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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박규현이 기술한 ‘파산서당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파산서당의 영건과정과 조경식물의 변화상을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구 달성의 하빈면 묘리 파회에 자리한 살림집 삼가헌과 별당(파산서당)은 사육신 박팽년(1417∼1456)의 11대손 박성수

로부터 14대손 박규현에 이르기 까지 약 90년간(1783∼1874)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풍수적 회룡고미형(回龍顧尾形)으로 회자되는 

길처이다. 

둘째, 파회마을은 박성수가 1769년(영조 45)에 벗들과 교우하기 위해 초가를 짓고 자신의 호(三可軒)를 당호로 삼은 것으로부터 

유래하는데, 둘째아들 박광석이 분가(1783)한 후 사랑채(1826)와 안채(1869)를 지었고, 박광석의 손자 박규현이 1874년에 연을 심

어 가꾼 연못과 정자(하엽정)를 추가했으며, 파산서당 명칭은 삼가헌 뒷동산 지명과 연계된다.

셋째, 네모꼴 연못은 길이 21m, 너비 15m 규모로 연꽃을 심었는데, 못 가운데 원형 섬을 두어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성리학적 세계

관을 반영하고 있다. 파산서당에 부가된 정자(하엽정)의 명칭, 동쪽 방 이연헌(怡燕軒), 서쪽 방 몽양재(蒙養齋) 등은 군자적 삶의 염원, 

그리고 자손들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뜻을 담았다.

넷째, 성리학적 규범(소나무, 연꽃, 대나무), 안빈낙도의 생활철학(버드나무), 은일사상과 태평성대의 염원(대나무), 그리고 구휼목

적과 실용성(밤나무, 상수리나무, 가래나무, 옻나무 등)에 비중을 둔 식재수종의 반영을 추적할 수 있는데, 이는 서당이라고 하는 장소성

과 상징성, 절제미학 등을 고려한 조경법이라 하겠다.

다섯째, 조영초기 식재수종은 회화나무와 연꽃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사하여 다른 수종으로 대체되었는데, 서당 기능의 상실과 풍

수적 가치(홍동백서 상징수종), 벽사기능(엄나무와 탱자나무), 심미성 및 실용적 가치(해당화, 매화, 배나무, 복숭아나무, 굴참나무), 가문

의 번영과 변화지 않는 청백의 삶(자귀나무, 배롱나무, 주목), 심미관 등 후손들의 확장된 작정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 문 초 록

주제어  ‘파산서당기’, 조경식물의 변화상, 회룡고미형(回龍顧尾形), 성리학적 규범, 실용성 

투고일자 2017.12.11  ●  심사일자 2018.02.19  ●  게재확정일자 2018.02.13



1     신상섭 외2, 2011, 「무수동 유회당 원림의 산수체계와 공간구성」 『한국전통조경학회』 29(3), p.107.

Ⅰ. 서론

문화경관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자연과의 교류를 통

해 얻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과 의미론적으

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우리 선조들은 정신적 산물과의 

소통을 중시하였는데, 사회문화 전반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지(志)’와 ‘기문(記文)’ 등을 편

찬하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주거공간에서도 작정철학 및 정

체성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1

특히,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주자의 격물치지(格物致

知)를 수양의 방법으로 삼았는데, 자연을 끊임없이 관찰하

며 이치를 살펴 삶의 궁극적 이상향을 찾고자 하였다. 주거

공간은 물론 서당, 정사 같은 강학공간, 그리고 정자 같은 

유식 공간 등의 조영에도 영향을 미쳐 건축물의 명칭 부여

는 물론 외부 공간에 펼쳐지는 조경요소(수목과 연못, 괴석 

등)에 이르기 까지 의미를 부여한 상징성과 자연관 등을 수

심양성의 소재로 활용코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파산서당은 삼가헌(三可軒, 중

요민속문화재 제104호)에 딸린 별당 영역에 해당되는

데, 사육신 충정공 박팽년(1417~1456)의 11대손 박성수

(1735~1810, 증 이조참판)가 하빈의 묘골(오늘날 대구광역

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서 고개 너머 인근 파회로 분가

하여 1769년에 초가를 짓고 자신의 호를 택호로 삼은 것

으로 부터 연원한다. 

1979년 문화재 지정당시 ‘묘동박엽씨가옥(竗洞朴熀氏

家屋)’으로 명명되었으나, 사랑채 당호가 삼가헌 임을 감안

하여 2007년 ‘달성 삼가헌’으로 명칭이 조정되었다. 

하엽정(荷葉亭)은 파산서당에 부가된 정자인데, 관

련하여 박팽년의 14대손 박규현이 기록한 ‘삼가헌기’와 

‘파산서당기’가 전해진다. 그동안 삼가헌과 하엽정은 건축

과 조경, 민속학  분야에서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조영당시 작정자가 의도한 파산서당의 영건과정과 상징성, 

그리고 조경식물의 원형경관 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특히, 서당과 같은 전통시대 교육문화 공간의 멸실과 

훼손, 그리고 서당의 원형경관과 관련한 조경 식재기법 등 

조경학적 연구 성과가 전무하다는 관점에 착안하여 본 논

문은 파산서당을 주제로 경관 특징과 조경식물의 상징성 

및 변화상 등을 구명함으로서 서당 문화경관의 정체성 등

을 추출코자 한다.

Ⅱ.   연구내용과 방법

파산서당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는 전무하나, 연관되

는 삼가헌과 하엽정 연구는 몇 편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었

다. 즉, 건축분야에서 박명덕(1992)은 영남지방 동족마을

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해 한개마을 및 묘골을 대상

으로 성리학과 주거형태와의 연관 관계(주로 ㅁ자 형태)를 

구명하였고, 이현식(2005)은 18세기 이전과 비교하여 안채

와 사랑채의 진입 동선이 빗 방향으로 강조된 삼가헌의 공

간구성 특징을 도출하였다. 김은수(2015)는 ‘경상북도 전

통주택 별당의 경(景)디자인 원리’에서 하엽정을 정원형 별

당으로 규정하고 경관 요소와 적용 기법 등을 구명하였다. 

