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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discussi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on the Donam 

SeoWon(confucian academy). To do this, we studied in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s and 

photographing, research materials about the from of physical structure and review of historical 

documents. The result of analysis in the sight of the loca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was good 

matched.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Donam SeoWon(confucian academy) was divided into entry 

space, lecturing space, management space and sacrificial space. Jonhakhumyo constructs axis of

『Sanangru - Ipdeokmun - Yangseongdang - Naesammun - Sungryesa』and Eungdodang that not 

removed hall with 1880 shows characteristics a right angle in the left side of axis remove to location 

of present 1971. The result of this study, analysis of axis and Spatial structure shows backgrounds 

of these locations shows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economical phenomena were influenc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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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tions and spatial organization of the Donam SeoWon(confucian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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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산 돈암서원(遯岩書院)은 사계 김장생(沙溪 金長生)1)선생이 타계한지 3년 후인 인조 

12년(1634) 연산에 창건되었다. 이후 효종 10년(1659) 사액을 허락2)받고, 현종 1년(1660)에 

사액3)되었으며 사계 김장생 선생을 주향으로 그의 아들인 신독재 김집,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선생을 추배하고 있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제외되어 충남지역에서는 

노강서원과 함께 훼철을 면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다.4)

1633년 창건이후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고종17년(1880)년에 구지(舊址)에서 남쪽인 현

1) (15481631)조선 중기의 정치가ㆍ예학(禮學) 사상가로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시

호 문원(文元). 

2) 조선왕조실록 효종21권 10년(1659년) 김장생ㆍ김집ㆍ이이ㆍ이색 등을 제향하는 서원들에 

액호를 내리라고 명하다.
『김장생(金長生)ㆍ김집(金集)을 함께 제향(祭享)하는 서원(書院)의 액호(額號)를 돈암(遯巖)이라고 내

리고, 이이(李珥)ㆍ이색(李穡)ㆍ김정(金淨)ㆍ송인수(宋麟壽)를 함께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신암(莘菴)
이라고  ... (중략) ... 내리라고 명하였다.』

http://sillok.history.go.kr

3) 조선왕조실록 현종2권 1년(1660) 체류되어 있는 공문서를 결재하다.
『승지에게 원내에 체류되어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하라고 명하여, ...(중략).. “서원 사액에 있어 일

찍이 겹으로 내린 일은 없었던가?”... (중략)... 하여, 준길이 아뢰기를, “강릉(江陵)과 해주(海州)에 있는 

선정신 이이(李珥)의 서원이 이미 다 사액이 되었으니, 겹으로 내린 전례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하

니, 상이 구두로 판부(判付)를 부르며 조형으로 하여금 쓰게 하였는데, 그 판부에 이르기를, “다사(多士)
들이 이렇게까지 청하여 지금 특별히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하였다. ...(생략) 』

http://sillok.history.go.kr

4) 조선왕조 실록 고종8권 8년(1871) 전국의 서원중에서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폐하다.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 중첩하여 세운 서원(書院)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중략)...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판을 떼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

액(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한 뒤 각도

(各道)에 행회(行會)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생략)』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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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대상지로 이건 하였으며, 이건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보수 및 중건을 거듭하

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돈암서원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대훈(1996), 이연숙(1993), 김선구(2001)등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역사학적 연구, 이건이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의 선행연구가 있

었으나 외부공간에 대한 고찰은 다양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조선시대 서원중에서 중요한 위

치를 점유하고 있는 연산 돈암서원 일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을 고찰함에 목적을 두고 수

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연산 돈암서원은 1993년 사적 제383호로 지정ㆍ관리되고 있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590㎡(약 1,690평)로 숭례사(崇禮祠)를 중

심으로 하는 제향공간과 양성당(養性堂)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공간, 전사청(典祀廳)을 비

롯한 관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조 12년(1634)년 건립된 이후, 고종17년(1880) 현재의 

위치로 이건 되었고 그 후 1950년, 1970년대 두 차례의 대규모 보수 및 증축 후에 1997년

에 동재와 서재 그리고 관리사인 고직사가 개축하였다(그림 1, 2참조).

