신에게 떳떳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염

려하고 있다.19 풍수는 이렇게 땅의 모양과 상태를 오행과 

결부시켜 풀이하고 있었다.

18 『세종실록』, 세종 23년 신유(1441) 5월 19일 (갑인). 술자(術者) 최양선(崔揚善)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삼가 창덕궁(昌德宮)의 좌지(座地)와 수강궁(壽康宮)의 좌지

를 보오니, 지리법에 있어서 모두 불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덕궁으로 말하면 종묘산(宗廟山)은 왼팔인 청룡(靑龍)이 되는 것이고, 또 수강궁으로 말하면 오른팔인 

백호(白虎) 역시 종묘산이기 때문입니다. 《동림조담(洞林照膽)》에 이르기를 ‘대체로 용ㆍ호(龍虎) 두 팔에는 사묘(社廟)를 둘 수 없는 것이니, 자손이 귀신에게 해를 당

하고 또 고아와 과부가 나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범연한 일이 아니오매 삼가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또 종묘주산(宗廟主山)은 근맥(筋脈)이 파지고 끊어졌는데 

궁실(宮室)을 경영함은 용을 흔들음이라, 이른바 그 목을 조르고 그 근맥(筋脈)을 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생략).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9 『세종실록』, 세종 23년 신유(1441) 5월 19일 (갑인). “신은 밤낮으로 경공(驚恐)함을 마지 아니하여 자주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하게 하였으니, 엎디어 바라옵

건대 궁실을 이배(移排)하시어 그 응(應)이 없이 배양하게 하시면 종묘 주산 근맥의 길한 기운이 더할 수 없게 왕성할 것이오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또 대역(大易)의 홍조(洪造)의 뜻을 상고하오니, 천(天)ㆍ지(地)ㆍ인(人) 삼재(三才)는 소속이 귀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갑(甲)은 동방이 되고 목(木)은 인(仁)

에 속하며, 병(丙)은 남방이 되고 화(火)는 예(禮)에 속하며, 경(庚)은 서방이 되고 금(金)은 의(義)에 속하며, 임(壬)은 북방이 되고 지(智)에 속하며, 무(戊)는 중앙

이 되고 토(土)는 신(信)에 속하옵는데, 대체로 땅의 형세도 또한 인·의·예·지·신이 있고 그 길흉화복도 방위에 따라 응하게 되니, 이로써 유추(類推)하게 되면 지금

의 우필(右弼)도 명당(明堂)의 형세로 좋고 나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갑(甲)은 인(仁)과 짝하고 동방에 속하는데, 동산(東山)이 등지고 달림은 인산(仁

山)이 반배(反背)함이요, 병(丙)은 예(禮)와 짝하고 남방에 속하는데, 남산(南山)이 낮고 약함은 예산(禮山)이 휴결(虧缺)함이며, 이것은 문반(文班)이 인ㆍ예(仁禮)

에 속하니 혹 휴손(虧損)할 징조요, 경(庚)은 의(義)와 짝하고 서방에 속하는데, 서산(西山)이 돌아와 읍함은 의산(義山)이 유정(有情)함이며, 이것은 무반(武班)이 

성함이니 의(義)가 응한 것이나, 임(壬)은 땅과 짝하고 물[水]에 속하는데, 물이 산에 있음은 중정(中正)함이 아니요, 무(戊)는 신(信)과 짝하고 중앙에 속하는데, 중

맥(中脈)이 가로 비김[橫斜]은 지ㆍ신(智信)의 의(義)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지리변망(地理辨妄)》에 이르기를 ‘천지의 사이에 이것은 이(理)가 있다면 이 같

은 물(物)이 있고, 이 같은 물(物)이 있다면 이 같은 응(應)이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장서(葬書)》에서 이른바 소가 눕고 말이 달린다[牛臥馬馳]는 것이 이 같은 물

(物)이요, 소는 부자가 되고 봉황은 귀하게 된다[牛富鳳貴]는 것은 이 같은 응(應)이니, 이 같은 이(理)가 있다면 이 같은 기(器)가 있게 되고, 이 같은 기(器)가 있다

면 이 같은 용(用)이 있게 되므로, 《장서(葬書)》에서 이른바 재주머니가 옷을 더럽힌다[灰囊亂衣]는 것은 이 같은 기(器)요, 집 재앙이 창고를 태운다[災舍焚倉]는 

것은 이 같은 용(用)입니다. 그 응하는 예(例)가 이와 같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신은 그윽이 염려하여 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궁전(宮殿)은 모

두 보필하는 땅에 있고 존위(尊位)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것은 모두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신은 평탄한 판국[坦局]의 한가운데요, 보필(輔弼)의 사이요, 장막(帳

幕)의 안에 당하는 곳이 바로 천존(天尊)의 자리라 생각되옵니다. 이것은 대황룡(大黃龍)의 정맥(正脈)이요, 기린(麒麟)의 형세요, 천년을 응하는 대지(大地)요, 시

운(時運)의 자연에 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신은 엎디어 바라옵건대 궁실을 경영하시되 정기(正氣)를 받아 타게 하시고 길이 강녕(康寧)한 복을 도모하옵소서. 

