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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의 역사와 문화를 품다.

산과 물이 어우러져 고리의 형상을 닮은 자연
조선 영조대의 문인이었던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은 『택리
지(擇里志)』에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의 조건을 네 가지로 들고 있다.
『택리지』는 조선시대 최고의 인문지리서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복
거총론(卜居總論)」에 보이는 ‘사람이 살만한 곳’을 평가하는 네 가지
조건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리적 조건과 산
수 그리고 생리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심을 표현하고 있어 한
지역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무릇 살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生利)
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인심(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
다운 산수(山水)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지리가 만족스러우나 생리가 마땅치 않으면 그곳 또
한 오래 살 수 없다. 지리와 생리가 갖춰져도 인심이 고약하다면 반드시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또 가까운 곳에 볼만한 산과 물이 없다면 사람의
성품과 감정을 올바르게 가꿀 수 없다.

『택리지』에 표현된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인 ‘지리(地理)’는 풍수학
적인 지리를 의미한다. 풍수를 보는 입장에서 ‘먼저 수구(水口)를 보
고, 다음에는 들판과 산의 형세를, 이어 흙빛과 물의 흐르는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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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세를 본다’는 것이다. ‘지리’에 이어서 중요한 조건은 ‘생리(生利)’
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글의 첫머리에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
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 쉬고 이슬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 또, 새
의 깃털이나 짐승의 털로 몸을 가리고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고 먹는 일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는 조상과 부
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와 노비를 보살펴야 하니, 생업을 경영하고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좋은 곳은 ‘기름진 땅’이며, ‘배와 수레를 이용하여 물자
를 교류시킬 수 있는 곳이 다음’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으로 중요한 사실은 그 지역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심(人
心)’이다. 『택리지』의 저자인 이중환이 살았던 시대는 붕당의 갈등이
심했던 세상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 해하지 않
고 도우며 살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깊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름다운 ‘산수(山水)’라 하였다.
앞의 여러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그에 더하여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알려진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 대의 실록인 『세종실록』의 지리지에는 옥천에 대한 역사를 간
단명료하게 전하고 있다.
본래 신라의 고시산군(古尸山郡)인데, 경덕왕이 관성군(管城郡)으로 고쳤
고, 고려 현종 9년(1018)에 경산부(京山府) 임내에 붙이었다. 인종 21년
(1143) 계해에 비로서 현령(縣令)을 두었다. 충선왕 5년(1313) 계축〔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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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宗 皇慶2年〕에 지옥주사(知沃州事)로 승격하고, 경산부의 임내인 이산
(利山), 안읍(安邑), 양산(陽山) 등 삼 현을 갈라서 이에 붙였으며, 본조 태
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옥천군으로 고쳤다. 속현(屬縣)이 셋이니 이
산은 본래 신라의 소리산현(所利山縣)인데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
쳐서 관성군의 영현을 삼았다. 안읍은 본래 신라의 아동혜현(阿冬兮縣)인
데, 경덕왕이 안정(安貞)으로 고쳐서 관성군의 영현을 삼았다가, 고려때
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었다. 양산은 본래 신라의 조비천현(助比川縣)인
데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영동군의 영현을 삼았다.〔위의 삼
현은 고려 현종 9년 무오에 모두 경산부 임내에 붙였다)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옥천은 본래 신라 땅이었구나’하는 점이다. 옥천 지역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에서 뻗어 나온 여러 갈래의 산줄기와 그 사이
를 흐르는 금강의 물줄기를 끼고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군북면
막지리, 석호리 등에서 확인되는 구석기유적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두 번째는 옥천은 본래 ‘고시산군(古尸山郡)’이라 불렸다는 사실이
다. 그런데 ‘고시산(古尸山)’은 무슨 뜻일까. 신라고가(新羅古歌) 연
구의 대가였던 양주동(梁柱東) 박사는 “고시산(古尸山)의 ‘시(尸)’는
‘라(羅)’의 생문(省文)으로서 ‘ㄹ’받침을 뜻하는 글자”라고 밝힌 바
있다. 곧 ‘골산’이라 불렸다는 것이다. 이 ‘골산’의 의미는 경덕왕대
의 지명인 ‘관산성(管山城)’과 맥락이 닿는다. 관산성(管山城)’의 ‘관
(管)’은 피리와 같은 관악기의 대롱을 의미한다.
실제로 옥천지역은 산과 물이 원형으로 둘러쌓은 형세를 보여준
다. 금강의 지류가 둘러싸고 또한 옥천군의 읍치(邑治)를 산들이 둘
러싸고 있어 하늘에서 이 지역을 내려다보면 정말로 고리와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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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동지도 옥천군지도(규장각)

구글 옥천군지도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를 보면 금강의 물줄기가 옥천지
역을 바깥에서 둘러싸고, 그 안쪽에서 읍의 중심지인 관아가 있는
옥천분지를 마성산(馬城山)을 중심으로 여러 산줄기가 다시 한 번 둥
글게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옥천에는 이 같은 생각을 바로 보여주는 지명이 있다. 바로 환산
(環山) 곧 ‘고리산’이다. 지금은 본래 고리산 남쪽을 휘돌아 흐르는
꼬불꼬불한 사행천(蛇行川)에 물이 차올라 호수가 되었고, 새로이 생
겨난 절경을 부소담악(浮沼潭岳)이라 이름하고 있지만, 먼 옛날 신라
사람들은 물과 산이 둘러싸 고리와 같은 형세를 지닌 이 자연을 그
대로 ‘고리산군’이라 불렀던 것이다.
해동지도에는 옥천의 진산인 마성산(馬城山)을 중심으로 읍내면이
있고 그 곳에는 관아(官衙)와 객사(客舍) 그리고 창(倉)과 향교(鄕校)
가 보인다. 봉수는 옥천의 북서쪽에 위치한 환산과 동남쪽에 위치한
월이산(月伊山) 두 곳에 보인다. 증약리의 환산봉수(環山烽燧)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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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회덕현 계족산(鷄足山)에 호응하고, 이원리의 월이산봉수(月
伊山烽燧)는 동으로 영동 박달산(朴達山)에 호응하고 있다.1)
물길은 금강 상류의 지류들이 군 전체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데, 양산(楊山) 서쪽을 지나 영동현(永同縣)에 들어간 후, 이산현(利
山縣)에 이르러 적등진(赤登津)이 되고, 옥천(沃川)에 이르러 화인진
(化仁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물은 회덕(懷德), 연기(燕岐), 청주
(淸州) 등을 거쳐 공주(公州)에서 금강(錦江)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역도(驛道)는 군북면의 증약역(增若驛)을 지나 옥천읍 관아에
서 서쪽 3리에 위치했던 가화역(嘉和驛)을 지나 동남쪽으로는 토파
역(土坡驛)으로 이어지고, 동북쪽으로는 화인역(化仁驛)으로 이어지
고 있다. 이 길은 본래 ‘증약도(增若道)’로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가화(嘉和), 화인(化仁), 원암(原巖; 보은), 함림(含林; 보은), 토파(土
坡), 순양(順陽), 회동(會同; 영동), 신흥(新興; 황간), 전민(田民; 회
덕) 등 아홉 개 역이 소속되었던 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 그런
데 ‘증약도’는 성종대 이후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율봉도(栗峰
道)에 병합되고 있다. 이 길은 청주를 중심으로 북쪽 방면으로는 진
천, 동북쪽 방면으로는 청안, 동남쪽 방면으로는 보은을 거쳐 회인상주, 남쪽 방면으로는 문의-옥천-영동-황간-추풍령 방면으로 이어
지는 역로였다.
『세종실록』에는 왜인(倭人)을 육로보다 물길(낙동강-남한강)로 올
려 보내는 것이 편하나, 수로가 배 다니기에 알맞지 않을 때는 증약
과 죽령의 두 길로 나누어 보내도록 하였던 논의를 진행하였던 기록
이 있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권15, 옥천군 봉수.
2) 『세종실록』149권, 지리지,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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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의정부와 여러 관청[曹]과 함께 의논하여 계하기를,
"왜 객인(倭客人)은 모두 육로 한 길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 그런 까닭
으로 각역(各驛)이 괴롭고 폐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만약 수로(水路)로 배
가 다닐 만한 때이면, 물가의 각 고을 관선(官船)으로 낙동강으로부터 올
라와서 상주의 수산역(守山驛)에 이르러 육지에 내려, 다시 육로를 따라
초점(草岾)을 넘어 충주의 금천천(金遷川)에 이르러 배를 타고 서울로 오
게 됩니다. 그 공급과 배를 끄는 인부들을 각 고을에서 서로 번갈아 지응
(支應)하게 하고, 객인은 타고, 짐 실은 말이 10필이 되지 않은 것은, 모
두 그전대로 육로로 올라오게 하고, 수로에 배 다니기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초점(草岾)은 그만 제쳐놓고 증약(增若)과 죽령(竹嶺)의 두 길을
따라 길을 나누어 올려보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의논대로 하되 한두 번 올라오게 한 후에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음을 다시 아뢰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2일 계사)

실제로 세종 14년(1432) 정월에 왜인을 서울로 올려 보내는 길을
정하였는데, 내이포에 내린 왜인은 옥천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증약은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오는 길 가운데 추풍령을 넘는 길을 뜻
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지금도 경부선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과거와 현재
의 시간이 비록 다르나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 여전히 동일한 길을
따라 생활을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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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성왕의 이루지 못한 꿈, 구진벼루에 뿌려진 한(恨)과 눈물
『삼국사기』에는 백제 성왕의 마지막이 간략하게 전한다.
32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
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
과 싸우다가 왕이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聖)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제4 성왕 32년)

백제의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이다. 이름은 명농(明穠)이라 하였
고,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을 처리함에 결단성이 있었다고 평가
되었다. 554년에 옥천 구진벼루에서의 성왕의 전사는 백척간두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삼국의 역사를 한순간에 바꾸
어버린 엄청난 대사건이었다.
성왕은 523년 즉위한 이후 웅진성을 수축하는 등 체제정비를 강
화하고, 538년에는 도읍을 사비(泗沘)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夫
餘)라 하였다.3) 백제의 새로운 수도 사비는 ‘소부리(所夫里)’라 하였
는데 지금의 충남 부여이다. 성왕은 도읍지를 옮긴 후 6좌평(佐平)･
16관등(官等)･22부(部) 등 중앙통치조직을 정비하였고, 수도를 5부
(部)･5항(巷)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 통치조직으로서 방(方)･군
(郡)-성(城; 縣)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발전을 토대로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의 회복을 꾀하고자 하였다.
551년 성왕은 왕위에 오른 지 29년 만에 신라와 가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 결과 백제는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하
류의 6군을 회복했고, 신라는 한강 상류의 죽령 이북 고현(高峴) 이
3)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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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10군을 점령했다. 그러나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신라의 진흥
왕은 553년 가을 7월에 군사를 돌이켜 백제를 공격했고, 백제가 차
지한 한강 하류지역마저 점령한 뒤 그곳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신라 김유신(金庾信)의 할아버지인 김무력(金武力)을 군주(軍
主)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신라에게 동북변경을 갑작스럽게 빼앗긴 백제 성왕의 1년은 잔인
한 계절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배신에 이를 갈았을 것이며, 신라에
복수를 하고 다시 한 번 잃었던 꿈을 이루고자 하였다. 『삼국사기』에
는 와신상담(臥薪嘗膽) 했을 백제의 모습이 단 한 줄에 담겨 있다.
14년 겨울 10월에 백제왕의 딸을 맞아들여 소비(小妃)로 삼았다.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4년)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학자들이 지적하듯 딸은 ‘인적
담보물(人的擔保物)’이었을 것이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당연히 신라
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백제의 처지였으며, 다시 한 번 일어
나보려는 백제의 이를 악문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도 지
나지 않은 성왕 32년의 7월 어느 날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은
백제 성왕의 마지막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15년 백제왕 명농(明穠)이 가야[加良]와 함께 와서 관산성(管山城)을 공
격하였다. 군주(軍主) 각간(角干) 우덕(于德)과 이찬(伊飡) 탐지(耽知) 등
이 맞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신주군주(新州軍主) 김무력(金武力)이 주병
(州兵)을 이끌고 나아가 서로 맞붙어 싸웠는데, 비장(裨將) 삼년산군(三年
山郡)의 고간(高干) 도도(都刀)가 갑자기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여러 군대들이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佐平) 4명과 사졸(士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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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0명의 목을 베었고, 한 필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5년)

구진벼루(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백제 성왕 유적비

성왕의 마지막 전투인 관산성 전투의 초기에는 백제가 우세하였
다. 각간(角干) 우덕(于德)과 이찬(伊飡) 탐지(耽知) 등이 거느린 신라
군은 바로 패주하였다. 그러나 신주(新州)의 군주(軍主)인 김무력이
지휘하는 신라 원군이 합세하면서 양국 사이에 대접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성왕은 직접 보기(步騎) 50여 기를 거느리
고 야간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그때 신라 복병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당
시 성왕은 신라정벌을 불가하다고 말리는 기로(耆老)들의 반대를 무
릅쓰고 왕자 여창(餘昌)과 더불어 군대를 일으켜 신라의 관산성(管山
城)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서 여창은 구타모라새(久陀牟羅塞)를 쌓
고 최전방에서 군을 지휘하였다. 성왕은 왕자 여창의 수고를 위로하
기 위해 가다가 이 기밀을 탐지한 신라가 대군을 일으켜 길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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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격하여, 성왕은 붙잡혀 죽었고 여창도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
였다. 성왕을 붙잡아 죽인 자는 좌지촌(佐知村) 사마노(飼馬奴) 고도
(苦都)였으며, 신라는 성왕의 머리를 북청 계단 밑에 묻고 나머지 유
골은 백제에 보냈다는 것이다.4)
옥천 군서면 월전리의 구진벼루는 성왕이 잃어버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숨진 역사의 현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구진
벼루를 두고 사방에 산성이 위치하고 있어 당시의 치열했던 사정을
그대로 전해준다. 마성산에는 서산성(西山城)을 비롯하여 용봉산성
(龍峰山城)･동평산성(東坪山城)･마성산성(馬城山城) 등이 있고, 역시
관산성이 있던 곳으로 거론되는 고리산에는 환산성(環山城)도 있다.
또한 현재의 지명인 ‘월전리’는 ‘월곡(月谷, 다리골)’과 ‘군전이(軍
田)’를 합하면서, 월곡의 ‘월’자와 군전의 ‘전’자를 한자씩 취하여 월
전리라 하였다. 치열한 역사의 홀로 서있는 성왕의 유적비는 1500
여 년 전의 아픈 역사를 바람처럼 들려주고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구진벼루/성왕교
| 주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4) 『日本書紀』 권19 欽明紀 15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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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태자의 전설을 간직한 장령산(長靈山) 용암사(龍巖寺)의 마애불
옥천역 앞에서 바로 영동 쪽으로 이어지는 4번국도로 들어선다.
국도 제4호선은 서쪽으로는 전북 부안군으로부터 서천, 부여, 논산,
계룡, 대전을 지나 옥천에 들어서고 동남쪽 방면으로 영동, 김천, 칠
곡, 대구, 경산, 영천, 경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옥천에서는 군북면,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을 통과하고 있어 고대 신라와 백제의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이 일어났던 도로의 주변 산길과 물길을 지나고 있다.
오른쪽으로 장령산(長靈山)을 두고 지난다. 장령산(656m)은 옥천
군 옥천읍과 군서면, 이원면을 잇는 옥천의 명산으로 이원면 남부를
병풍처럼 둘러친 대성산과 이어지고 있다. 사실 장령산은 1961년
정부에서 제작된 각종 지도에서 ‘장용산(壯龍山)’이라고 잘못 표기된
이래 30여 년 간 잘못 사용되었으나, 1995년에 충청북도 지명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다시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이곳 장령산에 용암
용암사

20

사가 있다.
용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法住寺)의 말사
로서, 천축국(天竺國)에 갔다가 귀국한 의신조사(義信祖師)에 의해서
552년(진흥왕 13)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의신조사는 이듬
해인 553년에는 법주사를 창건하였고, 567년에는 청주 보살사(菩薩
寺)를 창건하였던 스님으로 전해진다. 용암사가 천년고찰로 알려진
법주사의 창건보다 1년이 앞선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사
찰에는 신라 말 마의태자(麻衣太子)가 금강산으로 가던 길에 잠시 머
물러 용바위 위에 서서 신라의 서울이 있는 남쪽 하늘을 보며 통곡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마의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태자
로서 935년에 아버지인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고려에 귀부(歸附)하
고자 할 때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天命)이 있으니 힘을 다하
지 않고 천년사직을 가벼이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
였다. 그러나 경순왕은 무고한 백성을 더이상 죽일 수 없다 하여 시
랑 김봉휴(金封休)를 시켜 국서를 보내어 고려에 항복하였다. 마의태
자는 통곡하며 왕을 하직하고 개골산(皆骨山)으로 들어가 바위에 의
지하여 집을 짓고 초식으로 연명하며 일생을 마쳤다고 전한다.
마의태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옥천 용암사 마애불>에도 전하고
있다. 마애불은 대웅전의 뒤편 암벽에 조각되었는데 바위 면을 안쪽
으로 오목하게 파낸 감실(龕室; 성스러운 대상을 보시는 공간)의 형
태 속에 서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살짝 도드라지게 새겼다. 이 불상
에는 마의태자를 추모하였던 신라 도공(陶工)의 후손이 염불하는 태
자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미륵불을 조각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마의태자상’이라고 부르는 이도 많았다고 한다.
이 불상은 자연암반을 치석한 이후 불상을 새겼다. 지면에서 상당
히 떨어진 곳에 연화대좌를 두고 그 위에 단정하게 서 있는 입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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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사 마애불

상호(相好; 부처님의 얼굴용모)는 달걀형으로 위는 조금 넓고 아래
로 내려오며 좁아드는 갸름한 형태이다. 그 안에 가늘고 길게 표현
한 반개(半開)한 듯 안한 듯한 눈, 길게 내려간 굵지 않은 코, 작은 입
그리고 어깨에 닿을 듯 내려온 큰 귀 등을 묘사하였다. 머리 형태는
소발(素髮; 별다른 장식이 없는 민머리형)의 머리에 육계를 두었는
데, 가는 음각선을 그려 머리와 육계를 구분하였다. 목에도 얇은 세
줄의 음각선으로 삼도(三道; 불상의 목 주위에 표현된 3개의 주름.
생사(生死)를 윤회하는 인과(因果)를 나타내는 것으로 혹도(惑道) 또
는 번뇌도(煩惱道), 업도(業道), 고도(苦道)를 의미)를 묘사하였다.
어깨는 넓은 편으로 각이 져 있으며 가슴을 쫙 펴고 앞으로 내밀고
있다. 부조상이기는 하나 어깨나 가슴, 팔뚝 등에 양감이 드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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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구가 당당하게 보인다. 왼손은 대의(大衣; 스님들이 입는 三衣가운
데 가장 큰 옷)자락을 쥔 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면서 자연스럽
게 앞으로 뻗어 내리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 부근까지 들어 올리고
있는데 검지와 소지를 구부리고 있다.
착의(着衣)는 편단우견(偏袒右肩;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옷 모양
새)의 형식이다. 승기지(僧祇支; 삼의 안에 입는 가슴을 가리는 옷)와
군의(裙衣; 허리로부터 무릎 아래까지를 덮는 하의)를 입고 허리에 띠
를 묶고 있으며, 오른쪽 어깨에는 편삼(褊衫; 삼의 안에 입는 승기지
와 부견의를 서로 교차하도록 꿰매고 소매를 단 윗옷)을 걸치고 가장
바깥에는 대의를 둘렀다. 대의의 옷 주름은 몸 앞에서 V자형으로 거
의 같은 간격을 이루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양으로 묘사하였다.
광배는 원형의 두광(頭光; 부처님의 머리에서 발하는 빛)과 불신을
둘러싼 신광(身光; 부처님의 몸에서 발하는 빛)이 연결된 거신광배
(擧身光背; 두광과 신광을 함께 묘사한 광배)이다. 광배에는 문양의
표현은 없고 정으로 긁어내린 듯 결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마치
화염문(火焰紋; 불꽃무늬)을 표현한 것 같이 보인다. 대좌는 중판(重
辦; 겹꽃)의 앙련(仰蓮; 꽃부리가 위로 향한 연잎)과 복련(覆蓮; 꽃부
리가 아래로 향한 연잎)이 서로 마주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양식적인 특징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 불상양식이 형식
화되어 가는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용암사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 주변 볼거리 :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용암사 극락전, 용암사 천불전, 용암사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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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비보(山川裨補) 신앙을 담은 용암사의 쌍탑
대웅전의 북편 언덕에는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沃川 龍岩
寺 東･西 三層石塔)>이 자리하고 있다. 이 쌍탑은 지대석을 암반 위
에 두고 기단을 올리고, 그 위로 각각 3층의 탑신과 옥개석(屋蓋石;
지붕돌) 그리고 상륜부(相輪部; 탑의 윗부분에서 장엄하게 꾸며주는
장식)를 올려놓았다. 전체적으로 폭이 넓지 않고 위로 솟은 듯 세장
(細長)한 느낌은 비슷하나 각 부분의 양식과 석재의 결구 수법 등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양식적으로 간략화되었다고 이해되고 있
어 고려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탑은 본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공간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당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간혹 사찰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일부 다
른 공간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다. 사찰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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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배 공간인 법당을 중심으로 그 앞으로 석탑과 석등이 배치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런데 옥천사의 탑은 일반적인 배치와 달리
대웅전의 앞이 아니라 사방이 한 눈에 조망되는 북쪽 낮은 봉우리에
있다. 이곳은 사방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고려시대에 이
르러 성행했던 산천비보(山川裨補) 사상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
된다.
산천비보사상은 신라 말의 선승(禪僧)이었던 도선국사(道詵國師)
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국사는 승려보다는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널리 알려져 우리 풍수지리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신화적인 존재
로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도선국사는 15세에 출가하여 월유산 화엄사(華嚴寺)에서 승려가
되었고, 846년(문성왕 8) 곡성 동리산(桐裏山)의 혜철(惠徹)을 찾아
가 ‘무설설(無說說) 무법법(無法法)’의 법문을 듣고 오묘한 이치를 깨
달았다고 한다. 전남 광양 백계산 옥룡사(玉龍寺)에 자리를 잡고 후
학들을 지도하였는데, 언제나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한
다. 고려 숙종은 대선사(大禪
師)를 추증하고 왕사(王師)를
추가하였으며, 인종은 선각국
사(先覺國師)로

