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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궁궐 정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후원의 경관체험에 있어서 동선의 

복원은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선의 복원을 위해서는 생성과 소멸, 유지 등을 정

확하게 파악해야한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 시기까지 문헌과 도면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창덕궁 후원에서 발생한 동선의 변화를 세밀하게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 조선시대 제작된 「동궐도」, 「동궐도형」와 함께 근현대시기 제작된  「창덕궁평면도」, 항공

사진을 사용하였다. 시대별 동선의 변화를 중첩하여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각기 다른 좌표체계로 이루어진 도면과 사

진을 지리정보시스템인 ArcGIS에서 하나의 좌표계로 변환하여 정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이후 총 37개의 구간이 이용되었으며, 이 중에서 13개가 유지되고, 14개가 사라졌으며, 10개가 

신설된 것을 확인하였다. 멸실구간 중에서도 능허정 북쪽 원로는 후원에 대한 공간을 연결하고 경관의 향유를 위해 시

급히 회복시켜야 할 곳으로 판단된다. 신설구간에서도 대보단지~옥류천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동선의 신설이나 구간

의 단축 등을 통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후원에서 동선체계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고 빈번하게 시행된 것이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보수정화사업

이었음을 밝혔다. 후원에 대한 주체적 관리가 어려웠던 일제강점기보다 1970년대 이후 발생한 동선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류천 진입로는 1990년대까지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잘못된 원형 인식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이 시기의 변화에 대해 명확한 기제와 원인을 찾고, 훼손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의 전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 동선 변화를 시대별로 밝혔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다만, 조경계획이나 정

비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해 복원해야 할 위치와 형상을 명확하게 제시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자료

를 이용해서 동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간 이용도, 관람체계, 방재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  문  초  록

주제어  기반시설, 항공사진, 동선, GIS, 일제강점기

투고일자  2021. 03. 18. ● 심사일자  2021. 04. 24. ● 게재확정일자  2021. 05. 12.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화에 관한 연구

 

하태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박사과정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imch@nuch.ac.kr



121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화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창덕궁은 조선 초기 태종 5년(1405)에 법궁인 경복

궁에 이어 두 번째로 창건된 궁궐이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재위 3년(1394)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고 경

복궁을 지었다. 조선시대 공식적인 법궁은 경복궁이었으

나 조선 초기부터 여러 임금이 경복궁을 기피하고 창덕궁

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으

로 인해 경복궁과 창덕궁 모두 불에 전소되었으나 창덕

궁은 광해군 즉위년(1609) 중건되어 1868년 경복궁이 재

건되기 전까지 법궁으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법궁으로 알려진 경복궁에 비해 창덕궁은 조선 건국 이후 

멸망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유일한 궁궐이며 조선시대 역

사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다. 

창덕궁은 배후에 응봉을 면하면서 입지하였다. 경복

궁과는 다르게 자연 지세를 따라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되

면서 왕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태종은 창덕궁 창건 초기

부터 후원을 조성하여 정치적 거점 및 휴식 공간으로 사

용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숙종, 정조 등 많은 임금

들이 후원을 가꾸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창

덕궁은 ‘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 궁으로 주변 자연 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으로 등재되었다.

창덕궁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 『궁궐지』, 「동궐도

형」, 「동궐」 등 여러 사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원형 고증, 변화 과정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특히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원형이 훼손된 궁궐

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전각 중심의 

건축물 변화 과정을 고찰하여 대부분의 전각이 복원되었

다. 또한 창덕궁 후원을 중심으로 한 외부 공간의 변화 과

정 또는 문헌 자료, 현판, 시문 등을 토대로 경관 해석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 들어 일제강점기

에 제작된 도면 및 문헌 자료를 토대로 후원의 배수 체계, 

원형 경관 추정, 식재 변화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원

형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후원

의 경관 향유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동선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장서각에서 공개한 근대기에 작성된 「창

덕궁평면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항공 사진 등 

도면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서 근현대기 창덕

궁 후원의 동선 변화를 시기별로 밝히고 구간별로 변화와 

원형을 고증함으로써 복원을 위한 자료를 발굴하고 제안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선행 연구 분석

조경 분야에서는 창덕궁 후원의 경관 구성, 시문 해

석, 원형 추정, 식생 또는 경관 해석에 주안점을 둔 연구

가 지속되었다. 창덕궁의 후원에 관해 주로 「동궐도」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 검토와 함께 원형의 변화 과정을 추