신의 학문은 풍수(風水)에 있사와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하였으나, 풍수학제조(風水學提調)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

리제서(地理諸書)에서 사묘(社廟)라고 칭한 것은 신불(神佛)을 가려서 말함이니, 《동림조담(洞林照膽)》과 지남제서(指南諸書)에서 이른바 신전(神前)ㆍ신후(神後)

의 유(類)가 바로 그것이며, 이는 종묘와 사직을 가리켜 말함이 아니옵니다. 예서(禮書)를 보면, 왕궁(王宮)은 좌묘(左廟)ㆍ우사(右社)한다는 뜻으로 알 수 있는 것

이며, 발사출식가(撥砂出式歌)에 이르기를 ‘산(山)이 온 위치를 호(號)하여 주(主)라 하고, 한 짐승이 있으니 현무(玄武)라 한다. 까마득하게 온 형세를 손상함이 없

고, 또한 파서 깨침도 없이 모두 구덩이와 언덕이 되었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창덕궁과 수강궁은 모두 종묘의 주맥(主脈)에 매우 가까워서 비록 좌우에 끊어짐

이 없다 하오나, 정맥(正脈)이 있는 곳은 저윽이 파헤쳐지고 손상된 곳이 있사오니, 정업원(淨業院) 동쪽 언덕으로부터 종묘 주산에 이르기까지의 정척(正脊) 좌

우의 20, 30보(步) 되는 곳에다가 각각 요량하여 소나무를 재배함이 옳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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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복궁(慶福宮)과 창덕궁(昌德宮)
의 공간 배치의 차이

한양은 태조 때 천도하였으나 정종이 개경으로 환도

하였고 태종이 다시 재천도의 과정을 거친 조선의 도읍지

였다. 재천도를 하고자 할 때 한양에는 이미 경복궁이 건

립되어 있었다. 경복궁은 태종이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

으면서 형제를 죽였기에 피로 얼룩진 궁궐이었으므로 경

복궁에 거처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20 심지어 태종은 경

복궁을 기피하여 한동안 개경에 머물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태종이 이궁을 짓고자 하였으나 대소 신료들이 주

저하였다. 건국 초기에 신왕조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야 하는데 경복궁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부역시켰으므로 

또 다른 궁궐을 짓기 위해 부역을 시키면 민심이 동요할

까 염려하여 신료들이 태종에게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였

으나 태종의 주장을 꺾지 못하였다. 태종이 송도에 있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나 이를 빌미로 한양으로 다시 천도를 

감행하면서 경복궁이 아닌 이궁을 지어서21 이어(移御)하

고자 했다. 따라서 태종은 경복궁에 대한 풍수적 판단에 

석연치 않은 점을 들어 새로운 궁궐을 짓고자 했다. 경복

궁이 법궁으로 지어져 있었으나 태종은 그가 머무는 이궁

을 따로 건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윤사수 등이 또 말하기를, “(중략) 지난날 궁궐의 성을 쌓는 

역사로 인하여 백성들의 곤(困)함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전하

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부로(父老)들이 눈을 비비고 소식(蘇息)하

기를 기다렸사온데, 어째서 거듭 전하의 적자(赤子)를 곤하게 하

십니까? 또 이 땅은 치우쳐 성남(城南)에 가깝고, 비습(卑濕)하고 

좁아서, 법궁(法宮)을 세워 만세(萬世)에 전할 수 없습니다. 전자

에 세운 궁실이 또한 백관의 조회를 받을 수 있고 빈객(賓客)을 

접대할 수 있습니다. 신 등이 헐지 않았을 때에 말하지 못하여 이

에 이른 것을 한(恨)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다만 작은 궁전

을 세우게 하여 한때의 거둥에 필요한 이궁(離宮)을 삼으시고, 크

게 역사(役事)를 일으키어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22

고려시대부터 궁궐은 법궁(法宮)과 이궁(離宮)으로 

분류되어왔다. 법궁이든 이궁이든 왕이 거처하는 공통점

은 있으나, 법궁(法宮)은 임금이 주로 거주하면서 국가 대

사를 정하고 대내외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궁궐을 말한다. 이궁(離宮)은 법궁(法宮)을 보조하는 궁궐