추봉(追封)하

였다.
국사의 저서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선비기』,
『송악명당기(松 岳明 堂記 )』,
『도선답산가(道 詵踏 山歌 )』,
『삼각산명당기(三角山明堂
용암사에서 바라본 옥천읍 삼청리 일원

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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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태조 왕건은 태조는 불교를 신봉하였고 동시에 예로부터 민
간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도선비기』에 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쏟
았다. 그 인식을 반영한 것이 『고려사』에 보이는 「훈요십조(訓要十
條)」이다.
계묘 26년(943) 여름 4월 왕이 내전(內殿)에 나아가 대광 박술희(朴述希)
를 불러 친히 「훈요(訓要)」를 내렸는데 여기서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순(舜) 임금은 역산(歷山)에서 농사짓다가 마침내 요(堯)로
부터 왕위를 받았고, 고제(高帝)는 패택(沛澤)에서 몸을 일으켜 드디어 한
(漢)의 왕업을 일으켰다고 한다. 나도 한미한 가문에서 몸을 일으켜 외람
되게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았다. 여름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
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을 태우고 생각을 수고롭게 한 지 19년 만
에 삼한을 통일하고 감히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나 되었고 몸은 이미 늙
었다. 다만 두려운 것은 후사(後嗣)가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대로 하여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하는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할
만하다. 이에 「훈요」를 지어 후세에 전하노니, 바라건대 밤낮으로 펼쳐
보아 길이 귀감으로 삼으라.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분향하고 수도하게 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직책을 다하도록 하
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이 정권을 잡고 승려의 청탁을 받아 각자의 사사
(寺社)를 경영하며 서로 싸우며 바꾸고 빼앗는 일을 결단코 마땅히 금지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사원은 모두 도선(道詵)이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을 미루어
점쳐서 개창한 것으로, 도선이 이르기를, ‘내가 점을 쳐 정한 곳 외에 함
부로 덧붙여 창건하면 지덕(地德)이 줄어들고 엷어져 조업(祚業)이 길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이나 공후(公侯)･후비
(后妃)･조신(朝臣)이 각각 원당(願堂)이라 일컬으며 혹시 더 만들까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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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근심스럽다. 신라 말에 다투어 사원을 짓다가 지덕이 쇠하고 손상되
어 결국 망하는 데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려사』권2 「세가」권제2 태조 26년 4월)

『고려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려대 만들어진 많은 사찰
은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을 기본으로 하여 조성을 하였고, 그에 더
하여 지기(地氣)가 많고 부족한 부분을 가려 탑과 부도를 세워 부족
한 부분을 채워〔裨補〕나갔다. 이 같은 국가적 정책은 고려시대 내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198년(신종 원년)에 <산천비보도감(山川裨
補都監)>의 설치는 그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신종(神宗) 원년(1198)에 재추(宰樞) 및 중방(重房)･최충헌(崔忠獻) 등이
술사(術士)를 모아놓고, 나라 안의 산천의 보호를 받아 국기(國基)를 연장
할 것을 의논하고 마침내 도감(都監)을 설치하였다.
(『고려사』권77 「지」권제31 백관 2 산천비보도감)

고려시대 전국에 걸쳐 있던 비보사찰로는 태조대에 도성 안에 창
건한 10대 사찰〔법왕사(法王寺)･왕륜사(王輪寺)･자운사(紫雲寺)･내
제석사(內帝釋寺)･사나사(舍那寺)･천선사(天禪寺)･신흥사(新興寺)･
문수사(文殊寺)･원통사(圓通寺)･지장사(地藏寺)〕을 비롯해 왕실의 진
전사원(眞殿寺院) 등 3,000개 이상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당
시 비보사찰로 지정된 절은 국가로부터 전(田)과 민(民)을 분급 받아
사원에 소속된 특수 촌락인 촌장(村莊) 혹은 사장(寺莊)을 지배, 운영
하였는데, 그 촌락의 운영은 비보사찰의 주지가 담당하였다.5)

5) 황인규, 「고려시대 사찰과 불교문화 –비보사사와 그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
와 교육』12, 역사와 교육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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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탑 두 기(基)는 크기만 조금 다를 뿐 자연암반 위에 2층의 기단
을 두고 3층의 탑신을 올린 구성은 똑같다. 다만, 서탑의 경우 2층과
3층 탑신의 몸돌이 결실되어 새로이 보충해 놓은 것이다. 두 개의 탑
이 한 공간에 있는 사례는 많으나, 용암사의 쌍탑과 같이 사방이 조
망되는 위치에서 암반 위에 조성된 사례는 상당히 드물어 중요한 유
물로 평가되고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용암사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 주변 볼거리 : 용암사 마애불, 용암사 극락전, 용암사 천불전, 용암사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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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선비정신을 간직한 옥주 사마소(沃州司馬所)
옥천 IC를 빠져나와 옥천구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다. 길은 ‘중
앙로’에서 ‘지용로’로 바뀐다. 현대시 ‘향수(鄕愁)’의 작가인 정지용
의 생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용로’의 ‘향수길’의 골목 한
켠에 <옥주사마소(沃州司馬所)>가 있다.

옥천 옥주 사마소

사마소는 조선 중기 지방 고을의 생원과 진사들이 모여 유학을 가
르치고 정치를 논하던 곳이었다. 또한 향촌의 교화와 지방 행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지방의 향리(鄕吏)를 규찰하고 향풍(鄕風)을 바로잡
기 위해 지방의 품관(品官)들이 조직한 유향소(留鄕所)6)가 있었다.
유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품관들은 품계상으로는 수령보다 높은

6) 향사당(鄕射堂)･풍헌당(風憲堂)･집헌당(執憲堂)･유향청(留鄕廳)･향소청(鄕所廳)･
향당(鄕堂)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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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횡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에 태
종 6년(1406)에는 잠시 없애기도 하였으나, 세조대에 폐지되었고
이후 성종 19년(1488)에 다시 설치되었다.
성종대 반포한 「유향소복설마련절목(留鄕所復設磨鍊節目)」에는 부
(府) 이상 5인, 군(郡) 4인, 현(縣) 3인의 유향품관을 각 경재소(京在
所)가 선정해 그들이 유향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당시 유향소는 향
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통제해 향촌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경재소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훈구파(勳舊派) 재
상들이 대부분의 유향소를 장악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정계에 등장한 사림파(士林派) 관료들은 유향
소의 부진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여씨향약(呂氏鄕約)을 실시하여
풍속 교정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씨향약』 한문
본과 언해본을 단행본으로 간행 반포하여 향약을 전국에 널리 시행하
고자 하였으나, 중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향약이 사회적･문화적 환경
이 다른 조선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여씨향약」을 기본으로 하여 조선사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향약은 퇴계 이황(李滉)의 「예안향약(禮安鄕約)」과 율곡 이
이(李珥)의 「서원향약(西原鄕約)」, 「해주향약(海州鄕約)」, 「사창계약
속(社倉契約束)」,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 등이다.
「예안향약」은 1556년(명종 11)에 퇴계가 예안에 낙향한 후 지방
교화가 미진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현보(李賢輔)의 유지를 이어
제정한 것으로, 향촌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극벌(極罰)･중벌
(中罰)･하벌(下罰)의 3대 항목으로 나누어 과실을 징벌하는 조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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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향대부(鄕大夫)의 직책은 덕행과 도예(道藝)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벌로써 규탄한다. 선비 된 자는 또한 반드시 집에서
닦아 고을에서 드러난 후라야 나라에 등용되니, 이와 같음은 어째서인
가?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은 인도(人道)의 큰 근본이요, 집과 향당(鄕
黨)은 실로 그것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왕(先王)의 가르침은 이것
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법을 세우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후세에 이
르러 법제(法制)는 비록 폐하였으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진실
로 그대로 있으니, 어찌 고금의 마땅함을 참작해서 권하고 징계하지 아
니하겠는가. 지금의 유향소는 바로 옛날 경대부가 끼친 제도이다. 알맞
은 사람을 얻으면 한 고을이 화평해지고, 알맞은 사람이 아니면 온 고을
이 해체가 된다. 더욱이 시골은 왕의 교화가 멀어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공격하고, 강하고 약한 자들이 서로 알력을 벌이고 있으니
혹시라도 효제충신의 도가 저지되어 행해지지 못하면 예의를 버리고 염
치가 없어지는 것이 날로 심해져서 점점 이적(夷狄)이나 금수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이 실로 왕정(王政)의 큰 걱정인데, 그 규탄하고 바
로잡는 책임이 이제는 유향소로 돌아오니, 아아, 그 또한 중하다.
우리 고을은 비록 땅은 작으나 본래 문헌의 고을로 이름이 났고 유현(儒
賢)이 많이 나서, 왕조에 빛나는 자가 대대로 자취를 잇대었으므로 보고
느끼고 배우고 본떠서 고을의 풍속이 매우 아름답더니, 근년에는 운수가
좋지 못하여서 덕이 높아 존경받는 여러 공(公)들이 서로 잇달아 돌아갔
다. 그러나 오히려 오래된 집 안에 남아 전하는 법도가 있어 문의(文義)
가 높고 성하니, 이를 서로 따라서 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
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인심이 고르지 않고 습속이 점점 그릇되어 맑은
향기는 드물게 풍기고, 나쁜 얼[萌孽]이 사이에서 돋아나니, 지금 막지
않으면 그 끝이 장차 이르지 않을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숭정대부(崇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농암(聾巖) 이현보
(李賢輔) 선생이 이러함을 근심하여 일찍이 약조를 세워서 풍속이 정중하
게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였는데, 지금 지사(知事)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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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아들이 방금 경내(境內)에서 거상(居喪)하고 나 역시 병으로 전원(田
園)에 돌아와 있는데, 고을 어른들이 다 우리 몇 사람으로 하여금 속히
선생의 뜻을 이룩하라고 책임 지우는 것이 매우 지극하였다. 사양했으나
되지 않아 이에 서로 함께 의논하여, 그 대강만 들어서 이같이 하고, 다
시 고을 사람에게 두루 보여 가부(可否)를 살핀 뒤에 정하였으니, 영원토
록 행하여도 폐단이 없을 것이다. 혹은 이르기를, “먼저 가르침을 세우지
않고 다만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된다.” 하니, 그 말이 진실로 그럴
듯하다. 그러나 효제와 충신은 사람이 타고난 성품에 근본 하였고, 더구
나 나라에서 상(庠)과 서(序)를 베풀어 가르침을 권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아님이 없으니, 어찌 우리가 지금 특별한 조목을 세우겠는가. 맹자가 말
하기를, “도가 가까운 데 있는데 먼 데서 구하고, 일이 쉬운 데 있는데 어
려운 데서 구하도다. 사람마다 부모를 사랑하고 그 어른을 존대하면 천
하가 편안해진다.” 하였으니, 이것은 공자의 이른바 지덕(至德)이며 요도
(要道)요, 선왕이 인심을 착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고을의 모든 선비들이 성명(性命)의 이(理)를 근본하고
국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집에 있어서나 고을에 있어서나 각기 사람의 도
리를 다하면, 곧 이것은 나라의 좋은 선비[吉士]가 되어서 혹은 궁하거나
달하거나 서로 힘입을 것이니, 오직 반드시 특별한 조목을 세워서 권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역시 형벌로 쓸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같이 함
을 알지 못하고 예의(禮義)를 침범하여 우리 고을의 풍속을 허물면, 이는
바로 하늘이 버린 백성이니 아무리 형벌을 살지 않고자 하나 그렇게 되
겠는가. 이 점이 오늘날 약조를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가정 병진년(1556, 명종11) 12월에 고을 사람 이황은 서한다.
부모에게 불순한 자(불효한 죄는 나라에서 정한 형벌이 있으므로 우선
그다음 죄만 들었다.)
형제가 서로 싸우는 자(형이 잘못하고 아우가 옳으면 균등하게 벌하고,
형이 옳고 아우가 잘못하였으면 아우만 벌하며, 잘못과 옳음이 서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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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면 형은 가볍고 아우는 중하게 처벌한다.)
가도(家道)를 어지럽히는 자(부처(夫妻)가 치고 싸우는 일, 정처(正妻)를
쫓아내는 일, 아내가 사납게 거역한 경우는 죄를 감등한다. 남녀 분별이
없는 일, 적첩(嫡妾)을 뒤바꾼 일, 첩으로 처를 삼은 일, 서자[孽]로 적자
[適]를 삼은 일, 적자가 서얼을 사랑하지 않는 일, 서얼이 도리어 적자를
능멸하는 일)
일이 관부(官府)에 간섭되고 향풍(鄕風)에 관계되는 자
망녕되이 위세를 부려 관을 흔들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향장(鄕長)을 능욕하는 자
수절(守節)하는 상부(孀婦)를 유인하여 더럽히는 자
이상은 극벌(極罰)에 해당한다. 상ㆍ중ㆍ하의 구분이 있다.
친척과 화목하지 않는 자
본처[正妻]를 박대하는 자(처에게 죄가 있는 경우는 감등한다.)
이웃과 화합하지 않는 자
동무들과 서로 치고 싸우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사풍(士風)을 허물고 더럽히는 자
강(强)함을 믿고 약한 이를 능멸하고 침탈(侵奪)하여 다투는 자
무뢰배와 당을 만들어 횡포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
공사(公私)의 모임에서 관정(官政)을 시비하는 자
말을 만들고 거짓으로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자
환란(患亂)을 보고 힘이 미치는 데도 가만히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 자
관가의 임명을 받고 공무를 빙자하여 폐해를 만드는 자
혼인(婚姻)과 상제(喪祭)에 아무 이유 없이 시기를 넘기는 자
집강(執綱 좌수(座首))을 업신여기며 유향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유향소의 의논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집강(執綱)이 사사로이 향안(鄕案)에 들인 자
구관(舊官)을 전송하는데 연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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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중벌(中罰)에 해당한다. 상ㆍ중ㆍ하의 구분이 있다.
공회(公會)에 늦게 이른 자
문란하게 앉아 예의를 잃은 자
좌중에서 떠들썩하게 다투는 자
자리를 비워 놓고 물러가 편리한 대로 하는 자
연고 없이 먼저 나가는 자,
이상은 하벌(下罰)에 해당한다. 상ㆍ중ㆍ하의 구분이 있다.
원악 향리(元惡鄕吏 지위를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지방관서의 향리)
아전으로서 민가(民家)에 폐를 끼치는 자
공물(貢物) 값을 범람하게 징수하는 자
서인(庶人)이 문벌 있는 자손을 능멸하는 자
(『퇴계선생문집』제42권, 서, 鄕立約條序 附約條)

이 향약은 퇴계 생존 시에는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뒤 영남학파
의 전통을 이은 제자, 문인들에 의하여 영남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용되었다.
한편 율곡 이이는 「서원향약」을 통하여 퇴계의 「예안향약」을 더욱
발전시켰다. 반(班)･양(良)･천민(賤民) 등 모든 주민을 참여시키는 계
조직을 향약조직과 행정조직에 연계시켜 활용하였고, 향약의 내용
에서도 권면해야 할 선목(善目)과 규계해야 할 악목(惡目)을 구분, 정
리하여 적용한 것이다.
사마소 역시 향약을 중심으로 향촌의 교화에 기여하였다. 다만 처
음에는 생원･진사들의 친목과 학문･정치토론 및 교육활동 등으로
향촌 교화에 기여하였으나 점차 압력단체로 발전하여 수령의 지방
통치에 간섭하기도 하였다. 사마소는 대개 고을의 관아 근처에 있었
는데 하나의 특수기관처럼 행세하여 수령이나 향리(鄕吏)들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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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력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
다. 또 노비와 토지를 확보하여 재산 증식을 하기도 하고 향리나 백
성들을 함부로 잡아다 형벌을 주는 등의 폐단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특히 호남과 영남지방에서 심하였다. 사마소는 늙은
유향품관들이 운영하는 유향소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다가 1603년
(선조 36) 유성룡(柳成龍)의 건의로 혁파되었으나 지방에 따라 인조
때까지 그 유습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옥주사마소>의 주련(柱聯)에는 향리사람들을 교화 선도하기 위하
여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4대 강목이 걸려 있다. 첫째 ‘덕업상권’은
‘덕을 닦는 일을 서로 권한다’는 뜻이다. 둘째 ‘과실상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충고하고 경계한다’는 뜻이다. 셋째 ‘예속상교’는
‘예법을 지키는 풍속에 서로 교류한다’는 뜻이다. 넷째 ‘환난상휼’은
‘걱정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에 서로 구제한다’는 뜻이다.

