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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무기연당은 영남의 재지사족이 종가의 한편에 조성

해 가꾸어 온 조선후기의 별당 원림이다.1) 장방형의

못 가운데 석가산으로 이루어진 섬이 있고, 이를 내려

다보는 누정을 갖춘 무기연당은 조선시대 원림의 원형

을 간직한 사례로 각종 지면에서 소개되어 왔다.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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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연당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위치한다. 종가는
‘주씨고가’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민속자료 제10호로 등록되어 있고
무기연당은 ‘함안무기연당’이라는 명칭으로 중요민속자료 제208호로
등록되어 있다. 등록명에서도 알 수 있듯 무기연당은 함안의 문화재
로 널리 알려졌으나 1906년 칠원 지역이 함안군에 통폐합되기 전까
지 칠원과 함안은 별개의 지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폐합 이전
시기를 주로 다루므로 연구 대상을 ‘칠원 무기연당’으로 명시한다.

2) 정동오, 동양조경문화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0; ′92 IFLA
한국조직위원회, 한국전통조경, 조경, 1992; 정재훈, 한국전통의
원·苑, 조경,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慶尙南道의 鄕土文化 下,

런데 가대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축물이 원림 내

에서도 가장 바깥의 협소한 대지에 배치되어 있는 등

공간 구성 과정에서의 시차가 예견되는 부분이 있어

고찰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기존의 학술 연구3)를

비롯한 여러 논고에서는 중심 영역을 조영한 주재성(周

宰成, 1681～1743)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현황을 개관했

을 뿐, 주재성 전후의 변천사나 그에 따른 구성 요소의

특성,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지는 않았다.

1999; 강영환, 한국의 건축문화재 7 경남편, 기문당, 1999; 홍광표,
이상윤, 한국의 전통조경,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허균,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2002;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경남, 돌베개, 2002; 정재훈, 한국전통조경, 조경, 2005; 역사경관
연구회, 한국정원 답사수첩, 동녘, 2008; 주남철,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국립수목원, 한국의 전통정원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통정원을 중심으로, 애드밴, 2012 등.
3) 사공영보, 亭子立地의 特性에 關한 硏究-咸安과 涵養地方을 中
心으로 ,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조경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2년; 이현우, 16～18세기 누정 문화경관의 의미론적 해석 , 전북
대학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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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giyeondang(舞沂蓮塘) is the garden that the provincial noble family in Yeongnam(嶺南) has constructed

since the late Joseon period. Mugiyeondang is well known as a typical case of traditional garden in Joseon
period. But it is also an exceptional case because of its informal layout that infers gradual space transition.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historical story of the garden beyond the superficial description about existing spatial
status and literature materials. Mugiyeondang had been constructed by seven generations of the family during
two hundred years, and there were significant events at every transition points. The figure and name of
elements reflects each historical change of the family. Mugiyeondang is an important case to notice that a garden
was not just a subsidiary space for mere leisure life of the gentry of Joseon period, But it was an important for
some families as their representative and symbo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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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연당은 17세기 중반부터 200여 년간 한 가문 내

7세대의 주인을 거치며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입지는

17세기 동성마을의 분가・입향과 밀접하고 18～19세기

의 변천은 가문의 선양 사업 및 문중 내 주도권의 변화

와 관계가 깊다. 원림은 주인의 의식에 따라 공간의 형

상과 함의가 쉽게 달라지므로 개별 원림에 대한 이해에

있어 공간의 변천과 소유주의 조성 의도를 연계하여 살

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

기연당의 공간 변천을 가문의 내력과 연계하여 살핌으

로서 대상 원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별 원림의 사

례 연구 방법론에 있어 일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무기연당의 현황

연구의 범위는 가문에 가보로 전해 내려오던 작자미

상의 그림인 <하환정도(何換亭圖)>4)를 기준으로 삼았

다. 이 그림에는 무기연당을 중심으로 종가, 마을 어

귀, 별업, 주변 산세가 그려져 있으며 공간 구성상 가

장 풍부한 경관 요소를 갖추었던 19세기 중반의 모습

이 담겨 있다.5) 본 연구에서는 무기연당을 포함한 주

변 일곽을 공간적 범위로, 무기마을 종가가 입향하는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살폈다.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공간의 형상과 관련해서

는 <하환정도>를 우선으로 살피되 1914년에 제작된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

도와 1940년대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참고하였다.

문헌 자료는 상주주씨 가

문의 역대 족보와 행장,

19세기의 칠원현 호적대

장, 주재성의 문집 국담

집(菊潭集)과 주도복의

문집 감은재일고(感恩齋

逸稿)를 중심으로 가문

의 내력을 정리하고 여타

문집이나 현판에 쓰인 기

문을 통해 공간의 변천을

추적하였다.

4) 함안박물관 소장, 1858～1860년 제작 추정. 1858년에 마을 어귀
로 이전된 정충비각이 표현되어 있으며, 대문의 표기가 1860년에 주
도복의 효자정려 이후의 호칭인 ‘충효쌍정려(忠孝雙旌閭)’가 아니라
‘정충려(旌忠閭)’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1858년에서 1860년 사이
의 상황이 묘사된 것으로 보인다.

5) 일제강점기에 은행나무가 베이고 해방 이후 못 남쪽에 사당이
들어서는 등 근현대의 상황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종가6)의 영역은 크게 사랑채 영역, 안채 영역, 사당

영역, 별당 영역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 영역은 담장으

로 구획되어 있다. 이 중 별당 영역이 본 연구에서 중

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무기연당7)이다. 장방형의 못

과 석가산이 중심에 있고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하환정(何換亭)과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풍욕루

(風浴樓)가 각각 못의 북쪽과 동쪽 편에 위치한다.

그림 2. 무기연당과 주씨고가의 배치도
(강영환(1999), 정재훈(2005)의 도면을 바탕으로 필자 편집)

2. 무기연당 소유주 가문의 내력

무기마을 정착과 관련된 가문의 내력은 주재성의 8

세조(世祖)인 주장손(周長孫, ?～1490)으로부터 시작된

다. 그는 칠원의 명사인 권우(權虞)의 딸과 혼인하였으

며, 삼남인 주문보(周文補)가 1500년경 어머니의 장례

때 칠원으로 내려와 정착하였다. 주문보는 현재 무릉

6) 본고에서 ‘종가’라는 용어는 ‘대종(大宗)’과 ‘소종(小宗)’, ‘파종(派
宗)’ 등을 세분하기보다는 동성마을에서 친족집단의 우위를 점하고
의례를 주도하는 일가의 개념으로 넓게 쓰고자 한다. 다만 무기마을
종가의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종가보다는 ‘소종가’가 적절한 용어임
을 밝힌다.

7) 연구대상을 등록명과는 다르게 ‘국담원(菊潭園)’으로 소개한 경우
가 있다.(‘92 IFLA한국조직위원회(1992) ; 홍광표, 이상윤(2001) ; 주
남철(2009).) 못에 연꽃이 없고 국담(菊潭)이라는 못의 고유 명칭이
있음으로 인한 기존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로 생각된다. 고문헌을 추
적해본 결과 ‘舞沂’+‘○○’의 구성은 전례를 확인할 수 있고 공란에
들어갈 단어로 ‘蓮堂’, ‘蓮亭’, ‘淵堂’, ‘淵亭’의 용례를 각각 1회 이상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문헌에서 유사 용례가 확인되며, 의미
상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고, 등록명의 쓰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기연당’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림 1. 작자미상, <하환정도>,
함안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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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있는 무릉산 자락에 자리 잡고 상주주씨 참판

공파의 중시조가 된다.

주문보의 장남은 주세곤(周世鵾, 1491～1524)이며,

차남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운 주세붕

(周世鵬, 1495～1554)이다. 주세붕의 후손은 분파하여

문민공파를 이루어 이 대로부터 칠원을 본향으로 삼는

상주주씨는 참판공파와 문민공파로 나뉜다. 문민공파

는 16세기 말 주세붕을 배향한 서원을 짓고 숙종 때

사액을 받는 등 일찍부터 가계 독립과 선현을 선양하

는 노력을 시작했다.