로 선왕이나 대비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 천도를 위하여 경복궁을 법궁

(法宮)으로 지었다. 궁궐을 짓는 데 준거가 된 것은 「주례

고공기(周禮考工記)」23였다. 법궁은 「주례고공기(周禮考

工記)」에 따라 삼문삼조(三門三朝)의 규모를 일직선상으

로 배치하여 궁궐의 위신과 위계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

20 『태종실록』, 태종 4년 갑신(1404) 10월 6일 (갑술). 復定都漢陽, 遂命作離宮于鄕校洞. 是日昧爽, 上詣宗廟門外, 告于衆曰: “予在松都, 屢有水旱災變, 下敎求言, 自政丞

趙浚以下, 言當還新都者多矣. 然新都亦多變故, 都邑未定, 人心不靜. 今入宗廟, 告以松都新都毋岳, 占其吉凶, 從吉定都. 定都之後, 雖有災變, 毋有異議.” (번역 : 한국고

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1 『태종실록』, 태종 4년 갑신(1404) 9월 13일 (신해). 改新都離宮造成都監, 爲宮闕修補都監. 成石璘、趙浚、李茂、趙英茂詣闕。 石璘啓曰: “漢京, 父王所都, 亦有宮闕在. 雖

還都, 何必更作離宮!” 李茂亦言之, 上允. (신도(新都)의 이궁조성도감(離宮造成都監)을 고쳐 궁궐수보도감(宮闕修補都監)으로 하니, 성석린(成石璘)ㆍ조준(趙浚)ㆍ이

무(李茂)ㆍ조영무(趙英茂)가 예궐(詣闕)하여 성석린이 아뢰었다. “한경(漢京)은 부왕이 도읍한 곳이므로, 또한 궁궐이 있습니다. 비록 환도(還都)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이궁(離宮)을 다시 짓겠습니까?” 이무(李茂)도 또한 이를 말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2 『태종실록』, 태종 1년 신사(1401) 7월 23일 (경술).  殿下宜自省躬誡愼, 消去災變, 猶恐其不及也. 今乃撤毁無逸殿以下數十餘楹, 斥大其基, 以興工役, 勞動畿內之民, 轉

輸材木, 此非使民之時也. 往者宮闕築城之役, 民困極矣. 殿下卽位以來, 父老揩目, 徯其蘇息, 乃何重困殿下之赤子乎? 且此地僻近城南, 湫隘卑陋, 不足以建法宮而垂萬

世也. 前者所建宮室, 亦足以朝百官而待賓客, 臣等恨不及未毁之時而言之, 以至於此. 願殿下但令營建小殿, 以備一時御幸離宮, 毋使大興工役, 以勞民力. 昔漢 文帝惜十

家之産, 不作露臺. 今所經費, 豈止十家之産乎? 況今國無三年之蓄, 而德壽宮、仁德宮營繕未畢, 殿下又起土功, 非所以恐懼修省節用愛民之道也. 願殿下體文、景敬天勤民

之政, 以弭災變, 以召和氣.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3 『주례』는 주나라의 관제를 기술한 서적이다. 총 6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성의 건설에 관한 기록이 「고공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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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백관대작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외국 사신들을 만날 수 있는 접견공간도 확보되어야 한

다. 따라서 치조(治朝), 연조(燕朝), 외조(外朝)가 조성되

었고 각 영역 사이에 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삼

문삼조(三門三朝)24라고 하였다. 삼문은 고문(皐門), 치문

(治門), 노문(路門)이다. 즉 법궁은 왕의 일상생활과 정사

와 외교에 이르는 전반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갖추

어야 한다. 경복궁의 경우 백악산의 중심 능선을 따라 기

준선을 삼았으니 그 연장선상으로 경복궁 내의 아미산을 

기점으로 그 일직선상에 배치하였다. 경복궁은 유교적 

철학이념을 가장 잘 반영한 궁궐이었으므로 종법제를 기

준으로 한 위계질서를 강조하였고, 나아가 하나의 축선을 

기준으로 삼문삼조를 일직선상으로 배치하여 통일성과 

위계질서를 나타냈다. 이는 삼각산이 조선 창업에 있어

서 왕기를 상징하고 있었으므로 풍수적 원리를 제왕적 개

념에 투영하여 왕기를 받아들이는 공간 배치에 주력한 것

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삼문삼조가 일직선상에 있는 궁

궐은 법궁으로 경복궁뿐이었다. 이는 전 왕조였던 고려

의 법궁인 연경궁의 배치 방식과도 달랐다. 