35

이 건물은 조
선

효종

5년

(1654)에 세워
진 것으로, 우
암 송시열이 쓴
「의창중수기(義
倉重修記)」에
의하면 이 건물
은 원래 어려운
백성을 위하여
곡식을 저장해
두던 의창 건물을 뜯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규모는 앞면 5칸･옆
면 2칸이고, 지붕은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과 비슷한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앞면 4칸에 툇마루를 두고, 그 뒤로 오른쪽에는 마루, 왼
쪽에는 온돌방과 부엌을 두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 사마소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 주변 볼거리 : 정지용 생가, 정지용 문학관, 옥천향교, 육영수 여사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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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서 내려 존경을 담고 걸어오라’ 옥천향교
<옥주사마소>를 나와 옥천읍의 진산인 마성산(馬城山)을 향해 가
면 교동리(校洞里)가 나온다. 전국 어느 곳이든 향교가 있었던 자리
는 모두 ‘교동’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
옥천향교의 뒷산은 마성산(해발 409m)으로 옥천 고을 구읍의 진
산(鎭山)이라 하며 또는 풍수지리적으로 주산(主山)으로도 불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옥천군 산천조에는 16세기 옥천군의 산천에 대
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산천】 마성산(馬城山) 고을 북쪽 2리에 있다. 진산(鎭山)이다. 세상에 전
하기를, 지방 사람들이 말의 조상에 제사지냈으므로 이 이름이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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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륵산(智勒山) 고을 남쪽 53리에 있다. 삼성산(三城山) 고을 서쪽
5리에 있다. 옛 성의 남은 터가 있다. 동림산(東林山) 고을 남쪽 23리에
있다. 월이산(月伊山) 이산현 남쪽 5리에 있다. 마니산(摩尼山)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또 영동현(永同縣) 조에 있다. 환산(環山) 고을 북쪽 16리
에 있다. 서대산(西臺山)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 차탄(車灘) 고을 동쪽
10리에 있다. 범나루[虎津] 고을 남쪽 52리에 있다. 근원이 전라도 무주
현 덕유산(德裕山)에서 나오고, 하류는 적등진(赤登津)이다. 적등진(赤登
津) 고을 남쪽 40리에 있다. 그 근원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전라도 덕유
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경상도 중모현(中牟縣)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본
도 보은현 속리산에서 나온다. 고을 동쪽을 지나서 차탄(車灘)이 되고,
동북쪽으로는 화인진(化仁津)이 되며, 회인현(懷仁縣)을 지나서 말흘탄
(末訖灘)이 되고, 문의현에서는 형각진(荊角津)이 된다. 공주에 이르러서
는 금강이 되고 곰나루[熊津]가 되며, 부여(扶餘)에 이르러서는 백마강이
되며, 임천(林川)ㆍ석성(石城) 두 고을 경계에 이르러 고성진(古城津)이
되고, 서천군(舒川郡)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화인진(化仁津) 고을 동
쪽 26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제15권, 충청도, 옥천군, 산천)

그 내용을 통해 마성산이 옥천의 진산으로 이해되었고, 이곳에서
‘마조제(馬祖祭)’를 지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현재 옥천에는 옥천
읍 죽향리에 위치한 마성산(馬城山 335.1m)과 교동리에 위치한 마
성산(깃대봉 409.3m) 그리고 군서면에 위치한 서마성산(497m) 등
세 곳이 ‘마성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옥천향교 뒤편은 깃대봉
일대의 산으로 수북, 동이면 남곡리 일대 군동 지역에서 ‘노성산(老
星山)’으로 불리며 음운변화로 ‘노승산(老僧山)’이라고도 부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옥천 향교는 1398년(태조 7)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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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소실
되었다가 그 뒤 중건되었고, 현대에 들어온 1954년에 유림총회에서
황폐한 향교 재건을 결의하여
1961년 복원, 1966년과 1974
년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
전･명륜당･동재(東齋)･서재(西
齋)･내삼문(內三門)･외삼문(外
三門) 등이 있다.
향교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에는 국
옥천향교

학(國學; 國子監)을 두고, 지방
에는 향학(鄕學)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려사』에는 성종대에 지방의 12목(牧)에 경학박사(經
學博士)･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지방 학생의 교육
을 담당하게 하였고, 인재를 널리 추천하라는 교서를 내렸던 기록이
있어 국가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이 달에 정우현(鄭又玄) 등을 급제시키고,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옛날 매듭을 묶어 글자를 대신하던 때로부터 이미 괘를 그려[畫卦] 〈글
자로 사용한〉 이래 북극성같이 높은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은 백성을 위해[南面] 나라를 경영하는 주체로 반드시 오상(五常)을 익혀
교화를 베풀고 6경(經)에 근거하여 법규를 취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순(舜)임금은 상상(上庠)과 하상(下庠)을 열었고 하후씨(夏后氏)는
동서(東序)와 서서(西序)를 두었으며, 은(殷)은 국학(國學)과 태학(太學)을
정비하였고 주나라는 동교(東膠)와 우상(虞庠)을 세웠다. 선생을 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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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經書)를〉 토론하게 하고 국자(國子)들에 명하여 경험하고 익히게
하니, 군신(君臣)과 부자(父子)가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는 기풍을 알게 되
었고 『예기(禮記)』･『악경(樂經)』･『시경(詩經)』･『서경(書經)』이 족히 군자
의 경륜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었다. 인륜의 궤범(軌範)과 왕도의 기강(紀
綱)이 밝아져 볼 만하게 되어 빛나는 것이 바로 이런 까닭이다. 나의 도
는 천명을 받기에 부끄럽고, 덕은 세상을 다스리기에 부족하지만 외람되
게도 열성(列聖)의 위대한 왕업을 이어받아 삼한의 왕업을 갑자기 차지
하게 되니, 마음엔 두려움이 남아있고 생각하니 부지런함만이 절실하다.
바라건대 풍속으로 가벼워졌던 것을 바꾸어 사람들이 예의와 겸양을 알
게 하고, 배움의 터전에는 공부하는[鼓篋] 무리가 늘어나 많아지며 쌀 창
고와 곡식 노적가리에는 책 읽는 사람들로 빼곡히 차게 하려고 한다. 하
물며 생명을 지키는 도리는 병을 고치는 것을 우선하니 그런 까닭에 신
농씨(神農氏)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에는 약초(藥草)를 갖추어 맛보았고,
진시황(秦始皇)은 모든 서적을 불태우면서도 의경(醫經)만은 없애지 않았
다. 장차 백성의 어려움과 위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전한
의술을 널리 퍼트림이 중요하다. 요즈음 여러 주군현(州郡縣)의 자제들을
널리 모아 개경(開京)에 와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더니, 과연 바람을 타듯
이 부름에 응하여 이르러와 강의하는 곳 안에 학도들이 자못 많아졌다.
그들이 대부분 집을 떠나 먼 길을 와서 객이 된 지 오래되어 뜻은 산과
같이 게을러지고 도리어 마음은 흙을 품은 듯 깊어만 간다. 고향을 떠나
외로운 처지를 가엽게 여겨 유시(諭示)하는 말을 내리니, 머물기를 바라
는 자는 뜻대로 개경에 머물고 물러가기를 구하는 자는 부모님 계신 고
향으로 돌아감을 허락한다. 각자에게 내려줄 것이니 물러갈지 말지를 정
하도록 하라. 그러나 두려운 것은 본성(本性)에 총명함이 있으면서도 스
승의 가르침이 없어 아직 한 경(經)의 뜻도 배우지 못하고 몇 년[數紀]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비록 앞길이 있다 하더라도 헛되이 쓰레
기가 될 것이니 인재를 얻을 계책이 없는 터에 무엇을 말미암아 선비를
구할 수 있으랴? 이제 경서에 통달하고 책을 두루 읽은 선비와 온고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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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故知新)하는 무리들을 뽑아 12목(牧)에 각각 경학박사(經學博士) 1명
과 의학박사(醫學博士) 1명을 차견(差遣)할 것이다. 부지런히 행하여 잘
이끌고 여러 학도들을 잘 교육시키면 반드시 그 공적의 깊고 옅음을 헤
아려 순서를 뛰어넘어 관직에 발탁하는 영예로 장려할 것이다. 여러 주
군현의 장리(長吏)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고 배울 만한 재주 있는 아이
가 있는 자들은 이에 응해 마땅히 선생으로부터 열심히 수업을 받도록
가르치고 경계해야 한다. 만일 그 부모가 나라의 풍교(風敎)를 알지 못하
고 가산(家産)을 경영(經營)하느라 다만 오늘 아침의 이익만 보고 다른 날
의 영화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이르기를, ‘배우고 익혀서 무엇을 하느냐?
책 읽는 것은 이로움이 없다.’고 하여 도리어 고생스레 공부[編柳]하는
것을 가로막고 오직 땔나무만 중요하다 한다면 그 자식은 이가 빠질 때
까지 들을 수 없으며 그 부모 또한 영예로운 몸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저 영월(寗越)이 농사를 내던지고 공부해 귀함을 얻은 것과 광형(匡衡)이
벽을 뚫고 공부해 성공한 것, 혹은 주옹자(朱翁子)가 비단옷을 입고 고향
에 돌아온 것,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초헌(軺軒)을 타고 촉(蜀)으로 돌아
온 사례는 모두 뜻한 바의 학업에 부지런함으로써 영예로운 이름을 세운
것이니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많이 아름답게 권장해야
하겠다. 아아! 품고 있는 재능과 안고 있는 그릇으로 임금을 섬김은 곧
충성의 시작이며,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써 부모를 드러냄은 효의 끝이
니 충효로 칭송받을 만하다면 총애와 영화를 어찌 아끼겠는가? 오늘 이
후로부터 만약 어려운 중에서 공부[螢窓]에 힘쓰며 뜻을 두는 이, 학교
[鱣肆]에서 경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 효도와 우애로 소문이 난 이, 의
술이 쓸 만한 이가 있거든 해당 지역의 목재(牧宰)･지주(知州)･현관(縣官)
들은 갖추어 기록하여 개경(京師)에 천거해 올리라.”라고 하였다.
(『고려사』권3, 세가 권제3, 성종6년 8월)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과거제도와 함께 상당히 발전되었다. 자연
스럽게 향교는 각 지방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에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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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과 현(縣)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었는데, 그 학생수도 법전인 『경
국대전』에 부와 대도호부는 90명, 도호부는 70명, 군 50명, 현 30
명을 둔다고 규정해 놓기도 하였다.
향교의 건축도 문묘(文廟) 건축과 함께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였는
데, 문묘를 중심으로 한 존현공간(尊賢空間)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
는 강학공간(講學空間)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구별되
고 있다.
첫째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이다. 이는 앞쪽으로 문묘를
중심으로 한 존현공간(尊賢空間)을 두고, 그 뒤편에 명륜당을 중심으
로 하는 강학공간(講學空間)이 배치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평지
에 많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이다. 보통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산언덕에 터를 마련할 때에는
전면 낮은 곳에 명륜당을 세우고 뒷면 높은 터에 문묘를 건립하였
다. 셋째는 산언덕에 공간을 구성하면서 좌향(坐向)으로 왼쪽에 문묘
를, 오른쪽에 강당을 두는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이며, 넷째는
왼쪽에 강당, 오른쪽에 문묘를 세우는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배치
가 있다.

옥천향교 명륜당과 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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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배치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석
전제(釋奠祭)를 지내는 존현공간을 강학공간보다 우위에 두고자 했
다는 점이다. 다만, 향교에서의 존현공간은 성균관 문묘와 같은 배
치를 이루나 규모가 작다는 특징이 있었다.
<옥천향교>는 앞쪽에 명륜당을 두고 뒤에 대성전을 배치한 ‘전학
후묘(前學後廟)’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10철
(十哲)･송조6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모시고, 대성전의 좌우에는 동
무･서무가 배치되어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
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조성되어 장중한
느낌을 준다.
현재 향교로 들어가는 골목에 들어서면
홍살문이 있고 그 옆에 ‘하마비(下馬碑)’가
한켠에 서 있다. 이 비석에는 “대소 관리로
서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
라(大小官吏過此者皆下馬)”는 글을 적어 이
곳을 지나는 사람에게 경계하고 있다.
<옥천향교>로 들어서는 길에 마주하는
‘하마비’를 통해 엣날 교육을 생각했던 선조
들의 선학을 위한 존숭과 정성을 생각하게
된다.
옥천향교 하마비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향교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 주변 볼거리 : 하마비, 옥천 사마소, 정지용 생가, 정지용 문학관, 육영수 여사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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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의 뒤를 잇다. 옥천 후율당(後栗堂)
옥천군 안내면에 위치한 <옥천 후율당>은 문열공(文烈公) 조헌이
후학을 가르쳤던 곳이었다. 이름은 율곡 이이(李珥)의 후학임을 자처
하여 자호(自號)를 후율(後栗)이라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용
촌 밤티[栗峙]에 있던 것을 1854년 안내면 백양리로 이건하였다가
1864년 현 위치로 이전한 뒤, 1977년 정화사업으로 전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옥천 후율당

문열공(文烈公) 조헌의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배천(白川)’은 지
금의 황해도 연백군의 옛 지명으로 한자로 ‘白川’이라고 쓰지만 ‘배
천’으로 읽는다. 고려 초에 배주(白州)로 고쳤으며 의종 때 해주(海
州)에 속하게 하였다. 조선 태종 때 배천군으로 개칭되어 1914년 연
안(延安)에 병합되어 연백군(延白郡)이 되었다.
문열공은 율곡(栗谷) 이이와 우계(牛溪) 성혼의 문하에서 글을 배
웠다. 156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568년(선조 1) 처음
으로 관직에 올라 정주목･파주목･홍주목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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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風)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이후의 관직 생활에서 누차에 걸친 상
소와 직간(直諫)으로 유배되거나 파직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문열공의 강직한 성품과 후학들에 대한 교육
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조헌(趙憲)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의 뜻은 출신 가문이 미천하기 때문
에 예조 좌랑을 사직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새로운 계(啓)를 진술(陳述)하
기를,
“시간이 있는 인장(印匠)들을 시켜 진서산(眞西山)의 『정경(政經)』과 『지
지당고(止止堂稿)』를 인각(印刻)하게 하시고, 또 『동몽수지(童蒙須知)』를
인쇄하소서. 한 질의 『정경』은 백성을 기르는데 이보다 절실한 책이 없
으니 만약 성은을 입어 민생을 깨우치기로 기약하신다면 1본(本)은 중앙
에 두고 그 나머지는 책 첫 면에 어보(御寶)를 찍고 아울러 경계하는 말
을 써서 8도의 대읍(大邑)에 반포하되, 모든 공액(貢額) 이외에 지가(紙
價)를 더 거두는 등의 백성을 괴롭히고 관리를 살찌우는 일이 없게 하소
서." 하고, 또 진술하기를,
"계장(薊將) 척원경(戚元敬)은 사람됨이 공정하고 부지런하며 적(敵)을 물
리쳤으니, 그의 문집을 비변사에 내려 초록(抄錄)하여 널리 반포하게 하
소서. 신이 또 『동몽수지』를 보건대, 자제를 미리 가르치고 바르게 기르
는 데는 이 책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형들은 이
책으로 먼저 자제를 가르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제가 장대한 뒤에
는 부형의 명이 항거하여 『소학』･『대학』에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회
암(晦菴) 주자(朱子)께서 긴절하게 후세를 계도(啓導)하신 뜻이 폐추(廢
墜)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제조(提調) 유희춘(柳希春)에게 구결
(口訣)을 묻고 김현성(金玄成)에게 책을 빌려다가 베껴서 현재 판각(板刻)
이 이미 끝나 곧 인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쇄가 끝나는 대로 15질을
각각 묶어서 8도 감사에게 보내겠으니, 열읍(列邑)에서 오는 이민(吏民)
들로 하여금 각각 한 부씩을 베껴서 돌아가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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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이 또 『주자어류(朱子語類)』･『주자대전(朱子大全)』 등의 책을 보건
대 모든 이치가 분명하였습니다. 이는 주자께서 당시에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것을 글로 써서 만세에 전하여 가르치신 것이니, 전하께서 주자
의 가르침을 미루어 밝히려 하신다면 주자의 글들을 널리 인쇄하여 반포
하는 것이 실로 우리나라 천백 년의 다행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8도
와 토관(土官)이 있는 4∼5곳에 모두 이 책을 간직하여 감사･병사･수령･
변장(邊將)들과 기타 뜻 있는 곤궁한 선비들로 하여금 각각 그 사류(事類)
를 찾아보게 하소서.”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가 예관(禮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인쇄한
3종의 책은 각각 한두 질씩을 올리라.”하였다.
(『선조실록』9권, 선조 8년 3월 16일 을묘, 1575)
전 제독관 조헌(趙憲)이 소를 올려 경상(卿相)들을 내리 무함하여 여지없
이 매도하고, 또 박순(朴淳)･정철(鄭澈)･성혼(成渾)･송익필(宋翼弼)･심의
겸(沈義謙)의 현명함을 진술하여 그 화를 사림에 전가시키려 하므로 찬출
(竄黜)을 청하니, 상이 계교할 나위가 없다고 답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3일 병진, 1588)

1575년 3월 문열공 조헌은 예조좌랑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출신
가문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관작을 물러나겠다는 뜻과 함께 중국 송
(宋)의 거유(巨儒)로 존숭되었던 진덕수(眞德秀)가 편찬한 『정경』과
중국 명(明)의 장수인 척계광(戚繼光)의 문집인 『지지당고』를 간행하
기를 상소하였다. 『정경』이 세상을 경영하기 위한 책이며, 『지지당
고』는 명나라 후기에 왜구 및 몽골과 싸워 큰 전공을 세우며 국가를
위험에서 구한 인물의 문집이었다는 점에서 문열공의 국가를 위한
생각이 깊고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가 어린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예절을 수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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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서(修身書)였던 『동몽수지』를 간행하고자 한 것도 매우 중요하
다. 이 책에는 의복･갓･신을 갖추는 일부터 올바른 언어와 걸음걸이
를 익히는 일,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책을 읽고 글자를 쓰는
일 등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행실과 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 어버이를 섬기는 일, 사물을 접하여 이치를 궁리하는 일 등 학문
하는 기본적인 태도 등을 매우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문열공의 교육관을 짐작하게 한다. 주자의 가르침
과 함께 율곡과 우계의 문하에서 배웠던 엄정함은 관직 생활 동안에
변함없이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경상(卿相)들에 대한 비판 역시 칼
날 같은 매서움을 간직하였던 것이리라. 그리고 그 같은 생각과 행
실이 그대로 임진왜란 동안의 의병 활동과 순국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열공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옥천군 안읍밤티(安邑栗峙)로 들어
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였다. 그러나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
인 이우(李瑀)･김경백(金敬伯)･전승업(全承業) 등과 의병 1,600여 명
을 모아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영규(靈圭)의 승군(僧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의 방해
로 의병이 강제 해산당하고 불과 700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
으로 행진, 영규의 승군과 합진해서,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
와(小早川隆景)의 왜군과 8월 18일 전투를 벌인 끝에 중과부적으로
순국하였다. 이후 1604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
록되고, 1734년(영조 10)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883년(고종 20)
문묘에 배향되었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와 금산의 성곡서원(星谷
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옥천 후율당>에는 정문으로 솟을삼문이 세워져 있고 돌로 쌓은
담장이 둘러져 있다. 뜰에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효자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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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의 아들인 완기(完基)의 효
자 정려가 걸려 있고, 그 우측
에 문열공의 충신 정려도 함께
걸려 있다. 후율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翼工系) 팔
작지붕건물이다.
한편 옥천군 안남면에는 <조
헌 묘소>와 <조헌 신도비> 그
리고 사당인 <표충사(表忠祠)>
가 있다. 조헌선생 사당인 표충
사는 선생 순절 후 선조 41년
인 1608년에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에 세워 이듬해에 조정
에서 편액을 받은 사당이었는
데 여러 번 수해를 입게 되자
현리 마을로 옮겨 세웠다. 숙종

옥천 후율당 효자각

때인 1682년에는 김집과 함께
제사지내며 창주서원(滄洲書院)이란 편액을 받아 이름을 고치기도
하였으나, 경종 때인 1721년 조헌 선생 묘소 아래에 사당을 다시 세
우고 <표충사>라고 하였다. 1734년 영조가 편액을 내려준 뒤 금산
에서 함께 순절한 조헌선생의 아들 조완기(趙完基)를 함께 제사지내
게 하였다.
사당의 옆에는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재실인 영
모재(永慕齋)가 있다. 이 건물은 1812년 세웠는데 일반적인 재실과
달리 안방, 윗방, 건넌방, 대청, 부엌 등 충청지역 살림집의 원형을
갖춘 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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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묘소로부터 동남쪽 약 100m 지점에 위치한다. 비문에는 문
열공의 생애가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전사했던 최후의 격전 금산(錦山)전투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다. 비문은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이 짓고 이조판서 송준길(宋浚
吉)이 행서로 썼으며 두전(頭篆)은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이 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 후율당
| 주소 :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
| 주변 볼거리 : 옥천 가산사, 옥천 표충사, 조헌선생 묘소, 조헌선생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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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오지 마을 답양리의 호국사찰 가산사(佳山寺)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는 옥천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높은
산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가산천이 흐른다. 벼농
사를 주로 하는 농촌마을이지만, 논골(답동), 양지골(양지동), 위터
골(상기동), 지경말, 학골(화꼴, 화학동) 등 계곡 깊이 들어가있는 산
속 마을로 마을사람들 스스로 ‘청정오지마을’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곳 채운산의 중턱에 문열공 조헌과 영규대사(靈圭大師)의 호국정
신이 녹아 있는 가산사가 있다.
가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法住寺)의 말사
로서 720년(성덕왕 19)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그 뒤 작은 암자로
서 명맥만을 유지해오다가 영규대사가 중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왜병에 의하여 전소되었다. 이후 1624년(인조 2) 다시 중건하여 극