조경분야에서 김정문(2016)은 하엽정에 도입된 주제식물 

연의 명칭과 경관을 구명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에서 발간

한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2013)에서 삼가헌의 입

지 및 조성배경, 그리고 공간구성 등을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박팽년의 11대손 박성수로부

터 14대손 박규현에 이르기 까지 4대에 걸쳐 진행된 파산

서당 관련 영건과정과 건립시기, 건립목적, 공간이 의미하

는 상징성, 그리고 조영 당시 식재된 원형경관은 물론 오늘

날까지의 변화상 등을 추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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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조사와 한국전통지식포탈, 그리고 현지실측조사

를 연계하여 분석된 본 논문은 순천박씨 충정공 파보 권지

에 수록된 ‘파산서당기’ 기문, 그리고 현지답사와 실측조사, 

기록화보고서 및 후손과의 인터뷰 등에 근거하여 수행되었

다. 즉, 1874년에 박규현이 쓴 ‘파산서당기’ 기문에 근거하

여 첫째로 파산서당의 입지, 건립 배경과 목적, 조영시기 등 

파산서당의 영건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로 

자리잡기 및 건물의 명칭과 의미 등을 추적하여 풍수적 측

면은 물론 건조물의 상징성 등을 추출하였다. 셋째로 조경

적 관점에서 연못의 조성과 도입식물 등을 현 시점에서 실

측 조사하여 파산서당 조영당시 식재된 수목과의 변화상 

등을 추적하였고, 넷째로 영건과정과 조경식물 변화상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고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방

법을 수행하였다. 

특히, 조경식물은 ‘파산서당기(1874)’ 기록 수종, 1990

년대 조사된 내용, 그리고 2017년 2월 4일 현지조사를 통

해 조사된 수종을 비교하여 변화상을 추출하였는데, 후손 

박도덕(68세)의 인터뷰를 통해 조경식물 위치와 상징성 등

이 추가로 파악되었다.

Ⅲ.  파산서당 영건과정과 
 원형경관 상징성

1. 파산서당 자리잡기

파산서당이 자리한 파회촌과 인접한 묘골은 사육신 

중 유일하게 혈손(血孫)을 보전한 충정공 박팽년 후손들

이 모여 사는 순천박씨 충정공파 집성촌이다. 박팽년의 11

대손 박성수와 12대손 박광석의 분가로 파생된 묘골 파회

촌에 대해서는 박규현이 쓴 ‘파산서당기’에 풍수적 사신사 

구조의 회룡고미형 자리잡기 양상이 다음과 같이 잘 설명

되어 있다.

“서당이 파회촌(坡回村)의 서쪽에 있으니 옛날의 하빈

현이요 지금은 달성의 하서(河西)다. 팔공산이 달성의 명산

으로 북쪽 아득히 바라보는 곳에 솟아있어 봉성(封城)의 

진산(鎭山)이 되고 서(西)는 기(箕)의 가산(架山)이며 또 서

에서 북으로는 인동(仁同)의 유학산(遊鶴山)이 되고 인동에

서 남으로 뻗어 소학(巢鶴)과 거무(巨巫)가되니 거무의 남

쪽은 곧 기(箕)와 달(達)의 교차된 곳이 묘동(竗洞)인데 동

그림 1. 파회촌(삼가헌)과 묘골 마을 입지. 그림 2. 파산서당 편액(2017. 2. 4).

5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1



네가 팔공산에서 볼 때 회룡고미형(回龍顧尾形)이라고 풍

수들은 말한다.” 2 

한편, 묘골의 형국을 회룡고미형이라고 하는데 용산(龍

山)이라 불리는 나지막한 산이 묘골 주위를 둥글게 싸고 있

어서, 용의 머리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골짜기에 의해 

떨어지되 서로 마주보는 모양에서 이렇게 불리 운 듯하다.3

즉, 파산서당이 자리한 파회촌과 묘골의 형국은 팔공

산을 주산으로 거무산과 용산이 북현무가 되어 마을 주위

를 둥글게 감싸는 ‘회룡고미형(둥글게 휘감은 용이 꼬리를 

되돌아보는 형국)’ 자리잡기 양상이 된다. 물줄기는 객수에 

해당하는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다시 서쪽에

서 동쪽을 향해 마을을 휘감아 도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

상을 보여준다. 특히 건좌손향(乾坐巽向, 동남향)집에 딸린 

서당형 별당과 연못은 중층적 풍수경관(담장+수목+정자+

연못)으로 서쪽 우백호 기맥의 허함을 보강하기 위한 비보

와 연계된다.

2. 파산서당 영건과정

‘파산서당기’를 통해 삼가헌 일곽의 영건과정 내용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정조계묘(正祖癸卯)에 증왕고께서 조부님을 분

가시킬 때 집을 매입하여 새로 수리하여 초가를 짓고 삼가

헌(三可軒)이라 이름하고 기문과 신거팔영(新居八詠)이 있

고 파회동(巴回洞)이라 이름하니 대개 산형세가 파(巴)자

처럼 돌아감을 말한 것이다.(중략) 이 집의 공사가 시작한

지 오래나 군색하여 마치지 못한 지가 30년이 경과되었는데 

(중략) 이 해 중추(仲秋)에 서당(書堂)이 낙성되니 착공한지 

5개월 만이다.”4

삼가헌이 자리한 파회촌은 순천박씨 집성촌 묘골

과 낮은 구릉을 경계로 한다. 박팽년의 11대 손 박성수

(1735~1810)가 1769년(영조 45)에 초가를 짓고 자신의 호

를 당호(삼가헌)로 삼아 벗들과 교우하던 곳으로부터 연원

한다. 

1783년에는 박성수의 둘째아들 박광석(1764~1845, 호

조참의, 한성부 우윤 등의 벼슬)이 묘골에서 파회로 분가하

였고, 1826년에는 안채와 사랑채를 새롭게 지었는데, 안채

로 들어가는 중문채를 초가로 이었다. 박광석의 손자 박규

현 대에 안채를 개축(1869)했는데, 개축 당시 흙을 파낸 파

산서당 전면을 못으로 꾸며 연을 심었다. 그 후 파산서당 건

물에 부가하여 누마루를 덧대어 하엽정을 지었는데(1874), 

2 박규현, 1874, 「파산서당기」 『순천박씨 충정공파보』 권지1.

3 달성군지편찬위원회, 1992, 『달성군지』 p.1072.

4 박규현, 1874, 「파산서당기」 『순천박씨 충정공파보』 권지1.

표 1. 삼가헌과 파산서당, 그리고 하엽정의 조영 연혁

관련인물 시기 관련활동 관련건축 비고

박성수(11대손) 1769(영조 45)   살림집 초창  초가 자신의 호(삼가헌)

박성수(11대손) 1770(영조 46)   별당, 파산서당 초창 이연헌, 몽양재 4칸(마루+온돌)

박광석(12대손) 1783(정조 7) 묘골에서 파회촌으로 분가 삼가헌(초가) 계묘년

박광석(12대손) 1826(순조 20)   안채와 사랑채 중창  안채, 사랑채 초가 → 와가

박규현(14대손) 1869(고종 6) 안채 개축  안채 개축

박규현(14대손) 1874(고종 11)   하엽정 신축, 연못 조성  하엽정 파산서당에 누마루 부가, 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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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호를 따 정자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하여 4대에 걸

쳐 현재의 규모인 삼가헌, 파산서당과 연못, 그리고 하엽정 

등이 조성되었다. 