한양을 건설할 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경복궁은 

법궁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었다. 「주례고공기」에 따라 경

복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단을25 

배치하였다. ‘수선전도’를 살펴보면 한양 도성의 중앙 부

분에 종묘가 있고 종묘의 서쪽에 경복궁을 배치한 것은 

지형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조상을 섬기려는 유교적 사

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궁(離宮)은 한양 

도성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공간 배치가 완료된 후

에 필요에 따라 건설되었으므로 경복궁과 같은 입지를 구

축할 수 없었다.

태종 이방원은 이궁(離宮)을 짓도록 하명하였고26 그 

이궁(離宮)이 창덕궁이었다.27 이궁(離宮)도 왕이 거처하

고 정치를 일삼지만, 왕의 일상생활에 치중하여 만들어졌

으며 또한 상왕이나 대비들의 처소로28 활용되었다. 이궁

(離宮)에서는 치조·연조·외조의 세 공간이 통일성과 위계

질서를 의미하는 앞뒤로 배치한 일직선상이 아닌 서로 다

른 축선, 즉 치조를 중심으로 좌우에 연조와 외조가 횡으

로 배치되어 있다. 횡적 배치는 다양성이나 평등성을 내

포하므로 정치적인 개념이 약화된 공간이었다. 이궁(離

宮)은 규모보다는 일상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지형의 다양성과 자연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통일성

이나 위계질서, 그리고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낸 법궁

(法宮)과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24 「주례고공기」. 匠人營國方九里旁三門(장인이 국도의 성을 영건하니 사방 9리이고 방 3문을 하였다), 王城面有三門門有三涂(왕성의 면에 삼문이 있고 문에는 삼도가 

있었다). 삼문삼조는 기본형이며 상황에 따라서 오문삼조, 사문삼조로 조성되기도 했다.

25 「주례고공기」. 左祖右社面朝後市. 

26 『태종실록』, 태종 4년 갑신(1404) 10월 6일 (갑술). 復定都漢陽, 遂命作離宮于鄕校洞.

27 『태종실록』, 태종 5년 을유(1405) 10월 25일 (정해). 號離宮曰昌德宮.

28 『성종실록』, 성종 15년 갑진(1484) 10월 11일 (을축), 予意 ‘人君必須南面出治, 昌慶宮東向也, 非人君出治之所.’ 但昌德宮修理間, 暫移御耳, 政丞以自處言之, 是專以

此宮爲予居處也. (내가 생각하기를 임금은 반드시 남면(南面)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창경궁은 동향인지라 임금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긴다. 다만 창덕궁을 수

리할 동안 잠시 옮겨 있을 뿐인데 정승(政丞)이 스스로 거처할 곳이라고 말하니, 이는 오로지 이 궁(宮)을 내가 거처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다.) (번역 : 한국고전번역

원, 한국고전종합DB). 

그림 3   경복궁의 종적 배치(지도출처 : 

카카오맵에 도형 추가).

그림 4   창덕궁의 횡적 배치(지도출처 

: 카카오맵에 도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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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이 또 아뢰기를, “인정전(仁政殿)은 매우 좁으니 고쳐

지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집은 이궁(離宮)이

라 비록 좁더라도 좋다. 만약 대사(大事)가 있다면 마땅히 경

복궁(景福宮)으로 나아가겠다. 또 바로 산맥(山脈)에 당하였으

니 개조(改造)하기도 어렵다.”29 

이조판서 박신(朴信)은 인정전이 협소하니 서쪽으로 

옮겨서라도 새로 짓자고 하였으나 태종이 창덕궁은 이궁

(離宮)이니 좁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백관을 모아서 정사

를 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법궁인 경복궁에 가서 장사를 

보겠다고 한 것을 보면, 창덕궁은 법궁이 갖추어야 할 삼

조삼문과 위계질서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이궁(離宮)으

로 지어졌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화재로 소실되고 풍수적 이유에 따라 창덕궁이 먼저 복원

되어 정궁(正宮)으로 사용되었으나 법궁으로서 넓은 지형

이 아니었으므로 삼문을 일직선으로 배치할 수 없었다. 

