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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 the cultural background with rapid social transition in modern era, the constructed Juk San Jae is an annex
and ceremonial pavilion of clan of Wolpa Suh, Min-ho, who has held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vincial
governor of Jeollanam-do. Though it has a value of cultural resource with the property of the era instead of personal property,
while it is difficult to be managed by personal competence of Organizer, it has been donated to the National Nature Trust
by his descendants, and it is now registered and conserved as the preservation property.
Through this study, while there is a cultural value made in the modern era, it is use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various follow-up studies to confirm the value and to prepare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use solution of culture and
historical resources such as undesignated or unregistered cultural asset.
The position of Juk San Jae and the historical, constructional, garden, and aesthetic values are to be studied, and as
a similar case, through the reconsideration of garden of annex and the case of conservation of modern cultural and historial
resource, the use solution of Juk San Jae was studied.
Through the reconsideration of position and spatial structure of Juk San Jae, the original feature of annex was reproduced,
and through the plan of using the space, it is divided into 5 sections to establish the basic idea of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use solution with the plan under spati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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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문중의 별서이자 제각으로 1933년에 조성되었다. 단순한 개인의 재산이 아닌 그 시대의 특징을 간직한 문화자원으
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조영자의 후손 개인 역량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후손에 의해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탁되어 현재는 보전재산으로 등록되어 보전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근․현대에 만들어진 문화적 가치는 있지만, 아직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별서 등 문화역사자
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다양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죽산재의 입지와 역사․건축․정원․미술적 가치를 살펴보고, 유사한 사례로서 별서정원과 근대 문화역사자원의
보전 활용 사례의 고찰을 통해 죽산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죽산재의 입지와 공간구성의 고찰을 통해 별서로서의 원형을 재현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의 구상을 통해 5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공간의 성격에 따른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방안을 담은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다.

주제어:

1930년대 정원, 벽화, 내셔널트러스트, 서민호

Ⅰ. 서론

가능한 활용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다양한
분야의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 인구의 급증과 한정된 토지로 인한 공급 부족현상은 전
통 주택의 정원 형태를 크게 변화시켰다. 콘크리트 숲은 전통
정원의 공간 구성을 대체해서 사람들을 집은 있지만 정원이 없
는 지경에 빠뜨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겪은 근․현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고
흥 죽산재 별서정원은 그 전통적 공간의 구성은 퇴색하였고,
더 이상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게 되면서 문화․역사․경
관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다.
단순한 개인의 재산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갖는 문중 재산이
장손 개인의 명의로 소유됨에 따라 관리와 유지보수의 의무 역
시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지는 현실에서 조영자의 사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문중의 재산이 흩어지면서 일부 후손 개인에
의해 관리되던 죽산재는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너른
벌판을 바라보는 장소에 자리 잡은 별서이자 문중 어른을 모신
제각은 걸인들이 드나들며 거주할 정도로 흉물이 되어 점차 사
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갔다.
이처럼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죽산재는 뜻있는 후손에 의해
1)

2010년 8월 자연환경국민신탁 에 기탁되어 현재는「문화유산
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한 보전재산으로 등
록되어 보전․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별서정원인 고흥 죽산재 일원의 보전 및 활용방안
의 제시를 통해 죽산재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
를 통해 지역 문화 관광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속가능
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문화유
산, 특히 근․현대에 조영되어 문화재로 등록되거나 지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가치가 있는 별서정원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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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대상지 현황
1) 입지환경
연구의 배경이 되는 죽산재가 위치한 고흥군 지역은 전라남
도의 동남단에 위치하며,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지형으로 북쪽
으로 보성군과 접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모두 바다로, 동으로
여천군, 서로는 장흥군, 남으로는 남해를 마주 대하고 있어 마
치 섬과 같은 지형이다. 한편, 산지가 발달한 구릉상의 지역인
데다가 해안선이 리아스식의 굴곡으로 발달하여, 농산물과 해
산물이 다양하고

풍부한 곳이다.