3. 공간구성 및 동선체계

삼가헌은 ‘ㄷ’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결합된 튼 

‘ㅁ’자형 살림채, 그리고 중문채와 대문채, 별도의 담장을 두

른 별당(파산서당과 하엽정), 광채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

에 각 채와 사랑마당, 안마당, 별당연못, 후원 등이 결합된 

공간구성 체계이다. 대문에서 사랑채로의 진입은 일직선상

이지만 안채로의 진입은 ‘ㅡ’자형 중문채(초가)를 통과해 연

결되는 ‘ㄷ’자 형태로 영역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

선 체계를 보여준다.

이현식(2005)에 의하면 “삼가헌은 18세기 이전과 비교

해서 구성축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튼 ‘ㅁ’자형 구성으로 공

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안채와 

안사랑채의 진입 동선이 빗 방향으로 강조되었다.”5라고 공

간구성과 동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안채는 몸채와 좌우 

날개채로 구성되어있는데, 몸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

이고 날개 채는 좌익사가 정면 1칸, 측면 1칸 우익사는 정

면 1칸, 측면 3칸으로 좌우가 비대칭인 평면이다.6 사랑채는 

‘ㅡ’자형의 몸채와 좌측의 날개 채가 ‘ㄴ’자 형태의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몸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좌측의 날개 

채는 정면 1칸 측면 2칸이다.7 

사랑채의 당호(삼가헌)는 ‘중용(中庸)’의 “천하국가가

균야(天下國家可均也), 작록가사야(爵祿可辭也), 백인가답

야(白刃可蹈也), 중용불가능야(中庸不可能也)” 즉, “천하와 

국가는 다스릴 수 있고, 관직과 녹봉도 사양할 수 있고, 날

카로운 칼날 위를 밟을 수도 있지만 중용은 지키기는 어렵

다.”는 뜻에서 취했다. 천하를 다스림은 지(知)이고, 작록을 

거부하는 것은 인(仁)이며. 칼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은 용

(勇)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에 3가지 항목의 가(可)자를 

취해 아호와 당호를 삼았으니 선비로서의 덕목을 드러낸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랑채 벽장에는 ‘성(誠)’과 ‘경(敬)’8 

그림 3. 삼가헌 공간구성(후손 박도덕 제공). 그림 4. 삼가헌 배치도(문화재청, 2013).

5 이현식, 2005, 「18세기 조선 상류주택의 공간적 특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7.

6 문화재청, 2013,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p.278.

7 문화재청, 2013,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p.296.

8 君子存誠克念克敬(군자존성극념극경): 군자는 성실함을 간직하고 능히 조심함. 敬齋箴(경재잠), 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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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서(墨書)를 게시하여 정성을 다해 ‘경’을 실천코자 한 가

주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안채에는 ‘길상실(吉祥室)’, ‘청좌계

심상(淸坐契心賞)’, 그리고 춘첩문구(春帖文句)로 ‘춘풍생복

수(春風生福壽)’, ‘천지일가춘(天地一家春)’, ‘의실의가(宜室

宜家)’ 등을 붙였는데, 가문 번영과 장수무병의 염원, 올곧

은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파산서당에 부가된 하엽정은 박광석의 손자 박규현이 

1874년에 건립한 것으로 ‘연잎 정자’라는 뜻인데, 4칸 규모

의 ‘ㅡ’자형 건물 파산서당에 누마루 한 칸을 덧붙여서 짓

고 자신의 호를 따서 명명하였다. 즉, 건물은 ‘ㄱ’자형 평면

으로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인데, 방 3칸과 마루 1칸으로 

구성되었고 1칸의 누마루를 돌출시켰다. 연못을 향해 돌출

된 누마루는 1.5m 높이로 3면에 연잎 계자난간을 두었다. 

서당의 진출입은 사랑마당을 통해 별도로 담장을 두른 서

쪽 협문을 통해 진입토록 하였는데, 누마루가 돌출된 하엽

정에 오를 수 있는 동선 체계이다. 

정자 앞에는 집을 지을 때 흙을 파낸 자리에 네모꼴 

연못과 봉래섬을 만들고 연을 심었다. 박규현은 하엽정과 

연못을 완성하고 ‘파산서당기’를 남겼는데 각 실의 기능 및 

명칭 등 조영의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오가사칸(五架四間)으로 중앙이 마루이고 동서협(東

西夾)이 방인데, 동협은 이연헌이니 이신연거(怡神燕居)한다

는 뜻으로 만경(晩景)을 수습하여 병(病)을 조리하며 여생

을 보내려 함이오. 서협은 몽양재(蒙養齋)니 동몽(童蒙)을 

바르게 기른다는 뜻인데 후손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가풍

을 이어가려는 염원에서 나온 바이다. (중략) 중당(中堂)에 

파서서옥(波西書屋)이라 편액하니 전체를 총칭함이다.” 9

오늘날 돌출된 정자 누마루에는 ‘하엽정’, 그리고 몸채

에는 ‘파산서당(巴山書堂)’ 편액이 걸려 있다.

즉, 삼가헌의 안채와 사랑채는 살림채로서 영역성이 

강조된 실존영역으로, 그리고 별당영역인 파산서당과 하엽

정은 학문을 즐기고 자연을 감상하며 수양을 도모하는 수

신제가(修身齊家) 문화공간으로서 실존 속에 별도의 독립

된 이상향 영역이 접합된 공간구성 체계를 보여준다.

그림 5. 파산서당과 하엽정 전경(2017. 2. 4). 그림 6. 파산서당 평면도(문화재청, 2013).

9 박규현, 1874, 「파산서당기」 『순천박씨 충정공파보』 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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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서당과 하엽정의 경관구조

 ‘파산서당기’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경관구조를 

분석해 보면 풍수적 사신사구조의 경관상을 보여주는 묘

골 북동쪽에 멀리(다음 지도 : 28.3km 직선거리) “팔공산

(1,193m)이 진산(鎭山)으로 자리하고, 파회촌 삼가헌 북쪽

으로 장원봉, 금무산의 지맥인 용산이 동에서 서로 길게 휘

감아 돌아 풍수적 회룡고미형” 형국이 된다. 객수에 해당하

는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큰물줄기를 형성하고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마을을 휘감아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국을 보

여준다. 마을 바깥길은 달성에서 성주로 향하는 30번 지방

도에서 북쪽으로 분지된 묘동 안길을 따라 파회촌 쪽으로 

향하면 삼가헌 살림집과 서당을 마주하게 되고 서쪽 방향

으로 계속 북진하여 올라가면 왜관방향 67번 지방도와 접

속되는 동선체계이다. 따라서 삼가헌 살림집과 서당에 남면

하여 판국이 넓지 않은 농경지 사이로 마을 바깥길이 서쪽 

방향으로 지나가고, 뒷동산 용산에서 발원하는 내명당수가 

동에서 서로 관류하여 낙동강 본류와 접속되며, 안산과 낙

동강 너머에 금계산(1,084m)과 조산인 비슬산(1,084m)이 

원경(다음지도 : 25.0km 직선거리)으로 펼쳐지는 구조이다. 

