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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전북 남원 몽심재의 공간구성과 정원 조형언어의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특히 정원내 존치된 거석과 연당내 바위글씨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호(堂號) 「몽심재(夢心齋)」에는 죽산(竹山) 박씨(朴氏) 중시조인 송암(松菴) 박문수(朴門壽)의 귀거래

(歸去來)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선비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사랑마당에 조성된 연당(蓮塘)은 몽심재의 

조영자 ‘연당(蓮堂) 박동식(朴東式)’을 상징하는 정원시설이며, 후원과 연결된 대나무동산은 몽심재 주인의 

본관(本貫) ‘죽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의도는 화계(花階)를 통해 외원(外園)을 정원 내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있음에서도 엿보인다. 사랑채의 좌향은 축좌미향(丑坐未向)인데 비해 안채와 대문채는 서쪽으로 

편향 배치시킨 것은 연당으로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랑마당에 존치된 거석으로 인한 폐쇄감을 

완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원요소로 적극 활용된 3기의 거석에 음각된 바위글씨 ‘존심대(存心臺)’는 이곳이 남원 입향조 행촌

(杏村) 박자량(朴子良) 이래 남원 홈실에 정착한 죽산 박씨가 ‘수심 양성의 터’임을 일러주며, ‘정와(靖窩)’는 

몽심재의 3대 가주(家主) ‘정와 박해창(1876~1933)이 거처하는 편안한 집’임을 알리는 낙관(落款)으로 이해

된다. 연당내 중도(中島)는 절삭(切削)된 정사각형 형태로, 수위에 따라 ‘섬’ 또는 ‘디딤돌’의 2가지 용도로 활용

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중도 측면에 새겨진 바위글씨를 통해 연당의 명칭이 ‘천운담(天雲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안 마감석에 새겨진 바위글씨 ‘임리(臨履)’는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항상 자신의 처신에 

신중을 기하는 올곧은 선비가 되라’는 뜻을 함축하며, ‘정축(渟滀)’은 죽산 박씨의 재화가 영원히 머물기를 희구

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덧붙여 ‘천창애(千蒼崖)’는 후원 화계와 연계된 대나무숲을 ‘하늘로 치솟은 푸른 대나무 

숲 언덕’에 비유하는 것으로 ‘곧은 성정으로 욕심을 비우자’는 가주의 가치관이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거석과 연당에 바위글씨는 몽심재와 주인 죽산 박씨가 올곧은 성정과 하늘의 도움으로 충만한 

부귀를 지속하라는 염원을 담는 상징적 조형언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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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집을 짓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행위를 넘어 집단적 창조행

위로, 한 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 표출된다(Amos Rapoport 

1985; 이경태 2011). 주거공간의 조영은 한 시대의 문화를 

공유하고 형성해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이 반영된 유구(遺

構)로 한옥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공간은 문화의미에 충만

한 유형·무형의 문화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질서의 흐름

(신상섭과 곽병화 1991: 31)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과 

정원이란 단지 생활을 위한 단순 형태가 아닌, 자아와 가족

의 확장이며, 삶이 이루어지는 고유한 세계의 이상향으로, 

그 이상향의 모상(貌相)은 일정 집단의 우주적 질서로 표상

(表象)된다 할 수 있음으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집과 정원은 

소우주적 가치로 평가되기도 한다(김소영 2010: 197). 그러

나 가옥은 물론 정원의 질서와 의미가 항상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문화적 성찰과 탐구가 

요구되곤 한다. 

전북 남원 수지면 호곡리 홈실에 위치한 중요민속문화재 

제149호인 ‘남원 몽심재(夢心齋)’는 조선 후기 상류 민가주택

의 전형적 형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가옥이다. 몽심재는 죽

산(竹山) 박씨(朴氏) 연당 박동식(蓮堂 朴東式: 1763~1830)

이 정조24년(1800년) 본가에서 독립하여 건립한 고택의 사

랑채로 전라북도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전통적 민가정원

이다(대한건축사협회편, 2005). 몽심재는 역사경관연구회

(2008) 발간, 한국 「정원답사수첩」에서 남원 광한루원, 정읍 

김동수 가옥과 함께 전북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소개되고 있

지만 정작 ‘남원 몽심재’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재실(齋

室)’ 또는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된 민가’ 정도로 알려지고 있

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몽심재에 대한 건축 및 조경학적 연구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며 단지 민가정원 또는 전통민가의 하나로서 소개(정

재훈, 1996; 주남철, 1999; 대한건축사협회, 2005)되거나 비

교연구 대상(강인애, 2005; 윤영일, 2010; 정정남, 2004)으로 

등장하는 정도이다. 2007년 문화재청 발간, ‘한국의 전통가

옥: 남원 몽심재’ 기록화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자료로 몽심

재의 일반 환경 및 안채 사랑채를 포함한 건축특성과 마당, 

연당, 담장과 화단 그리고 석물, 장독대, 배수로 등 물리적 요

소의 외형과 조경 특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통정원으로서

의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전통 민가정원으로서 중요

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남원 몽심재의 정원의장과 조형의미

를 밝힘으로서 전통정원으로서의 특성과 가치를 구명하는 

것 또한 전통조경적 측면에서 매우 긴요한 연구라고 생각한

다. 이에 본 연구는 몽심재의 입지 및 조영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정원 내 주요 시설과 의장 그리고 거석과 연당에 새긴 

