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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경의�인문가치

Humanistic� Value� of� 8� Scenes� in� Andong

예로부터�풍광이�주는�미학을�팔경으로�노래한�것은�오래된�우리의�멋스러운�풍습이다.� 단순

히� 경관만이� 아니라� 안동팔경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역사와� 문화라는� 생생한� 숨결이�

담겨�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인문가치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안동팔경은�

이제�볼거리를�넘어�시대를�담아내는�문화콘텐츠다.

It� is� a� Korea’s� graceful� customs� for� long� to� sing� about� ‘Eight� Beautiful� Scenery’�

inspired� by� the� beautiful� nature.� Not� only� the� most� scenery,� but� ‘Eight� Beautiful�

Scenery� of� Andong’� illustrates� a� lively� breath,� which� is�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people� living� in� the� soil� of� Andong� in� our� time.�

Eight� Beautiful� Scenery� of� Andong� preserves� the� original� human� values� even�

though� time� quickly� goes� by,� which� has� become� a� culture� content� rather� than� a�

something� for� sightseeing.�



실천세션�2

팔경의� 인문가치

11

  9월� 5일,� 10:00� ~� 12:00� � |� � 안동문화예술의�전당�백조홀

� 10:00� ~� 12:00,� September� 5� � |� � Swan� Hall,� Andong� Culture� &� Art� Center

사회자

Moderator

황만기� (안동대학교�퇴계학연구소,�학술연구대우교수)

Man� Ki� Hwang� (The� Toegye� Studies� Institute� i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cting� � � Professor� of� Academy� Research)

기조연사

Keynote�

Speaker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유교박물관장)

Nojig� Li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onfucian� Culture�Museum�Director)

발표자

Speaker

강인순� (한국문인협회�경북지회,�부지회장)

In� Soon� Kang� (The� Korean� Writer� Association� Gyeongsangbuk� Province� Branch,�

Vice� Chairman)

조영일� (이육사문학관,�관장)

Young� Il� Cho� (Yi� Yook-sa�Memorial� Hall,� Director)

최성달� (다큐멘터리�감독)

Sung� Dal� Choi� (Documentary� Director)

조정현� (한국국학진흥원,�연구위원)

Jung�Hyeon� Cho� (The� Korea�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주영욱� (안동문화원,�안동향토사연구위원)

Yeong�Uk� Ju� (Andong�Culture� Center,� Local� History� Researcher)

우창하� (안동시의회,�의원)

Chang�Ha�Woo� (Andong�City� Council,�Member)

이동백� (안동문인협회,�전�지부장)

Dong� Baek� Lee� (The� Korean� Writer� Association� Andong� Branch,� Former�

Chairman)

김원길� (지례예술촌,�촌장)

Won-gil� Kim� (Jirye� Artists’� Colony,�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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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황 만 기

국� � � �적 한국

소� � � �속 안동대학교�퇴계학연구소

직� � � �함 학술연구대우교수

연구분야 한국한문학

이�메�일 sino5360@hanmail.net

학� � � �력

문학박사� (성균관대학교�한문학과)

문학석사� (안동대학교�한문학과)

문학사� (안동대학교�한문학과)

경력사항

안동대학교�학술연구대우교수

안동대학교�강사

성균관대학교�BK�연구조교

안동대학교�국학부�조교

 ∙∙∙ Moderator 

Man� Ki� Hwang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The� toegye� Studies� Institute� in�Andong�National�

University

Current� Position Acting� Professor� of� Academy� Research

Area� of� Expertise Korean� Chinese� literature

Email sino5360@hanmail.net

Education

Ph.D.� (Sungkyunkwan�University,� Chinese� Literature� Department)

M.A.� (Andong� National� University,� Chinese� Literature�Department)

B.A.� (Andong� National� University,� Chinese� Literature�Department)

Work

Experience

Adjunct� Professor� for� Academy� Research,� Andong�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Assistant,� Sungkyunkwan� University� BK

Assistant,� Andong�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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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발표자

임 노 직

국� � � �적 한국

소� � � �속 한국국학진흥원

직� � � �함 유교박물관장

연구분야 동양고전학,�한국한문학

이�메�일 njlim@koreastudy.or.kr

학� � � �력

영남대학교�한문학과�대학원�수료,�문학박사

한림대학교�태동고전연구소�한학과정�수료

안동대학교�한문학과�수료

경력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자료부장

독도재단�자문위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문위원

문화재청�자문위원

한중�유교�인문교류�컨퍼런스�위원

한국�고전적�협의회�회장�역임

발표제목 안동지역�전통팔경과�인문학적�가치

요약문

안동문화권은�수려한�자연�풍광과�문화적�역사성으로�인해�이곳에�살던�문인학자나�이곳

을� 찾은� 시인묵객들에� 의해� 수많은� 산수시가� 창작되었다.� 이들은� 산수시의� 계보적� 흐름

을�형성하는� 8경시의�전통을�적극적으로�수용하면서�자신이�살던�주변의�아름다운�경치

를�시적�대상으로�삼아� 주옥같은�시문을�남겼다.� 자연� 경관의�문학적�형상화를�통해� 거

주�공간에�대한�산수미를�발견하고�이를�찬미하며�향유하였던�것이다.�

그들은�명미한�자연�경관의�감상을�심성을�수양하는�과정으로�이해했다.�즉�인간의�내면

과�주변세계를�일치시키고자�하는�관점을�가지고�있었다.�이와�같은�결과는�자연�경물의�

묘사에만�그치지�않고,�정도의�차이는�있으나�거기서�어떠한�이치를�찾고자�하는�경향을�

보인다.� 또한� 8경시에서�학가산을�주요한�표제로�삼은�것도�지역적�특성으로�이해될�수�

있다.� � 그리고� 8경의�설정과�그�창작에�있어�역할을�분담한�것도�다른�지역에서는�찾아

보기�어려운�사례로�생각된다.�특히�대부분의�8경시가�경관의�형상화�수법에서�서술보다

는�묘사를�중시한�점도�주요한�특성으로�간주된다.



14

 ∙∙∙ Keynote Speaker

Nojig� Lim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Current� Position Confucian� Culture�Museum�Director

Area� of� Expertise� Oriental� Numismatics,� Korean� Chinese� literature

Email njlim@koreastudy.or.kr

Education

Ph.� D.� in� literature,�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Certified� in� Chinese� Studies� Course� of�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Hallym�University

Coursework� completed� in� Sino-Korean� literatu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Work

Experience

Data� Division�Head,� Korean� Studies� Institute

Advisor,� Dokdo� Foundation

Advisor,� National�Museum�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dvis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ember,� Korea-China� Confucianism�Humanity� Exchange� Conference

Former�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for� Preservation� of� Ol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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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
Traditional� Eight� Beautiful� Scenery� of� Andong� and� Their� Human� Values

Content

The� cultural� region� of� Andong� is� where� local� literary� scholars� or� visiting� poets�

or� painters� were� inspired� and� created� a� lot� of� their� art� pieces� thanks� to� the�

splendid� scenery� and� cultural� history� of� the� region.� These� artists� left� beautiful�

poems� by� taking�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area� as� poetic� motif� while�

actively� adopting� the� traditions� of� the� Eight� Beautiful� Scenery� Poems� that�

established� the� hierarchical� trend� of� the� landscape� poems.� The� artists� found�

the� beauty� of� the� landscape� from� their� residential� spaces� through� literary�

imagery� and� imagination� of� natural� scenery,� praise� and� appreciate� it.�

To� those� artists,� enjoying� the� places� of� scenic� beauty� is� a� course� of�

self-discipline� for� their� minds.� This� suggests� that� they� made� an� effort� to�

synchronize� the� inner� part� of� the� human� being� and� the� surroundings.� Such�

perspectives� not� only� enable� them� to� describe� the� landscape� but� try� to� find�

any� logic� at� different� degrees.� In� addition,� it� i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those� eight� landscape� poems� set� Mt.� Hakga� � � as� main� theme.� It� is� also� a� rare�

case� in� which� artists� divide� their� roles� in� order� to� compose� the� Eight� Beauty�

series� and� create� art� pieces� unlike� other� artists� in� other� regions.�Moreover,� it� is�

worth� considering� that� most� Eight� Beauty� poems� focuses� on� description� rather�

than� narrative� in� imagery� and� imagination� of�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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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전통팔경과� 인문학적� 가치�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장  임노직

■� 전통� 산수미의� 상징-� 8경과� 9곡

경관은 우리를 둘러싼 공간에 대한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기초로 한다. 수려한 풍치로 대변되는 

8경은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존재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보편적 문화유산이다. 중국의 소상8

경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나라 시인묵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이를 모방한 8경이 도처에 

생기고 그것의 작품화가 이루어졌다. 

안동지역은 수려한 자연 풍광과 문화적 역사성으로 인해 이곳에 살던 문인학자나 이곳을 찾은 

시인묵객들에 의해 수많은 시편들이 창작되었다. 안동 선비들 역시 8경시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면서 자신이 살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 8경시를 남겼다. 그들은 자연 

경관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거주 공간에 대한 산수미를 발견하고 이를 찬미하며 향유하였다. 이글

은 안동지역 전통 8경의 주요 현황과 표제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

다.

■� 동부지역(1)의� 백운정� 8경

일월산에서 발원한 반변천은 대체로 서류하다가 임하 천전에서 그림 같은 경관을 형성한다. 이

곳에 ‘부모를 그리워하는’ 의미가 담긴 백운정이 반변천 저편에서 천전마을을 내다보고 있다.  16

세기에 세워진 건물로 규모나 형식이 정자로서의 당당한 기풍을 느끼게 해준다. 이곳에 8경을 설

정한 인물은 운천 김용(1557-1620)이다. 8경의 표제는 〈長林微雨〉․〈平江霽月〉․〈東郊稼穡〉․
〈北遷行旅〉․〈藥山夕烽〉․〈岐峯曉日〉․〈遙岑返照〉․〈別浦游魚〉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경

〈장림에 내리는 가랑비〉를 보자.

                 

실낱처럼 흔들리며 허공에 날려 / 강 연안 수목은 보일 듯 말 듯       

깃을 말리느라 분주하던 백로가 / 백사장에 내려 저녁 바람 쐬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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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정은 임하9곡 중에서도 선유정과 더불어 주변의 산수경관이 가장 으뜸으로 평가되던 곳이다. 

위의 시에서 표제로 쓰인 ‘장림’은 일반적으로 우거진 숲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백운정에서 바

라보이는 개호숲을 가리키는 듯 하다. 허공에 춤을 추듯 실처럼 날리는 가랑비 속에 강가로 무성

하게 우거져 있는 수목은 안개에 싸여 흐릿한 자태를 드러낼 뿐이다. 시인의 시선은 가랑비에 젖

어 깃을 털면서 말리고 있는 백로에 머물러 있다. 저녁이 되어 가랑비가 그치자 백로는 어느새 기

다란 모래톱에 날아 내려 여유롭게 바람을 쏘이고 있다. 백로는 어쩌면 광해조의 혼탁한 정계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자적하고 있던 시인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 동부지역(2)의� 묵계8경

묵계는 연산군 때 김종직과 도의로 깊은 교분을 맺었던 보백당 김계행(1431~1517)이 벼슬에서 

물러나 우거한 곳이다. 김계행은 이곳 분암폭포 위의 만휴정에서 자연과 벗하며 여생을 보냈는데 

일찍이 “내 집에 보물이란 없다. 있다면 오직 청백뿐이다”는 명언을 남겼다. 묵계8경은 일명 ‘읍청

루8경’으로 그 명칭이 묵계서원의 문루인 읍청루에서 유래한다. 묵계8경을 최초로 노래한 작자는 

김명석으로 추정되며 김성흠․이시항 등이 차운시를 남겼다. 표제는 〈壺潭霽月〉․〈盆巖淸瀑〉․〈鶴
峀暮雲〉․〈鷄岑曉日〉․〈滿壑松濤〉․〈長郊麥浪〉․〈遠村炊煙〉․〈晩浦漁燈〉으로 되어 있다. 다

음에 소개하는 시는 김성흠(1682~1757)이 지은 제1경〈호담에 뜬 맑은 달〉이다. 

  

비갠 초가을 하늘은 먼데 / 千尺이라 호담은 티 없이 맑다.      

미풍이 부는 거 걱정하지 마소 / 일렁이는 명월이 보기도 좋소.2)   

시와 그림의 친연관계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작품이다. 시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선연한 풍경이 떠오른다. 시정과 화의가 서로 교통하고 조응하는 경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구

나 후반부는 음악과 깊은 내연관계를 유지한다. 비가 온 뒤라 초가을의 하늘이 더욱 높고 멀게 느

껴진다. 설레는 시심을 품고 시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휴정을 찾았다. 폭포수는 천척이나 높은 

데서 떨어지고 호담은 거울처럼 맑다. 호담의 청명한 수면과 분폭의 역동적 광경은 대조의 조화

1) 『雲川集』卷1, 「白雲亭八景」 〈長林微雨〉“搖颺如絲映遠空, 沿江樹樹有無中. 劇乾鷺羽還多事, 飛下長
洲弄晩風.”

2) 『臥溪文集』卷1, 「次黙溪八景韻」 〈壺潭霽月〉“新秋雨霽碧天遙, 千尺壺潭點滓消. 莫怕輕風波面起, 好
看明月影浮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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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다. 세속적 기운을 한 점도 용납하지 않는 호담은 청정한 세계 그 자체이다. 다만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 수면을 스치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날 뿐이다. 시인의 부동심은 이에 개의치 않고 

물속에 어린 달의 모습에서 그 본체가 과연 무엇인지 관조적으로 사유하고 있다. 즉 수없이 나누

어지는 달의 현상에서 본래의 진면목을  직관하여 ‘이일분수’의 이치를 깨닫는다. 水月의 원융한 

경계에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시인의 형안은 예리하기 그지없다. 그것도 자연과 동화된 

듯 유연한 심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이다. 

■� 서부지역(1)의� 하회8경

하회는 언어가 필요치 않은 자연경관의 절정이다. 특히 마을 건너편 부용대에 올라 굽어보는 풍

광은 그윽한 정취의 일품이다. 류성룡의 손자 되는 류원지(1598~1674)는 겸암정과 옥연정 두 정

사를 중심으로 16경을 설정하였다.3) 목적은 당대의 문장가에게 題品을 청하여 하회의 절경을 치

장하는데 있었다. 그는 ‘언어로서는 하회의 경관을 제대로 형상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그 

때문인지 16경에 대한 시를 남기지는 않고, 명목만 설명하는 산문체의 글만 남겨 두었다.  하회8

경은 「‘河上八景」이란 시제로 ’기산 김여만(1625~1711)의 문집에 전한다. 표제는 〈옥연정〉․〈상

봉대〉․〈추월담〉․〈도화천〉․〈달관대〉․〈능파대〉․〈원지정사〉․병산서원〉이다. 제1경 〈옥연정〉

을 읊은 시를 보자.

먼 곳의 벗을 맞아 흔연히 기뻐하고 / 선승과 서재에서 한가로이 벗했네. 

온화한 그 모습을 마치 뵙는 듯 / 세월이 지났지만 그 맑음을 품었네 

시 읊는 저 밖엔 저문 강이 쉼 없고 / 의중에 절벽은 겹겹이 푸르네

선경이라 저절로 속세와 단절되어 / 경물이 의연히 무릉도원 같구나4)  

옥연정은 정자라기보다는 서당이나 정사의 성격이 더 짙다. 승려 탄홍이 10년이나 시주를 모아 

완성한 것이니 사연이 많은 건물이다. 이름은 정자 바로 앞에 흐르는 깊은 못의 색조가 마치 옥과 

같이 맑고도 맑은 데서 유래한다. 류성룡은 여기에서 임진왜란의 회고록인 『징비록』을 구상하고 

저술하였던 것이다.  

3) 「河回十六景」의 名目은〈立巖晴漲〉․〈馬巖怒濤〉․〈花峀湧月〉․〈蒜峯宿雲〉․〈松林霽雪〉․〈栗園炊烟〉․
〈秀峰霜楓〉․〈道棧行人〉․〈南浦虹橋〉․〈遠峯靈雨〉․〈盤磯垂釣〉․〈赤壁浩歌〉․〈江村漁火〉․〈渡頭橫
舟〉․〈水林落霞〉․〈平沙下鴈〉이다. 

4) 『秋潭文集』卷1, 「次河上八景韻」 〈玉淵亭〉“靜室欣迎自遠朋, 幽齋閒伴學禪僧. 當年宛見春風座, 隔世
惟懷玉色澄, 吟外暮江猶滚滚, 意中蒼壁尙層層. 仙區自與塵寰絶, 景物依然似武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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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역(2)의� 삼구정� 8경

풍산 소산의 삼구정은 마을 입새의 동오라 부르는 언덕 위에 위치한다. 노모를 즐겁게 해 드리

기 위해 지은 정자로 대제학을 지낸 성현(1439~1504)의 기문이 지금도 걸려있다. 삼구정에 8경 설

정을 창안한 인물은 청음 김상헌이다. 그는 팔경의 표제를 지어 류근․김상용․박동열․신흠․김류․홍서봉․
조찬한․장유․신익성 등 지인들에게 작시를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1급의 문인들이

다. 다만 김상헌 자신이 8경시를 남기지 않은 점은 아쉽기가 그지없다. 김상헌이 설정한 표제는

〈鶴嶠晴峯〉․〈馬崖峭壁〉․〈縣里烟花〉․〈驛洞寒松〉․〈長郊觀稼〉․〈曲渚打魚〉․〈三伏避暑〉․
〈中秋翫月〉로 구성된다. 다음은 영남 8대 문장가에 속하는 김양근의 제1경〈맑게 갠 학가산〉이다.

한 떨기 연꽃처럼 수려하게 / 오랜 세월 호박처럼 투명하다.              

새벽 이내 개어 참모습 드러나 / 仙鶴은 바람속에 몇 년이던가                

짙고 옅은 구름은 오히려 젖고 / 희미한 달빛은 덮어씌운 듯                  

수목이 씻기어 은빛 병풍처럼 붉자 / 국사봉 동쪽에 해가 솟다.5)                

학가산은 그 형상이 학이 날개를 펼치고 나는 모습이다. 학가산을 노래한 시에 신선이 주된 시

어로 등장하는 이유도 산이 학을 닮은 때문일 테다. 시는 맑게 개인 날의 이른 새벽에 일출의 광

경을 산뜻하게 그렸다. 시인의 감정은 절대적으로 배제되고 경관 묘사에 집중해서 자연경물의 표

상성을 온전히 드러내었다. 특히 국사봉 동쪽으로 떠오르는 일출 광경의 묘사는 색채감이 충만하

며 비유가 화려하다. 젖은 듯한 구름과 휩싸여진 달의 모습은 사물 본래의 면목과는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한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의 표출은 이어지는 싯구의 생동감 넘치는 전환을 통해 극복된

다. 전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국사봉 동쪽에 붉음을 토하며 솟구치는 태양이다. 기실 학가

산의 일출 광경은 주변 지역의 변화와 생명을 주도하는 원천적 에너르기로서 기능했다. 이는 중세

적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희구하는 시인의 심상과 다름 아니다. 제2경인〈마애의 가파른 절벽〉을 

살펴보자.