2. 조사ㆍ분석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문헌조

사는 연산 돈암서원의 문화재수리보고서, 돈암서원지, 돈암서원 기본조사 정비계획 및 관련

논문 등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결과는 연산 돈암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

성에 대한 해석의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한편 현지조사는 2008년 3월 30일부터 5월 18일 까

지 실시되었으며, 현지조사에서는 입지, 공간 구성요소 등의 현황을 사진촬영, 관찰, 담당 공

무원 및 서원의 관리자의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입지의 경우 연

산 돈암서원의 지형조건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공간구성의 경우 서원의 배치

형식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요소는 식생, 건조물과 점경물 등으로 구분,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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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지

Ⅲ. 결  과

1. 조영 배경 및 연혁

연산 돈암서원은 사계 김장생 선생을 주향으로 신독재 김집,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

열 선생을 추배하고 있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제외되어 충남지역에서는 노강서원과 

함께 훼철을 면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부친인 김계휘(金繼輝)는 명종 12년(1557)에 연산에 정회당(靜會堂)

을 세우고 명종 18년(1563)까지 후학양성과 향촌교화에 전념하였다. 김계휘가 다시 관직

에 진출한 명종 18년(1563) 이후부터 김장생, 김집(金集)이 계승하여 운영하였다. 정회당

을 바탕으로 사계 김장생의 사림으로서의 학문적 기반이 수립되었으며 후일 돈암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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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되는 양성당(養性堂)을 건립하여 학문적 권위를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5) 

선조 35년(1602) 동서분당(東西分黨)이 치열한 당쟁으로 발전되어 동인이 남인과 북인

으로 갈리고, 왜란이 수습된 이후에는 북인이 실권을 잡아 대북과 소북의 분과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으로 김장생은 북인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낙향하여 강학에 힘썼

다.6) 향리에서 문인들과 강론을 계속하던 김장생이 인조 9년(1631)에 세상을 뜨자 곧바로 

광산김씨 가문의 기반위에 양성당을 바탕으로 형성된 향촌사회와 중앙정계의 호서사림의 

협조를 바탕으로 서원 건립이 추진되었다.

김장생 선생은 생전에 양성당에서 강학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표 1), 김

집, 송준길, 송시열 등이 중심이 되어 서원창건을 주도하였다. 인조10년(1633)년에 상량하

였고 곧이어 사계 김장생을 봉안하였으며, 효종 9년(1659)에 신독재 김집을 추배하였다. 

이후 현종 1년(1660)에 사액(賜額)서원이 되었다. 숙종 14년(1688)에 김장생 선생의 문인인 

동춘당 송준길(同春當 宋浚吉)이, 숙종 21년(1695)에 역시 김장생 선생의 문인인 우암 송

시열(尤庵 宋時烈)이 각각 추배되었다(표 1참조).

이이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 길 윤증

오명 김수증

이항로

민주

표 1. 기호학파 사림의 계보

한편 고종 17년(1880)에 서원 앞의 사계천(沙溪川)이 범람하여 서원의 담장을 침식해 

들어오게 되어 이로인해 서원이 붕괴의 위험에 이르게 되자 남쪽으로 1리가량 떨어진 현 

5) 돈암서원지(돈암원의 창건과 연혁), p75~82

6) 돈암서원지(돈암원의 창건과 연혁), 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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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터를 잡아 이건(移建) 하였다.7) 서원의 이건과 이건위치, 이건의 배경에 대한 기

록은 양성당 중수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원이 옛적에 임리에 있고 사적은 우리선자 문정공의 글에 자세였다. ...(중략)... 연대가 

점점 멀어짐에 산골짜기가 옮겨 바뀌고 물로 그 길을 잃고 궁장을 침식하여서 형세를 능히 

막을 수가 없으니 사림들이 이에 두려워하여 금상 경진년에 다시 그 남쪽 1리 호계의 언덕

에 터를 잡았으니 이 또한 선생의 장구지소이시다. 오직 길과 당이 옛터에 홀로 서서 마치 

노영광과 같으니 다만 양성의 옛 액자를 걸고 비 또한 이에 그 앞에 높았다. 사우의 재목

은 실어서 여기에 쓰고 그 나머지는 바꾸어 고치고 제도는 한결같이 옛 법규를 따르고 당

과 벽과 문과 글방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 다른 것은 응도당의 액자를 외사에다 옮겨 게재