바위글씨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몽심재 정원의 특성과 조

형에 담긴 의미 등을 추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현재의 몽심재 내부 정원 상태를 중심으로 파

악하였으며 입지적 특성은 몽심재 외부의 형국과 조망특성

으로 확장하고 문헌 및 위성사진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립배경 및 입지 좌향적 특성

둘째, 주요 정원의장의 형식과 구조 

셋째, 바위글씨의 해석을 통한 정원 조형언어의 의미

탐색 등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 실측조사 그리고 인터뷰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는 연구논문과 민가건축자료 등

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항공사진 및 실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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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때 개산군(介山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죽주(竹州)로 고치고, 조선태종13년(1413년)에 죽산(竹山)으로 개칭

하여 감무(監務)를 두었다. 고종32년(1895년) 군이 되었다가 1913년 원일면(遠一面)과 근삼면(近三面) 일부는 용인군에 합해 지고 나머지 지역은 안성군에 합해졌다.

02  조선 개국 후 아들 박포가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대항하다가 참수 당했다. 당시 박문수의 손자인 박자량이 전라관찰사였는데, 숙부 박포의 사건에 연루되자 벼슬

을 떠나 처가가 있던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초리에 서당을 세우고 은거했다. 박문수는 오로지 고려 유신의 절개를 변치 않는다는 일념 아래 부모가 점지하신 이름까지 

고쳤다. 원래는 처음의 이름이 박문주였으나, 만수산 두문동에 들어가 순절할 뜻을 정하고 두문에서 ‘문’자를, 만수에서 ‘수’자를 따서 ‘문수’라고 개명한 것이다(http://

namwon.grandculture.net).

등은 문화재청(2007) 발간, ‘한국의 전통가옥: 남원 몽심재’ 

기록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현장조사는 가옥 주요부와 누마루 등 정원내 주요점에서 

경관성 및 조망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랑채 안마당의 

바위와 연당에 새겨진 바위글씨 등의 크기를 측정하고 사진 

촬영하였으며 금석문 및 서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바위글

씨를 분석·해석하였다. 또한 몽심재의 정원평면도를 재작

성하고 정원 식재식물을 기입하였다. 한편 인터뷰는 2013년 

5월 현재 거주자이자 조영자 박동식의 7대손인 박인기(75세)

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건립배경과 당호로 본 조형언어

죽산(竹山)은 경기도 용인시와 안성시 일부에 속해있던 

옛 지명으로01 죽산 박씨는 신라왕족의 후예로 경명왕(景明

王)의 넷째 왕자인 죽성대군(竹城大君) 언립(彦立)으로부

터 문호(門戶)가 열렸다(http://www.juksanpakssi.kr). 「죽

산 박씨족보」에 따르면 언립의 아들 기오(奇悟)가 왕건을 

도와 고려창업에 공을 세우고 태조때 삼중대광태보(三重大

匡太保)에 올라 죽주백(竹州伯)에 봉해지고 식읍(食邑)으

로 ‘죽산(竹山)’을 하사받아 후손들이 죽산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당호인 몽심재는 공민왕 때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반대하

고 고려왕조에 끝까지 충절을 지키고자 개풍군 광덕산 서쪽 

기슭인 두문동에 은거한 문하시중이자 72현(賢)의 영수인 충

현공(忠顯公) 송암(松菴) 박문수(松菴 朴門壽: 1342~?)02의 

정신을 추모한 당호이다. 죽산 박씨 충현공파 중 몽심재와 

관련된 주요 인물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 표 1 】 몽심재 관련 죽산 박씨 주요 인물

구분 인물 주요사항

始祖 竹城大君 朴彦立

中始祖 44세 松菴 朴門壽(1342~?) 杜門洞 72賢의 영수(忠顯公)

박문수의 손자 杏村 朴子良
전라도관찰사, 

남원 입향조(조선 태종)

智隱堂 朴時采 홈실로 이주(조선 영조)

박문수의 18대손 蓮堂 朴東式(1763~1830) 몽심재 건립

19대손 松谷 朴周鉉(1844~1910) 몽심재 2대 주인

20대손 靖窩 朴海昌(1876~1933)
바위글씨 靖窩의 대상인물, 

남원 3대 만석꾼으로 성장

건립자의 7대손 박인기 現 거주자

【 사진 1 】 주련과 편액을 통해 본 ‘夢心’(자료 : 필자 촬영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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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견두산은 산봉우리의 형태가 범의 머리와 흡사하여 호두산(虎頭山)이라 불렀는데, 일제강점기 국토세부측량 당시 좋을 호(好)자 호곡(好谷)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전라

감사였던 이서구(李書九:1754~1825)가 남원을 방문하여 남쪽의 호두산에 어려 있는 호랑이 정기가 너무 강하니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바꾸고 호곡리(虎谷里)를 호곡

리(好谷里)로 바꾼 후 광한루 옆에 호랑이상(虎石像)을 세워 호두산을 바라보게 하여 호랑이 기운을 대항하게 하였다(조용헌, 2002).