5) 『東埜集』卷4, 「龜亭八景效錦溪集勝亭巫山一段雲體」 〈鶴嶠晴峯〉“一朶芙蓉秀, 千堆琥珀空. 霽天眞面
曉嵐中, 仙鶴幾年風. 濃淡雲猶濕, 微茫月欲籠. 松杉洗出錦屛紅, 初日國師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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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역의� 분천8경

예안의 분천은 지금 물바다로 변해버려 옛날의 풍치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어부가」를 비롯하여 「효빈가」․「농암가」․「생일가」 등 국문시가 창작의 보배로운 현장으로

서 기억해야할 유서 깊은 장소이다. 이현보는 40여 년의 벼슬살이를 동이에 갇힌 물고기에 비유한 

풍류 넘친 인물이다. 분천8경은 바로 이현보가 분천 주위에 존재하던 의미 있는 경관을 여덟 개로 

집약한 감흥의 결과물이다. 다만 이현보가 지은 팔경 시는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주세붕의 차운

시를 통해 팔경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적잖이 아쉬운 부분이다. 분천8경의 표제는 〈明農
畵壁〉․〈窟灘釣魚〉․〈聾巖登高〉․〈南郊射侯〉․〈靈泉尋僧〉․〈西山觀雪〉․〈松峴放鷹〉․〈北園禁
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경인〈귀머거리 바위에 올라〉를 살펴보자. 

농암 아래 맑은 물은 옥띠를 둘러 / 국화 핀 중양절은 정말 좋은 때         

촌로가 술 가져와 다투듯 하례하니 / 공께서 소매 떨치며 벌써 춤추시네.6)       

중양절을 맞아 귀머거리 바위에서 베풀어진 풍류가 어떤 모습인지 멋지게 그려지는 작품이다. 

주세붕이 실제로 이 모임에 참석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당시 분천의 산수를 무대로 

마음껏 즐기던 향촌사회의 여유로운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된다. 결구의 ‘건무’는 동작이 많은 매우 

역동적인 빠른 템포의 춤으로 이현보의 무태에 대한 감상적 표현의 대목이다. 만년의 이현보는 분

천에 배를 띄우고서 두건을 높이 제쳐 쓰고 강호의 ‘참된 낙’을 누렸던 지상의 신선이었다. 당시 

이른바 분강가단의 뱃놀이에는 자제들뿐 만 아니라 이황, 예안현감, 안동부사 등이 참석하기도 하

였다. 제5경인 〈영천암의 승려를 찾아〉를 살펴보자. 

흥이 나 혼자서 승려의 거처 찾으니 / 나막신에 구름 일어 마음도 여유롭네.     

산수 사랑 때문에 자주 찾긴 하지만 / 암자가 관청보다 낫지는 않으리.7)        

8경시에서 ‘승려를 찾아’를 하나의 표제로 착안한 작품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현의 〈송도팔

영〉이 남상이 된다. 주세붕의 시는 이현보가 지금은 없어진 영천암이라는 암자의 승려를 찾아가

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선비의 승려 방문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6) 『武陵雜稿』卷3, 「次李聾巖汾川八詠」〈聾巖登高〉“巖下靈源玉帶圍, 黃花九九正佳時. 村翁挈榼爭相賀, 
健舞公今已拂衣.”

7) 『武陵雜稿』卷3, 「次李聾巖汾川八詠」〈靈泉尋僧〉“興來孤往訪禪居, 雙屐雲生勝有餘. 正癖好山尋便數,  
空門未必愈公閭.”



실천세션�2

팔경의� 인문가치

21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독서공간으로서의 구실을 하였기 때문에 일상의 자연스런 행위로 수

용되었다. 더구나 사찰에는 시승들이 많아 때로는 사대부들에게 좋은 글벗이 되기도 하였다. 주세

붕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현보의 탈속적인 경계를 선망하며 그를〈삼소도〉에 나오는 도연명이

나 사령운 같은 인물에 비견하였다. 그러나 정작 주세붕은 결구의 표현이 의미하는 같이 목민관이

자 유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불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인물이다.  

 

■� 안동지역� 전통8경의� 의미

시는 구체적인 자질을 가장 큰 힘으로 삼는다. 구체성의 핵심적 요건 가운데 하나는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는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들이 얽혀 이루어 내는 사건보

다 더 근원적인 요인이다. 시의 장소성은 넓게는 풍토성으로 새로운 뜻을 더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더한다. 8경시는 이러한 장소-자연이라는 생명의 원천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시적 대상의 

정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작가에 따라 동일한 시적 대상을 서정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상

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시대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사대부들의 독특한 미적 세계를 드러

내는 상당히 핵심적인 장르이다. 

또한 8경시는 가장 그림다운 글이면서 동시에 산수 자연을 노래한 것이기에 자연에 대한 미감을 

시 속에 끌어들여 감흥을 음미하게 해 준다. 자연미의 발견을 통한 감흥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가

능성의 공간이자 미적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안동지방을 노래한 8경시 속에서 문예미학적 측면의 지역적 특성을 밝혀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안동 선비에 의해 창작된 8경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보편적으로 성리학적 성찰이 드러난

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감상을 심성을 수양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즉 인간의 내면과 

주변세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자연 경물의 묘사

에만 그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기서 어떠한 이치를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경향은 안동지방의 8경시만이 가지는 특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8경시의 창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지역성이 아니라, 경물시로서의 기본적 속성을 지

녀야 한다. 그러나 장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은 작

시상의 형식이나 수사적 기교, 질적 수준을 떠난 소재의 측면에 제한해서만 거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을 고려한다면 안동지방 8경시가 학가산을 주요한 표제로 삼은 것은 하나의 특성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삼구정8경의 ‘학교청봉’, 소재8경의 ‘학가귀운’, 두릉8경의 ‘학수추운’이 모두 학가산의 

구름이나 봉우리를 묘사한 것이다. 또 하나는 8경의 설정과 작시를 별개로 나누어 취급하는 경향

이다. 그것은 8경 설정자의 겸양에서 비롯된 것이나,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 면이 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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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가 자신을 배제함으로써 8경시 창작의 적극적 동참을 끌어냄과 동시에 경물을 객관적으로 비

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상헌의 삼구정8경이나 류원지의 하회16경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안동지방의 대부분 8경시의 내용은 경관이 중심이 되는 자연 그 자체의 완상에 따른 서

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후기로 내려올수록 더욱더 표면화 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수양하면서 도를 획득하는 성취를 구현하는, 다시 말해 조선후기의 

경우에는 성리학적 도체의 발견 수준에 도달한 작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연

풍경의 형상화 수법에서 서술보다는 묘사를 중시한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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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월영교를�중심으로�반경� 2km�이내에서�전개되는�월영야경은�문화�관광의�새로운�패러다임

으로�탄생한�안동의�신선한�관광�자원이다.

기존의� 지역�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탐방객들의� 접근이�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데� 비하여�

시내� 중심부에서� 3km� 거리에� 있어� 야간에도� 접근이� 용이하다.� 인공물인� 월영교에� 실존했

던�인물의� 애틋한�스토리텔링을�더하여�과거와�현재가�공존하는� 새로운�형태의�관광� 요지

이다.�

인접한�호반나들이길,� 전통� 문화유적,� 공예문화전시관,� 민속박물관,� 안동댐�정상� 주변의�볼

거리와�자연�환경이�적절히�달빛�아래�또는�인공의�조명아래�어우러져�이들이�연출하는�풍

광의�파노라마는�감탄을�자아낸다.�

덧붙여� 각종� 볼거리,� 먹거리와� 체험의� 기회를�즐길� 수� 있어�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와�더불

어�환몽적인�분위기는�특별한�추억으로�기억될�수�있는�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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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Wolyeong� Bridge

Content

The� spectacular� nightscape� in� Wolyeong� within� the� 2� km� radius� of� the�

Wolyeong� Bridge� is� a� new� addition� to� the� cultural� tourism� Andong� offers� to� its�

visitors.� The� place� is� easy� to� get� to� since� it� is� only� 3� km� from� city� center,�

whereas� most� traditional� cultural� spots� are� limited� in� accessibility� geographically�

and� in� operating� hours.� A� night� trip� to� the� bridge� will� take� the� visitor� into� a�

world� where� past� and� � � present� blend� around� a� heart-tugging� love� story�

featuring� real-life� figures.� Visitors� can� stroll� to� various� attraction� spots� around�

the� bridge� such� as� lakeside� trails,� historical� relics,� arts� and� craft� museum,�

folklore� museum� and� the� Andong� Dam,� where� they� blend� with� nature� under�

the� moonlight� or� artificial� illumination,� creating� scenery� that� is� sure� to� take�

their� breath� away.� There� are� other� sights� and� plenty� of� food� and� hands-on�

experiences� to� be� enjoyed.� The� fairyland-like� ambience� paired� with� a� lofty� love�

story�will� provide� visitors�with�memories� to� cherish� for� a� long� time�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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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영� 교

                                              강  인  순

개요

월영교와 이를 중심으로 한 야경은 바로 안동의 새로운 보고, 즐기고, 느낄 거리의 하나이다.

어느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뇨/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환한 달이 떠오르고/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

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라는 시의 구절이 떠오르는 그런 곳이다.

‘월영’이라는 이름은 ‘달이 비친다’는 뜻으로 일찍이 쓰여 왔다. 1974년 12월 안동댐이 건설되면

서 원래 월곡면 사월리에 있던 월영대의 암각 바위를 지금의 성곡동 민속경관지 산기슭의 선성현 

객사 부근으로 옮겨진 것에서 비롯한다. 또한 이 골짜기 지명 역시 오래전부터 달과 연관되는 음

달골 또는 엄달골로 불리어 왔다.

월영교는 안동 시내 중심지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 

안동댐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법흥교와 임청각 앞에 이르기까지는 약 2km 정도이다. 나지막한 

산이 강물을 사이에 두고 앞과 뒤로 둘러싸여 마치 울타리를 둘러친 듯하다. 이 가운데 월영교가 

있다.

월영교(月映橋)는 나무다리이다. 교각과 기본 구조는 철제 아치트러스트 형태로 설치하고 그 위

에 목재를 설치하였다. 길이 387m, 폭 3.6m 규모로 2003년 개통됐다. 다리 명칭은 이곳과 연관된 

옛 지명을 참고로 시민들의 공모에 의해 선정되었다. '달빛이 비친다'는 아름다운 뜻을 지녔으며 나

무로 만든 다리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 다리의 입구에는 서예가 초당 이무호의 멋들어진 필치로 

쓰인 월영교 표석이 있다.

날이 어두워져 다리에 올라 걷노라면 난간마다 꾸며져 금방금방 바뀌는 색색의 조명 속에 발걸

음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길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다리 중간쯤에 이르면  예쁘

게 팔각지붕을 얹은 정자를 볼 수 있는데 이름하여 월영정(月映亭)이라 한다. 아직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현판은 서예가 유천 이동익 선생의 글씨이다. 

옛 글귀처럼 달이 뜨면 물위에, 두 눈에, 잔속에, 또 마음속에 하나씩 담게 되니 자연과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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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하나가 되고 만다. 조용히 사색에 잠기거나, 한 구절 아름다운 글귀를 떠올리고 카메라의 

셔터를 마음껏 눌러도 좋다.

사계절 중 어느 때고 달이 뜨는 밤에는 주변의 화려한 색색의 불빛과 함께 때맞춰 뿜어대는 분

수의 물줄기와 수면 위에 비치는 달빛과 정자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다리의 물그림자는 환상적이다. 

물안개가 자욱한 날에 월영교를 거닐어보면 마치 별천지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월영교와� 스토리텔링

월영교를 건너가보면 다리가 호수면에서 너무 높아 그리스 신화처럼 자신의 얼굴을 물위에 비춰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달빛이 곱게 비치는 날이면 월영교에 깃든 ‘한국판 사랑과 영혼’의 전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비록 다리는 인공 조형물이지만 이곳을 거니는 이들은 달빛 속에 승

화된 500여 년 전 ‘원이 엄마’의 애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에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될 것

이다. 

‘원이 엄마’는 조선 중기 안동 지역의 고성 이씨 문중의 며느리로, 남편(이응태)이 1586년 31세

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엮어 만든 미투리와 한글 편지를 관 

속에 넣었다. 1998년 안동 강남동의 도시 개발로 인한 묘지 이장 작업 중 무덤에서 이 편지를 발

견하게 된다. ‘원이 엄마’의 편지에는 생전 남편과 함께 누워 속삭이던 일에서부터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느끼는 서러운 감정, 꿈에서 다시 만나 얘기 나누고 싶다는 애절한 간청까지 담겨 있다. 

 

월영교의 설계 주제는 이러한 ‘이응태부부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다리의 모

습에는 먼저 간 남편을 위해 아내가 한 가닥 한 가닥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엮어서 만든 한 켤레의 

미투리 모양을 담았다. 그들 부부의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을 숭고하게 영원히 이어주려는 뜻이 담

긴 작품이다.

월영교가 끝나는 지점과 이어진 곳에는 '원이 엄마 테마길'이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원이 엄마’의 한글편지가 앞에든 내용처럼 500년 전 필체를 본 뜬 채로 전시되고 있

는데

“남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 할까요?"

영화의 한 장면 대사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테마길을 연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

다. 읽노라면 “둘이 머리가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라든지,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넣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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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투리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구절이다. 그 옆

에는 상사병(서로 사랑함을 글로 써 담은 유리병)을 달아두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다. 마치 중국

이나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에 자물쇠 달기처럼 이곳에도 이미 숱하게 달려 있어 젊은 연인들 사이

에 머잖아 새로운 사랑의 이벤트로 자리 잡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원이 엄마 테마길’은 아래로는 용상동쪽 법흥교 입구부터 시작되는 ‘호반나들이길’과 연결되어 

있다. 2km 남짓 되는 이 길은 야간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 곳곳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안동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안내판과 정자와 쉼터를 마련해 두었으며 강변의 산기슭이라서 

따라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낮에는 물오리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끔씩 수달도 나타나고 있다. 

‘원이엄마 테마길’이 시작되는 곳부터 민속박물관 앞 주차장까지의 산책로는 벚꽃 길로 조성되어 

있다. 봄이면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가을에는 강물 맞은편 주변의 산과 산책로와 공원에는 아름답

게 단풍으로 물들고 조명을 더하니 한 폭의 그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월영교와� 야경

월영교 주변 밤의 경관들은 보는 위치에 따라 전해지는 감동이 크게 다르다.

첫째, 월영교 다리를 건너기 전에 주차장이나 물문화관 부근 물가에 서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마

치 달에서 내려온 아리다운 선녀가 탄 듯 물위를 떠가는 화려한 장식의 황포돛배며, 팔각의 월영

정과 긴 다리의 아치형실루엣과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선성현 객사가 조명과 달빛 아래 그윽한 

운치를 더해준다.

더불어 월영교 다리 끝에서 민속박물관 주차장 앞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의 경관 조명은 네온사인

처럼 시간을 두고 바뀌어 더없이 아름답다. 물위에 반영되어 일렁이는 맞은편의 밤경치는 도시의 

건물들이 밤에 뽐내는 화려한 조명이 아니면서도 자연과 어울려 저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이다. 더

러는 주변의 커피숍이나 식당의  2층쯤에서 내다보는 풍경도 괜찮을 것이다.

월영교는 전국 사진작가들의 주요 촬영 포인트이기도 하다. 낮에는 물론이지만 주차장 쪽 다리 

입구에서 월영정이 들어간 밤경치를 담거나, 물안개가 낀 월영교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몽환적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한다.

  

두 번째는 다리를 건너서 민속경관지 쪽에서 맞은편을 바라보면 상가의 화려한 불빛도 아름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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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또 하나의 볼거리인 물문화관 옆 공원에 설치한 ‘인공달’이 눈에 들어온다. 어두운 밤 다리위에

서 또는 건너편 산책로에서 대형 인공달 화면에 나타나는 갖가지 영상물을 보노라면 유년 시절의 

달과 관련된 갖가지 추억을 저절로 떠올리게 한다. 이 뿐만 아니다. 월영교 주차장 옆 중앙선 철교

(진모래 철교)위에 때맞춰 밤기차가 마치 등잔불을 켠 듯 객실마다 불을 밝힌 채 달가닥 달가닥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스라한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원이엄마 테마길’ 옆의 산기슭에는 문화재인 석빙고와 선성현 객사가 있다. 불빛 아래 오솔길 

돌계단을 따라 올라서 둘러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석빙고는 옛날 안동 낙동강의 은어를 잡

아서 보관 하던 냉장고 역할을 하던 곳으로서 객사와 더불어 모두가 안동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에는 옛날 민가의 초가 양식인 도토마리 집과 이어서 이육사 시비, 

안동민속박물관, 공예문화전시관과 안동댐과 댐정상부의 세계물포럼기념관과 조각공원, 문화 관광

단지 등을 둘러보면서 계절에 맞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을 통해 안동의 역사와 문

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월영야경, 여기에는 애틋하고 지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깃든 월영교와 달빛 그리고 달빛을 머금

은 잔잔한 강물, 계절마다 바뀌는 주변의 풍광과 임청각, 법흥동 7층 전탑, 차전놀이 모형물 등 의

미 있는 문화재가 가까이 있다. 또한 주변에는 안동 헛제삿밥 식당을 비롯한 먹을거리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마치 복합 레저관광 단지처럼 월영교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인공과 자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여 방문객들이 큰 부담 없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두루 갖췄으며 최근에는 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관광 자원으로서 ‘월영 야행’같은 기획 행사를 통해 이곳을 찾

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동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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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도산서원� (陶⼭書院� �선비정신을�일깨우다.)