하였고 거경ㆍ정의재를 세우지 못하고서 강당 좌우의 협실에 걸어두고 앙루 또한 이루지 

못하고서 다만 그 액자를 내사청의 문설주에 걸었다. 담으로 두르고 문을 만들어 인하여 

말하기를 입덕이라 하였으니 오호라 구조는 비록 대소의 다름이 있으나 규모는 다시 신구

에 다름이 없다. ...(생략)』8)

고종17년(1880)의 이건이후 1922년 장판각이 건립되었고, 1950년에 정회당이 건립되었

으며, 고종17년(1880)년 이건당시 함께 이건하지 못하였던 응도당이 1971년 현위치로 이

건해 왔으며, 1997년 동ㆍ서재가 건립되고 고직사가 개축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산앙루를 건립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그림 2) 

그림 2 돈암서원 전경

출처 : 서원, 이상해ㆍ안장헌, 열화당

7) 돈암서원지(돈암원의 창건과 연혁), p70 

8) 논산지역의 금석문(양성당 중수비), p3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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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환경

1) 입지

돈암서원은 고정산 자락의 완만한 구릉지에 전학후묘(前學後廟)식으로 정동에서 남측으

로 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주변환경으로는 논산저수지 북쪽에 2개의 산이 저수지와 연접해 있는데, 하나는 고정산이

고 다른 하나는 대명산이다. 이중 동쪽의 고정산 줄기가 서북으로 4.5Km를 흘러 넓은 사갑

들에서 끝을 맺는데, 돈암서원은 고정산 줄기가 이어지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전면으로 

연산천이 흐르고 뒤로는 고정산 줄기가 배산을 형성하는 연화부수형(蓮花浮水形) 으로 고정

산 자락의 완만한 구릉지에 위치한 돈암서원의 향은 해좌사향(亥坐巳向)으로 동남향이다.

2) 주변환경과의 관계

연산 돈암서원은 대전광역시에서 논산시 방향의 1번국도 주변 반경 300m거리의 서원말

에 위치하고 있으며 1번국도와 나란히 호남선 철도가 자리하고 있다. 논산시청과 관촉사가 

서남쪽으로 약 8Km 거리이고, 남쪽으로 2Km거리에 논산저수지와 계백장군묘 및 백제군사

박물관이 입지하고, 동북쪽 약 5.5Km 인근에는 개태사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3참조).

그림 3 연구대상지 주변 현황

출처 :　http://www.congnam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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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구성

1) 배치형식

돈암서원 묘정비를 통해 고종 17년(1880)의 이건 이전의 돈암서원의 공간구성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계 문원공 김선생이 ... (중략) ... 사당 앞에 강당 다섯 칸이 있는데 옛 하옥의 제도를 

사용하였다. 문원공이 일찍이 의례와 주자대전을 고증하여 죽림서원에 강당을 창건하였는데 

이제 일체 그 유법을 따랐다 그리하여 방실 당상 서점 이용 오루 의진 호유 가 갖추어져 

그 이름을 응도라 하였으니 상고하지 못한 고제를 손바닥 보듯이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의 양쪽 곁에 재가 있는데 좌측은 거경재라 하고 우측은 정의재라 하였으니, 대개 

주자의 희당 양쪽 협실의 의를 취한 것이다. 또한 사면에는 담장을 두르고 문을 만들었으며 

문 좌우에는 글방이 있는데 이는 와서 배우는 소자들을 거처하게 하는 곳이다. 금상(현종)경

자년에 돈암서원이라 사액하였다. ... (후략).』9)

현재의 돈암서원은 고종17년(1880)년 이후 여러 차례 증ㆍ개축을 통해 강당이 중심축에 

있지 않고 남측으로 비켜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공간구성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공간으

로 구성되어있다.

(1) 진입공간

홍살문과 하마비를 지나 왼쪽으로는 최근 조성된 주차장이 있고 정면에 최근 신축된 

산앙루가 자리하고 있다.10) 산앙루 앞에는 황강 김선생 정회당사적비명과 현성사림비가 

있고, 외삼문 우측으로 양성당중수비가 자리하고 있다.