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주선(2004)은 『조선왕조실

록』, 『궁궐지』 등 문헌 자료와 「동궐도」를 중심으로 창덕

궁의 시대별 외부 공간 변화를 파악하였다. 어차고 주변

의 식생 변화, 전통 조경 시설물의 멸실, 후원 영역 불로

지 멸실, 반월지의 모습 변화 등을 현재 모습과 비교 분석

하였다. 정우진(2011)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포함하는 후

원을 대상으로 「동궐도」와 『궁궐지』에 기록된 내용 검토

를 통해 주요 전각의 건립 시기, 장소별 변천 과정, 행위 

요소 및 장소의 특질을 파악하였다. 정우진(2015)은 나아

가 창덕궁 후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후원의 운영 시스템

과 원형 경관을 조명하고 기능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

다. 그 결과 집회지, 농경지, 정치적 근거지, 별원(別園)지

로서 후원의 네 가지 공간 범주를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후원의 주요 권역 건축물의 조영이나 경관 특성을 분석하

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이수학 2000; 정우진 외 2인 

2013; 송석호 2014, 2016; 정우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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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과 관련된 연구는 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근대건축도면집』1이 발간되면서 근대기 창

덕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

개된 자료를 토대로 지형 분석, 지형 복원, 배수 체계 분

석 등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용미(2014)는 

1936년 무렵 제작된 「창덕궁평면도」에 나타난 등고선을 

이용하여 창덕궁 후원의 전통 배수 체계를 고찰하고 유출 

모형의 정량적 방법을 적용하여 배수 체계의 특성을 도출

하였다. 이재용(2017)은 「동궐도」 작도 원리를 기반으로 

러버 쉬팅 변환(Rubber Sheeting Transformation)을 통해 

창덕궁 금천교 주변 평면도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일제강

점기에 제작된 「창덕궁평면도」의 좌표를 기준으로 변화 

과정 및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후원 동선에 관한 연구는 문헌 사료 검토를 통한 관람

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였으나 실제 공간에서 동선의 형태

나 위치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정우진(2013)과 

홍형순(2014)은 강세황의 「호가유금원기(扈駕遊禁苑記)」

의 내용을 토대로 정조 연간에 이루어진 후원 유람 이동 경

로를 파악한 바 있다. 유람 경로는 희우정, 영화당·이문원·

어수당, 옥류천(소요정·청의정·태극정), 만송정, 망춘정, 존

덕정, 폄우사, 태청문, 창덕궁 동쪽 궁장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선행 연구를 통해 당시 창덕궁 후원의 동선은 유람 

경로를 따라 주요 권역을 연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방법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

여 「동궐도」, 「동궐도형」,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 

「창덕궁평면도」, 광복 이후에 촬영된 항공 사진 등을 이용

하였다. 서로 다른 축척 및 크기로 제작된 도상 자료에서 

동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ArcGIS를 이용하였고 현재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하나의 좌표 체계로 정합하였다. 

1911년 무렵 제작된 「창덕궁평면도」를 기준으로 현

재까지 남아 있는 구간은 ‘유지’, 기록은 있으나 현재는 그 

형상이 없는 구간은 ‘멸실’, 과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

으나 근현대에 새롭게 조성된 구간은 ‘신설’로 설정하여 

동선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구간은 동선의 진출입부, 결

절점 등을 연결하여 시점과 종점을 설정하였다. 

2. 검토 자료

1) 「동궐도(東闕圖)」와 「동궐도형(東闕圖形)」 

「동궐도」는 조선 후기 순조 연간에 창덕궁과 창경궁

의 전각과 궁궐 전경을 조감도의 형태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의 제작 연대는 『순조실록(純祖實錄)』, 『궁궐지(宮闕

誌)』 등 문헌 내용을 토대로 1828~183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각, 수목, 지당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후원 진입로, 주합루, 연경당, 존덕정, 옥류천 권역을 연

결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동궐도형」은 1907년 무렵 창덕궁과 창경궁의 건물 

및 대문의 배치와 답(畓), 연지(蓮池) 등을 그린 평면도이

다. 구한말 창덕궁 후원의 연지와 당시 새로 지어진 정자 

등의 변화를 자세하게 그렸다. 담장 및 계단 등 시설물을 

통해 당시 동선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토지 수탈과 군사적 목적

으로 1914년부터 평판 측량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전역

을 측량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도는 「경성도(1915년)」, 「경

성시가도(1927년)」, 「경성시가도(1933년)」가 있다. 해당 

지도에서는 창덕궁의 건축물, 후원의 입구와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동선이 확인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제작

된 「지형도」는 1915년에 측량된 지도를 토대로 수정·보완

1   도면은 궁궐(122종), 의례(19종), 가옥(33종) 등 3가지로 분류됐다. 궁궐 관련 도면은 1906년부터 1936년까지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등 궁궐을 신축 또는 

개축하면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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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5년 이후 제작된 「지형도」에서 

창덕궁 지역의 변화가 갱신되지 않아 일제강점기 후원의 

동선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그림 1~3). 