요약문

조선시대�사대부들의�철학으로�자리잡은�성리학,�이를�보급하고�계승한�조선의�서원� 9곳이�

유네스코가�지정한�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되었다.� 특히�안동은�도산서원과�병산서원� 2곳이�

이에�해당됨으로서�전통과�문화가�살아있는�도시로�세계의�주목을�받게�되었다.�그�중에서

도�도산서원은�조선을�대표하는�참�스승인�퇴계�이황(退溪,�李滉.� 1501년-1570년�살아�숨�

쉬는� 곳으로� 영남유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곳이다.� 1561년(명종� 16년)� 낙향한�

퇴계선생이� 후학양성을� 하던� 도산서당이� 있던� 자리에� 선생� 사후� 4년만인� 1574년� (선조7

년)에�세워졌다.�또한� 1575년에는�선조로부터�도산서원이라는�현판을�사액�받았다.�건지산

과�낙동강을�끼고�서원으로�들어가는�길은�잘�그려진�한�폭의�수묵화를�펼쳐놓은�것�같다.�

더군다나�강�건너�저�멀리�보이는�시사단(試⼠壇)은�마치�자연의�일부인�듯�운치를�더해주

는�절경을�이루고�있으며,�도성�밖에서�과거를�치룬�역사적�의의를�뽐내고�있다.�지금도�매

년� 도산서원에서는� 도산별과를� 재현하는� 도산별시가� 열리고� 있어� 실감이� 더하다.� 모든� 군

왕이�나라를�다스릴�때�익혀�근본원리가�된�성학십도(聖學⼗圖)와�올바른�선비정신을�일깨

운�퇴계정신이�고스란히�살아�숨�쉬는�도산서원,�조선시대�참�선비의�길을�배우기�위해�몰

려든�유생들의�모습을�통해�오늘을�사는�우리들에게�많은�지혜를�가르친다.�퇴계선생이�남

긴�정신을�알아가는�길은�결코�도산서원에서�끝나지�않는다.�퇴계선생과�그의�후학들이,�그

리고�그를�흠모하는�많은�사람들이�걸었던� ‘예던길’이�이어진다.�그�길에는�일제강점기�조국

독립을�위해� 목숨을�바친� 육사� 이원록�선생의�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을�기리기�위한� 이육사

문학관이�자리하고�있어�진정한�선비정신을�깨우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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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Dosan� Confucian� Academy� � where�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s� still� comes�

alive

Content

During� the� Choseon� Dynasty,� Confucian� academies� were� the� main� vehicle� for�

inseminating� the� teachings� of� neo-Confucianism.� Nine� of� them� are� currently�

registered� with� UNESCO� as� world� cultural� sites.� Andong� is� home� to� two� of�

them,� Dosan� and� Byeongsan� Academy,� adding� to� its� status� as� a� city� of� culture�

and� tradition.� Of� them,� Dosan� Academy,� which� is� associated� with� Lee� Hwang,�

the� most� eminent� Confucian� theorist� of� the� Choseon� Dynasty,� was� a� focal�

point� of� Confucianism�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peninsula.� Lee� taught�

Dosan� School,� the� predecessor� of� the� academy,� since� 1561� (the� 16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when� he� retired� to� his� hometown� from� government�

positions� until� his� death.� The� academy� opened� in� the� school’s� site� in� 1574�

(the� 7th� year� of� King� Seonjo’s� rule),� four� years� after� Lee’s� death.� In� 1575,�

King� Seonjo� gifted� to� the� academy� a� signboard� bearing� its� name.� The� access�

road� to� the� academy,� stretching� between� Mt.� Keonji� and� the� Nakdong� River,�

is� a� scene� from� a� beautiful� ink-and-wash� landscape.� The� scenic� beauty� is�

enhanced� by� the� Sisa� Pavilion� looming� in� the� distance,� across� the� river,� that�

blends� perfectly� with� its� surrounding� nature.� The� pavilion�marks� the� site� where�

state-run� examinations� for� hiring� public� officials� used� to� take� place� during� the�

Choseon� Dynasty.� As� a� tribute� to� this� piece� of� history,� Dosan� Academy� hosts�

an� annual� event� re-enacting� the� ancient� state-run� examination� for� visitors.�

When� Lee� was� alive� and� teaching� at� the� school,� � want-to-be� scholars� flocked�

there� from� all� across� the� nation,� aspiring� to� learn� under� a� guru� noted� for� his�

Nine� Confucian� Drawings� illustrating� principles� for� kings� to� follow� in� ruling� and�

his� distinguished� scholarship,� a� body� of� wisdom� which� still� comes� alive� for�

people� visiting� the� academy� today.� Lee’s� traditions� linger� beyond� the� academy�

along� the� Yedeon� Trail,� which� he� is� known� to� have� liked� walking� with� his�

students� and� other� followers.� Along� the� trail� is� Lee� Yuksa’s� Literary�Museum,� a�

tribute� to� the� patriotism� and� literary� spirit� of� Lee�Won-rok,� who� laid� down� his�

life� for� national� independence� during� Japanese�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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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원(陶山書院),� 선비정신을� 일깨우다

이육사문학관 관장  조영일

얼마 전 안동에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고려 말 안향 선생에 의해 전파되어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철학으로 자리 잡은 성리학, 이를 보급하고 계승한 조선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특히 안동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2곳이 이에 해당됨

으로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도산서원은 조선을 대표하는 참 스승인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년 ~ 1570년)선

생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영남유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곳이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의 고향인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건지산과 낙동강

이 이루어낸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곳이다. 퇴계 선생 역시 살아생전 강을 따라 난 길을 걸으며 

심신을 수련했다고 하니 그 경치가 주는 아름다움이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고 추야(秋夜)애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과 가지라

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아 어늬 그지 이슬고

위 시는 도산십이곡 중 제6곡으로 꽃이 만발하고, 달이 가득한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와 자연

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쁨,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

될 수 없다. 그렇기에 퇴계 선생 역시 도산십이곡 중 전수 6곡을 도산서원과 퇴계 선생이 거닐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남기지 않았겠는가. 지금도 퇴계 선생이 자주 다니던 길을 ‘예던길’이라 이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으니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자연 속에 참된 선

비의 길을 찾던 퇴계 선생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다.

도산서원은 1561년(명종 16년) 낙향한 퇴계 선생이 후학 양성을 위해 세운 도산서당이 있던 자

리에 선생 사후 4년 만인 1574년(선조 7년)에 세워졌다. 그리고 1년 후인 1575년 선조로부터 도

산서원이라는 현판을 사액 받음으로서 명실상부 조선 성리학의 중심이 되었다. 

도산서원은 현판과 관련해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지는데, 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글씨와 

다르게 ‘도(陶)’자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은 조선 시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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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명필 한석봉(韓錫琫)인데, 한석봉은 어느 날 선조의 부름을 받고 입궐해 글씨를 쓰게 되었다. 

선조는 도산서원이라는 현판의 글씨를 모두 알고 쓰게 되면 한석봉이 긴장해서 붓이 떨리고 글씨

가 삐뚤어질 것 같아, 한 자 한 자 거꾸로 불러 주었다. ‘원(院)’을 쓰고, ‘서(書)’를 쓰고, ‘산(山)’

을 차례차례 쓰다가 마침내 ‘도’라는 글자를 불러주었는데, 그때서야 한석봉은 이것이 퇴계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의 현판을 사액하기 위한 글씨라는 사실을 알고 붓끝이 떨렸다고 한다. 지금도 자세

히 보면 ‘도’자만 살짝 삐뚤어져 있는데, 이 설화는 도산서원과 퇴계 선생의 인품이 가진 위상을 

잘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건지산과 낙동강을 끼고 도산서원을 찾아 걸어 들어가는 길은 잘 그려진 한 폭의 수묵화 같다. 

더군다나 강 건너 저 멀리 보이는 시사단(試士壇)이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그 운치를 더해준다.

시사단은 1972년(정조 16년) 평소 퇴계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던 정조의 어명으로 특별 과거인 

‘도산별과(陶山別科)’가 시행된 장소다. 지방 선비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치러진 도산별과에

는 총 7,288명의 유생들이 참여하였고, 정조가 직접 11명의 유생을 선발하였다. 시사단은 이를 기

리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과거에는 단 밑으로 송림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안동댐 수몰로 송림

은 없어지고 단만이 10m 높이의 축대를 쌓고 남아 있다. 강 한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시사단의 

모습도 절경이지만, 칠천 여명의 선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거를 치르는 장대한 광경을 생각하자 

그들의 기개가 눈앞에 보일 것만 같다. 도산서원에서는 지금도 정조의 어명으로 치러진 도산별과

를 재현하기 위한 한시백일장인 도산별시(陶山別試)가 매년 열리고 있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이 당시의 과거시험 현장을 재현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퇴계 선생이 이름을 붙인 낙강을 따라 걷는 길을 지나면 도산서원을 마주하게 되는데, 산을 배

경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건물들은 퇴계 선생의 품격과 학문처럼 간결하고 검소하게 자연과 어

우러져 자리 잡고 있다. 

도산서원은 크게 퇴계 선생이 살아생전 지었던 도산서당과 사후 후학들에 의해 지어진 도산서원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면부는 퇴계 선생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도산서당이고, 후면부는 

퇴계 선생을 기리고 선생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세워진 도산서원이다. 그렇기에 전체적

으로 퇴계 선생의 학문과 인품을 흠모한 후학들이 지은 도산서원이 선생의 오랜 정신이 깃든 도산 

서상을 감싸 안고 있는 느낌을 준다.

도산서원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개의 샘을 지나쳐야 한다. 첫 번째 샘은 도산서원의 

밖에 자리하고 있는 우물이다. ‘열정(冽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우물은 지식의 샘물을 하나하나 

퍼내어 마시듯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심신을 수양해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물 하

나에도 이름을 붙이고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담으려 했던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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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샘은 퇴계 선생이 기거했던 도산서당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생물로 ‘몽천(蒙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몽천은 몽매한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항상 맑은 물이 솟아나

는 샘물을 보며 제자들에게 맑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퇴계 선생의 마음이 담

겨 있다.

마지막 샘은 ‘정우당(淨友塘)’이란 연못이다. 정우당에는 매년 7 ~ 8월이면 연꽃이 가득 핀다. 

연꽃은 진흙 속에 묻혀 살면서도 몸을 더럽히지 않고, 속은 깨끗하게 비어 있는 우리네 선비 같은 

꽃으로 줄기는 남을 의지하지 않아도 곧으며, 향기는 멀수록 맑은 선비 정신을 담고 있어 진정한 

선비란 무엇인지, 성리학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이 외에도 도산서원 곳곳에는 매

일 보고 느끼는 것들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다.

 

세 개의 샘을 지나면 ‘도산서당(陶山書堂)’이 있다. 도산서당은 선생이 4년에 걸쳐 짓고 몸소 거처

하며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곳이다. 거처하시던 방은  ‘완락재(玩樂齋)’라 하고, 마루는 ‘암

서헌(巖栖軒)’이라 한다. 말과 뜻 그대로 즐거움을 사랑하던 선생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천운대(天雲臺) 도라드러 완락재(玩樂齎) 소쇄(瀟灑)듸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ㅣ 무궁(無窮)얘라

이 듕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고

퇴계 선생은 도산십이곡 제7곡에서 완락재에 앉아 책과 더불어 지내는 삶의 즐거움과 풍류에 대

해 노래했다. 이 시는 맑고 깨끗한 완락재에 앉아 만 권의 책과 함께 보내는 삶의 즐거움 그리고 

자연을 벗 삼아 산책하며 즐기는 여유로운 풍류에 대해 읊은 시로 이곳에 앉아 학문에 정진하던 

선생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도산서당의 왼편으로는 제자들이 공부하던 기숙사인 농운정사(隴雲精舍)가 있다.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공부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공(工)’자 모양으로 짓도록 하였다. 퇴계 선생

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유학교육의 참된 목적인 인격실현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理, 四端)로

써 기(氣, 七情)를 다스려 자아가 성숙되는 과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항상 선한 마음

을 간직하고, 모든 사물을 순리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선비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청산(靑山)은 엇뎨야 만고(萬古)애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뎨야 주야(晝夜)애 긋디 아니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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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선생은 도산십이곡 제11곡에서 배움이란 무엇인지 노래했다. 청산이 영원히 푸를 수 있는 

것처럼, 유수가 밤낮없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치지 말고 푸르게 살라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우리가 만고상청하는 방법은 변함없는 학문 수양의 태도 하나 밖에 없

을 것이다.

퇴계 선생의 숨결과 흔적이 느껴지는 도산서당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조선시대 올바른 선비의 

길을 배우기 위해 몰려든 유생들이 공부하던 서원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면에는 서원에

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전교당(典敎堂)’이 있는데, 전교당은 스승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학문을 강론하던 곳으로 서원의 첫 번째 기능인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다. 도산서원의 전교당은 다

른 서원의 강당들과 달리 소박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높은 기단 위에 앉아 있어 위엄을 갖추

고 있으며, 또한 흔치 않은 4칸 짝수로 지어져 조선 중기 건축물의 독특한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전교당의 앞에는 유생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박약재(博約齋)인 동재(東齋)와 홍의재(弘毅齋)

인 서재(西齋)가 있으며, 습해로부터 책을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누각식으로 지어진 동,서 광명실

(東, 西 光明室)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부에 정진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의 정갈한 

모습을 느끼게 해 준다.

전교당을 지나 서원의 뒤편으로 가면 서원의 두 번째 기능인 선현재향(先賢祭享)을 담당하던 상

덕사(尙德祠)가 있다. 상덕사는 간결하고 매우 검소하게 지어진 전통 깊은 조선시대 건축물로 퇴

계 선생의 위패와 그의 제자인 월천 조목(月川 趙穆) 선생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는데, 지금도 

매년 춘‧추(음력 2월과 8월)에는 이곳에서 향사를 지낸다. 

도산서원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이 주는 가르침과 퇴계 선생이 남긴 참된 선비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경과 의가 같이 지탱하고(敬義夾持),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가며(知行幷進), 밖과 안

이 한결 같고(表裏如一), 본과 말을 함께 하며(本末幷擧), 대원을 뚫어보고 대본을 심어 세운다(植
立大本)’는 올바른 선비 정신은 조선 성리학의 표준이 되었다. 그렇기에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담

긴 ‘성학십도(聖學十圖)’는 모든 군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익히는 근본원리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사에 큰 의의로 남아 있는 것이다.

自喜山堂半已成  서당이 반이나 이루어져 기쁘나니

山居猶得免躬耕  산속에서 살면서도 몸소 밭갊 편했다오

移書稍稍舊龕盡  서책 점차 옮겨 오니 책상자가 다 비었고

植竹看看新筍生  대를 심어 바라보니 죽순 새로 나는구나

未覺泉聲妨夜靜  샘물 소리 고요한 밤 방해함도 못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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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憐山色好朝晴  산빛이 좋은 갠 아침 더욱 사랑하노라

方知自古中林士  예부터 산림 선비 만사를 온통 잊고

萬事渾忘欲晦名  이름 숨긴 그 뜻을 이제야 알겠구나

                    - 도산에서 뜻을 말하다(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퇴계 선생이 남긴 정신을 알아가는 길은 결코 도산서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퇴계 선생과 그의 

후학들이, 그리고 그를 흠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었다는 예던길을 따라 걸으면 그 숨결을 더욱 

자세히 느낄 수 있다. 예던길은 스스로 청량산인이라 부를 정도로 청량산을 사랑했던 퇴계 선생이 

청량산을 찾아 걸었던 길이다. 도산십이곡 제9곡에는 ‘녀던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퇴계 선생이 

걸었던 이 길을 ‘녀던길, 예던길, 퇴계오솔길’이라 부른다. 예던길을 따라 원촌리로 가는 길에는 퇴

계종택과 퇴계묘소가 있어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르침을 느

낄 수 있다.

  날이 맑으면 빈 들 가득 일어서는 키 작은 풀잎들의 아우성 

반짝이며 찬 강물 건너는 바람 온 몸으로 맞는다.

  산이 풀어놓은 길 위로 남아있는 육사의 기침소리 조용히 

되돌아 와 이따금 푸른 잎 돋는 나뭇가지 흔든다.

  한 장 그림으로 담기 어려운 풍경 마을이 온통 풀과 나무 

한 뿌리로 살아온 날의 숨결을 볕에 널어 말린다.

                    - 조영일의 시 「원천리」 중에서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퇴계 선생의 14 손이자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육사 

이원록(陸史 李源錄) 선생의 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육사문학관이 있다. 일제의 폭

압으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총과 펜을 함께 든 유일한 저항시인 이육사,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퇴계 선생이 남기고 이육사를 비롯한 수많은 후손들이 배운 진정한 선비정신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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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 �적 한국

소� � � �속

직� � � �함 다큐멘터리�감독

연구분야 안동팔경� (계상고택)

이�메�일 csd4501@naver.com

학� � � �력 영남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

경력사항

다큐멘터리�화경당북촌� /�성주풀이� /�선비�절에�가다�작가�및�감독�

뮤지컬�웅부전� /�원이엄마� /�왕의나라�대본�및�대본�감수

안동시�새마을�문고�도서관장

안동시�역사�기록�담당

마애선사유적전시관�관장

네�개의�심장�외�다수의�책�출판

발표제목 계상고택

요약문

계상고택의�풍광은�한마디로�안동�최고의�절경이라고�할�만큼� 수려하다.� 고택� 뒤는� 나지

막이� 산으로� 둘러싸고� 있고� 강물은� 융융하게� 고택� 앞으로� 흘러가는데� 그� 모습이� 영화의�

한�장면�같다.�

하늘이�비경을�감추었다가�이제�비로소�세상에�드러났다고�할�만큼�유려한�풍경에�취해�있

노라면�마치�자기�자신이�영화�속�주인공이�된�기분이�든다.�

다행히�그동안�주위�풍광이�외부에�크게�알려지지�않은�탓에�이만큼이라도�보존이�된�것이

리라.�하지만�이런�계상고택에�크나큰�변화가�있을�것�같다는�소식이다.� �

계상고택과�월천서당을�잇는�세계에서�가장�긴�다리가�현재�설계�중에�있다는�것이다.�

안동의�랜드마크를�염두에�둔�이� 다리의�길이가�무려� 700m로�계획되어�있다고�하니� 완공

되면�세계에서�제일�긴�다리라는�명성과�함께�인문관광의�꽃으로�자리매김했으면�하는�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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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Current� Position Documentary� Director

Area� of� Expertise� 8� Scenes� in� Andong� (Kyesang� Ancient� House)

Email csd4501@naver.com

Education Yeungnam�University,� College� of� Law,� Law�Department� graduate

Work

Experience

Writer,� Producer� of� Documentary� Hwageongdang� northern�

village/Sungjupuri/Scholar’s� Trip� to� a� Temple�

Musical� Eungbujeon,� Won’s� Mom,� Kingdom� of� the� King� Screen� writer� and�

review

Director,� Andong� Saemaul� Library�

In� charge� of� Andong� City’� historical� archives

Director,�Maae� Pre-history� Settlement� Sight�

Four� Hearts,� and� other�multiple� publications

Presentation� � �

Title
Kyesang� Ancient� House

Content

The� Kyesang� Ancient� House� is� set� in� a� beautiful� setting� worthy� of� being�

called� one� of� Andong’s� most� scenic� spots.� The� property,� backed� by� low-lying�

mountains� and� fronted� by� a� slow-flowing� river,� looks� like� a� scene� from� a�

postcard.� Or� it� makes� one� feel� like� they’ve� just� stepped� into� the� middle� of� a�

scenic� film.� The� well-preserved� beauty� of� this� place� is� in� large� part�

attributable� to� its� relative� obscurity� as� a� tourist� spot,� which� has� so� far� kept�

away� large� crowds.� That,� however,� is� about� to� change.� A� bridge,� alleged� to�

be� the� longest� in� the�world� spanning� 700�meters,� is� under� design,� which� will�

link� the� site� of� the� traditional� estate� and� the� Wolcheon� Confucian� Academy.�

When� completed,� the� bridge� will� be� one� of� Andong’s� major� attractions,�

hopefully� providing� a� big� boost� to� its� status� as� a� destination� for� cultur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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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고택�

최성달

계상고택의 풍광은 한마디로 안동 최고의 절경이라고 할 만큼 수려하다. 고택 뒤는 나지막이 산

으로 둘러싸고 있고 강물은 융융하게 고택 앞으로 흘러가는데  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하늘이 비경을 감추었다가 이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고 할 만큼 유려한 풍경에 취해 있노라

면 마치 자기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든다. 

계상고택에서 정면으로 월천서당 쪽을 바라보면 베트남 하롱베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

다. 주위풍광 자체가 수려함 그 자체인데 그동안 이곳이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탓에 완벽하

게 보존이 된 것이리라.

하지만 이런 계상고택에 크나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마냥 옛 것에 머무는 답보에서 보존에 

방점을 둔 개발을 통해 사람들과 호흡하는 진화를 선택한 것이다. 

역동생태문화마을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오지마을을 문화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

는 것이다.

