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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정원은 여가의 공간이자 감상과 완상의 공간이며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는 공

간이다. 선조의 조형의식과 풍토에 맞추고 존중하여 조성한 전통정원에서 다양

한 재료와 기법이 적용된 현대정원까지 공존한다. 시간의 연속성에서 근대는 일

제강점기와 연결되어 시기를 규정하는 담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근대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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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로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당시의 도시공간 문화가 형

성되는 장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정원 관련 연구는 시기상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대시기는 정량적으로 부족하다.

근대정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원호(2006)는 19세기 중엽에서 20

세기 중엽에 조영된 한국정원 14개소의 공간구성 양상과 구성요소 추출에 집중

하였고, 김진성(2009)은 일제강점기 목포의 이훈동 가옥을 대상으로 일본 정원이 

지닌 근대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김해경(2011)의 용산총독관저 정

원 분석은 도상자료를 바탕으로 서양식건물과 조영된 정원의 특징을 정원구성요

소의 실제적 형태로 도출하여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제강점기 정원에 대한 보편적 평가는 이질적인 정원 양식의 도입으로 보는 

부정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의 변동은 사회의 변혁

요인에 의해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연쇄적 반응으로 기존의 질서가 흔

들리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대적 변환기를 맞이한다(신범식, 1989:1)고 했

다. 일제강점기 정원은 양식 건물과 연관된 공간 조성의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

라 시대 상황이 투영된 투사체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증적인 근대정원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윤덕영(尹德榮, 1873-1940)이 건립한 벽수산장은 기존 건축물과 다른 입지와 

정원 설계언어를 사용했다. 1900년대 이후는 다양한 형태의 양식 건물이 도입된 

시기로 건물 위주의 공간 조성과 부속된 소규모 정원이 조성되었다. 용산 총독관

저와 덕수궁 석조전과 같은 공적 건물에 도입된 대규모 정원은 건축 축선을 중심

으로 정형적인 전정형태이다. 이와 달리 벽수산장은 당대 부호인 윤덕영의 주거

지로 정원은 단지 향유를 위한 대상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정원

사적인 가치와 미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다.

송석원과 벽수산장 연구는 윤평섭(1984), 허경진(1999), 윤진영(2013) 그리고 

최종현(2013)이 대표적이다. 허경진(1999)과 윤진영(2013)은 조선시대 송석원이

라 불렸던 2개의 장소와 진경산수화에 등장하는 서촌 일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

다. 송석원에서 이루어진 과거 행태를 밝힌 연구로 의의가 있으나 실제적 위치 

추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윤평섭(1984)은 벽수산장의 공간구성을 당시 거주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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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를 통해서 도면으로 가시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상자료에서 실측

에 의한 지형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최종현(2013)의 저서는 비

교적 상세하게 벽수산장의 변화에 집중하였으나 정원 관련 내용은 소략했다. 최

근 서촌에 대한 지역적 관심으로 송석원과 벽수산장이 자주 거론되나 화려했던 

정원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벽수산장과 함께 조영된 정원 특성이 근대정원을 형성하는 하

나의 스펙트럼으로 보고 조영에 활용된 공간기법과 도입된 공간구성요소를 파악

했다. 일련의 과정은 근대정원 연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공간 조성의 근대기법

을 파악할 수 있는 역할로써 가치를 지닌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벽수산장 권역 내 조영된 건축물을 포함한 정원구성요소와 경관향

유 대상 분석으로 근대 정원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했다. 당시 조영된 정원 원형

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정원 관련 도면의 미존재와 벽수산장 권역의 도

시화에 의한 멸실로 원형 파악이 어렵다는 제약요소가 있다. 이에 주요 텍스트로 

『벽수산장일람(碧樹山莊一覽, 1913년)』의 내용분석(<표 1> 참조)으로 공간형성과 

정원구성요소, 경관 향유 대상을 추출했다. 주변 지형과의 맥락성, 건축과 관계

를 형성하는 공간기법의 도출은 당시 미디어 자료와 신문기사 등에 등장하는 도

상자료, 측량에 의해서 작성된 근대지도를 활용했다. 벽수산장 권역 내 각 구성

요소의 위치는 1915년 지도와 현재 지형도를 매핑(mapping)하여 검토했다. 이와 

같은 벽수산장의 위치와 구성요소 검증은 정원 조영기법과 설계언어 도출의 근

거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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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진행 과정 

분석대상 도출 내용

문헌자료 분석

• 공간의 형성 과정

• 정원구성 요소의 유형

• 경관 향유 대상

• 건축물과 정원 구성요소의 위치

• 주변 지형과 공간구성요소의 관계
도상자료 분석

<표 1> 『벽수산장일람』의 내용

No 내용 연도 저자 비고

1 일양정기(一陽亭記) - 윤덕영

2

옥동폐거신구청휘각조유수석지승이불감위구시치대계내몽호곡사

백선이일률기제매간태형우속이화지편각산문자차생안색의자보기

운이신사의겸봉매옹구교(玉洞弊居新構淸陣閣粗有水石之勝而不

敢爲求詩侈大計乃蒙壺谷詞伯先以一律詞寄題梅磵台兄又屬而和

之便覺山門自此生顔色矣玆步其韻以申謝意兼奉梅翁求敎)

- 김수항

3
추기청휘각배유지흥봉정문곡상공안하(追記淸暉閣陪遊之興奉呈

文谷相公案下)
- 남용익

4 차호곡제문곡상공청휘각운(次壺谷題文谷相公淸暉閣韻) - 이익상

5 옥동동제인부운(玉洞同諸人賦韻) - 김창업

6
일양정경차문곡선생청휘각운(一陽亭敬次文谷先生淸暉閣韻)

벽수산장근보노가재공옥동부운(碧樹山莊謹步老稼齋公玉洞賦韻)
- 윤덕영

7
차일양정운(次一陽亭韻)

차벽수산장운(次碧樹山莊韻)
1913년 윤용구

8 사조정기(四照亭記) 1880년 이응진

9 벽수산장일양정기(碧樹山莊一陽亭記) 1913년 김학진

10
일양정석각소기서후몽김공정기후(一陽亭石刻小記書後夢金公亭

記後)
1913년 윤택영

11
제일양정(題一陽亭)

일양정십팔영(一陽亭十八詠)
- 윤덕영

12 서일양정십팔영첩후(書一陽亭十八詠帖後) 1913년 민병석

Ⅱ. 벽수산장의 공간 형성 과정 

1. 벽수산장 권역의 선점과 부지 확장

1) 간동(諫洞) 97번지 : 윤덕영 일가의 초기 주거지

윤덕영의 초기 거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873년 태어난 그는 1894년 22세가 



서울학연구LⅩⅠⅠ(2016. 2)     63

되던 해에 과거 급제 후 관직에 입문했다. 1895년에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

본 시찰을 다녀왔고, 1901년에는 경기도 관찰사와 궁내부 특진관을 겸임했다. 살

림은 곤궁하였는지 누동궁(樓洞宮)1) 이해승의 사랑방을 전전했다고 한다.2) 평리

원(平理院) 재판장을 지내던 1904년에는 형편이 나아져서 동문 밖에 별서3)를 소

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1904년 순명효왕후의 승하 후 1906년 12월에는 동생

인 윤택영의 딸인 순정효황후의 입궁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간동 97번지로 주거

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을 당시 신문에서는 상이하게 적고 있다. 1905

년에 임금이 신하에게 특별히 집을 내려 준 사제(賜第)로 받았다4)와 1906년에 민

병석의 집을 샀다는 내용5)으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알 수 있는 사항은 1906년 즈

음 간동 97번지에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경성부지적목록」을 보면 간동 97와 100번지 중 총 197평이 1917년과 1927년 

의 기록에서 윤덕영의 소유이다. 1910년 지도인 <그림 2> a와 b처럼 윤택영의 주

거지와 인접해 있으나 면적은 더 좁았다. 1907년에 윤택영은 해풍부원군(海豊

府院君)에 봉작되었으나 황실과의 가례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6), 그의 사

치스러운 생활을 원인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윤택영 소유였던 송현동 48·49-

5·51·52번지 등 총 4필지의 총 4,369평이 1917년에는 박영정이 보유했다. 

1927년에는 총 12필지로 분할되고 소유자도 식산은행·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국유·경성부·기타 개인소유로 변화되어 윤택영가의 몰락7)을 보여준다.

1)   철종(哲宗, 1831-1863)의 친아버지인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종택으로 당시 이해승의 소유이며 현 익선동 166번지 일대

이다. 이해승은 이 집안의 양자로 12살 때부터 관직에 올랐다. 1910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인 중 가장 높은 후작의 작위

를 받았다. 