태종이 창덕궁은 종묘로 이어지는 산맥(山脈)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다시 짓기도 힘들다고 한 것은 종묘로 

들어가는 주맥(主脈), 즉 산맥(山脈)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태종도 풍수적인 관점에서 지형을 파악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종이 말한 산맥(山脈)은 풍수에서

는 용맥(龍脈) 또는 풍수기맥(風水氣脈)이라고 하며 지형

적으로는 능선을 말한다. 그러므로 태종은 왕기를 상징하

는 ‘산맥’을 훼손 또는 파괴하면서 창덕궁을 크게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산맥’의 파괴는 곧 왕기의 훼손 또는 절단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태종이 언급한 산

맥은 곧 왕기맥(王氣脈)이었다. 왕의 기운을 전달하는 산

맥이라는 의미이다. 왕기맥(王氣脈)은 삼각산에서 백악

산과 응봉을 통해서 왕이 거주하는 궁궐로 연결되어 있는 

산줄기이다. 조선 왕기의 상징인 삼각산에서 발원한 왕기

가 ‘산맥’을 통하여 이동하여 왕의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된

다는 풍수적 믿음이 궁궐의 배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러므로 지형적 협소함이 반영되어 임금이 정치적 대사(大

事)를 치르기에는 궁궐이 협소하였다.30 

Ⅳ. 궁궐 조성의 풍수지리적 요소

궁궐에서 많은 풍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

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왕기맥(王氣脈)과 금천이다. 이 

두 요소는 왕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왕기맥의 모양과 금

천위의 금천교 입지도 법궁인 경복궁과 이궁인 창덕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궁궐이 제왕적 개념을 풍수에 적용하여 건축

되었다는 증거는 경복궁의 아미산과 창덕궁의 산맥이라고 

한 왕기맥(王氣脈)이다. 삼각산이 지녔다고 생각한 왕기가 

왕기맥(王氣脈)인 능선을 타고 백악산까지 전달되었고 백

악산에서 경복궁의 아미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아미산에서 왕기가 전달된다고 믿었던 방향으로 축선을 그

어 차례로 교태전, 강녕전, 사정전, 근정전이 지어졌다. 삼

각산이 왕기를 지녔다는 것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풍수설

화로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했듯이 이성계도 풍수를 이용하

여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조선 창업의 정당성

을  마련하기 위해 이성계를 주인공으로 한 설화가 지리산, 

남해 금산, 북한산 옥천암, 원산, 임실 상이암, 회문산 만일

사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성계도 

도선국사의 풍수도참설을 이용하였다. 도선국사의 「삼각

산명당기(三角山明堂記)」에 ‘신선의 자라가 삼각산을 등에 

지고 있는 명당에 황도를 지으면 천하가 조공을 바친다’31고 

29 『태종실록』, 태종 17년 정유(1417) 윤 5월 12일 (정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해철 역, 1977). 信又啓曰: “仁政殿狹隘, 當改造.” 上曰: “此離宮, 雖狹亦可. 如有大事, 

當御景福宮. 且正當山脈, 難以改造.”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30 『태종실록』, 태종 17년 정유(1417) 윤 5월 12일 (정묘). 信又啓曰: “仁政殿狹隘, 當改造.” 上曰: “此離宮, 雖狹亦可. 如有大事, 當御景福宮. 且正當山脈, 難以改造.”

31 『고려사』, 권122, 열전 권제35, 방기, 김위제. 又三角山明堂記曰: “擧目回頭審山貌, 背壬向丙是仙鼇. 陰陽花發三四重, 親袒負山臨守護. 案前朝山五六重, 姑叔父母

山聳聳. 內外門犬各三爾, 常侍龍顔勿餘心. 靑白相登勿是非, 內外商客各獻珍. 賣名隣客如子來, 輔國匡君皆一心. 壬子年中若開土, 丁巳之歲得聖子. 憑三角山作帝京, 

第九之年四海朝.’ 故此明王盛德之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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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니 삼각산이 왕기(王氣)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는 백

성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조선 창업의 

정당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창업에 

있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고려시대부터 민가

에 만연해왔던 풍수도참설의 성공적 활용이 중요했던 것이

다. 동궐도를 보면 왕기맥(王氣脈), 즉 왕기를 전달하는 통

로로 인식되었던 응봉과 그곳에서 연결된 능선을 담장으로 

막고 소나무를 심어서 왕기를 보호하고 있으며, 경복궁의 

아미산도 담장을 만들어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복궁의 설계는 정도전 등 개국공신들이 주도하였

지만 경복궁의 건설은 백성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만큼 궁

궐 공사를 통하여 풍수 요소를 궁궐에 재현하면서 백성들

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채택되었을 것이다. 

풍수에 의거하여 왕기의 발생과 수용, 그리고 왕기의 충

만함을 궁궐에 재현한 것이다.