최근 이곳을 가보니 오가는 차의 교행이 어려웠던 고택 입구 2km 가량의 비좁은 길 넓히는 작

업이 한창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관광 안동으로 가는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특히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다리는 단연 화제다. 월천서당과 계상고택을 잇는 무려 800m에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놓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염두에 둔 이 다리가 완공되면 사람들이 이 다리를 구경하고자 구름처럼 

몰려오는 상상을 하니 온 몸이 짜릿하다. 

그러나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단순히 이곳에 다리 하나

를 놓는다는 계획을 넘어 이 주위 전체를 도시 공간 재창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바라봐야 인문

관광의 꽃을 피어낼 수 있다. 

이곳의 산수와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한편 도산서원, 서부리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프콤벨리 근

린공원, 예안현관광지, 한국문화테마파크, 세계유교문화선비공원 약 4백만평 전체를 연결하는 그림

이 제대로 만들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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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우탁 선생의 유허비는 지금도 계상고택 앞 월천서당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다. 역동 우탁과 

월천 조목의 터에 월천서당과 계상고택을 잇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다리가 세워져 세계적 인문관광

의 꽃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본다.  

1.� 계상� 이만응� �

계상고택을 가본 사람은 일단 두 번 놀란다. 첫째, 하늘이 비경을 감추고 있다가 비로소 자신에

게 드러냈다고 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에 놀라고 둘째, 이런 보석 같은 곳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다시 한 번 놀란다. 

고택 뒤로는 바람 드는 날 수런수런 거리는 무성한 숲 나무들이 말을 걸어올 것 같고 강을 한눈

에 품은 마당은 삼남 길지를 향해 융융하면서도 유장하게 흐르는 낙동강에 기꺼이 어미의 마음으

로 한쪽 가슴을 내어준다. 

시간이 나른하게 흐르는 오후 시원始原의 강에 발이라도 담그고 싶거나 갑자기 내가 지나 온 길

이 궁금할 즘 사람 좋기로 소문난 이 집 주인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더 없는 행운이다. 

이곳저곳 고택 주위를 둘러보다 이 집 이두한 주손(57세)이 내온 다식을 앞에 두고 차 한 잔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반가운 손님처럼 짙게 내린 어둠이 텅 빈 충만을 선물한

다.

..... 계상고택은 그런 곳이다. 저절로 힐링이 되는 이곳을 찾아오려면 도산서원과 애일당을 지나

고 다래(月川)를 휘돌아 안동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을 건너야 한다. 

청고개(靑峴)을 남향으로 마주보는 계상고택은 퇴계 이황의 11세손인 이만응(李晩鷹, 

1829-1905)이 1800년대 후반에 지었다. 정면 7칸, 측면 7칸의 ‘口’자형의 계상고택(繼尙古宅)은 

건물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조선 후기에 지어진 건물로는 규모가 꽤 큰 편이다. 

1975년 안동댐 건설로 이 주위의 고택이 모두 수몰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탓에 이곳에는 

계상고택만 유일하게 남았다. 지금의 계상고택 자리는 역동 우탁을 배향했던 역동서원이 있던 자

리라고 한다. 

이 같은 연유 때문인지 계상고택은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어 고건축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가 되

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 고택에서 볼 수 없는 누상고(樓上庫)와 누당(樓堂)형태는 서당 

건축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집을 건축한 퇴계 이황의 11대 손인 계상(繼尙) 이만응(李晩鷹, 1829-1905)은 1895년 예안

의 유인(孺人) 223명을 대표하여 예안통문(禮安通文)을 작성하여 선성의진(宣城義陣)을 비롯한 을

미의병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맞섰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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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의 선친 이휘병(李彙炳)은 1855년 사도세자의 추숭(追崇)을 요구하는 영남만인소(嶺南萬人
疏)의 소수(疏首)였고, 가백  이만손(李晩孫)도 1881년 척사(斥邪)를 주장하는 영남만인소의 소수

(疏首)였다.

2.� 역동� 우탁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에 역동유허비가 있다. 이 비석은 고려후기 문신인 우탁(禹倬) 선생

을 기리는 것으로 1789년(정조 13년)에 예안면 의양동(현재 안동시 예안면 의양리) 일대에 세워졌

다가 1880년(고종 17년)에 새로 세워졌는데 1973년 8월31일에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30호

로 지정되었다. 

6년 뒤 1976년 4월, 비석이 있던 지역이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어 댐 가장 자리로 옮겨졌다가 

1998년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 유허비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다. 

우탁은 1262년에 단양에서 태어나 1278년(충렬왕 4년)에 향공진사(鄕貢進士)가 되고 과거에 올

라 영해사록(寧海司錄)으로 진출하였다. 영해사록으로 있을 당시 영해에 팔령(八鈴)이라고 부르는 

신사(神祠)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영험을 믿는 바람에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올리는 등 폐해가 

막심했다. 우탁은 팔령신을 요괴로 단정하고 신사를 과감히 철폐하였다. 

충선왕이 즉위한 1308년 우탁은 감찰규정(監察糾正)으로 있었다. 그러던 중 왕이 부왕(충렬왕)

의 후궁 숙창원비(淑昌院妃)와 통간하자 백의차림에 도끼를 들고 궁궐로 들어가 목숨을 내 놓은 

채 도덕과 인륜을 극간했다. 

이 일이 있은 뒤 곧 예안현(현재 수몰된 와룡면 일대)으로 물러나 학문에 정진하였다. 하지만 충

의를 가상하게 여긴 충숙왕이 여러 번 소명해 성균좨주(成均祭酒)로 치사하였다. 그뒤 우탁은 벼

슬에서 물러나 예안(禮安)에 은거하며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고려후기의 문신인 우탁은 주역(周易)을 단 한 달만에 스스로 깨우치고 동방으로 가져왔다고 하

여 역동선생(易東先生)으로 불렸다.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 ‘역학에 조예가 깊다’고 기록될 만큼 

뛰어난 역학자였다. 당시 새로운 유학이었던 정주학(程朱學)이 원나라를 거쳐 수용되고 있었고, 우

탁은 정주학을 깊게 연구해 후학에게 전해주었다. 우탁은 1342년에 생을 마쳤다. 시호는 문희(文
僖)다.

경북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학교에 역동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역동서원은 안동 최초의 서원으로 

선조가 즉위하던 1567년에 퇴계 이황이 발의하여 당시 예안 부포 오담에 세워졌다. 

그로부터 3년 뒤 역동서원은 지방 유림의 공의로 우탁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자 위패를 모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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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684년(숙종 10년)부터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1868년(고종 5년) 흥선 대

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다가 1969년 현재 위치에 복원되었다. 

명륜동에 있던 안동대학교가 송천동으로 이전하며 서원은 공교롭게 안동대학교 안에 포함되었고 

1991년 4월1일 단양우씨 문중이 안동대학교에 서원을 기증하면서 안동대학교가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2003년 경상북도 시도기념물 제146호에 지정되었다. 서원은 상현사, 명교당(직방재, 정일재), 전

사청, 동재, 서재, 입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현사는 우탁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서원에서 가장 

안쪽에 있다. 위패는 고려성균관좨주단야우선생(高麗成均館祭酒丹陽禹先生)이라는 글귀를 담고 있다. 

여기서 제주(祭酒)를 좨주로 읽는 까닭은 좨주가 벼슬이름이기 때문이다. 명교당은 강당으로 쓰

이는 곳으로 양쪽에 협실 한 칸을 내어두었다. 

이곳에 역동서원이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행사와 유림의 회합 또는 강론 장소로 사용되었다. 전

사청은 제수를 장만해두던 곳으로 서원을 지키는 고지기가 있던 곳이나 지금은 비어있다. 

동재와 서재는 서원에서 공부를 하던 원생들이 생활하며 강학하던 곳이다. 요즘으로 치면 기숙

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동재는 사물재(四勿齎), 서재는 삼성재(三省齎)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 둘은 ‘예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부를 

게을리 하면 결국 그 도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고, 잘못된 지식을 다시 제자에게 전하게 된다’ 

등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입도문은 서원의 정문이며 안동대학교 일과 시간 중 항상 열려있다. 입도문에 걸려있는 현판은 

퇴계 이황이 직접 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우탁은 단양 단암서원, 영덕 단산서원, 경산 구계서원에도 배양되어 있다.

3.� 월천� 조목

월천서당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에 있는 서원으로 조선시대 학자 월천(月川) 조목(趙穆)

이 1539년(중종 34년)에 건립하여 수학(修學)하며 후진을 양성하던 곳이다. 퇴계 이황이 쓴 현판

이 걸려있다. 정면과 측면 각 4‧2칸으로 목조 단층기와집이며 중앙에 마루 2칸을 두고 좌우에 통

칸방이 있는 홑처마집이다. 1982년 12월 경상북도 시도기념물 제41호에 지정되었다. 한편 월천서

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령이 450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당은 1590년에 개수되었다고 전해지며 지금 건물은 그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방

주로 흘림을 두었다. 당판문이 어간 대청 전면의 문얼굴에 달려있으며 윗부분에 넉살무늬를 구상

하고 중반과 하반에 널빤지를 끼워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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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는 흔하지 않은 고형이다. 대청을 기준으로 왼쪽 방 북편에 감실(龕室)이 고미다락처

럼 구성되어 있어 신위(神位)를 봉안하고 있는데 이는 가난한 선비의 가묘 형태를 띠고 있다.

월천서당은 안동선비순례길에 포함되어 오천유적지와 예끼마을 등 주변의 문화유적지 등으로 연

결된다. 안동선비순례길 1코스는 신성현길으로도 불리며 총길이 13.7km로, 오천유적지부터 월천서

당을 이어 안동호의 수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다래마을은 1494년 권수익(權受益)이 옮겨와 살며 달래 등으로 불리다가 다래로 굳어져 지금까

지 이어지고 있다. 권수익의 외손자인 조목이 자신의 호를 월천(月川)이라고 지은 것도 여기에 유

래한다. 

안동댐 건설로 다래마을 대부분이 수몰되었으며 안동호를 사이에 두고 경북 안동시 예안면 부포

마을과 마주보고 있다.

조목은 퇴계 이황의 애제자로 1552년(명종 7년), 생원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가고 공조참판

(工曹參判)에도 이르렀지만 본래 관직에 뜻이 없어 45차례나 배명(拜命)받고도 실제로 봉직한 기

간은 4년 정도다.

조목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기록이 다소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조목은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동생과 두 아들을 거느리고 곽재우(郭
再祐)와 함께 의병을 모으는 등 활약했다. 

또 1594년(선조 27년) 군자감 주부(軍資監 主簿)로 일본과 강화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기도 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던 조목은 12세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모두 읽고 15세부터 20여년 동안 

직접 도산을 찾아가는 등 방법으로 퇴계 이황 문하에서 공부했다. 한편 조목은 예천(醴泉) 정산서

원(鼎山書院), 안동(安東) 도산서원(陶山書院), 

봉화 문암서원(文巖書院) 등에 제향되어 있다. 영정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에 있는 홍현

사(弘賢祠)에 봉안되고 있다. 

조목은 <월천집(月川集)>, 훈화를 기록한 <곤지잡록(困知雜錄)> 등 저서를 남겼고, 스승의 언행

을 모은 <퇴계선생언행총록(退溪先生言行叢錄)> 편찬 등 연보 정리와 문집 교정 작업을 선두에서 

지휘하였다. 

퇴계 이황의 수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1615년(광해군 7년) 도산서원 상덕사(尙德祠)에 배향되었다.

한편 조목은 여든이 넘어 강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산서원에 머무르는 등 퇴계 이황을 숭

모하다가 1606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7년 뒤 유현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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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한국을�대표하는�전통문화마을�경관� -�하회마을

요약문

하회마을은�한국을�대표하는�전통마을이자�세계적�보편성의�관점에서도�그�독창성과�완결성

을�인정받은�세계유산이다.�

이러한�하회마을의�독창성과� 완결성은�첫째,� 안동팔경으로� 일컬을�수� 있을� 만큼� 그� 수려한�

아름다움을�간직한�자연경관과�인문경관으로부터�찾을�수�있다.�

둘째,� 하회에� 거주해온� 주민들이� 지켜온�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있다.�특히�유교적�양반문화와�민속적�서민문화가�훌륭하게�융합된�하회마을의�문화유산

은�조화와�공존을�이루어온�유가적�마을공동체의�전형에�가깝다.�

셋째,� 하회마을의�세계유산적�가치는�현재진행형이라는�사실이다.� 어떤� 관점에서�보면�하회

마을은�하나의�실험지이기도�하다.� 전통마을이자�세계유산으로�지정된�마을인�동시에� 21세

기�현재를�살아가는�현대인의�삶의�보금자리이기도�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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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Landscape� of� Kore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culture� village� -� Hahoe� Village

Content

Hahoe� Village� is� a� traditional� culture� village� that� is� represetnative� of� traditional�

Korea,� and� it� is� listed� as� a� world� heritage� site� for� its� universally� recognized�

originality� and� completeness.�

Befitting� its� title� as� one� of� the� eight� scenic� views� of� Andong,� Hahoe� Village’s�

originality� and� completeness� can� be� found� in� its� beautiful� preservation� of�

natural� and� human� scenery.�

The� charm� of� Hahoe� village� also� derives� from� the� rich� and� diverse� cultural�

heritage� preserved� by� the� village's� residents.� The� cultural� heritage� of� Hahoe� is�

a� blend� of� Confucius� aristocratic� culture� and� the� folk� culture� of� the� working�

class.� This� achievement� of� harmonious� coexistence�makes� the� village� seem� like�

a�model� Confucian� village� community.

Another� valuable� aspect� of� Hahoe� Village� as� a� world� heritage� site� is� in� the�

way� it� functions� and� exists� in� the� present� day.� In� some� ways,� life� in� Hahoe�

Village� is� a� kind� of� social� experiment� because� it� coexists� as� a� real-life�

historical� village,� but� also� as� a� home� to� people�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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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병풍도

(1828,국립중앙박물관소장)

팔경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경관

한국국학진흥원  조정현

하회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이자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에서도 그 독창성과 완결성을 

인정받은 세계유산이다. 그런데 하회마을이 여러 변곡점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음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전서공 류종혜의 입향으로 시작된 하회마을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야기보

따리와 같다. 입향할 때의 ‘만인적선’ 전설로부터 시작해서 서애 류성룡과 겸암 류운룡의 미담, 하

회별신굿탈놀이의 유래 전설, 자연재해와 명당의 관계

를 말해주는 ‘피천석묘’ 전설, 문중 성원의 안타까운 죽

음 이후 조직하여 운영된 ‘의장소’, 부용대와 만송정을 

이으며 자연과 놀이를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수놓은 선

유줄불놀이, 안동시민들의 유원지로 각광받던 만송정 

앞 모래사장, 하회탈의 국보 지정과 민속마을 지정, 하

회별신굿탈놀이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하회별신굿탈

놀이를 기반으로 시작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 세계유산 지정, 연간 100만명 

관광객 방문,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방문 등 하회마을

의 역사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부한 이슈를 담아내어왔다.

이러한 하회마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독창성과 

완결성은 첫째, 안동팔경으로 일컬을 수 있을 만큼 그 

수려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으로부

터 찾을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경관은 그곳에 살고 

있는, 혹은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야 

마침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에 자연경관과 인

문경관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하회마을을 지

켜온 주민들은 바위 하나, 물 하나 등에 자신들의 삶에 

비춰낸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고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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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경문화를 꽃피웠던 것이다.

둘째, 하회에 거주해온 주민들이 지켜온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양반문화와 민속적 서민문화가 훌륭하게 융합된 하회마을의 문화유산은 조화와 

공존을 이루어온 유가적 마을공동체의 전형에 가깝다. 이는 예기 ｢예운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

동사회’의 이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풍산 류씨 문중 성원들의 ‘종적 결속’과 타성씨와의 ‘횡

적 연대’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문화를 지켜온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하회별신굿이나 상하합계로서 동별소 등이 최근까지 전승되어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하회마을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회마을

은 하나의 실험지이기도 하다. 전통마을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인 동시에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보금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을의 대동회로서 동별소는 사단법인 하

회마을보존회로 변신했고, 하회별신굿은 매년의 동제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탈놀이, 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 등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경관문화 전통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

고 재창조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경관문화

조선후기 영조 때의 실학자 이중환(1690∼1756)은 택리지 ｢총론｣에서 “사대부가 조정에서 쓰

이지 않으면, 돌아갈 곳은 산림뿐이다.”라고 했다. 조선 중후기 안동지역의 남인들은 산림에 은거

하며 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로서 ‘대동사회’를 가꾸어가면서 자신의 학문과 마음을 닦고 후진양성

에 주력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택리지 발문에서 영남의 동성마을들이 부럽다고 했는데, 특히 안

동문화권 동성마을 중 도산, 하회, 내앞, 닭실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동성마을은 불천위로 대표되는 문중의 현조를 섬기며 경제적 기반을 문중단위로 체계화하고 종적 

결속과 횡적 연대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조선 후기 동성마을의 확산과 경관문화가 결

합되어 팔경 및 구곡 문화를 꽃피운 것이다.

이중환은 사람이 살 만한 터를 고를 때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째, 가장 먼저 지리地理
가 좋아야 하고, 둘째, 주거지에서 얻을 경제적 이익 즉 생리生利가 있어야 하며, 셋째, 고장의 인

심이 좋아야 하고, 넷째,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충

족시키지 못하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리는 비록 좋을지라도 그곳에서 생산되는 이

익이 모자란다면 오래 살 곳이 못 되고, 지리가 좋고 생산되는 이익이 풍부할지라도 그 지방의 인

심이 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 가까운 곳에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닦을 만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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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그는 사람이 살만한 곳 중 가장 좋은 곳을 계거溪
居라 했고, 그 다음 좋은 곳을 강거江居로 보고, 우리나라 강가에서 가강 살만한 곳으로 예안의 도

산과 안동의 하회를 들었다. 하회는 사람이 대대로 모여 살만한 곳으로 산과 물이 어우러져 경치

가 좋고 땅이 기름지고 살림살이가 넉넉한 곳이다. 하회를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은 이곳에 문화라

는 생명을 불어 넣었다. 여기서 경관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하회마을은 동쪽으로 화산과 들녘, 남측과 북측, 서측으로 화천이 감싸고 있다. 낙동강 줄기인 

화천의 물은 상봉정 앞 서애를 거쳐 다시 겸암정 앞 형제바위, 부용대 등을 지나서 광덕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송정 강변과 옥연정사 앞은 모래와 흙이 퇴적되며 아름다운 경관

을 만들어낸다. 특히 모래톱 위의 갈대는 서쪽으로 저녁노을이 질 때 장관을 연출한다. 

하회는 풍산 류씨가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자,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

는 강촌마을이다. 풍수지리적으로 태극형․연화부수형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백산에서 뻗어온 

지맥이 화산과 북애를 이루고, 일월산에서 뻗어온 지맥이 남산과 부용대를 이루면서 낙동강이 크

게 반원형으로 감돌아 흐른다. 이러한 하회를 둘러 싼 산수는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의식과 사고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600여 년간 하회에서 세거해 온 이들에게는 마을 주변의 모래톱, 바위 절벽, 산자락 곳곳에 마을

의 역사와 문화, 애환의 숨결이 서려 있다. 