연구의 대상지인 죽산재는 고흥읍 소재지에서 보성(벌교)방
향으로 약 20km 떨어진 동강면 소재지에 있으며, 노산공원 전
면에 자리하고 있다.

2) 문화․관광 환경
201 년 기 으로 고흥군에 방문한 관광

3

준
객 수는 4,764,901명
으로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23,820명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광지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120.4km )
와 팔영산지구(17.9km )가 있으며, 이를 비롯해 팔영산, 소록
도, 고흥만, 나로도 해상경관, 금탑사 비자나무숲, 영남 용바위,
금산 해안경관, 마복산 기암절경, 남열리 일출, 중산일몰 등을
2

2

고흥군 관광명소 10경으로 소개하고 있다.

웅

청

고흥군의 주요 문화재는 능가사 대 전, 고흥 운대리 분 사

창

종 박

문 순․서 식․ 진아․련등․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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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로도 상록수림, 금탑사 극락전, 발포만호성, 월정
리의 해안방풍림, 유둔리 덕암지 석묘군, 독치성, 서동사, 소록
도 자혜의원 본관, 수도암 무루전 등이 있다.
기 요지,

2. 죽산재의 가치

a. 죽산재 건물

b. 죽산재 비각

c. 죽산재 전면 공간

d. 죽산재 내부 공간

1) 역사
죽산재는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지사 등을 역임한 서민호

(1903～1974)의 별서이자 부친인 서화일 (1860～1933)을 모신
제각이 있다. 동네 주민 박판형(1935～)옹의 증언에 따르면, 서
화일 선생이 살아생전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준공을 보기 직전
에 돌아가셨다는 말에 따라, 현재 건물의 건립연대는 1933～
1934년으로 추정하였으나, 고흥군에서 진행한 죽산재 보수공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량문을 통해 1933년 건립되었음이 확인되
2)

었다.

외에 죽산재 관련 유적 유물은 서덕봉의 기효비(1934년),
서화일 공적비 4기, 서덕봉의 묘갈명, 감호정(感昊亭) 제영문
이

등이 있다.

2) 건축
1 년 공된 죽산재는 단 의 근대적 전통건축으로,

933 준
층
팔작
지붕, 정면 5칸, 측면 3칸, 좌우 1칸 돌출, ‘ㄷ’자형 평면의 형태

의 목조건물로 전통적인 목조건축이 근대적 변화를 수용한 모

습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1(a) 잠조).
건조물의 면적은, 54.72m 이며, 지붕면적은 죽산재가 141.12
m , 대문채 31.73m , 비각 46.08m 으로 합계 218.93m 이다.
죽산재의 대문채는 사찰의 일주문처럼 문간 공간이 없이 기
둥만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으며, 담장으로 이어주고 있다. 본채
인 죽산재의 공포보다도 화려하게 주두가 장식되었으며, 단청
도 역시 화려하다.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앞․뒤에 보조기둥
이 공포를 받쳐주고 있다. 집 안쪽의 보조기둥은 흰 도료를 칠
2

2

하였다.

2

2

2

비각은 좌측에 서남향하고 있으며, 주변은 붉은 조
적으로 담장을 두르고 있다. 담장의 전면에는 아치형 출입구를
두고, 철제 살의 문을 두고 있다. 기단은 없으며, 둥글게 가공한
초석과 둥근 기둥을 받치고 있다. 기둥은 원기둥이며, 수직 나
무살로 4면의 벽을 이루고 있다. 공포는 다포계로 전면은 주간
포가 3개, 측면은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을 위용을 강조하
기 위하여 비교적 과다하게 포를 구성하였으며, 조선 후기로부
터 내려오는 전통을 계승하였으나, 근대성을 반영하였다(그림
1(b) 참조).
죽산재의

그림 1. 죽산재 현황사진

3) 정원

넓은 들판(밭, 논)이 자리하고 있으며,
북서측으로는 동강시장, 식당, 학교 등 시내가 위치하여 있으
며, 남동측으로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북동측으로는 노산공
원이 위치하고, 노산공원 정상에는 동강면 충혼탑이 위치하여
죽산재는 전방으로는

있다.