(2) 강학공간

외삼문인 입덕문을 통해 진입하면 동ㆍ서재를 지나 양성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양성당

의 뒤편으로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이 있고, 양성당의 남쪽 측면으로 정회당이 자

리하고 있다. 양성당과 정회당의 뒤편으로는 석축 위로 화계가 조성되어 있다. 양성당의 

정면 좌ㆍ우측으로 1997년에 개축된 거경재와 정의재가 위치하고 있으며 강당인 응도당

은 중심축에서 남측으로 비켜나 수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들 강학공간은 평지에 입지한 

9) 논산지역의 금석문(돈암서원 묘정비), p334~340

10) 최근 개축된 산앙루와 함께 논산시에서 진행 중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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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에 여유있는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입덕문 보다 동ㆍ서재가 위치한 강학공간이 1

단 높게 올라있다. 강학공간의 동ㆍ서재는 1단의 기단위에 세워져 있으며, 응도당을 이건

하기 전 강당으로 이용되던 양성당은 2단의 기단위에 자리하여 그 위계를 강조하였다.

(3) 관리공간

전사청은 막돌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원의 관리인

이 거주하고 있다. 양성당 뒤편으로 연결되는 협문을 통해 내삼문으로 진입 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여 서원의 제향행사가 있을시에 지원을 용이하게 하였다. 1997년에 동ㆍ서

재와 함께 개축된 고직사는 응도당과 마주하고 있다.

그림 4. 돈암서원 배치도

(4) 제향공간

제향공간은 꽃담으로 위요되어 있으며 내삼문은 3단의 기단위에 세워져 있어 강학공간

과 공간상 위계를 구분하고 있다. 사당인 숭례사는 4단의 기단위에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전면 4곳에 계단이 설치 및 사괴석 담장으로 둘러 있으며, 제향공간으로의 주 진입동선은 

강학공간을 통해서 진입하는 동선이지만, 관리공간인 전사청에 딸린 협문을 두어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그림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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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구성요소

(1) 식생

돈암서원일원의 식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돈암서원 내부의 식생을 조사․분석한 결과 

총 8종 449주로 상록침엽교목 2종 2주, 낙엽활엽교목 1종 5주, 상록침엽관목 2종 6주, 낙

엽활엽관목 1종 450주, 덩굴식물과 지피류 각각 1주 순이었다.

교목은 배롱나무 5주, 향나무 1주, 소나무1주 순이었고, 관목으로는 옥향 4주, 주목 2주, 

영산홍 450주, 그리고 능소화 1주, 머위 35주 순이었다.

공간별로는 외삼문 안쪽 양측으로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양성당의 우측 장판각의 

정면에는 수령이 300여년으로 추정되는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내삼문 양측으로 주목이 

식재되어 있고 내삼문 안으로는 사당을 둘러쌓고 있는 좌우측 담장 밑으로 화단이 조성

되어 있다. 우측 화단에는 소나무와 옥향 그리고 배롱나무가 2주 식재되어 있으며, 좌측 

화단에는 옥향 3주와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내삼문에서부터 장판각 뒤쪽, 정회당 우

측면에 이르기까지 담장을 따라서 화계가 조성되어 있고 화계에는 영산홍이 식재되어 있

다. 거경재 뒤편의 전사청으로 진입하는 출입구 좌측 담장에는 능소화가 식재되어 있으며 

우측 담장 아래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화단에는 머위가 식재되어 있다. 원 외부에는 

사당의 서측 즉 사당의 후면으로 소나무 2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사당의 북측으로 대나

무림이 조성되어 있다(표 2참조).

구  분 수종명 학  명 성  상 수  량

1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낙엽활엽교목 5
2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상록침엽교목 1
3 소나무 Pinus densiflora 상록침엽교목 1
4 옥향 Juniperus chinensis var. globosa 상록침엽관목 4
5 주목 Taxus cuspidata 상록침엽관목 2
6 영산홍 Rhododendron lateritium 낙엽활엽관목 450
7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덩굴 1
8 머위 Petasites japonicus 지피 35

표 2. 돈암서원 일원의 식생현황

(2) 건조물

돈암서원의 건조물은 사당인 숭례사를 비롯하여 강당인 양성당, 응도당 동ㆍ서재, 서고

인 장판각 그리고 서원의 관리 및 제향행사를 지원하는 전사청 등이 있는바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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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표 3참조).