즉, 시각적 인지구도로 볼 때 넓지 않은 판국으로 펼쳐지는 

가시적 내명당 범위를 넘어서 반경 70리 권역의 비가시적 

넓은 판국을 외명당 권역으로 설정한 사신사 구도의 풍수

경관을 추적할 수 있다.  

경관구조와 관련하여 Y. Ashihara는 ‘건축의 외부공간

(1970)’에서 동양의 전통적 외부공간 스케일에 대하여 인간

적 척도(80척 규모) 개념을 규명한바 있고, K. Lynch는 ‘Site 

Planning(1972)’에서 한정된 공간의 외부공간 스케일에 대

하여 옥외 친근감 스케일(12-24m) 규모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전통공간(건

축, 조경, 도시 등) 영역에서 안영배(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980) 등 수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분석틀을 적용한바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파산서당에 부가된 하엽정의 담장 

안  외부공간 공간감, 시지각적 특징 등 인간적 스케일 범위

와 관련한 경관구조를 분석코자 하였다.

즉, 하엽정의 건물 높이 5.3m, 마루높이 2.1m, 정자와 

연못과의 최대 이격거리 24m, 마루에서 앉은키 높이를 반

영한 시선고 3.3m, 연못과의 표고차 53cm, 정자의 전체높

이 5.83m, 연못의 장폭 21m, 단폭 15m를 기준으로 정자

(하엽정)의 공간감, 시지각적 특징 등 인간적 스케일 범위의 

담장 안 경관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Y. Ashihara(1970)와 K. Lynch(1972)가 제시한 거리에 

대한 인간의 감각 분석틀을 대입시켜 볼 때 연못의 규모는 

시설요소 출처 상징성 비고

파회동(巴回洞) 파산서당기 : 回龍顧尾形 풍수적 회룡고미형 길처 파회촌

삼가헌(三可軒) 삼가헌기, 중용 지인용(智仁勇) 삶의 중용적 가치 박성수 호

파산서당(巴山書堂) 파산서당기 풍수지명 주산(북 현무)의 명칭 삼가헌별당

이연현(怡燕軒) 논어집주 술이편 : 怡神燕居 만경을 수습, 은둔적 여생 파산서당

몽양재(蒙養齋) 파산서당기 : 역경 동몽(童蒙) 교육, 인생 3락(樂)향유 파산서당

파서서옥(波西書屋) 파산서당기 학문수양처 파산서당

하엽정(荷葉亭) 주돈이 애련설 군자정신, 수심양성, 노장사상 풍류처 박규현 호

방당(方塘) 연못
원도(圓島) 섬

주자 관서유감
경직의방(敬直義方), 천원지방사상, 

신선사상(봉래섬), 풍류정신
방지원도

읍취(挹翠) 파산서당기 조상숭배 파산서당

영향(迎香) 파산서당기, 애련설 연꽃 향기를 끌어옴, 군자정신 파산서당

괴석 양화소록 불로장생, 신선사상 연못

표 2.  파산서당 관련 시설요소 및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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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친근감 스케일(12~24m) 규모에 해당되며, 정자와 연

못의 이격거리 또한 24m 범위인데 시각적, 청각적, 지각적

으로 가장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인간적 스케일 규모라 하

겠다. 정자 대청마루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는 경관지각이라

는 관점에서 보면 시선고 3.3m, 연못 중심 섬까지의 이격거

리(수면 10.5m+지면 3m)를 기준으로 할 때 부각(俯角) 14̊

로 분석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아름다운 연못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범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Vaughan and Asbury가 제시한 수평각 분석기

준에서 54̊ 이상 범위 일 때 시지각적 경관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하는 분석틀에 근거하여 파산서당에서 인지되는 연

못 수면에 대한 수평각을 분석하였다. 이때 기준시점은 연

못 중심선, 그리고 방과 누마루에서 지각되는 시각적 절충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서당 건물 기단선으로 

설정하였다. 즉, 수평각 분석은 시각적 초점경관(배롱나무

가 심어난 중심 섬)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평각 좌우 

각 29.5̊ , 즉 59̊ 시지각 범위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54̊ 이상을 제안하고 있는 바람직한 시각구조 환경설계범위

를 만족시키는 수평각 범위가 된다. 따라서 파산서당과 하

엽정, 그리고 연못과의 시지각적 상관성은 제한된 공간에서 

넓이감이 선명하게 체감되는 적정 시지각적 경관구조 범위

로 측정된다.

5. 파산서당의 장소성과 조영물 상징성

  파산서당은 사계절 자연을 완상하며 학문에 정진하

고 심신을 수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경관의 여러 장치들이 

돋보이는 별당형 서당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제

한된 뜰에 가주(家主)의 품격이나 윤리관을 반영한 사의적

(寫意的) 속성은 물론 실존적 기준이 되는 실용적 가치와 

심미성을 반영하는 조경법이 채택되었다.10

‘파산서당기’ 기록 “팔공산에서 볼 때 회룡고미형이라

고 풍수들은 말한다. <중략> 파회동이라 이름하니 대개 산

형세가 파(巴)자처럼 돌아감을 말한 것이다.”에 근거한다면 

그림 7. K. Lynch의 거리에 대한 감각 분석틀 : 부시각(俯視角) 14˚범위

그림 8. Vaughan and Asbury가 제시한 조망 수평각 54˚이상 범위

10 신상섭, 2007,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경관 찾기』, 도서출판 대가,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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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서당과 삼가헌을 포함하는 파회촌은 풍수적 사신사 구

조, 용산의 지맥 파회와 파산의 작명, 회룡고미형 형국론 등 

농경사회에서 비를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희망의 동물, 용을 

대입시켜 풍수적 명국으로서의 낙토(樂土)를 상징한다. 