두 번째 증거는 금천이다. 삼각산에서 내려온 왕기

가 궁궐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금천을 만들었다. 

금천(禁川)은 풍수의 계수즉지(界水則止) 원칙에 따라 인

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계수즉지(界水則止)는 ‘기

(氣)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의미인데, 이로부터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산자

분수령(山自分水嶺)으로 조선 사대부들의 지리관의 기저

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금천은 궁궐이라

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물로서 명당수라고 한다. 경복

궁의 흠이라면 명당수(明堂水)가 부족한 것이라고 풍수

사가 말하자 태종은 ‘개천을 만들어라’고 명령했다.32 금천

은 왕기(王氣)가 궁궐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기능

과 역할을 한다는 것이 풍수적인 풀이이다. 왕기는 왕의 

혈통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궁궐에서 풍수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제왕적 개념을 적용

했던 이유였다. 금천이 없는 궁궐은 없다. 심지어 종묘 앞

에도 개천을 만들었다. 삼각산에서 응봉을 통하여 창덕

궁과 창경궁으로 공급된 왕기가 종묘로 이어진 후 종묘 

밖으로 왕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보여

진다.33 

왕기맥(王氣脈)과 금천의 배치 장소도 법궁과 이궁

이 차이를 보인다. 법궁의 왕기맥(王氣脈)은 하나로 통일

성을 기하여 일직선상으로 전각을 배치할 수 있었는데 비

해, 이궁은 정전과 침전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서 왕기맥도 각각 연결되어 있어야 했으므로 두 개의 왕

기맥(王氣脈)이 필요했다. 금천과 금천교의 위치를 살펴

보면 법궁의 경우 치문과 노문 사이에 조성되어 있으나, 

창덕궁은 고문과 치문 사이로 흐르고 있고 금천과 금천교

가 정전의 정면이 아니라 우측에 있다. 경희궁과 덕수궁

도 금천과 금천교가 정전의 좌측에 있는 등 다양한 배치

를 보여주고 있다.34 창경궁은 금천과 금천교가 정전의 정

면에 놓여 있으나 정전인 명정전이 동향이라는 점이 특징

적이다. 왕궁은 남향이어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창경궁

은 지형상 동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왕기맥(王氣脈)이 왕성하지 못한 탓인지 왕들이 오래 머

물기를 꺼려하였다.35

풍수적 관점에서 왕의 전각이 들어선 터에는 좌우에 

32 『태종실록』, 태종 11년 신묘(1411) 7월 30일 (기축). 命開渠于景福宮中. 上曰: “景福宮, 太祖所創也, 宜居于此, 以示子孫.” 相地者曰: “所欠者, 明堂水也.” 其令開渠. 

(임금이 “경복궁은 태조(太祖)가 창건하셨으니, 마땅히 여기에 사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자 풍수사가 말하기를 “흠(欠)이라면 명당수(明堂

水)입니다’ 하니, 개천을 만들라는 영을 내렸다.) (번역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33 김규순·박현규, 2018, 「경복궁의 풍수지형과 풍수요소에 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7(2), 한국지리학회, p.205.

34 박현규·김규순, 2018, 「덕수궁과 경희궁에 대한 궁궐지형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2), 한국사진지리학회지, pp.76~82.

35 『성종실록』, 성종 15년 갑진(1484) 10월 11일 (을축). 予意 ‘人君必須南面出治, 昌慶宮東向也, 非人君出治之所.’ 但昌德宮修理間, 暫移御耳, 政丞以自處言之, 是

專以此宮爲予居處也. (내가 생각하기를 임금은 반드시 남면(南面)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창경궁은 동향인지라 임금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다만 창덕궁을 수리

할 동안 잠시 옮겨 있을 뿐인데 정승(政丞)이 스스로 거처할 곳이라고 말하니, 이는 오로지 이 궁(宮)을 내가 거처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다.) (번역 : 한국고전번역

원, 한국고전종합DB).



141  조선 궁궐 입지 선정의 기준과 지형에 대한 연구 - 경복궁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

개천이 있어야 했다. 좌우에 개천을 낀 터라야 왕기가 새

어나가지 않는 지형이기 때문이다. 창덕궁은 종묘 능선

의 옆구리에 해당하는 위치에 지어졌으므로 삼조삼문이 

일직선으로 조성될 만한 공간이 없었다. 또한 금천이 왕

기의 방향인 남쪽을 감싸지 않고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궐을 지은 것은 창덕궁과 창

경궁, 그리고 종묘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아서 궁궐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묘를 형성하는 지형 전체를 