1640년대에 주세곤의 4대손 주명헌(周明献, 1623～

1676)은 분가하여 무기마을의 입향조가 된다. 17세기

이전 사족들의 이주가 새로운 거주지 형성을 목적으로

본관지를 이탈하는 중장거리 이동의 성격이 강했다면,

17세기 이후에는 확보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인구증

가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8)

주명헌의 입향은 그가 사남(四男)이라는 점, 그리고 무

릉마을 내 상주주씨 구성원의 수가 이전 세대에 비해

급증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기연당의 최초 조영자인 국담(菊潭) 주재성(周宰

成, 1681～1743)은 입향조인 주명헌의 아들 주각(周珏)

의 차남으로 무기마을에서 태어났다. 주재성이 48세 때

인 1728년(영조 4)에 무신란(戊申亂)이 발발했다. 그는

의병을 일으켜 3000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대량의 쌀과

솥뚜껑을 지원하였다. 주재성의 창의를 당파와 관련된

정치적 생존의 측면으로 보는 기존 연구도 있으나,9)

창의의 이유를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조부의 대에 입향하여 소종가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 당시였던 점과 군수물자를 지원했던 경제력에

주목한다면, 창의와 향촌 내 위상의 제고를 연관시키기

는 어렵지 않다.

주재성의 창의를 기념하여 관군은 난 평정 후 창의

사적비를 세우고 국담을 조성해주었다. 또한 황선(黃

璿), 김재로(金在魯), 박문수(朴文秀) 등 조정의 고위

인사들이 주재성의 포상을 청하는 장계를 임금에게 올

리는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까지

8) 정진영, 영남의 유교문화와 동성(同姓)마을 ,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 26쪽.
9) 가문에 남인과의 당파적 친연성이 있으며 선대에 무신란의 주역인
정희량, 조성좌 문중과 혼맥, 학맥 관계가 있음이 추적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충심을 표명해 창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정희량은 정온(鄭蘊)의 후손으로 영남에서 명망 높은 가문의 인물이었
다. 여러 대 이상 가문의 선대를 추적하면 정희량의 가문과 연관된 가
문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김지산, <英宗大王國恤服喪圖> 硏究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12~17쪽 참고.

는 조정으로부터 실제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다.10)

그가 사망한지 3년 후인 1746년에 영조의 추증 전교

가 내려졌다. 주재성의 장남 주도복(周道復, 1709～

1784)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의 감은재(感恩齋)를 짓

고 자신의 호로 삼았다. 주도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충신정려 청원 등 가문 선양 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했다. 1761년에는 주재성을 비롯한 선대의

위패를 모신 문중서원인 기양서원 건립을 주도하였다.

1770년과 1782년에는 서울로 올라가 임금에게 대면하

고 상언을 올렸는데, 특히 영조가 승하했던 1776년에

는 어버이의 3년 상과 동일한 정성의 상을 뜻하는 방

상(方喪)을 행하고 무기연당 내 하환정을 중수하였다.

결국 1783년 주재성은 정조로부터 충신정려를 받았다.

이후의 선양 사업은 주도복이 효자정려를 받는 것으로

이어졌다. 주도복의 아들 주봉조(周鳳朝, 1730～?)는

1782년에 재차 주도복의 방상 자료를 첨부하여 임금에

게 올리기를 청하고, 1783, 1784년에 장계와 상소를 올

린렸. 주도복의 효자정려 사업은 결국 1859년에 결실

을 맺어 종가에 충효쌍정려문이 설치되었다.

한편 주도복의 동생 주도익은 후계가 없던 주재성의

형 주회성(周誨成)에게 입후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주도

복이 아닌 주도익의 후손이 무기마을의 종통인 것이다.

그러나 종가의 소유권을 비롯한 가문의 주도권은 주도

복의 후손이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옮겨오거나

최초로 책봉 받은 작위를 가진 자를 시조로 하여 옛날

의 장자에 준한다.”11)라는 허전(許傳)의 문구처럼 무기

마을 입향조 주명헌은 소종가의 중시조로, 주재성은 가

문의 이름을 빛낸 인물로서 종통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1853년에는 주도익의 아들 주봉상(周鳳祥, 1752～

1813)이 자신의 호와 당호를 동일하게 쓴 삼신당(三愼

堂)을 주도복의 증손자 주상문(周相文, 1798～1864)이

매입하여 무기연당 안으로 편입하였다. 더불어 무기마

을의 상주주씨 문중이 참판공파의 주도권을 점차적으

로 얻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1년 칠원현호적대
장(漆原縣戶籍大帳)12)의 무기리 항목 내 상주주씨 18

호 중에서 주재성의 후손은 13호, 주봉상의 후손은 1

10) 주재성은 무신란 직후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에 녹훈되지
만 대상자가 무려 9,000여인이므로 포상을 받았다고 하기 어렵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분무원종공신녹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1) 허전, 한국고전의례연구회 역, 儀節의 大小宗圖 , 국역 사의
, 보고사, 2006, 141쪽.
12) 칠원현호적대장은 일본 가쿠슈인대학에 11개 식년의 12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본 연구자는 동아대학교 사학과 이훈상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복사본을 열람하였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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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다. 주재성의 후손은 무기마을 종가를 계승했을

뿐 아니라 마을 구성원의 최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는 주재성 주도

복 부자의 높아진 위상과 무기마을 종가의 뛰어난 경

제력, 더불어 참판공파의 선현을 모신 무기마을 기양

서원 제사의 효과 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무기연당 관련 상주주씨 참판공파 가계도(무기연당 관련 주요
물은굵은선테두리표시후설명첨가. *표시는기양서원배향인물)

3. 顯祖의 출현과 무기연당의 형성

3-1. 가문의 무기마을 입향과 종택의 입지

경관을 위주로 독립적 입지를 정하는 재야의 누정과

다르게 별당이나 별업은 주가 되는 공간에 종속적으로

입지가 정해진다. 무기연당은 종가에 부속된 별당 원

림이므로 주변 지형과 사회적 의미를 살피는데 있어

마을과 종가의 입지가 결정적 요인이다.

무기마을은 입향조가 분가 이전에 살던 무릉마을과

직선거리로 약 3.5km 떨어져 있다.(그림 4) 무기마을

입향은 무릉마을의 현(縣) 내 확장이면서 마을에 구축

된 기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중성을 띤 시도

로 파악된다. 상주주씨가 무기마을에 입향했던 1640년

경은 재지사족들이 임란 이후 무너진 실권을 복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이며,13) 수리시설의 개선을 전

제하는 이앙법이 삼남지역으로 보급되던 시기이다.14)

조선 중기 이후에 이루어진 단거리의 분가는 향촌에서

의 지배권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가문의 농업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명현의 무기마을 입향은 계곡부의 개간과 주명현의 문

중 내 입지가 겹쳐져 시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무기연당 일대 위치도(T1 : 무릉마을, T2 : 칠원본읍,

T3 : 무기마을, M1 : 무릉산(556m), M2 : 작대산(648m), M3 : 청
룡산(647m). G : 유회정 별업과 선산)

수량이 많고 굴곡이 심한 하천의 형태는 사실 거주

공간에 유리한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무기마

을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기수(沂水)’라는 상징을 대입

해 증점(曾點)의 기상을 연상시키는 장치로 승화시켰

다. ‘무기’는 ‘무우기수(舞雩沂水)’의 줄임말로 《논어》

〈선진〉편의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는 구절에

서 유래한다. 마을이 언제부터 무기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주재성이 1729년에 지은 부친의 행

장에 부친이 “현 동쪽 무기리에서 태어났다”15)라고 기

록하여 이미 지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주주씨
유래보(1993)에는 “山亭골에서 發源된 溪流가 마을

앞을 굽이쳐 흐르는 모양이 춤추는 형상이라고 舞沂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온다”라고 하여 굽이치는 하천의 형

태가 무기라는 지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13)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236～237쪽 참고.

14) 염정섭, 15～16세기 수전농법의 전개 , 한국사론 31, 서울대
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4.