2)   『조선일보』 1926년 5월 31일자 : 윤자작은 일찍이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지낸 윤용선(尹容善)씨의 손자로 상당한 지체와 재산

이 있었으나 윤용선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찌 어찌하다가 가산을 탕패하고 세궁역진(勢窮力盡)하여 집 한 칸도 없이 현금 시

내 돈의동에 있는 누동궁(樓洞宮) 이해승(李海昇) 씨의 집 산정 사랑에서 약 삼년 동안이나 궁색한 생활을 계속하다가…(후략).

3)   『황성신문』 1904년 8월 6일자 : “심윤조리(沈尹調理), 참정(叅政) 심상훈(沈相薰)씨와 평리원 재판장(裁判長) 윤덕영씨가 신병

조리차로 동문 밖 별서(別墅)로 출거(出去)하얏더라.”

4)   『조선일보』 1926년 5월 31일자 : …(전략)… 갑진(甲辰)년에 순명왕후에서 승하하시자 그 이듬해인 을사(乙巳, 1905년)년 겨

울에 윤자작의 수양부 이용복이라는 이의 주선으로 그때 벽동에 있는 큰 저택을 나라에서 사제(賜第)하시고 뒤를 이어 현금 창

덕궁 대비전하께옵서 황후로 입궁하신 후부터 차차로 윤자작은 득의의 추를 만나게 되어 즉시 황후궁대부(皇后宮大夫)라는 직

명을 띄고 이름만 남은 당시의 정계에 출마하여 얼마를 지내다가 얼마 아니되어 시종경(侍從卿)이라는 벼슬을 하게 되었다.

5)   『황성신문』 1906년 12월 15일자 : 민씨이가(閔氏移家) : 북서(北署) 벽동부장(碧洞副將) 민병석(閔丙奭)씨의 가사(家舍)를 고

의정(故議政) 윤용선(尹容善)씨의 장계(長孫) 덕영(德榮)씨가 일백십이만냥에 매수(買收)얏ᄂᆞᆫ디…(후략).

6)   『개벽』 1926년 6월호의 ‘경성잡담’에는 윤택영을 이르러 ‘채무왕’이라고 했다. 채무에 시달린 그는 300만원의 빚을 두고 1920

년 장남과 함께 중국으로 도피했다. 1923년에는 법원에 파산신청 후 1928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1935년 늑막염으로 중국 

북경시 동인의원에서 사망하였다고 서술했다.

7)   『동아일보』 1932년 9월 1일자 : “오백만원 대채무” - 파산사무조차 폐지 작일의 구뒤도 이금엔 일장춘몽. 궁함(窮巷)에 구는 

윤택영씨. 파산중인 윤택영 후작 부자에 대한 채권 금액 5백만원에 대하야는 저간 경성지방법원에서 여러번 채권자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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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영은 1908년 궁내부 시종원경(侍從院卿)으로 임명되었고, 1909년에는 이

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망 후 장충단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1910년에는 한일강제병합의 큰 공으로 다른 공로자보다 은사금을 더 받았다. 이

때 은사금은 옥인동 47번지로 일대를 매입하는 자금이었다.

<그림 2> 윤덕영의 초기 거주지

a. 1910년 초기 거주지 위치

※ 자료 : 「경성부시가도」

b. 1929년 거주지 위치

※ 자료 : 「경성부지형명세도」

2) 옥인동 47번지 일대의 부지 확장

송석원이라 불렸던 지금의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청음(淸陰) 김상헌(金尙

憲, 1570-1652)이 옥류동 일대에 드나들며 약수터를 찾아다닐 때부터 알려졌

다. 손자인 문곡(文谷) 김수항(金壽恒, 1672-1689)은 옥계(玉溪) 옆에 집을 지

었고 1686년에 청휘각(淸暉閣)을 건립했다. 후손인 김학진(金鶴鎭)은 청휘각 주

변을 송석원(松石園)이라고도 기록했고, 위항시인 천수경(千壽慶)8)이 구성한 시

사(詩社)가 열린 곳도 ‘송석원’이라 불렸다(허경진, 1999: 95). 최종현(2013:205)

은 천수경의 시사로 인해 송석원이 그 동네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의미 확장

되었다고 보았다. 1882년에는 민태호(閔台鎬, 1834-1884)의 딸이 순명효황후에 

간택되었고 송석원 일대를 소유했다. 이후 후손인 민영익(1860-1914)·민영소

(1852-1917)·민영린(1872-?) 등 민씨 일가가 30여 년간 소유 후 1900년대에는 

고 다소 간이라도 분배 하려고도 모하얏스나 채무자는 북평에 가서 잇슬   아니라 그의 재산이라고는 원체 한푼도 업는 터임으

로 지난30일에는 최종적 채권자 회의를 열고 파산하기로 결정이…(후략)

8) 천수경의 호는 적여재(積餘齋)였는데, 1790년대 초에 옥류동으로 이사하여 송석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했다.

ᄲᅮ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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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익9)에게 이전되었다. 1906년 대한제국의 군부 참모국장 육군참장을 지낸 양

성환(1854-?)10)이 사들인 후 1909년 민영휘(閔泳徽, 1852-1935)에게 매각하려다 

사기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거치기도 했다. 이처럼 송석원은 당시 권력자들이 소

유하고 싶은 공간이었다.

윤덕영의 1910년 옥인동 47번지 매입 배경에는 한일강제병합의 공로자로 총독

부에서 받은 공채증권 46만원의 역할이 컸다. 은사금은 보편적으로 3만원이었는

데 그는 15배가 넘는 금액을 받은 것이다. 불란서 주차공사로 파리에 있었던 민

영찬은 입국할 때 귀족 별장의 설계서를 조선에서 짓겠다고 복사해왔는데 실현

하지 못했다. 이때 윤덕영은 민영찬이 가져온 도면의 건축은 훌륭한 터에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소를 물색하다가 송석원 터를 선택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1926년 5월 31일 기사).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1910년 이후 지속적인 부지 면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1917년과 1927년의 「경성부지적목록」를 보면 1917년에는 지번 21개소의 지적 면

적이 16,628평으로 그해 옥인동 전체 토지면적인 총 33,583평의 49.5%이다. 1927

년에는 더욱 증가된 33개소 지번에 19,467.8평으로 옥인동 전체 총 36,361.83평

인 53.54%를 소유했다. <표 2>는 1917년과 1927년 지적 변화를 표시한 도면이다. 

각 지번별 부지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과 순화병원 인근까지 10년 동안 

2,839.8평이 증가했다. 이처럼 당시 윤덕영이 소유한 부지는 옥인동 일대 경관이 

수려한 곳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적인 면적 증가가 이루어졌을까? 1917년에는 순종의 도

쿄방문 추진 성공으로 하세가와(長谷川好道, 1850-1924) 총독에게 사례금을 받

았고11), 『윤치호 일기』를 보면 1919년에는 윤덕영과 민병석이 덕수궁과 영성문(永

9)   『황성신문』 1900년 3월 16일자 : 고제익씨(高濟翊)씨 부인이 우연실진(偶然失眞)얏더니 재작일(再昨日) 오후에 이세난남아

(二歲亂男兒)와 십세여아(十歲女兒)의 명향순(名享順)을 솔(率)고 출가(出家)야 종적을 부지오니 누구시던지 보시
로 북장동(北壯洞) 송석원(松石園)가로 통지시면 후사오리다.

10)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3일자 : 전참쟝 량셩환씨가 지금 거졉       숑셕원을 태황뎨폐하 만여원을밧치고 차지엿더

니 로ᄂᆞᆫ 승녕부시죵 오인영씨가 태황뎨폐하의 칙령을 봉승엿다…(후략).

11)   윤덕영은 고종을 압박하여 순종의 도쿄 방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는 곤도 히로스케(權藤四

郞介)가 쓴 『대한제국황실비사』에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윤덕영은 민비 시해 직후 새 왕비로 간택이 확정되었으나 

고종의 아관파천 등 복잡한 정치적 난제들로 입궁이 미루어진 채 30여년이 지나도록 규방을 지키는 김규수 문제를 거론했다. 

