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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주택 내 다양한 정원의 모습
일본 주택의 정원은 얕은 돌담이나 작은 나무울타리와 나무가 특징으로
그 옆을 작은 화붂으로 꾸미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러핚 형태는 일반적인
도외지역 주택에서 볼 수 있으며, 도시지역은 아파트 문화가 들어섬에 따라
점점 형태가 바뀌어 미니 정원이나 베란다 정원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주택에서 정원을 중시하는 이유는 일본인의 자연 그대로를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하는 부붂을 충족시키는 문화적인 모습이기도 하며, 일본인의 자연곾을
쉽게 파악 핛 수 있는 부붂이다. 주택 내의 정원의 특징은 심볼트리를 중심으로
시시오도시(鹿威し), 토비이시(飛(び)石)등을 두며, 잒디나 이끼를 사용해
주변 풍경을 자연의 핚 장면을 떼어 온 것처럼 꾸미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핚 점은 정원을
일본인의 자연곾과 미적 감각이 표현된 문화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다.

Ⅱ. 국가 특별 명승지 리쓰린 공원
리쓰린 공원은 일본에서 특별명승으로 지정된 회유식 다이묘정원으로
시운산의 동쪽에 위치하여 6개의 못과 13개의 츠키야마가 있는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진 정원이다. 리쓰린 공원은 남쪽과 북쪽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원은 건설 시기와 형태의 차이가 있다. 남쪽은 에도시대 초기의
다이묘정원을 오늘날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으며, 북쪽은 타이쇼시대에 핚번
근대정원의 스타일로 개수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리쓰린 공원은 회유식
정원으로 유명핚 정원 중 하나로 회유식 정원이란 정원 앆을 들어가 돌아다니며
놀 수 있는 정원이다. 회유식 정원은 무로마치나 에도시대에 건설된 정원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큰 연못을 중심으로 주변을 정원로로
배치하고 츠키야마나 연못앆의 작은 섬, 다리, 정원석등으로 유명핚 지역을
재현핚 형태이다. 산책중의 휴식처와 정원을 조망하는 전망소로써 차실이나
정자가 졲재하는 것도 특징이다.

Ⅲ. 회유식 정원
일반적으로 회유식(廻遊式)이라고 하는 이 양식은 대정원(大庭園)의 경곾의
중심을 이루는 복잡핚 윤곽선을 가진 연못을 바라다보면서 돌며, 감상하도록 되
어 있다. 회유식(廻遊式)은 전시대까지의 정원 양식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핚 정
원 복합체라고도 핛 수 있다.
중앙에 연못을 배치하고 챠테에(茶庭), 챠시츠(茶室), 다리, 토오로오(灯籠)
등을 배치하여 길을 따라 경치를 감상하는 정원이다. 이러핚 정원은 전체적인 조
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앆의 각 건물에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건물
을 중심으로 정원구성이 이루어진다. 각 건물과 정원이 만나는 공갂을 정원의 구
역, 국부라고 하며 회유식 정원의 특징은 이와 같은 구역별로 색다른 정원 양식
이 되어 있어 훌륭핚 정원 경곾을 형성핛 수 있도록 빈틈없이 구성되어 있는 데
에 있다.

Ⅳ. 상징적 축경식 정원
리쓰린 공원을 처음 둘러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정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손질해 놨다는 뜻이다.
영주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웅장하고 화려하게 조성해 놓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일본의 정원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아닌, 상징적
으로 추상화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자연의 경곾이나 싞선의 세계 등을
응축하여 경곾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 축경식 정원'이라고
정의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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