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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할 전통조경시설
- 취병(翠屛), 판장(板墻), 상(床), 시렁(架) 김 영 모
서울특별시 제12기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요즈음 아파트로 대표되는 획일 화된 주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한옥이 새롭게 조망받고
있 다. 지 금까지 한옥 보급에 걸 림돌이 었던 고비용, 기 술개발 및 산업 화, 비 효율성 의 제반 문제들도
점 차적 으로 개선되고 있 는 추세에 있 다. 또 정 부와 서 울시 를 중심으로 지 자체의 지원사업도 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통을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옥이 라는 우리의 주거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논의의 중심이 한옥 건물 자체에만 한정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한옥은 미학적 , 과학적 , 자연 친 화적 측면 에서 분명히 오늘날의 주거 유형 의 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외부공간도 한옥에 걸맞는
순기능과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 우리의 외부공간으로서 마당은 비워진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당과 화계, 점경물 등의 조경시설로 채워져 실용적, 장식적, 경관적으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되기도 한다.
전통건축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조경시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다.
시설의 유형만 해도 진입시설(문, 하마비와 하마석, 마목과 홍마목, 장승, 솟대), 가림시설(담장, 차면담,
면장, 판장, 취병 , 장과막), 포장시 설(박석 포장, 전돌포장, 흙다짐포장), 배수시설 (배수로, 집수정, 누조,
누혈), 수경시설(폭포, 지당, 곡수거, 샘과 우물, 석지와 석조), 조경구조물(석축, 화계와 화오, 다리),
휴게시설(상, 시렁, 차일, 누정), 점경물(가산, 굴뚝), 기간시설(당간과 당간지주, 괘불지주, 기죽석,
장), 조명시설(정료대, 장명등, 석등, 이동식 조명기구) 등으로 대별된다.
이 중 이번 호에서 는 지 면관계상 오늘날의 외부공간에 재현될 가치가 높은 가림시설 로서 판장과 취병,
휴게시설로서 상과 시렁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1. 판장(板墻)
판장(板墻)은 판자(板子)로 만든 담이다. 담장과 유사한 기능은 분명하지만 담장과는 달리 목재로
구성되어진 가변적인 가림시설이다.
목재로 제작되어 아쉽게도 현재까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동궐도(東闕圖),1830 이전>를 비롯하여
서궐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1832 ,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1801 등의 1차 사료에

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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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구획, 시선차단, 동선분리를 위해 설치한 판장
<동궐도(東闕圖)>를 살펴보면 궁궐 내 다양한 공간의 성격 에 맞게 적 재
적소에서 판장을 이용한 것이 보인다.
<동궐도(東闕圖)>에는 창덕궁 영역에 39개소, 창경궁에 14개소가 설치
되어 있었다. 이들 판장은

용도에 따라 공간 구획용, 시선 차단용, 동선 <동궐도(東闕圖), 1830 이전>
부분 성정각 앞의 판장

분리용으로 구분된다.

① 공간구획용_ 판장의 가설을 통해 일정공간을 구획하거나, 이를 통해 그 영역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우 담장과 같이 긴 형태의 구조물이 필요하므로 여러 개의 판장이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지며 개구부와 함께 나타난다

A. 대조전(大造殿) 월대
- 왕비의
주변의
동시에
해주고

B. 완연당(婉戀堂)과 유여청헌(有餘
淸軒) 일원

C. 영춘헌(迎春軒)과 집복헌(集福軒)
사이

침전이자 내전인 대조전을 - 완연당과 유여청헌 일원은 세자와 - 영춘헌과 집복헌 사이의 영역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자빈의 숙소 및 휴식공간으로
시선으로부터 차폐함과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은 본디
하나의 사적인 영역을 형성
하나의 공간이었지만 판장의 가설을
있다
통해 영역을 나누고 있다

② 시선차단용_ 시선차단용은 주로 출입문의 정면에 위치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출입구의 전면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는 공간에 대한 1차적인 시선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동식 판장 1기가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A. 성정각 앞

B. 신우문(神佑門) 뒤

C. 여화문(麗華門) 앞

- 성정각의 출입문인 영현문을 들어
서면 이동식 판장 1기가 주전각인
성정 각으로 향하는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

