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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속의 낙원

고산 윤선도 원림

윤선도 원림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 양식을 하고 있다. 윤선도 선생이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제주로 향하던

중 이곳의 절경에 매료되어 머물게 되었으며

『어부사시사』 등 주옥같은 한시가 이곳에서 창작되었다.

고산은 보길도의 산세가 피어나는 연꽃을 닮았다하여 부용동이라 이름 지었다.

그는 우선 섬의 주봉인 격자봉 밑에 낙서재를 지어 거처를 마련했다. 조그마한 세채의 기와집을 동쪽

과 서쪽, 그리고 중앙에 짓고 기거했다. 그는 85세 낙서재에서 삶을 마치기까지 보길도의 곳곳에 세연

정, 무민당, 곡수당,정성암 등 모두 25채의 건물과 정자를 짓고 자신만의 낙원인 부용동 정원을 가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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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동 정원은 고산이 직접 조성한 생활공간이자 놀이공간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별서정원에 해당한다. 누

정이 누각과 정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면, 별서는 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을 말한

다. 고산의 ‘어부사시사＇는 이 같은 별서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오늘날 남아 있는 부용동 정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거처하는 살림집인 낙서재 주변과

그 맞은편 산 중턱의 휴식공간인 동천석실 주변, 그리고 부용동 입구에 있는 놀이의 공간이라 할 세연정 주변이

다. 이처럼 윤선도는 당쟁으로 시끄러운 세상과 멀리 떨어진 자신의 낙원에서 마음껏 풍류를누렸다. 여기에서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의 소박한 생활을 창의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주차장 : 이용가능(세연정)

편의시설 : 전용화장실

휠체어 이용가능(보호자 동반시)

낙서재 곡수당

동천석실

시외버스 기차 항공 연안여객선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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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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