 파산서당 전면의 네모꼴 연못(길이 21m, 너비 15m 

규모)에는 연을 심었으며, 중심부에 원형 섬을 두어 천원지

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전통

시대의 보편적인 성리학적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지안을 4

단 축석 허튼층으로 쌓았는데, 조선시대 가장 많이 조성된 

방지원도형으로 우주의 섭리 속 가문 번영을 염원하는 뜻

이 담겨 있다. 

연은 ‘시경’ 정풍편에 부거(芙蕖), 또는 하(荷)라고 불렀

으며 별칭으로 부용(芙蓉)이라 하는데, 정자 명칭 하엽정은 

연잎 정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양화소록’ 화목구품에서 높

고 뛰어난 운치가 있는 일품(一品)으로, ‘화암수록’의 화목

구등품제에서 고표일운(高標逸韻) 일등품에 비유했고, 정

우(淨友)라 칭했는데, 완상식물로 애용된 대표적 용례이다. 

특히, 연꽃이 군자의 꽃으로 비유 된 데는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1017~1073)의 애련설(愛蓮說)11에 많은 영향을 받았

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신의 호는 물론 당호로 삼을 만큼 연을 사랑한 작

정자는 연못의 실용성과 관상 가치는 물론 강학공간의 수

양 장치로 연을 대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향을 통해 군자

의 맑고 깨끗한 향기를 느끼고, 물을 비워낼 줄 아는 연잎

을 보며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군자의 도를 격물치지의 가

치 실현, 그리고 하엽(荷葉)이라는 정자명칭에서 화려함이

나 과욕을 버리고 가문번영과 군자의 도를 염원했던 가주

의 진면목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파산서당 동협의 방 이연헌(怡燕軒)에는 기쁜 마

음으로 여생을 보내면서 못에서 풍기는 연향을 끌어들여 군

자의 삶을 즐긴다는 뜻으로 영향(迎香)이라 편액 했고, 서

협 몽양재(蒙養齋)에는 우거진 수목(樹木)의 푸른빛을 움

켜잡는다는 뜻으로 읍취(挹翠)라 편액 했는데, “조상의 유촉

(遺囑)에 대한 감회와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 한다. 

여기에서 몽양은 ‘역경’의 “蒙以養正 養心正己(몽이양

정 양심정기)”에서 연원하는데, 어려서부터 바르게 일깨워 

가르쳐 마음을 정돈하는 집이란 뜻풀이가 가능하여 서당의 

장소에 잘 부합되는 상징성을 갖는다.

11 予謂菊花之隱逸者也(여위국화지은일자야) 나는 생각하기를 국화는 꽃 중의 은일자요

 牡丹花之富貴者也(모란화지부귀자야) 모란은 꽃 중의 부귀자요

 蓮花之君子者也(연화지군자자야) 연은 꽃 중의 군자라

그림 9. 상징적 의미가 반영된 하엽정, 그리고 파산서당의 영향, 읍취 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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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산서당의 조경식물
 경관 변화상  

 파산서당 조영당시 심어진 수목에 대해 ‘파산서당기’

에는 “마루 앞에 방당(方塘)12을 파고 연(蓮)을 심으며 송

죽괴유율상재칠(松竹槐柳栗橡梓漆)등 잡목(雜木)을 심으

니 모두 왕고(王考)께서 수식(手植)하여 기른 바이다.” 라고 

적었다. 

즉, 조선시대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한다면 네모꼴 연

못은 한국 전통의 음양사상을 기저로 주희의 ‘관서유감’과 

연관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성리학적 규범을 상징하는 정

심수로서 소나무와 대나무, 연꽃이 심어졌고, 안빈낙도의 

생활철학이 담겨있는 버드나무, 은일사상과 태평성대를 염

원하는 대나무 등이 심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서당

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구휼목적과 실용성에 가치

를 둔 밤나무, 상수리나무, 가래나무, 옻나무 등이 상대적으

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산서당의 조경식물 경관 변화상을 추

적해 보면 초기(1874)의 식물로는 연(蓮), 송(松)·죽(竹)·괴

(槐)·버드나무(柳)·율(栗)·상수리나무(像)·가래나무(梓)·

옻나무(淡) 등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후대에 첨가된 식물

소재는 배롱나무, 자귀나무, 자두나무, 산수유, 복숭아나무, 

감나무, 매화, 배나무, 석류나무, 대나무 등을 들 수 있고, 오

늘날 까지 생존하여 노거수로 자란 소나무, 상수리나무, 탱

자나무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삼가헌 담장너머 뒷동산에는 송림이 군락경관

으로 어우러지고 뒤뜰에는 대나무를 총림으로 가꾸었다. 

사랑채 앞뜰에는 석류나무를 도입했고 파산서당에 딸린 연

못 주변에 배롱나무, 자귀나무, 자두나무, 산수유, 복숭아나

무(紅桃와 白桃), 감나무, 매화, 배나무 등을 심었다. 연못가 

동쪽에는 기이한 돌을 땅에 심은 괴석 4기(후손 박도덕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10여기 이상 존재)가 놓여있는데, 보편

적 상징관념에 비추어 볼 때 불노장생 염원의 가치가 담겨

있다. 신선경의 세계를 반영하는 연못의 원형 섬에는 배롱

그림 10. 파산서당과 연못 전경(박도덕 제공). 그림 11. 2017년 현재 삼가헌 살림집과 파산서당 식재 평면도.

12 주희 ‘관서유감’ 

 半畝方塘一鑑開 (반무방당일감개) 조그만 네모 연못 거울처럼 열리니

 天光雲影共徘徊 (천광운영공배회) 하늘빛 구름 그림자 그 안에 떠 있고.

 問渠那得淸如許 (문거나득청여허) 연못이 이리 맑은 까닭은 무엇일까?

 爲有源頭活水來 (위유원두활수래) 샘이 있어 맑은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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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심어 시각적 초점을 이루도록 하였고 여름에는 연

꽃과 함께 분홍빛 정경을 만끽할 수 있다. 남쪽 담장 밖에

는 노거수(굴참나무, 탱자나무)가 가꾸어졌는데, 경관지표

는 물론 눈가림 효과와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등 공간

에 깊이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못 좌우 동쪽과 서쪽에 풍수 식재가 연계되는데, 이

화(梨花)와 백도화(白桃花)는 서쪽 가장자리에 심었으며, 

홍도화(紅桃花)는 동쪽 가장자리에 심었다. 이처럼 연못을 

중심으로 백색 꽃을 피우는 배나무와 백도화를 서쪽에, 홍

색 꽃을 피우는 홍도화를 동쪽에 도입한 것은 풍수적 가치

와 음양사상의 원리가 반영된 식재기법 사례라 하겠다. 