- 신우문 바로 뒤에 1기의 이동식
판장이 안쪽으로의 시야를 차단해
주고 있다

- 여화문 앞에 L자로 설치된 판장은
여화문으로부터 주전각인 문화각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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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선분리용_ 판장이 공간을 분할함과 동시에 동선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A. 춘방(春坊) 영역

C. 정현문(延賢門)과 중요문(重曜門)
사이

B. 만팔문(萬八門) 앞

- 북쪽의 진입문을 통해 들어섰을 때 - 만팔문을 나서면 돌담장과 연결된
세 칸의 판장을 볼 수 있다. 이
판장의 설치를 통해 핵심적인 건물이
있는 춘방과 장서각으로의 동선을
만팔문을 나서서 곧장 좌측 편으로의
유도하고 있다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 정현문과 중요문 사이에는 두 개의
고정식 판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정면과 양측의 동선을 유도하기 위함
이다

1.2. 이동식과 고정식 판장
궁궐에는 다양한 공간의 성격에 따라 기능적으로 많은 담장의 설치가 요구 되었는데 빈번한 담장
공역은 재료의 수급 및 비용, 운반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의
수급이 원활하고 공역이 적게 드는 판장의 설치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궁궐의 판장은 그 설치형식에 따라 고정식 판장과 이동식 판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고정식 판장_ 완연당(婉戀堂) 일원

이동식 판장_ 융효문(隆孝門) 일원

고정식 판장의 추정도

이동식 판장의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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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부구조는 장대석, 잡석･기와, 신방목이 사용
판장은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장대석 형(長臺石 形)과 잡석․기와 형(雜石․蓋瓦 形), 신방목
형(信防木 形)으로 나눌 수 있다.
장대석 형(長臺石 形)은 <동궐도(東闕圖)> 상에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식 판장
에서만 나타난다. 건 물의 기단부를 쌓은 것 과 같은 장대석으로 하부 구조를 조성 함으로써 판장의
구조적 안정성 을 담보함과 동시 에 궁궐이라는 위계성 있 는 공간 내에 설 치 되는 시 설물로서 적 절 한
의장의 기능까지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잡석․기와 형(雜石․蓋瓦 形)은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를 통해 그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동궐도(東闕圖)> 상에서 나타나는 장대석 형과는 다른 판장 하부
구조의 유형 을 바로 잡석 ․기와 형 으로 추정 해볼 수 있다. 잡석 ․기 와 형 은 고정 식 과 이 동식 판장 모두
에서 나타난다.
신방목 형(信防木 形)은 이동식 판장에서만 나타나는 유형으로 초엽용지판과 결합된 구조로 나타
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방목이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장대석 형_ 취운정(翠雲亭) 영역

잡석․기와 형_ 여화문(麗華門) 앞

신방목 형_ 중희당(重熙堂) 앞

1.4. 사용되는 공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한 판장판(板墻板)
<동궐도(東闕圖)>에 나타나는 판장의 색에 따른 분류는 뇌록판장(磊綠板墻), 홍판장(紅板墻), 백골
판장(白骨板墻)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대조전(大造殿)을 비 롯한 내전 부분에는 뇌록을 칠했으며, 중희당
(重熙堂) 주변은 홍판장으로 표현되었고 칠을 하지 않은 백골판장도 있다.

뇌록판장_대조전 주변

홍판장_중희당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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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판장_완연당 주변

<화성능행도병(華城陵行圖屛) 득중정
어사도(得中亭御射圖), 1795> 부분
사롱살판(창살의 형태가 상부를 이루는
판장)이 결합된 형태

일반적인 판(板)이 설치된 형태_
중희당(重熙堂) 주변

2. 취병(翠屛)
취병(翠屛)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비취빛(翠)의 병풍(屛)’이 되며 식물을
이용하여 만든 병풍 형태의 생울(生鬱)을 이른다. 취병은 전통 외부공간에
조성되어 동선을 유도하고 시선을 차단하는 일종의 가변적인 가림시설로서
담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동궐도(東闕圖), 1830 이전>에서는 또 다른 가변시설인 판장과 혼용되어서
설 치되었 는데 판장이 주로 왕비 나 왕세자의 거처 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설 치
되어 시선 을 차단하고 공간을 분할하는 역 할을 하였 다면, 취병은 상대적 으로
너른 후원 공간에 설치되어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자연적인 미감을 느끼는

<문희묘영건청등록(文禧廟營建

일종의 수벽(樹壁;plant wall)의 역할을 하였다.