향

죽산재는 남서 을 바라보며

완만한 경사지에 배면의 작은

둘러싸여 정면의 30여단의 계단을 통하여 진입한다.
좌측으로 서민호 선생 부친의 기효비를 모시는 비각이 위치
하여 있으며, 정면 계단 좌측에 4기의 비석군이 세워져 있다.
전면으로 대문채와 죽산재가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의 계단
을 오르면, 정면 1칸 ,측면 2칸의 다포식 팔작지붕으로 된 대문
채를 볼 수 있다(그림 1(c) 잠조).
대문채를 지나 2단의 화강석 계단을 오르면 ㄷ자형의 건물
인 죽산재로 진입하게 되는데, 죽산재 주변으로 벽돌담장이
1.2m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정문의 좌우를 따라 적벽돌 담장
이 죽산재를 둘러싸며 쌓여있어 명확한 영역성을 보여주고 있
다. 죽산재 일대의 주요 수종현황으로는 대나무, 동백나무, 소
나무, 향나무, 삼나무, 모과나무 단풍나무, 철쭉류 등이다(그림
1(d) 참조).
산에

4) 미술적 가치
죽산재 내․외부에 그려진 188개의 그림은 모두 그 나름대
로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풍수지리, 유불선(儒佛仙)등의 사
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죽산재의 그림이 갖는 가
치에 주목하여 각각의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현재의 의
미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의 활용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 2 권 1 호(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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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실시한 죽산재 현장조사3) 과정

‘竹山齋’현판 뒤에 오랜 세월동안 감춰져 있던 귀면(鬼面)
과 모든 벽면을 장식한 당초문 등 궁궐장식에 활용되던 그림에
버금가는 수준의 작품이 죽산재 내 외부에 배치되어 있음을 파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죽산재는 그림으로 그 집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3. 문화재활용 사례

3. 사례 고찰

로

에서

1) 별서정원 사례
담양 소 원은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위치한 명

쇄

승 제40

표 곳이다. 조영자 양산보는
조광조의 문인으로서 기묘사화(1519년)로 조광조가 화를 입어
귀양 갔지만, 이들을 존경하여 숭배하는 풍조가 일어나 호남지
역에는 유학이 발전하고 또 다른 사류에게도 영향을 주어 성리
학의 지역 확산이 일어났다. 소쇄원 진입로는 대나무가 빽빽이
들어 서 있는데, 이들은 시선을 차단하고 공간을 나누는 기능
뿐만 아니라,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뒤에
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하는 극적 효과를 자아내기도 한다
(그림 2(a) 참조).
영양 서석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에 위치한다. 석문
정영방은 처음부터 벼슬을 마다하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이곳
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여 화려한 식물은 피하고, 상징적인 식물
을 식재하여 ‘사우단(四友壇)’을 조성하고, 소나무, 대나무, 매
화, 국화를 식재하였다. 서석지는 연못 속의 서석군(瑞石群)에
서 유래하였으며, 바위마다 19개의 이름을 붙였다. 수면에 윗부
분을 드러내며 독특한 수경을 연출하는 바위들은 연못을 조성
할 때 드러난 것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한다(그림 2(b) 참조).
호로, 조선시대 별서정원을 대 하는

2) 문화재 활용 사례
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돈암
저택으로,
1945년 이승만(李承晩)이 환국하여 처음 기거했던 사저(私邸)