15) 주재성, 先考 贈通善郞司憲府持平敬齋府君家狀 , 菊潭集. “仁廟
丙戌十二月二十七日生于縣東舞沂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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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산이 둘러싼 계곡의 지형은 물 뿐만 아니라

골바람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써 마을 어귀에 방풍림이 있었다.16) 방풍

림은 바람을 막는 동시에 마을의 영역을 명시하는 기

능도 수행하였다. 본읍에서 마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통과하게끔 조성되었으며, 주재성의 정충비각은 1858

년에 방문객들이 방풍림을 통과하자마자 이를 보게끔

옮겨지어졌다. 입향과 함께 종가가 건립되고 이를 중

심으로 다른 가옥들이 확장되었을 상황을 염두에 두면

종가와 방풍림 사이에는 가옥의 건립이 억제되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가의 초입에 방문

객을 맞이하는 위치에 있던 무기연당은 종가의 접객

장소이자 대표적 이미지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림 5. <하환정도>의 방풍림(좌상)과 1946년 항공사진의 방

풍림(우상), 1954년 항공사진에 표시한 종가의 진입동선(하)

3-2. 杏壇의 수축과 군사의 菊潭 조성

가문이 무기마을에 입향하고 종가가 건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17) 바깥에 은행나무가 심겼다. 이 은

행나무 한 그루가 무기연당의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입향조의 아들인 주각이 1646년에서 1670년 사이에 심

고 그 아들 주재성이 1710년에서 1716년 사이에 행단

으로 수축한 것으로 추정된다.18) 공자의 행단강학을

주제로 한 정선 작 <행단고슬도(杏壇鼓瑟圖)> 등의 관

련 회화자료와 비교해볼 때, 2단으로 이루어진 못의

석축은 행단의 ‘단’이 반영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16) 방풍림은 <하환정도>와 1946년 항공사진에 보이나 현재는 없다.

17) 무기연당과 감은재의 조성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중문이
종가의 건립 초기에 대문에 해당하는 위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8) 은행나무와 행단의 연혁을 비롯하여, 하환정의 건립 등 공간 요
소의 첨가와 관련된 내용은 4장의 하환정중수기 를 참고. 은행나무
는 1940년대에 훼철되었다고 전하며,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림 6. 2단으로 이루어진 국담의 석축 경계

은행나무는 방풍림을 지나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방

문객에게 단연 눈에 띄는 점경물이었을 것이다. 무기

연당의 중심 영역이 구축된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은

행나무는 수령 100년이 넘는 거목으로서 종가와 마을

을 대표하는 경관 요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택의

대문 밖에 심긴 거목이 남아있는 경우는 여러 사례가

있다. 경주 양동마을 이원봉 가옥이나 해남 녹우당 등

에서 회화나무나 은행나무의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영

양 서석지에서는 원림의 진입부 쪽 모퉁이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심겨 있다.

무기연당의 중심에 위치한 국담(菊潭)은 1728년 주

재성이 무신란 창의에서 복귀할 때 군사들이 행단 곁

에 파준 못이다. 현재 무기연당과 종가의 안채 영역은

연접해 있음에도 각각의 영역을 둘러싼 별도의 담장이

겹쳐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사랑채 건립 이전

에 종가 앞 가까이에 별도의 영역을 이루었던 무기연

당의 배치관계가 남아있는 흔적으로 판단된다. 대문

밖에 못이 있는 명재고택과 운조루 등의 사례를 상기

한다면, 무기연당의 못 역시 행단과 함께 종가의 대문

바깥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7. 논산 명재고택 배치도(좌)와 구례 운조루 배치도(우)
(도면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 가옥 17.尹拯先生故宅,
2007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 가옥 21.求禮 雲鳥樓, 2007)
국담은 단순한 유식, 접객공간이 아니라 곁에 세워

진 정충비와 연동하여 주재성의 창의를 기념하는 상징

성 강한 공간 요소였다. 정충비에는 주재성과 함께 의

병활동을 했던 안희순(安希舜)이 쓴 비음찬이 기록되

어 있다.19) 비석은 1858년 후손에 의해 마을 어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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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옆으로 옮겨졌으나 본래는 못 옆에 세워졌다.20)

국담이 주재성의 창의를 조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

정충비는 그 내용을 글로 쓴 것이다. 장수(長壽)를 상

징하는 고사가 담긴 ‘국담’의 의미와 정충비가 내보이

는 의병의 심상은 상충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주재성

이 국담을 자신의 호로 삼은 것이 무색하게 문집에 관

련 시가 남아있지 않고 주재성을 비롯한 방문객들의

시문에서도 못은 국담이 아닌 ‘방당(方塘)’으로 지칭되

는 경향이 있다.21) 더불어 국담 다음으로 조성되는 하

환정의 명칭에 담긴 의미로 볼 때, 무기연당에서 국담

의 말뜻이 갖는 의미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3-3. 주재성의 何換亭 건립과 주도복의 感恩齋 건립

무기연당의 중심 건물인 하환정은 무신란(1728)과

주재성의 졸년(1743) 사이에 건립되었다. 이때까지 은

행나무, 못, 정충비로 구성되었던 무기연당은 누정의

건립으로 인해 별당 원림으로써 온전한 원림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환정은 무기연당 내 최초의 건축물이며 온

돌방을 포함하고 있다. 행단과 국담이 때때로 강학하고

유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하환정은 한겨울에도 숙

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림 8. 하환정 전경(좌)과 평면도(우)

‘하환(何換)’에는 후한 광무제의 천거를 거절한 엄광

의 고사가 담겨 있다. 남송의 문인 대복고(戴復古)는

시 조대(釣臺) 에서 “만사에 관심 없고 낚싯대 하나

드리우니 삼공의 벼슬인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萬事無

心一釣竿 三公不換此江山]"라며 ‘삼공불환(三公不換)’이

라는 시어를 제시하였다. 이 시어는 출(出), 처(處)의

대립에서 ‘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있는 사대

19) 안희순, 旌忠碑陰贊 , 菊潭集. “堂堂大義, 凜凜孤忠. 犒饋王師,
勇赴戰場. 召募義兵, 伏釼聲討. 軍不成飯, 刱備爐蓋. 分峙一鎭, 惠覃
七邑. 當亂倔起, 竭誠報國. 累入啓達, 三承褒揚. 軍情咸悅, 立石頌功.
一片龜頭, 萬古綱常.”

20) 주상현, 旌忠碑閣移建開墓文 戊午 , 菊潭集.
21) 주재성, 何換亭 , 菊潭集. “方塘水爭滄洲鑑” ; 허전, 何換亭
(周公宰成所築) , 性齋先生文集續編 권1. “一鑑方塘小檻前” ; 朴致
晦, 奉和風浴樓韻贈周子顯 煕尙 , 梅屋先生文集 “方塘千載月心寒”.

부의 모습과 산수취미를 표상한다. 주재성은 이 고사

와 관련하여 다음의 시 하환정(何換亭) 을 남겼다.

엄광만이 먼저 은거할 땅 얻은 것 아니니
나의 하환정은 해동의 하늘 아래 있네.
방당(方塘)에 고인 물 창주(滄洲)의 거울과 맞설 만하고
은행에 부는 바람 궐리(闕里)의 안개처럼 맑다네.
명리의 관문 뚫고 가야 마음을 거두어들이니
때때로 굶주리고 병들어도 부담 없어 좋다네.
세 번이나 성은을 입은 것은 내 분수 아니니
만사를 잊고서 낮잠 자면 족하네.22)

여기에는 벼슬이나 정려 등의 포상에 대한 기대를

차치하고 자연을 즐기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주재성의

심경이 반영되어 있다. ‘국담’이 개인의 장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에 반해 ‘하환’은 능력 있는 사대부의

출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주재성의 심경

변화 혹은 공간의 의미 변화가 엿보인다.

주재성 사후 하환정은 주재성의 추념 공간으로 변모

하였다. 상부에는 시문과 기문을 적은 현판이 빼곡히

걸려있다. 하환정의 서측 도리 바깥쪽에 걸린 현판 4

개를 포함하면 편액을 제외한 하환정의 현판은 총 16

개이다. 이 중 주재성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재

성이 지은 무신창의시운(戊申倡義詩韻) 을 차운한 시

이다.(표 1) 이 시는 주재성이 무신란 때 낙동강을 건

너는 장면을 기억하며 지었다. 하환정의 심상은 위 시

를 읽는 동안 험난한 날씨의 낙동강 위를 운항하는 배

의 심상으로 전환된다. 시판이 걸린 마루 칸은 19세기

에 풍욕루가 편입되기 전까지 원림 내 동선의 최종 목

적지였다. 따라서 현판에 쓰인 글들은 원림의 감상에

방점을 찍는 경물이자, 경관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해설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 하환정 마루칸 상부 모습

22) 주재성, 何換亭 , 菊潭集. “不獨桐江得地先, 吾亭何換海東天,
方塘水爭滄洲鑑, 杏樹風淸闕里烟, 透去名關方收臆, 随時薖軸好休肩,
三承聖命非吾分, 萬事忘來足午眠.”