廳謄錄) 도설(圖說), 1789> 부분

취병의 설치 위치와 형태는 <동궐도(東闕圖)>를 통해서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 그 실체 파악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문희묘영건청등록(文禧廟營建廳謄錄),1789 과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1801 를 비롯한 왕실관련 자료와 작자 미상의 <옥호정도(玉壺亭圖), 1815>, 단원 김홍도 작품으로
전해지는 <담와홍계희평생도(淡窩洪啓禧平生圖), 18C>를 비롯한 다양한 그림에서 취병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동궐도(東闕圖), 1830 이전> 부분 창덕궁 주합루 앞에 설치된 취병_

문헌과 도상자료를 통해 파악된 취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대나무를 비롯한 목재로 프레임을
형성 한 후 그 안에 덩 굴성 식 물이나 관목, 혹은 초화류를 식재하고 마(Dioscorea opposita Thumb)나
생갈(生葛, Pueraria thunbergiana) 등으로 엮어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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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취병의 기능
<동궐도(東闕圖)>에 나타나는 취병은 공간 구획과 차폐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취병은 판장과
같은 기 능을 갖지 만 담장이나 판장과는 달리 구조재에 덩 굴성 의 자연 식물을 이 용하여 수벽 (樹牆)과
같이 항상 푸르름을 느끼게 하게도 하며, 또 지주대의 사이나 덩굴식물 중간 중간에는 초화류를
곁들여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하고 계절적인 변화까지도 만끽할 수 있게 하는 매우 독특한
조경시설물이다.

<동궐도(東闕圖), 1830 이전> 부분 오운루 남측별원의 공간구획용 취병

<동궐도(東闕圖), 1830 이전> 부분
중희당 차단과 차폐용 취병

<동궐도(東闕圖), 1830 이전> 부분
융효문 동편-남측별원의 출입구의 취병

2.2. 취병의 종류
(1) 대나무 형 취병
대나무형 취병은 도상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취병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1766』에 그 조성 방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팔뚝 굵기 정도로 큰 대나무를 좁게 두 줄로 열을
지어 꽂은 후 가로․세로로 단단히 얽어서 고정시키는 형태로서 격자형의 사각형 형태로 조성된다.
무릇 취병을 얽 어 엮는 데에는 나무를 사용하는데, 팔뚝 굵기 정도로 큰 대나무를 좁게 두 줄로 열을 지 어 땅에 꽂아 놓는다. 또
얇고 길게 깎은 대나무로 층층이 가로로 시렁을 만들 때는 가로․세로로 서로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가지와 줄기의 싹이 나는 것 을 보아서 쉽게 구부릴 수 있을 때 그 성 질을 따라 시렁 에 매달리도록 묶어 주는 데 가지가 큰 경 우에는
틀을 씌워서 굽히거나 꺾기도 하고 시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가지는 잘라내 버린다......(하략) <증보산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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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형 취병 모식도

창덕궁 주합루 앞에 재현된 취병

이는 <동궐도(東闕圖)>나 김홍도의 풍속화인 <후원유연(後園遊宴), 18C>, 이인문의 산수화첩인
<고송유수첩(古松流水帖), 연대미상>에 수록된 <연정수업(蓮亭授業)>을 통해서 확인된다.