① 숭례사(崇禮祠)

사당인 숭례사는 4단의 장대석 기단위에 정면3칸 측면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전면 

1열은 툇간이고 후면2열은 내부공간으로 내부에는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네 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그림 5, 6참조).

② 응도당(凝道堂)

강당인 응도당은 1자반 높이의 초석위에 정면5칸, 측면3칸으로 내부는 모두 마루를 깔

았으며 측면에는 풍판을 달고 풍판 아래에는 눈썹지붕을 달아내었으며 지붕은 전후면 모

두 겹처마 맞배지붕이다(그림 7, 8참조).

③ 양성당(養性堂)

양성당은 2단의 장대석 기단위에 정면5칸, 측면2칸에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각 칸은 하나

씩의 방을 꾸미고 가운데 3칸 전면에는 툇간을 만들어 마루를 깔았다. 1997년 거경재와 정

의재가 개축되기 전에는 측면에 편액을 걸어 거경재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그림 9, 10참조).

④ 정회당(靜會堂)

장대석 외벌대로 기단위에 정면4칸 측면2칸으로 뒷열 가운데 2칸은 마루방을 두었고 툇

칸은 마루를 깔아 건물의 3면이 마루로 되어있으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1956년 지금의 

자리에 복원되었다(그림 11, 12참조).

⑤ 장판각(藏板閣)

정면 3칸, 측면 2칸에 서고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내부는 모두 통풍이 잘되도록 마루

를 설치하였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그림 13, 14참조).

⑥ 전사청(典祀廳)

장대석 외벌대 기단위에 ‘ㄱ’자 형의 평면으로 가운데 3칸은 대청을 두고 양측에 방을 

두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전사청 주변은 담장으로 둘러 있는데 응도당 뒤편

으로 협문을 두었다.

⑦ 거경재(居敬齋), 정의재(精義齋)

거경재와 정의재는 1997년에 고직사와 함께 개축되었으며 장대석 기단위에 정면3칸 측

면2칸으로 홑처마 맞배지붕이다(그림 15, 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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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단 규  모 지  붕 비  고

숭례사 4단 정면3칸 측면2칸 겹처마 맞배지붕

응도당 1단 반 정면5칸 측면3칸 겹처마 맞배지붕 눈썹지붕

양성당 2단 정면5칸 측면2칸 홑처마 팔작지붕

정회당 1단 정면4칸 측면2칸 홑처마 팔작지붕

장판각 1단 정면3칸 측면2칸 홑처마 팔작지붕

전사청 1단 정면7칸 측면4칸 홑처마 팔작지붕 ㄱ자형 평면

거경재 1단 정면3칸 측면2칸 홑처마 맞배지붕

정의재 1단 정면3칸 측면2칸 홑처마 맞배지붕

고직사 1단 정면5칸 측면2칸 홑처마 팔작지붕

외삼문 2단 정면3칸 측면1칸 홑처마 맞배지붕

표 3. 건조물 현황

⑧ 고직사

1997년에 동ㆍ서재와 함께 개축된 고직사는 자연석 석축 외벌대에 정면5칸 측면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현재 문화유산해설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⑨ 입덕문(入德門)

자연석을 2단으로 계단처럼 쌓아올린 기단위에 정면 3칸 측면1칸의 솟을대문 형식으로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돈암서원’ 편액을 걸어놓았으며, 안쪽으로 ‘입덕문’ 편액을 걸었다. 

 내삼문(內三門)

사당과 강학공간과의 높이차를 장대석 세벌대로 높이고 사당 안쪽에서는 외벌대 기단이 

설치되어 있다. 어칸과 양 협칸을 별도로 세우고 문과 문사이와 양쪽으로 꽃담을 세웠다.