칠원 무기연당의 공간 변천과 조영 특성  35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7, No.1, 29-42, 2018

제 목 작성자(생몰년) 종류
창의시
연관

戊申倡義詩韻 周宰成(1681-1743) 詩 (창의시)
何換亭原韻 周宰成(1681-1743) 詩
杏檀題詠 周宰成(1681-1743) 詩
何換亭重修記 周道復(1709-1784) 重修記
恭和 周義士倡義韻 金在魯(1682-1759) 詩 o
奉和周義士韻 李周鎭(1692-1749) 詩 o
追和周義士韻 李奎采(1703-1765) 詩 o
覽金學士長篇韻復頌周義士 李復齡(1684-?) 歌 o
謹和周義士韻 李堉(1710-?) 詩 o
恭和添原 金陽淳(1776-1840) 詩 o
奉和倡義韻 許傳(1797-1886) 詩 o
謹次 周義士何換亭板上韻 趙雲漢(?-?) 詩
奉和周義士板上韻 李漢英(?-?) 詩 o
謹次倡義韻,次何韻換亭韻 張錫英(1851-1929) 詩 o
謹次倡義韻,次何韻換亭韻 張錫藎(1841-1923) 詩 o
沂陽遺蹟重修記 周永福(1927-2005) 重修記

표 1. 하환정 내 현판 목록

그런데 이 시들의 내용이 대부분 주재성에 대한 칭

송이며, 주재성의 시 외에 무기연당의 경관을 읊은 시

는 하환정에 현판으로 걸리지 않았다. 주재성의 사후

에 그를 현조로 추앙하는 선양 사업이 진행되면서, 무

기연당은 주재성의 공덕을 찬양하는 공간으로 변모하

였던던 것이다.

1743년에 주재성이 사망한 뒤, 36세의 주도복은 가문

의 주재자가 되었다. 1746년에 돌아가신 부친이 추증되

고 주도복은 1753년에 자신의 서실이자 종가의 사랑채

역할을 하는 감은재(感恩齋)를 건립했다. 감은재의 편

액과 주도복의 문집에는 이 건축물의 기문이 실려 있

다.23) 주도복은 ‘감은(感恩)’의 의미가 돌아가신 부친과

조부를 추증한 영조의 은혜를 기리는 것임을 밝혔다.

그림 10. 감은재 전경(좌)과 기문이 부기되어있는 편액(우)

종가는 향촌의 중심시설로서 제향공간을 포함하고 있

으며 종가로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의례적인 행사를 수

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기능을 포함한다.24) 상제례

23) 주도복, 감은재기 , 감은재일고. “昔我王考以孝行卓異, 因道臣
登聞贈持平, 先考以戊申倡義, 因領相陳達三承除職成命, 而先考不幸,
捐世自上特贈承旨. 噫! 聖恩之荐及泉壤, 誠曠世異數也. 於戱! 何敢忘
聖恩也. 顧不肖不勝感悅, 以感恩二字扁之齋額, 以爲沒世瞻頌之資云.
歲戊寅孟春上浣不肖孫道復記”

24) 박명덕, 한국 동족마을의 연구를 위한 서언 , 민족건축미학연

는 사랑채에서 행해진 경우가 많으며, 특히 문상(問喪)

이나 불천위제사와 같이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경우 가택의 바깥 영역에 이를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

했다. 불천위제사는 일반적 기제사와 달리 세대와 문중

을 불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참례객이 되므로 주재성이

불천위가 된 이후에 넓은 공간의 필요성은 더해졌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은재의 건립은 가문의 현조로

추앙된 부친을 위시한 제례공간의 확보로 이해된다.

동쪽 고지대를 향해 앉힌 감은재의 향도 사랑마당을

구성하는 관점으로 볼 때 쉽게 이해된다. 문을 들어서

면 마주보게 되어있는 반가(班家)의 일반적인 사랑채

와 다르게 감은재는 사랑마당 한편으로 후퇴하여 측면

을 보고 비켜서 있다. 중요한 것은 감은재가 국담과

무기연당의 출입문을 일직선에 가까운 축선 상에서 정

면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부친의 추증 은혜에 감사

한다는 뜻을 현판으로 걸고, 마당 건너편으로 부친의

무신란 창의를 기리는 원림인 무기연당을 바라보는 것

이다. 반가의 원림은 후원(後園)의 개념으로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하거나 진입로가 가려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감은재는 무기연당의 출입문에 직면함으로써 원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차경한다.

그림 11. 감은재를 중심으로 한 사랑마당의 배치

1782년에 제작된 주도복의 초상인 <영종대왕국휼복

상도>와 1848년에 주재성의 문집을 판각한 <국담문집

책판>이 보관되어왔다는 사실도 주목된다.25) 하환정이

주재성의 사후 주재성의 기념공간으로 여겨졌던 것처

럼, 감은재 또한 후대에 책판과 초상화의 보관으로 가

문의 선양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이용

된 것이다.

구 제2호, 1992, 67쪽.
25) 尙州周氏淵源譜編纂委員會, <화보-感恩齋>, 상주주씨연원보,
1983. “感恩齋公(諱道復)의 書齋로서 一部를 影幀閣으로 하여 公의
影幀을 奉安하고 菊潭集 感恩齋集等木刻原版一五二板保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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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림으로 표출된 문중 내 주도권 경쟁

4-1. 무기연당의 중수와 先意의 계승

감은재가 건립된 지 23년 후인 1776년, 주도복은 영

조가 승하하자 무기연당 내에 있던 부친의 정충비각

앞에서 방상(方喪)을 행하고 무기연당을 중수하였다.

양자는 초상화와 중수기문으로 각각 기록되어 오늘날

까지 전해진다. 1782년작으로 추정되는 <영종대왕국휼

복상도(英宗大王國恤服喪圖)>는 방상 장면을 초상화 형

식으로 주문 제작하여 정충비각과 곡단(哭壇)을 함께

묘사하였다. 하환정중수기(何換亭重修記) 26)는 주재

성・주도복의 문집과 하환정의 현판에 기재되었다.

기문의 전반부에서 주도복은 무기연당의 조영과 관

련된 선조들을 한명씩 호명한다. 마을의 입향을 이야

기하며 증조부 주명헌을 언급하고, 은행나무의 식재를

이야기하며 조부 주각을 언급한다. 행단과 못, 하환정

은 부친 주재성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며, 글에는 직접

쓰이지 않지만 주도복 자신은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선조가 남긴 공간을 보수하는 중요 인물이다. 중수기

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들은 무기마을 입향 이래로

종가의 주인이 된 인물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상

무기연당의 형성은 주재성 대부터 시작되었다. 주도복

이 무기연당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마을 입향조와

그 장손을 언급한 것은 무기연당의 주인이 가문의 계

통상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주재성은 주각의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종가의 소유권을 이어받았으며 그 후손이 마을의 주도

권을 장악해 나갔다. 주도복이 무기연당을 중수하고

기문을 쓸 때 무기연당의 조영과는 거리가 먼 가문의

역사부터 언급한 것은 주재성을 종가의 계통 가운데

놓기 위한 의도적인 서술인 것이다. 무기연당의 최초

조영자인 주재성이 차남임에도 그 후손이 종사를 이어

받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26) 전문은 다음과 같다. “噫! 我家之先, 自商而陝, 自陝而漆, 漆之東
五里有舞雩一區, 即我曾祖考主簿公, 始創治宅之所也. 羣山幽僻, 源川
闊潑, 田野有膏沃之美, 自奉有兼鮮之樂, 宜謂其武陵之桃源也. 峻宇華
檻, 逈臨通衢, 勝地風景, 洞闊難狀. 庭前有一杏樹鬱鬱成陰, 此則王考
敬齋公, 小少遊戱時所封植也. 先人菊潭公摩挲愴感, 不勝羹墻之慕, 培
杏築壇以爲盤桓之所矣, 往在丁酉春. 慕軍鑿池於壇下, 養魚爲約漁之所
戊申. 班師之後, 作亭於壇上, 扁之何換, 取三公不換之意也. 池中有數
仞奇峯, 名之石假, 探山水動靜之趣也. 携朋賦詩忘機自娛, 三承聖命終
不起焉. 可以厲曵裾權門, 不以道榮。不以義者也. 嗚呼! 蘧蘧天地, 光
陰駒促, 今之丁酉卽古之丁酉也. 先人杖屨之地, 物色依舊, 而形響俱寂,
典形莫覩, 攬古傷今, 我心曷極. 亭榭開創之年重回, 尤切追感之懷, 更
謀重緝, 頹瓦毀墻, 隨處補築, 名花異卉滋植其間, 繼先志貽後昆, 居此
亭者, 亦如我嗣, 而葺之庶斯亭之不廢. 而苟非其人, 雖有此好境界樂,
非其樂. 而彼其一樹一石, 只作供眼底凡常物, 而不免銅駝之荊棘, 爲吾
子孫者, 謹守之謹守之, 戒勿墜戒勿墜. 丁酉, 不肖孤道復泣血謹記.”