<고송유수첩(古松流水帖) 제2폭_
연정수업(蓮亭授業), 연대미상> 부분

<동궐도(東闕圖), 1830 이전> 부분

<풍속도8첩병풍(風俗圖八帖屛風)
후원유연(後苑遊宴), 18C> 부분

(2) 영롱담 형(玲瓏墻 形)취병
고리버들(Salix purpurea var. japonica)1)을 엮어서 영롱담 형 취병을 조성할 수도 있다. 고리버들은
들이 나 물가에서 잘 자라는 높이 2~3m의 식 물로써 예로부터 바구니나 키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데에
쓰여져 왔다.
금화경독기(金華耕讀記) 에서는 고리버들을 엮어서 영롱담 형태의 격자 취병을 만들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대나무 형 취병보다 좀 더 섬세한 취병의 조성방법으로써, 취병 안에 심겨진
식물과 고리버들로 짜여진 격자형 구조체가 잘 어우러져 보다 극적인 경관을 연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리버들을 엮어서 취병을 만들 때에는 두께는 2척 정도로 하며 길이와 너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리버들로 영롱담과 같은
형태의 격자형 취병을 만들려면 비옥한 흙을 나무 가운데에 메운 후 패랭이 꽃이나 범부채와 같은 일체의 줄기가 짧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을 취병을 따라서 섞어 심는다. 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오색이 현란한 비단 병풍이 만들어지게 된다. <금화경독기>

1) 고리버들 : 들이나 물가에 자란다. 높이 2∼3m이다. 줄기는 노란빛을 띤 갈색이고 가지를 길게 벋으며 겨울눈은 긴 타원형이다.
잎은 어긋나거나 마주나며, 줄 모양 바소꼴로서 끝이 뾰족하다. 길이 6∼8cm, 나비 5∼10mm이며 앞면은 짙은 녹색, 뒷면은 흰색
이다. 가장자리에 뚜렷하지 않은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길이 2∼5mm이며 턱잎은 없다. 꽃은 암수 딴그루이고 단성화로서 3월에
유이꽃차례로 달린다. 꽃이삭에 많은 꽃이 달리며 수꽃은 수술 2개, 꿀샘 1개이고 암꽃은 꿀샘 2개이다. 씨방은 대가 없고 흰 털이
빽빽이 나며 암술머리는 2개이고 붉은빛이다. 열매는 삭과로서 달걀 모양이며 4∼5월에 익는다. 줄기는 바구니와 키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쓴다. 한국·일본·중국·우수리강·헤이룽강 등지에 분포한다. 어린 줄기와 잎에 붉은빛이 뚜렷한 것을 붉은키버들(for.
rubra)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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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버들의 모습

고리버들의 모습

영롱담 형 취병 모식도

(3) 바자울 형 취병
19세기 초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별장을 그린 <옥호정도(玉壺亭圖), 1815>에서는 사랑마당의
입구에 조성된 취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그려진 취병의 경우 형태적으로 대나무 형
취병과는 다른 형태의 취병이다.
대나무 형 취병이 격자형의 사각형 형태로서 주(柱)를 2줄로 열식(列植)한 후 그것을 얽은 프레임
구조인 데 반해, <옥호정 도(玉壺亭圖)>에서 나타나는 취병 은 구조체의 기둥인 주(柱)를 1줄로 열 식
(列植)한 후 가로로 3개의 장대를 외목(椳木)을 얽은 후 식물을 심은 형태이다.

<옥호정도(玉壺亭圖), 1815> 부분 바자울 형 취병

바자울 형 취병 모식도

3. 상(床, 牀)
상(床, 牀)은 보통 평평한 판에 다리를 받치고 있는 형태로서
무언가를 올려놓거나 걸터앉을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책상이나 식탁, 혹은 더운 여름날 시골 정자목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평상(平床), 너럭바위나 마당바위 같은 넓은 자연암반,
그리고 인공적으로 다듬은 앉음돌 등이 모두 상(床)의 범주에 포함
된다.
이처럼 상(床)은 어떤 재료나 형태에 의해 한 가지 용도를 가진
구체적인 시설물을 지칭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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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도병(風俗圖屛), 연대미상> 부분