04  몽심재는 옆으로 누운 호랑이 턱 아랫부분에 해당하고, 몽심재 대문 바로 앞에 길게 누워 있는 안산이 호랑이의 꼬리로 본다. 몽심재와 같이 안산이 지척에 있는 경우가 

드물며, 더구나 좌청룡이 동시에 안산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한다(조용헌, 2002; 역사경관연구회, 2008). 이 경우 자기 본신에서 분기한 청룡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가면서 안산을 형성한다.

몽심재라는 당호는 송암 박문수의 시에서 유래했다. 송

암의 시 중에 “마을을 등지고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는 도연

명(元亮)이 꿈꾸고 있는 듯하고 산에 오르니 고사리는 백이, 

숙제의 마음을 토로하는것 같구나(隔洞柳眼元亮夢 登山嶶

吐伯夷心)”라는 대목의 첫줄 끝 자인 ‘몽(夢)’자와 둘째 줄 끝 

자인 ‘심(心)’자를 따서 몽심재(夢心齋)라 칭하였다(배경옥, 

2009: 18). 사랑채인 몽심재에는 몽심재 현판과 함께 주련에

는 <사진 1>과 같이 송암의 시가 게판되어 있다. 따라서 당호 

몽심재에는 송암의 귀거래(歸去來)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이 담겨 있다. 

몽심재란 당호에는 대의명분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

로 가시밭길을 택한 선비의 각오가 묻어나는 건물명이다(조

용헌, 2002: 147). 현재 몽심재 배후 구릉은 이대(Pseudosasa 

japonica)가 우점하는 대나무숲을 이루고 있으며, 몽심재 사

랑채 안마당 한켠에 조성된 연당(蓮塘)은 각각 입향조나 조

영자 그리고 현 거주자의 본관(本貫) ‘죽산’과 몽심재의 건립

자의 아호인 ‘연당(蓮堂)’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죽산은 

죽산 박씨를 표상하는 공간이며 연당은 조영자 박동식을 상

징하는 기호(記號)로 자리매김 된다.

2. 입지 및 좌향적 특성

좋은 집터의 선정은 오랜 정주적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산물로 그 이론적 토대는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하

는 자연철학적 이론[理氣論]과 지세와 입지에 대한 형국(形

局)을 위주로 보는 자연지리적 이론[形氣論]으로 대별된다. 

몽심재의 입지는 북에서 남으로 경사진 터에 전면은 개울이 

흐르는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으로 풍수학에서 길지로 알려

진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이곳의 백호는 매우 약한 반

면, 청룡의 맥이 길고 튼튼해서 풍수가에서는 ‘청룡장(靑龍

藏)’이라고 부른다. 몽심재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내려오는 

지맥이 견두산(犬頭山)03을 거쳐 그 끝자락이 호음실에서 멈

추는데 혈처에 위치해 있다. 이는 옆으로 누워 있는 호랑이 

턱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호두혈(虎頭穴)04로 해석되는데 이 

때 안산을 호랑이 꼬리로 본다. 이렇게 견두산의 호랑이 정

기가 호곡리를 거쳐 마지막으로 뭉친 터가 이 지점이기 때문

에 홈실이 남원 4대 양택지로 거론되고 있다(조용헌, 2002). 

몽심재의 건물배치가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된 이유는 안산(案

山)이 아주 가깝다는 점이다. 몽심재 안산의 모습이 아미사

(蛾眉砂)와 비슷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조용헌, 2001). 집 앞

의 안산인 아미산은 초승달 형태로써 여자 후손에게 복이 많

을 형상이라 한다<사진 3 참조>.

【 사진 2 】 몽심재의 부감경관 (자료 : 문화재청, 2007, 5~6쪽 재구성)

a. 전면에서 본 몽심재

b. 후면에서 본 몽심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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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의장의 형식과 구조

1) 공간구성

대문채에 들어서면 사랑마당과 사랑채[몽심재]가 눈앞에 

보이고 그 앞에서 거석이 존치되어 있다. 대문채의 동편에 

연당과 외부경관 감상을 위한 요요정(樂樂亭: 論語 雍也篇 

知者樂水 仁者樂山 차용)이 위치해 있고 몽심재 동편에 있는 

중문채를 지나면 안마당과 안채가 전개된다. 안채 뒤의 후원

에 2개의 단이 있는데 1단은 채원과 2단은 유실수를 식재한 

화계를 조성하였다. 현재는 그 흔적만 남아있고 그 뒤로 죽

림이 펼쳐져 있다. 

전체적인 축선상 특이한 점은 사랑채인 몽심재의 좌향

과 대문채의 좌향이 일치하지 않고 편향되어 있는 점이다. 