김규수를 입궁시켜 고종을 모셔야 한다고 압박하여, 결국 순종의 도쿄 방문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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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門) 안쪽을 팔아서 이득을 챙겼다고 하였다.12) 1919년 고종 승하 후 부묘의식 

때에는 수고한 민간에게 참봉 등 상작을 주던 옛 법을 따랐다. 이때 윤덕영은 차

비원(差備員) 명목으로 총독부의 인가의 여사군(轝士軍) 첩지를 대량으로 위조해 

팔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이왕직 장시사장(掌侍司長)을 사직했다. 이후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1921년에는 부태묘 문참봉 사건과 1924년에는 왕가에

게 주는 친용금 횡령에도 연루되었다. 이처럼 옥인동 일대의 실질적인 부지 확장

이 된 시기는 윤덕영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거론되는 동안 계속 진행되었다. 1925

년에는 중추원 고문으로 복직하여 정치적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1926년 이왕직 

개편 시 윤덕영의 청렴하지 못한 행태가 알려져 정리대상이 되었고 그의 세력은 

축소되었다. 『조선일보』 1926년 5월 31일자 기사는 벽수산장을 이본궁(梨本宮)에

게 매도한다는 설을 전한다. 이는 벽수산장의 영역이 더 이상 확장되지는 못하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표 2> 옥인동 윤덕영 소유의 면적 변화 

1917년 1927년
벽수산장 권역(1929년 지적도 참조)

지번 지적(평) 지번 지적(평) 지번 지적(평)

43 56.0 22-1 19.0 162 49.0
44 23.0 22-2 18.0 163 44.0
47 16,004.0 29 15.0 164 36.0
52 55.0 34 40.0 165 56.0
57 9.0 42 40.0 166 65.0
60 22.0 43 56.0 167 55.0
70 12.0 44 23.0 168 20.0
71 14.0 47-1 10,003.5 169 15.0
73 28.0 47-2 4,263.5 172 19.0
88 33.0 47-3 4,263.8 174 13.0

160 27.0 48 20.0 175 38.0
162 49.0 52 55.0 178 49.0
163 44.0 57 9.0
164 36.0 60 22.0
165 56.0 70 12.0
167 55.0 71 14.0
168 20.0 73 28.0
169 15.0 86 28.0
172 19.0 87 19.0
174 13.0 88 33.0
175 38.0 160 27.0

총계 16,628평 19,467.8평

옥인동 전체 33,583평 옥인동 전체 36,361.8평

12)   『윤치호 일기』 1919년 11월 29일(토) : 난 지난 2월만 해도 고종황제에 대한 얘기를 믿지 않았다. 난 그들에게 고종황제를 독

살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에 민병석, 윤덕영 일당이 고종황제의 처소였던 덕수궁을 일본인들에게 팔아

넘겼다. 난 이제 그 얘기를 믿게 되었다. 이 악당들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가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야비한 

놈들이다. 그들이 돈이 모자라 곤궁해하는 것 같거들랑 이왕 전하의 주변을 살펴라! 이제 그들은 달짝지근한 음료수를 가지고 

이왕전하를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창덕궁을 팔아 짭짤한 커미션을 챙길 수 있을 테니까!

1919년 11월 22일(토): 민병석과 윤덕영이 덕수궁, 즉 고종황제의 궁궐과 영성문 안쪽의 인근 부지를 일본인들에게 팔았다

고 한다. 이 비열한 매국노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웹스터 사전에도 나오지 않을거다.



서울학연구LⅩⅠⅠ(2016. 2)     67

2. 건축 요소의 구축

1) 벽수산장

벽수산장은 민영찬이 구득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19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

여 공사 3년 만인 1917년 완공했다고 전해진다(조한, 2014: 202). 그러나 『동아일

보』 1921년 7월 27일 기사와 『조선일보』 1926년 5월 31일 기사13)를 보면 1917년에

도 외장은 구축되었으나 상세 부분과 내부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1910년에 매

입했으나 1913년에 착공한 원인은 지반공사의 난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인 

청부업자가 공사를 두 번이나 포기해서 부분별로 공종을 분리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했다(『조선일보』 1973년 6월 14일 기사). 

벽수산장의 건축양식과 사용 재료는 윤일주(1966)의 연구로 알 수 있다. 건물

은 석재 혼입(混入)의 벽돌 2층14)으로 프랑스 계통의 르네상스 스타일이나 비대칭 

파사드로 이준 저택보다 자유스러운 구성으로 서술했다. 석재는 각 독립주, 건물 

각부의 귓돌, 창호 주변에 사용되어 이외의 부재에 사용된 붉은 벽돌과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이다. 현관부와 서측 베란다의 독립주 등은 터스칸 오더이고, 석조난

간으로 두른 지붕은 물매가 급하여 내부에 다락방(attic)과 도머(dormer)창을 도입

했다(윤일주, 1966: 107). 등기부등본에는 사무실 용도 1동이 석조슬레트즙인 지

하와 지상 3층으로 표기했다. 이때 지하 1층은 208평, 지상 1층은 222평, 2층은 

208평, 3층은 157평 규모였다.

벽수산장은 내외부의 화려함으로 한양의 아방궁이라 불렸다. 철재와 장식품, 

타일 등을 독일에서 구입하는 등 외국 건축 자재만을 썼고 보일러 시설을 갖추었

다. 응접실 천장에는 두꺼운 대형유리로 수족관을 만들어 금붕어를 기르기도 하

여 ‘금붕어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조선일보』 1973년 6월 14일 기사). 윤덕영의 

친일 행각으로 인해 벽수산장에 대한 당시 미디어의 기사는 사치스러운 건물이

13)   『조선일보』 1926년 5월 31일자 “매도설이 훤전(喧傳)되는 송석원 양관 내력담” : 집 한채를 14, 5년이나 두고 건축하고도 오

히려 필역(畢役)치 못하였다 하면 누구나 경이의 눈을 뜰 것이다. 그러나 그 건물은 삼십여만의 경성시민이 날마다 치어다 보

는 한양의 서편 인왕산 아래에 있는 다갈색 연화제의 삼층양관이 그것이니 이 양관은 일국 부원군의 형님인 윤덕영 자작의 

송석원이 그것이다. 세상에서는 이 건물이 송석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되 통칭 ‘한양 아방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부르게 되

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능히 이 건물이 얼마나 윤환미를 다 하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인바…(후략).

14)   이는 다락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로 보인다. 



68    벽수산장으로 본 근대정원의 조영기법 해석

라는 부정적 표현이 대부분이다.15) 이에 윤덕영은 실제 거주하지 못하고 그가 신

봉하던 중국계 종교인 홍만자회(紅卍字會)의 법당으로 쓰게 되었다.16)

<그림 3> 벽수산장 건물 형태

a. 벽수산장 정면  

※ 자료 : 『조선일보』 1926년 5월 23일자

b. 벽수산장 전경  

※ 자료 : 배화여고에서 제공한 1929년 사진

2) 벽수산장과 연계된 부속건물

벽수산장은 능선에 위치하여 시각적인 우세성이 강한 건물이다. 실제 윤덕영

이 생활하는 건물은 벽수산장의 후면에 입지한다. 이처럼 전면의 가시적 건물과 

실제 거주 건물이 다른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투영된 것이다. 일본에서

는 19세기 후반부터 상류저택에 ‘화양관병렬형’이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의식주

(1907)』에서는 화관(和館)과 양관(洋館)을 병렬 배치에서 대지 조건에 따른 바람

직한 입지 제안 도안을 작성했다. 건물 배치의 부지를 정방형·장방형·지대가 

높은 경우로 구분하였다(<그림 4> a 참조). 이때 양관은 부지 입구를 바라보도록 

하거나 고도가 높은 곳에 배치하여 진입 시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의도를 포함하

고 있다. 허유진(2013)은 양식 건물이 서양문물에 대한 열망 또는 귀족 작위와 재

력 과시를 위해 축조하였고, 한옥은 익숙한 생활공간으로의 필요 요소라 평가했

15)   『동아일보』 1921년 7월 27일자 “명물 아방궁 - 조선데일사치한집” : 그리하여 누구든지 경성의 북편에 시가를 흘겨보는 이 

양제집을 바라볼 때에는 천하에 희한한 장구머리를 생각하고 자동차로 경성의 가로를 다니는 윤씨를 볼 대에는 조선 제일로 

사치한 인왕산의 양제집을 생각한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이 아방궁이라 이르는 그 집이니 …(중략)… 역사를 시작한 

지가 십년이 넘었고 비용을 들인 것이 삼십만원 이상이나 아직도 준공이 되지 못하였는데 벽돌 한 개가 범연한 것이 없고 유리 

한 장도 보통의 물품은 쓰지 아니하여 보통 건축으로 알고 도급을 맡았다가 밑져서 패가한 건축업자도 한 두 사람이 아니오…

(후략).