3) 근현대기에 제작된 창덕궁 관련 도면

근현대기 동선의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창덕

궁평면도」와 「창덕궁비원배치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덕궁평면도」는 190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창

덕궁의 모습을 기록하였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에서 소장하고 있다. 「창덕궁비원배치도」는 1977년에서 

1979년에 시행된 창덕궁 보수정화공사 과정에서 제작된 

도면이다. 

1911년 무렵 제작된 「창덕궁평면도(1911년)」는 근대 

측량 방식으로 제작된 최초의 창덕궁 도면이다. 일제강

점기 진입 직후에 그려진 도면으로, 일제에 의해 창덕궁

이 변형되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동선은 검은색

으로 표시하였으며 후원 입구, 부용지, 반월지, 옥류천 등 

주요 지점의 연결 동선이 확인된다. 이 도면에서는 현재

는 관리 동선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新)선원전~대보단지

~옥류천을 연결하는 순환로 계획이 확인된다(그림 4).

1929~1932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평면

도(1929년)」2는 1910년대에 계획되었던 신선원전~대보단

지~옥류천 입구를 연결하는 순환로가 조성된 것과 후원 

진입 형태의 변화 등이 확인된다(그림 5). 

1936년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평면

도(1936년)」는 동선을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실선

은 주 동선으로 이용되었던 것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

며, 점선은 보조 동선 또는 소로로 판단된다. 창덕궁을 기

록한 도면 중 가장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등고선이 표현

되어 있어서 지형에 따른 동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1978년 제작된 「창덕궁비원배치도(1978년)」는 일제

강점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면이다. 동선의 배치는 

현재와 매우 유사하지만 연경당 서쪽 구간, 연경당~옥류

천 연결 구간 등이 현재와 차이가 있다. 구간별 차이로 볼 

때 정비 직전의 모습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7).

그림 1 「경성도(1915년)」

그림 2 「경성시가도(1927년)」 그림 3 「경성시가도(1933년)」

표 1 일제강점기 제작 「지형도」

번호 명칭 제작 시기 축척 소장처

1 경성도(1915년) 1915년 1:10,000 서울역사박물관

2 경성시가도(1927년) 1927년 1:7,500 서울역사박물관

3 경성시가도(1933년) 1933년 1:7,500 서울역사박물관

2   「창덕궁평면도(1921)」의 제작 시기는 봉모당과 보각, 신(新)선원전 건축, 종묘와 창경궁 사이 신설 도로 표현 여부를 근거로 1921~1932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

나 낙선재 서행각이 신관으로 개축된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1929~192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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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 사진

서울시에서는 1972년부터 2017년까지 87회차에 걸

쳐 서울시 전역에 대한 항공 사진을 촬영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종로구 일대를 촬영한 항공 사진을 참고하여 도면

에서 확인되지 않은 동선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Ⅲ. 창덕궁 후원 동선 변화 고찰

1. 동선 현황

후원의 동선체계는 『창덕궁·종묘 원유(문화재청, 

2002)』에서 조사된 바 있다. 후원 주요 지점의 연결 구간

마다 번호를 매겨 위치와 도로 폭, 포장 재료를 기록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을 차용하여 조사를 실시하

였고 2002년 당시 기록되지 못한 소로 등을 찾아 GPS 장

비를 통해 현행화하였다. 후원의 동선은 관람이 가능한 

주합루, 연경당, 존덕정, 옥류천 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존덕정과 연경당

에서 옥류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계절 및 날씨 변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이 외 동선은 관리용 동선으

로 관람객에게는 개방되지 않고 있다(그림 8, 표 3). 