보면 양의 지형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동쪽으로 창경궁

의 명정전 앞으로 옥천이 흐르고 있고 서쪽에는 창덕궁의 

인정전 서쪽에 금천이 흐르고 있으며 종묘 앞에 개천을 

조성하여 종묘전교(宗廟前橋)를 건설한 것을 볼 때 전체

적으로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종묘를 아우르는 영역을 

개천으로 감싸고 있어서 왕기(王氣)가 궁궐 영역을 벗어

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Ⅴ. 결론

경복궁은 자연 지형에서부터 남다르다. 왕의 상징

인 백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전각을 지었기에 왕권의 정

통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백악산의 능선을 따라 일직선상

의 축선을 기준으로 삼문삼조를 배치하여 위계질서와 통

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도 백성

들의 가시(可視)가 용이하도록 전방이 트여 있다. 태종도 

큰 행사는 경복궁에 가서 하겠다고 했듯이[信又啓曰: “仁

政殿狹隘, 當改造.” 上曰: “此離宮, 雖狹亦可. 如有大事, 

當御景福宮. 且正當山脈, 難以改造” (『태종실록』, 태종 17

년 정유(1417) 윤 5월 12일 (정묘)] 임금은 법궁에서 통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공간적인 원칙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의 궁궐은 법궁(法宮)과 이궁(離宮)으로 분류되

며 다른 범주로 정궁(正宮)의 개념이 있다. 법궁은 정궁

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궁이 정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다. 정궁이란 임금이 정규적

인 통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일컫는데, 임진왜란 전

에는 경복궁이 법궁이자 정궁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소실되고 중건되지 않음에 따라 이궁 중에 하나

를 정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법궁은 모두 정궁이지만, 

정궁이라고 해서 모두 법궁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테면 한양 최초의 궁궐은 경복궁으로 법궁이다. 

그러므로 경복궁은 법궁의 개념을 반영하여 건축되었으

며, 이궁은 이궁의 개념을 적용하여 건축되었음을 전제로 

연구하였다. 물론 광해군 대에 창덕궁을 법궁으로 불렀

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법궁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으므

로 법궁으로서의 규모와 지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는 없

는 것이다. 이궁(離宮)은 왕의 취향이나 수요 또는 정치

적 상황에 따라 건축되었다. 경복궁처럼 주산이 뚜렷하

지 않아도 되었으며, 법궁과는 달리 위계질서가 없는 복

수의 축선에 의한 독립적이면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였

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법궁은 전후상하로 공간

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에 입지하였으나, 이궁은 좌우로 

공간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입

지 선정에 있어서 법궁(法宮)은 전각의 배치에 적합한 규

모의 땅을 선정할 수 있었으므로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

성과 위계질서, 그리고 위엄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궁은 

협소한 장소에 많은 전각을 지을 수 있는, 좌우로 발달한 

지형이므로 독립성과 다양성과 더불어 친근한 공간을 연

출할 수 있었다. 

법궁과 이궁은 지형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전각을 배

치하는 준거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전형적인 궁궐의 

풍수 지형을 선택한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경우 풍수 요

소를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있어서 풍수 원리에 부합하고 

있다. 반면에 이궁(離宮)은 한양 도성 내에서 방형의 부

지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비정형적인 풍수 지형에 궁궐

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풍수 요소를 적용할 때도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예로 경복궁에서는 금천에 건

설된 금천교가 광화문-흥례문-금천교-근정문의 순서대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으나, 창덕궁에서는 금천이 인정전의 

우측에서 흐르고 있던 관계로 돈화문-금천-진선문-인정

문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놓여 있는데 이런 사례는 경희궁

과 덕수궁에서도 나타난다. 창경궁은 홍화문-옥천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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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으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으나 동향이며 삼문삼조를 

형성하지 않았고 금천이 아닌 옥천이라고 한 점에서 왕의 

궁궐이라기보다는 대비의 궁궐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이런 배치는 이궁이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풍

수는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자연관이며 지리관이었다. 이

들의 지리관을 살펴봄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복원에 완

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형과 공간 배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복

궁과 같이 방형의 넓은 장소와, 창덕궁과 같이 비정형적

인 장소는 처음부터 성격을 달리한다. 경복궁은 계획된 

규모와 배치를 소화할 수 있는 지형을 선정하여 건설한 

것으로 보이고, 창덕궁과 창경궁 같은 이궁은 자연 지형

에 따라 전각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된 개념은 부

족하나 다양한 공간이 어우러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임

금의 위엄을 나타내는 경복궁보다 다양하면서 아기자기

한 공간을 구성한 창덕궁이 자연과의 조화가 뛰어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더욱 정감이 가는 공간이다. 