기문은 원림의 보수를 선조의 뜻 계승과 결부시켜

후손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끝맺는다. 이는 사실의

기록인 동시에 의지의 전달이기도 한 중수기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원림의 보전을 당부하는 내용은 중국 당

대의 문인 이덕유의 평천장기(平泉莊記) 27)나 소쇄원

의 주인이었던 양산보(梁山甫, 1503-1557)의 글28)에서

도 볼 수 있다.

주도복은 중수기문에 자신의 뜻을 새긴 것 외에도

무기연당에 거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주도

복의 행장에는 “물러나 선공의 하환정에 거처하였는

데, 스스로를 책망하여 이를 고쳐 짓고 송백(松柏)을

뜰에 심었다. 유유자적하고 여러 동생들과 함께 같은

책상에서 선조의 무릉집을 공부하니 세상에 다시 뜻

을 두지 않았다”29)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는 “송백을

심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송백은 소나무와 잣나무를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인 식물명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

지만 침엽수나 상록수를 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무기

연당에는 소나무와 향나무가 한 그루씩 있으며 <하환정

도>에도 위치는 다르지만 이 나무들이 표현되어 있다.30)

무기연당을 읊은 시문들에서 이 나무들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우므로 다른 경물들에 비해 상징성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도복이 소나무를 심은 것은 부친의 충

정을 강조하고 더불어 원림에 자신의 흔적을 경물로 남

기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소나무(좌)와 향나무(중)의 현재 모습과 <하환정도>
의 하환정 근처 수목 표현(우)

27)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양화소록, 아카넷, 2012, 390쪽. 원문
및 번역은 이종묵의 역해에서 참조. “雖有泉石, 杳無歸期, 留此林居,
貽厥後代. 鬻平泉者, 非吾子孫也, 以平泉一樹一石與人者, 非佳子弟也.
吾百年後爲權勢所奪, 則以先人所命, 泣而告之, 此吾志也.”

28) 소쇄원사실 권2, 처사공 , <실기>. “一丘一壑, 莫非吾屐痕履
迹, 依平泉古事, 勿鬻於人, 亦勿爲不肖支庶之所屬也.”

29) 이가순[李家淳, 1768-1844], 행장 , 감은재일고, “退處先公何
換亭, 躳自補築植松柏于庭, 遊息自適, 與羣弟聯床共案, 閱先祖武陵集,
不復有意於世.”

30) 상주주씨연원보(1983)의 앞면에 수록된 화보 중 <菊潭全景>
의 캡션에 “小池 왼쪽의 老松은 感恩齋公의 紀念植樹임”이라는 내
용이 있고, <風浴樓>의 캡션에 “前面의 老香나무는 菊潭公께서 何
換亭 옆에 親히 植樹한 것임.”라는 언급이 있다. 소나무는 행장의
기록과 일치하므로 주도복의 식재가 확실해보이지만 향나무는 보충
사료가 없어 식재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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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有懷亭 별업의 건립과 가문의 선산 경영

주도복이 하환정에 거처하고 무기연당을 보수하던

시기에, 무기마을로부터 약 4km 떨어진 청룡산 골짜

기에는 별업(別業)31) 원림과 함께 가문의 선산이 조영

되었다. 원림을 주재하는 누정의 이름은 ‘유회정(有懷

亭)’으로 주봉상[周鳳祥, 1752-1813]이 선친의 묘소 곁

에 건립하였다.

<하환정도>의 상단에는 유회정과 함께 못과 폭포,

석가산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주재성의 문집에는 관

련 기록이 없고, 주도복의 문집에는 유회정 이라는

시 한 편이 있을 뿐이다. 유회정에 대한 기록은 두 문

집이 아닌 이상정(李尙靖, 1725-1788)의 문집 창랑정

유고(滄浪亭遺稿)에 보인다. 이상정은 주재성의 형 주

회성에게 입후(立後)되어 가문의 적장자였던 주도익의

처남이다. 창랑정유고에는 유회정수석기(有懷亭水

石記) 등 제목에 유회정이 포함된 기문들 및 ‘周丈’과

‘周甥’으로 표현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글들이 다수 수

록되어 있는데,32) 여기서 ‘주생(周甥)’이 주도익의 아들

주봉상[周鳳祥, 1752-1813]이다.33) 유회정수석기(有懷

亭水石記) 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고을[洞]의 선조 무덤에 가깝기 때문에 마침내 산
을 사들이는 돈을 내어 한 구역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몇 칸의 작은 정자를 지어 이름하기를 유회정(有懷亭)이
라 하였으니 시경 소완 의 말을 취하여 나의 영원한
애모를 부친 것이다. 담 밖에는 작은 집을 지어 증제사
와 상제사의 음식을 하는 곳으로 삼았다. 정자 서쪽에
작은 바위를 세워 ‘망추대’(望楸臺) 세 글자를 새겼으니,
멀리서도 알아보기 편하고 또 나무꾼이나 목동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34)

31) 이재근(1992 : 41～42쪽)은 별서(別墅)를 “別莊型과 別業型을 포
함하는 第宅에서 떨어진 인접한 景勝地나 田園地에 隱遁과 隱逸, 또
는 순수히 自然과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 造成하여 놓은 第2의 住宅
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別業型의 別墅란 효도하기 위한 것
으로 살림집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라 언급하였다. 또한 岡大路는
중국정원론(1943, 신상섭 외(2013 : 48쪽)에서 재인용)에서 별업에
대해 “대개 영묘가 있는 곳에 경영하는 한적한 거처를 말하는데, 잠
시 거하는 처소를 말하며 화석(花石)과 수목을 심어 품(品)으로 삼
는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회정 일대의 원림은 조영
자가 선친을 기리는 마음으로 묘소 근처에 재실과 함께 건립한 것
이므로 ‘별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2) ‘丈’은 어른을 뜻하는 말로 맏아들, 웃어른, 장인 등을 지칭하는
데 폭넓게 쓰이는 자이다. ‘甥’은 생질이나 사위와 같이 혼인으로 맺
어진 인척 중 한 세대 아래의 남자를 일컫는 말이다.

33) 창랑정유고에 표제에 “與周甥景輝”라 쓰고 “鳳祥”이라 세주를
달아 부기한 글이 있다.

34) 이상정, 有懷亭水石記 , 창랑정유고. “余以洞近先壟, 遂出買山
錢, 占得一區, 因作小亭數間, 命曰: ‘有懷亭’. 蓋取詩小宛語, 以寓我永
慕也. 墻外構小屋子, 爲蒸嘗烹飪所. 亭西立一小石, 刻‘望楸臺’三字, 所
以便遠瞭ˎ禁樵牧也.”

유회정은 주봉상이 선조의 무덤 근처에 건립한 것이

다. 주봉상이 마을에서 떨어진 곳의 대지를 사들이고

건축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문중의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나이였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사실과

주도복의 문집에 유회정에 관한 시문이 있는 것을 참

작하면 유회정의 건립 시기는 주봉상의 관례(冠禮)가

가능한 1766년과 주도복의 생전인 1784년 사이로 좁힐

수 있다. 이상정의 문집에 실린 유회정회유기(有懷亭

會遊記) 에는 “누정을 유회로 이름 지었는데, 그 선친

의 묘가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35)라는 내용이 있어,

선조의 묘소가 주봉상의 부친 주도익의 묘소였음이 확

인된다. 그런데 단지 부친의 묘소만을 지키기 위해 누

정과 재실을 짓고 각석까지 세우는 것은 과도한 감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유회정 터 주변에 주도익의 묘소

외에도 주봉상의 직계 후손들의 묘소가 추가로 조성되

었으며 후손들이 주변의 전답까지 소유했다는 점이다.