 홍살문

홍살문은 신성한 곳을 알리는 문으로 참도가 시작되는 곳에 각각의 둥근 주초석(柱礎石)

에 2개의 기둥을 세워 붉은 칠을 하고 상단부의 기둥과 기둥사이를 인방을 연결하여 살을 

박아놓았다. 홍살중앙에는 오방색의 삼태극의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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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숭례사 그림 6.숭례사 평면도

그림 7. 응도당 그림 8. 응도당 평면도

그림 9. 양성당 그림 10. 양성당 평면도

그림 11. 정회당 그림 12. 정회당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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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장판각 그림 14. 장판각 평면도

그림 15. 정의재 그림 16. 정의재 평면도

(3) 수공간

1974년 배치평면도 1997년 배치평면도

그림 17. 1974년과 1997년의 배치평면도 비교

출처 : 돈암서원의 이건이후 변화에 관한 연구, P39-40

양성당기에 의하면 서원이 구지(舊址)에 위치하였을 당시에 도랑물이 돌사이로 흘러드

는데 이를 이끌어 위 아래로 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1)

11) 돈암서원지 (양성당기), p601~602
『(중략) ... 뒤에는 조그만한 산이 있고 산아래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으며 앞에는 긴 숲이 있고 숲 바

깥으로는 맑은 시내가 있으니 깨끗한 모래가 맑고 고우며 깊이도 배를 움직일만 형상이다. 또 뒤쪽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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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위치에서 연지의 정확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56년 정회당의 복원과정에

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회당의 전면에 위치하였던 연지는 4×7m의 크기였으나, 1997년 서원정비사업에서 매몰

되어 없어져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그림 17참조).

(4) 점경물

돈암서원의 주요한 점경물에는 돈암서원원정비 및 돈암서원지비와 제향공간내에 위치

한 관세대, 정료대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돈암서원원정비(遯岩書阮阮庭碑)

연꽃무늬가 새겨진 방형의 받침위에 비석과 비 머리가 서있다. 1880년 이건당시 함께 

이전하였으며 현종10년(1669)에 세워졌다.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쓰고 전서체 

제목은 김만기가 썼다. 비신은 높이 173.8Cm 폭 75Cm 두께 33.3Cm 이다(그림 18참조). 

② 돈암서원지비((書院之碑)(양성당중수비)

외삼문 밖에 위치하며 돈암서원이 이건하게된 연유와 이건당시의 기록, 당시의 상황등

이 기록되어 있다. 송병선이 짓고 송도순이 글씨를 썼다. 비신은 높이 129Cm, 폭 49Cm, 

두께 18Cm 이다(그림 19참조). 

③ 관세대, 정료대

내삼문 안 묘당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향의 동입서출하는 의식절차에 따라 우측에 

관세대, 좌측에 정료대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20, 21참조).

그림 18. 돈암서원원정비 그림 19. 돈암서원지비

랑이 바위와 돌 사이로 흘러 갓끈을 빨만 하여 이끌어서 위 아래로 못을 만들어 붉은 빛 흰 빛의 연꽃을 

심고 또한 복숭아 오솔길과 버들물가도 있으며 잔디가 덮인 제방도 몇백보 정도 되었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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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관세대 그림 21. 정료대

  Ⅳ. 결  론

본 연구는 조선 중기 연산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던 기호학파 사림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연산 돈암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해 고찰한 것으로 집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는 논산저수지의 북쪽 고정산 자락의 완만한 구릉지에 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연산천 너머로 계룡산 자락을 마주하여 연화부수형(蓮花浮水形)의 배산임수 형국으로 자

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공간구성은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관리공간 으로 구분되며, 축과 기단의 

높이, 동선 등으로 각 공간의 위계를 설정되며, 고종17년(1880)에 구지에서 이건 하는 과

정에서 함께 이건하지 못하고 1971년 이건된 강당인 응도당은 중심축에서 우측으로 벗어

나 수직으로 배치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공간구성요소로서 식생은 향나무 노거수를 비롯하여 배롱나무, 소나무 등의 교목

과 옥향, 주목, 영산홍, 능소화 등이 건조물로는 사당인 숭례사와 제향공간을 감싸고 있는 

내삼문과 그 주변의 양성당과 장판각, 정회당, 응도당, 동․서재 그리고 전사청과 고직사, 

내․외삼문 등의 건축물과 돈암서원원정비, 돈암서원지비(양성당 중수비), 제향공간의 정료

대, 관세대 등의 점경물 등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연산 돈암서원 일대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본 대상지는 논산지역의 유교문화권 조성사업 및 응도당의 보물지정 

등으로 논산지역의 유교문화 관광사업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

산 돈암서원 일원에 대하여 이러한 역사적 가치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

한 보존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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