2. 동선 변화

1911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도면 또는 항공 사진에 

등장하는 창덕궁 후원의 동선은 총 37개 구간으로 조사되

었다. 시기별 도면의 동선 변화를 분석한 결과 24개의 구

그림 6 「창덕궁평면도(1936년)」 그림 7 「창덕궁비원배치도(1978년)」 

그림 4 「창덕궁평면도(1911년)」 그림 5 「창덕궁평면도(1929년)」 

표 2 창덕궁 후원을 기록한 도면들

번호 명칭 제작 시기 축척 소장처

1 창덕궁평면도(1911년) 1911년 무렵 1:2,400 장서각

2 창덕궁평면도(1929년) 1929~1932년 무렵 1:2,400 장서각

3 창덕궁평면도(1936년) 1936년 무렵 1:1,200 장서각

4 창덕궁비원배치도(1978년) 1978년 1:1,600 국가기록원

그림 8 창덕궁 후원 동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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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현재에도 이용되고 있었으며 후원 입구, 주합루 권

역, 존덕정 권역, 옥류천 권역, 능허정 권역, 대보단 권역 

등 주요 권역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은 13개, 멸실된 구간은 14개, 신설된 

구간은 10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1) 유지 구간

유지 구간은 「창덕궁평면도(1911년)」와 같이 조선 

후기에 제작된 도상 자료에서 기록된 동선이 현재까지 유

지되거나 활용되는 동선이다. 창덕궁의 연구 및 고증 자

료로 주로 활용되는 「동궐도」에서 동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궐도」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나 

주합루, 존덕정, 연경당, 취규정, 옥류천을 연결하는 동선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동궐도」에서 연경당과 취규

정, 옥류천의 연결 구간, 주합루, 애련정, 존덕정 연결 구

간, 존덕정에서 옥류천 입구로의 연결 구간이 확인된다. 

현재에도 유지되는 창덕궁 후원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동선은 조선시대에 이용되었던 것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

다(그림 10). 

자료를 종합하여 구간의 잔존 여부를 비교한 결과 후

원의 37개 중에서 13개 구간이 조선 후기 이후까지 원형을 

유지한 동선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후원 입구~부용지, 후

원 입구~주합루, 관람지~반월지~옥류천, 취규정 전면 원

로, 신(新)선원전~퇴장로, 능허정 남쪽 진입로, 주합루~향

나무, 향나무~금호문, 기오헌~주합루, 연경당~폄우사, 승

재정~존덕정, 가정당 담장 원로, 주합루 북서쪽 계단이 원

형을 유지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창덕궁 후원의 주요 지점과 전각을 연결하는 것으로, 지속

적인 이용으로 인해 과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그림 9, 표 4). 또한 능허정 남쪽 진입로와 가정당 

담장 원로와 같이 동선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도면에 기록

되지 않거나 항공 사진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해당 시기 전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선 자체가 멸실된 

것이 아닌 기록 누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 

표 3 창덕궁 후원 동선 현황

번호 구간 개방 현황

1 후원 진입로 상시 개방

2 후원 입구~부용지 상시 개방

3 후원 입구~주합루 비개방

4 관람지 동쪽 원로 비개방

5 관람지~반월지~옥류천 한시 개방

6 취규정 전면 원로 한시 개방

7 옥류천 진입로 한시 개방

8 대보단지~옥류천 비개방

9 신(新)선원전~퇴장로 비개방

10 연경당 북서쪽~빙천 한시 개방

11 능허정 남쪽 진입로 비개방

12 주합루~향나무 상시 개방

13 주합루~구(舊)선원전 비개방

14 향나무~금호문 상시 개방

15 기오헌~주합루 비개방

16 연경당~폄우사 비개방

17 승재정~존덕정 한시 개방

18 존덕정 북쪽 소로 비개방

19 청심정 진입로 비개방

20 가정당 담장 원로 비개방

그림 9 창덕궁 후원 동선 유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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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실 구간

과거의 도면에서 존재가 확인되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동선은 총 14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선의 멸

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각이나 주요 공간으로의 이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라진 것과 의도적 정비로 인해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구분된다. 

후원 진입로, 개유와 진입로, 영화당~주합루, 연경당 

북동쪽~빙천, 관람지 동쪽~옥류천, 옥류천 입구 주변, 옥

류천 진입로, 청심정 진입로, 취규정~능허정 북쪽, 능허정 

북쪽 원로, 능허정 북쪽~대보단지, 연경당 서쪽 계단, 퇴장

로 등이 현재는 멸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그림 11, 표 5). 