1914년에 제작된 지적원도에서 유회정의 터는 오히

려 필지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전답은 주씨

중에서도 주봉상 후손들의 소유로 기재되었다.36) 또한

유회정 북동쪽의 구릉에는 항공사진을 비롯해 현재에

도 주봉상의 직계 후손의 묘소 3곳을 볼 수 있고, 무

기마을 입향조 주명헌의 묘소와 주명헌 이하의 선조를

모신 납골묘를 볼 수 있다.

묘소 주변의 소유지는 제사를 운용하기 위한 소출이

나는 경작지인 제전(祭田)으로 보인다. 주도익의 묘소

곁에 주봉상이 유회정을 건립한 이후 일대가 무기마을

입향조 이하의 선산으로 발전된 것이다. 주봉상은 무

기마을 입향조의 적장손이자 1777년에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다. 주봉상은 하환정을 등지고 마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기단을 가진 삼신당이라는 건축물을 지을

만큼 위신과 재력이 있었다. 그가 부친의 묘소 근처에

땅을 매입하고 누정과 재실을 지은 것은 그 자리에 가

문의 선산을 이루려는 계획 하에 진행된 것일 가능성

이 높다.

유회정수석기 에는 유회정을 이루었던 공간 요소들

의 형상과 이름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37) <하환

35) “亭以有懷名以其親墓近”. 有懷亭會遊記 , 창랑정유고.
36) 1916년 지적원도 상에 유회정 터를 둘러싼 전답의 소유주는 주
태회(周泰會), 주의회(周義會) 등으로 모두 주봉상의 직계 후손이다.

37) 이상정, 유회정수석기 , 창랑정유고, “(상략) 洞府呀然而開,
局面夷曠, 古有新羅大伽藍, 今廢矣. 余以洞近先壟, 遂出買山錢, 占得
一區, 因作小亭數間, 命曰: ‘有懷亭’. 蓋取詩小宛語, 以寓我永慕也. 墻
外構小屋子, 爲蒸嘗烹飪所. 亭西立一小石, 刻‘望楸臺’三字, 所以便遠
瞭ˎ禁樵牧也. 穿小塘, 畜金鯽百許頭, 魚逐隊活潑, 有泰和同流意. 命曰:
‘泰和池’. 種芙蕖十數本, 亭亭淨植, 如君子超然立濁世外. 命曰: ‘淨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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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서 보이듯 유회정 앞에는 연못이 있고 가운데

에는 석가산이 있었다. 연못으로는 물이 떨어져 내려

폭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주위로 돌이 쌓여 있었고

돌이 쌓인 빈틈에는 초화류 식재가 되어있었다. 방장

(方丈)은 석가산이나 소봉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주변으로 화계가 조성되어 다채로운 화목들이 배

식되어 있었다. 이상의 공간 요소들은 담장 안에 둘러

싸인 영역으로 보이며 담장의 문 이름은 정관(靜觀)이

었다. 바깥으로는 취석, 수석, 괘공암이 있었는데 이

바위들은 누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면에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재실과 망추대

각석은 유회정의 북서쪽에 있는 묘소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회정 터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지표면의 상

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방형의 석축을 확인

할 수 있고, 위성사진에서 못과 석가산, 바위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된다. 장방형 못의 크기는 약

11x16미터로 무기연당의 못과 비슷하다. 망추대 각석

과 ‘경암(敬巖)’이 새겨져 있는 커다란 바위가 남아있

는데, ‘敬’ 각자는 백운동서원 앞 계류의 바위에 새겨

져있는 자를 모사한 것으로서 무릉마을의 무산서당,

무기연당의 풍욕루 등에도 현판으로 걸려 있다.

그림13. 2009년유회정터일대위성사진(원도출처 : 다음지도 / A:주봉

상후손묘소, B: 2014년납골묘건립자리, C:주명헌묘소, D:유회정터)

塘’. 有盤陀古石, 頗寬而高, 累小阜, 其上爲石假山, 山有尖峯虛嵌狀,
若歕霧. 有尺許矮松龍鍾, 不能作夭矯勢, 猶有拂雲氣. 鑿石背爲溝, 引
水自東垣, 而緣之木流, 成一小瀑, 滾雪注玉, 聲在枕下, 依然若身臥舟
中也. 左右寘石作峯, 峯有虛谾, 小礧老菌怪草, 命曰: ‘小蓬萊’. 小方丈
上下, 設數級階, 植黃薔ˎ白芍ˎ紅蘭ˎ紫荊ˎ菊與竹, 卽其中丈人行也. 四時
開落, 無一日不花, 命曰: ‘永春塢’. 怪石骨露, 如伯夷瘦餓者, 如枯禪跌
坐者, 如羊師家指雲小兒者, 如虎踞者, 如鶴立者, 昂藏奇倔, 不下於太
湖甲乙之石, 凡一亭之草木花石, 靡不從氣化分數以自得, 故命其門曰:
‘靜觀’. 蓋取程夫子詩語也. 門外有二石曰: ‘醉石’, 取淵明夢羲之意; 曰:
‘睡石’, 取希夷打齁遺世之趣. 其下一石頗大, 命曰: ‘掛筇巖’, 爲訪我勞
倦者少憩于此也. (하략)”

그림 14. 유회정 별업의 유구 모습

유회정 별업이 재실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부친의 묘소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면 찾아오지

힘든 산 속에 왜 화려한 원림을 꾸몄는가에 대한 의문

이 남는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

다. 첫째, 묘소의 방문객이 원림을 이용하게 한 의도이

다. 일차적 방문객은 문중 사람들이다. 그들은 별업의

원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무기연당을 떠올렸을 것이다.

유회정은 무기연당과 유사한 크기의 장방형 못을 갖추

었고 못에 연접한 누정과 첩석식 석가산, 굽은 소나무

에 각석까지 갖추어 공간 구성상 유사성이 있다. 그러

나 유회정은 지형상의 이점을 활용하여 폭포와 화계를

갖추고 계곡 아래로의 전망까지 확보하였다. 비록 차

자의 계통인 주재성이 불천위라는 지위에 올랐지만,

주봉상은 유회정 별업을 통해 입향조의 적장손은 재실

을 짓고 선산의 경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기연당보

다 화려한 원림을 조영할 정도로 재력과 소양을 갖췄

음을 주장했던 것이다.

둘째, 원림의 방문객이 묘소를 참배하게 한 의도이

다. 이는 나아가 별업과 선산의 이미지를 문중 외부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연결된다. 유회정수석기 를 쓴

이상정은 주봉상의 인척이지만 주도익의 묘소를 참배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유회정 별업이 묘소를 참배할

목적이 아니라도 충분히 방문할만한 가치가 있는 원림

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원림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

되, 원림이 재실의 기능을 병행하는 별업이기 때문에

방문객은 가문의 선조를 기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림을 찾아오는 문중 외부 손님이 늘

어날수록 적장자로서 주봉상의 이미지가 보다 견고해

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봉상의 직계후손은 주봉상이 가졌던 위상

과 재력을 주도복의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만다. 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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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현재와 같이 된 것은 본가와 거리가 멀어 관리하

기 어려웠던 탓도 있겠지만, 후손들의 가세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 절은 주봉상 이후 주도권의 이양

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현상으로서 무기연당 내로 건축

물이 편입되고 누정으로 개축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4-3. 三愼堂의 편입과 風浴樓로의 개축

하환정의 중수와 유회정 별업 건립으로부터 70여년

이 지난 후 무기연당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유회정

별업의 건립자였던 주봉상이 짓고 건물명과 자신의 호

를 동일하게 붙였던 삼신당이 무기연당 내로 편입되어

개축되고 이름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풍욕루에 걸린 현판 중 풍욕루기(風浴樓記) 38)에