16)   일제 말기 윤씨 가문의 세도가 몰락하면서 손자 윤강로씨가 미쓰비씨에 10만원에 팔았다. 해방 이후 적산으로 잠시 잡혔다가 

덕수병원이 들어섰고, 한국전쟁 때 유엔장교 숙소로, 수복 후에는 언커크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1966년 수리 중 불이 나 

전소되었다. 이에 방치되어 있다가 1973년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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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실제 거주 장소는 한옥이며, 양식 건물은 연회나 접객 용도로의 사용

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건물 전면에 양식 건물을 세우고 후면에 한옥을 건립한 사례에 벽수산장이 포

함된다. 벽수산장 후면은 한옥과 연결된 병렬형 배치이다. 윤평섭(1984)은 벽수

산장과 한옥을 동선 연결로 표시했으나 <그림 4> b의 1915년과 1934년 지도는 벽

수산장과 연결된 건물이 작도되어 차이를 보인다. 지적목록에서 옥인동 47-3에 

포함된 건물 중 목조와즙 1동을 한옥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계건물의 명

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도상자료가 부족하여 개괄적인 평면만이 추정가능하

다. 다만 당시의 사진을 통해 전면에 양식 건물인 벽수산장의 입지로 후면은 보

이지 않는 화관병렬형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 전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일본 화양병존 양식과 배치 b. 양옥과 한옥의 배치 형태

<그림 4> 벽수산장과 부속건물의 결합 형태

3) 본채의 중심 건물인 ‘일양정(一陽亭)’

벽수산장은 1913년 착공 후에도 공사는 계속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은 

본채에서 이루어졌다. 본채는 옥류동 계곡 인접 자락의 우측 능선을 따라 입지했

다. 당시 등기부등본은 47-3번지의 건물 중 벽수산장과 연계건물을 제외하면 14

동의 중 목조와즙 9동, 목조초즙 5동이다(<표 3> 참조). 이때 초가지붕은 부속건

물 또는 행랑채로 추정된다. 현재 옥인동 47-3번지의 항공사진과 1915년 지도를 

매핑하여 보니 신축 한옥 담장 하부에서 과거 본채 부재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림 5> b 참조). <그림 12> a를 보면 본채로의 진입은 정문에서 차량으로 이동가능



70    벽수산장으로 본 근대정원의 조영기법 해석

하며, 주건물은 물길 위 다리를 건너야만 가능하다.

<표 3> 옥인동 47-3번지의 본채 건물 구성 

No 건물 건물 구성 No 건물 건물 구성 이미지

1 목조와즙 1동 주택 - 1층(8평) 8 목조초즙 1동 주택 - 1층(8평)

2 목조와즙 1동 주택 - 1층(15평) 9 목조와즙 1동 주택 - 1층(7평)

3 목조와즙 1동 주택 - 1층(12평) 10 목조초즙 1동 주택 - 1층(6평)

4 목조와즙 1동 주택 - 1층(7평) 11 목조와즙 1동 주택 - 1층(9평)

5 연와조와즙 1동 주택 - 1층(1평) 12 목조초즙 1동 주택 - 1층(3평)

6 목조와즙 1동 주택 - 1층(12평) 13 목조초즙 1동 주택 - 1층(7평)

7 목조초즙 1동 주택 - 1층(12평) 14 목조와즙 1동 주택 - 1층(10평)

a. 항공사진에서의 본채 위치 b. 과거 부재의 흔적 c. 「대경성부대관」에서  

본채 일대 상세

<그림 5> 벽수산장 권역의 본채 추정 현존 건물

본채 중에서 사랑채에 해당하는 ‘일양정’은 윤덕영이 손님 접대 등 공적인 장

소로 활용한 중요 공간이다. 이는 『벽수산장일람』에 실린 내용으로도 파악이 가

능하다. 문집에는 윤덕영을 포함한 필자 10인의 글 16편이 실렸는데, 이중 8편인 

50%가 일양정이 포함된 제목이다. 그중에 벽수산장의 주인인 윤덕영이 쓴 4편

은 모두 일양정에 관한 글이다. 「일양정십팔영」은 일양정에서 즐길 수 있는 아름

다운 풍광 18가지를 시로 읊은 것이다(<표 6> 참조). 일양정 주변인 백악산과 인

왕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노송과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승경(勝景)지임을 알 수 

있다. 일양정 전면에는 방형의 연못이 있으며, 우측에는 계류가 흐르고 있다(<그

림 5> c 참조).

일양정의 형태와 중요도는 『매일신보』 1913년 6월 17일 신문기사에서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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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송석원에 도쿠토미 이이치로(德富猪一郞, 1863-1957)17)와 테라우치 마사

타케(寺內正毅, 1852-1919)를 초대한 후 일양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사진이 

수록되었다. <그림 6>의 사진을 보면 일양정은 루정의 형태가 아니라 정면 5칸의 

장대석과 벽돌 조적으로 혼합 구성된 1.5m정도 높이의 단 위에 축조된 건물이다. 

지붕의 처마끝의 빗물받이와 기단 형태로 보아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가 아니라 

과도기적 양식을 보인다. 그러나 건물의 격은 각 기둥에 주련이 걸려있을 정도로 

높다. 장대석 계단을 올라가면 마루가 있고 중심에 테라우치 총독이 의자에 앉아

있으며 뒤편에 ‘一陽亭’ 현판이 보인다. 

<그림 6> 벽수산장 본채의 중심건물인 ‘일양정’

※ 자료 : 『매일신보』 1913년 6월 17일자

4) 소실댁(옥인동 47-133번지)

옥인동 47-133번지의 1910년대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한옥은 당시에는 윤덕영

의 소실댁으로 불렸다. 1924년 발간된 『개벽』에는 윤덕영이 소실 이성녀(李姓女)

를 얻게 된 배경을 적고 있다18). 소실댁은 등기부등본과 폐쇄지적도에서 보면 1954

17)   일본의 언론인이자 비평가이다. 1910년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의 요청으로 『경성일보』의 감독을 맡기도 했다. 

18)   『개벽』 제49호 1924년 7월 1일자 - “色色形形의 京城妾魔窟可驚可憎할 有産級의 行態” : (전략)… 에크, 5만원 자리 이길

선(李吉善)의 딸이 나온다. 이 이성녀는 낙양성(洛陽城) 중 제일 미인이엿다. 그러나 얼골에 살기가 잇서서 청춘에 과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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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부가 국유였다가 1955년 일부가 서용택에게 매각되었다. 1990년에는 서용택 

지분이 다수에게 매각되어 해방 이후 ‘서용택가’로 불렸다. 소실댁은 1998년 남산

골 한옥마을 조성 시 이축을 계획했다. 부재 훼손이 심하여 이축하지 못하고, 현

장조사를 근거로 남산골 한옥마을에 건물을 신축했다(서울특별시, 1998: 131).19)

당시 보고서와 현장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원지형은 경사지였다. 규모가 큰 П

자형 안채에 사랑채 구실을 하는 마루방과 대문간이 더해져 전체 배치는 ㅁ자형

을 이루지만, 안채 위주의 공간이었다. 현재 남겨진 일부 부재를 살펴보면 민도

리집을 선택하였으나 안채 앞쪽은 일반 민가에서 보기 드문 몰익공으로 치장하

는 등 건축구조와 세부기법은 당시 상류층 가옥의 면모이다. 1915년 지도에서 물

길을 건너 진입이 가능하였으며, 현재 복개된 도로와 연결된 부분에 다리가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a. 1998년 현황 측면도 b. 1998년 현황 평면도 c. 진입부(2015년 10월 5일 촬영)

d. 훼손이 심한 현재 모습 e. 외부 몰익공 f. 남산한옥마을의  

옥인동 윤씨 가옥

<그림 7> 윤덕영 소실 가옥 상세

※ 자료 : a와 b. 서울특별시(1998)

고 독수공방하면서 비애의 눈물을 흘이다가 몃해전에 윤씨의 애첩이 되얏다. 이 리씨가 윤가(尹家)로 입(入)한 사실의 내막에

는 비상한 흉계와 죄악이 견재하얏다. 처음에 윤씨가 아방궁을 지여노코 이세(二世)모양으로 궁심지지소악(窮心志之所樂)을 

하랴고 장안의 미인을 다 불너놀때에 마츰 이길선의 과녀(寡女)가 미인이라는 말을 듯고는 한번 교면(交眄)의 야심이 잇섯스

나 리씨는 여염가(閭閻家)여자인고로 만나볼 기회가 업서서 …중략… 일흉계(一凶計)를 냇다 …중략… 각 대관과 상궁 가족

을 전부 송석원(松石園)으로 초대하얏다. 이것은 각 상궁의 가족을 청하면 천상궁의 가족도 오는 동시에 이성녀가 역시 올터

인고로 전혀 이성녀 하나를 보기 위한 연회다.

19)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무질서하게 증축된 가설 건물로 인해 건축평면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남산골 한옥마을에 신축된 형태는 당시 조사된 모습과 일부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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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덕현 가옥(현 종로미술관)

김덕현 가옥은 1912년 지적도에서 윤덕영의 소유20)였다. 소유권이 1938년 5월 

맏사위인 김덕현21)으로 변경 후 토지를 합병했으나 190평은 유지되었다. 1942년

에는 신규 생성된 168-1번지를 매입하여 규모를 확장했다. 