a: 돈암장

b: 보성여관

당시 서울시 돈암동 인근에 있다고 하여 ‘돈암장’이라 하였
다. 2004년 9월 4일에 등록문화재 제 91호로 지정되었으며, 건
축면적 155.17m 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것으로 알 수 있다.
1939년에 지은 한식 목조 팔작지붕의 한옥 건물로 중요무형문
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보유자 배희한(裵喜漢)이 궁궐
양식으로 지었다. 이승만(李承晩:1875~1965)이 1945년 미국
에서 귀국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2년간 거처했으며, 첫
내각을 조직한 곳으로 한국 근대 정치사에 중요한 역사적 현장
이다. 돈암장 남쪽 정원에는 연립주택 등이 들어 서 있고, 현재
는 본채만이 남아 있다. 건물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었지만,
외관은 건립 당시 모습 그대로이다(그림 3(a) 참조).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이란 이름
으로 더 친숙한 ‘보성여관'은 소설에서처럼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까지의 시대적 상황을 기억하는 근․현대 삶의 현장이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억의 장소이다.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시절, 이 건물은 여관이었고, 그때의 실제 상호 역시 ‘보성여관'
이었다. ‘生生한 보성여관 이야기’라는 보성여관 가치 찾기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주거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보성여관의 다다미로 조성된 숙박동을 직접 체험하고,
종이모형 및 조각퍼즐 등 교재를 활용하여 보성여관의 문화유
산적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와 함
께 하는 태백산맥 문학거리 탐방을 진행한다(그림 3(b) 참조).
2

Ⅲ. 보전 및 활용방안

1. 계획의 기본방향
1) 죽산재의 입지와 공간구성
일 적으로 별서정원의 입지적 특징은 산수가 수려한 경

반

루

승

지에 위치한다는 점과 인간의 정주생활이 이 어지는 본체와
a: 담양 소쇄원

b: 영양 서석지

그림 2. 별서정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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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격리되지 않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죽산재 역시 작정자의 영구 거주공간이나 생활공간이 아니
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별장의 형태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창

종 박

문 순․서 식․ 진아․련등․이시영

: 근․현대 별서정원의 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조경계획

a: 죽산재 연못 공간 상상도

b: 죽산재 전면 공간 상상도

그림 5. 별서로서의 원형 재현

취켜

불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5(b) 참조).
문화인식을 고 시 주며, 더 어 지역 주민에게
그림 4. 죽산재 현황분석도

(노산공원)을 등지고, 전면 부는 남서
측으로 시계가 열려있으며, 멀리 작은 산들을 조망할 수 있는
죽산재는 후면부에 산

위치에 입지해 있다.

향

심

돌 뚝
측벽부의 노단식 식재공간이 있으며, 건물 전면 양측에 식재공
간이 구획되어 내원을 구성하고 있다. 가시권에 속하는 담장
밖의 외원은 대문채로 들어오는 경사지를 이용하여 식재가 되
어 있다.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하단부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
지만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전해 내려온다(그림 4 참조).
남서 의 목조건축물인 죽산재를 중 으로, 벽 담장, 굴 ,

2) 별서로서의 원형 재현
죽산재는 산지에 가 운 에 있어 산지형이며,

까 곳

외부공간에
연못을 조성하여 임수형 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별서
의 입지는 대체로 산과 내를 끼고 있는 경승지인 경우가 많으
나, 자연지형의 계류를 이용할 수 없는 현 입지 특성을 볼 때
4
인위적으로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별서정원에서 보이는 수경요소는 연못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데, 방지형이 70%로 대부분이고, 30%는 자연형으로 조성되
어 있다. 연못에 섬이 존재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서 방지
와 섬은 별서정원 대표적 구성요소이면서 신선사상과 음양사
상의 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낸다. (그림 5(a) 참조).
죽산재 건물은, 전체공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 죽산재 건물에서 수공간 조망은 어렵고, 대문채를
나왔을 때 조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지당과 일반적으로 원경인
산수의 축경으로서 조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추측된다.
)

3) 공간활용방안

5

죽산재의 공간을 활용방안에 따라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공간의 성격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역사문화구역은 별서로서의 건축, 정원문화와 조성, 시대적

황

상 , 인문분야의 소재들을 활용, 역사문화 재현을 통한

험설

교육

홍보전시구역은 모형이나 영상전시를
통한 역사적 사실, 가치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며,
자연생태구역은 죽산재의 성격을 명확히 투영하는 공간으로써
연못과 주변 환경을 복원한다.
휴양구역은 별서공간을 체류형 휴양시설로서 가족단위의 숙
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구역은 가족단위
활동프로그램의 계획으로 전통체험 및 흥미공간을 조성한다.
및 체 시 을 조성하고,