후대에 첨가되어 현존하는 조경식물 또한 ‘양화소록’ 

화목9등품의 1품, 그리고 ‘화암수록’ 화암9등품 중 높고 뛰

어난 운치를 취한 고표일운(高標逸韻)의 1등품 상징식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성수양의 지표물이자 유가적 가치기준

에 따라 세한삼우(歲寒三友)로 회자되는 송죽매(松竹梅)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과실수(자두나무, 감나무, 복숭아

나무, 배나무, 밤나무, 석류나무, 가래나무 등)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나며, 약용수(매화, 산수유, 탱자나무 등), 식용 구황

식물(연근과 죽순, 도토리 등), 그리고 생활가구의 칠 용도

로 애용된 옻나무 등이 특징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파산서

당에서 분석되는 식재수종은 조선후기 광범위하게 펼쳐진 

이용후생의 학풍과 실사구시적인 가치기준, 그리고 서당이

라고 하는 교육 가치와 실용성 등이 표출된 결과라 하겠다. 

식재된 과실수 중에서 감나무는 ‘유양잡조’와 ‘이아익’, 

‘임원경제지’ 등에 칠절수(七絶樹 : 多壽, 多陰, 無鳥巢, 無

蟲, 霜葉可玩, 佳實, 落葉肥大)와 오덕수(五德樹 : 文武忠孝

節)로 의인화 되고 있다. 상징적으로 오행과 오색, 오방을 갖

춘 예절지수(禮節之樹)로도 일컬어지는데, 검은 줄기, 푸른 

잎, 노란 꽃, 붉은 열매, 흰 곶감, 그리고 고욤나무에 접을 붙

여야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스승의 도움으로 지식

을 터득하고 덕성을 키우는 배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따

라서 파산서당에 식재된 감나무는 서당이라고 하는 장소적 

상징성과 잘 부합되는 식재수종이 된다.

석류나무는 열매마다 붉은 씨앗을 가득 품고 있어 다

손(多孫), 다남(多男)의 상징으로 비유되면서 자손들이 덕

스럽고 효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가문번영사상과 

연계된다. 붉은 꽃과 열매는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능력

이 있다고 믿어 장독대 옆에 심기도 했다. 이러한 민간 신앙

적 양상은 홍만선(1643~1715)의 ‘산림경제’ 복거조 ‘당전유

류수길(堂前有榴樹吉, 당 앞에 석류나무를 심으면 길하다)’

이란 대목에서도 추적된다.

파산서당의 조경식물 경관 변화상을 추적하기 위해 

1874년에 기술된 ‘파산서당기’, 그리고 1990년도와 2017년

도 현지조사 과정 및 후손의 인터뷰 등에 근거한 도입식물

을 비교분석 하였다. 즉, 연못 조성 후 140여년이 지난 오늘

날의 시점에서 초기 식재수종은 9종에서 3종(회화나무와 

연, 대나무)으로 변화됨은 물론 대부분 고사하였다. 1990

년대 20종(배롱나무, 매화나무, 석류나무, 복숭아나무, 자귀

나무, 엄나무, 탱자나무 등), 2017년도 21종(해당화, 매화나

무, 홍도와 백도, 배롱나무, 배나무, 엄나무, 주목, 굴참나무, 

탱자나무, 자귀나무 등)으로 수종의 대체와 개체 수 확장

이 이루어졌다. 조경식물의 유한성, 그리고 강학기능의 상실

에 따른 원형적 식재경관의 멸실이 추적되지만, 풍수적 가

치(홍동백서 상징수종), 벽사기능(엄나무와 탱자나무), 심미

성 및 실용성(해당화, 매화, 배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석

류, 굴참나무), 가문의 번영과 청백의 삶(자귀나무, 배롱나

무, 주목) 등 의미경관 요소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거나 부가

되었고 심미적 속성이 강화되는 등 확장된 개념의 수종 선

정과 작정관을 보여준다. 참고적으로 파산서당에 도입된 구

황(굶주림 대체 식용) 및 구활(약용)식물을 정리한 결과는  

<별표 1>과 같다.

한편, 후손 박도덕의 증언, 그리고 조선시대 성리학자

들이 공유한 식물 상징성 및 고문헌(‘임원경제지’. ‘산림경

제’, ‘화암수록’ 등) 등에서 귀납적으로 추출한 파산서당 조

경 식물의 변화상과 상징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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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파산서당에 도입된 조경 식물의 변화상과 상징성 

1870년대 원형 경관 1990년대 경관 2017년 현재 경관

식물명 상징성 식물명 상징성 식물명 상징성

송(松)
세한3우, 학자수, 

절개, 벽사
소나무

세한3우, 학자수, 

절개, 벽사
소나무

세한3우, 학자수,

절개, 벽사

죽(竹) 세한3우, 군자정신 대나무 세한3우,군자정신 대나무 세한3우, 군자정신 

연(蓮) 군자정신, 구황식물 연 군자정신,구황식물 연 군자정신, 구황식물 

괴(槐) 학자수, 벽사, 약용, 차 회화나무
학자수, 벽사, 

약용, 차 
회화나무

학자수, 벽사, 

약용, 차 

버드나무(柳) 풍류, 생명력, 벽사 - -

율(栗)
조상숭배, 구황, 

홍동백서, 벽사
- -

상수리(像) 구황, 벽사 굴참나무 구황, 벽사 굴참나무 구황, 벽사

가래나무(梓) 구황, 벽사 - -

옻나무(漆) 벽사, 실용성 - -

국화 군자정신, 정절 국화 군자정신, 정절 국화 군자정신, 정절

- 탱자나무 벽사, 약용 탱자나무 벽사, 약용

- 배롱나무
환골탈퇴, 청렴, 

학문 번영
배롱나무

환골탈퇴, 청렴, 

학문 번영

- 홍도화
무릉도원, 

홍동백서 풍수가치
홍도화

무릉도원, 

홍동백서 풍수가치

- 백도화
무릉도원, 

홍동백서 풍수가치
백도화

무릉도원, 

홍동백서 풍수가치

- 매화나무 세한3우, 군자정신 매화나무 세한3우, 군자정신

- 자두나무 풍요, 위엄 -

- 석류나무 자손번영, 벽사 -

- 감나무
과실수, 칠절수, 

오덕수
감나무 과실수, 칠절수, 오덕수

- 배나무
과실수, 홍동백서 풍수, 

결백
배나무

과실수, 

홍동백서 풍수, 결백

- 자귀나무 부부화합, 금슬 -

- 산수유 약용,지속, 불변 -

- 주목 영원성, 벽사 주목 영원성, 벽사

- 엄나무 약용, 벽사 엄나무 약용, 벽사

- 해당화 미인 해당화 미인

- - 모란 부귀

- - 수양매 겸손

- - 벽오동 태평성대

- - 목련

- - 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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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874년 박규현이 기술한 ‘파산서당기’를 통해 파산서당

의 영건과정과 상징성, 그리고 조경식물의 원형경관과 변화상

을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 달성의 하빈면 묘리 파회촌에 자리한 삼가헌 일

곽은 사육신 박팽년(1417~1456)의 11대손 박성수로부터 14대

손 박규현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조영적 산물인데, 진산

(팔공산), 외명당수(낙동강), 용산(龍山), 조산(비슬산)을 남북

축선으로 설정한 풍수적 회룡고미형(回龍顧尾形) 길처로 회

자된다. 배산임수형 동남향 살림집에 딸린 서당형 별당과 연

못은 중층적 풍수경관으로 서쪽 우백호 기맥의 허함을 보강

하기 위한 비보책과 연계된다.  