창덕궁의 공간 배치는 비정형적·자연주의적인 배치

와 다양성이 특징이다. 다양성이란 삼문삼조를 하나의 

축선에 의거하여 일직선상에 배치하지 않고, 전각마다 다

른 축선을 기준으로 지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축선이란 

전각마다 각각 다른 왕기맥(王氣脈)에 따라 축선을 달리

했다는 의미이다. 축선이 많으므로 건물의 방향도 각기 

달라서 통일성이 결여된 공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연 

지형이 만들어놓은 공간에 대규모 토목공사 없이 건물을 

배치하였으므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창

덕궁은 치조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연조를, 우측에는 외조

가 배치되어 있다. 인정전을 중심으로 정면 남쪽으로 종

묘가 있어서 진선문과 돈화문을 일직선으로 만들 공간 확

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궁이라면 삼문삼조를 

일직선으로 배치해야 했으나 이궁이었으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경복궁도 자연 지형을 이용한 자연 배치이지만 지

형상 삼문삼조를 일직선으로 배치할 수 있는 지형이었다

는 점이다. 경복궁은 궁궐의 건물 배치가 통일성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유교적인 인문주의적 배치라고 할 수 있

겠다. 경복궁은 『주례고공기』에 따라 왕궁(王宮)은 사각

형이며 향하는 방향으로 삼문(三門)을 설치하였고, 왕궁

의 노문 밖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을 배치하였

다(匠人營國方九里三門 左祖右社面朝後市). 궁궐 입지의 

관점에서도 한양 5대 궁궐 중에 이를 충족하는 궁궐은 경

복궁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경복궁은 조선 유일의 법궁

인 것이다. 경복궁에는 대외적이고 집단적이며 공개적인 

경회루가 지어졌고, 창덕궁에는 비밀스럽고 왕의 개인적

인 공간인 후원이 조성된 것도 법궁과 이궁의 개념에 지

형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법궁과 이궁은 제왕적 풍수 개념에 의거하여 지어진 

공간이므로 그런 관점에서 궁궐을 해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궁궐 복원에 있어서도 더욱 정확하고 정밀한 

복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방문객들에게도 제왕풍

수에 근거한 해설이 곁들여진다면 이해도와 공감도, 그리

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해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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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laces in South Korea are largely divided into primary palaces (法宮) and secondary palaces (離宮).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primary palace was Gyeongbokgung Palace, and the secondary palace was Changdeokgung 

Palace. Additionally, there is the concept of  imperial palaces (正宮). Gyeongbokgung Palace was the primary palace 

and the imperial palace. The topography of  Gyeongbokgung is based on Mt. Baegak, which is the symbol of  royal 

authority . The location of  the palaces was chosen to highlight the king's dignity and authority. The three gates and 

three courts (三門三朝) were positioned on a straight line based on one axis along the ridge of  Mt. Baegak to establish 

the legitimacy, hierarchy, and unity of  the kingship. The secondary palace was built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or the political situation. It was created as a royal living space; thus, creating independent 

and diverse spaces along multiple axes. The primary palace was chosen to be built on the terrain of  Yang, and the 

secondary palace was chosen to be built on the terrain of  Yin; the criteria for laying buildings in the palace areas had 

to be different.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formation of  Joseon palaces was that the secret vital energy for the 

king (王氣) originated from the sacred mountain. Important elements of  the palace were the secret vital energy chain 

of  feng shui (風水氣脈) and the forbidden stream (禁川). The secret vital energy chain of  feng shui was the gateway 

to the secret vital energy for the king, and the forbidden stream was a method of  preventing the king from leaving 

the palace grounds. Gyeongbokgung Palace, which is on typical feng shui terrain, faithfully reflects the principles of  

feng shui. On the other hand, the secondary palace was built on incomplete and irregular feng shui terrain. Feng shui 

was part of  th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the ruling classes in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ir geography, 

I believe that the perfection of  traditional culture inheritance and restoration can be improved.

Abstract

A Study on the Topography and the Criteria of 
Choosing the Location-Allocation of Palaces
- Focusing on Gyeongbokgung Palace and Changdeokgung Palace -

Kyoosoon K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ar4972@naver.com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September 2019, pp.130~145.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eywords      primary palace, secondary palace, Gyeongbokgung Palace, Changdeokgung Palace, feng shui

Received  2019. 03. 26 ● Revised  2019. 04. 25 ● Accepted  2019. 07. 20



145  조선 궁궐 입지 선정의 기준과 지형에 대한 연구 - 경복궁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
M

UN
HW

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