동선의 멸실이 가장 크게 발생한 시기는 1978년이

다. 1972년까지 존재했던 개유와 진입로, 영화당~주합루, 

취규정~능허정 북쪽, 능허정 북쪽 원로, 연경당 서쪽 계

단 구간이 1978년 배치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

에 정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선의 멸실이 크게 발생했

표 4 창덕궁 후원 동선 유지 구간

번호 구간
동궐도 동궐도형 평면도 평면도 평면도 항공 사진 배치도 항공 사진 항공 사진 현장 조사

1828 1907 1911 1929 1936 1972 1978 1980 2000 2020

2 후원 입구~부용지 ○ ○ ○ ○ ○ ○ ○ ○

3 후원 입구~주합루 ○ ○ ○ ○ ○ ○ ○ ○

5 관람지~반월지~옥류천 ○ ○ ○ ○ ○ ○ ○ ○

6 취규정 전면 원로 ○ ○ ○ ○ ○ ○ ○ ○

9 신(新)선원전~퇴장로 ○ ○ ○ ○ ○ ○ ○ ○

11 능허정 남쪽 진입로 ○ ○ ○ ○ ○ ○ ○

12 주합루~향나무 ○ ○ ○ ○ ○ ○ ○ ○

14 향나무~금호문 ○ ○ ○ ○ ○ ○ ○ ○

15 기오헌~주합루 ○ ○ ○ ○ ○ ○ ○ ○ ○

16 연경당~폄우사 ○ ○ ○ ○ ○ ○ ○ ○

17 승재정~존덕정 ○ ○ ○ ○ ○ ○ ○ ○

20 가정당 담장 원로 ○ ○ ○ ○ ○ ○

34 주합루 북서쪽 계단 ○ ○ ○ ○ ○ ○ ○ ○ ○

그림 11 창덕궁 후원 동선 멸실 구간

그림 10 「동궐도」에서 확인된 후원의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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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수 정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지만 문서

나 도형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계획이나 설계에 의한 변

화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연경당 북동쪽~빙천, 관람지 동쪽~옥류천 구간도 

1980년대 항공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옥류천 진입

로, 취규정~능허정 북쪽, 능허정 북쪽 원로도 1980년대 

이후에 멸실된 구간이다.

대부분의 구간은 1911년 「창덕궁평면도」에서 발견

되고 있어 조선시대 후원 동선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하지만 1970~1980년대 창덕궁 보수정화사업이 진행

되면서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멸실은 후원에 대한 이용 

요구도, 관람객에 대한 개방, 유지 관리 등의 시대적 판단

과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 후원 진입로

후원 진입로는 현재 대조전 동쪽의 함양문에서 창덕

궁과 창경궁 사이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의 원래 

모습은 「동궐도」와 「창덕궁평면도(1911년)」에서 확인된

다. 전각 지역에서 후원 진입은 조선 후기까지 대조전 우

측을 거쳐 2개의 담장과 문을 통과해 이루어졌다. 2개의 

담장과 2개의 문을 통과해 진입했던 것으로 볼 때 후원은 

당시 진입이 어려운 제한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창덕궁 후원 동선 멸실 구간

번호 구간
동궐도 동궐 평면도 평면도 평면도 항공 사진 배치도 항공 사진 항공 사진 현장 조사

변화 시기
1828 1907 1911 1929 1936 1972 1978 1980 2000 2020

21 후원 진입로 ○ ○ ○ ○ 1920년대

22 개유와 진입로 ○ ○ ○ ○ 1970년대

23 영화당~주합루 ○ ○ ○ ○ ○ 1970년대

24 연경당 북동쪽~빙천 ○ ○ ○ ○ ○ 1970년대

25 관람지 동쪽~옥류천 　 ○ ○ ○ ○ ○ 1980년대

26 옥류천 입구 주변 ○ ○ ○ 1940년대

27 옥류천 진입로 　 ○ ○ ○ ○ ○ ○ 1990년대

28 청심정 진입로 　 ○ ○ ○ 1940년대

29 취규정~능허정 북쪽 　 ○ ○ ○ ○ ○ 1980년대

30 능허정 북쪽 원로 　 ○ ○ ○ ○ 1980년대

31 능허정 북쪽 ~대보단지 　 ○ ○ ○ 1940년대

33 연경당 서쪽 계단 ○ ○ ○ ○ ○ 1970년대

36 퇴장로 ○ 1920년대

37 퇴장로 ○ ○ ○ ○ 1970년대

그림 12 후원 진입로 (1828년, 「동궐도」) 그림 13 후원 진입로 (1911년, 「창덕궁평면도」) 그림 14 후원 진입로 (1929년, 「창덕궁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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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입은 「동궐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이 진입 방식은 1910년대까지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1920년대 창덕궁의 담장이 창경궁 쪽으로 밀

려나고 대조전 후원의 경계가 새롭게 조성된 것이 확인된

다(그림 14). 이렇게 조성된 후원 진입로의 모습이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다. 