2012년 실측조사 시 김덕현 가옥 천정 트러스에서 종도리 묵서명이 발견되었

다. 건립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상량에는 ‘昭和十四年己卯五月初十日

酉時上樑’가 적혀 있어 1939년 5월 10일 상량했음을 보여준다. 초기 건립된 가옥

의 형태로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서 유사한 평면은 1939년 박길룡이 설계

한 신당동 윤씨 주택이다(<그림 8> a 참조). 1939년 등기부에는 연와조와즙 1동22)

으로 표기되었고, 현재 가옥은 일부 증축된 형태이다(종로구, 2012: 65)23). 벽수

산장이 돌출된 자락에 위치하여 김덕현 가옥과는 현 등고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5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다. 과거 김덕현 가옥 후면은 벽수산장과 통하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윤평섭, 1984: 30). 그러나 벽수산장의 차량진입 동선과 맞

닿는 길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

a. 신당동 윤씨 주택 b. 현황도

c. 전경

e. 정면

d. 지붕면

f. 후원

<그림 8> 김덕현 가옥 평면과 상세

※ 자료 : a.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1939)』, b와 c. 종로구(2012)

20)   162번지 49평, 167번지 55평, 168번지 20평, 169번지 15평, 174번지 13평, 175번지 38평이 합쳐진 190평이 이에 해당한다.

21)   김호현(金鎬顯)에서 1947년 개명하였다. 

22) 1층 36평, 2층 16평, 지하층 18평 규모이다. 

23)   현재 미술관으로 변모한 건물은 대지면적은 956.7㎡(289.4평), 건축면적 119.01㎡(36평), 연면적 231.40㎡(70평)이며 지하1

층, 지상 2층의 규모로 1991년 5월 28일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1970년대부터 거주한 박노수 화백의 이름

을 따라 ‘박노수 가옥’으로 문화재명이 정해졌으며 2011년 종로구에 기증되어 2014년 미술관으로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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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벽수산장 권역의 공간구성요소

 

1. 휴게시설

1) 루정 

본채 후면은 후원과 같은 공간 개념으로 기존의 자연 암반과 계곡을 최대한 활

용하였다. 허경진(1999)와 최종현(2013)은 일양정이 청휘각을 계승하였다고 서술

하여 다른 건물임을 밝혔다.

김학진의 「벽수산장일양정기」에는 옥류동 송석원 일대가 문곡 김수항의 별장

이며 본거는 육청헌이라 불린다고 했다. 우측으로 20보(步)24)에서 30보 떨어진 곳

에 주변 조망이 좋은 청휘각이 있으며, 해당 지역을 ‘玉流洞’ 이란 바위글씨로 확

인할 수 있다고 했다.25) 민병석의 「서일양정십팔영첩후」26) 를 보면 민규호가 작은 

정자인 ‘사조정(四照亭)’을 신축하여 주변에 화목을 심어 가꾸었으나 황폐해졌다

가 윤덕영의 소유가 된 후 정비하여 명칭을 ‘사흥가(四興架)’로 바꾸었다고 했다. 

그러나 벽수산장 권역에 정확하게 몇 개의 루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존재를 확인할 수 루정은 「일양정십팔영」의 한 서술에 ‘북각(13영)’과 ‘동루(14영)’

가 등장하여 존재의 준거가 된다. 1915년 지도와 1936년 「대경성부대관」에는 본

채 후면(북쪽)과 동쪽에 루정이 표시되어 있어 시문의 기록과 일치한다. 이는 본

채 후면의 옥류동 일대가 윤덕영 일가가 주로 이용하는 사적인 정원 역할을 담당

하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24)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 15년(1415년) 12월 14일(정축) 2번째 기사는 “주척(周尺) 6척(尺)으로 1보(步)를 삼는다.”라는 내

용을 찾을 수 있다. 척은 20cm로 계산되며, 따라서 1보는 약 1.2m임을 알 수 있다.

25)   김학진의 「벽수산장일양정기」 : 옥류동의 송석원은 나의 선조 문곡 김수항의 별장이다. 선생의 옛집이 서울 북부 순화방에 있

었는데 그 뜰에 겨울철에도 청청한 여섯그루의 나무가 있어 슬하에 여섯자제를 둔 것과 서로 맞았다. 그리하여 집이름을 육

청헌(六靑軒)이라 하였다. 그 집에서 오른쪽으로 2, 30보(步)를 가서 한등성이를 넘으면 그 기슭에 언덕과 골짜기가 아름답고 

산골물이 얽히고 굽이친다. 이를 차지하니 아침저녁으로 지팡이 끌며 거닐만 하고 특히 청휘각에서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구

경할만 하였다. 이곳을 옥류동(玉流洞)이라고 하였는데, 우암 송시열의 필적이라고 한다. 

26)   (전략)… 산장의 일양정은 구 청휘각으로 문곡선생이 창건한 이래로 그 여섯 아들들이 함께 노닐고 10대째 서로 전하다가 후

에 황사 민상공의 소유가 되었다. …중략… 공은 바야흐로 작은 정자를 신축하고 이름을 ‘사조(四照)’라고 했으며 정자 주위로 

꽃과나무, 작은 대나무를 촘촘하게 두르고 그것을 감상하고 있었다. 5,6년 동안 황폐해 있다가 경술년 겨울 거사가 경치가 아

름다운 것을 택해 마침 이 정자를 얻고 중수하고 증축하니 누각이 빛나게 되고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중략… 작은 정자

인 사조정도 ‘사흥가’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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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경시설

1) 방지(方池)

벽수산장 정원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물길과 계류의 활용이다. 벽수산장의 

좌측에는 수성동 계곡, 우측에는 옥류동 계곡이 있다. 수성동 계곡은 옥류동 계

곡과 합쳐져서 ‘옥류동천’이라 부르며(<그림 9> a 참조), 이는 다시 청풍계에서 흐

르는 물과 합쳐진 후 ‘백운동천’이 되어 청계천으로 흐른다.

수성동 계곡에서 흐르는 물길은 벽수산장 좌측 경사지 하부의 방지 형태에서 

모인다. 방지 규모는 윤평섭(1984)의 연구에서 200평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김

학진의 「벽수산장일양정기」의 연못은 반무(半畝) 가량인 약 50평으로 차이가 있

다. 이는 규모가 다른 연못이 또 하나 있음을 알 수 있다. 1915년 지도는 경계 표

시가 대로변의 방지를 포함하고 있어 벽수산장 권역임을 보여준다. 『동아일보』 

1924년 7월 21일 기사27)를 보면 장마 당시 범람하여 인근 민가에 피해를 주었지

만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림 9> b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

지는 벽수산장의 위치에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관적인 활용

27)   내동리 명물 : 옥인동 송석원 - …(전략)… 독일식을 본떠서 별별 사치를 다한 집이라 대궐도 못 따르겠지요. …(중략)… 뾰족

한 머리를 어떻게 밉게 보았던지 이 집에 있는 푀리참만 보아도 만 가지 흉한 수단이 그리로 솟을 것 같이 안답니다. 이집 마

당 연못이 어느 해인가 장마에 터져서 앞 동리 초가들이 물벼락을 맞았는데, 손해는 대궐 안에서 물어주셨답니다.

<그림 9> 주변 물길과 방지

a. 옥류동 주변의 수계 b. 「대경성부대관」에서 찾을 수 있는 방지

※ 자료: a. 서울학연구소(1995) b. 서울시역사박물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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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수성동 계곡의 풍부한 수량에 대한 집수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평섭(1984)의 연구에서는 방지 안에서 배를 타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

로 보아 관상 대상이라기 보다는 기능적인 집수와 적극적인 유희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2) 연못

김학진의 「벽수산장일양정기」는 윤덕영이 기존에 막힌 물길을 뚫고 50평 방형

의 연못을 조성했는데, 주변은 층층바위에 소나무가 울창하다고 표현28)하고 있다. 

민병석의 「서일양정십팔제영첩후」는 시간이 흘러 성장한 수목으로 송석원 기슭이 

더 깊어졌다고 서술29)하여 앞서 설명한 방지 입지와 다른 모습이다. <그림 5> c를 

보면 흐릿하기는 하지만 본채 중앙에 단이 높은 건물이 있고, 그 전면에 마당과 

방형 연못을 볼 수 있다. 「일양정십팔영」의 15영은 ‘구지유어(龜池遊漁)’이며 ‘거북

바위 연못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일양정에서 볼 수 있는 승경으로 묘사했다. 16영

은 ‘홍교장수(虹橋漲水)’가 등장하여 인근에 홍예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기록으로 연못의 조성 배경과 경관을 살펴보면 옥류동 계곡의 물을 끌어들

여 50평 정도의 연못에 물고기를 길렀으며, 주변은 기암절벽에 소나무가 울창하

게 우거진 경관으로 관상 목적이 우선하는 방형 연못임을 알 수 있다.

3) 다리

벽수산장 원지형의 물길은 경관적 가치를 지녔으나 권역으로 진입 시 장애요

소로 다리가 필요했다. 윤평섭(1984)은 벽수산장으로의 주진입, 소실 가옥, 본채, 

김덕현 가옥으로 진입 시 다리가 있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멸실되었다고 보고 민

가 담장 축대의 쓰인 다리 부재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나 민가의 정확한 위치를 

서술하지 않았다. 