2. 파회마을은 박성수가 1769년에 벗들과 교우하기 위

해 초가를 짓고 자신의 호(三可軒)를 당호로 삼은 것으로

부터 유래하는데, 둘째아들 박광석이 묘골에서 파회로 분가

(1783)한 후 3대에 걸쳐 사랑채(1826)와 안채 등 살림채를 완

성(1869)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못은 박규현이 1874년에 조성

한 시설로 자신의 호를 당호로 붙였으며, 서당 명칭은 뒷동산

(巴山) 지명에서 유래한다. 즉, 파산서당 영역은 벗들과의 청

유지(1783)→사랑채(1826)→안채(1869)→파산서당 하엽정과 

연못조성, 연(蓮)과 송죽(松竹) 등의 식재(1874)를 통해 문화

경관을 구축한 90여년간의 과정적 산물이다.

3. 네모꼴 못(길이 21m, 너비 15m 규모)에는 연을 심고 

정자를 연접시켰으며 초점경관으로 원형 섬(봉래섬)을 두어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보편적 우주관을 반영하였고, 하엽정

과 연못은 가주의 성리학적 가치관을 반영한 주제정원 속성

을 갖는다. 서당 동쪽 방(이연헌)을 영향(迎香)이라 하여 연꽃 

향을 취하는 군자적 삶을 대입했고, 서쪽 방(몽양재)을 읍취

(挹翠)라 하여 수목과 연잎의 푸른빛을 움켜잡듯 자손은 물

론 후학들의 학문번영과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뜻을 담았다.

4. 못에는 연(蓮)을 심었고 초기 경관으로 송죽괴유율

상재옻나무(松竹槐柳栗橡梓漆) 등을 가꾸었는데, 군자적 삶

과 유교적 규범(소나무, 연꽃, 대나무)을 반영하거나 안빈낙도

의 생활철학(버드나무), 태평성대(대나무)의 염원, 벽사, 구휼

과 제례(밤나무, 상수리나무, 가래나무, 옻나무, 연 등)등 실사

구시 관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당이라고 하는 장

소성과 성리학적 규범, 실용적 가치 등을 고려한 작정관이라 

하겠다.

5. 정자와 연못의 최대 이격거리에 따른 공간규모는 옥

외 친근감 스케일(12~24m) 규모이고, 정자의 시선고(3.3m)

와 연못 중심 섬까지의 거리(10.5m+3m)에 대한 부각(俯角)

은 14̊ 로 분석되는데, 자연스럽게 수면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각도에 해당된다. 한편, 서당에서 바라보는 연못 수면의 수평

각 조망 범위는 중심 섬을 기준으로 59̊ 로 분석되는데, 한정

된 공간에서 넓이감이 부담스럽지 않게 체감되는 시각구조로 

분석된다.  

6. 연못이 조성된 후 14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초기 식재수종은 회화나무와 연, 대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사하여 해당화, 매화나무, 홍도와 백도, 배롱나무, 배나무, 

엄나무, 주목, 굴참나무, 탱자나무, 자귀나무 등으로 대체되었

다. 즉, 강학기능의 상실과 함께 풍수적 가치(홍동백서 상징수

종), 벽사기능(엄나무와 탱자나무), 심미성 및 실용성(해당화, 

매화, 배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석류, 굴참나무), 가문의 번

영과 청백의 삶(자귀나무, 배롱나무, 주목) 등 의미경관 요소

가 확장된 관념세계를 보여준다.  

7. 파산서당은 ① 미래 희원의 가치가 반영된 배산임수

형 풍수적 자리잡기(파회촌, 살림집) → ② 현실적 피안과 형

이상학적 차안(유교적 은둔과 도교적 은일)의 세계(서당, 정

자) → ③ 초현실적 신선의 경지(천원지방, 봉래선산) →④ 실

용성을 반영한 실사구시 측면과 성리학적 가치관(조경식물)

이 반영된 상징경관→ ⑤ 오늘날 강학기능의 상실과 함께 가

문번영, 심미성, 벽사기능 등의 가치가 부가된 시계열적 문화

경관 변화상이 표출된다. 

한편, 본 논문의 분석과정에서 기문 등에 명료하게 제시

되지 않은 조경식물의 상징성 등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공유된 보편적 가치관과 옛 문헌 등을 연계시켜 귀납적 추론

을 시도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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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파산서당에 도입된 구황(굶주림 대체 식용) 및 구활(약용)식물 

식물 출처 내용

연

구황촬요(1554) 연뿌리[藕]를 쪄 먹으면 양식을 줄일 수 있고 맛이 매우 좋다.

산림경제

(18세기 초)
연근(蓮根)·연자(蓮子)·검인(芡仁) 모두 양식을 대신할만하다.

증보산림경제

(1766)

연뿌리[蓮根]는 죽이나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가루로 술에 넣어 마신다.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게 

하며,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장수하게 해준다. 꽃은 몸을 가볍게 해주고 얼굴을 상하지 않게 해준다. 백

련(白蓮)이 좋다. 꽃을 그늘에 말린다. 

소나무

구황촬요(1554)
구황(救荒)에는 솔잎이 가장 좋지만 느릅나무 껍질[楡皮]의 즙을 섞어 써야 대변이 막히는 변비증을 치

유할 수 있다. 

치생요람(1691) 솔잎·솔가루·송진·송순을 이용한 구황방이 있다. 

증보산림경제 소나무 구황방을 집대성하였다. 

