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정원양식의 변천

1. 회유임천식정원(정원 중심부에 못파고 섬만들어 다리놓고 섬과 못주위를 돌아다니며 감

상하는 정원양식, 불교 정토종의 영향으로 침전조,정토정원등장)

* 침전조- 침전조 건물에 어울리는 정형화된 정원(지천양식, 홍교,평교)

* 정토정원 - 불교의 극락정토를 묘사

* 心자형 연못등 새로운 형식이 등장

2. 축산고산수 정원(14C, 물대신 돌이나 모래로 바다나 계류를 나타내고, 수목을 다듬어 먼

산을 상징수법), 대덕사,대선원

* 불교선종의 영향, 실제 경관을 사실적묘사, 수목의 사용(생장이 느린 상록활엽수)

3. 평정고산수 정원(15세기후반, 물과 식물은 사용하지 않고 왕모래, 정원석,이끼 만으로 정

원을 꾸밈)

* 불교 선종영향, 극도의 상징화,추상화,축석기교가 최고로 발달

4. 다정(16세기, 다도를 위한 다실에 이르는 로지를 중심으로 한 좁은 공간에 꾸며지는 일종

의 자연식정원,)뜀돌, 포석,수통,회경청숙,남방록

* 불교 선종의 수행방법중의하나인 다도의 영향, 와비와 사비의 이념을 본위로하여 완성됨,

다도를 하기 위한 실용적인 면 중시함

◈ 다정의 공간구성과 공간구성요소

* 상록수선호(변화가 없기 때문에)

* 입구-징검돌과자잘길(동선유도,이동속도조절,산길연상)

* 휴게장소-수반(쑤쿠바이)

* 석등-산사의 정숙한 분위기 연출

* 다실-입구를 낮게하여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과 속세와 인연을 끊음을 의미한다.

5. 회유식(원주파임천형)정원

* 임천+다정, 소굴원주가 실용적인 면과 겸하여 복잡화려하게 창안한 임천식정원으로 자연

주의적 정원

6. 축경식(자연풍경의 일부를 정원에 그대로 축소)

◉ 일본역사의 시대구분과 정원양식

1. 비조(아스카)시대(593-700)-612년 백제 노자공이 궁남정에 수미산과 오교를 만듦(일본서

기의 기록:정원에대한 현존 최고의 기록)

2. 내랑(나라)시대(710-792)-왕궁인 평성궁에 곡수연을 위한 곡지가 발견됨



3. 평안(헤이안)시대전기(793-966)-해안풍경을 본딴 정원(하윈윈,육조원), 신선사상을 배경으

로 한 정원(대각사정원,신천원:수렵원이고 사교장,조우전의후원)

4. 평안(헤이안)시대후기(967-1191)-불교식 정토사상의 영향으로 회유임천식 정원양식의 성

립

* 침전조정원-일승원정원, 동삼조전정원

* 정토정원-평등원정원,모월사정원

◈ 작정기 - 침전조 정원양식에 관한 기록(건축물 앞뜰에 만들어진 못 주변에 돌을 세우고

못가장자리나 바닥또는 유로에 자갈을 깐다. 수계나 지형을 이용하여 폭포만들고 야리미즈

를 통해 물을 못에 공급한다. 방위에 따라 나무를 심고 식수시 음양오행설을 따라 식재한

다.)

5. 겸창(가마쿠라)시대-남북조시대(1192-1333)-겸창시대에 선종의 전파로 정원양식에 영향을

미침나 남북조시대에 까지 정토정원과 선원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

* 정토정원-정유리사정원,칭명사정원,영보사정원

* 선종경원-서천사정원,서방사정원,남선원정원

◈ 정토정원과 선종정원의 차이점-정토정원은 본당앞에 풍경적인 원지가 전개되나 선종정

원에서는 이것이 본당 안쪽으로 후퇴하여 앞뜰이 좁고 길며 정형적인 평면구성으로 사찰의

사정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정토정원은 평지에 꾸며졌으나 선종정원은 내부의 구릉

지를 택하여 지어 정원에 입체성을 부여하였다. 정토정원은 종교적인 이상향을 지상에 직접

구현한 것으로 사원 전체가 정원경관에 직접관련되나 선종정원은 일상의 종교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소로서 단독으로 계획되었다. 정토정원은 남대문-홍교-중도-평교-금당으로

이어지는 직선상 축에 의해 양단되는 터가르기이나 선종정원은 총문-산문-불전-법당-침당

이 일직선에 배치된 정형식

◈ 몽창국사-겸창,실정시대의 대표적 조경가,선종정원의 창시자, 정토사상의 토대위에 선종

의 자연과표현, 대표적정원(서방사정원:고산수정원,영보사정원,서천사정원,천룡사정원)

7. 실정(무로마찌)시대(1334-1573)-선종의 영향으로 고산수정원의 형성, 정토정원계속유지

* 정토정원 : 천룡사정원,녹원사(금각사),자조사(은각사)정원

* 고산수정원 : 축산고산수정원(대덕사,대선원), 평정고산수정원(용안사,방방,석정)

8. 도산(모모야마)시대(1576-1651)-삼보원정원과 이조성정원: 호화로운 정원석과 나무등 과

다한 정원재료를 써 위압감(집권자)

* 다정출현(대덕사의 다정)

* 다정은 천리휴류와 소굴원주류의 두종류로 대별

◈ 천리휴류와 소굴원주류의 양식비교



* 천리휴류 : 초암풍의 다정양식, 다정의 분위기를 가급적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자연속의

단편적인 경관에서 대자연 정취를 느끼게 한다.(불심암정원)

* 소굴원주류 : 조경수목에 인공을 가해 외관상 곱게 보이도록 한 것, 직선, 인공적인 곡선,

(대덕사, 고봉암정원)

9. 강호(에도)시대(1603-1867)- 무인의 호화로운 정원과 다정의 혼합양식, 회유식정원과,축경

식정원의 출현

* 회유식정원(가쓰라이궁원,수학원이궁원:차경적요소중요시), 강산후락원(곡수식다정)

10. 명치시대(메이지)시대이후 - 서양식정원의 도입, 신숙어원, 적판이궁원,히비야공원(일본

최초의 서양식공원)

◉ 고산수정원

-돌이나 모래로 바다나 계류를 나타낸다

-다듬은 수목으로 산봉우리나 먼산을 상징한다

-초기의 묵화적인 산수를 사실적으로 취급한것으로부터 점차 추상적인 의장으로 변해간다.

-상징적이고 회화적이며 신선사상과 북종화에 영향을 받는다

◉ 고산수정원성립배경

-중국의 수묵화영향으로 산수를 사실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추상적인 의장

으로 기울어져 갔다.

-선사상의 영향으로 고산수수변이 태어나지만 그 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여전히 정토

사상이고 신선사상이다

-선사상이 정원축조의 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쳐 경관의 상징화 내지는 추상화의 경향이 나

타났다.

-잦은 전란으로 인해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져 정원면적이 축소되므로 새로운 조경양식이

요구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