(2) 연경당 북동쪽~빙천 연결로

이 구간은 연경당에서 빙천 영역을 거쳐 옥류천 입구

로 연결되는 동선으로, 현재 연경당 서측에서 시작된다. 

이 구간은 조선 후기까지 연경당 북동쪽에서 시작되었다

(그림 15). 당시의 동선은 연경당 북문에서 존덕정 부근과 

현재 빙천으로 정비된 제단 근처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

로 연결되었다. 1972년 촬영된 항공 사진을 보면 동선이 

북동쪽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1980년 촬영된 항공 사진에

서는 시작 지점이 연경당 북서쪽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6, 17). 이러한 변화는 1977년에서 1979년

까지 시행된 창덕궁 보수정화공사 과정에서 현재의 모습

으로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의 구간은 새롭게 조성

된 동선을 사용하면서 소멸되거나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3) 청심정 진입로

취규정 남쪽에 위치한 청심정은 현재 빙천 부근에

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청심정 진입은 존덕정 

인근에서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창덕궁평면도

(1911년)」에서 청심정은 반월지 북쪽에서 ‘ㄴ’ 형태의 진

입로로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8). 일제

강점기 존덕정에서 청심정 방면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 청

심정은 관람지와 반월지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덕궁평면도(1936

년)」에는 진입로가 그려져 있지 않다(그림 19). 이후 제작

된 도면이나 항공 사진에서도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림 15   연경당 북동쪽~빙천 연결로 (1911년, 「창덕궁

평면도」)

그림 16   연경당 북동쪽~빙천 연결로 (1972년, 항공사진) 그림 17   연경당 북동쪽~빙천 연결로 (1980년, 항공사진)

그림 18 청심정 진입로 (1911년, 「창덕궁평면도」) 그림 19 청심정 진입로 (1936년, 「창덕궁평면도」) 그림 20 청심정 진입로 (2020년 7월, 본인촬영)



129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화에 관한 연구

현장 조사 결과 옛 청심정 진입로와 유사한 위치에서 흔

적을 찾을 수 있었다(그림 20). 1910년대 이전에는 청심

정으로 접근하기 위한 비포장 소로였다가 일제강점기 이

후 이용 빈도가 낮아지거나 관리 소홀로 자연스럽게 멸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능허정 북쪽 원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대보단과 옥류천을 연결하는 

명확한 동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창덕궁평면도(1911년)」

에서 능허정 북쪽 지역에 대보단지, 옥류천 입구로 연결되

는 동선이 확인된다(그림 21). 같은 도면에서 대보단과 옥

류천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로 조성 계획과 1920년대 이후 

제작된 도면 및 항공 사진에서 조성된 것이 확인된다(그림 

22, 23). 후원 진입로 변형과 관련해 관람과 관리 목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가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능허정 북쪽 원로는 1980년 촬영된 항공 사진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그림 23).

(5) 연경당 서쪽 계단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연경당 서쪽에서 주합루 

근처와 연결되는 계단이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 1907년 

무렵 제작된 「동궐도형」에서 연경당 서측에서 주합루 방

향으로 계단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24). 고종 15년(1878) 

연경당 서쪽에 새롭게 길을 조성했다는 기록도 확인된

다.3 이 길은 1972년 항공 사진을 통해 광복 이후에도 이

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1980년 항공 사진부

터 창덕궁 비원 보수정화공사 과정에서 정비를 통해 멸실

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5, 26).

3   지구관청일기, 戊寅 七月⼗二日. “演慶堂 ⻄挾新開路時 武藝廳巡牢把守軍合力而役畢後每人名錢一兩式”.