즉 몽심재는 축좌미향(丑坐未向)인데 비해 안채나 대문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 정도 서쪽으로 편향하여 

배치됨으로써 다른 건물과 다른 별도의 축선을 형성하고 있

다. 이는 여성의 공간인 안채를 드러내지 않게 한 배려이기

도 하지만 사랑채가 이와 같이 좌향됨으로써 원래 편심(偏心)

된 조망의 초점인 연당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는 동시에, 

정원의 입구인 대문채에서 보았을 때는 거석의 존재로 인

한 답답함을 완화시키면서 거석의 상징적 의미를 정원 조영

의 주요 모티브로 전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이든 몽심재 조영시 기존 바위의 존치를 원칙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바위의 존재는 몽심재 조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비교적 안산인 아미산이 근접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각적 폐쇄감을 감쇄시키고 연당의 수면을 완상할 목적으

로 특이하게 사랑채를 기단상부까지 최대 2.03m 높이의 석

축 기단 위에 배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대문채 옆에 

요요정으로 불리는 2.8m × 2.8m 규모의 누마루를 대문채에 

연이어 조성하였다. 

연당 주변에는 은행나무 한 주, 청단풍 한 주가 있으며, 남

쪽 담장 주변에는 소나무 한 주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연지 

주위에는 여러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여름에는 빨간 배롱

나무 꽃이 운치를 더해준다. 

또한 사랑채 기단부에 식재되고 있는 국화(Chrysanthemum 

spp.)는 조성 초기의 식재 식물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

(晋)나라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시 중 “彩菊東籬下 

悠然見南山(동쪽 울타리에서 국화꽃을 따며 할 일 없이 남산

을 바라보니)”을 연상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는 ‘몽

심’에서 상고(尙古)되는 ‘원량(元亮)’ 즉 도연명의 귀거래 및 

안빈낙도 정신과 맞닿아 있다.

【 사진 3 】 아미사(蛾眉砂) 형태의 안산
(자료 : http://map.daum.net 재구성)

【 그림 1 】 사랑채와 대문채의 축선
(자료 : 문화재청, 2007, p.3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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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는 넓은 사랑마당과 높은 축대 위에 위치하고 있으

며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다듬은 자연석을 6벌대로 허튼

층쌓기를 하였다. 그 위에 다시 단을 두어 동쪽으로 화계를 

만들고 난과 기암괴석을 이용하여 석가산(石暇山)을 만들어 

놓았는데(이석래와 최종희, 2012: 113) 아쉽게도 지금은 그 

흔적조차도 미미하다. 석가산의 존재와 그 형태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2) 시각구성

한국의 전통정원에서 경관을 취하는 방식은 자연이 연

출하는 경관 자체를 즐기는 허(虛), 원경, 취경과 다경, 읍

경, 환경 등의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동양조경문화사, 2011: 

309~310). 몽심재의 경우도 이러한 처리기법 양상이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즉 살림집 가용지가 충

분하지 않은 입지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문채를 사

랑채 주축선에서 15°의 각도를 틀어, 주인의 시선축과 중첩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전면 조망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사랑마당의 경관구성은 주인과 하인의 시선 축을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 차등화 시켜 조정함은 물론 마당

을 장축으로 구획하여 동선체계를 사방향(斜方向)으로 깊이

감 있게 전개시키는 동세(動勢)적 구성이 돋보인다. 한편, 사

랑채 누마루를 사랑마당보다 5m 이상 높게 띄워 대문채 밖 

의 안산인 아미산을 시원하게 차경하는 경관기법 등 ‘허’와 

‘다경(多景)’의 취경(聚景)기법을 잘 살려내고 있다. 또한, 취

경적 관점에서 요요정에서 취할 수 있는 수평적 경관, 사랑

채(몽심재)에서 취할 수 있는 앙경과 부경(15°), 환경(環景) 

그리고 안채에서 취할 수 있는 후원의 앙경 등 완경사지에 

자리 잡은 대지 조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살림집 안팎경관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경관처리 기법이 돋보인다. 

특히, 사랑채를 중심으로 진경(眞景)과 의경(意景) 등 경

관향유 양상이 중층적으로 고려되었고, 아녀자를 위한 실용

적 정원문화가 깊숙이 개입된 안채 후원의 화계, 그리고 하

인들을 배려한 차원으로 해석되는 바깥채 요요정 누마루에

【 사진 4 】 몽심재의 공간구성 (문화재청, 2007, p.30. 재구성)

【 그림 2 】 몽심재 정원 배치 및 식재현황
(자료 : 강인애, 2005, p.85를 바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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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담장 안팎 조망경관 확보 양상 등은 위계적인 조선시대 

사회구조의 틀 속에서 경관 향유에 대한 차별성을 설득력 있

게 보완한 독특한 조경기법의 사례이다.