답양리 가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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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전과 목불상(木佛像)을 조성하였고, 숙종 때에는 영규의 전공을 기
리기 위해서 이 절을 호국사찰로 지정하고 조헌(趙憲)과 영규 두 의
병장의 영정을 그려서 극락전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18세기 무렵 한
때 폐사되었다가 곧 중건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법주사 산외 말사
로 용암사와 더불어 옥천군의 대표적 사찰로 꼽혀왔다.
가산사 경내로 들어서면 중앙에 극락전을 두고 그 우측에(향좌) 영
정각과 산신각을 배치하였다. 극락전은 1991년경 큰 화재로 인하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그리고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 등 모두 불타 없
어졌다. 지금 법당은 1993년에 다시 세워졌다.
영정각은
지붕 망와에
기록된 명문
을

통하여

1694년(숙
종 20)에 조
성된
가산사 영정각과 조헌영정, 영규대사영정

것을

알 수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집으로 매우 작은 규모지만 원형이 잘 보
존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조헌 선생의 영정과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
시고 있다. 현재 모셔진 영정은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1913~
2001)이 그려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원본의 모본이다. 관복차림의
이 인물상은 직접 보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사실적으로 표현
하고, 옷은 간략하게 담채(淡彩)만 곁들여 그린 전통 초상화로 원본
은 금산 칠백의총관리소에 보관되고 있다.
한편 산신각은 영정각과 동일한 조선 숙종대에 조성된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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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칸, 측면 1
칸의 맞배지붕
집이다. 기단부
는 자연석으로
외벌대 기단을
마련하였고, 원
형의 기둥을 두
고 그 위에 공

가산사 산신각과 산신탱

포와 지붕을 올
렸다. 내부에는 산신탱이 봉안되어 있다.
영규대사(靈圭大師)의 속성은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다. 충남 공주
출생으로 호는 기허(騎虛)이다. 계룡산 갑사(甲寺)에 들어가 출가하
고, 뒤에 휴정(休靜)의 문하에서 법을 깨우쳐 그의 제자가 되었다. 스
님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을 이기지 못하여 3일 동안을 통곡하고
스스로 승장이 되었다고 전한다. 의승(義僧) 수백 명을 규합하여 관군
과 더불어 청주성의 왜적을 공격하여 마침내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규대사와 휘하의 의승이 청주성을 공략한
사실에 대한 조정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도는 적의 요새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청주를 차지한 지가 이미 넉달이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도(右道)
를 엿보며 흉독을 부려 우리의 복심(腹心)의 근심이 되어온 지 오래입니다.
중 영규(靈奎)가 의(義)를 분발하여 스스로 중들을 많이 모아 성 밑으로 진
격하였는데 제일 먼저 돌입하여 마침내는 청주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가
호령하는 것을 보면 바람이 이는 듯하여 그 수하에 감히 어기는 자가 없었
고 질타하는 소리에 1천 명의 중들이 돌진, 제군(諸軍)이 이들을 믿고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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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 무공만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재
기도 심상치 않으니 우선 상을 주고 환속하게 하소서.
(『선조실록』30권, 선조 25년 9월 11일 무진)

청주성 전투는 충청도 서남지역에서 1,600명의 의병을 모은 조헌
과 승장(僧將) 영규대사가 이끄는 약 1,000명의 승병 그리고 방어사
(防禦使) 이옥(李沃)의 500관군과 함께 1592년 8월 1일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가 지휘하는 왜군이 점령하고 있던 청주성을
공략한 전투이다. 이날 종일 계속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왜군은 성
을 버리고 밤사이에 퇴각했다. 청주성의 수복은 청주지역을 회복한
것에서 나아가 왜군이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교두
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탈환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의주까지 피난을 갔던 선조 임금이 청주성의 승전소식을
듣고 영규대사에게 벼슬과 옷을 하사하였으나, 하사한 선물이 도착
하기도 전에 대사는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금산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조헌과 영규대사에 대한 상훈은 가
자(加資)와 증직(贈職)이었다.
김제갑에게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경연 홍문관 대제학 예문
관 대제학 의금부 성균관 춘추관사(吏曹判書兼知經筵弘文館大提學藝文館
大提學義禁府成均館春秋館事)를 증직하고, 조헌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사(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
事)를 증직하고, 남정유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을 증직하고, 승장 영규에게 동지중추
부사(同知中樞府事)를 증직하였다.
(『선조실록』31권, 선조 25년 10월 21일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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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사는 영규대사가 거느리는 승병의 훈련장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당시의 청주성 공략 상황을 볼 때 궁금한 점이 많고 아
직도 풀어야 할 역사적 사실이 많으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이곳을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될 것을 염려하였고, 그간 전해오던 두
의병장의 영정을 강제로 빼앗으며 탄압하였다고 한다. 잊지 못할 역
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나 일제에게나 똑같았던 것이다.
오늘날 옥천군의 오지라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가산사는 비록 현
재의 모습은 옛날의 모습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쓸쓸함이 감도는 공
간이지만, 이곳 가산사를 거쳐 간 순절한 의승군과 의병 그리고 국
난극복에 앞장섰던 충의열사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역사의 현
장이라 할만하다. 그러기에 지금도 매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이들을 위한 제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 가산사
| 주소 : 충북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
| 주변 볼거리 : 옥천 후율사, 옥천 표충사, 조헌선생 묘소, 조헌선생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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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 길을 따라 가라 이지당(二止堂)
<옥천 이지당>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중봉 조헌(趙憲, 1544~
1592)이 옥천 지역에서 유상(游賞; 놀고 구경함)하고 후학을 양성했
던 업적을 기리고자 세운 서당 건물이다. 현재의 건물은 1902년에
재건된 것으로 전해오고 있으나, 초창은 1674년(현종 15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증손 김
만균(金萬均, 1631~?)이 승정원에서 군(郡)을 살피러 왔다가 옥천사
람 금유(琴愉), 금성(琴惺), 조징(趙澄) 등과 함께 조헌 선생의 유지
(遺址)를 방문하고 뜻을 함께하여 세운 것이다.

옥천 이지당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지은 「이지당기(二
止堂記)」에는 중봉 조헌 선생이 이곳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중봉 조선생이 군의 동쪽 안읍(安邑)에 우거했다. 이씨가 사람에게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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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쓸고 물을 뿌리게 하여 선생을 받들어 모셨다. 선생이 왕래하며 유상
한 것이 대개 수 년이다. 마을의 서쪽에서 특이한 곳을 찾았다. 바위와
골짜기가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개울이 못을 이루고 있다. 구릉이 있는데
갑짜기 끊어져 그 위는 올라가 의지하여 조망할 만하다. 그래서 선생이
가장 사랑하여 지팡이 짚고 신을 싣고 여러 번 오셨다. 또 사운시를 지어
그 경치를 찬미했다.
(『宋子大全』卷一百四十三, 記, 二止堂記 )

또한 “하물며 당상의 법이 예로부터 있었는데 만약 이곳에 집을
지어 마을의 수재로 하여금 날마다 모여 강학한다면 곧 선현을 기리
는 뜻이며 선비를 기르는 길이니 장차 두 가지를 얻지 않겠는가(況黨
庠之制 自古有之 若置屋於此 使村之秀才日聚而講學 則其於慕賢之意
造士之道 將兩得焉)”라고 하고, 이름을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고산앙지(高山仰止) 경행행지(景行行止)”라는 문구에서 두 번에 걸
쳐 ‘그칠 지(止)’자가 사용된 것을 뜻하여 ‘이지당(二止堂)’이라고 한
다고 밝히고 있다.
문정공 송시열은 1607년(선조 40)에 지금의 충북 옥천군 구룡리
(九龍里)에서 사옹원 주부를 지낸 은진 송씨 송갑조(宋甲祚,
1574~1628)와 곽자방(郭自防, 1557~1592) 따님이신 선산곽씨 부
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에게는 『격몽요결』･『기묘록(己卯錄)』 등
을 배우며 주자와 율곡 이이(李珥)의 절의를 본받도록 가르침을 받았
다. 이후 율곡과 우계의 학통을 계승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김집(金集)을 비롯한 당시의 유명한 학자들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당
시 숙질 간인 송준길(宋浚吉)과 함께 동문수학하여 양송(兩宋)으로
이름이 높았다. 1633년(인조 11년)에는 사마시에 응시하여 장원 급
제하여 생원(生員)이 되었다. 이후 최명길(崔鳴吉)의 천거로 경릉(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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陵) 참봉이 되었으나, 1635년(인조 13년)에는 대군 사부로서 봉림
대군(鳳林大君; 孝宗)과 인평대군(麟坪大君)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그
러나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벼슬을 사직하고 낙향하였고, 십여 년간 고향에 은거하며
강학(講學)과 교육, 독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문정공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실은 효종과의 북벌 계획과 효종과
효종비에 대한 조대비(趙大妃)의 복상(服喪)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
인 간에 일어난 두 차례의 예송논쟁(禮訟論爭)이 있다. 효종은 송시
열을 은밀히 불러 초구(貂裘; 담비 가죽으로 지은 옷)를 내려 주었다
고 한다. 이는 ‘요하와 북경에서 함께 말달릴 때 입으라’는 의미로
북벌(北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효종과 함께 ‘존중화양이적
(尊中華攘夷狄)’의 ‘춘추 대의(春秋大義)’에 뿌리를 두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되갚기위해 이를 악물었던 전통 성리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문정공 송시열에게 <옥천 이지당>은 선현을 기리며 후학 양성을 위
한 공간으로 이해되었던 듯 하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곳을 기리
거나, 이곳을 찾으며 지었던 시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새로 지은 집 맑은 물가에 임했으니 / 新構臨淸泚
임 가신 지 묻노라 몇 해던가 / 山頹問幾秋
하늘 거리에 기성 미성이 멀고 / 天衢箕尾遠
인간 세상에는 세월이 흘렀구려 / 人世歲星周
사업은 주자의 글 속에 있고 / 事業朱書裏
연원은 율곡에게 받았어라 / 淵源德水遊
맑은 술잔 올리고자 / 欲陳明酌薦
마름을 물가에 캐었노라 / 蘋藻採芳洲
(『송자대전』 제3권, 시, 오언율시, 敬次重峯先生二止堂韻 酬金使君正平
萬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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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하루는 계묘(癸卯)
이지당(二止堂)에 갔다가 4일(병인) 화양동(華陽洞)으로 갔다.
이지당은 옥천군(沃川郡) 서쪽에 있는데, 중봉(重峯) 조 선생(趙先生)이
유상(遊賞)하던 곳이다. 선생이 일찍이 중봉의 운(韻)을 차(次 남이 지은
시의 운을 따서 짓는 시)하고 또 기문(記文)을 지어 이지당에 걸었는데,
이때 숙씨(叔氏)ㆍ계씨(季氏) 두 분과 함께 와서 하루 저녁을 묵고 2일(갑
진) 탄금대(彈琴臺)를 거쳐 3일(을사) 속리산(俗離山) 승방(僧房)에서 묵
고 4일(병오) 화양동에 도착하였다.
(『송자대전』,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연보, 六十一年 戊辰 4월)

<옥천 이지당> 건물은 몸채와 누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자형
의 마루와 온돌로 된 소박한 몸채를 중심으로, 좌우에 전면을 향해 2
층 누각식으로 구성하였다. 조선 후기 소박하고 단아한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도, 정형화되어 있는 서당의 형식을 뛰어 넘어
형태상의 변화와 공간적인 율동감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송시열의 친필로 알려진 ‘二止堂’의 편액이 걸려
있고, 대청에는 조헌의 친필인 ‘覺新書堂’의 현판을 비롯하여, ‘이지
당강학조약(二止堂講學條約)’ 등이 남아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 이지당
| 주소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 주변 볼거리 : 옥천 표충사, 조헌선생 묘소, 조헌선생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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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이야기

61

정지용과 함께 둘러보는 옥천!

옥천으로 간다. 옥천은 모든 이의 고향이다. 옥천이란 이름만 들어
도 고향처럼 푸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시인 덕분이다. 시인 한
사람이 산골의 한적한 작은 마을을 만인의 고향으로 만들었으니 시
인은 얼마나 위대한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처럼 첫 연이 시작되는 「향수」이다. 사람들은 ‘넓은 벌 동쪽 끝
으로’라는 첫 구절만 보고도 이미 그가 누구인 줄 안다. 그리고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로 끝맺는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쯤은
꿈에도 잊을 수 없다는 시인의 절절한 그리움에 빠져 마치 옥천이
내 고향처럼 느껴질 것이다. 옥천을 모든 이의 고향, 만인의 고향으
로 만든 이는 정지용 시인이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쓴 시
인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곁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오랜 시간 질
곡의 세월을 견뎌내야만 하였다. 본격적으로 옥천여행을 시작하기
전 정지용의 발자취부터 미리 알아보고 옥천을 돌아본다면 시인이
읊은 고향 옥천과 더욱 친근해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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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시인은?
정지용(鄭芝溶: 1902~?)의 본관은 영일
(迎日)이며, 옥천 사람이다. 아버지는 정태
국(泰國), 어머니는 하동 정씨로 미하(美河)
이다.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선대에 옥
천으로 이주한 영일 정씨들이 집성촌을 이
루며 살던 곳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의 일명 꾀꼬리(화계리) 마을이었다. 지용
의 부모는 집성촌에서 살다가 지금의 생가
정지용 시인

가 있는 하계리 개천가로 이사했다.

정지용은 이곳에서 1902년 5월 15일(음력)에 4대 독자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10년 9세 때 인근에 있는 옥천공립보통학교
(현 죽향초)에 입학하여 열네 살에 졸업하였다. 지용은 보통학교 재
학 중이던 1913년 열두 살 나이로 동갑인 은진 송씨 재숙(在淑)과
혼인한다. 당시 조혼하던 풍습에 따른 것이었다. 지용은 옥천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 이곳 생가에서 지냈다.
정지용이 고향 옥천을 떠난 것은 열일곱 살에 휘문고등보통학교
(현 휘문고)에 진학하면서부터이다. 지용이 문학수업과 활동을 시작
한 것도 이 시기이다. 휘문고보에 입학한 지용은 박종화･홍사용･정
백 등과 사귀며 문학의 길로 들어선다. 이때부터 습작을 시작하며
적극적으로 문예활동을 한다. 정지용･박제찬･박팔양･김화산 등 고
보와 전문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동인지 『요람搖籃』을 태동부터 창간
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름을 짓고 제작까지 도맡았다. 지용은
『요람』에 자신의 동시 상당량을 발표했다. 이때 그는 일학년이었다.
1919년, 지용이 이학년이 되던 해, 3･1운동이 일어나자 반일제(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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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制) 수업을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학생대회를 개최하였다. 휘
문사태라고 불렸던 이 사건으로 지용은 무기정학을 받았으나 박종
화･홍사용 등의 구명운동으로 풀려났다. 문예활동뿐 아니라 불합리
한 제도개선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 이 해 12월 지용은 월간종
합지 『서광曙光』 창간호에 생애 처음이자 유일한 소설작품인 「삼인」
을 발표하였다. 장르를 넘어 그만큼 문학에 대한 지용의 열정과 재
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22년 휘문고보를 졸업한 후에 시작(詩
作) 활동을 하며, 휘문고보 출신의 문학 모임인 문우회에서 발간한
『휘문徽文』의 편집위원을 지내기도 하였다.
정지용은 1923년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 경도(京都)의 도시샤(同志
社) 대학 영문과에 입학한다. 휘문고보 재학 시절, 학교에서는 성적
이 우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용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졸업 후에도
교비를 지원해 지용의 유학비용을 부담해 주었다. 지용은 일본 유학
중인 1926년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벌인다. 1926년 유학생들이
중심되어 만든 잡지인 『학조學潮』 창간호에 「카페 프란스」, 「파충류
동물」, 「슬픈 인상화」 등을 비롯한 아홉 편의 시를 발표하였다. 시
작품뿐 아니라 『신동아新東亞』에 「만추의 선물」을 발표하기도 하였
다. 유학시절 정지용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키타하라 하
큐스이다. 하큐스는 당시 본격 상업문예지인 『근대풍경』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우수한 작품이 아니면 싣지 않았다. 그
런데 신인인 지용이 투고하여 수백 명의 투고자 중에 선택되었고,
하큐스는 정지용을 신인이 아니 기성 시인으로 대우하며 작품을 발
표해 주었다. 지용은 『근대풍경』에만 모두 스물다섯 편의 작품을 발
표했는데, 그중 스물세 편이 1927년 한 해에 발표되었다. 물론 작품
을 쓴 해는 1923년이지만, 정지용의 대표작인 「향수」 역시 이 해
『조선지광』에 발표했다. 1927년은 정지용에게 있어 특별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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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이 평생 발표한 시 작품 중 가장 많은 쉰 편을 발표한 해이기 때
문이다.
1929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정지용은 모교인 휘문고보에
서 영어교사로 재직한다. 그리고 곧 분가하여 십오 년이나 떨어져
살던 송씨 부인과 장남 구관(求寬)을 데려와 종로 효자동에 신접살림
을 차렸다. 공부를 하기 위해 고향 옥천을 떠나 타향과 타국을 전전
하던 지용이 마침내 가장의 책임을 다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지용의 나이 스물일곱이었다. 1930년에는 박용철･김
영랑･이하윤과 함께 동인지 『시문학』을 발간하고, 1933년에는 순수
예술을 지향하며 김기림･이효석･이종명･김유영･유치진･조용만･이
태준･이무영 등과 함께 구인회를 결성(창립 직후 이종명･김유영･이
효석이 탈퇴 후 박태원･이상･박팔양이 입회하였으며, 후에 유치진･
조용만 대신에 김유정･김환태로 바뀜)하였다. 정지용은 이미 이때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해
창간된 『가톨릭청년』의 편집고문을 맡아 이 잡지에 시와 산문을 다
수 발표하고, 이상의 시를 소개하여 문단에 등단시키기도 하였다.
지용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가톨릭에 귀의해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1935년에는 첫 시집인 『정지용시집』을 시문학사에서 간행하였다.
이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문단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38년
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삼천리문학』, 『여성』, 『조광』, 『소
년』, 『삼천리』, 『청색지』 등에 시와 산문 삼십여 편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1939년에는 『문장』지의 시 부문 추천위원이 되어 박목월･조지훈･
박두진 등 후에 한국 시문학사의 거목이 되는 청록파 시인들을 등단
시켰다. 1941년 두 번째 시집 『백록담』을 문장사에서 간행한다. 이
시집은 엄혹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몰입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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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짙게 배어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소위 국민총동
원령을 내린다. 이것은 문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의 많은 문
인들 중 소수만 일제의 요구를 거부한다. 이 무렵 정지용은 친일잡
지 『국민문학』에 
「이토異土」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시인들의
적극적인 학병 권유 의도와는 달리 정지용의 작품은 종잡을 수 없이
의미가 모호해서 일제의 요구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명망 높은 문
인으로서 일제의 압력을 묵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불투명한 시를 썼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지용에게 친일 혐의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정지용은 그동안 몸담고 있던 휘문중학교를
떠나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1946년 지용은 조선
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아동문학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줄곧 순수
예술세계를 지향하던 시인이 정치목적 강한 좌익 문학단체에 가입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설은 이태
준･이병기와의 오랜 친분 관계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나는
공산주의는 싫지만 몇 십 년을 두고 사귄 우의는 끊을 수 없다.”는
시인의 말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이때 지용은 노기남 주교의 천거
로 경향신문 주간직도 맡고 있었다. 당시 남한은 좌우익으로 갈라져
극도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해방정국에서 좌우익 대립이
극심해지며 밀리기 시작한 좌익계 문인들은 월북했지만 정지용은
남한에 남았다. 1948년 정지용은 이화여전 교수직을 사임하고 녹번
동 초가에 은거한다. 그때 어느 잡지에서 정지용이 월북했다는 기사
가 나왔다고 한다. 정지용은 이 잡지를 들고 당시 반공검사로 이름
떨치던 오제도를 찾아가 ‘내가 정치가도 아니고 글 쓰던 것도 안 쓰
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러느냐? 나 좀 그냥 내버려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말에 오제도 검사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자신이 보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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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을 만들었는데 문화실장 하실 분이 없으니 이름이나 걸어놓자고
했다 한다. 그것이 정지용 시인이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전말이자
장남 정구관의 증언이다. 또 다른 설로는 이 무렵 파면이나 다름없
는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지용의 작품마저 국가이념 위반 저작물로
분류되어 교과서에서 실렸던 모든 작품들이 삭제되었다. 당시 보도
연맹에서는 특별맹원이 되면 복직과 신원회복을 약속했다. 또 1949
년부터 도민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나 보도연맹원은 이를 받을
수 없었고, 대신 국민보도연맹회원증이 발급되었다. 이에 정지용은
자진 가입 형식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전향을 독려하는 강연에
참여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정지용은 변절자로 몰려 정치보위부
로 끌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후부터는 여러 설(납북･월
북･폭사)만 분분할 뿐 정지용의 행적에 대한 확실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정지용 시인의 불확실한 죽음으로 인하여 군사정부에서는
친북 인사로 낙인 찍혀 그의 작품은 물론 시인에 대한 일체의 논의
도 출판도 금지하였다. 한국현대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시인이 이데
올로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진 채 사십 년 세월을 공백으로 남
아 있었다. 정지용 시인에 대한 복권 움직임은 1982년부터 문단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처음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인의 고향인 옥천과
충북에서도 많은 지역인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다 정지용은
1988년 3월 마침내 해금되었다. 해금이 풀리자 시인의 장남인 정구
관이 지용회를 결성하고 선친의 신원회복과 복권활동을 전개하였
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묻혀있었던 정지용 시집이 잇달아 출간되며
일반 독자들에게도 시인의 이름과 작품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해
금되던 해 5월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1회 지용제를
거행하고, 다시 고향인 옥천 관성회관에서 지용제를 치렀고,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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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시인을 기리는 지용문학상
이 제정되어 1회 수상자로 박두진
시인이 수상하였다. 그동안 생가
가 복원되고, 문학관이 건립되었
으며, 해마다 지용제가 열리고 이
때는 전국에서 몰려든 일반 시민
과 문인들로 옥천 전체가 잔치마
당이 된다. 올해는 지난 10월 14