28)   지금 벽수 윤공이 산장을 꾸미고 거친 데를 다듬고 물이 막힌 곳은 뚫어서 완연하게 연못을 이루었다. 문곡 선생께서 심은 소

나무가 층층 바위 옆에 큰 노목으로 울창하게 자라 온통 뜰을 덮었는데 몇 개 받침대로 받쳐주고 있다. 그 아래쪽으로 물을 

끌어 반무(半畝)가량 넓이의 네모진 연못을 꾸미니…(후략).

29)   나무를 심고 숲을 이루어 송석원 기슭의 경계는 더욱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시냇물을 끌어들여 못(塘)을 만들어 송석(松

石)의 운치가 더욱 맑게 되었다. 넓은 길을 뚫어 걷고 차를 타는데 모두 편해지게 되었고, 경계를 넓히어 집안이 일신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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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옥인동 47- 18번지에는 당시의 다리 부재인 화강석 동자석 2기(H1040)와 

난간석(H600×W470×D240) 2기가 남아있다. 난간석의 경우 기울어진 형태로 

다리 조성 시 경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벽수산장 권역 내 어느 다리인지는 

불문명하다. 「일양정십팔영」의 16영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보아 본채의 일양정 근

처에 홍예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a. 동자석 

(옥인동 47-18번지 내부)

b. 난간석 입면 

(옥인동 47-18번지 내부)

c. 과거 다리의 흔적 

<그림 10> 현재 남아있는 다리 부재

※ 자료 : a와 b. 연구자 촬영, c. 윤평섭(1984: 226)

3. 수목

『매일신보』 1913년 8월 23일자 기사에는 윤덕영이 4,400여평을 불하받아 정원

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벽수산장 조성시기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양식

건물과 정원이 함께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아일보』 1925년 1월 5일자30)를 보

면 벽수산장 정원이 공원보다도 아름다우며 이를 어여쁜 부녀자를 유혹하기 위

한 장소로 벽수산장을 ‘한양의 아방궁’으로 빗댄 것처럼 화려한 건물과 정원이 윤

덕영의 평판과 동일시되어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임이 확인된다. 

수목은 일정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기존 문헌과 연구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

다. 벽수산장 일대가 재개발되어 현존하는 수종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

30)   『동아일보』 1925년 1월 5일자 “부호의 오락과 극빈자의 오락” : 아방궁의 주인 윤덕영 씨는 어떤 의미로 어느 방면으로 보든

지 조선의 명물이라고 한다. …(중략)… 불란서 기사를 고빙하야 삼십만원을 들여쌓아 놓은 아방궁! 공원보다 아름답게 꾸며

놓은 훌륭한 정원도 정원 꾸며놓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오, 그것을 그만큼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을 

미끼로 하여 어여쁜 부녀자를 낚아내어 자기의 좋아하는 오락의 대상을 얻고자 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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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섭(1984)은 벽수산장에 대한 기억을 지닌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식재 수종과 

식재 패턴을 도면에 표시했다. 상록교목으로 소나무·향나무·백송·반송, 낙엽

교목은 벚나무·느티나무·목련·감나무·오동나무·살구나무·복숭아(복사나

무)·단풍나무·수양버들·은행나무·음나무·앵두나무·목백일홍(배롱나무)·

밤나무·너도밤나무·배나무·참나무, 상록관목은 회양목·사철나무, 낙엽관목

은 개나리·진달래·철쭉·구기자·무궁화를 심었다(<그림 12> a 참조). 

식재 수종은 향토수종이 다수이며 수목은 생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생활공간인 한옥 주변에는 유실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도입 수종

유형
도입 수종 명칭

유형
도입 수종 명칭

일반명 학명 일반명 학명

상

록

교

목

소나무 Pinus densiflora 

낙

엽

교

목

은행나무 Ginkgo biloba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

백송 Pinus bungeana Zucc. ex Endl. 앵두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반송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관

목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밤나무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너도밤나무 Fagus engleriana Seemen ex Diels 

낙

엽

교

목

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배나무 Pyrus pyrifolia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참나무 Quercus aliena Blume 

목련 Magnolia kobus DC. 관

목

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구기자 Lycium chinense Mill. 

낙

엽

교

목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낙

엽

관

목

개나리 Forsythia koreana

복사나무 Prunus persica (L.) Batsch 진달래 Rhododendron micranthum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초본

옥잠화 Hosta plantaginea

수양버들 Salix babylonica L. 잔디 Zoysia Japonica

4. 바위글씨

바위글씨는 바위라는 물성으로 영원불변성을 포함하며, 바위에 글을 새기

는 최소한의 가시적 행위로 영역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된다(김해경, 2007: 

180). 벽수산장 권역에는 4개의 바위글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바위글씨가 새겨진 장소의 추정을 최종현(2013)은 옥인동 168-2 김덕현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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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뒤편 계단식 바위벽이라고 추정했다(최종현, 2013: 209). 그러나 김덕현 가옥

은 1938년 건립되었기 때문에 윤덕영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1910년대에는 별다

른 경관적 요소가 도입되지 않았다. 당시 김덕현 가옥이 있었던 권역은 벽수산

장과 윤덕영이 주로 머물렀던 본채와 상당 거리 이격되어 있다. 지형상으로도 <

그림 11> a를 살펴보면 윤덕영이 앉아있는 주변으로 수목이 우거져 있으며 절벽

이 좌우로 위요된 형태이다. 지형상 <그림 4> b에서 보이는 김덕현 가옥의 후면

은 능선의 돌출된 형태로 차이를 보인다. 사진 속 윤덕영은 김덕현 가옥이 건립

된 1939년에는 67세의 나이라고 볼 수 없는 젊은 얼굴이다. 이는 관련 문헌 해석

의 오류로 보인다. 선행연구는 해제된 문장을 벽수산장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

며 이때 벽수산장의 서측은 김덕현가옥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제

목이 ‘일양정’이며, 일양정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내용이다. 또한 

김학진의 「벽수산장일양정기」의 내용에서는 ‘송석원’ 바위글씨가 옥류동 계곡에 

있음을 적고 있다.31)

윤택영의 「일양정석각소기서후몽김공정기후」는 ‘玉流洞’, ‘松石園’, ‘龜臺’, ‘碧

樹山莊’이란 바위글씨를 새긴 내력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정자는 문곡 김수항이 세웠던 자리에 비롯한다. 숙종 병인년(1686년)에 세운 것

으로 지금으로부터 228년 되었다. 암석 표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네 개는 

‘玉流洞’, ‘松石園’, ‘龜臺’, ‘碧樹山莊’이다. ‘碧樹山莊’ 4자는 이 정자가 우리 형님의 

별업이 된 다음 해인 신해(辛亥: 1911년)에 재종숙부이신 해관공(海觀公)이 앞 뜰 

서쪽 바위에 새긴 것이다. ‘龜臺’는 앞뜰 연못 가운데 있는 거북이 모양의 바위인 구

암(龜巖)에 새겨져 있다. 이는 문충공의 6대손인 계산(谿山) 정문공(正文公) 김수근

이 쓴 것이다. …(중략)… ‘玉流洞’은 정자의 뒤쪽 석벽에 새겨져 있는데 우암(尤菴) 

송시열이 정자를 세우기 전에 쓴 것이다. ‘松石園’은 벽수산장 각자의 옆에 있다. 순

조 정축년(丁丑年:1817년) 추사(秋史) 김정희가 쓴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97년이 되

었다.

31)   김학진의 「벽수산장일양정기」: (전략)…그 옆 깔린 바위에 새긴 ‘玉流洞’ 전암글씨는 혹 우암 송시열선생의 필치라고도 전한

다. 옥류동 골안에 있는 ‘松石園’이라 새긴 전암문자는 추사 김정희공의 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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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玉流洞’ 은자는 우암 송시열의 글씨로 권역 내 가장 오래되

었으며 일양정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松石園’은 1817년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碧樹山莊’과 한 바위의 좌측에 가로로 새겨져 있다. ‘碧樹山莊’은 그의 6촌 숙부

인 해관공의 글씨를 새로로 각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龜臺’는 일양정 앞뜰의 

연못에 거북이형태 바위에 새긴 김수근의 글씨이다(<그림 5> c 참조). 이때 ‘松石

園’과 ‘碧樹山莊’이 한 암반에 새겨져 있으나 가로와 세로새김으로 그 형태를 달

리하였다. 이처럼 일양정 주변에는 바위글씨를 새기는 행위로 공간 유래와 상징

성을 나타낸다. 종합하여 보면 권역 내 바위글씨는 4개소로 옥류동 계곡에 있었

다. 가재우물에는 가재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음이 기록에는 존재하나 현재 확인

할 수 없다.