그림 21 능허정 북쪽 원로 (1911년, 「창덕궁평면도」) 그림 22 능허정 북쪽 원로 (1936년, 「창덕궁평면도」) 그림 23 능허정 북쪽 원로 (1980년, 항공사진)

그림 24 연경당 서쪽 계단 (1907년, 「동궐도형」) 그림 25 연경당 서쪽 계단 (1972년, 항공사진) 그림 26 연경당 서쪽 계단 (1980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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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설 구간

일제강점기에서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후원의 여러 

정비 사업으로 인해 10개의 동선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후원 동선의 신설은 정비 사업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1970년대에 시행

된 창덕궁 비원 보수정화공사 과정에 동선의 정비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 존덕정과 청심정 일대는 2000년 이

후에 신설된 구간으로 보인다. 후원 진입로, 관람지 동쪽 

원로, 옥류천 진입로, 대보단지~옥류천, 연경당 북서쪽~

빙천, 주합루~구(舊)선원전, 존덕정 북쪽 소로, 청심정 진

입로, 능허정 북쪽 진입로, 퇴장로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그림 27, 표 6). 

(1) 관람지 동쪽 원로와 대보단지~옥류천 연결로

현재 주로 관리용 도로로 사용되는 대보단~옥류천 

연결 구간은 일제강점기 초반 1910년대에 지금과 같은 형

태로 신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창덕궁평면도(1911년)」

에서 대보단지를 관통하여 옥류천 권역, 관람지 권역을 연

결하는 순환로 조성 계획이 확인된다(그림 28). 이 계획은 

「창덕궁평면도(1929년)」에서 실제 동선 조성이 이루어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9). 1900년대 초반부터 창덕궁

은 마차나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었고 후원 지역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정비된 것으로 판단된

다.4 이 동선은 근현대기를 거쳐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노폭이 확장되었고 현재는 관리 동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동선은 대보단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넓은 노

그림 27 창덕궁 후원 동선 신설 구간

표 6 창덕궁 후원 동선 신설 구간

번호 구간
동궐도 동궐 평면도 평면도 평면도 항공 사진 배치도 항공 사진 항공 사진 현장 조사

변화 시기
1828 1907 1911 1929 1936 1972 1978 1980 2000 2020

1 후원 진입로 ○ ○ ○ ○ ○ ○ ○ 1920년대

4 관람지 동쪽 원로 ○ ○ ○ ○ ○ ○ ○ 1910년대

7 옥류천 진입로 ○ ○ 1990년대

8 대보단지~옥류천 ○ ○ ○ ○ ○ ○ ○ 1910년대

10 연경당 북서쪽~빙천 ○ ○ ○ ○ 1970년대

13 주합루~구(舊)선원전 ○ ○ ○ ○ ○ ○ ○ 1920년대

18 존덕정 북쪽 소로 ○ 미상

19 청심정 진입로 ○ 미상

32 능허정 북쪽 진입로 ○ ○ ○ ○ 1970년대

35 퇴장로 ○ ○ ○ ○ 1970년대

4   황성신문, 1910년 5월 11일자. “御路㪅築 昌德宮內秘苑動植博物園前으로붓터 宙合樓지 通過 道路은 大皇帝皇后兩陛下게셔 每火、木兩曜日에 馬車를 御

乘시고 秘苑에 出御시기 爲야 修築인 向日降雨에 崩壞處가 多야 㪅히 修築얏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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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인해 지형을 훼손하고 있다. 응봉에서 창덕궁으로 

내려오는 지맥을 끊고 동선 주변의 높은 석축으로 인해 경

관을 저해하고 있어 복원 사업의 수립이 요구된다.

(2) 옥류천 진입로

현재 옥류천 권역은 취규정 서쪽 부근에서 취한정으

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동에 따라 점차 옥류천 권역의 모습

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옥류천은 본래 반월

지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동선을 따라 직선 형태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옥류천 진입로는 1980년 촬

영된 항공 사진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1년 촬영

된 항공 사진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 확

인되었다(그림 30~32). 국가기록원 자료 검토 결과 199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옥류천 원형 입구의 원 지형을 복구하

고 우회 원로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그림 33).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옥류천 원형 진입로가 일제강점기 이

후 변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를 통

해 정비 당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로를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때 원림에서 

전통적으로 누정이 있는 장소로 접근하는 데 직선로를 놓지 

않고 우회로를 설치한다는 의견에 따라 정비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촬영된 사진에서 옥류천 입구

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사진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입구에서의 조망이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34). 