4. 바위글씨로 본 조형언어

1) 거석과 바위글씨

몽심재의 특성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안에 

존치한 거석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정원요소로 활용하여 새

로운 의미경관을 창출해 냈다는 데 있다. 바위에 글씨를 새

김으로써 영역성을 확보하거나 특정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

음은 동양문화권에 항상 있어온 하나의 현상이다. 몽심재의 

선조들도 바위의 존재를 특별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사랑뜰 마당에는 화강암 거석 3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풍

수적 호두혈(虎頭血) 자리에 자리한 이 바위의 상서로운 에

너지 감응을 통하여 집안에서 범상치 않은 후손이 태어난다

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1기는 사랑마당에 놓인 가로 3m 높이, 1.5m 크기의 와우

석(臥牛石)이며 다른 2기는 단차를 줄이기 위한 기단 아래에, 

기단 위의 돌과 일체인 것처럼 놓여있고 이와 약 40㎝ 떨어

져 상대적으로 작은 평석(平石) 1기가 놓여있다. 이 바위는 

마당의 중심에서 벗어나 마당과 정원을 구분하는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위치나 구성으로 보아 정원 조성 전 

부터 존치된 바위인 것으로 보인다. 대문채에서 지각되는 바

위 전면에는 유사한 필체로 가로의 직사각형으로 음각한 뒤

에 ‘존심대(存心臺)’라 새기고 왼쪽에 보다 큰 글씨로 ‘정와(靖

窩)’라 각자되어 있다<사진 7a 참조>. 

또 사랑마당에서 지각되는 바위에는 각각 다른 필체로 

‘主壹岩’, ‘廉他真適’, ‘千蒼崖’라 새겨져 있다<사진 7b-d 참조>.  

존심대는 존심양성(存心養性)05 또는 수심양성(修心養性)의 

의미를 갖는데, <맹자> 진심상(盡心上)의 “자기의 본심을 간

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

다”라는 글귀에서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천창애(千

蒼崖)’ 는 ‘하늘로 치솟은 푸른 대나무 숲 언덕’을 비유하는 것

으로 ‘곧은 성정으로 욕심을 비우자’는 가주(家主)의 가치관

이 담긴 상징적 의미체로 판단된다. 

이처럼 바위에 이름을 붙여 경관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는 분명 높은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

하면서 몽심재와 관련된 질서를 구현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바위 위에 음각된 ‘존심대’라는 바위글씨는 이곳이 송

암 박문수 이래 남원 입향자인 손자 박자량(朴子良), 조영자

인 연당 박동식 등이 이곳 홈실을 택해 ‘마음으로 잡은 터’임

을 일러준다. 또한 바로 옆에 새겨진 ‘정와’는 한때 몽심재의 

주인으로 조선의 마지막 과거시험인 고종31년(1894년) 식년

시 문과에 급제하여 국왕의 비서인 비서감승(秘書監丞)을 역

임(배경옥, 2009: 1)하였던 ‘정와 박해창(1876~1933)이 거처

하는 편안한 집’임을 알리는 낙관(落款)으로 파악된다. 그림 

3은 조선 후기 석지(石芝) 채용신(蔡龍臣, 1850~1941)이 그

린 박해창의 초상화이다. 

그리고 주일암<사진 6>의 ‘주일(主壹)’은 송나라 정이(程

頤)가 주장하고 이를 받아 주희(朱熹)가 해석한 경(敬)을 풀

이한 말로서 ‘주일무적(主一無適)’에서 취하였다. 정이는 경

(敬)을 풀이하여 사특함을 막는 도이고 주일무적(主一無適)

이라 하였다. 주일은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이요, 무적은 

다른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경은 마음

을 어느 곳에도 가지 않게 하여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시

키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깨어 있는 수양방법

이라 할 수 있다. 

곧, 사랑마당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 가로 3m 높이, 

1.5m 크기의 주일암 바위글씨는 가주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

시켜 일체의 망상 잡념에 흔들림 없이 학문의 길로 정진하며 

05  존심양성은 인간의 본심인 사단[四端: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보존을 통해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본성인 인의예지(仁義禮智)를 회

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맹자’는 인간이 가진 본심을 보존하고 선한 성을 기르면 궁극적으로 도덕적 완성자인 군자(君子)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천명(天命)을 받들어 어기지 않고, 하늘을 섬기는 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http://100.daum.net/encycl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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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바위글씨의 형태 및 내용 (자료 : 필자 촬영)

구분 글씨
기반암 각자 각자

형태사  진 크기(cm) 글씨체 크기(cm)

a

존심대

(存心臺)
425×228 해서 13×21 종렬

정와

(靖窩)
425×228 해서 21×30 종렬

b
천창애

(千蒼崖)
425×228 행서 14×27 횡렬

c
주일암

(主壹岩)

 

212×312 전서 11×22 횡렬

d
염타진적

(廉他真適)
212×312 행서 14×27 횡렬

【 사진 5 】 정와 박해창의 초상화 (자료 : 국립전주박물관, 2011, p.49.)

【 사진 6 】 주일암 (자료 : 필자 촬영)

나아가는 심성수양의 삶인 경을 상징적 의미경관으로 대입

시키고 있다 하겠다.