<그림 11> 바위글씨 형태와 추정 위치

a. ‘松石園’과 ‘碧樹山莊’ 바위글씨

b. ‘玉流洞’ 바위글씨

c. 바위글씨 위치 시뮬레이션

※ 자료 : a. 최종현(2013: 208), b. 김영상(1997: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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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벽수산장 권역 정원의 근대적 특징

1. 공간구성요소의 양식 혼재

벽수산장 권역에는 양식 건물과 한옥이 공존한다. 양식건물인 벽수산장은 시

각적 우세를 중요시하는 공간 조성법칙이 적용되었다. 벽수산장 입지 지점은 인

왕산자락의 능선으로 현재의 서촌 일대에 대한 열린 조망을 형성한다. 조선총독

부 건물에서 바라보면 돌출된 형태로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이다. 화려한 

외관뿐만 아니라 구릉지에 입지하여 건물에서는 경성으로의 조망을 확보하였고, 

당시 낮은 건물의 스카이라인과 차별을 보인다. 이때 정원은 건물 전면에 조성되

었으나 건물의 외관을 차폐하지 않고 조망에 방해되지 않는 정형적인 형태이다. 

본채와 소실댁은 한옥으로 건물이 주변 원지형과 조화로운 입지이다. 정원은 기

존 자연지형이 지닌 특징을 존중하는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후원과 일양정 전면

에 관상을 중시한 연못이 조성되었다. 벽수산장과 본채는 화양관병렬형의 배치

로 과시형의 양식건물과 생활하기 위한 한옥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나 이

는 정원의 향유에서도 적용되었다. 정원 관련 요소가 생활공간인 본채와 주변에 

집중되어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권역 내 요소의 입지 특징은 각 건물의 성격에 따른 중요도를 높이에 따른 위

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12> b를 보면 벽수산장과 본채는 같은 표고이며, 소

실댁은 이보다 낮은 표고에 위치한다. 벽수산장에서 본채로 이동 시 평탄하게 이

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식 건물인 벽수산장은 표고 능선의 전면에 넓은 부

지를 형성하고 있고, 한옥인 본채는 주변 지형에 위요되어 있어 주변 경계부에서

도 차이를 보인다. 

벽수산장 권역에 건물과 정원은 양식 건물과 한옥이 이질적인 형태로 공존하

나 정원양식은 건물 양식과 정합성을 이룬다. 이는 양식 정원이 들어오는 과정적 

형태라기보다는 건물과 정합성이 맞는 정원 형태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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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벽수산장과 정원의 추정 자료

a. 윤평섭(1984)이 추정한  

1940년대 벽수산장 모습

b. 1915년 지형도와  

현재 지번도 매핑

c. 1930년대 벽수산장 일대 d. 1950년의 벽수산장 일대

※ 자료 : a. 윤평섭(1984: 229), c. 대학당(1997: 265), d. 눈빛(2016: 112)

2. 근대재료를 활용한 구조물

벽수산장의 정문은 건물 외장과 디자인 통일성을 이룬다. 벽수산장 외장의 주

재료는 붉은 벽돌이며 모서리에 석재를 사용했다. <그림 13> 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정문 문주는 화강석으로 두겁석과 석주로 구성했고, 대문은 철제장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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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문주와 연결된 관리자가 드나드는 문이 있는 경계는 붉은 벽돌 벽체와 두

겁석을 얹은 형태로 벽수산장 외장에 쓰인 재료와 일체감이 있다. 일양정의 기단

에서도 붉은 벽돌과 화강석을 활용하였다(<그림 6> 참조). 이처럼 벽수산장 중요 

건물은 양식은 다르나 재료적 일체감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정문 형태에서 중심부는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양측면은 보행자 출입이 가능하

도록 했다(<그림 13> a 참조). 문주 크기와 문의 폭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따라

서 크기와 형태를 달리했다. 당시 문주는 4개였으나 현재 3개만 남아있다. 정문 

좌측은 적벽돌 벽체가 연결되었으며, 현재 적벽돌32) 개구부 일부가 남아 있어 당

시의 흔적을 보여준다. 

차량을 통해서 벽수산장, 소실댁, 본채까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의 전

체적인 배치는 차량 운행을 고려한 형태이다. 차량 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산책로에 비해서 넓은 폭을 필요로 했다. 왼쪽 길로 진입하여 경사지에 

회전반경을 고려한 반원형 형태를 올라가면 도달한다. 중심 길은 소실댁과 본채

에 도달하며, 우측 바깥쪽 길은 본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다. 이처럼 각 건물군 

전면에서 차량동선이 드러나지만 소로인 세부동선이 발달했다.

a. 조성 당시 문주 원형 b. 1984년 문주 c. 현재 모습 d. 현존 문주 

<그림 13> 주진입 요소

※ 자료 : a. 『동아일보』 1924년 7월 21일자, b. 윤평섭(1984: 225)

32)   이를 추정할 수 근거로는 붉은 벽돌의 크기로 알 수 있다. 근대 시기별 벽돌의 규격은 표준화되기 전에 몇 가지 형태 유형을 

지닌다. 1900년의 선교사에 의한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벽돌의 크기는 230×110×50-60mm, 1907년 탁지부 부설 연와제조

소의 벽돌은 227×105×57.5mm, 1910년 만들어진 벽돌은 220×110×60mm, 1925년 일본 표준 규격화된 벽돌은 210×

100×60mm이다. 현재 남겨진 벽체에는 1910년대 벽돌과 1925년 이후 제작된 표준 규격화된 벽돌이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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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의 변형과 기능 식재

수목은 특성에 따라 공간의 중심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식되어야만 수

목 자체와 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건물과 연계된 배식 계획 시에

는 수목의 시각적·공간적 기능을 우선시 한다(한국조경학회, 1999: 165-167). 

벽수산장 권역 식재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기능 식재가 적용되었다.

대문에서 벽수산장의 전면까지 이어지는 차량 도로 양측에는 은행나무와 벚나

무를 열식했다. 벚나무는 기존에 심겨지지 않았다가 일제강점이 시작되자 공원 

등 곳곳에 심겨졌던 수종이다. 도로 주변의 열식은 진입 선형의 강조와 건물 진

입의 기대감을 형성하는 식재기법이다.

벽수산장 전면은 자동차 진입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필로티 형태이다. 따라서 

건물 전정은 자동차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 형태가 반영된 화단을 조성했다. 전

정은 벽수산장의 열린 전망과 차량 진입 시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화단은 잔디와 

원형으로 전정된 옥향을 경계 식재했다(<그림 3> a 참조). 연못과 계류 주변에는 

호습성인 버드나무를 식재했다.

외부로의 경계 역할을 하는 능선에는 기존 수림을 그대로 활용했다. 본채 주변

은 김수항이 머물던 시기에 인위적으로 식재한 소나무가 노송으로 자라서 기암

절벽과 어우러진 형태로 경승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건물과 일시적이며 직접적인 연출을 위해서는 화분을 활용했다. <그림 6>에

서 보이는 것처럼 일양정 전면에는 고위직과의 단체 사진을 위해서 화분으로 주

변을 장식하였다. <그림 11> a는 외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은 윤덕영의 

측면에 화분을 장식하여 장소를 무대처럼 연출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때 화

분에 심겨진 수종이 협죽도와 야자수와 같은 이국적 또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

는 수종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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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공간별 정원구성요소의 관계

공간별

정원구성

요소

진입부 벽수산장 본채 경계부

정문과 

문주

적벽돌 

경계
동선 전정

주변 

구릉지
루정 지당 계류 사면

정원과의 

관계

입구감 확보

/ 차량과 

보행자 분리

영역의 

경계

차량과 

보행자 

분리

자동차 

회전 반경 

고려 형태

주변과

 지형 

완충

휴게

시설

관상

시설

자연계류 

활용 / 일부 

경계 역할

벽수산장 

권역의 

위요와 

완충

배식 - -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열식

옥향 

경계부 

식재

경사면 

군식

경관 

식재

버드나무 

식재

버드나무 

식재

자연 

수림

4. 주변 경관과 공간요소의 적극적 향유

『벽수산장일람』의 내용은 송석원터가 역사적 유래를 지닌 장소로 전통성 확보

뿐만 아니라 벽수산장이 입지한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경관을 서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덕영이 작성한 「일양정십팔영」이 이에 해당한다. 벽수산장 권역의 

중심이 ‘일양정’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현재 남아있지 않은 일양정 주변의 경관요

소를 파악하는 근거이다.