지용제

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현재 34회째 이어지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정지용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은 
「향수」를 지은 향토색 짙고 풍부한 시인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정지용은 우리나라 현대문학사, 특히 시문학사에 있어 절대로 간과
할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정
지용이 생전에 있던 당시나 그의 사후 현재도 그의 영향을 전혀 받
지 않았다고 단언할 우리나라 시인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정지용이
한국 현대 시단에 뿌려놓은 자양분은 무한하다. 정지용은 우리 시에
최초로 현대성을 접맥시킨 그리고 꽃피우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시
인이었다. 이처럼 대단한 시인이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국보로 지정된 오래된 탑도 그냥 보면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탑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그 진가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정지용 생애와 작품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고 간다면 시인의 고향 옥천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지용 시인을 찾아 옥천을 방문하는 여행
객이라면 단지 생가를 둘러보고 문학관을 둘러보고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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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시 세계에 옥천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생각하며 둘
러본다면 외연을 넓히는 더욱 알찬 여행이 되리라 확신한다. 시작부
터 다소 장황하게 정지용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까닭이다.
이제 명실공히 옥천은 정지용 시인에 의해 한국인의 마음에 고향
이 되었으며, 고향이 그리울 때 한번쯤 찾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족적이 담긴다. 그 사람이
남긴 족적에 따라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다.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지용 시인이다. 볕 좋은
어느 날 하루, 시인 정지용도 만나고, 고향 같은 옥천에 빠져보려고
길을 나선다.
옥천은 험하지만 사통팔달이다. 옥천으로 가는 길은 많다. 그리고
아름답다. 굳이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눈가는 곳마다 절경이다. 옥
천은 금강과 그 지류의 맑은 물이 깊은 계곡을 흐르며 곳곳에 기암
절벽을 만들어낸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난 아름다운 고장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좋은 관광 여건을 가지
고 있다. 시인을 찾아가며 절경도 덤으로 즐기기 위해 고속도로를
버리고 염티재 넘어 대청호반을 따라간다.
옥천은 37번 국도를 따라 옥천읍으로 들어서면 북쪽으로는 마성
산, 서쪽으로는 용봉이 솟아있어 산지를 이루고, 남동부는 낮은 구릉
지로 이루어져 있다. 읍의 중심을 남에서 북으로 관통해 옥천천이 흐
르며 넓은 평야를 형성하며 분지를 이루고 있다. 이곳이 우리 문학사
에서 길이 빛날 천재 시인 정지용을 낳은 곳이다. 향수가 되살아나는
옥천의 정지용 시인을 찾아서 그의 체취가 남아있는 생가로 발길을
옮긴다. 생가로 가는 길목에는 다리 위와 집 주변 담장에는 정지용의
시 구절과 벽화가 빼곡하게 치장되어 발걸음도 가볍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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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생가에 가면
정지용 생가는 옥천 구읍에 있다. 죽향리, 상계리, 하계리, 문정리,
교동리 등 다섯 개 마을을 묶어서 구읍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옛날
부터 관아가 있던 옥천의 중심지였고 1990년대 초까지도 옥천의 생
활경제 본거지였다.
정지용은 이곳 구읍의 하계리에서 태어났다. 정지용이 태어난 집
은 전형적인 시골 가옥이다. 일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개천을
이루며 생가 옆으로 흐르고 개천을 건너는 돌다리가 있는데, 그 돌
색이 푸르다 해서 청석교(靑石橋)이다. 정지용 시인은 1902년 음력
5월 15일 다리 옆에 있던 초가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이 복원된 지금
의 생가이다. 지용의 어릴 적 이름은 지용(池龍)이었다. 어머니 하동
정 씨가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태몽을 꾸었다 해서 붙인

정지용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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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명으로, 이후 본명도 한자의 음만 취해 지용(芝溶)이라 지었다고
한다.
정지용 생가는 돌과 흙을 쌓아 둘러쳐진 담 안에 두 채의 일자(一)
형 집이 서로 마주보며 서있다. 가족들이 거주했던 안채는 정면 네
칸, 측면 세 칸으로 부엌을 제외한 두 칸 툇마루를 내다붙인 퇴칸 구
조로 되어 있으며, 부엌 뒤쪽으로 방 한 칸을 더 이어붙인 ㄱ자 형태
를 하고 있다. 창고로 사용했던 안채 앞 동은 사방 한 칸으로 중방
아래로 정면을 제외한 삼면은 돌과 회를 쳐 막았고, 중방 위는 세 칸
구조를 하고 있다. 정면에 양쪽 문을 단 칸은 곡식이나 긴요한 물건
을 보관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가운데 칸은 그대로 터놓아 자주 쓰
는 허드레 물건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채 사이의 마당은 좁은
편이며 지붕은 모두 초가로 되어있다. 전형적인 촌집이라고 하지만
농촌의 일반 집에 비하면 제법 규모 있고 짜임새가 있는 집이다. 그
리고 집안에는 우물·장독대가 있고 사립문이 두 개나 있다.
몇 년 전 지용제에 갔다가, 정지용의 생가를 둘러보던 어떤 탐방객
이 “집은 이래도 그 당시 서울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으니 택택한
집안이었구만!”이라고 일행에게 말하는 것을 귀동냥했다. 그러나 그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용의 부친은 젊었던 시절 한때 중국과 만주
등지를 떠돌며 한의술을 배워 고향에 돌아와 지용이 태어날 당시는
이 집에서 한약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산도 꽤나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홍수가 밀어닥쳐 일순간에 모든 재산을
떠내려버리고 가세가 기운 탓에 어린 지용은 옥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4년 가까운 시간을 독학으로
공부한다. 부친은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을 꾸리기 위해 외가 쪽 친
척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훗날 지용은 이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소년적 고독하고 슬프고 원통한 기억이 진저리가 나도록 싫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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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고하곤 했다. 이 집에 살던 시골 소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갈등하며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는 자신의 불행을 온
몸으로 겪어내야 했다. 지용은 이곳에서 감수성 예민한 소년 시절을
보내다 17살 되던 해 서울 휘문고보에 입학하며 고향을 떠나게 된
다. 탐방객의 말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생을 서울로 보내려면 적
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지용이 서울로 가게 된 것은 그의 재능을 남
다르게 본 친척의 도움과 휘문고보의 지원이 있었던 덕분이다. 이후
일본 유학도 마찬가지다. 이런 모교의 혜택에 보답하기 위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이화여전 교수로 가기 전까지 16년 동안 휘문에 교사
로 근무하였다.
이후 정지용은 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식구들이 서울로 이거했
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월북 작가로 낙인찍혀 돌보는 이가 없
어 본래 생가는 1974년에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다른 집이 들어
서 있었다. 1988년 정지용 시인의 납북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되
며 해금되자 옥천에서 결성된 지용회에서 생가 복원이 논의되었고,
마침내 1996년에 원형대로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가 안에는 정지용과 관련된 여러 전시물들이 있다. 방안 벽에는
정지용의 사진과 시가 결려있고, 그의 부친이 한약상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약상자 가구와 서랍장, 그리고 질화로가 놓여있다. 또 다
른 방에는 역시 그의 시와 함께 질화로와 등잔이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부엌에는 입구에는 돌절구, 나무절구가 있고 안에는 무쇠솥과
밥상이 부뚜막 위에 놓여있다. 비록 소품이지만 그 공간만은 예전
그대로일 것이란 생각을 하니 그 안에서 식구들이 먹을 밥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어머니와 저녁을 기다리며 도란도란 떠드는 어린 시
절 지용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사람에게만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사연이 있다. 집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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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무생물의 물건이 아니다. 집도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이야기가
쌓이는 곳이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소리 말
을 달리고”,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않어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도 잊지 못할 시인의 이야기가 깃든 집인 것이다. 탐방객
들도 그냥 스치듯 둘러보며 가는 집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연들을 생
각하며 생가를 둘러보면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함께 한층 더 시인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생가를 관리하고 운영하
는 주최 측도 시인을 알리기 위한 겉치장보다는 시인의 내면을 알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정지용이라는 시인
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사람들의 발길을 옥천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문학관으로 넘어간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정지용 생가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 (옥천읍 하계리 39)
| 주변 볼거리 : ① 죽향초등학교 구교사(등록문화재 제57호. 현재 옥천교육역사관)
② 정지용 문학관

| 관람안내 : 09:00~17:50
휴무일-매주 월요일. 1월 1일(새해 첫날). 설날과 추석(당일)

73

정지용문학관에 가면
정지용문학관은 문학관은 2005년 5월 건립되었다. 생가가 복원
되고 10년쯤 뒤였다.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건립된
문학관은 담 하나를 사이로 생가 바로 옆에 있다. 이곳에 가면 정지
용의 생애와 문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정지용문학관에는 그의
평생 발자취와 시 세계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학전시실(문
학전시/문학체험)･영상실･문학교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정지용문학관과 의자에 앉아있는 정지용 밀랍상

먼저 정지용문학관을 들어서면 정면에 안내데스크가 보이고 오른
쪽에 문학관의 주인공인 정지용 시인이 고향풍경을 그린 벽화를 배
경으로 장의자 가운데에 단정하게 앉아 방문객을 맞이한다. 실물 크
기의 밀랍으로 만들어진 주인공의 양옆에는 자리가 비어져 있어 누
구라도 앉아 시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인형 시인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 그가 생전에 양복 입기를 권유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인이 한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인임을 알 수
있겠느냐며 늘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기에 이를 상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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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지용문학관의 관람 순서는
시인의 인형이 앉아있는 오른쪽
입구부터 시작한다. 관람자가 어
두운 터널 같은 입구를 들어서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음악과 영상이
켜지며 이를 이용하여 정지용의
시세계를 관람객에게 전해준다.
전시실

이곳은 ‘문학전시실’과 이어진다.
문학전시실은 문학전시와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양분
되어 있다.
‘문학전시관’은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곳으로 지용
연보, 지용의 삶과 문학, 지용문학
지도, 시･산문집 초간본 전시 등

문학전시실

주제별로 알기 쉽게 꾸며져 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지용연보>에서는 시인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
적 상황과 문학사의 전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문학을
시대, 연도별로 정리한 것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정국, 그리고 6･25전쟁의 소용돌이를 그대로
겪으며 고뇌하는 시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며 우리 현대사의 아픔
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지용의 삶과 문학>에서는 연대와 주제별로
향수･바다와 거리･나무와 산･산문과 동시 등 네 구역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시인의 삶과 함께 그의 문학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지용문학지도>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시의 흐름과 정
지용의 문학을 알려주기 위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1910~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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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역할을 한 정지용 시인이 관계
한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 시인들이 총망라되어 있어 현대시사에서
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시･산문집 초간본 전
시>에서는 정지용 시인이 생전에 펴냈던 『정지용시집』, 『백록담』,
『지용시선』, 『문학독본』, 『산문』 등 귀중한 육필원고와 초간본을 볼
수 있으며 내용은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문학체험관’은 다양한 멀티미디
어 기법을 활용하여 손으로 느끼는
시, 영상시화, 향수영상, 시어검색,
시낭송실로 꾸며져 있다. 이곳에서
는 독특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정지
용 시인의 문학작품을 관람객들이
신기하면서도 재미있게 직접 경험
할 수 있다. 일테면 ‘손으로 느끼는

문학체험관

시’에서는 관람객이 정해진 위치에
서서 두 손바닥을 내밀면 손이 스크린이 되어 손바닥에 비치는 시를
읽을 수 있다. ‘영상시화’에서는 음악과 영상을 배경으로 성우가 낭
송하는 시를 들으며 시에 대한 감동을 더욱 높이고, ‘향수영상’에서
는 뮤직비디오로 제작된 가곡 향수도 감상할 수 있다. ‘시어검색’은
정지용의 시를 읽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
던 시어를 검색하여 찾아봄으로써 그 의미와 시적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다. ‘시낭송실’은 관람객이 직접 시낭송을 해
볼 수 있는 체험실로 배경음악과 영상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는 정
지용의 시를 따라 읽으면 된다.
문학전시실을 둘러보며 체험하고 나면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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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오롯하게 느낄 수 있어 그만큼 시인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뿌듯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정지용문학관에서 문학전시
실은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으며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밖에 정지용문학관에는 영상실과 문학교실이 있다. ‘영상실’에
서는 관람객이 문학관에 들어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을 정리해
주듯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 인간미 등을 서정적이며 회화적으로
그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영상실 옆 ‘문학
교실’은 강좌, 시 토론, 세미나, 문학단체를 위해 꾸며진 공간이며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열린 문학
공간이다. 문학교실은 사전 사용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이 새롭게 꾸며졌다. 꿈에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생가 마당과 담 언저리에는 시를 등허리에 새긴
황소들 조형물이 엎드려 있다. 다소 어색해보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시를 떠올리면 슬그머니 웃음 짓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문학관 앞
광장에도 역시 동상 뒤에 푸른 소가 엎드려 있고, 시인의 조형물을
배경으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정지용문학관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 (옥천읍 하계리 39)
| 주변 볼거리 : ① 죽향초등학교 구교사(등록문화재 제57호. 현재 옥천교육역사관)
② 정지용 생가

| 관람안내 : 09:00~17:50
휴무일-매주 월요일. 1월 1일(새해 첫날). 설날과 추석(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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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시인, 정지용과 함께 구읍 한 바퀴
정지용이 살던 구읍은 초입만 보았는데도 발길 닿는 곳마다 시로
가득 차 있다. 과연 시인의 고향답다.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을 둘러
봤으니 이제 시인이 살던 옛 고향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더 풍성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옥천 사람들은 정지용 시인이 태어난
동네를

구읍이라

부른다. 이곳을 구
읍이라 부르게 된
연유는 이러하다.
본래 구읍은 옛 옥
천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곳에는
관아를

비롯한 옥천향교,
구읍 거리

옥천사마소 등 다

양한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고택들과 민가들이
늘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닷새마다 열리는 옥천 오일장으
로도 명성을 떨치던 곳이다. 그랬던 옥천의 중심지가 쇠퇴하기 시작
해 구읍으로 전락한 것은 1910년 서울↔부산 간 경부선이 개통되면
서부터였다. 충북의 많은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선
비가 책을 읽는데 시끄러운 화차가 지나갈 수 없다하여, 옥천의 선
비들 역시 철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철로와 옥천역
은 외곽으로 밀려나 세워지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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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 발길이 신시가지
로 옮겨가자 자연스럽게 상권과 행정기관이 옮겨가면서 중심지가
바뀌어 구읍이 된 것이다. 현재 옥천구읍은 옥천9경으로 관광명소
중 한 곳이 되었다. 구읍에 오면 옛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한옥
과 역사, 그리고 정지용의 시 세계를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정지용거
리를 만날 수 있다. 생가와 문학관을 나와 구읍을 본격적으로 탐방
하기 전에 향수길을 따라간다. 길을 따라 걸으며 이곳저것을 살피니
1970년대 우리나라 어느 아담한 소읍에 내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읍내를 걷다보면 색 바랜 기와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오래
된 집들, 높고 낮은 담벼락들 사이로 들쑥날쑥 자연스러운 민가들,
그리고 아직도 드문드문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풍의 집들이 아
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몇몇 새로 지어진 반듯하고 말끔한 건물들
외에는 제각각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구읍 거리의 집
들이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하다.
옥천군에서는 군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구읍 명소로는 옥천전통문
화체험관･육영수 생가･옥천향교･교동저수지･지용문학공원･옥주사
마소･ 정지용생가 등 일곱 군데의 구읍 명소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면 모든 여행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매달 세 명을 뽑아 한옥 숙박권을 주는 이벤트
도 진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 세 곳만 남아있는 옥주 사마소
상계리 쪽으로 향수길을 걷다보면 오른쪽에 ‘별똥 떨어진 곳 마음
에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이젠 다 자랐소’라는 정지
용의 시 「별똥」을 벽에 새긴 까페꼬레 찻집이 나온다. 오른쪽에 있는

79

그 찻집을 보며 맞은편으로
나있는 골목을 끝까지 따라
올라가다보면 갓 쓴 선비 두
사람이 그려진 벽화를 볼 수
있다. 이곳이 충청북도 시도
유형문화재 제157호로 지
정된

옥주사마소(沃州司馬

所)이다. 옥주는 옥천의 옛
지명이고, 사마소란 조선 중

옥주사마소

기 이후 지방의 고을마다 사마시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들이 조직한
사설기관으로 친목과 학문, 정치, 지방행정의 자문을 논하던 곳이
다. 그러나 점차 세력이 강해져 서원처럼 폐단이 커지자 조정에서는
이를 폐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곳을 기반으로 벼슬길에 진출
한 관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까닭이다. 팔도의 많은 사마소가
없어졌지만 옥주사마소는 조선 후기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현
재 우리나라에는 경북 경주사마소와 충북 괴산의 청안사마소를 합
쳐 모두 세 곳의 사마소만 남아있다. 옥주사마소의 편액과 중수기
두 개 중 하나는 송시열의 글씨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유
물이라는 점과 거유의 글씨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은 정지용의 자
취와 함께 느껴보는 또 다른 재미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 옥주사마소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67-6 (옥천읍 상계리 57-2)
| 주변 볼거리 : 옥천천수테마공원
| 관람안내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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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의 새로운 명소,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은 옥천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우리나라 고유
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2020년 7월 1일 개관하였다. 정지용 생가
와 문학관과 연계하여 향수길에 위치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은
3,500여 평의 부지에 전통한옥으로 지어졌으며 옥천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옥주관(커뮤니티센터동)･옥천관(체험동)･관성관(전시동)･
고시산관(숙박동) 등 네 개의 동과 전통놀이마당과 주차시설 같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전래문화 체험을 위해 만든 공간이
지만 체험관 내에는 숙박과 휴양을 위한 전시･공연･카페･식당･숙박
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한옥숙박체험･자율체험･다문
화체험･문화가 있는 날･세시풍속 즐기기 행사･한복체험 프로그램･
한옥에서 즐기는 생일잔치･K-문화의 산파, 보부상을 따라가다･전
통장날 재현과 같은 행사 프로그램과 국가무형문화재 작품전 ･규방
공예전 등의 기획 전시를 해왔다. 옥천관에서는 전통공예와 전통음
악, 예절과 다도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관성관에서는
미술, 서예 등의 기획 전시와 옥천의 역사와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옥천전통문화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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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목공예를 비롯한 염
색, 한지, 가죽, 낙화, 규방 등의 공예를 배울 수 있고 전통음악, 전
통음식, 예절다도와 같은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색다른 경험
을 해볼 수 있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은 여행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한다.
또 다른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의 특별한 점은 한옥에서 경험하
는 숙박체험이다. 고시산관으로 명명된 숙박동은 4인실과 8인실로 되
어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조용한 소읍에서의 정취 넘치는 한옥에
서의 숙박 체험은 옥천에서의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00 (옥천읍 하계리 1-1)
| 주변 볼거리 : 옥천 연꽃단지. 느티나무(보호수)
| 관람안내 : 상시