2) 연당(蓮塘)과 바위글씨

대문채 동쪽 하단에 조성된 연당에는 현재 연꽃이 식재

되어 있지 않지만 연을 심었던 연지(蓮池)였음이 분명한데 

이는 정원 조영자인 연당 박동식의 아호를 통해서도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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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87년 황원룡 등이 관찰사에 올린 상소문에 “몽심

재의 건립자 연당 박동식의 처음 이름은 東立, 자는 乃柄이

다. 천성이 순수하고 학업을 좋아하여 매달 초하루에 선비들

과 모여 강론을 하였으며 집 아래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어 

호를 연당이라 하였다(http://honam.chonbuk.ac.kr).” 라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연당의 주축은 NE-SW로 배치되어 있으며 경사지에 단차를 

줄이기 위해 상하 높이를 달리해 자연석을 이용한 막돌허튼

층쌓기로 이루어졌다. 

연당의 주접근로는 사랑마당 동측에서 11계단의 자연석 

통로를 통해 이르도록 고안되어 있다. 연당의 크기는 6.63 × 

5.64 × 1.60m로 세로와 가로의 비율은 1 : 1.18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 수원(水源)은 60cm × 95cm 크기의 동쪽 담장 아

래 주입수구 1을 통해 자연 계류를 이끌어 들어오도록 구성

되어 있다. 한편 중문채를 통과한 안채의 물길이 층계 옆으

로 흘러 아래 기단 층계 밑을 횡단하여 마당의 물길을 따라 

대문채 누각 옆의 연당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한 단아한 치수

(治水)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정원내 모인 우수(雨水)는 거석 밑의 입수구와 별도로 북

측과 서측에 구축된 2개의 입수구를 통해 연당에 모아진다. 

입수구 2는 중문채 계단 아래에서부터 명거(明渠)로 연결되

어 오다 연당에 이르러 암거(暗渠)로 바뀌어 28cm × 58cm 

크기의 입수구를 통해 현폭(懸瀑) 형태로 연당에 떨어지도

록 계획되어 있다. 입수구 3은 대문채 후면을 통해 모아지

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연당에 모인 물은 일정 수위에 이

르면 남쪽의 출수구로 자연스럽게 익류(益流)되도록 고안

되어 있다<사진 8 참조>.

【 그림 3 】 몽심재 단면도 (자료 : 문화재청, 2007, p.31. 재구성)

【 사진 7 】 바위글씨(표 1과 연결) (자료 : 필자 촬영) 

<범례>  a : 정와(靖窩)·존심대(存心臺), b : 주일암(主壹岩), 

c : 천창애(千蒼崖), d : 염타진적(廉他真適)

a b

c

d

【 사진 8 】 연당의 입·출수구 (자료 : 필자 촬영)

【 사진 9 】 요요정에서의 조망경관 (자료 : 필자 촬영)



41·Rho Jae-hyun 남원 몽심재(夢心齋)의 정원구성과 조형언어 해석

외형상 몽심재 연당은 방지원도(方池圓島)를 갖는 전형

적 연못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4각으

로 절삭(切削)한 바위가 중앙에 배치됨으로써 원도가 아닌 

방도(方島)가 더욱 정확하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연당내 섬은 1개가 아니라 4개가 일정한 직선형태로 연당

을 횡단하듯 디딤돌과 같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당

에는 장축(長軸)을 가르는 사각형에 가까운 4개의 바위가 디

딤돌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평수위 때는 물속에 잠

기게 하고 중앙의 바위는 다른 것에 비해 높여 배치함으로써 

평수위 때에는 드러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섬의 형태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드러나 있는 바위 측면에는 ‘천운담(天雲潭)’이라 음각되

어 있다<사진 10>. 천운담은 아래와 같은 주희의 시 ‘관서유

감(觀書有感)’의 “천광운영공배회(天光雲影共徘徊)”에서 두

자를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半畝方塘一鑑開  반 이랑 네모 연못 거울처럼 펼쳐지니

天光雲影共徘徊  하늘빛 구름 그림자 그 안에 아른 거리네

問渠那得淸如許  묻노니 어찌하면 이 처럼 맑을 수 있을까

爲有源頭活水來  솟아오르는 물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네

즉, 몽심재 사랑마당 일대의 주경관요소가 되는 천운담

을 거울연못과 같은 영지(影池)로 가꾸어 엄숙한 존심양성의 

장으로서 천리(天理)의 묘용(妙用)을 깊이 사색하기 위한 형

이상학적 상징정원으로서의 의미를 보인다. 이 또한 몽심재 

가주(家主)의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천운담

의 의미는 하늘이 내린 ‘潭(연못)’이라는 의미와 함께 ‘정축(渟

滀)’과 의미상통 하는 메시지로 몽심재의 연당이 하늘의 도

움으로 충만하여 부귀를 지속하라는 염원을 담는 상징언어

로 이해된다. 함안 무기연당의 지당명(池塘名)이 ‘국담(菊潭)’

인데 비추어 몽심재의 연당 또한 ‘천운담(天雲潭)’이란 명칭

이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측 주입수구 호안의 마감석에는 ‘渟滀’ ‘臨履’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 

‘임리(臨履)’는 「시경(詩經)」의 “如臨深淵 如履薄氷(두려

워하고 조심하기를 깊은 연못에 임 하는 것 같이하며, 엷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하라)”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추

정되는 바, 늘 선비가 자신의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정축’은 “물이 흐르지 않고 흥건하게 괴어 

있는 곳”으로 직역되는데 이는 만석꾼이었던 죽산 박씨의 재

화(財貨)가 연당에 고인 물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기를 희구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사진 11>. 