윗면이 평평한 시설물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중 외부공간의 휴게시설에 해당하는
상(床)으로서는 나무로 만든 평상(平床)과 돌로 만든 석상(石床), 석탑(石榻)이 이에 해당된다.
석상(石床)과 석탑(石榻)은 형태에 있어서는 같지만 ‘석상’이 능묘 앞에 설치되어 제물을 차리기
위한 제례상(祭禮床)으로 기능을 하는 석 물이 라면, 고문헌 에 나오는 ‘석 탑(石榻)’이 라는 용어는 휴게
기 능을 하는 시설물이다. 따라서 전통 휴게시설을 지칭할 때는 석상 보다는 석탑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3.1. 석탑(石榻)
원림 내에서 석탑(石榻)·석상(石床)(이하 석 탑이라 지칭한다)은 말 그대로 석재로 만들어 져 걸터 앉을
수 있는 휴게시설이다. 석탑(石榻)은 가공하지 않은 너럭바위나 마당바위 같은 자연암반을 이르기도 하며
때로는 창덕궁 상량정 (上凉亭) 앞의 석탑처 럼 잘 다듬은 두꺼운 판석을 올린 형태로 나타나기 도 한다.
다산초당(茶山草堂)의 다조(茶竈)는 초당 앞뜰에 놓인 윗면이 평평한 돌을 가리키는데, 다산이 솔방
울과 숯을 이용하여 차를 달이던 장소라고 전해진다. 석탑의 길이는 약 150cm이고 높이는 35cm이며,
차를 달이는데 필요한 음수는 초당 뒤편의 약천(藥泉)에서 길러다 사용했다고 한다.
이 처럼 자연암반형태의 석탑은 기본적으로 윗면이 평평하여 걸터앉아 쉴 수 있는 모습이며 소쇄원의
탑암(榻巖)과 다산초당의 다조(茶竈)와 같이 명명(命名)되어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고, 차를 마시고
사색에 잠기는 등의 정적인 활동들을 수용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가공석 재로 만든 석탑인 창덕 궁
낙선재 영 역 상량정 앞의 석 탑(石榻)은 그 형태가 잘 다듬은 마름돌로 받침돌을 만든 뒤에 두터운
판석을 올린 모습을 하고 있다.

자연암반 형태의 다산초당 다조(茶竈)

가공 석재로 만든 창덕궁 상량정 앞 석탑(石榻)

3.2. 평상(平床)
평상(平床)은 나무 또는 대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한 형태의 휴게시설이다. 평상은 왕실에서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종류는 살평상과 널평상으로 나누어진다.
살평 상은 바닥에 가느다란 나무 가닥을 일정한 사이를 두고 잇 대어 만든 직 사각형 모양의 평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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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평상은 널빤지로 살평상과 같은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중 마당에
설치하는 평상을 흔히 뜰마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름에 안마당에
옮겨 놓고 밤하늘을 보거나 달빛을 감상하는 데 쓰이 는 이동식 마루라
할 수 있다.
김홍도의 회화작품 2점에서는 같은 형태의 평상을 각각 실·내외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하오수도(樹下午睡圖), 18C>

<고사한일도(高士閑日圖), 연대미상>

에서는 그림을 그리다 잠든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1801>에서는
사랑채 마루의 평상 위에 팔베개를 한 선비의 한가로운 정경이 묘사되고 있다.

<수하오수도(樹下午睡圖), 18C>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1801> 부분

4. 시렁(架)
시렁(架)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올려놓거나 걸치기 위한
시설이다. 시렁에 대한 한자의 표현으로는 가(架), 붕(棚),
가자(架子), 붕잔(棚棧) 등이 있다.
시렁은 옛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다방면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으로 쓰이는 누에시렁(蠶架), 책을 높은 곳에
다가 매어놓는 책시렁(書架), 관아에서 무기를 진열하는 시 렁
<대택아회(大宅雅會), 18C> 부분

등이 있었다.

전 통 휴게시 설로서 의 시 렁(架)은 덩 굴식물과 함께 나타난다. 시렁을 가설한 후 덩굴식물을 감아올려
그 자체가 완상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녹음을 제공하는 휴식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원이나
원림 에 시렁 을 조성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관 연출에 있 었다. 나뭇가지나 대나무로 지주대를 설치하고
그 밑에 포도나 오미자, 등나무와 같은 덩굴식물을 심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렁을 타고
올라가 나무 그늘을 제공하기 도 하고 심어 진 식물이 꽃을 피 우거나 열 매가 열리 면 자체로 감상 요소가
되기도 하였 다. 시 렁은 살아있 는 꽃과 식물을 기 르는 시설 이 기에 후각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지주대에 등나무를 올린 파고라와 같은 시 설이지 만 과거에는 포도, 오미자 등을 올려 그
쓰임 이 보다 풍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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