특히 하회마을에서는 풍부지리적인 특성과 자연지리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금기사항이 2가

지 있었다. 연화부수형, 행주형 등의 형국에 따라 마을 내에 우물을 파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금기이다. 이는 풍수지리적으로는 구멍이 나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삼

면이 둘러싸여 있는 불안정한 지리적 여건을 경험적으로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하회마을에서 지

켜야 할 금기 두 번째는 돌담을 쌓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거운 돌을 쌓으면 풍부지리적으로 연꽃

이나 배가 가라앉는다는 논리이며, 실제적인 측면으로는 돌담을 구성하는 돌은 대부분 강변에서 

구해오기 때문에 홍수피해를 자주 입는 하회마을의 상황에서는 최대한 강변의 돌과 지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회마을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또한 그 자체가 미적 특질을 지님으로써 일찍부터 문학작품의 소

재가 되거나 서화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생활공간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기초로 설정된 하회8경, 

하회16경 등의 인문경관은 문화적 유산의 범주에 속한다. 하회에 살거나 하회를 다녀간 문인 학자

들이 남긴 기록에는 하회사람들의 문화적 인식, 생활관념, 유교적 규범의식, 자연관, 자부심 등이 

녹아 있다. 

양진당 대청에 걸려있는 양계 이복(1626-1688)의 하외십육경河隈十六景 시詩도 이러한 배경 하

에서 창작된 것이다. 하회 16경의 명목은 ‘비갠 뒤 입암[형제바위]의 넘실거리는 물결’, ‘마암[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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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위]에 부딪히는 성난 파도’, ‘화산에 달이 솟아 오름’, ‘마늘봉에 자는 구름’, ‘눈이 개인 만송정 

솔밭’, ‘율원에서 밥짓는 연기’, ‘수봉[남산]의 서리 맞은 단풍’, ‘벼랑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남포

의 무지개 다리’, ‘원지산의 신령한 구름’, ‘너럭바위에서 하는 낚시’, ‘적벽[부용대]에서 부르는 노

랫소리’, ‘강촌의 고기잡이 불빛’, ‘나루에 가로놓인 배’, ‘수리미 고개에 내리는 노을’, ‘모래톱에 내

리는 기러기’ 등이다.

하회마을의 경관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 팔경문화의 양상을 살펴보자.

작품명
옥연10영

⽟淵⼗詠

하외16경

河隈⼗六景
하상16경

河上⼗六景

하회16경

河回⼗六景

차하상16경운

次河上⼗六景韻

하회8경

河回⼋景

연� �대 1542~1607 1674년� 1월 1672-1749 1672-1760 1726-1782 1668~1748

저� �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

양계陽溪�

이복李馥

병곡屛⾕�

권구權榘
포헌逋軒�

권덕수權德秀

동원東園�

박중경朴重慶

서호西湖

류성화柳聖和

형� �식 5언� 8구 5언� 10구 5언� 4구 5언� 4구 5언� 4구 7언� 8구

경관명

추월담秋⽉潭

달관대達觀臺

능파대凌波臺

쌍송애雙松厓

계선암繫船巖

도화천桃花遷

완심재玩⼼齋

간죽문看⽵⾨

겸암사謙菴舍

지주암砥柱巖

입암청창�

⽴巖晴漲

마암노도�

⾺岩怒濤

화수용월�

花峀湧⽉�

산봉숙운�

蒜峯宿雲

송림제설�

松林霽雪

율원취연�

栗園炊煙

수봉상풍�

秀峰霜楓

도잔행인�

道棧⾏⼈

남포홍교�

南浦虹橋

원봉영우�

遠峯靈⾬

반기수조�

盤磯垂釣

적벽호가�

⾚壁浩歌

입암청창�

⽴巖晴漲

마암노도�

⾺岩怒濤

화수용월�

花峀湧⽉�

산봉숙운�

蒜峯宿雲

송림제설�

松林霽雪

율원취연�

栗園炊煙

수봉상풍�

秀峰霜楓

도잔행인�

道棧⾏⼈

남포홍교�

南浦虹橋

원봉영우�

遠峯靈⾬

반기수조�

盤磯垂釣

적벽호가�

⾚壁浩歌

평사하안�

平沙下雁

수림낙하�

⽔林落霞�

도구횡주�

渡⼝橫⾈

남포홍교�

南浦虹橋

산봉숙운�

蒜峯宿雲

화산용월�

花⼭湧⽉

원지영우�

遠志靈⾬

수봉상풍�

秀峯霜楓

도잔행인�

道棧⾏⼈

적벽호가�

⾚壁浩歌

강촌어화�

江村漁⽕

송림제설�

松林霽雪

평사하안�

平沙下雁

도두횡주�

渡頭橫⾈

남포홍교�

南浦虹橋

수림낙하�

⽔林落霞�

율원취연�

栗園炊烟

송림제설�

松林霽雪

적벽호가�

⾚壁浩歌

강촌어화�

江村漁⽕

도잔행인�

道棧⾏⼈

화수용월�

花岫湧⽉

원봉영우�

遠峯靈⾬

수봉상풍�

秀峯霜楓

옥연정

상봉대

추월담

도화천

달관대

능파대

원지당

병산서원



64

경관명

강촌어화�

江村漁⽕

도두횡주�

渡頭橫⾈

수림낙하�

⽔林落霞

평사낙안�

平沙落鴈

강촌어화�

江村漁⽕

도두횡주�

渡頭橫⾈

수림낙하�

⽔林落霞

평사낙안�

平沙落鴈

반기수조�

盤磯垂釣

율원취연�

栗園炊烟

마암노도�

⾺巖怒濤

입암청창�

⽴巖晴漲

산봉숙운�

蒜峯宿雲

반기수조�

磻磯垂釣

마암노도�

⾺巖怒濤

입암청창�

⽴巖晴漲

위 작품들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 작품에서 차운하여 시를 짓

되 순서를 바꾸거나 자신이 느끼는 대로 몇 가지 부분을 개성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지었다는 것이

다. 또한 누구의 작품을 차운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얼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회의 경관은 끊임없이 살아생동하는 오브제가 되어 풍부한 정서를 형상화하는 소재로 거

듭나게 된다. 지면 관계상 2개 정도의 시 일부분만 제시한다.

南浦虹橋 
南浦隔前江        남쪽 나루와 건너 앞 나루 사이 

臥波有長橋        강물에 길게 누어있는 다리가 하나 

每歲十月成        해마다 시월이면 생기는데 

晴虹不曾消        날 맑아도 무지개 그대로 서 잇네 

行人未病涉        나그네 걱정 없이 건너는데 

舟子還停招        뱃사공은 불러 세우며 오라 하네 

截流勢甚壯        흐르는 힘센 강물 막고 서 있으니 

濟物功亦要        물건 건너는 데에도 힘이 들겠구나 

我有題柱志        나는 글 지을 마음을 품고 

散步聊消遙        먼 길을 즐기며 오고 가네 

水林落霞
西林日落時        서쪽 숲에 해 떨어질 때

疊疊紅霞起        첩첩히 붉은 노을 일고

凝空爛欲流        붉은 빛 공중에서 흘러 내리니

天地畵圖裏        그림 속의 천지 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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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16경을 노래한 시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이복·권덕수·권구·박중경 이외에도, 이영·고유·이만

부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를 들 수 있다. 이들이 남긴 시문을 통해 하회의 자연 풍광이 안동

지방의 대표적 경승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문 뿐만 아니라 하회마을을 소재로 한 그림도 전

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른바 하회도는 류철조와 정원용이 1828년(순조 28) 

화공 이의성에게 부탁하여 만든 병풍 그림이다. 

도산서원에서 예천 지보에 이르는 낙동강 주변의 명승지를 8폭으로 그린 것인데 하회마을은 제6

곡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체 그림은 제1곡 도산서원, 2곡 안동부, 3곡 석문정, 4곡 수동, 5곡 망천, 

6곡 하회, 7곡 구담, 8곡 지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회 그림은 당시의 경관과 가옥 배치, 풍속 등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하회16경에 나오는 강섶의 바위들, 강촌마을의 교통수단이었던 나

룻배와 섶다리, 서애와 겸암이 오가던 부용대 아래 도화천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회마을 경관의 보존 및 재창조 방안

하회의 수려한 경치는 이미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동남산수지최東南山水之最’로 인식되어 무이

산과 같은 정신적 이상향으로 그려져 선비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로 인식되었다. 그런 점에서 하회

마을의 경관문화는 수많은 시문을 남긴 문학적 측면과 함께 그림과 이야기, 탈놀이 등으로 전승

되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유산 마을이라는 것을 고려

한다면 하회의 경관문화를 보존하고 재인식하고 새롭게 재창조해나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하회를 포함한 안동의 팔경문화는 경관에 대한 의미 부여라는 주체로서 공동체와 주민의 측면에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문화적 형태들이 결합되어 형성되었

다. 특정 경관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팔경, 십경 등이 있고, 여기서 조금 확대한 마을 차원의 팔

경이나 십경, 더 나아가 특정 지역 차원의 팔경, 고을의 팔경, 광역시도 차원의 팔경 등으로 확대

되어가는 방식이다. 이는 마치 눈의 결정체가 자기복제로 확장해나가는 것처럼 프랙탈(fractal) 현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화의 반복적 자기복제와 확장은 특정 장소와 마을, 고을 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하나의 경관에 대해 차운이라

는 형식을 빌어 끊임없이 반복적인 작품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경관과 의미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축적하는 양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차용한 새로운 문학 행위에 대한 콘텐츠

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낙동강 줄기가 만들어 낸 하회의 풍관과 조화는 자연이 연출한 가장 조화롭고 절묘한 예술 작품

이라 할 수 있다. 하회는 자연지리적 자산, 인문학적 전통 등과 함께 민속마을 및 세계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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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문화관광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자연친화적 현지체험형 관

광이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솔바람에 젖은 만송정 강변, 부용대에 걸린 저녁놀 등은 자연친

화적인 역사․문화 및 자연관광의 대표적인 장소성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아직 활성화되어 있진 않

지만 하회와 병산서원을 잇는 길, 화산과 부용대를 오르는 길, 하회를 굽어도는 강길 등은 명상적 

산책, 생태관찰 걷기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길의 행간에는 선현의 가통과 

주민들의 삶의 역사가 담긴 풍부한 이야기가 잠재되어 있다. 앞으로 ‘하회 8경 및 16경’을 테마로 

한 콘텐츠 개발과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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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한국문인협회�정책개발위원

안동문화원�향토사연구위원

안동예술인상(2019)�수상

제9회�경상북도문학상(2003)�수상

산문집� 그리움�속으로�걸어가다
시집� 마른�풀·동박새�생각·그�겨울의�하늘수박·가끔은
1976년� 시문학 추천�등단

발표제목 안동8경�제5경�봉정사

요약문

봉정사는�신라�문무왕�12년(672)�능인�스님이�창건했다.� 1972년�극락전�상량문이�발견되

어� 능인대사가� 창건했음이� 밝혀졌다.� 창건설화에� 따르면,� 의상대사가� 부석사에서� 종이� 봉

을�만들어�날렸는데,�종이�봉황이�내려앉은�자리에�절을�짓고� ‘봉황이�머무른�곳’이라�하여�

봉정사라� 했다.� 2018년� 유네스코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봉정사� 등�

일곱�절을�세계문화유산에�등재했다.

봉정사는� ‘건축박물관’이라� 불리기도� 한다.� 고려� 때� 지은� 극락전(국보� 제15호)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대웅전(국보� 제311호)은� 조선� 전기� 건물

로� 추정한다.� 또한� 화엄강당(보물� 제448호),� 고금당(보물� 제449호)� 등이� 있어� 시대별� 건

축양식�연구에�귀중한�자료가�된다.

1999년에는�엘리자베스� 2세�영국�여왕이� ‘가장�한국적인�곳’을�찾아�하회마을과�봉정사를�

다녀갔다.�지난� 5월에는�앤드루�왕자가�대를�이어�이곳을�찾았다.�안동은�유네스코�세계유

산� 도시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천등산� 자락에� 자리� 잡은� 봉정사는� 산사의� 고즈넉한� 멋을�

간직한�아름다운�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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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Bongjeongsa� Temple� � No.5�Out� of� the� Eight� Great� Sceneries� of� Andong

Content

Bongjeongsa� Temple� was� built� by� Master� Neungin� -� a� Buddhist� monk� -� in� the�

12th� year� (A.C� 672)� of� Shilla� King� Moonmoo’s� reign.� This� fact� was� established�

when� the� scripts� that� were� read� to� commemorate� the� completed� framework� of�

the� structure� for� Geungnakjeon� Hall� of� Bongjeongsa� Temple� were� found� in�

1972.� According� to� fable,� Bongjeongsa� Temple� was� built� as� the� “place� where�

the� phoenix� rests”,� because� this� is� where� the� paper� phoenix� that� Great�

Buddhist� Priest� Uisang� made� and� threw� landed.� In� 2018,� seven� temples,�

including� Bongjeongsa� Temple� was� inscrib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under� the� name� “Sansa,� Korea’s�Mountain� Range�Monasteries”.�

Bongjeongsa� Temple� is� also� referred� to� as� the� “museum� of� architecture”.� Built�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Geungnakjeon� Hall� (National� Treasure� No.15)� is�

known� as� � � the� oldest� wooden� structure� in� existence.� Daewoongjeon� Hall�

(National� Treasure� No.� 311)� is� thought�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Hwaeomgangdang� Hall� (Treasure� No.�

448),� Gogeumdang� Hall� (Treasure� No.� 449)� serve� as� invaluable� foundations� for�

studying� the� different� architectural� style� throughout� different� periods� in� history.

In� 1999,� Queen� Elizabeth� II� visited� the� Hahoe� Folk� Village� and� of� Bongjeongsa�

Temple� in� search� of� the� “most� Korean� places”.� Prince� Andrew� followed� suit� and�

paid� a� visit� to� these� spots� this� May.� Andong�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ity�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of� Situated� on� the� skirts� of�

Cheondeungsan� Mountain,� Bongjeongsa� Temple� is� a� picturesque� mountain�

temple� that� retains� its� quiet� and� peacefu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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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팔경』� 제5경� 천등봉정天燈鳳停 
—� 천등산� 봉정사

주영욱

산사로� 가는� 길

천등산을 찾아간다. ‘천등天燈’이 무엇인가? ‘하늘등불’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망迷妄의 어둠 속에서 홀연 등불 하나가 길을 밝혀준다. 천등산은 

그렇듯 마음에 환한 길을 열어주어 지남指南이 되는, 등댓불 같은 산이다.

다시, 천등산을 오른다. 바람을 타고 흐르는 솔향기가 그윽하다. 소나무 우거진 숲길을 걷노라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 길 끝에는 고즈넉한 절집이 있다. 그곳에 근심·걱정을 내려놓는다. 천등산은 

그렇듯 생生의 고단함을 어루만져주는, 포근하고 아늑한 요람 같은 산이다.

산사로 가는 길, 호젓한 산길에는 이따금 새소리만 들릴 뿐 고요하다. 굽은 소나무가 늘어선 산

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노라면 일주문이 서 있다. 빛바랜 일주문 단청에 오랜 세월의 더께가 묻

어 있다. 낡고 오래된 것에서 묻어나는 쓸쓸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일주문 너머는 위없는 깨

달음의 세계, 온갖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 나를 찾아 떠나가는 길이다.

돌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으며 만세루로 오른다. 만세루의 ‘만세’는 ‘부처의 설법이 영원히 이

어지기를 바라’는 뜻이다. 만세루에는 덕휘루라는 편액이 함께 걸려 있다. 본래 이름이 덕휘루였다. 

‘덕휘’는 ‘덕이 빛난다’는 의미로, 나라가 태평하면 하늘에서 봉황이 내려온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

다. 중국 한나라 때 시인 가의賈誼가 굴원을 애도하여 지은 「조굴원부吊屈原賦」 가운데 “봉황은 

천 길 하늘을 날다가⁄ 덕이 빛남을 보고서 그곳에 내려⁄ 덕이 없고 험악한 조짐이 보이면⁄ 다시 

날개를 쳐 멀리 날아간다네(鳳凰翔于千仞兮 覽德輝而下之 見細德之險微兮 遙增擊而去之).”에서 ‘덕휘’를 따

왔다.

만세루 오르는 발걸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고개를 숙이고 고색창연한 누문을 들어선

다. 대웅전이 눈에 들어온다. 절집은 아늑하고 고요하다. 누마루에 걸터앉아 이마에 맺힌 땀을 닦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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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이� 머문� 그� 자리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672) 능인 스님이 창건했다. 의상대사가 세운 절로 알려져 왔으나, 

1972년에 극락전 상량문이 발견되어 능인 대덕이 지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6

교구 본사인 고운사에 딸린 절이다. 경내에는 대웅전, 극락전, 고금당, 화엄강당, 무량해회, 만세루, 

삼성각, 범종각 등이 있고, 산내암자로는 영산암과 지조암, 그리고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암이 있다. 요즘 들어 성보박물관과 설법전, 서안당 등을 새로 지었다. 봉정사에는 창건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의상대사가 봉황산 부석사에서 종이로 봉을 만들어 날렸다. 종이 봉은 이내 봉황으로 변하여 날

아가다가 학가산 북쪽 기슭에 내려앉아 알을 낳으니, 그 자리에 영봉사를 지었다. 봉황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새끼를 데리고 금계산 남쪽 산자락에 깃드니, 그곳에 봉서사를 지었다. 오래지 

않아 봉황은 다시 산세가 부드럽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천등산 남쪽 기슭으로 날아가 머무르니, 

그 자리에 세운 절이 봉정사이다. ‘봉황이 머물렀다’고 하여 봉정사라 했다.

천등산(575m)은 예로부터 이름이 알려진 산이다. 멀리서 보면 산세가 부드럽고 숲이 울창하여 무

척 아름답다. 천등산 동쪽 기슭에는 개목사가 자리하고 있고, 남쪽 산자락에는 봉정사가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둘 다 천년고찰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천등산은 옛날에는 ‘대망산’

이라 불렀다. ‘개목산’이라고도 하는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대망산이 천등산으로 산 이름이 바

뀌게 된 데에는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다.

능인 스님이 젊은 시절 대망산 바위굴에서 불도를 닦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는 것도, 계절이 바

뀌는 것도 잊고 지극한 신심으로 수도에 정진하고 있었다. 십 년을 줄곧 도를 닦기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밤, 능인의 앞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홀연히 나타났다.

“낭군님!”

여인은 옥을 굴리는 듯 낭랑한 목소리로 능인을 불렀다. 그러고는 보드라운 손길이 능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눈을 들어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곁에 있었다. 그 여인의 자태는 젊은 능인의 마음

을 사로잡고도 남을 만했다.

“낭군님! 소녀는 낭군님의 높은 덕을 사모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낭군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사옵니다. 부디 낭군님을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능인은 십 년을 애써 쌓아온 수련을 한 여인의 간청으로 허물 수는 없었다. 능인은 준엄

하게 여인을 꾸짖었다.

“나는 오직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공덕을 사모할 뿐, 세속의 어떤 기쁨도 바라지 않소. 어서 썩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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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의 호통 소리는 산도 쩌렁쩌렁 울리는 듯했다. 그러나 여인은 계속 유혹을 하며 쉽게 돌아

가려 하지 않았다. 능인은 끝내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고 돌아가게 했다. 여인이 돌아서자 오색구

름이 몰려드는가 싶더니, 여인이 사뿐히 하늘로 오르며 말했다.