【 사진 10 】 천운담(天雲潭) 바위글씨 (자료 : 필자 촬영)【 그림 4 】 수위에 따른 중도의 변화 (자료 : 필자 작도)

평수위 때의 모습

갈수기 때의 모습



42·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1

5. 후원에서 찾은 조형언어

우리나라의 살림집은 주로 뒷동산을 배후로 하기 때문에 

뒷동산의 비탈진 면을 이용하여 꽃을 심거나 채소류와 약용

수, 과실수 등을 심었다. 이를 위해 막돌바른층 또는 허튼층

쌓기로 화계를 조성하여 앞면을 마무리하고, 윗면은 흙바닥

으로 처리한 후 이곳에 장독대와 식물요소 등을 도입했다. 

특히, 후원의 담장 안팎으로 송죽과 같은 상록수를 소재로 

방풍식재를 겸한 풍수적 지기 비보식재를 곁들여 겨울철에

는 차가운 북풍을 제어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남풍을 관류

시키는 미기후 조절기능 등 환경 친화적인 공간이 된다. 또

한, 유교를 기저로 하는 조선시대 사회상을 고려해 볼 때 외

간남자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살림집 안채의 뒷면, 즉 

후원에 조성한 화계는 바깥출입이 여의치 않았던 아녀자를 

위한 안식처이자 실용정원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몽심재에 조성된 뒤뜰의 2단 화계 

후원은 채포(菜圃)와 약포(藥圃), 그리고 장독대와 과실수를 

도입한 과포 등은 실사구시적 가치를 반영한 실용원 성격이 

강하다. 몽심재 후원은 은행나무와 감나무, 초화류 등이 식

재되어 있는 채원(菜園)의 역할을 하고 있다. 후원 뒤에는 이

대(Pseudosasa japonica)로 구성된 대숲이 이어져 있는데 이 

죽림으로 이루어진 동산은 죽산(竹山) 박씨 정원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는 자취가 찾아보기 

힘들지만 박인기옹(75)의 증언에 따르면 후원에 2개의 단이 

있고 1단은 채원으로 사용 되었으며 2단은 감나무, 살구나무 

등의 유실수와 모란 및 쪽풀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2단 화계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즉, 화계는 단을 구성하여 관상식물을 입체적으로 심을 

수 있는 식수대 역할을 하는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조성되

었다<사진 11>. 화계는 비슷한 높이의 단을 조성하여 토사

의 유출을 막고 내원과 외원의 경계를 구분하면서 외원인 죽

산을 정원 내 주요 시설로 끌어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

다. 따라서 후원에 펼쳐진 죽림(竹林)은 곧은 성정으로 욕심

을 비우고 하늘로 치솟은 푸른 대나무 숲을 통해 아미사 안

산숲으로서의 기능을 삼는 한편 죽산 박씨 상징 수종인 대나

무 식재를 통해 바위글씨 ‘천창애(千蒼崖)’의 의미를 구현하

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사진 11 】 후원의 화계 구성 (자료 : 필자 촬영)

【 사진 10 】 정축 임리(渟滀 臨履) 바위글씨 (자료 : 필자 촬영)

竹山

1단(菜園)

2단(花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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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전북 남원 몽심재의 

공간구성과 정원 조형 언어의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특히 정

원내 존치된 거석과 연당내 바위글씨를 중심으로 한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몽심재의 입지는 ‘청룡장’의 형태로서 견두산에서 

내려오는 정기가 뭉치는 지점인 홈실에 위치한 남원 4대 양

택지 중 하나이다. 

둘째, 사랑채인 몽심재는 축좌미향인데 비해 안채와 대문

채는 사랑채에 비해 서쪽으로 편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는 

연당으로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랑마당의 거

석으로 인한 답답함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몽심재 전면에 조성되었던 석가산에는, 의경을 통

해 요산요수(樂山樂水)하고자 하는 심성수양의 거점으로의 

상징성이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문채 옆에 누마루인 ‘요요정’에서 연당을 조망할 

수 있도록 수경시설을 도입하는 등 하층 가솔을 배려한 국내 

유일의 공간구성과 조경기법을 보인다.

다섯째, 사랑마당 뜰에는 와우석 형태의 자연 거석을 그

대로 정원요소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경관을 창출하

였다. 정원요소로 적극 활용된 3기의 거석에 음각된 바위글

씨 ‘존심대(存心臺)’는 이곳이 남원 입향조 박자량 이래 남

원 홈실에 정착한 죽산 박씨가 ‘수심 양성의 터’임을 일러

주며, ‘정와(靖窩)’는 몽심재의 3대 정원주인 ‘정와 박해창

(1876~1933)이 거처하는 편안한 집’임을 알리는 낙관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연당은 현재 연꽃이 없지만 조영자의 아호를 상

징한 정원시설로 유추되며 연당은 원도가 아닌 방도의 형태

로 파악된다. 또한 중도의 기능을 보이는 3개의 섬은 수위

에 따라 중도 또는 디딤돌로서의 유동적인 기능을 갖도록 

고안되었다.