\ 조선후기 양반집의 전형을 볼 수 있는 육영수 생가
옥천 구읍에는 이름난 부호들이 살고 있어 고래 등 같은 기와집들
이 즐비했다고 한다. 김기태 가옥, 오국장 가옥, 육영수 생가가 그곳
이다. 육영수 생가(충청북도기념물 제123호)는 예전부터 이 동네에
서는 ‘교동댁’라고도 하고, ‘삼정승댁’이라고도 불렀던 집이다. 이
집은 1600년대부터 삼정승(김･송･민 정승)이 살았다고 하며 명성에
걸맞게 규모가 상당하며 충청도의 상류층 가옥의 면모를 갖추고 있
다. 본래 육씨 집안의 집은 아니고, 1918년 육종관(육영수의 아버
지)이 이 집을 구입해 기단을 높이고 아래채, 위채, 안채, 사랑채, 연
당사랑으로 공간을 나누어 고쳐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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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는 이
곳에서 태어나
1950년

결혼

후 이 집에서
떠났다. 한때는
한옥으로 개축
되어 각종 행사
가 열리기도 했
육영수 생가

지만, 시해당한

이후 일부가 허물어지는 등 관리가 소홀해져 1999년 결국 철거되었
다. 그러다 2002년 생가 터가 충청북도기념물 123호로 지정되면서
2010년 안채와 사랑채 등 모두 13동을 지어 복원하였다. 2021년에
는 방문객들이 편하게 생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동선을 따라 바닥
시공을 하였다. 비록 최근에 지어지기는 했지만 육영수 생가에서는
조선 후기 양반가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육영수생가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19 (옥천읍 교동리 313)
| 주변 볼거리 : 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② 옥주 사마소
| 관람안내 : 09:00~18:00
휴무일-매주 월요일. 1월 1일(새해 첫날). 설날과 추석(당일)

\ 조선시대 교육기관 옥천향교
옥천향교는 교동마을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향교는 공자를 배향하
고 유학교육을 위해 조선시대 지방에 설치한 국립교육기관이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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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간과 문묘를 중심으로 한 제사 공
간 등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팔도 어느 곳이나 똑같은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옥천향
교는 1398년 처음 건립
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후에
여러 번 다시 지었다. 지
금의 향교는 1979년 새
로 지은 것이다.
건축구조상 다른 지역
의 향교와 옥천향교의
특이한 점은 문루이다.

옥천향교

대부분 향교의 정문은 삼문으로 되어 있는데, 옥천향교는 이층으로
된 루에 아래층으로는 사람이 통행하고 위층은 강학하는 명륜당 현
판을 걸고 정문과 강학당 역할을 겸하고 있다. 또 하나는 명륜당 이
층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건물의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양옆에는
온돌이 놓여있는데, 아래층이 허공으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층 바
닥에 아궁이를 만들어 불을 땔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조선시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이나 아이들과 함께 온 탐방
객이라면 향교와 요즘 학교, 또 교육방식을 비교해 설명해주면 유익
하고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향교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8길 8 (옥천읍 교동리 320)
| 주변 볼거리 : ① 정광제 효자정문 ② 지용문학공원 ③ 교동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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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안내 : 옥천향교의 관람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평상시에는 문이 잠겨 있
으니 상세히 보고 싶다면 정지용문학관에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게 문의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 관람료는 없다.

\ 정지용생가의 실개천이 되어 흐르는 교동저수지
교동저수지는 1962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된 저수지로
근래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며 새롭게 단장하여 옥천군민들뿐 아니라
옥천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도 산책과 명상을 하며 조용히 걷는 명소
로 떠오르고 있다. 교동저수지(생태습지)는 옥천과 보은을 잇는 37
번 국도변에 있으며 봄에는 아름다운 벚꽃 길로 유명하다. 교동저수
지에는 목교･야외공연장･정자･솟대･생태습지･관찰데크･각종 조형
물･산책로가 설치되어 있다.
향교를 나오면 왼쪽으로 지용문학공원이 보이고 여기서 앞에 보이
는 밭과 숲으로 난 길을 따라 작은 둔덕을 올라서면 눈앞이 시원해
지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저수지가 나타난다. 생태습지와 조
형물이 만들어지며 교동생태습지라고도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교동
저수지이다. 이 물이 내려가 정지용 생가 옆 실개천으로 흐른다.
교동저수지를 거닐다보면 호수 위에 떠있는 수풀이 있는데 이 숲
이 생태숲이고, 그 수풀 사이로 정지용의 시를 연상케 하는 조형물
들이 있다. 그리고 물에 떠있는 생태습지 풀 섶에는 두 손으로 얼굴
을 가린 실제 시와 꼭 닮은 조형물도 있다. ‘얼골 하나야 / 손바닥 둘
로 / 폭 가리지만, // 보고 싶은 마음 / 호수만 하니 / 눈 감을 밖에.’
라는 정지용의 「호수 1」이다. 참으로 호수와 잘 맞는 시와 조형물이
라는 생각을 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다보면 ‘어저께도 홍시 하나 /
오늘에도 홍시 하나 // 까마귀야 까마귀야 / 우리 남게 왜 앉았나 //
우리 오빠 오시걸랑 / 맛뵐라구 남겨뒀다 // 후락 딱딱 / 훠이 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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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저수지

이!’ 라고 읊은 정지용의 「홍시」가 또 있다. 차라리 읍내 어느 집 울
안의 늙은 감나무 아래 있었다면 덜 생뚱맞을 것 같은데 호수가 물
가에 있는 시가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한 것은 나만의 기분일까. 그렇
긴 해도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빠를 기다리며 남겨둔 홍
시를 하나씩하나씩 훔쳐 먹는 까치를 쫓는 누이동생의 안타까운 심
정은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저수지를 걸으며 조형물에다가 시인
의 시를 가져다붙이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이다.
교동저수지 둘레에는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카페가 몇몇 곳 있다.
호젓한 호숫가를 산책하다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 즈음 카페에 들
어가 차를 시켜놓고 넓은 창 너머로 호수를 바라봐도 좋겠다. 그리
고 누군가가 그립다면, 너무나 그립다며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가
려봐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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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교동저수지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61 (교동리 155-7번지)
| 주변 볼거리 : 지용문학공원
| 관람안내 : 상시

\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지용문학공원
지용문학공원은 정지용 시인의 시詩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육각정자･생태연못･시비광장･정지용시인의
가벽･시인들의 시비･이팝나무, 영산홍, 벚꽃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
으며 각종 광장과 마당으로 꾸며져 있다. 여기 공원에 오면 정지용
시인의 시 「고향」･「춘설」을 비롯하여 내로라하는 우리나라 시인 열
세

명(윤동주･김소월･김영랑･박두진･박목월･박용철･오장환･조지

훈･이은방･도종환･서정주)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공원의 중심부인 시비광장과 공연장 뒤에는 정지용 시인의 일대기
를 간략하게 정리한 가벽이 세워져 있어 시인의 출생부터 마지막까
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의 작품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새겨져 있다.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
이야 없겠지만, 유독 정지용
시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짙은 시가 많다. 고향에 고
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
향은 아니러뇨. -중략- 마음
지용문학공원

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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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중략-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중략-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지용문학공원의 시비에 새긴 시인의
작품 「고향」이다. 어린 시절, 진저리가 날 정도로 기억하기조차 싫었
던 고향이지만, 그래도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때인가 고향에 왔더니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예전의 고향의 모습과 인정은 사라지고 높푸른 하늘을 쳐다보
니 하늘만 변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모습이 눈에 보일
듯 선하다.
해마다 꽃피는 오월이 되면 이곳 문학공원에 있는 공연장과 생가
와 문학관에서는 지용제가 열렸다. 그리고 구읍 일대는 사흘 밤낮으
로 불을 밝히고 모든 마을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사람 없는 썰렁한 축제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탐방객들은 지용문학공원에 세워진 각기 다른 모양의 시비들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그런 시비 형태가
아니다. 지용문학공원에 세워진 시비들은 하나하나가 제각각 개성
을 드러내며 만들어진 예술작품이다. 참으로 깔끔하다. 이런 시비를
본 것만으로도 지용문학공원을 보기 위해 언덕을 오른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지용문학공원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22-1
| 주변 볼거리 : 옥천친수공원
| 관람안내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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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용의 시어로 뒤덮인 구읍거리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을 중
심으로 왼쪽의 유서 깊은 문화
유산이 모여 있는 지역부터 살
펴보았다. 이번에는 오른쪽의
민가들을 둘러보려고 한다. 철
도와 고속도로가 지나며 옛 영
화를 잃었던 구읍이 근자에 들
어 정지용 시인 덕분에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그것은 화려하
고 세련된 현대적인 변신이 아
구읍거리

니다.
아주 오래전 소설가 이효석

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강원도 봉평 마을을 간 적이
있었다. 그날은 마침 봉평 장날이었다. 장터로 들어선 순간 나는 깜
짝 놀랐다. 허름한 장터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차 발걸음을 옮기기조
차 불편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인근에서 온 장꾼들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의 말투가 모두들
제각각이었다. 그들은 인근마을에서 온 장꾼들이 아니라 관광객들
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장꾼들이 아니라 이효석의 소설을 읽고 그
장소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독자들이었다. 그때 시장통 난전
에서 올챙이국수를 팔던 할머니는 요새만 이런 게 아니고 봉평은 일
년 내내 붐빈다는 말이었다. 소설가 한 사람이 봉평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메밀꽃 필 무렵이 되면 연일 야단법석이라는 말도
했다. 강원도 오지의 깊은 마을까지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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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이 부러웠고 우리 고장에서도 그런 문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런데 옥천에도 그런 문인이 있다. 정지용 시인이다. 정지용 시인
이 태어난 구읍이 정지용 시인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있다. 구읍에
들어서면 도로변 상점마다 모두들 정지용 시인의 맛깔스런 시어로
상호 명을 바꾸고 감각적으로 디자인한 간판을 저마다 내걸고 있다.
구읍은 온통 시문학 간판거리로 변하였다. 시집을 읽지 않아도 벽화
로 다시 태어난 시 간판을 보면서 걷기만 해도 시집을 읽는 셈이다.
예전의 에덴종합마트였던 것을 <시가 있는 상회>로 상호를 바꾸고,
붕어, 생선국수 전문점인 <구읍식당>은 ‘나지익 한 하늘은 백금빛으
로 빛나고’라는 싯구 아래 통통한 참붕어를 그린 간판을, ‘불 피어오
르는듯하는 술 한숨에 키여도 아아 배고파라’의 전통음식점 <정지
뜰>, ‘잘난 남보다 조그마치만 어리둥절 어리석은 척 옛사람처럼 사
람 좋게 웃어좀 보시요’의 <혜선상회>, ‘꿈엔들 잊힐리야’의 <구읍할
인상점>, ‘곡식알이 거꾸로 떨어져도 싹은 반듯이 우로!’의 <문정정
미소>, ‘잘난 남보다 조그마치만 어리둥절 어리석은 척 예사람처럼
사람좋게 웃어좀 보시오’의 주홍색 양철지붕의 <혜선상회>, ‘춘椿
나무 꽃 피뱉은 듯 붉게타고 더딘 봄날 반은 기울어 물방아 시름없
이 돌아간다’의 중화요리집 <문정식당>, ‘모초롬만에 날러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여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설거리나
니’를 새긴 <구읍우편취급국>, ‘나의 가슴은 조그만 갈릴레아 바다’
의 <갈릴레아 미용실>과 ‘갈릴레아 바다 때없이 설레는 파도’의 <바
다이용원>, ‘그리고’의 호프&소주를 파는 <그리고>, ‘해ㅅ살피여 이
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의 <일월행운마트>, ‘항상 머
언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의 <사랑노래연습장>, ‘얼룩백이 황소
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의 <명광정육점> 과 같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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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 정지용의 시에서 따온 것들이다. 어떤 것들은 상회의 성격과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져 무릎을 치게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 발상
이 놀라워 감탄하기도 하다 얼룩백이 황소가 울음을 우는 정육점에
와서는 박장대소를 멈출 수 없다. 얼마나 절묘한 조합인가. 시인도
고향 주민들도 어쩌면 저렇게도 자기 상점에 맞춘 듯한 시를 간판에
부려 쓸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할 뿐이다. 역시 뛰어난 시인이 태
어난 고향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시인의 감성을 지닌 것이
틀림없다. 옥천 구읍은 시가 살아 있는 마을이다. 비록 신시가지에
밀려 오랫동안 쇠퇴의 길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다시 시가 만개한
문화마을로 세상에 문향을 뿜어내고 있다.

\ 어린 지용의 시심을 싹틔우던 죽향초등학교
구읍 삼거리에서 문정리 골목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가면 옥천 구
읍을 시천지로 만든 정지용 시인이 어린 시절 다녔던 죽향초등학교
가 있다. 1909년 개교하였으니 올해로 112년이나 된 유서 깊은 학
교로 정지용 시인은 4회 졸업생으로 1910년 입학하여 1914년 졸업
하였다. 교정에는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조형물이 있다. 현재 학교
는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구 교사는 1926년 지어져 2003년까지 사
용되다가 1980년대부터 학교를 신축하며 옛 건물은 대부분 사라져
지금은 한 동만 남아있다. 보존된 옥천초등학교 구 교사는 현재 옥
천교육역사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안에는 죽향동문관･죽향역사
관･1-2반 교실이 꾸며져 있다. 죽향동문관과 역사관은 동문들이 기
증한 물건과 죽향초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으
며, 1-2반 교실은 예전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 모양을 그대로 재현
해놓았다. 현재 이 건물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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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이가 있는 중년 이후
의 사람들에게는 예전의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고,
젊은이들에게는 몇 십 년
을 후퇴한 새로운 경험을
주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또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옥천향교와 근대교육의
발아인 죽향초등학교를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

비교해가며 돌아보는 것
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죽향초등학교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1길 26 (문정리 83)
| 주변 볼거리 : 옥천교육역사관(죽향초등학교 구 교사)
| 관람안내 : 학교는 상시 개방. 역사관은 학교에 미리 연락

\ 옥천의 전통 먹을거리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도 여
행에서 느끼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 예전에는 그 지역의 환경과 생
산되는 물산에 따라 그 고장만의 독특한 음식들이 있었다. 음식도
문화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물산의 이
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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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옥천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 그
래도 옥천에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음식이 있다. 시가 우거진 구읍
거리를 걷다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생소한 이름의
음식 이름을 볼 수 있다. 옥천에서는 ‘옥천가서 먹자’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옥천만의 향수가 담겨 있는 고향 음식을 알리고 있다. 그것
은 생선국수, 도리뱅뱅이, 민물매운탕, 올갱이해장국, 도토리 묵밥
이다. 그리고 향토음식이라 하기에는 무리는 있지만 물쫄면, 정지용
밥상(꿈엔들한상, 향수한상, 지용한상), 한식을 들 수 있다. 물론 옥
천에도 대물림식당, 백년가게에 지정된 음식점이나 이미 맛으로 소
문난 많은 집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맛보기 어려
운 향토성 짙은 음식만을 거론한다. 그러기에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
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찾아 드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토음식점이라고 소개하는 곳은 구읍에만 한정된 곳이 아
니라 옥천 일대에 소문난 집을 말하는 것이다.
먼저, 생선국수는 민물고기를 곤 다음에 채에 걸러 가시를 발라낸
다. 국물에 고추장을 풀어 간을 하고 국수를 넣어 끓인 다음 파, 애
호박, 깻잎, 미나리, 풋고추 등을 썰어 넣어 한 번 더 끓인다. 이렇게
끓인 생선국수로 소문난 음식점은 선광집･청양식당･찐한식당･대박
집･금강식당을 들 수 있다. 도리뱅뱅이는 손가락 크기의 피라미를
프라이팬에 가지런하게 돌려놓고 바짝 튀긴 후 양념고추장을 발라
다시 지진다. 이것을 프라이팬째 상에 올리는데, 부산식당･강변식
당･대박집･경상식당･선광집･황쏘가리 집이 유명하다. 올갱이 해장
국은 올갱이를 삶아 우려낸 육수에 부추와 야채를 넣고 된장을 풀어
끓여낸다. 국물 맛이 시원하고 구수하여 술 먹고 난 뒤 해장에 좋다.
이런 올갱이해장국은 ･금강올갱이 2호점･미락올갱이･별미올갱이가
이름난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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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집으로 유명한 집
은 <구읍할매묵집>이다. 메
뉴는 메밀과 도토리로 만든
묵뿐이다. 이 집은 어머니
때부터 아들 며느리까지 아
직도 국산 도토리만 쓰고 있
으며, 가스불이 아니라 장작
으로 불을 때 묵을 쑤고 있
구읍할매묵집

다. 정지용 생가에서 실개천
다리를 건너 황소가 울음을

우는 명광정육점과 만물마트를 지나면 바로 지척에 있다. 읍 소재지
가 옥천역 주변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이 주변에서 오일장이 섰다.
옥천에 가게 된다면 68년 전통의 <구읍할매묵집>을 권한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구읍할매묵집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46 (문정리 2-2)
| 관람안내 : 11:30~21:00

\ 옥천의 전통한옥 ‘춘추민속관(春秋民俗館)’
춘추민속관(春秋民俗館)은 본래 조선 중기 사간원(司諫院) 정언(定
言)을 지낸 김치신(金治信)이 1760년경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
의 호를 따서 문향헌(聞香軒)이라 불리던 고택이었다. 구한말 김치신
의 5대손이며 독립운동가인 범재 김규홍 참봉이 살던 문향헌은 우물
정자(□)자 형태로 모두 여든다섯 칸의 기와집과 열두 칸의 반초가와
반기와로 된 아흔일곱 칸의 큰집이었다. 한때 대원군이 머물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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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그 후 대한제국 시절 탁
지부 출납국장을 지냈던 우국지사 괴정(槐庭)
오상규(吳相奎)가 1910년대에 매입하여 그의
차남 오윤묵이 일부 증축하였다.
춘추민속관은 두 채의 고택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오른쪽 건물은 오상규가 거처했던 곳이
고, 왼쪽 건물이 김규홍가 태어난 문향헌으로
기록상으로는 옥천군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집
이다. 옥천군 향토유적 제2009-5호로 지정되
독립운동가 범재 김규홍
(죽향초등학교 교정)

어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한옥
30선’에 들어있기도 하다. 널찍한 마당에는 이

집의 연륜에 걸맞게 삼백 년이나 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품위 있게
서있다.
현재 이집의 소유주는 춘추민속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희(1953
년생) 관장이다. 정태희는 대청댐 수몰민으로 대전에서 옛 물건들을
전시하는 조그마한 박물관을 운영하다 도시계획으로 또다시 이전해
야만 했다. 그러다 2004년 지금의 이 고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처음 이 집을 만
났을 때의 상태
는 말이 아니었
다. 인근 주민들
조차 이곳에 집
이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방
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을 지

춘추민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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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상태로까지 가꿔놓은 그의 그간의 노고는 짐작하기조차 어렵
다. 그는 지금도 이 집을 가꾸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는다.
현재 춘추민속관에서는 직접 담근 가양주, 효소식초, 조청, 장류를
이용해 제철 시골밥상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찻집
과 민박집도 겸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로 잠시 멈추고 있
지만 안채에서는 효소 만들기와 한옥 짓기 체험을 하고, 마당에서는
한옥 마실 음악회와 야외결혼식장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춘추민속관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3길 19 (문정리 6-1, 6-2, 6-3)
| 주변 볼거리 : 옥천 척화비
| 관람안내 : 매일 11:00~20:00. 연중무휴