“스님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소녀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아 스님을 시험코자 하였습니다. 이

제 스님의 그 굳은 뜻을 알게 되었사오니, 부디 깨달음을 얻길 비옵니다.”

여인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내려와 굴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그때 하늘에

서 여인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스님, 아직 수도를 많이 해야 할 텐데 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옥황상제께서 하늘의 등불을 보내

드리오니, 그 불빛으로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위굴 위에 커다란 등이 내려와 굴 안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능인은 그 환한 빛으로 더

욱 정진하여 마침내 큰스님이 되었다. 그 뒤부터 하늘에서 등불이 내려왔다고 하여 그 바위굴을 '

천등굴'이라 하고, 산 이름을 '천등산'이라 불렀다.

천년� 세월이� 서린� 절집

봉정사는 ‘건축박물관’이라 불린다. 고려 때 지은 극락전은 지금 남아 있는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972년 극락전을 해체ㆍ수리할 때 1363년(공민왕 12)에 지붕을 크게 

수리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목조건물은 지은 지 100년에서 150년이 지나면 지붕 수리

가 따른다고 한다. 따라서 극락전의 건립연대를 1200년대 초까지로 올려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극락전은 앞면 3칸, 옆면 4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둥은 배흘림 형태이며 지붕 처마를 받치

는 장식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다. 극락전 앞에는 삼층석탑이 서 있다. 이 탑은 

극락전과 같은 연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적으로는 뛰어난 점이 없으나 고려 중엽의 석탑 

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한다.

봉정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지은 건물로 추정하지만,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앞면 3칸, 옆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에 공포가 기둥 위는 물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놓이는 다포 양식이다. 건물 앞에는 축대를 높이 쌓았다. 대웅전 앞쪽에는 툇마루와 

난간을 설치했는데, 일반적인 사찰건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라고 한다. 이밖에도 화엄강

당과 고금당 등은 시대별 건축양식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봉정사는 문화재의 보고이다.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311호 봉정사 대웅전이 있고, 

보물로는 화엄강당, 고금당, 영산회상도, 목조관음보살좌상, 영산회괘불, 아미타설법도가 있다. 경상

북도 지정문화재에는 봉정사 삼층석탑, 만세루, 봉정사 소장유물, 영산암, 봉정사 동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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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사 대웅전과 극락전에는 주련이 없다. 본래 전통사찰에는 주련이 없었다고 한다. 전각의 기

둥이 대개 원형이거나 배흘림기둥으로 되어 있어 주련을 내걸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금당과 무량해회, 종각에는 주련이 걸려 있다. 고금당 주련의 글은 청나라 3대 황제 순치제의 출가

시出家詩이다.

未生之前誰是我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我生之後我是誰  세상에 태어난 뒤 나는 과연 누구인가.

長大成人纔是我  자라나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나라더니

合眼朦朧又是誰  눈 한번 감은 뒤에 나는 또한 누구이련가.

고요가� 머문� 영산암

봉정사는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가을이 무척 아름답다. 가을이 깊어지면 천등산 

자락은 오색단풍으로 곱게 물든다. 절집 앞 감나무는 발간 홍시를 등불처럼 매단다. 450년 세월을 

훌쩍 넘긴 은행나무가 묵언 수행하듯 서 있다.

영산암은 봉정사가 숨겨둔 보물이다. 이 아름답고 고즈넉한 암자는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

닭은’(1989년 제작, 감독 배용균)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그 탓에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다. 영산암 

오르는 길, 단풍은 숨이 막힐 듯이 아름답다. 노랗고 발간 단풍잎은 우화가 되어, 꽃비가 되어 떨

어진다. 이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꽃비가 또 어디에 있던가!

고요가 머문 우화루를 살그머니 들어선다. 우화루의 ‘우화’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기에 

앞서 일어난 여섯 가지 상서로운 일 가운데 하나인 ‘우화서’에서 비롯했다. 하늘에서 흰 연꽃, 붉

은 연꽃의 꽃비가 내렸다고 한다.

영산암은 고요 속에 잠겨 있다. 절 마당은 아담한 정원이다. 송암당 앞,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

나무와 배롱나무가 고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은 석등과 국화꽃이 어우러진 암자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물소리,� 옥구슬� 소리로� 들리는� 명옥대

산길을 내려가다 보면 오른편 계곡 쪽으로 물소리가 들린다. 그 물소리 들리는 숲 사이를 들여

다보면 너럭바위가 보이고, 바위 건너편에 정자 하나가 단아하게 자리하고 있다. 창암정사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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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자취를 기려 1667년 사림에서 건립했다. 창암정사에는 명

옥대 현판이 함께 걸려 있다. 창암정사 맞은편, 석간수가 작은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는 바위 한쪽

에 ‘鳴玉臺명옥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명옥’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옥이 구르는 소

리와 같다’는 의미다. 본래 이름은 낙수대였다. 중국 진晉나라 때 문장가인 육사형陸士衡의 초은시

招隱詩에 “폭포수가 옥구슬 소리를 씻어 내리네(飛泉漱鳴玉).”라는 시구에서 ‘명옥’을 따 퇴계 선생이 

명옥대라 고쳐 불렀다.

퇴계는 16세가 되던 1516년 봄, 봉정사에 머물며 글공부를 했다. 그때 이곳을 즐겨 찾았다. 그

로부터 50년이 지난 1566년 3월, 퇴계는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다시 이곳을 찾았다. 이때 

감회를 읊은 시가 창암정사에 걸려 있다.

此地經遊五十年  이곳에서 노닌 지 어언 오십 년

韶顔春醉百花前  젊었을 적 봄날에는 온갖 봄꽃에 취했었지.

只今攜手人何處  손잡고 놀던 이들 지금은 어디 있는가.

依舊蒼巖白水懸  푸른 바위 흰 폭포만 옛 그대로인데.

白水蒼巖境益奇  맑은 물 푸른 바위 경치는 더욱 기이한데

無人來賞澗林悲  보러오는 이 없으니 숲과 시내가 슬퍼하네.

他年好事如相問  훗날 좋아하는 이 찾아와 묻거든

爲報溪翁坐詠時  계옹이 여기 앉아 시 읊었다 일러주오.

천등산은 안동의 명산이다. 산줄기는 곧장 상산으로 이어진다. 이 용맥은 풍수지리에 따르면 지

기가 뛰어나 명당자리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고려 개국공신 ‘삼태사三太師’의 묘소와 단소가 

모두 이 산자락에 있다.

봉정사 주차장 맞은편, 휘우듬한 고샅길을 들어서면 기와집이 한 채 보인다. 죽헌고택이다. 대문 

옆에 노송이 우람하게 서 있다. 집 뒤란에는 댓잎이 푸르다. 이 집은 조선 말기의 문신이며 독립운

동가인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1846~1922)이 1886년(고종 23)에 지었다.

동농은 1891년 안동부사를 지냈다. 1896년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했다. 1919년 일흔넷의 나이에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으로 활약했다. 한학에 능했으며 글씨에 뛰어나 

명필로 불렸다. 만세루에 걸려 있는 천등산봉정사 현판과 덕휘루 편액은 1913년 동농이 쓴 글씨

다. 안동의 동쪽, 선어대 맞은편 덤산 약물탕 위 암벽에는 ‘東臺동대’라 쓴 바위글씨가 남아 있다.



78

세계유산� 봉정사

2018년 6월 30일,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봉정

사 등 일곱 사찰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는 한국의 산사를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까지 모두 갖춘 종합적인 승원으로 높이 평가했다. 또

한 ‘7~9세기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성,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

월한 보편적 기준(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등재된 산사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이다.

봉정사는 고려 태조와 공민왕이 다녀갔다. 공민왕과 인연이 깊은 절이다. 봉정사가 자리한 태장

리는 고려 때 태무지로 불렸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공민왕 때 궁중에서 이곳에 태를 묻었다고 

하여 태장리라 한다. 봉정사를 드나드는 동쪽 문이 ‘진여문’이다. 진여문 현판 글씨는 공민왕의 친

필이라고 전한다. 극락전 단청에는 용이 그려져 있고, ‘主上殿下주상전하’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1361년 홍건적을 피해 안동으로 내려온 공민왕을 말한다.

1999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찾았다. 

여왕은 봉정사를 찾아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지난 5월

에는 여왕의 차남인 요크 공작 앤드루 왕자가 20년 전 어머니가 다녀간 그 길을 따라 봉정사를 

찾았다. 안동시에서는 하회마을에서 봉정사에 이르는 31km 남짓한 이 길을 왕가의 길, ‘로열웨

이’(The Royal Way)라 이름을 붙였다.

지난 7월에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다른 일곱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에 등

재되는 기쁜 일이 있었다. 지난 2010년 하회마을이 경주 양동마을과 더불어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2015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난해 봉정사에 이어 올해 두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 

정신문화의 본고장으로서 안동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었다. 이제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봉정사는 크게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그 오랜 세월만큼 절집은 단아하

고 고졸하다. 산사의 고즈넉한 멋을 오롯이 간직한 아름다운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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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우 창 하

국� � � �적 한국

소� � � �속 안동시의회

직� � � �함 의원

연구분야 안동�팔경� (고산서원)

이�메�일 changhawoo@hanmail.net

학� � � �력

1980.� 2.�안동초등학교�졸업

1983.� 2.�안동중학교�졸업

1986.� 2.�안동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2018.� 7.� 6.� ~�현재까지� :�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발표제목 고산서원과� ‘고산7곡’

요약문

고산서원은� 안동시� 남후면에� 현존하는� 서원이다.� 1789년� 대산� 이상정(1711~1781)의�

학문과� 덕행을�추모하기�위해� 창건되었다.� 이상정은�조선후기�퇴계학파의�정통을� 계승한�

대표적인�학자이다.� 그는� 1767년�이곳에�고산정사를�짓고�후학을�가르치면서�정사를�중

심으로�고산7곡을�설정하고�경영하였다.�미천을�따라�펼쳐진�고산7곡에는�천혜의�비경과�

함께�인문학적�가치가�산재해�있다.�

고산7곡�가운데�핵심�경관이�되는�제4곡�암산과�제6곡�무릉은�현재� 유원지로�활용되고�

있다.� 한편�개발에�따른�환경변화에�대한�문제의식을�일깨울�수�있는�현장으로서�활용가

치가�높다.�즉�전통�유적지에�대한�무분별한�활용이�도리어�생태의�파괴�뿐만�아니라�문

화의� 단절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 어울려� 빚은� 고산7곡은� 지금� 우리에

게�자연의�참된�의미가�무엇인지�심장한�물음을�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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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Ha� Woo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Andong� City� Council

Current� Position Member

Area� of� Expertise 8� Scenes� in� Andong� (Gosan� Seowon)

Email changhawoo@hanmail.net

Education

February� 1980.� Graduated� from�Andong� Elementary� School

February� 1983.� Graduated� from�Andong�Middle� School

February� 1986.� Graduated� from�Andong� High� School

Work

Experience

July� 6,� 2018� ~� Present：Vice� Chairperson,� Industry� &� Construction�

Committee� of� Andong� City� Council

Presentation� � �

Title
Gosan� Seowon� � � and�Gosan� Chilgok

Content

Gosan� Seowon�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located� in� the� Namhu-myeon�

(district)� of� Andong� City,� which� still� remains� up� to� date.� It� was� established�

in� 1789� in� commemoration� with� the� scholarly� achievement� and� virtue� of�

the� Confucian� scholar� YI� Sang-jeong� (1711� ~� 1781).� YI� is� one� of� the�main�

scholars� who� succeeded� in� entering� the� Toegye� (pen� name� of� YI� Hwang,� � �

meaning� ‘retreating� creek’)� School�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in�

1767� � � when� YI� established� Gosan� Jeongsa� to� teach� his� students� and� this�

is� also� where� he� composed� the� ‘Seven� Poems� of� Gosan’.� The� seven� poems�

illustrate� the� beautiful� gift� of� nature� and� human� values.�

Among� the� seven,� Curve� 4� (Rocky�mountain)� and� Curve� 6� (Utopia)� are� the�

cores,� which� are� utilized� as� an� amusement� area� for� the� public.� Meanwhile,�

these� places� have� high� utility� value� to� awaken� issues� related� to�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development.� This� suggests� that� reckless�

utilization� of� the� traditionally� historical� sites� have� caused� not� only�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but� the� breakoff� from� the� culture.� In� this�

context,� Seven� Poems� of� Gosan,� created� by� beautiful� landscape,� ask� a�

fundamental� question� regarding�what� the� true�meaning� of� nature� is�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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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서원과� 고산칠곡

안동시의회 의원  우창하

Ⅰ.� 무릉도원을� 설계하다� -� ⼤⼭� 이상정(1711~1781)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지식인들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팔경이나 구곡으로 명명하여 이를 향유하

며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고산서원이 위치한 미천의 암산과 무릉 일대는 역사 문화적 경관

이 탁월한 곳이다. 퇴계학파의 거벽인 이상정이 이곳에 고산정사를 짓고 유가의 전통 원림인 고산

7곡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고산7곡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남의 무릉도원’이다. 

고산7곡의 명미한 산수 경관을 보면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무릉도원이 연상된 것은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이제 힐링의 시대를 맞아 우수한 잠재적 관광지로서의 고산7곡의 가치를 논의할 시

점에 이르렀다. 

이글의 목적은 바로 고산7곡의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인문학적 조명을 통해 고산7곡이 지닌 

인문적 가치를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문화유적의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경관의 관광자원화 가능

성 및 시사점을 제시하여 고산7곡이 안동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한다. 

고산7곡의 洞主로 불리어지는 대산 이상정은 안동 출신으로 조선후기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학자

이다. 그는 퇴계학파의 적전인 밀암 이재(1657~1730) 선생의 외손으로 밀암 선생을 통해 영남 理
學派의 학풍을 계승하였다. 1735년(영조 11) 사마시와 대과에 급제하여 가주서가 되었으나 곧 사

직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39년 연원 찰방에 임명되었으나, 이듬 해 9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

로 돌아와 제자 교육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 

1753년 연일현감이 되어 민폐를 제거하고 교육을 진흥하는 데 진력하였다. 2년 2개월 만에 사

직하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자, 그대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고신(告身)을 박탈당하였다. 그 이

후로는 오직 학문에만 힘을 쏟아 사우들과 강론하고, 제자를 교육하는 데 전념하였다. 정조가 왕위

에 오른 뒤 병조참지·예조참의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상정은 퇴계 이황 이후 영남 이학파의 중추적 인물로서 이황의 사상을 계승하고 정의하는 입

장에서 사상적 터전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황의 尊理的 입장을 견지하면서 理氣를 대등하게 보는 

기호학파의 태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일방적인 주리론을 펴는 것을 반대하고, 理의 동정과 理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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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후 등이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였다. 또한 철학적인 논의보다는 덕성을 배양하는 실천적 공부

에 치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학의 본지인 일용평상의 도리로 돌아가는 일을 실천하였다.

이상정의 학문적 흐름은 동생 소산 이광정과 손재 남한조를 통해 정재 류치명으로 이어진다. 그

의 학맥은 한주 이진상에 이르러 唯理論으로 전개되었으며,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면우 곽종석

으로 계승되었다.

고산서원은 이상정 사후 1789년(정조 13) 지방유림의 공의로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

해 건립되었다. 조선후기 안동을 대표하는 서원의 하나로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향사만 지내오다가 정부 보조로 중수하였지만 문루 등은 아직 복

원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백승각에 소장된 2.800여 장의 귀중한 유교책판은 모두 한국국학진흥

원에 기탁이 되어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Ⅱ.� 고산7곡을� 경영하다

안동 문화권에는 상당수의 구곡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고산7곡’은 일직면 미천 일대에 설정된 

원림으로 7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9곡이 아니라 7곡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지역의 강물이 일곱 

구비를 돌아 흐르기 때문이다. 7곡은 9곡의 변형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정은 1767년에 이른바 고산에 정사를 짓고 학문에 정진하면서 정사를 중심으로 미천 일대

에 7곡을 설정하였다. 이상정은 만년에 정조 임금의 특별한 부름을 받기도 했으나, 대체로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하여 학문과 강학에 전념하였다. 그와 그의 문도들이 이룩한 학문적 결과를 특별히 

‘湖學’이라 일컫는데, 이들의 주된 강학처가 바로 고산7곡 이었다. 고산은 오늘날 암산으로 부르는 

곳이다. 이상정의 「高山記」에 따르면 그의 나이 서른 살에 이곳에 마음에 두고 있다가, 5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고산정사 세 칸을 지었다. 그의 고산7곡은 조선 후기 퇴계학파의 구곡 설정과 경

영에 대한 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상정은 고산7곡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시와 글을 최초로 지었지만 7곡에 대한 각 구

비의 명칭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의 문집에 수록된 고산 관련 기록에도 시문만 수록되어 있을 

뿐 곡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산7곡의 개념도로 전해지는 〈칠곡총도〉에도 7곡 주변의 사물에 

대한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곡명으로 삼아야 될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행히

도 이상정의 고산7곡 시에 차운한 지인 및 제자들의 작품 속에 고산 7곡의 각 구비에 대한 명칭

이 실려 있다.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고산 7곡은 제1곡이 〈늠연교〉, 제2곡이 〈세심대〉, 제3곡이 〈유연대〉,  

제4곡이 〈고산정사〉, 제5곡이 〈심춘대〉, 제6곡이 〈무금정〉, 제7곡이 〈무릉〉이다. 이상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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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처로 삼았던 고산정사는 7곡 가운데 넷째 구비에 해당하는 이른바 암산에 위치한다. 7곡 가운

데 고산정사가 위치한 제4곡은 7곡의 상징적 중심으로 그의 강학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상

정은 고산정사가 완공이 되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감회를 노래하였다. 

구불구불 산비탈에 작은 언덕 펼쳐져,

푸른 바위 말이 없고 물결도 고요하네.

백 년 동안 나 홀로 구름에 깃들 뜻 지녔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여생을 보낼 집 완성했네.

우리 도는 그저 적막함 달게 여기니,

이내 몸을 응당 학문에 붙여 둬야지.

산문을 닫아 두어 풍진이 이르지 않으니,

갈매기 백로 무심히 모래밭 차지하였네.1) 

위의 이상정의 시는 암산에 지은 정사에서 자연과 벗하며 지내려는 학자의 소박한 감회를 노래

한 작품이다. 말 없는 바위와 고요한 강물을 배경으로 하여 학자로서의 근원적인 적막감을 드러내

면서 학문을 통하여 그러한 외로움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 세속적 욕망을 벗어던진 자연 속의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시상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토로하여 

학자로서의 내면적 깊이를 가늠하게 하는 수작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시는 「고산잡영」의 ‘구절’ 

가운데 고산정사를 읊은 작품이다. 

우뚝 솟은 첩첩 산은 그 모습이 엄연하고

정사를 마주한 푸른 절벽은 기이하기도 하네 

부지런히 도를 추구하여 종신토록 일삼으면

굽어보고 우러르는 사이에 생각이 있으리라2) 

정사에 자리한 시인에게 마주한 산의 외모는 단정하고 장중함을 뜻하는 ‘엄연’으로 묘사되고, 절

벽은 탁월한 형상의 ‘기이’로 표상되었다. 멀리서 보면 군자처럼 엄숙하고 다가가면 명확한 것이 

산수의 속성이다. 이 시에서는 시선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전개 구성이 시적 감상에서 주목된다. 

