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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조선시대 별업형 별서는 지세가 넉넉하고 비옥한 들과 

산세가 수려한 곳에 조성되었는데, 특히 한양을 중심으

로 근기(近畿) 지방에 주로 유행하였다.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적 장소는 기록이 함께 현존하는 경우와 장소는 사

라지고 기록만 전하는 경우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장소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지역성에 근거한 컨텍

스트(Context)와 시간적인 맥락을 간과할 수 없다[1].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동회별서(東淮別墅)의 

역사와 연혁을 살피고, 별서를 확장하였던 변화과정과 

공간구조를 추적하여 추후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의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DB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기록 의해 동회별서로 추정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자하였으며,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

사는 김은정(2009)의 학위내용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

전종합 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진행하였고, 

동회별서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 동회별서 관련 문헌에

서 출현하는 지명이름을「동여도(東輿圖)」나『신증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조선시대 지리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익성의 선영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신익성의 ｢백운루도(白雲樓圖)｣에 그림으로 묘사

된 내용과 기문에 표현되는 경관요소를 살펴 공간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타, 동회별서 관련 현장자

료 수집을 위해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하고, 관계자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동회별서의 위치추정

  동회(東淮)는 1627년부터 신익성(申翊聖, 1588〜1644)

이 선영(先塋)으로 조성한 이수(二水, 지금의 양수리) 일

원을 말한다. 동회별서의 시작이 되는 선영의 위치는 현

재 문헌을 통해 대략적으로만 추정할 뿐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용문산의 서측에 위치한다

는 기록[直龍門山白雲峯之西], 정숙옹주의 묘소가 봉안역 

사부촌 일원이라는 기록[貞淑翁主墓下有奉安馹田], 수종

사 스님이 자주 왕래한 기록[知爾多年住水鐘 水鐘高似着

房蜂], 신익성이 중은사 주변에 기거한다[東淮所居 有中

隱寺, 白雲樓]는 등의 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대상지를 한정해 보았다. 기문을 바탕으로 한 선영의 위

치는 남양주 조안면 조안리와 송촌리 일대가 가장 유력

하였으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 일대가 선영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 그림 1. 신익성의 선영으로 추정되는 장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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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낙전당(樂全堂)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이수(二水, 지금의 양수리) 지역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회별서의 

일원에 대해, 기문(記文)과 지리지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회지역의 선영을 중심으로 확장

되는 공간개념과 백운루 일원의 공간분석을 통해 동회지역의 장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증으로, 추후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한 기

초자료를 남기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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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평산 신씨 문중은 김포에 선영을 두고 있으나, 신
익성의 부인인 정숙옹주(貞淑翁主, 1587∼1627)에 이어 
부친 신흠(申欽, 1566∼1628)이 세상을 떠나자 이곳에 
장사를 지내고 그 일대를 선영으로 삼고자 계획적으로 
정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는 이수지역을 ‘동회(東淮)’라 명명하고, 본인의 자(字)와 
호(號)로 삼아 ‘동회’일원을 본인과 동일시하였다[2].
  신익성의 별서가 선영을 중심으로 주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별업형 별서라 하겠다. 별서는 
구조상 본제(本第, 안채가 있는 살림집)를 두고 있는데 
신익성의 본제는 조선 초한성부의 명례방(明禮坊, 현재 
명동)에 위치하였고, 선영이 있는 거리까지 70리(약27.5
㎞)로 하루에 왕래가 가능한 거리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제에서 부모님을 모신 별업을 가기위한 이동수단으
로는 배편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광진나루, 두미나루를 
지나 이수(二水)에 도착하였다.
  동회별서는 신익성 사후 6년을 넘기기도 전에 퇴락하
였으며, 현재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다만 과거 동회지
역에 모셨던 신흠의 묘소는 현재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일원으로 옮겨져 전해오고 있다.

2. 동회별서의 공간범위

  신익성의 낙전당집(樂全堂集), 만록(漫錄), ｢신도
비명(神道碑銘)｣, 기타 동회별서와 관련한 기록을 통해 
신익성이 별서를 경영한 공간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다.
① 미리 정해두었던 선영에 부친을 모시고 망모당(望慕

堂)이라는 여막살이용 초가를 짓고, 묘소 주변을 정비
하는 행위에서 동회 일원의 첫 별서경영으로 볼 수 있
다. 이후 3년 상을 마친 뒤 선영을 찾으면 묵어갈 요
량으로 기백당을 건립하였다.

②  다음으로 강변의 언덕 위에 창연정(蒼然亭)을 세우고 
주변 풍광을 팔경(八景) 으로 집약하여 의미론적 소유
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③ 그리고 선영이 위치한 장소의 북측 계곡으로 추정되
는 왕손곡(王孫谷) 일원에는 백운루(白雲樓)와 정원을 
조성한 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본체가 위치한 명동에서 동회지
역까지 거동함이 불편하여 중간지역에 청백당을 짓고 
선친의 묘소를 찾아갈 때 중간거처로 사용하였다.

  신익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의 항복을 계기로 동회로 
귀전(歸田)하였다. 그 이후 동회별업의 모습이 완성되었
고, 용진의 창연정과 왕손곡의 백운루 일원까지의 공간
을 확보하여 그 일대를 경영하였다. 또한 말년에 청백당
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유관련 기록을 통해 당시 신익성
의 선영을 중심으로 한 별서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3.「백운루도」에 나타난 정원 공간분석

  백운정 일원의 경관을 기록한 ｢은병기(隱屛記)｣와 실
사로 그린 ｢백운루도｣를 중심으로 백운루 일원에 나타난 

경관요소는 다음과 같다.   
  계곡으로부터 상지(上池)에 물을 유입, 하지(下池)에 
연꽃을 식재, 지형의 경사면을 정지하여 축대를 쌓고 초
가와 기와건물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주변에 
수석(樹石)을 배치하고, 가파른 절벽에 ‘隱屛’이라는 각자
를 새기는 등의 조영과정을 통해 정원을 완성해 갔던 것
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① 초가 2채 ⑤ 사각형 방지(연꽃)
② 기와 2채, 초가 1체 ⑥ 저류지와 목교
③ 초가 2채 ⑦ 절벽부에 각자(은병)
④ 사각형 방지

▶▶ 그림 2. 신익성의 ｢백운루도｣에 나타난 경관요소

Ⅳ. 결론

  동회별서는 선영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건축물을 조성
하고, 팔경과 정원을 경영하여 별서의 장소성을 강화하
는 등 의미론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성격에서 조선후기에 
유행하게 되는 별업형 별서의 대표적 본보기상이라 하겠
다. 본 연구에서는 신익성이 별서를 확장하였던 변화과
정과 공간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도출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문에서 언급하는 장소와 고지도의 지명의 비
교를 통해 동회별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에 
위치한 것(두물머리 서측)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둘째, 신익성이 경영하였던 별서의 공간은 ① 봉안역 
주변에 선영 일원, ② 북한강 끝자락 강변 언덕에 창연정 
일원, 셋째, 왕손곡 계곡에 백운루 일원, ④ 덕연(현, 남
양주 덕소)지역의 청백당 일원, 4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셋째, ｢백운루도｣에 나타난 공간구조는 계곡부에 건물
을 축조하고 경점에 해당하는 장소에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정원을 조성한 것에서 선영과 관련한 별업의 
기능보다 문화적 교유처로의 별장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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