의하면 풍욕루는 “하환정과 면세가 서로 엇갈려 마치

사람이 동석했으나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서 1853

년에 주도복의 후손 주상문(周相文)이 매입하여 앞뒤

를 고쳐지었다.(그림 15) 삼신당(三愼堂)은 주봉상의

호였다.39) 앞 절에서 살핀 이상정의 문집 글에 삼신

당잠(三愼堂箴) 이라는 표제의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신당은 이상정이 세상을 떠나는 1788년 이전에 건립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풍욕루기 의 작성자이자 삼신

당의 매입자인 주상문(周相文)은 주도복의 2대 적장손

인 주숙(周淑, 1757～1820)의 삼남이다. 족보와 호적대

장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주상문에게 종가의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상문이 건축물을

매입하여 종가에 편입해준 것으로 판단된다.40)

38) 주상문, 풍욕루기 , “何換亭之東不數武, 有三愼堂, 卽我從曾考處
士公築以居之者. 而傑構弘暢, 世稱我境之第一樓. 然但與何換面勢相
殊, 如人同席而背面者然, 每惜其居美而未盡美也. 是年, 春堂之主, 以
剥甚不能禦風雨, 欲掇而徙之. 余乃貨而爲吾有, 召工葺之, 易其瓦, 缺
椽杇, 改後面爲前, 怳如本爲何換而起之者, 抑亦有待而然歟? 凡樓之環
以爲楹者九, 而分設東西寢戶, 通前後面. 爲堂四面, 設合懽牗, 挹風邀
月, 係我開闔. 削火石, 竪于階間, 高丈許. 傍設短砌, 植月桂叢杉, 寒暑
不貳色. 架石趾于塘之水, 爲漱濯之所. 朝暮嘨咏, 差爽余意. 改扁曰:
‘風浴’, 寓意於所居地以也. 役既竣, 速遠近知舊, 而飲既酣, 相懽笑云:
“舞雩之勝最竒, 而有何換, 何換之觀不盡, 而爲風浴. 如君可謂善繼者
矣.” 余謝曰: “繼則豈敢望, 而圯則非我志. 故所以取而新之.” 僉曰: “唯
唯. 日徂月邁, 祝君無虧云甭.” 歲癸丑肇夏上澣, 周相文自記.”

39) 漆原邑誌 상권, 科擧 조. “周鳳祥 : 道益子, 字景輝, 正宗朝成
均進士, 詞采聲望, 稱於一時號三愼堂.” 삼신은 주세붕의 호 ‘신재(愼
齋)’의 ‘신(愼)’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주세붕의 아버지 주문보가
강조했던 세 가지 삼감인 신구(愼口), 신수(愼手), 신족(愼足)을 의미
한다.

40) 상주주씨연원보(1983)의 화보 <風浴樓> 항목에 “何換亭과 菊
潭의 景勝을 爲하여 玄孫 諱 相文(號風浴翁)이 寄贈한 것”이라 쓰여
있다. 또한 김지산(2009)에 따르면 1849년 호적대장에는 주상문의
첫째 형 주상한(周相翰)의 장손인 주희철[周熙哲, 1807～1854]이 노
비 15명을 소유한 호주임이 기록되어 있고, 1891년 호적대장에 주희
철의 2대손인 주영회[周榮會, 1863-1896]가 이를 계승한 것을 볼 때,
종가의 소유권은 주재성 이하의 종통으로 예외 없이 계승되었다.

그림 15. 하환정과 풍욕루의 현재 모습(좌)과 개축 이전의 상상도(우)

주상문은 1853년 56세의 나이에 삼신당이라는 주봉

상의 당호를 폐기하고 무기연당을 위해 ‘풍욕루’라는

현판을 새로 걸었다. 그리고 노인을 뜻하는 ‘옹(翁)’자

를 붙여서 자신의 호를 ‘풍욕옹(風浴翁)’으로 하였다.

입향조의 적장손이자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낸 선

조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 삼신

당은 ‘사람들이 경내의 가장 뛰어난 누[世稱我境之第一

樓]’로 칭할 정도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다. 그러나

무기연당 주인의 시점에서는 하환정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기단이 높은데다가 하환정에서 청룡산으로 향하

는 시선을 차폐하여 주변 경관을 답답하게 한다는 점

에서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삼신당 건립 후 70여 년간 지속되었

다. 그러던 중 삼신당을 물려받은 주봉상의 후손은 삼

신당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

다. 기문에서 삼신당의 주인은 삼신당을 “수습하여 옮

기고자[欲掇而徙之]”하였는데, 집을 해체하여 부재들을

팔거나 재활용하여 규모를 줄여 지으려던 뜻으로 추정

된다. 주상문은 삼신당을 통째로 매입하고 앞뒷면을

바꾸어 하환정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본

래 하환정을 위하여 세운 건물처럼” 보였다고 표현하

였다.

삼신당이 원림 내로 편입된 것은 원림 내 경물의 첨

가를 동반했다. 풍욕루기 에는 풍욕루 주변에 설치한

석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화석(火石)’을 깎아 계단 옆

에 세운 것, 짧은 섬돌, 못에 석지(石趾)를 가설한 것

으로 손 씻고 양치하는 장소로 만든 것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석물이 무기연당에서 풍욕루로 진입하는 경로

에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석물은 풍욕루를 통과해

원림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경로에 있다. 세 번

째 석물은 두 번째 석물을 딛고 풍욕루의 기단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마주하는 계단 아래 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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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화석을 깎아 만든 석물(좌상)과 탁영석(좌하), 오른

쪽은 풍욕루 건립 이후로 변경된 무기연당 내 동선(점선 :
풍욕루 개축 이전 동선, 1점 쇄선 : 개축 이후 첨가된 동선.)

무기연당은 그동안 주재성의 창의가 체현된 공간으

로서 기념물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 석물들의 설치는

무기연당에 감각적 체험 장소로서의 성격을 일깨움으

로서 방문객의 심리적 위축을 완화시켰다. 원림 내 동

선을 연장하여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경물을 감상하게

하였으며 못 가까이로 동선을 안내함으로서 물과 직접

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삼신당의 편입과 풍욕루의 개축은 문중 내에 있었던

입향조의 적장손과 불천위의 적장손 간 경쟁 구도를

드러낸다. 삼신당의 건립자 주봉상은 입향조의 4대손

으로서 입향조의 기제사를 지내는 마지막 세대였다.

주재성이 추증되어 불천위가 되고 기양서원에 배향되

었으며 그 직계후손이 선양 사업을 전개해나갈수록 주

봉상을 비롯한 입향조 적장손의 계통은 입지가 좁아졌

을 것이다. 주봉상의 적극적인 건축 사업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된다. 주봉상과 그의 후손이 문중에서 경

쟁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선산을 경영하는 등 가문의

종통을 강조하는 것, 주재성과 같은 현조를 배출하는

것, 상속 재산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배양하고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시각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주봉상은 부친의 묘소 주변으로 재실과 제전을

갖춘 선산을 계획함으로써 첫 번째 방법을, 26세에 과

거에 급제함으로써 두 번째 방법을 실현하였다. 또한

1770～80년대에 건립한 삼신당과 유회정 별업으로써

주재성의 후손이 차지한 종가의 건축물과, 무기연당보

다 규모가 크고 지대가 높으며 화려한 구성을 갖춘 공

간을 소유함으로써 세 번째 방법을 실현하였다. 삼신

당의 건축 형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주봉상

의 의중을 드러낸다. 삼신당은 주재성의 기념 공간인

하환정의 동쪽 시야를 가렸으며 기단을 1미터 정도 북

돋아 건립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이용자 간 물리적

위상 차이도 크다. 오전시간에는 삼신당의 그림자가

하환정에 드리우는 시각적인 영향도 상당했을 것이다.

삼신당이 무기연당 내로 편입된 것은 건축물의 매입

이라는 표면적인 현상 이면으로 문중 내 주도권의 이

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파악된다. 당시에

조상 전래의 귀중한 건물이 다른 일족의 소유가 되는

것은 꺼림칙한 일로 여겨졌다.41) 더군다나 삼신당의

매입은 건축물의 이름과 형태를 완전히 개조하여 원형

을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산의 양

도는 아니었다. 이는 개축 이전의 당호와 건축 형태가

입향조 이하 적장손의 대표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문중

내 권력의 이양으로 해석된다. 풍욕루는 하환정과 함

께 무기연당을 대표하는 누정으로 오늘날까지도 충실

히 관리되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삼신당과 유회정 별

업의 존재는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손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져간 것이다.