해동농서(1798)

소나무 잎을 가늘게 자른 것을 갈아 매일 식전에 술을 섞어 2전(錢)씩 먹는다. 삶아서 즙을 내어 죽을 

쑤어 먹는다. 계속 먹으면 곡식을 끊을 수 있는데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다. 송화(松花)는 송

황(松黃)이라고도 한다. 흰 설탕을 섞어 떡을 만드는데 과일떡[果餅 : 다식]으로 만들어 먹는다

농포문답(1799)
소나무 껍질[松膚]은 맛이 달고 3~4월 사이에 껍질을 벗겨내어 거친 것은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싸라

기와 섞어 죽을 쑤어 먹으면 끈기가 있고 맛이 있어서 흉년을 구제하기에 적합하다

임원경제지(1845) 솔잎·솔껍질·송진·솔씨의 구황, 벽곡방이 상술되어 있다. 

죽교편람(1849)
중풍(中風)에 송진이나 솔잎을, 치질에 솔씨[松子]를, 종기에 소나무싹[松芽] 기름을, 부스럼에 송진을 

처방하면 좋다

가래나무 구황촬요

밤, 호두(가래), 감, 대추 열매를 겨울철 좋은 날에 수합하여 떡을 빚어 그릇에 갈무리해 둔다. 처음에는 

떡 하나를 먹고 3∼4일을 견디는데 배가 고프지 않으며, 3∼4일이 지난 뒤에 다시 떡 하나를 먹으면 

다시 오래 참을 수 있다. 이 떡은 신장을 보하고 폐장을 기름지게 하며 비장을 튼튼하게 해 주고 심장과 

간장을 맑게 해 주는 좋은 처방이 된다.

밤나무

증보산림경제 밤을 구워 먹으면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게 한다.

신간 구황촬요(1660)

밤을 잘 익혀 구워 먹으면 누구라도 배고픔을 참아낼 수 있다. 누런 밤[黃栗]ㆍ붉은 대추[紅棗]ㆍ호두

(胡桃)ㆍ곶감[乾柿]의 4가지 과실을 씨와 껍질을 버리고 한꺼번에 절구에 넣어 곱게 찧고 뭉쳐서 두툼

하게 떡을 만들거나 틀에 눌러 전덩이[磚塊 : 벽돌모양의 다식]를 만들어 햇살에 말려 두고 조금씩 먹으

면 밥 생각이 없어진다.

상수리나무 증보산림경제

상수리 껍질을 제거하고 찌거나 삶아 먹으면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는다. 물에 담그면 떫은맛이 제거되

니 볕에 말려 가루로 만들어 죽을 쑤거나 떡을 만들어 먹는다. 벌꿀과 섞어 차를 만들어 먹어도 매우 맛

이 있다.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며, 속이 실해져서 배고프지 않게 된다.

회화나무

고사신서(1771)
도토리[橡實] 껍질을 벗겨내고 삶아 먹는다. 도토리는 가장 도움이 되어 실제로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한다.

임원경제지
껍질을 벗기고 여러 차례 물에 담가 삶아서 떫은맛을 우려내고 완전히 쪄서 먹으면 뱃속이 든든하여 배

고픔을 잊는다.

해동농서
꽃을 거두어 황색 물을 들일 수 있고 약에 쓸 수도 있다. 여린 싹은 데쳐 익혀서 물거품을 걷어 쓴맛을 

없애고 생강과 식초를 밥에 섞어서 햇볕에 말리면 역시 차 대신으로 마실 수 있다.

임원경제지 홰나무 꽃을 채취하여 볶아서 익혀 먹는다.

죽교편람 설종(舌種) 치료법으로 꽃을 볶은 누런 가루로 죽을 쑤어 먹는다.

대나무

농포문답

죽실(竹實)은 맛이 좋아 기장쌀[黍米]과 같다. 3~4월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익으면 황흑색(黃黑

色)이다. 산골짜기에 많이 나는데 열매를 따서 밥이나 떡을 만들어 먹으므로 흉년에 사람들이 많이 의

지한다. 

해동농서 죽순의 수확, 조제, 식용법에 대한 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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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s of this paper aim to make a record of the construction process, its symbolic meaning, and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the landscape plants at the Pasanseodang according to the Report on the Pasanseodang 

written by Park Gyu-hyun in 1874. 

 First, the construction of Samgahun Pavilion, which is located in Myo-ri, Habin-myun, Dalsung-gun, 

Daegu, took about 90 years and spanned the lifetimes of Park Sungsoo, an 11th-generation descendant of Park 

Paengnyun (1417~1456) through to Park Kyuhyun, a 14th-generation descendant. It was called the shape of 

dragon, with its head facing the tail (回龍顧尾形), in feng shui.

Second, the village of Pahwoe was founded in 1769, the 4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by Park 

Sungsoo for the purpose of socializing with his friends at his thatched home, and was named after his own 

courtesy name (Samgahun). Park Kwangseok, the second son of Park Sungsoo, built the sarangchae in 1826 

and the anchae in 1869 after his marriage (in 1783). Then, Park Kyuhyun, the grandson of Park Kwangseok, 

built the pond and planted it with lotus flowers, and built the Hayeopjeong in 1874. The Pasanseodang, as the 

precursor of the Hayeopjeong, may be related with the name of the hillside region behind Samgahun. 

Third, a quadrangular-shaped pond with a length of 21m and a width of 15m was also built and planted 

with lotus flowers. In the center of the pond is a small round island that reflects the world view of the Chosun 

dynasty, i.e. that the sky is round and the landmass is quadrangular. Meanwhile, the name of the Hayeopjeon 

reflects the value system of aristocrats who lived a life of leisure and artistic indulgence. They called the eastern 

room “Yeeyeonhun” (怡燕軒) and the western room “Mongyangjae” (蒙養齋), names which embody their 

wishes for a good life as a member of the nobility and a bright future for one’s descendants. 

Fourth, in Confucian terms, the authors infer the points of view reflected in the kinds of trees that were 

planted according to Confucian norms (pine tree, lotus, bamboo), the living philosophy of sustainability (willow), 

the ideology of seclusion and the search for peace of mind (bamboo), and relief efforts for the poor and a life of 

practicality (chestnut, oak, wild walnut, lacquer). The authors assert that this way of planting trees was a highly 

effective design feature of landscape architecture that drew on the locational and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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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dang. 

Fifth, the majority of the trees that were initially planted withered and were replaced with different species, 

except for the locust and lotus, at this point. Nevertheless, a review of the process of construction, symbolic 

meaning, and original architectural landscape of the Samgahun is of value in demonstrating the extended 

symbolic meaning of their descendants in terms of the practical loss of the function of the Seodang, the values 

of Feng Sui (red in the east, white in the west, based on the principles of Feng Sui), the function of repelling 

evils spirits (kalopanax, trifoliate orange), aesthetic and practical values (sweetbrier, apricot, pear, peach, and 

oriental oak trees), and the prosperity of the family and the timeless value of honest poverty (silk, crape myrtle, 

and yew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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