옥천의 옛 저자거리라 할 수 있는 구읍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이
예전에는 참으로 번성했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
다. 아직도 옛 영화를 짐작하게 하는 ‘아리랑 한식당’, ‘마당 넓은
집’, ‘김기태 고택’ 등 족히 1백년은 족히 됨직한 한옥도 만날 수 있
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가게건축, 1910년대 지어져 해방
기, 6･25동란기, 경제부흥기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축을
거듭한 미국식 교회당(현재 옥천영광교회의 교육관), 교회당 가는
길목어귀에 있는 한때는 옥천군 내에서 가장 컸다는 ‘문정정미소’를
만날 수 있다. 마을에 들어서려는 철로를 밀어낸 까닭에 지금도 남
아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정지용 시인을
만나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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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시인, 정지용과 옥천읍내 한 바퀴
정지용의 생가가 있는 구읍 탐방을 마치고 이제 옥천읍으로 간다.
옥천읍은 일백여년 전 금구리에 옥천역이 새워지며 중심지로 발전
한 지역이다.
옥천 읍내에도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다. 옥
천군청 인근에 있는 체육공원으로 간다. 옥천읍내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단연 문정리라 할 수 있다.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은 비탈길을 올라 야트막한 언덕 위에 올라서면 옥천 신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옥천문화원･관성회관･옥천문화예술회관
이 있고, 그곳을 둘러싸고 옥천체육공원･관성야외공연장･옥천공설
운동장･옥천체육센터가 있으며, 바깥쪽으로 옥천교육도서관･충북
도립대학교･옥천군민도서관이 있다. 옥천문화원을 비롯한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는 아름다워 많은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옥천체육공원에 정지용의 「향수」를 새긴 ‘지용시비’와 정지용 시
인의 흉상을 올린 ‘정지용상’이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서있다. 이곳
에는 1979년 한국농민문학회와 옥천군 후원으로 세운 ‘소설가 류승
규 문학비’도
있다. 그리고
옥천역 앞에
가면 정지용
의 시 「고향」
을 새긴 지용
시비를 볼 수
있다.
정지용상과 지용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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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의 모든 예술활동의 사령탑 ‘옥천문화원’
옥천문화원은 1966년 개원한
이후 옥천향토사 조사, 연구･기
록사업과 향토유물 수집･향토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지
역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옥천
문화학교 운영 등 옥천군민들의

옥천문화원(관성회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
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옥천문화원의 대표 문화축제는 ‘지용
제’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문화원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35 (문정리 476)
| 주변 볼거리 : ① 관성회관 ② 옥천문화예술회관
| 관람안내 : 09:00~18:00. 토, 일요일 휴무

\ 옥천에 ‘향수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옥천장은 5･10장이다. 옥천 관내만 해도 70년 초에는 면소재지마
다 장이 섰지만 70년 말경에는 6개로 줄어들더니 현재는 옥천장과
청산장(2･7)만 남아있다. 닷새마다 열리던 우리의 전통시장이 쇠퇴
하게 된 것은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물산의 수급이 원활해지고, 시
골 구석구석까지 들어선 대형마트가 상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마트가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 전통장을 잠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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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장터는 단
순히 물건만 팔고
사던 교역만을 위
한 장소가 아니었
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과 만나 일
상사에서

세상사

까지 이야기를 나
누며 정보를 얻고

옥천공설시장

교환하던 지금과 비교하면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인터넷공간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시성과 편리성에 밀려 예전의 전통장은 우
리 주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옥천장 역시 예전의 분위기를 지
닌 그런 전통장은 아니다. 그래도 점차 위축되며 사라져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전통장에 비하면 옥천장은 꽤나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
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또
하나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허전한 일이기 때문이다. 옥천장
은 본래 정지용생가가 있는 구읍에서 열렸었다. 그러던 것이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옥천역이 지금의 자리에 세워지자 사람들의 왕래에 따라
상권이 신시가지로 옮겨가며 장도 옮겨간 것이었다. 옥천공설시장은
최근 ‘향수 오일장’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었다.
옥천장은 옥천을 관통하는 금구천변을 따라 금구리와 삼양리 일대
에서 열리고 있다. 금구리 옥천공설시장(향수오일장)을 중심으로 삼
성서울내과의원

사거리→중앙교→삼양교→삼금로5길→가화1교에

서 금구천변 삼금로3길을 따라 금구교까지 금구교 다리에서→정근
식치과→유림과일백화점→희망약국→다시 삼성서울내과의원 사거
리까지 여기에서 금장로를 따라→부흥농약 종묘친환경마트→축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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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옥천초량순대 일대가 장이 열리는 곳이다.
장날만 되면 벚꽃거리처럼 천변이고, 다리위고, 건물 사이 골목이
고 온통 울긋불긋 꽃이 피어난다. 상인들마다 쳐놓은 각양각색의 천
막과 파라솔들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천태만상
이다. 그곳에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가수의 노랫말처럼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 집에서 먹고 입고 쓰는 물건이 다 있다.
색색의 저고리･바지･치마･점퍼･남방셔츠를 옷걸이에 걸어 줄나
래비로 늘어놓고 패션쇼를 하는 다리 위 의류 노점상, 망치･펜치･드
라이버 외에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용도도 알 수 없는 백가지도
넘을 연장을 바닥에 널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공구상, 다리목 한
귀퉁이에 옥수수･쌀･보리･콩･무말랭이 같은 튀길 수 있는 모든 것
을 다 튀겨주는 뻥튀기 할아버지, 꽁치･고등어･오징어･갈치･삼치･
조기가 싱싱한 어물전, 그 앞에는 아기침대만한 철판을 걸어놓고 파
전･김치전･배추전･녹두전 등 전이란 전은 다 부치는 아주머니, 애들
양말･어른양말･아줌마양말･스타킹･덧버선･수면양말･꽃무늬양말･
발가락양말이 어지러운 양말전, 오징어젓･명란젓･아가미젓･창란
젓･조개젓･밴댕이젓･새우젓･갈치속젓을 파는 젓갈전, 부잣집 잔칫
상보다도 가짓수가 훨씬 많은 반찬전, 됫박 수북하게 멸치･실치･오
징어채･꼴뚜기･명태포를 쌓아놓고 마른 건 다 파는 건어물전, 철철
이 과일전, 없는 게 없는 만물상, 형형색색 떡장사, 야채전, 오뎅전,
사탕장사, 튀김전, 닭전, 족발전, 옛날과자전, 견과류전, 신발전, 잡
화전, 가방전, 모자전, 목물전, 약초전, 묘목전, 꽃･다육이에 이르기
까지 하나하나 종류와 가짓수를 대기도 버거울 정도다. 옥천장에 가
면 눈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세태가 그렇고, 시대흐름이 전국의 오일장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옥천장은 줄지 않고 있다. 외지에서 옥천장을 보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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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인들도 늘어나고, 시골을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소읍이다 보니
집에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보따리에 이고 나오는 할머니들과 주민
들이 장에는 많다. 거대하고 규격화된 도시의 딱딱한 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정다움이, 살가움이 옥천장에는 철철 넘쳐흐른다. 일상 단
조로움에 매몰되어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옥천장에 오면 펄펄 뛰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옥천장에 오면 물건만 구경해도 좋지만 사
람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하며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못지않게
좋다. 언뜻 보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펼쳐놓은 난
전에는 시인이 고향에 와 그토록 아쉬워했던 우리들의 잃어버린 삶
의 이야기가 녹아있다. 옥천장에는 갖가지 물건도 넘쳐흐르지만 그
곳에 나오는 장꾼들도 많다. 그들도 저마다 절절한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캐내어 들어보는 것도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
을 푸근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준다.
정지용 시인을 찾아 옥천에 온 사람이라면, 마침 그날이 옥천장날
이라면 꼭 향수오일장, 옥천장을 꼭 방문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옥
천장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기 바란다. 옥천장은 5･10장이다. 그리
고 장날이 아니라면 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이 있다. 그곳에 가면 옥천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신토불이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값도 저렴하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전통시장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5길 5-14 (금구리 5-68)
| 주변 볼거리 : ① 옥천공설시장 ② 옥천로컬푸드직매장
| 관람안내 : 장날 매월 5일･10일, 15일･20일, 25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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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의 시심을 따라가는 ‘향수30리길’
‘향수30리길’은 정지용 시인 생가가 있는 옥천읍 하계리에서 시작
하여 37번 국도를 따라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까지 이어지는 길을 말
한다. 대청호반 물길을 따라가는 이 길은 봄에는 터널처럼 양쪽으로
늘어선 가로수 벚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에는 신록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아름답고, 천지가 하얀 눈 덮인 겨울에는 쓸쓸하고 호젓해서
좋은 길이다. 이 길에 정지용의 시심을 깔아놓은 것이 향수 30리 길
이다.
향수30리길은 옥천군에서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
되었다. 건축가･디자이너･예술가･문학인 등 각계에 종사하는 일백
향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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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년 여 시간
동안 다양한 논의와 고심 끝에 아름다운
금강과 옥천 출신의 정지용 시인의 작품세
계를 테마로 공간을 꾸며보자는 결론에 이
르렀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결과가 옥천
구읍에서 장계관광지를 잇는 ‘향수30리모단광장

멋진신세계’로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제는 옥천을 대내외에 알리는 옥천의 대표

적인 문화예술브랜드가 되었다.
옥천읍 구읍사거리에서 보은, 안남 방향으로 출발하면 오른쪽으로
교동저수지(교동생태공원)를 지나고 군북면 국원리와 소정리를 거
쳐 장계대교를 건너기 직전 왼쪽으로 가면 장계관광지가 있다. 다리
입구에서 장계관광지 주차장까지는 다소 길게 느껴진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신세계로 들어갈 준비는 끝난 셈이다. 그럼 지금부터 멋진
신세계 속으로 떠나본다. 신세계에는 모단광장, 모단가게(갤러리),
모단스쿨, 지용시비, 카페 프란스, 일곱걸음산책로가 들어있다. 탐
방객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곳은 모단광장이다.
‘모단광장’은 원고지 모양을 형상화 하여 바닥은 정사각형의 작은
타일로 빼곡하게 붙였으며, 군데군데 넓적한 판에는 정지용 시인의
시가 새겨져 박혀있다. 광장 끝 난간에서는 금강 쪽으로 빨간 조형
물과 대청호의 경치를 전망할 수 있다. 이때까지도 탐방객들은 자신
들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도 하지 못한다.
모단광장에서 내려오면 자신이 거닐던 광장 아래에 가게가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한다. 바로 ‘모단가게’다 삼면이 유리창으로 된 모단
가게 유리창에는 중앙 출입문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1」, 「유리창2」가 크고 작은 글씨를 섞어 고딕체로 디자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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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써놓았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 새까
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의 시 「유리창1」

나머지 창에도 ‘내어다보니 / 아주 캄캄한 밤,~ 으로 시작하는 정
지용의 시 「유리창2」를 「유리창1」처럼 써놓았다. 그런데 이 시는 아
주 슬프고 가슴 저린 시이다. 이런 시를 신세계로 들어가는 초입의
모단가게 정면에 써놓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다.
한참을 골몰하다 혹시 세 면이 유리로 된 가게와 이미지를 맞추려고
그러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시의 선택이 지
극히 작위적이고 경솔하지 않았나한다. 아름다운 금강과 대청호반
이 산과 어우러져 풍광이 빼어난 이곳에서 고향만큼 푸근한 시인을
만나러 신세계로 들어가는 초입에 죽음에 대한, 그것도 이 세상 무
엇과도 그 아픔을 비교할 수 없다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
정을 그린 시를 창문 가득하게 채워놓았다면 잘 차려놓은 잔칫상을
먹지도 못하고 엎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한다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일까? 모단가게 안에는 많
은 책들이 있으며 정지용 시인의 시집도
구입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기념품들
도 있다. 그리고 넓은 창가 의자에 앉아
시도 읽으며 감상에 빠져볼 수도 있다.
모단갤러리도 모단가게와 같은 공간에
있다. 모단갤러리 앞에는 빨간 우체통이
모단갤러리와 빨간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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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가 서있다. 하나는 과거로 보내는 편지를 부치는 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로 보내는 편지를 부치는 통이다. 탐방객들은 이 앞에
서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을 것 같다.
모단가게 아래로는 산책로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있다. 바로
‘일곱걸음산책로’의 시작이다. 대
청호반을 따라 이어지는 일곱 걸
음 산책로가 신세계에서 정지용
시인의 숨결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곳곳에서 시인의 시와
베스트셀러 조각상과 오월 조각상

싯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일곱
걸음 산책로라는 명칭도 시인의

작품 「꽃과 벗」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산책로로 내려가는 계단 왼쪽
소나무 숲 아래 비탈진 경사면에는 꽃모양을 한 모형들을 땅에 심어
놓았다. 이완 작가의 「꽃밭」이라는 작품이다. 작가는 ‘한철만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꽃이 아쉬워 판때기에 사시사찰 피어있는 꽃 그림을
그려 심었다”며 자신의 작품에 담긴 의도를 피력했다. 언제나 우리
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시인의 시처럼 모든 것이 잠들어있는 한겨울
에도 지지 않는 꽃을 보여주려고 한 작가의 상상력이 놀라울 뿐이
다. 절대 시들지 않는 사철꽃을 지나면 곧바로 붉은 타원형으로 된
두 개의 조형물이 나타나는데 「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다. 이
곳에 올라서면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새로 만든 듯한 계단을 내려가면 깨끗하게 정
리된 그리 크지 않은 마당에 조각 작품 두 개가 서있다. 하나는 열권
의 책을 쌓아놓은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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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조각상이고, 또 하나는 언뜻 보면 소뿔처럼 보이지만 여인상의
오월이란 조각상이다. 일곱 걸음 산책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숲
길을 따라 걷다보면 방가로도 지나고 벽에 쓰인 얼룩백이 황소의 향
수도 보이고 문학공연장도 나타나고 각종 쉼터도 있어 잠시 쉬었다
가도 좋다. 호반을 걷다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이곳저곳에서 정지
용 시인의 시를 만날 수 있다. 건물 외벽에서, 잠시 쉬려고 앉은 호
수가 나무벤치 등받이에서, 수몰된 마을을 추억하는 곳에서. 무심코
바라본 조형물에서도 주옥같은 시인의 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용문학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굴지의 시인들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대청호를 배경으로 스탠드를 켜
고 창작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품들, 한 편
의 시를 잉태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뇌가 뒤따
르는지를 상징한단다. 본래 한 덩어리였던 큰
바위를 다섯 개로 나눠 <정지용문학상 시비>
를 세우고, 제1회 정지용문학상을 받은 청록파
시인 박두진 시인의 「서한체(書翰體)」를 시작
으로 역대 수상자들의 이름과 작품을 새긴 비
와 구조들이 열을 지어 서있다. 이곳에서는 우
리나라 현대시를 빛내고 있는 유명시인들의
시를 볼 수 있다. 산책로는 여기까지만 허용되
고 있다. 현재 산책을 할 수 있는 멋진신세계
산책길은 모단가게에서 나루터까지 약 500미
터 정도이다. 아쉬움을 안고 ‘카페프란스’로

시비

가보자
‘옮겨다 심은 종려(棕櫚)나무 밑에 / 비뚜로 선 장명등(長明燈). / 카페 프

106

란스에 가자. …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 페이브먼트 흐늑이는 불빛. /
카페 프란스에 가자.’
정지용의 시 「카페 프란스」

카페프란스는 모단스쿨(체험장) 바로 옆에 있다. 두 건물은 예전
장계유원지 내에 있던 효용가치가 떨어져 방치되었던 건물을 재생
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를 요리하면 어떤 맛일까? 모단스쿨 입구에
는 ‘시를 요리하다 상상공방’이라고 쓰여 있다. 모단스쿨에서는 요
리 공방･아트북･천가방･메모판･시계, 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학습을 했다. 한동안 문을 닫았던 카
페프란스는 2019년 말 재개장하였다. 그러나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
는 그런 카페로 자리 잡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장계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노후한
시설의 리모델링과 산책로 정비, 그리고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기
존의 산책길에 더해 대청호반을 걷는 산책길을 꾸미고, 북동쪽 언덕
에는 테마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22년 12
월 말에 마무리된다. 그때가 되면 멋진신세계가 더 멋진신세계로 재
탄생할 것이란 기대를 걸어본다.
산책을 모두 끝냈다면 모단가
게와 접해 있는 ‘향토전시관’도
한번 둘러볼 것을 권한다. 향토
전시관은 옥천군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전
시하고 있는 곳이다. 전시실 1층
은 선사･역사유물관으로 역사 이
향토전시관

전부터 신라, 고려, 조선,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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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까지의 유물과 기록들이 있다. 2층은 생활과 민속전시실로 의식
주는 물론 농업, 농잠업, 민속생활･신앙에 관한 자료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옥천에서 태어난 인물들도 전시되어 있다. 그리
고 밖으로 나오면 전시관 앞 연못에 돌다리가 가로질러 놓여 있다.
이 다리가 신라 문무왕 때 만들어진 청석교이다. 본래 증약마을에
있었던 것을 2001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이다.
장계리는 한때 옥천 최고의 대청비치랜드가 있던 관광단지였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최신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폐장하고 말았다.
모단가게에서 산책로를 걷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폐장한 대
청비치랜드가 나타난다.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 대관람차 등
70~80년대를 풍미했을 낡은 놀이기구들이 비바람에 시달려 녹슬어
가고 있다. 마치 30~40년 전으로 시대를 거슬러간 듯 낡고 쇠락했
다.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공간을 되살린 것이 정지용 시인이다.
정지용을 테마로 ‘향수30리길-멋진신세계’가 개발되면서 예술공간
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폐허나 다름없이 퇴락해가던 유원지가 새로
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했으니 어째 신세계라 하지 않을 수 있겠
는가.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장계관광지
| 주소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 7-1
| 주변 볼거리 : 장계국민관광지 향토자료전시관
| 관람안내 : 화~일요일 09:00~18:00.
휴무일-월요일, 1월 1일,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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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제와 옥천의 문인들
옥천에서는 정지용 시인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지용제’가 열리고 있
다. 지용제는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며 우리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시인을 추모하고, 그의 시문학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
리는 옥천의 문화축제이다. 1988년 시인이 해금된 이듬해인 1989
년 고향에서 축제를 연 이후 2021년 올해로 34년을 맞고 있다. 옥
천군과 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지용회, 옥천문인협회, 옥천청년회
의소, 각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있으며 구읍의 지용생가와 옥천
문화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용제에서는 청소년문학상 공모, 지용문학상 수상, 지용신인문학
상 시상, 전국지용백일장, 지용문학포롬, 가족 시 낭송회, 지용문학
세미나, 우리 시인과의 만남, 시인과 함께 하는 시노래 공연, 군민노
래자랑, 시가 있는 향수음악회, 지용생가 공연, 거리축제 등 다채로
운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열리던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지난 10월 14
일~17일, 3박 4일 동안 전통문화체험관과 지용생가 등 구읍 일대를