즉 화자의 시선에 따라 시상의 전개가 遠→近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속에 있

으면서도 인간의 내면을 지향하는 向裏的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반부는 학자로서 지녀야만 될 

1) 『대산집』 권3, 「고산정의 공사를 보고 짓다」

2) 『대산집』 권3, 「고산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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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진리에 대한 신념을 표출했는데 학문의 방법은 ‘孶孶’ 두 글자로 요약된다. 자연과 벗하며 학

문에 침잠한 도학적인 생활은 흔히 세속과 정치 현실에서 벗어난 은둔자의 상징이다. 다만 이상정

의 경우에는 관념적인 은거가 아니라 학문을 생업으로 하는 구도적 삶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산의 산수와 절벽이 뿜어대는 자연의 혼연한 기운이 전일한 마음가짐을 추구하려는 

시인의 내면과 응결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정의 고산7곡 시는 단순히 산수 감상의 운치 있는 생활과 같은 당시 양반계급의 풍류 생

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학문적 우환의식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감흥이 

어느 정도 절제되어 있다. 여하튼 암산과 무릉 일대의 산수 감흥 및 학문 의지를 형상화한 고산

7곡 시는 이후 이상정의 문도들에게 성리 이념 체계의 강화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집단적

으로 고산7곡 시의 창작이 이루어짐으로써 구곡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고산7곡이 특히 주목되는 바는 이상정이 만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강학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조선후기 퇴계학파의 학문 계승의 장소로서 그 위상과 의의, 가치가 확보된다는 점이다. 

Ⅲ.� 고산7곡의� 학문정신을� 잇다� -� 소산� 이광정(1714∼1789)

조선시대 구곡시의 창작은 주자의 「무이도가」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황은 주자의 학문과 사

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무이도가」 차운 작품을 남겼다. 이상정의 ‘고산7곡’ 경영도 이

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광정의 ‘고산7곡’ 시는 이상정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측

면이 존재한다. 

소산 이광정은 대산 이상정의 동생이다. 그는 형 이상정의 ‘고산7곡’ 시를 보고 차운 작품을 남

겼다.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상정의 생존시에 지어진 것은 거의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의 시는 일곱 구비에 전개된 고산 산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면서 격물치지의 궁리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즉 조선 지식인의 정신적 기반이 된 성리학적 이념과 풍류가 담겨 있다. 시

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상정이 고산 7곡을 노래한 직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 경물에 대

한 감성과 유학적 탐구 정신이 하나가 되어 차원 높은 산수미의 발견을 보여준다. 심춘대를 읊은 

제5곡 시를 소개한다. 

산세가 다하려 하니, 물은 절로 넘실대고  

들녘 하늘은 멀고 넓어, 가을 구름이 비었네 

한가로이 막대 짚고 꽃 버들을 찾아감은   

조물주의 운행하는 공력을 보고자 함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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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물의 극명한 구조는 부침하는 세상사의 기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

한 시인의 의식은 정체되지 않은 확장된 시선과 세계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른바 순환

의 원리와도 내적으로 소통한다. 여기에서 ‘먼 하늘‘과 ’빈 구름‘은 화자의 심리를 이입한 정신적 

경계로 이념미를 표상하며 시인의 마음이 한적한 상태임을 제시한다. 꽃과 버들을 찾아 길을 나서

는 장면은 소옹과 정호의 시구를 연상케 한다. 여기에는 주체할 길 없는 시인의 흥취와 감흥이 그

대로 녹아있다. 그러나 심방의 목적이 단순한 한가로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시인은 조물주가 연출한 세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理法을 자신의 두 눈으로 관찰하라고 독자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시인이 찾는 조물주의 공력은 감각적 공감의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형이상적 개념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시적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명하게 제시하면서 자아의 끊임없는 함양과 성찰이 수반되어함을 

암시한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짓고 나서 「도산잡영」을 남겼다. 여기에는 기문이 병기되어 있으니 바로 

「도산기」이다. 「도산잡영」은 기문과 7언 절구 18수, 5언 절구 26수 그리고 또 5언 절구 4수

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48수로 도산서당 및 주변 경물들을 노래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도산잡영」은 도산에서 학문하며 산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퇴계의 예술화된 인생을 시적으

로 형상화하였다. 퇴계의 『도산잡영』은 분명히 주자의 『무이잡영』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상정의 「고산잡영」은 퇴계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서 지어진 것이다. 이상정은 고산 은거를 통하

여 敬을 실천하고, 독서를 통하여 理를 궁구함으로써 거경궁리를 실천하였다. 이런 거경궁리의 

생활은 사물의 관찰과 감상에서 형이상학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고산잡영」에서 학문

과 생활이 결합된 자연합일의 詩境을 지향했다. 이광정의 고산7곡 차운시도 바로 이러한 도학 전

승이 맥락에서 세속과의 단절을 시도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열려진 세계를 지향하는 이념이 함축

되어 있다. 

3) 『소산집』 권1, 「근보고산칠곡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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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산7곡의� 보존과� 유적� 복원

‘고산칠곡’은 근현대에 이르러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지형과 경관의 훼손이 심각하게 파괴된 지역

이다. 자연에 동화하며 자연과의 관계에 토대를 두고 펼쳐진 전통적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 개

발논리에 따른 결과이다. ‘고산칠곡’ 가운데 가장 절경이며 옛 모습이 많이 남은 제4곡과 제6곡은 

지금은 모두 유원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의 변화를 활용한 창의적 적응이 될 수

도 있지만 자연을 인식하는 방법은 아니다. 자아를 자연에 가까이 두고 동화하는 것을 이상적 경

지로 여기던 관념은 더욱 아닌 것이다. 

이상정과 이광정을 제향하는 고산서원은 암산 유원지가 있는 곳으로 고산7곡의 중심부를 이루는 

제4곡에 자리 잡았다. 절벽을 마주 대하고 강가에 임했는데, 이 일대에서 가장 수려한 곳이다. 제

월봉 아래 수십 길의 절벽에는 측백나무가 무더기로 자라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미천을 안고 병풍

처럼 둘러선 측백나무 자생 군락지는 1975년 천연기념물 252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산7곡이 설정된 미천은 규모면에서 무이구곡이나 도산구곡에 비할 수가 없지만 지형과 환경은 

유사하다. 주변의 절벽은 붉은 빛깔의 퇴적암으로 이루어지고 곳곳에는 깊은 못과 여울이 형성되

어 있다. 수중에 있는 붉은 빛깔의 암석은 ‘馬肝石’ 또는 ‘紫石’으로 불리어지는데 벼룻돌로 애용

되었던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기록에 따르면 안동 지역에서의 벼룻돌은 구룡산 및 독천에서 산출

되는 바,4) 독천이란 지명은 바로 현재의 미천을 지칭한다. 또한 ‘主文硯’이라는 벼루를 안동의 마

간석으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문헌에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암산 일대가 벼루의 명산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간석으로 형성된 고산7곡의 제3곡과 제6곡 절벽은 지

금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상당히 훼손이 진행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보

존가치가 높은 지형임을 고려한다면 너무 늦은 감이 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보존대책

과 복원사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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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만휴정

요약문

문화재� 자료� 제173호인� 만휴정은�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난� 보백당寶⽩堂� 김계행⾦係⾏의� 별

서이다.�만휴정�중건기에�의하면,�만휴정은�김계행이�벼슬에�염증을�느끼고�물러나�그의�나

의� 71세�되던�때인�1501년경에�지어진�것으로�추정된다.�

김계행은� 1480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급제하여�대사간에� 올라� 척신들을�논척하다가� 훈구

파에�의해�제지당하자,�벼슬을�버리고�낙향한�인물이다.

만휴정에는� ‘쌍청헌雙淸軒’이란�현판이�하나�더�걸려�있다.� 보백당의�장인인�남상치가� 1453

년�계유정난으로�단종의�폐위를�보고는�묵계촌으로�낙향하여�쌍청헌을�지어�살았다.�그�후�

보백당이�쌍청헌�옛터에�만휴정이라는�새�편액을�걸고�청백의�정신을�이었다.�

만휴정으로�들어가는�일각문은�담장을�훌쩍�넘게�솟아�높았으되,�문짝�둘이�달렸을망정�그�

폭은�옹색하리만치�좁다.�보백당의�청백�정신과�무관하지�않은�문이다.�

만휴정은�처마�앙곡昂曲과�안허리가�매우�날카로운�홑처마�팔작지붕으로�전면� 3칸,� 측면� 2
칸이다.�앞쪽은�개방된�누마루�형식에�난간을�둘렀고,�양쪽에는�온돌방을�두어�학문하는�공

간으로�활용하였다.�

만휴정의�전면은�난간을�두른�누마루로�되어�있고,�누마루에�김양근이�쓴�중수기와�더불어�

귀와⿔窩�김굉⾦㙆,�남병南屛�정박鄭璞등의� �여러�개의�시판이� �걸려�있다.�
만휴정� 외경의�중심은� 허공에� 떠� 있지� 않고� 가라앉아�있다.� 지면에� 붙어서�지어낸� 만휴정

의�외경은�송암폭포松巖瀑布와�그�폭포를�에워싼�너럭바위이고�계곡수이다.�송암폭포는�만휴

정�원림의�화룡점정이�된다.�

만휴정�근처에는� 1687년에�세워지고,� 1980년� 경상북도�민속�문화재�제19호로�지정된�묵

계서원은� 있다.� 그리고� 만휴정과� 묵계서원의� 사이를� 흐르는� 길안천은� 천혜의� 수려한� 풍광

으로�그�이름이�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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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Manhyujeong

Content

Manhyujeong� (Cultural� Heritage� Data� No.� 173)� was� the� summer� villa� owned�

by� Baekbodang� Kim� Gye-haeng,� the� renowned� government� official� for� his�

integrity� during�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building� records,� it’s�

presumed� that� Manhyujeong� was� built� around� 1501� after� Kim� Gye-Haeng�

(age� 71)� grew� tired� of� public� office� and� decided� to� retire.

Kim� Gye-Haeng� passed� the� liberal� arts� examination� in� 1480� and� became� the�

advisor� to� the� King,� but� decided� to� retire� to� the� rural� area� after� being� held�

back� from� admonishing� the� servants�who�were� relatives� of� the� King.

There� is� signboard� that� says� “Ssangcheong� House”� at� Manhyujeong.� In� 1453,�

Nam� Sang-chi� � the� master� craftsman� of� Baekbodang,� retied� to� Mukgyechon�

Village� and� built� Ssangcheong� House� after� witnessing� the� dethronement� of�

King� Danjong.� Manhyujeong� was� built� at� the� site� of� the� old� Ssangcheong�

House� in� Baekbodang� to� carry� on� the� spirit� of� integrity.

The� front� gate� leading� into� Manhyujeong� towered� over� the� fences,� but� the�

width� between� the� two� posts� where� the� double� doors� would� have� been� is�

surprisingly� narrow.� This� front� gate� represents� the� spirit� of� integrity� of�

Baekbodang.

Manhyujeong� has� a� half-hipped� roof� (three� blocks� on� the� front,� and� two�

blocks� on� the� sides)� with� eaves� that� have� extremely� sharp-edged� corners� and�

inner� curves.� The� open� upper� floor� has� a� rail� that� runs� around� it� and�

ondolbang� (room�with� the� Korean� floor� heating� system)� rooms�were� installed�

on� either� end� as� studies.

The� front� of� Manhyujeong� is� comprised� of� an� open� upper� floor� with� railing�

and� adorned� with� numerous� works� by� Guiwa� (⿔窩)� Kimgoeng� (⾦㙆),�
Nambyeong� (南屛),� and� Jungpark� (鄭璞),� along� with� the� records� of� Kim�

Yang-geun.

The� focal� point� of� the� outdoor� scenery� is� grounded� rather� than� being�

unsupported.� Songam�Waterfall,� surrounded� by� broad,� flat� rocks� and� streams,�

offers� a� grounded� outdoor� landscape� at� Manhyujeong.� Songam� Waterfall� is�

the� finishing� touch� to� the�Manhyujeong�Garden.

The� Mukgye� Confucion� Academy� � built� in� 1687� and� designated� as�

Gyeongsangbuk� -do’s� No.� 19� Cultural� Folklore� Heritage� in� 1980� � is� located�

near� Manhyujeong.� Between� the� two� runs� Gilancheon� Stream,� which� is�

known� for� its� beautiful� natural� 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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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휴정晩休亭

이동백

만휴정은 안동 시내에서 30km쯤 떨어진 길안면 묵계리 하리길 42에 위치하는 정자이다. 이 정

자는 안동의 계정溪亭 가운데 으뜸으로서 1986년에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173호로 지정된 한편, 

만휴정 주변을 아우른 만휴정 원림을 2011년 명승 제8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 방

송사의 드라마 촬영지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만휴정은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난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의 별서이다. 만휴정 중건기에 의

하면, 만휴정은 김계행이 벼슬에 염증을 느끼고 물러나, 그의 나의 71세 되던 때인 1501년경에 지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만휴정은 고종명考終命의 나이에 이른 주인의 뜻을 온전히 담은 이

름일 터이다. 늙은 나이에 쉴 만한 정자로는 딱 맞게 보인다. 

만휴정의 주인 김계행은 1431년 풍산읍 소산에서 태어나서 1447년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입

학하여 김종직金宗直 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익혔다. 1480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고령현

감, 부수찬 등을 지냈고, 1498년 대사간에 올라 척신들을 논척하다가 훈구파에 의해 제지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소산으로 낙향하였다. 낙향한 그는 풍산에 머물러 살다가 묵계로 이주하였

다. 

김계행은 조선 초 청백리에 뽑혔던 인물이다. 만휴정에는 그의 이러한 삶을 증명하는 현판 둘이 

걸려 있다. ‘吾오 家가 無무 寶보 物물  寶보 物물 惟유 淸청 白백 ’와 ‘持지 身신 勤근 愼신  待대 人인 忠충 厚후

’가 그것이다. 전자의 뜻은 ‘우리 집

에 보물이 없으니, 오로지 청백이 보물일 뿐이다.’이고, 후자는 ‘몸가짐은 삼가고 남에겐 정성을 다

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보백당이 81세이던 1511년 2월에 친족과 인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손들

에게 남긴 경계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때 만휴정은 청백리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그의 호號 역시 청백리와 관련이 깊다. 유천柳川 이만규李晩煃는 ｢보백당중수기寶白堂重修記｣에서 

보백당의 청백 정신을 ‘삼백 정신’으로 풀이했다. 곧 결백潔白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고, 정백

精白으로써 임금을 섬겼으며, 청백淸白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했다는 것이다. 

이 정자에는 만휴정아란 편액 이외에 ‘쌍청헌雙淸軒’이란 현판이 하나 더 걸려 있다. 쌍청헌은 원

래 의령 남씨 남상치南尙致의 당호이고, 그는 보백당의 장인이다. 남상치는 계유정란 후에 묵계촌

으로 낙향하여 쌍청헌을 지어 은일하게 살았다. 그 후 보백당이 쌍청헌 옛터에 만휴정이라는 새 

편액을 걸고 장인의 청백 정신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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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개천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 만휴정으로 들어가는 일각문은 담장을 훌쩍 넘게 솟아 높았으되, 

문짝 둘이 달렸을망정 그 폭은 옹색하리만치 좁다. 보백당의 청백 정신과 무관하지 않은 문이다. 

일각문을 들어서는 왼손 편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섰다. 일각문처럼 하늘만을 쳐다보며 큰 것인가 

싶을 만큼 높게 자랐으나, 그 높이보다 허리둘레는 볼품없이 홀쭉하다. 줄기는 대나무처럼 곧게 뻗

었다. 열녀목이라 하는 걸 보면, 그 곧게 뻗은 가지를 열녀의 절개로 보고 붙인 이름인 듯하다. 정

자 동쪽과 서쪽에는 매화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서서 마당을 넓게 차지하고 있다. 뒤란에는 감나

무가 한 그루 섰는데, 빛을 흔쾌히 받지 못해서인지 가늘게 키만 크다. 서쪽 뒷간 앞의 바위를 따

라서는 소나무 두 그루와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서쪽 끄트머리는 트였으되, 그곳에는 샘이 

자리 잡았다. 포갠 형상을 한 두 개의 큰 바위는 앞으로 삐죽이 튀어나와 그 샘을 덮어 누르고 있

다. 샘과 그 바위 또한 담장처럼 내경과 외경을 경계 지우는 표지 노릇을 한다. 내경은 이렇듯 소

박하게 단출한 구성물로 이루어졌다. 

만휴정 전면은 계곡에 빠짝 붙어 있어서 마당은 좁다랗다. 이 좁은 마당을 따라 일직선으로 담

장이 지나간다. 이 원림의 주체인 만휴정은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마 앙곡昂曲과 안허리가 매우 

날카로워 정자의 멋을 잘 살리고 있다. 규모는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일반적인 정자 형태를 취

한다. 앞쪽은 개방된 누마루 형식에 난간을 둘렀고, 양쪽에는 온돌방을 두어 학문하는 공간으로 활

용하였다. 앞쪽 전체를 고스란히 개방하여 툇마루로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만휴정 앞에 펼쳐진 계

곡의 반석과 그 반석 위로 흐르는 물, 그리고 폭포를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한 배치이다. 이 또

한 담장의 높이를 제한한 것과 같은 이치일 터이다. 

만휴정의 전면이 난간을 두른 누마루로 되어 있어서 누마루로 오르기 위해서는 정자의 북쪽 벽

면에 설치된 문을 이용해야 한다. 도리를 받친 네 개의 기둥을 거느린 누마루는 폭이 한 칸, 길이

가 세 칸 너비의 규모를 취하고 있어서 여럿이 나란히 앉아 담장 너머 주변 경관을 완상하기에 좋

다. 이 누마루에 김양근이 쓴 중수기와 더불어 노애蘆厓 류도원柳道源, 귀와龜窩 김굉金㙆, 남병南屛 
정박鄭璞등의  여러 개의 시판이  걸려 있다. 이들 가운데 노애 류도원의 시는 만휴정 중수가 본격

적으로 시작될 무렵인 1784년 여름에 만휴정에 들러 함께 온 선비들과 어울리며 지은 것이다. 

 

先丈藏修志  선생께서 학문에 뜻을 둔 곳에

經營積有年  여러 해 동안 정자를 경영하네

別區芬馥在  별천지에 향기가 남아 있고

遺業裔孫傳  유업이 후손에게 전해졌네

基拓三泓上  세 웅덩이 가에 터를 닦아

壇成卅載前  삼십 년 전에 단을 완성했네

九原千古恨  저송길에 천고의 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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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付胤郞賢  아들에게 분부하였네  

 

만휴정은 25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거의 폐허의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1750년 경에 와서 

후손 김영金泳이 중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의 둘째 아들 김동도

金東道가 부친의 뜻에 따라 절벽을 깎아 만휴정을 중수하게 된다. 이러한 정황을 담은 것이 이 시

이다.    