4) 기본구상
죽산재 본채를 중심으로 전면부는 시야가 개방되어(현재는
로산시빌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5 되어 있음) 탁 트인 개방경관
과 멀리 나지막이 산야를 조망할 수 있는 원경관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별서의 입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막힌 경관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그림 6 참조).
진입마당 공간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연못을 복원하고, 주변
을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을 위한 관상,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죽산재 복측에 있는 부속된 밭4 의 평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

)

이를 토대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전면부를

못

터뷰 및 과거
쳐 복원하는 것을 제안하며,

과거 연 의 기억을 간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여 고증을 거

객

본 공간이 지역 주민 및 내방 들에게 한국 전통공간에 대한

a: 복측 평지 공간 상상도

b: 죽산재 주동선 상상도

그림 6. 죽산재 공간 활용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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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보성여관 등의 태백산맥문학거
리와 연계한 생활권 관광권역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고흥의 해안자연환경자원, 나로 우주센터 등의 미래 산
업자원, 소록도 등의 고흥군의 특화된 지역 관광자원으로 방
문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 등의 주변 관광자원과 벌

Ⅳ. 결론
연구의 배경이 되는 죽산재의 입지와 문화․관광환경 그리
고 역사․건축․정원․미술적 가치를 살펴보고, 죽산재와 유사
한 별서정원, 근대문화유산의 활용 사례를 고찰하였다.

그림 7. 죽산재 기본구상 개념도

이를 토대로 죽산재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

객

죽산재를 방문하는 관광 들에게 본 공간의 역사성, 문화성 등

홍보하는 전시, 휴게 및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죽산재로 들
어오는 주동선6 은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통행량이 적
고 대체 차량도로가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제안한
다(그림 7 참조).
죽산재 주변 좌, 우측으로 대나무 숲을 복원한다. 죽산재 내
원인 본채 좌, 우측의 노단 식재공간은 전통적 화계공간에 심
겨졌던 해당화, 매화 등 화관목의 전통수종을 식재한다. 복원
될 연못 주변에 조형 소나무를 심어 시각적 초점을 형성한다.
휴게 공간 주변은 주민들 또는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대
형 교목류를 심어 녹음과 중심수목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현재 죽산재 전면도로에 심어져 있는 왕벚나무를 확장하여 벚
나무 수목터널을 조성하고, 쾌적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구
상한다. 죽산재 정원 공간 및 부속된 부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은 최대한 죽산재의 목구조 형식에 조화되게 재료, 형태 등을
세심히 계획하여 전통문화공간으로서의 분위기를 유지한다. 노
산공원의 진입부에 설치된 사자모양의 조형물은 주변공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림 8 참조).
을

)

2.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연계 활용
한국의 별서정원은 선조들의 문화유산으로 산수가 수려한

승 터를 잡고 인위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주변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연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풍류생
활을 하며, 문화 활동과 강연의 장소로 쓰이고, 자연속의 휴식
처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던 공간으로 자연유산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
명 지에

죽산재가 고흥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어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순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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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음

지형태와 공간구성의 고찰을 통해 과거 연 이 있었 을 확인
하였고, 이를 토대로 별서로서의 원형을 재현하기 위한
안을 제안하였다.
공간 활용방안에 따라 역사문화구역,

복원방

홍보․전시구역, 자연

휴양구역, 체험구역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공간의 기본구상을 수립
생태구역,
하였다.