5. 변천을 통해 본 무기연당의 조영 특성

5-1. 공간의 명명에 따른 고사의 장면 중첩과 의미 변화

무기연당을 이루는 공간들의 이름을 공간의 배치에

따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17>과 같다. 공간명을

명명 순서대로 쓰면 “①무기(舞沂) ②행단(杏壇) ③국

담(菊潭) ④하환(何換) ⑤감은(感恩) ⑥삼신(三愼) ⑥

-1유회(有懷) ⑦영귀(詠歸)/한서(寒棲) ⑧풍욕(風浴) ⑧

-1탁영(濯纓)”이 된다.

그림 17. 무기연당 관련 공간의 명칭(원 안의 숫자는 명명 순서)

41) “저곡 권씨에게는 대대로 전해오는 야옹정(野翁亭)이란 정자가
있었다. 이 야옹정은 종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각하고자 했으나,
조상 전래의 귀중한 건물이 다른 일족의 소유가 되는 것은 꺼림칙
한 일이므로, 일족의 사람들이 자금을 각출하여 야옹정과 그 주위의
토지를 일족의 공동 재산으로 한다는 것이다.” 미야지마 히로시(노
영구 역), 양반, 너머북스, 2014,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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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림의 공간 명명은 상상을 통한 경계의 확장과 메

시지의 전달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전자는 못을 앞

에 두고 강이나 바다와 관련된 자를 사용하는 등 다른

장소를 연상시키는 심상을 끌어와 의경(意景)을 구현

하는 것이며, 후자는 조영의 맥락이나 유명한 전거를

끌어다 주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다.

먼저, 명명에 공통적으로 물과 뭍을 배경으로 삼는

고사의 장면을 환기시키는 양상이 포착된다. ①무기,

⑦영귀, ⑧풍욕은 《논어》〈선진〉편에서 유래한 것

으로 ‘무우’와 ‘기수’를 내포한다. ②행단은 전거가 된

《장자》〈어부〉편에서 무성한 숲과 언덕, 흐르는 물

과 갈대밭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③국담은 국화가 핀

못을 뜻하며, ④하환은 엄광이 낚시하던 물과 언덕을

끌어온다. ⑧-1탁영은 창랑(滄浪)에 갓끈이나 발을 씻

는 장면을 환유한다.

의미 변화 측면에서 볼 때 ③국담, ④하환, ⑤감은,

⑥삼신에서 18세기에 벌어졌던 가문의 현조 추앙과 주

도권 경쟁 양상이 드러난다면, ⑦영귀, 한서에서는 유

자의 교육공간을 환기시킨다. ⑧풍욕에서 끌어오는 증

점의 이미지는 동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이 있어 원림이

기념 공간으로 전용되면서 억눌렸던 본연의 기능인 즐

거움의 추구에 이전보다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

공간의 이름과 공간을 조영한 주인의 호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중요하다. ‘③국담’, ‘⑤감은’, ‘⑥삼

신’, ‘⑧풍욕’은 가문의 인물들 중에서도 무기연당 조영

의 핵심인물들의 호이기도 하다. 호(號)는 명(名)과 자

(字)와 달리 선비가 뜻을 두고 마음이 가 있는 바를

스스로 드러내는 사회적 자아를 표상한다. 가문 내 명

현의 호가 공간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

큼 무기연당이 종가에서 차지했던 위상이 높았음을 방

증한다.

5-2. 별당 중심의 종가 영역 확장과 선양공간으로

서의 원림

현재 무기마을 종가의 외곽 경계는 비정형적인 부분

이 많다. 종가의 영역과 건축물의 배치가 이러한 모습

을 띠게 된 것은 종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장되었

기 때문이다. <그림 18>은 3장과 4장에서 서술하였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가의 영역이 확장된 과정을 도식

화한 것이다.

그림 18. 종가 영역의 확장 과정 (영역의 경계는 배치도의
담장을 기준으로 작도, ‘ ’표시는 건축물의 정면 방향)

무기연당은 이와 같은 종가의 확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간이다. 종가는 무기연당의 조

영으로 인해 확장의 첫 단계를 밟았다. 무기연당은 최

초에 종가의 바깥에 위치한 경물로 조영되었으나 하환

정이 건립된 이후에는 주인의 거처인 동시에 종가의

손님을 맞이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했다. 사랑마당은 무

기연당을 영역의 경계로 삼아 덧붙여지는 형태로 조성

되었으며, 감은재는 무기연당의 진입문과 못, 석가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배치되었다. 풍욕루 또한 종가

영역의 바깥에 있다가 편입되어 하환정을 바라보는 방

향으로 개축되었다. 사랑채로써 종가를 대표하는 건축

물인 감은재와 입향조의 적장손이 경영한 가대에서 가

장 중요한 건축물이었던 삼신당이 무기연당을 바라보

는 방향으로 건립되고 개축된 것은 그만큼 무기연당이

종가 영역 내에서 중요도가 높았음을 방증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수대에 걸쳐 무기연당을 소유하고 조영해

온 가문의 내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변천

을 검토하였다. 무기연당의 입지는 가문의 무기마을

입향과 함께 결정되었다. 입향조의 장자가 대문 앞에

심은 은행나무가 원림의 시초가 되었는데, 무기연당은

주재성의 무신란 창의를 기념하여 군사들이 나무 옆에

못과 정충비를 세워줌으로써 원림으로서의 구색을 갖

추어 나갔다. 주재성이 포상을 받지 못하고 여생을 즐

기기 위해 하환정을 건립함으로써 무기연당은 비로소

종가의 별당 원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추었다.

주재성의 아들 주도복이 종가와 별당 사이의 공간에

부친의 추증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재를 짓고

마당을 확보함으로써 종가와 무기연당이 오늘날과 유

사한 배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중심 영역의 형성과 함께 원림의 변화가 동결된 것

은 아니었다. 18세기 후반에는 무기연당의 중수를 통

해 주재성을 기리는 뜻을 재구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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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주재성의 후손에게 종가의 주도권을 종친의 후

손인 주봉상이 무기연당의 경관을 해치는 위치에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일이 있었다. 나아가 주봉상은

부친의 묘소 근처에 무기연당을 본떠 화려한 별업 원

림을 조영하고 가문의 선산 경영을 계획하였다. 원림

으로 표출된 두 계통 간의 경쟁은 1853년에 무기연당

으로 삼신당이 편입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공간 변천을 바탕으로 살핀 조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무기연당의 공간 요소들이 명명되는 일련의 과정

을 살핀 결과, 공간의 이름들은 뭍과 물의 심상을 환

유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공간의 주인이 추구했던

원림의 감상 방식을 반영하였다. 대문 앞의 나무 한그

루로 시작된 원림이 200여년에 걸친 종가의 영역 확장

에서 중점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림이 가문에서 차지해온 높은 위상을 드러낸다.

무기연당의 일대기는 소유주 가문의 내력과 밀접하

게 연동될 뿐만 아니라, 가문의 내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 위치에 있다. 원림은 공간적으로는 여지(餘地)

에 지어지고, 시간적으로는 여가(餘暇)를 보낼 때 쓰이

는 부차적인 도구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문이

오랜 기간 재화와 관심을 쏟아 조영한 무기연당의 사

례는 원림이 단순한 즐길거리에 불과하지 않았음을 역

설한다. 또한 공간 요소의 명칭과 조영한 인물들의 호

가 동일한 현상은 원림이 가문의 정체성과 공고히 결

합된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문중의 위상이나 권력 관계가 원림으로 표출된 것은

무기연당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닐 것이다. 소유주의

경제력 변화에 따라 농경지나 가대, 별서가 매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사족의 결집과 지위 보전을 위

해 접객이 행해질 때 원림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소유주 가문의 내력과 원림의

변천을 상호 교차하여 해석한 본 연구의 시각은 결코

무기연당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족의 원림 조영은

소유관계가 명확한 재산인 토지에 구현되는 심미적 행

위이며, 원림은 이용자의 의식에 따라 그 형상과 의미

가 쉽게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은 원림을 경영한 주인

과 공간의 관계성을 주시했을 때 비로소 역사적 함의

를 드러낸다. 본 연구가 제시한 화두가 무기연당 외의

사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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