그림 28   관람지 동쪽 원로와 대보단

지~옥류천 연결로 (1911년, 

「창덕궁평면도」)

그림 29   관람지 동쪽 원로와 대보단

지~옥류천 연결로 (1929년, 

「창덕궁평면도」)

그림 30 옥류천 진입로 (1911년, 「창덕궁평면도」) 그림 31 연경당 서쪽 계단 (1980년, 항공사진) 그림 32 연경당 서쪽 계단 (2001년, 항공사진)

그림 33 국가기록원 자료(문서번호: DA0219577) 그림 34 옥류천 전경(1910년, 창덕궁 창경원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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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기에 제작된 도면 자료와 항공 

사진을 이용하여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19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0년 동안 후원의 

동선 변화 과정을 유지 구간, 멸실 구간, 신설 구간으로 구분

하였다. 후원의 동선은 유지, 멸실, 신설 등을 통해서 총 37

개의 구간이 이용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37개 중 13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주합루, 옥

류천, 존덕정 등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동궐도」

에서도 동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나 각 지점을 

연결하는 동선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이용

되었던 구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14개 구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 빈도가 낮아짐으

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정비 사업으로 인해 변경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대조전 담

장 확장 공사로 인해 변경된 후원 진입로와, 반월지 북쪽에

서 ‘ㄴ’ 형태로 진입할 수 있었던 청심정 진입로가 있다. 원

형의 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점은 1970년대 말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1977~1979년 시행된 창덕궁 비원 보수정

화공사로 인해 많은 동선이 멸실되거나 형태가 바뀌었다. 

10개에 이르는 구간이 정비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1910년대에 대보단지~옥류천 

권역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로가 조성되었다. 후원 진입

로, 옥류천 진입로 또한 동선 정비 사업으로 인해 원형이 

변형되었음을 밝혔다(그림 35).

본 연구는 이전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화를 구간별·시기별로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별 동선의 변화 요인은 구체적인 기록의 

부재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1970년대 후반

에 진행된 창덕궁 비원 보수정화공사 과정에서 동선의 변

화가 크게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창덕궁을 비롯한 창경궁의 

모습이 훼손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단절 및 기록의 부재로 인해 원형이 변형된 경우

도 다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1992년에 변형된 옥류천 진

입로는 최근 들어 발생한 것으로, 원형에 대한 고증과 해

석의 오류가 작동한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정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창덕궁 후원

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고 자료에 기반한 사

실적 고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이나 

이용 빈도의 감소 등으로 인해 동선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비 사업이 수행되는 시점에는 문

헌이나 도면 등의 사료가 부족하여 추정에 의한 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견된 사

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동선의 원형 고증 결과

를 고려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

를 통해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원형

이 고증되었다고 해도 후원 동선의 복원을 위해 복원 및 

이전한 전각, 현재 유지되는 관리 및 관람 체계, 화재와 

침입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현실적인 문

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동궐(창덕궁)의 전통 경관 고증 및 조경 복원 정비 종합계획 연구(문화재청, 2020) 』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다.

그림 35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 동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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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Road in the 
Changdeokgung Palace Rear Garde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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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deokgung Rear Garden is an important place to show the essence of  the garden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garden landscape experience, the restoration of  the road completes the system of  connecting the 

main spaces. Therefore, the restoration of  the road requires accurate understanding of  its creation, extinction, and 

mainte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ail the changes in the path that occurred in the Changdeokgung 

Palace Rear Garden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by analyzing literature 

and drawing materials.

For a time-series analysis, "Donggwoldo" and "Donggwoldohyeong" produced in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Changdeokgung Plan Drawing" produc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nd aerial photographs were 

used. Drawings and photographs of  different coordinate systems were transformed into one coordinate system in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rcGIS to compare changes in the movements of  different perio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total of  37 sections have been used since Japanese colonial era, of  which 13 have been maintained, 

14 have disappeared, and 10 have been newly established. Among the extinction sections, the road north of  

Neungheojeong Pavilion is considered to be an urgent place to connect the space to the garden and restore it to 

enjoy the scenery. In the new section,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lternative road or shorten the section for 

the connecting section between Daebodan and Okryucheon.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biggest and most frequent changes to the road system in the garden were 

Japanese colonial era and renovations in the 1970s. It is worth noting the changes in the road since the 1970s, 

rather than Japanese colonial era, where it was difficult to manage the gardens independently. The access road 

to Okryucheon remained in its original shape until the 1990s, but it was renovated to its current shape due to 

misperception of  the original shape. A project is neede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is period and 

restore the damaged original shape. 

The biggest achievement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the changes in the garden path of  Changdeok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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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ce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The biggest achievement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the changes in 

the road of  Changdeokgung Palace Rear Gardens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clearly present the location and shape that should be restored because it has not found 

data on landscaping plans or maintenance. In order to restore the road using the data revealed in this study,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realistic problems such as current space utilization, viewing system, disaster prevention and 

mainte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