평야를 조망하는 원경
관의 회복과 연못의 복원을 추진하고 죽산재 서측의 부속된 밭
공간을 활용한 전시․휴게․체험공간의 마련 및 차량의 통행
이 제한된 보행전용동선을 제안하였다.
배경이 되는 대나무 숲과 건물 주변 화계공간의 복원, 보행
전용동선의 기존 왕벚나무 가로수 연장을 통한 수목터널 조성
전면부 시야의 개방을 확보하여 너른

등의 식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는 고흥 죽산재의 보전 활용

권역의 자연환경․정원문화 관광수요와 벌교
일대의 태백산맥문학거리와 연계하여 지역문화관광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안은 순천만

-------------------------------------

포함 3

추
취득
반터

주 1. 영국과 한국을
하여 0여 개 나라에서 진되는 내셔널트
러스트운동은 민간차원의 모 활동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
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을
하고 보전․관
리하는 체계로 리나라에서도 1 0년대 후 부 시민사회단
체들을 중 으로
1 사기 와 같은 공유화운동이 진되었
으나, 그 소유재산의 성격은 사단․재단 및 개인명의 등의 임
의처분과 일실이 가능한 사유재산 이라는 한계성을 지 고 있
어, 200 년「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양도 능의 원 을 보장 에 따라 자산에 대한 영구 보전 을
가능하게 으며, 이를 통해 기 의 공유화운동단체들이 지
는 한계성이었던 법적 안정성 과 개발에 대한 대
을갖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 립되게 되었다.
주 2. 고흥군 동 면 동리 죽산마을 신이다. 벌 가 전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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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순․서 식․ 진아․련등․이시영

: 근․현대 별서정원의 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조경계획

누리던 1930년대 벌교의 대표적인 유지였다. 채동선의 선친인
채중현(1876～1947), 소설 태백산맥 속의 현부자의 모델인 박
사윤(1878～1958)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다.
같은 생활권인 벌교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벌교에서 상업이
발달하자 벌교에서 모시베 장사, 간척사업 등으로 돈을 모아
대지주로 성장하였는데, 그의 땅은 고흥과 보성은 물론 순천
에도 있었다. 자수성가로 돈을 모아 대지주(1930년말 총 282
정보 소유)로 성장하였으며, 남선무역과 벌교수산, 벌교번영
토지(주)를 운영하였다. 지역의 여러 행사에 후원하였으며,
특히, 임종때 고흥과 벌교의 사회단체와 학교에 많은 금품을
희사하여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흰옷
입은 조문객이 고흥군 동강면 노동리와 유둔리 일대를 가득
메워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서태호와 서민호는 그의 아들이
다. 죽산 마을 입구에 묘소와 묘비(故中樞院議官 竹坡 徐公
墓碣碑 정만조 찬, 오세창 서), 紀孝碑(정남조 찬, 윤용구 서),
頌德碑 4기(小作人 세움, 1920～1930년대), 죽산재 등이 인접
하여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죽산재 바로 아래에는 ‘현부자집’
정원 같은 진귀한 수목이 가득한 정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메
꿔져서 그 자취를 찾기 어렵다.
주 3. 2013년 8월 28~29일 자연환경국민신탁 서종식 이사 외 2인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확인.
주 4. 연못은 1990년대 초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매립되어 사라
지게 되었으며, 당시 연못에 첨경물로 활용되던 석물 등은 현
재 죽산재 진입부 화계 주변에 남아있으며, 연못 옆 동백나무
하부의 시멘트 포장 역시 당시에 진행되었다. 당시 연못의 물
을 공급하는 수원은 현재의 노산공원 진입로(사자상 우측으로
약 10여m) 부근에 있었으며, 지금도 인근 마을의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 5. 원래 죽산재 앞 논이었던 이 공간에 “로산시빌”이라는 다세대
건물 2동이 들어서면서 죽산마을 너른 벌판을 바라보는 조망
축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a: 죽산재 전면 로산시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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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둔 3번 외 둔 3번

주 . 죽산재가 위치한 동 면 유 리 1 -2 지 에 유 리 1 -1
지도
2010년 8월에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탁되었다. 해
지는 서민호 문중의 선산과 죽산재를 관리하던 이른바
제지기가 거주하며 머물던 집이 있던 이었으나, 건물은
후되어 거하였고, 그 는 현재 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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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로산시빌 측면 사진

그림 8. 죽산재 전면 건축물로 인한 시야 차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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