「일양정십팔영」에서 찾을 수 있는 향유 대상은 벽수산장 담장 안의 정원요소에 

한정하지 않았다. 일양정에서 조망 가능한 경관과 소리, 기상현상, 자연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향유대상에서 정원 건축물은 일양정뿐만 아니라 능선에 위치한 

루정이 경관 향유의 지점임을 보여준다. 일양정은 주변이 고요한 자리이며, 북쪽

에 있는 건물인 북각에서는 저녁 무렵 본채의 밝은 등을 볼 수 있고, 동쪽에 있는 

루는 전망이 좋은 지점으로 달맞이를 하는 장소로 거론했다. 정원 구조물로는 우

물, 연못, 홍교, 뜰이 해당되며 각 구조물은 부연적 설명을 포함한다. 효능이 좋

은 우물, 거북바위가 있고 물고기가 노니는 연못, 계류의 홍교, 뜰 주변의 버드나

무 등이다. 향유 대상에는 자연물의 비중이 높은데 주변의 기암절벽, 노송과 바

위, 이끼, 단풍나무 계곡, 폭포, 계류, 숲이다. 일양정에서의 향유 요소는 단지 

경관뿐만 아니라 일시적 기상상황, 상쾌한 기운, 그늘, 눈, 달맞이가 포함된 공감

각적인 요소까지 향유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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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윤덕영이 작성한 「일양정십팔영」 분석표

참조 내용
공간

구분

향유 대상
공감각적 

경관요소 일시적 

경관

요소정원

건축물

정원

구조물
자연물

기상

현상
청각 촉각

제1영 인왕상기(仁王爽氣) 인왕산의 상쾌한 기운 외원 ◎ ◎ ◎

제2영 백악한운(白嶽閒雲) 백악산의 한가로운 구름 외원 ◎ ◎

제3영 옥류창벽(玉流蒼壁) 옥류동의 푸르른 절벽 내원 ◎

제4영 가재감천(稼齋藥泉) 가재우물의 효능 좋은 우물 내원 ◎

제5영 일양정좌(一陽靜坐) 일양정의 고요한 자리 내원 ◎ ◎

제6영 백미원도(百美遠桃) 만발한 저 멀리 복숭아꽃 외원 ◎

제영 고송청뢰(古松淸籟) 늙은 소나무와 청아한 울림소리 내원 ◎ ◎

제8영 수석노태(壽石老苔) 아름다운 바위와 오래된 이끼 내원 ◎

제9영 화원소작(花園小酌) 꽃밭의 간단한 술자리 내원 ◎

제10영 풍계만음(楓溪晩吟) 단풍나무 계곡의 느린 노래 내원 ◎ ◎

제11영 층암비폭(層巖飛瀑) 켜켜히 바위와 날아갈듯한 폭포 내원 ◎ ◎

제12영 첩장제설(疊嶂霽雪) 켜켜히 싸인 산에 개인 눈 내원 ◎ ◎

제13영 북각관등(北閣觀燈) 북쪽 건물에서 바라본 등 내원 ◎

제14영 동루요월(東樓邀月) 동쪽 루정에서의 달맞이 내원 ◎ ◎

제15영 구지유어(龜池遊漁) 거북바위 연못에서 노니는 물고기 내원 ◎

제16영 홍교장수(虹橋漲水) 무지개 다리의 넘치는 물 내원 ◎

제17영 고류음정(高柳陰庭) 키큰 버드나무가 있는 그늘진 뜰 내원 ◎ ◎ ◎

제18영 장림호경(長林護境) 긴 숲의 그윽한 경치 내원 ◎

Ⅴ. 결론

본 연구는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윤덕영이 조성한 벽수산장을 대상으로 입지

특성과 공간구성요소 분석을 통해서 근대적 정원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

러나 벽수산장 권역은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제약요소

를 지닌다. 이에 『벽수산장일람』과 신문기사 등 문헌 자료와 당시 지도표현과의 

정합성, 과거 지도와 현재 지도의 매핑으로 공간 구축 과정과 구성요소의 현존 

위치를 파악했다. 벽수산장 권역의 공간적 특징과 정원조영기법에 대해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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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벽수산장 권역은 이질적인 공간 구성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양식 건물

인 벽수산장은 건립 시 지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켰으며, 구릉지에 입지하여 눈

에 띄는 외부과시형이다. 이때 정원은 건물의 형태와 조망을 가리지 않는 정형성

을 지닌 단순한 형태이다. 본채는 생활공간으로 한옥이며, 옥류동 계곡 인접 능

선으로 위요된 지점에 입지했다. 정원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후원과 중심건물인 

일양정 전면에 관상시설로 방형 연못을 도입했다. 이처럼 벽수산장 권역에는 이

질적인 형태의 양식 건물과 한옥이 공존하지만 각 정원은 건물 양식에 부합되도

록 조영했다. 그러나 분리된 이원화가 아닌 동선으로 연결성을 확보한 형태였다.

둘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구축은 근대시기의 건축재료에 해당하는 붉은 

벽돌과 다듬은 화강석의 결합을 활용했다. 입구 정문의 문주와 경계 조적담, 벽

수산장의 외장, 일양정의 기단에 붉은 벽돌과 화강석이 결합된 디자인적 통일성

을 보여준다

셋째, 벽수산장으로의 주 진입은 차량을 이용하며, 진입동선이 차량폭을 확보

하였고 건물까지의 도달길이가 길다. 이때 도로 양측에는 은행나무와 벚나무를 

열식하였다. 건물 전정에는 조망과 차량 통행을 배려한 관목과 잔디를 식재하였

으며, 연못 주변은 호습성인 버드나무를 식재했다. 남부수종이 심긴 화분을 특별

한 행사가 있을 시 가변적 요소로 도입하여 적극적인 공간 연출 도구로 활용했다. 

넷째, 벽수산장 권역의 정원과 외부에서 얻어지는 경관 향유 요소를 『벽수산장

일람』의 문집에서 찾을 수 있다. 윤덕영이 작성한 「일양정십팔영」을 보면 외부 경

관보다 내원의 정원구성요소의 비중이 높다. 본채는 자연 지형을 존중한 입지로 

자연물 향유에 대한 내용이 많다. 더불어 공감각적인 요소와 날씨 등과 같은 일

시적 경관도 향유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벽수산장 권역은 근대기술과 미감을 보여주는 양식 건물과 삶의 장소

로써 한옥이 구역은 다르지만 공존하고 있다. 영역성과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 

바위글씨도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윤덕영에 

대한 당시의 비난은 벽수산장 주변보다 본채에 정원요소가 더 많이 도입된 배경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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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는 현존하지 않는 정원 형태를 문헌과 도상 자료를 통해서 도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벽수산장 권역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근대정원 요소의 실

제적 분석이 후속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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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Modern Garden 
Landscaping with a Focus on Byeoksusanjang

Kim, Hai-gyoung 

A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nalyzed modern garden landscaping techniques by targeting the spa-

tial organization elements and garden of Byeoksusanjang(碧樹山莊), which was built in 

the area of 47 Ogin-d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irst, although modern buildings and Hanok coexist within the Byeoksusanjang area, 

the garden was built in a way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ilding. A typical garden, 

which considered the vehicle movement line, was adopted for Byeoksusanjang, and a rear 

garden and a pond were built for the Bonchae, which is in the style of a Hanok.

Second, the modern building material of red brick, in the form of a combination with 

polished granite stone, maintained the unity of the design by being applied to the masonry 

wall connected to the front gate, the exterior of the Byeoksusanjang, and the length of the 

Ilyangjeong(一陽亭).

Third, the planting method involved the row-planting of Ginkgo biloba and Prunus 

yedoensis on both sides of the access road; Zoysia spp and trimmed Juniperus globosa for the 

front garden of Byeoksusanjang; and a natural tree belt for the boundary. Flower pots were 

used to achieve particular sceneries. Fourth, the landscape elements enjoyed at the By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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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jang can be found in the records of the 『Byeoksusanjangilram(碧樹山莊一覽)』. 

There are many garden elements within the wall, as well as a variety of natural elements. 

Furthermore, it includes synesthetic experience and temporary scenery.

The present researcher hopes that actual follow-up analysis is carried out regarding the 

modern garden elements by conducting excavation surveys in the Byeoksusanjang area.

Keywords: modern garden, Ilyangjeong, modern material, enjoyment of the scenery, 

plan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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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벽수산장으로 본 근대정원의 조영기법 해석

김해경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조영된 벽수산장(碧樹山莊)의 공

간구성요소와 정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근대정원의 조영기법을 분석했다.

첫째, 벽수산장 권역 내 양식 건물과 한옥이 공존하지만 정원은 각 건물특성에 

부합하는 형태가 조영되었다. 벽수산장에는 차량동선을 고려한 정형적 정원이 

도입되었고, 한옥인 본채에는 후원과 연못을 축조했다. 둘째, 근대 건축 재료인 

붉은 벽돌은 다듬은 화강석과 결합한 형태로 정문과 연계된 조적담, 벽수산장 외

장, 일양정(一陽亭) 기단에 도입되어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했다. 셋째, 식재 기법

은 차량진입도로 양측에 은행나무와 벚나무의 열식, 벽수산장 전정은 잔디와 전

정된 옥향, 경계부는 기존 수림대를 활용했다. 특정 경관 연출을 위해 화분을 활

용했다.넷째, 벽수산장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경관요소는 『벽수산장일람(碧樹山莊

一覽)』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담장 안의 정원요소가 많으며, 자연적인 요소가 

다수를 차지한다. 더불어 공감각적 체험과 일시적 경관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벽수산장 권역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근대정원 요소에 대한 보다 실제

적인 분석이 후속되길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