突兀亭新就  새로 지은 우뚝한 정자 모습

荒墟閱幾年  몇 년이나 황폐해져 있었던가

高風不可挹  고상한 풍모 만져볼 수 없으나

遺躅尙今傳  남긴 자취 지금까지 전해지네

峽坼銀河落  은하수 떨어져 골짝 트였고

門開翠屛前  푸른 바위 앞에 문이 열렸네

夤緣多勝償  비록 멋진 경치 맛보긴 했으나

拙句愧諸賢  졸렬한 시구 제현에게 부끄럽네

이 시는 만휴정이 중수된 후에 지은 것으로, 시회詩會가 열리던 저녁에 묵계서원의 원장인 면암

俛庵 이우李㙖와 함께 만휴정으로 와서 차운한 귀와龜窩 김굉金㙆의 작품이다. 시인은 만휴정의 빼

어난 경관을 ‘은하수 떨어져 골짝 트였고, 푸른 바위 앞에 문이 열렸네’로 압축하고 있다. 이백의 

“삼천 척 높이를 곧장 내리쏟아지니,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진 듯하구나.[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
九天]”에 비견할 만한 가구佳句이다.  

시판을 들여다보던 눈길을 거두어 돌아서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니, 수림으로 울창한 앞산이 가

까운 곳에서 눈동자 안으로 곧장 파고든다. 폭포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산은 수림으로 자욱할 뿐 

그리 별스러울 것도 없는 경치이다. 오히려 경관의 백미는 다리를 건너서 바라다 보이는, 흰 천을 

널어놓은 듯한 너럭바위와 깁을 걸어 놓은 것 같은 폭포, 그리고 그 폭포 위에 단아하게 앉은 만

휴정이다. 만휴정을 원림으로 일컫는 까닭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만휴정 원림이 이렇듯 고졸하면서도 조졸해서 그 풍모가 일품을 이룬다. 만휴정은 정철鄭澈의 송

강정松江亭이나 송순宋純의 면앙정俛仰亭처럼 사위가 확 트인 곳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만휴정

은 골짜기에 호젓하게 감싸여 있어서 옷깃을 여민 여인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여성적이어

서 만휴정은 속내를 살포시 사리고 여미는 미학을 품어 안고 있다. 그래서 만휴정은 만년에 조용

히 쉬리라는 은일거사의 의취에 딱 맞아 떨어지는 처소이다. 

만휴정 외경의 중심은 허공에 떠 있지 않고 가라앉아 있다. 지면에 붙어서 지어낸 만휴정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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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송암폭포松巖瀑布와 그 폭포를 에워싼 너럭바위이고 계곡수이다. 이에 대한 완상은 김양근의 

「만휴정중수기晩休亭重修記」에 의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상류는 전의곡全義谷으로, 이 계곡부터 동쪽으로 아득히 굴곡져 10리쯤 이어지다가, 문득 마당

만한 커다란 바위가 계곡으로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모두 선명하고 가지런하여 흰 담요가 펼쳐진 

것이나 흰 눈이 쌓인 것과 다름없다. 계곡물은 그 사이에서 지형에 따라 돌아 흐르며 졸졸졸 음

악 소리를 낸다. 샘물이 발원지부터 멀어져 계곡을 흐르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드디어 빠르고 

격해져 힘차게 뿜어 나와 층층으로 된 폭포가 되고, 세 개의 웅덩이가 그 떨어지는 곳에 생겨났

다.’

만휴정 앞에서 개울을 따라 올라가노라면, 30여 m도 미치지 아니 한 곳에 사람 백여 명쯤은 능

히 수용할 만한 반석이 가히 담요를 펼친 듯, 흰 눈이 쌓인 듯이 펼쳐져 있다. 1km 정도 골짜기

를 거슬러가는 가운데 이러한 반석을 서너 번 만난다. 

계류를 따라 내려와 다시 만휴정으로 들어가는 다리 위에 선다. 방향을 바꾸어 골짜기 안을 들

여다보노라면, 평평하던 암괴가 만휴정 쪽으로 휙 휘어든다. 암반 위를 서성이던 물이 휘어진 암괴

를 따라 미끄럼 타듯 흘러내린다. 흘러내린 물은 솥의 형상을 한 웅덩이에 잠시 담겼다가 하류로 

서서히 떠난다. 물은 한 차례 더 처마의 앙곡처럼 휘어든 바윗덩이를 타고 가파르게 쏟아져 내린

다. 이 바위덩이가 상당한 높이를 이룬 송암폭포이다. 쏟아져 내린 물은 바위로 에워싸인 웅덩이로 

잠겨 든다. 이 웅덩이를 일컬어 호담壺潭이라 한다. 호담으로 떨어지는 물은 장쾌하다. 만휴정과 계

곡, 계류, 주변의 수림과 산이 다소곳하고 조용한 반면, 송암폭포와 호담은 역동적인 면모를 숨기

지 않는다. 그래서 폭포는 정자의 조용한 분위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리고 주변의 수목들이 폭

포, 호담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만휴정 원림의 미를 한층 높여 주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송암폭포

는 만휴정 원림의 화룡점정이 된다. 송암폭포의 암반에 새겨진 ‘寶白堂晩休亭泉石’도 감상하고 갈 

소재가 된다. 

 만휴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묵계서원은 1687년에 세워지고, 1706년에는 창덕사를 

건립하여 만휴정 주인, 보백당과 응계凝溪 옥고玉沽를 배향하고 있다. 보백당 선생과 배향된 응계 

옥고는 세종 때 사헌부 장령을 지낸 바 있다. 고종 6년인 1869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당은 없어지

고 강당만 남아 있었는데, 최근 없어진 건물들을 새로 짓고 서원을 복설하였다. 1980년 경상북도 

민속 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3월과 9월 중정中丁에 향사를 지낸다. 

경내의 건물로는 외삼문인 진덕문, 누각의 형식을 취한 읍청루, 동재인 극기재, 강당인 입교당, 

사당인 청덕사가 있다. 강당인 입교당은 정면 5간, 측면 2간의 팔작기와지붕 건물로 가운데 6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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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로 꾸미고, 좌우에 온돌을 들인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교당 잎에는 읍청루挹淸樓
가 서 있다. 대상大山 이상정李象靖의 읍청루 상량문을 통하여 읍청루의 규모를 살펴보자. 

‘재목을 모아 요리하고 조절하는 데 법도가 있고, 장인(匠人)을 힘쓰게 하고 일을 감독하기를 

마땅하게 해 나갔도다. 형세가 단단하고 안정되니 〈대장괘(大壯卦)〉처럼 위에는 들보를 얹고 아

래에는 서까래를 얹었으며, 규모가 광대하니 〈사간(斯干)〉처럼 새가 나래 치듯 처마와 지붕이 

아름답다. 팔방으로 창이 환히 트여 공중에 서책이 벌여 있고, 스무 개의 기둥이 드높이 둘러 있

어 눈앞에 시내를 굽어본다. 조용히 자리만 옮겨도 바로 경관이 이루어져서 산수에 따른 인지 동

정(仁智動靜)의 묘리를 엿볼 수 있으며, 상하 좌우를 살펴보는 중에 마음으로 계합하여 천지 화육

(天地化育)의 근원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이 어찌 한갓 경물만을 탐내어 한가히 쫓아다니려는 것

이겠는가. 대개 그 번뇌를 씻고 성정을 기르고자 한 것이다.’

서원 좌측에는 이를 관리하는 정면 6간, 측면 5간의 주사(廚舍)가 있다. 주사는 서원이 훼철될 

때 헐리지 않고 남은 것이다. 고건물답게 부재를 다룬 수법에 격조가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그리고 서원 우측에는 보백당의 신도비각이 서 있다. 

송림 안에 안존하게 들어앉은 묵계서원의 7월은 배롱나무 분홍 꽃이 흐드러져서 볼 맛이 도는 

서원이 된다. 

묵계마을에는 묵계서원에서 멀지 않은 마을 한가운데 묵계종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정침과 사

랑채인 보백당,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침은 ㅁ자형의 팔작지붕 집으로 정면 6칸, 측면 6칸으

로 이루어진 안동 지역의 전형적인 양반 가옥이다. 안채에는 용계당龍溪堂이라는 편액이 붙어 있다. 

보백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집이다. 두리기둥을 사용하였고, 우물마루를 깐 4칸 대

청과 2칸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架構는 5량가五樑架이며, 대청의 왼쪽 측면과 뒷벽에는 판벽에 

문얼굴을 내어 미세기창을 달았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집으로, 앞쪽에

는 삼문이 있고 낮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한편 안동의 아름다운 풍광의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 길안천의 미관이다. 길안천은 청송군 현서

면 방각산에서 발원하여 반변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길이 72.5㎞, 유역면적 478㎢. 발원지에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안덕면 명당리에서 보현천을 합하고, 신성리에 이르러 다시 눌인천을 합하며, 

화부산과 연점산 사이에 감입곡류를 형성하면서 관류한다. 임하면 신덕리에 이르러 반변천에 흘러

든다. 중하류유역에는 충적평야를 이루며, 이 지방의 주요 농업지대로 취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길안천은 천혜의 수려한 풍광을 지닌 까닭에 매년 여름철이면 20여만 명 이상이 피서지로 다녀

가는 청정한 행락지이다. 특히 천지갑산을 끼고 도는 길안천의 경관과 대사리 일대의 한절 8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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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은 빼어나다. 길안천 물줄기는 수량이 넉넉하고 물이 맑아 은어, 꺽지, 다슬기가 많고, 하상은 

주로 호박돌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 주요 유적지로는 묵계서원을 비롯하여 길안면 고란리에 있는 계명산자연휴양림, 길안면 송

사리에 천지갑산, 청송의 방호정이 있다. 묵계보 중심 상류 4.0㎞, 하류 0.5㎞ 지점은 행락객 진입

을 통제하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길안천을 경유하는 지역에 8개 교량(천지교, 만

음1교, 만음2교, 묵계교, 금곡교, 송사교, 대사1교, 대사2교)이 있어 행락객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길안천 주변은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 유명하여 높은 일교차와 사질양토에서 생산되

는 길안 사과 맛은 뛰어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만휴정은 그 원림의 아름다움과 주변의 자연 경관의 빼어남으로 안동 8

경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안동의 으뜸 계정溪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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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지례예술촌의�경치

요약문

사람들이�공통적으로�좋아하는�자연경관의�필수요건은�어떤�것일까?

맑은� 물,� 푸른� 산,� 높은� 하늘�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여야한다면� 지례예술촌이야말로� 전형적

인�경승지의�조건을�갖춘�명소라�할�것이다.

4백년�된�명품고택의�앞문을�열면�문틀�가득�호수와�산과�하늘이�한꺼번에�펼쳐지는�것이다.�

전망대가�아닌�방안에�앉은�채로�이런�뷰를�본다는�것은�희귀한�체험일�텐데�지례에서는�거

의�모든�방에서�임하호와�앞산을�볼�수�있기에�체험객과�촬영객의�발길이�끊이질�않는다.�

이른� 아침,� 햇살� 받아� 빛나는� 물안개,� 낮이면� 햇빛,� 밤이면� 달빛에� 반짝이는� 호수의� 윤슬,�

반딧불이�떠다니는�별하늘,� 달무리가�소쩍새�소리에� 휘영청�흔들리는�걸� 보느라�잠을� 이루

지�못하는�곳이다.

육지�속의�섬같이�궁벽한�곳의�호젓함,�명상과�영감이�필요한�예술인들을�위해�마련한�둘레

길� 또한� 이곳� 경관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해외에도� 알려져서� 미주와� 호주의� 신

문,� 미슐렝� 가이드북에도� 올랐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물과� 경관면에서라면� 단연� 세계�

제일의�예술촌이�분명한�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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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Jirye-Yesool-Chon� (Jirye�Artist’s� Colony)

Content

What� are� the� things� tourists� commonly� look� for� in� scenic� destinations?� Clear�

waters,� green� mountains,� blue� skies…� If� we� are� to� add� tranquility� to� this� list,�

Jirye-� Yesool-Chon� (JIrye� Artist’s� Colony)� should� be� on� the� itinerary� of� anyone�

visiting� Andong.� This� 400� years-old� traditional� house� and� inn� comprises� a�

collection� of� separate� rooms.� Most� of� the� rooms� overlook� Lake� Imha� and� the�

mountains� in� front� of� the� house� so� that� their� doors� frame� picturesque� views�

when� opened.� Taking� in� such� breath-taking� scenery� through� a� door� while� sitting�

in� a� room� must� be� a� rare� experience� for� most� visitors.� Little� wonder� the� place� is�

attracting� a� steady� flow� of� visitors� seeking� an� overnight� stay� or� picture-taking�

opportunities.� The� wet� fog� rising� off� the� lake� backlit� by� early� morning� sunshine,�

the� lake� waters� glittering� like� countless� gems� under� sunshine� and� moonlight,� the�

night� sky� crisscrossed� by� fireflies,� the� haloed� moon� hung� over� the� lake,� the�

tranquility� punctuated� by� the� hooting� of� scops� owls…� All� these� will� mesmerize�

guests,� keeping� them� awake� well� into� the� night.� In� addition� to� the� peacefulness�

of� the� place,� which� is� an� island� in� the� middle� of� nowhere,� the� trails� around� the�

house� are� ideal� for� artists� seeking� inspiration� and� � meditation.� The� place� is� now�

put� on� the� world� map� as� it� has� been� featured� in� American� and� Australian�

newspapers� and� Michelin� Guides.� As� far� as� scenic� beauty� goes,� this� place� surely�

holds� its� own� against� other�well-known� global� � dest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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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례의� 고요와� 예술촌� 8경

김원길

지례는 남쪽인 길안쪽으로 구수까지 30리를 가야 국도가 있고, 북쪽인 임동쪽으로도 수곡까지 

30리를 가야 국도가 나온다. 가장 가까운 이웃도 해발 5백미터의 뒷산길을 넘어 8킬로나 멀리 있

다. 이웃마을의 불빛 한 점도 여기선 볼 수가없다. 지례예술촌 마당에서 도로는 끝난다. 마당 앞에 

임하호가 있다. 지나가는 차가 없으니 고요하기 그지 없다. 지례예술촌의 건물은 10동이 넘지만 

종가 한 집만 산다. 육지 속의 섬인 셈이다. 깊은 밤 귀를 기울여보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

릴 듯하다. 시인이기도 한 이 집 주인의 시에 <고요>가 있다.

“달도 지고/ 새도잠든// 정적 속/ 눈 감고// 귓전에/ 스스스스// 지구가/ 혼자서// 조용히/ 자

전하는// 소리/ 듣는다.”

지례예술촌은 뒤로 가장 높은 해발 591미터의 아기산을 등지고 있지만 집 가까이에선좌우로 올

망졸망한 산자락들이 다섯 손가락처럼 호수에 닿아 있어서 둘레길이 아기자기한 경치를 보여 준

다. 그래서 지례의 지형을 오지탄금형五指彈琴形이라하는데 실로 예술촌에 걸맞는 형국이라 하겠

다.

둘레길은 종택의 남향한 대문에서 왼쪽으로 호수를 향해 내려가선 왼쪽으로 산등을 감아 올라가

면 멀리까지 상류가 펼쳐 보이고 포항공과대학의 초대 총장 김호길박사의 묘소를 지나고, 예술촌

의 기와 얹은 뒷담을 따라 돌면 집뒤에 우람하게 용트림한 금강송이 한 주 서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고택과 호수와 듬직한 앞산과 하늘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확트인 풍광이 펼쳐진다. 계속 오른

쪽 자락으로 내려가면 종가의 역대 선조의 산소에서 옮겨 온 비석과 상석 등 석물을 모아 놓은 비

림이 있다. 이 비림은 주손의 12대조로부터 아버지까지 직계 주사손의 것이어서 법고창신한 장묘

문화와 장중하고 엄숙한 제단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어서 호수쪽으로 길게 내려간 산자락

을 따라가면 예술인들이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오솔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참나무 등걸

을 통해 물비늘의 반짝거림을 보면 저절로 탄성을 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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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촌 둘레길엔 스무개의 시판을 설치해 두고 있는데 주로 명상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다. 특

히 촌장의 <고요>, <학>, <고사관수도>같은 시와 박목월의 <윤사월>, 이백의 <산중문답>, 가도의 

<심은자 불우 尋隱者不遇>,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등에 사람들의 눈길이 머문다.

예술촌의 모든 방들은 미닫이와 여닫이를 가지고 있는데 문을 열면 바로 호수와 앞산이, 때로는 

푸른 하늘에 둥근 달이 그림같이 문틀에 가득 담겨진다. 세상에 어떤 방도 고요 속에 앉아서 물과 

산과 달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방보다 더 좋은 방은 없으리라. 그리고 이 풍경은 기와 덮은 

담장 위에 얹히기 때문에 간혹 조경에 일가견을 가진 이들로부터 경탄 섞인 찬사를 듣는다. 담장

은 바깥의 잡다한 풍경들을 안보이게 막아줌으로 조망 효과가 엄청 다르기 때문이다.

예술촌 둘레길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데는 짧은 코스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걸린다. 건물 내

부와 도서관, 문학관, 서당, 사당까지 둘러 볼려면 곱절이 더 걸린다.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금강

송으로만 지은 지산서당 마루의 반질거림과 국내 고건물 중 가장 큰 대들보의 장중함, 12폭의 세

공한 분합문, 들문의 지혜, 먹감나무 장롱과 용목장롱 등 고가구들이다.

예술촌에서 낮에 볼 수 있는 경치는

  1. 동틀 무렵 산에 덮이는 주황색 구름,

  2. 대문 앞 임하호의 눈부신 물안개,

  3. 뒷산 둘레길에서 기와지붕과 호수와 앞산을 한눈에 내려다 보는 전망,

  4. 둘레길에서 숲사이로 보는 임하호,

  5. 지촌종가 제단소의 비림.

  6. 겨울의 설경

  7.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과 반딧불이,

  8. 흐린 밤엔 이곳 밖에 볼 수 없는 새까만 칠흑의 어둠이다.

봄 꽃, 여름 녹음, 가을 단풍, 겨울 눈 등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광이 고루 아름다운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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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례예술촌의 구성과 연혁

지례예술촌을 이루고 있는 건물은 지촌종택, 지촌제청, 지산서당 등으로,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 

3점 10동으로 이루어진 전통고건물이다. 외국의 예술촌이 가축의 축사나 공장, 폐교를 리모델링한 

것에 비해 이곳은 호수와 푸른 산 속에 한옥의 아름다움이 깃든 한국의 문화재이니 단연, 전 세계 

예술촌(ARTISTS' COLONY)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촌인 것이다.

1. 1985년 안동군 임동면 박곡리 지례리에 있던 지촌종택, 지촌제청, 지산서당이 경상북도 문화

재로 지정됨.

2.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위 문화재 3점 10동을 지례마을 뒷산(박곡리 산 769) 에 옮겨 지음.

3. 1989년 지례예술촌 개업

4. 1990년 <창작마을> 지정(문화부, 이어령)

5. 2000년 ‘지례예술촌’ 사업자 등록(업종: 기타 예술관련 사업)

6. 2004년 문화관광부(이창동)에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건의, 전국 25개 고택 추천.

7. 고택음악회의 효시

8. 지례예술촌 내에 <지촌문학관> 설립, 협회 가입

9. <지례예술촌작은도서관> 설립

10. 2005년 (사)고택문화보전회 창립 회장

11. 문광부가 ‘한옥체험업‘이란 업종을 신설, 문화재청은 ’문화재활용과‘를 둠.

12. 미슐랭가이드북에 국내 고택 중 유일하게 등재

13. 2006년 <장한 한국인 상> 수상

14. 2007년 <옥관문화훈장> 수훈

15. <명품고택>에 선정

16. 2017년 한국문화의 해외선양 공로로 <대한민국 한류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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