일곱째, 연당 동측 주입수구 호안의 마감석에 새겨진 ‘임

리(臨履)’는 「시경(詩經)」의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 되어 

자신의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뜻으로 선비의 마음가짐을 나

타내고 있으며 ‘정축(渟滀)’은 “물이 흐르지 않고 흥건하게 괴

어 있는 곳”으로 이는 만석꾼이었던 죽산 박씨의 재화가 영

원히 마르지 않기를 희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4개의 돌중 가운데 돌에 새긴 ‘천운담(天雲潭)’의 의미는 

하늘이 내린 연못이라는 의미와 함께 ‘정축(渟滀)’과 의미 상

통하는 메시지로 몽심재의 연당이 하늘의 도움으로 충만하

여 부귀를 지속하라는 염원을 담는 상징언어로 해석된다.

여덟째, 후원에 형성된 석단 중 1단은 채원, 2단은 과실수 

등을 식재된 화계로 꾸밈으로써 실사구시적 가치를 반영한 

실용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표출된다. 한편, 곧은 성정으

로 욕심을 비우고 하늘로 치솟은 푸른 대나무 숲 언덕을 비

유하는 바위글씨 ‘천창애(千蒼崖)’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죽산 박씨 상징 수종인 대나무 숲동산을 아미사 안산숲으로 

가꾼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본 연구는 몽심재의 입지와 정원구성 그리고 조형

언어의 의미를 고찰한 것으로, 몽심재의 전통 민가정원으로

서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 발굴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2차 자료에 

의존해 결과를 이끌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다소 현학적이거

나 비약된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바위글씨 

해석에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사랑채 전면 화계의 석가산 존재유무, 

청렴하고 진실된 삶을 누적시키고자 하는 가주의 가치관으

로 해석되는 ‘염타진적(廉他真適)’ 바위글씨는 물론 기해석

한 바위글씨에 대해서도 그 의미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

운 자료 발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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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ongsimjae in Namwon-si, Jeollabuk-do have been researched 

focusing on the writings engraved in huge stones and rocks of pavilion standing beside a lotus pond and its 

formative languages in the garden has been interpreted as follows. 

Name of pavilion(堂號) Mongsimjae(夢心齋) includes a classical scholar’s spirit, refusing to serve two kings 

and homecoming after resignation from a government office(歸去來) of Songam(松菴) Park Moonsu(朴門壽), 

an ancestor who has brought to the Juksan(竹山) Park’s family again. A pavilion standing beside a lotus pond(蓮

塘) built in the reception garden is a gardening facility symbolizing ‘Yeondang(蓮堂)’ Park Dongsik(朴東式) who 

built Mongsimjae. The bamboo hill connected to the backyard seems to be relevant to ‘Juksan’, the family clan 

of Mongsimjae’s owner and this kinds of intention can be found in the bamboos in the outer garden naturally 

led to inside the garden through the flower beds. The purpose for the western arrangement of the main building 

and gate contrary to the ‘chukjwamihyaug’(丑坐未向; a direction toward to the south-southwest) of the prospect 

of Sarangchae(guesthouse) is interpreted to naturally attract people’s eyes to the pavilion standing beside a lotus 

pond and to mitigate the sense of closure resulting from the huge stones located in the reception garden. Also the 

writing engraved in the three huge stones, ‘Jonsimdae(存心臺)’, implies that it is a place where was selected with 

heart by Juksan Park family who settled down in Homsil, Namwon after ‘Haengchon(杏村) Park Jaryang(朴子良)’ 

in Yiphyangjo(入鄕祖), Namwon and ‘Jeongwa(靖窩)’ is interpreted as a signature representing that it is the most 

comfortable house where Jeongwa Park Haechang(朴海昌: 1876~1933), the third owner of Mongsimjae, has lived. 

The pavilion standing beside a lotus pond of the ‘Bangjibangdo(方池方島; square pond and square island)’ type has 

no lotus for now and waterside cornerstones roughly piled with broken stones naturally mitigate the slope. There 

are two water inflows gathering rainwater in the reception garden other than the water inflow of valley and the 

upper-side water inflow was built using a high waterfall method. The middle island cut into a square was designed 

to use in two ways, as ‘island’ or ‘steppingstone’, according to the water level and the old name of the pavilion 

standing beside a lotus pond was revealed as ‘Cheonundam(天雲潭)’ from the engraved writing located in the side 

of the middle island. In addition, ‘Imni(臨履)’, engraved writing in the finishing stone of waterside by citing a line 

of  ‘Sigyeong(詩經)’, implies ‘Be a upright classical scholar who pays close attention to one’s own behaviors’ and 

‘Jeongchuk(渟滀)’ is interpreted as a message that desires the eternal staying of the Juksan Park family’s wealth.         

Ultimately, the writings engraved in the huge stones and rocks of the pavilion standing beside a lotus 

pond are interpreted as a symbol language that wishes the heaven protects and maintains the wealth of the 

Juksan Park family who is the owner of Mongsim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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