지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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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열렸다. 이번 지용제의 부제는 ‘시가 숨쉬는 마음, 시를 꿈
꾸는 마을’이었다. 이번 지용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프라인 행사
는 소규모로 줄이는 대신 온라인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여 북적이
는 축제에서 느리게 걸으며 시문학을 느껴보는 축제를 기획하였다.
구읍 일대는 주민들에게 ‘집집마다 시(詩)등 달기’를 권고해 골목길
을 밝히고, 지용생가 주변으로는 시가 있는 정원으로 포토존을 설치
하고, 실개천을 따라 카페프란스 분위기를 풍기는 카페가 조성되었
다. 또한 지용제 본 무대가 열린 전통문화체험관에는 전통한옥을 배
경으로 무대가 설치되었고 이곳에서는 영상과 줌(zoom)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구읍 교차로 부근
에는 전시마당을 마련하여 옥천지역 예술인들의 사진･미술･공예･시
화 등이 전시되었다. 세계적인 코로나의 만연으로 북적거리는 축제
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을 곳곳은 첫날부터 제법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들뜬 분위기로 활기가 돌았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옥천이 북적거리게 될 날을 고대한다.
정지용의 지용제 외에도 옥천에서는 류승규문학축제와 이은방문
학축제가 열리고 있다. ‘류승규뮨학축제’는 군북면 추소리 출신의
농민 소설가인 류승규(1920～1993년)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축제이
다. 류승규는 이무영의 문인으로, 그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등단하
여 일제 강점기 핍박받는 농민의 실상을 작품 속에 그리며 농민문학
을 꽃피운 작가로 「빈농」, 「두더쥐」, 「아주까리」, 「느티나무」 등의
소설을 남겼다. 한국농민문학회와 옥천문인협회가 주관하는 류승규
문학축제는 2003년 류승기 작고 10년을 맞아 제정되어 올해로 18
회를 맞았다.
‘이은방 문학축제’는 청산면 효목리 출신으로 시조시인이었던 이
은방(1940~2006년)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의 저변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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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14년 제1회 이은방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이은방은 196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채밀기』, 『바람꽃 우는 소리』, 『하
늘못』, 『물빛 고인 하늘』, 『산방에 송화가루』, 『바람춤』, 『국경의 바
람소리』 등의 시집을 남겼다. 옥천군이 주최하고 옥천문인협회, 한
국시조시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문인협회, 충북교육청, 옥천교육지
원청, 옥천예총, 충북지조시인협회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백일장에
는 전국의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옥천에는 지용의 후예들이 1999년 창립된 문학단체인 옥천
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옥천의 문학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
년 기관지 『옥천문단』을 발간하고 있다. 옥천문인협회에서는 전국지
용백일장을 개최하고, 전국정지용청소년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하
고 있다. 또 시화전을 개최하여 지역문인들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있으며 옥천학 강좌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알
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옥천은 아름다운 고장이다. 옥천은 따뜻한 고장이다. 옥천은 시가
살아 춤추는 문학의 고장이다. 바쁜 일상에 쫓겨 마음의 여유가 없
는 사람, 각박한 삶에 지쳐 의욕을 상실한 사람, 긴장의 연속인 나날
속에서 몸과 마음이 메말라 버린 사람이라면 옥천에 와볼 것을 적극
권한다. 그리고 옥천을 천천히, 느긋하게 둘러볼 것을 권한다. 그동
안의 팍팍했던 삶에 옥천의 향수가 탐방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
셔줄 것이다. 옥천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옥천 사람들의 푸근함이,
옥천의 문향이 고향처럼 스며들어 새로운 활력을 용솟음치게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 옥천은 그런 고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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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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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의 전설이 서려있는 청풍정
석호리 산 21-5에 청풍정(淸風亭)이 위치하고 있다. 저수면적
72.8㎢의 대청호가 1980년에 생기면서 옥천군 군북면 함티, 돌고
리, 진걸, 중걸, 이사골, 신촌 마을의 80%가 수몰되면서 새로운 행
정지명 석호리가 탄생하였다. 석호리는 석경리의 ‘석’ 자와 도호리
의 ‘호’ 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다. 4월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옛 37번 국도를 따라 4㎞정도 달리면 국원보건진료소(군북면 석호
길5)가 나온다. 그곳에서 이정표를 따라 2㎞ 더 가면 김옥균과 기생
명월(明月)의 전설이 서려 있는 청풍정과 명월암을 만날 수 있다. 청
풍정은 조선후기에 참봉 김종경이 세웠고, 1900년경 화재로 소실되

김옥균 전설이 서린 청풍정.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반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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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수몰 이전 청풍정 일대는 금강물이 굽이쳐 흐르다 절벽에 부
딪쳐 소(沼)를 이루고,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숲을 이룬 가운데 백사
장이 4㎞나 뻗어 있었다. 청풍정은 1980년 대청댐 준공으로 수몰된
것을 옥천군이 1993년 정면 3칸, 측면 1칸과 팔작지붕 형태로 지금
의 위치에 복원하였다.
청풍정은 1칸은 온돌방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나머지 2칸은
대청마루 구조를 하고 있다. 화강암 돌기둥 옆의 돌계단을 통하면
대청마루로 올라 갈수 있다. 방 정면은 4짝의 들어열개문 구조로 필
요에 따라 개방과 폐쇄를 할 수 있다. 방문 위의 “淸風亭” 이라는 현
판글씨는 1993년 복원 당시 옥천군수였던 유봉열(1939~2019)이
썼다.
명월암은 청풍정을 우측으로 돌아가면 만날 수 있는 기암으로, 깎
아지른 수직바위에 ‘明月岩’이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새겨 있다. 김옥
균(金玉均, 1851~1894)의 갑신정변과 삼일천하에서 보듯 구한말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거물급 개화파 정치인이었다. 그런 김옥균에
게 갑신정변 후 청풍정 은거설과 옥천 출생설 등 2개의 설이 제기돼
있다. 모두 사실일까?
김옥균이 갑신정변
실패 후 옥천 청풍정
일대에 머물 있는 시
간이 있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그의 연
대기를 촘촘하게 작
성하였다. <표>를 보
면 김옥균은 1884년
명월암이 새겨진 바위. 청풍정 바로 뒤에 위치한다.

12월 4일(양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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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7시 우정국 준공 축하연을 틈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12월
6일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면서 삼일천하로 끝
났다. 김옥균은 그 직후 일본공사관 피신(12월 6일), 제일은행지점
장 기노시타의 집 은신(12월 7일) 등을 거쳐 12월 11일 제물포항에
서 일본 국적선 치토세마루 호(千歲丸)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김옥균(1851~1894) 연보

1851(나이)

충청남도 출생. 아버지 안동 김씨 김병태. 호 古筠(고균)

1853(3)

천안군 원대리로 이사. 부친은 서당훈장

1854(4)

천자문을 배움

1856(6)

종숙 김병기의 양자로 서울로 감

1860(10)

김홍집 등을 사귐

1861(11)

양부 김병기 강릉부사 부임

1866(16)

1870년부터 박규수의 문하에 들어감

1872(22)

문과에 장원급제

1874(24)

홍문과 교리가 됨. 『기화근사』 저술 시작

1877(25)

박규수 사망

1879(29)

『기화근사』 완성, 오경석 사망

1881(31)

11월 제 1차 일본행. 후쿠자와 등을 만남

1882(32)

귀국 길에 임오군란 소식을 접함.
가을에 박영효 등과 제 2차 일본행

1883(33)

17만원의 차관을 얻어 귀국. 당오전을 둘러싸고 묄렌도르프와
갈등

1884(34)

차관 3백만 원을 얻는데 실패하고 귀국, <한성순보>에 「치도낙
론」 기고

1884. 10. 31

박영효, 서광범 등과 정변 모의

1884. 11. 25

일본공사 다케조와의 회담에서 일본군의 동원문제를 타결

1884. 12. 2

박영효의 집에서 거사일을 12월 4일(음력 10월 17일)로 확정

1884. 12. 4

저녁 7시 우정국 축하연을 틈타 갑신정변 결행. 고종 경우궁으
로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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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12. 5

「조보」에 개화당 조각내용 발표.

1884. 12. 6

청나라 군대 출동. 갑신정변 실패. 김옥균 일본공사관 피신

1884. 12. 7

제일은행지점장 기노시타 집에 은신

1884. 12. 11

제물포항에서 일본 국적선 치토세마루 호(千歲丸)를고 일본으
로 망명

1885(35)

서광범, 서재필 등은 미국행. 김옥균 『갑신일록』 집필

1885

장은규, 김옥균 암살위해 일본 잠입

1886(36)

지운영, 김옥균 암살위해 일본 잠입. 김옥균 오가사와라 섬으로
추방

1888(37)

홋가이도로 이송

1890(40)

유배에서 풀려나 동경으로 복귀

1891(41)

민씨 일파, 자객 이일직을 파견

1893(43)

이일직, 홍종우 포섭

1894(44). 3. 27 김옥균, 상해로 망명
1894(44). 3. 28 동화양행에서 홍종우에게 피살
1894. 4

시신 서울 양화진으로 운반돼 능지처참. 생부 김병태 천안에서
사형

<표>만 보면 김옥균이 갑신정변 실패 후 기생 명월과 함께 옥천
청풍정에 은거했다는 전설은 성립할 수 없다. 김옥균이 갑신정변 실
패 직후 서울을 탈출했다는 근거는 없다. 그는 삼일천하 후 일본인
보호 아래 피신과 은신을 하며 줄곧 서울에만 머물렀다.
김옥균 옥천 출생설이 제기되는 것에는 ①선대가 유난히 옥천에서
벼슬을 많이 한 점 ②양부 김병기(金炳基)가 옥천군수를 지낸 점 ③
부인 기계 유씨가 딸과 함께 옥천으로 피신한 점 ④황현의 『매천야
록』 기록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대 옥천군수를 역임한 인물 중에는 안동 김씨들이 유난히 많다.
김이기(金履基)는 1781년(정조 5)~1782년 옥천 군수를 역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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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세불망비가 교동리 비석거리에 세워져 있다. 김인순(金麟淳)는
1802년(순조 2)~1807년(순조 7) 옥천군수를 지냈다. 그의 셋째 아
들 문근은 철종의 장인이 되었다. 그의 딸이 철종비인 철인왕후이
다. 이밖에 김면순(金勉淳)은 1830년(순조 30)~1834년(순조 34),
김이종(金履鍾)은 1841년(헌종 7)~1843년(헌종 9), 김유순(金有淳)
은 1850년(철종 1)~1853년(철종 9)에 옥천군수를 지냈다.
역시 안동 김씨 세도가 출신인 양아버지 김병기(金炳基)는 김옥균
에게는 7촌 재당숙이 된다. 그는 조선말기의 문신으로, 1846년 소
과에 합격하였다. 1856년 옥과현감을 시작으로 1859년 금성현령을
지냈다. 옥천군수는 갑신정변 19년 전인 1865년(고종 2년)에 역임
하였다. 이후 1868년 양양부사, 1877년 마전군수, 1880년 강릉부
사, 1884년 6월 가평현감을 지내는 등 주로 외직을 담당하다가 갑
신정변 직후 김옥균의 생부 김병태(金炳台)와 함께 삭탈관직 되었다.
이조에서 ‘대신이 아뢴 일로 인하여 역적들의 연좌되어야 할 친족 가운
데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해조에서 모두 삭탈관직을 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김옥균의 아비 부호군 김병기와 본래의 생부 김병
태, 박영효의 아비 대호군 박원양과 형 사사 박영호(중략)에 대해서는 모
두 삭탈관직을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 21년 11월 1일>

김병기는 이후 복권되어 부호군에 가자(加資)되었으며 1892년(고
종 29년)에 감리 관북육로통상 사무가 되었다. 생부 김병태는 갑신
정변 당시 천안에 살고 있었다. 그는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나자
삭탈관직 된 후 천안옥에서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 후 김옥균의
제거가 확인되자 1894년 5월 24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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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은진 송씨는 아들이 능지처참 당하고 남편이 사형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하였다. 족보에는 ‘4월 20일 졸이라고 돼 있으나
이날은 양력으로 치면 남편(김병태)이 처형된 ‘5월 24일’이다. 김옥
균에게는 각균(珏均)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그도 갑신정변에 참여했
으나 실패 후 도피생활을 하다 경북 칠곡에서 체포됐다. 그는 1년 후
인 1885년 처형됐다.
김옥균의 부인인 기계 유씨는 김옥균이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
로 망명하자 당시 7살 난 딸과 함께 우리고장 옥천으로 피신했다. 그
는 옥천으로 피신하게 된 이유와 그 후의 모질었던 삶을 일본신문
<시사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남편의 본가에도 포졸이 그물을 풀어놓고 있어 도저히 피신할 곳이 못되
어 저는 그곳을 가까스로 빠져나와 굶주린 아이를 달래면서 충청도 옥천
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옥천에는 저희 조상의 묘소가 있고 문중 친척들
이 살고 있어 잠시 의탁할 요량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때는 10월을 지나
동짓달 초순이었는데 한 친척집에 숨어 있다가 옥천관헌에게 들켜서 붙
들려 간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차마 말로 다하기 어려운 치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옥에 갇혀 있던 중 우리 모녀에게 뜻밖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
왔습니다. 저희 본가시댁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정노인이 저희모녀를 옥
에서 빼내어 은밀히 집 한 칸을 마련하여 살게 해 주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그 분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는데 어느날 현청의 공금
을 유용했다는 죄목으로 가산이 몰수되고 잡혀 들어가게 되자, 저희 모
녀는 또다시 쫓기는 신세로 정처 없이 유랑해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았습니다.
어디 의지할 곳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포졸들의 눈을 피해 발길 닿
는 대로 떠돌아다니다 지친 몸을 의지하게 된 곳은 다 허물어져가는 오
두막이었습니다. 굶주렸지만 누구도 밥 한 그릇 선뜻 내주는 사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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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서툰 막일을 나섰습니다.
<시사신보 1895년 3월7일>

<시사신보>는 산케이신문의 전신으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兪吉･
1835-1901)가 설립자이다. 그는 김옥균이 차관을 얻으러 일본을
갔을 때 처음 만나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
양아버지이자 후견인 역할을 했다. 그는 메이지 천왕의 스승이면서
현재 동경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난학숙’(蘭學塾)을 세웠다. 난학숙
은 게이오대학의 전신이다. 기계 유씨의 사연이 일본신문에 실린 것
은 전적으로 후쿠자와 유키치의 관심 때문으로, 그는 자사 기자에게
인터뷰를 지시하였다.
김옥균의 부인 기계 유씨는 파란만장한 삶에 지쳤는지 장수하지
못하고 1914년 사망했다. 그러자 일본 망명 중에 얻은 아들인 김영
진(金英鎭)이 김옥균의 머리카락과 옷조각 일부를 가져와 기계 유씨
와의 합장묘를 만들었다. 기계 유씨는 죽어서야 비로소 남편 곁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일제는 기계 유씨가 사망하자 김영진을 통해 1백
원의 거금을 부의금으로 전달했다.
‘특별히 김영진(충달공 김옥균의 아들이다)에게 일금 100원을 내렸다.
그의 모친의 상(喪) 때문이다(特賜金一百圓于金英鎭【忠達公玉均之子】 以
其母喪也)’
<순종부록 1914년 9월14일>

현재 김옥균의 묘는 아오야먀(靑山) 외국인 묘역과 진정사(眞淨寺)
경내 등 일본에 2기, 그리고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등 모두 3기가 존
재한다. 김옥균이 중국 상해에서 암살됐다는 소식이 일본열도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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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자 그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후쿠자와 유키치를 중심으로 '김씨
장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장례가 치러졌다. 묘는 아오야마 외국인 묘
역에 유품 없이 초혼묘로 조성되었다. 김옥균의 묘를 동경 진정사에
조성한 인물은 생전에 김옥균을 존경했던 사진사 카이군지(甲斐軍
治)라는 인물이다. 그의 부탁을 받은 연인 오야부 마사코는 한밤중에
남대문 성곽을 넘어가 장대에 매달려 있는 김옥균은 얼굴을 한강물
에 깨끗이 씻은 뒤 보통 짐인 것처럼 위장해 자기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오야부는 카이군지에게 김옥균의 얼굴을 보인 뒤 도쿄로 직
행, 진정사에 묘소를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에 있는 김옥균의 한국 묘는 일본 진정사의 묘와 선이 닿아 있다.
1914년 김옥균의 일본인 아들인 김영진(金英鎭･1876∼1947)은 기
계 유씨가 사망하자 아버지(김옥균)와 의붓어머니(기계 유씨)의 합
장묘를 만들었다.
아산리 김옥균 묘는 김옥균의 옷과 머리카락만 가지고 조성한 이
른바 '의발묘'(衣髮墓)이다. 김옥균의 묘가 연고가 없어 보이는 아산
에 존재하는 것은 그가 아산군수로 재직할 때 묘를 만들었기 때문이
다.
김옥균의 옥천 출생지 설은 황현(黃玹･1855∼1910)의 저서 『매
천야록』에서도 비롯됐다. 『매천야록』은 김옥균의 시신이 청산군(현
옥천군 청산면)에 묻혔다고 기술했다.
‘김영진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김영진은 김옥균의 아들로 일본 부인이
낳았다. 김옥균이 처형된 후 그를 청산군에 매장하였는데, 이때 김영진
이 와서 13년 만에 忌法會를 치르고, 또 그의 유고도 간행하였다.
(金英鎭自倭還 , 英鎭者玉均子, 倭婦所生也, 玉均伏法後, 葬靑山郡, 英鎭旣
至, 追行十三年忌法會, 刊其遺稿, 英鎭自是連居外郡, 爲平南參書官･振威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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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 以不法聞.)’
<『매천야록』>

김옥균이 옥천에서 출생했는지 여부는 좀 더 고증을 거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김옥균의 선대는 옥천에서 살았고, 부인
기계 유씨가 옥천에서 고난의 생활을 장기간 했다는 점이다. 청풍정
전설은 그런 배경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석호리 청풍정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석호길 300-1 (석호리 255-4)
| 주변 볼거리 : 부소담악, 이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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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짝짜꿍’의 작가 정순철
‘엄마 앞에서 짝짜꿍, 아빠 앞에서 짝짜꿍’,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우리 모두는 유년시절에는 앞의 노래를, 초등학교를 졸업
할 때는 뒤의 노래를 빠짐없이 불렀다. 두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정
순철(鄭淳哲, 1901~?)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게
다가 그가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의 외손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정순철은 1901년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연일(延日), 어릴 때
이름은 분답, 자는 성춘(星春)이다. 청산에
서 보통학교를 다니던 정순철은 학교를 중
퇴하고 집을 나와 옥천역에서 화물차에 몰
래 숨어 타 서울로 올라갔다. 이후 동학 3세
교주인 손병희의 배려로 1919년 보성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정순철은 후에 손
생전의 정순철 모습

병희의 사위가 되는 방정환과 절친하게 지
내며 ‘천도교소년회’ 활동을 같이 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어린이 문화운동이자 어린이
인권운동이었다. 그는 일본 유학중일 때인 1923년 방정환과 함께
‘색동회’를 조직하였다. 색동회는 1923년 <어린이> 잡지를 창간하
였다. 그는 천도교소년회와 함께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다. 동요 ‘짝짜꿍’, ‘까치야’, ‘여름비’, ‘나뭇잎배’, ‘갈잎피
리’, ‘형제별’, ‘자장가’ 등은 이 시기에 작곡되었다. 그가 작곡하고
윤석중이 작사를 한 ‘졸업식의 노래’는 1948년에 작곡하였다. 그는
그해 서울 성신여고에서 교편생활을 시작 했으며 재직 당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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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으로 불렸다.
그는 어떤 사연으로 최시형의 외손자가 됐고, 또 어떤 사정으로 궁
벽한 청산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된 것일까.
조선 말기를 산 인물로 이필제(李弼濟, 1825~1871)가 있다. 그
는 홍성 태생이지만 충북 진천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그
는 ‘서양세력을 끌어들여 중국대륙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겠
다’는 포부를 지녔던 이단아로, 현재 역사학계에서 ‘조선의 체게바
라’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는 동학 2개 교주 최세형에게 교조신원
운동 차원에서 경상도 영해 관아를 무력을 공격할 것을 제안, 허락
을 받아냈다. 이필제는 1871년 3월 최시형 수하의 동학 가담자와
함께 영해관아를 공격, 대규모 살상과 파괴를 저질렀으나 교주 최제
우에 대한 시원은 언급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시형이 시쳇말
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이필제의 난, 또는 영해교조신원운동의
전말이다.
관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최시형의 동학 조직은 초토화됐고,
수하의 많은 동학도들이 처형되면서 그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최시형은 도바리, 즉 도망자
신세가 됐다. 이때부터 달랑
보따리 하나만 메고 끊임없
이 옮겨 다닌다고 해서 ‘최
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경상도에서 백두대간
을 넘어와 단양 대강면 천동
리 송두둑이라는 곳으로 숨
어들었다. 송두둑은 ‘소나무
가 많은 두둑’이라는 뜻으

폐쇄된 장정분교와 송두둑(오른쪽)
지금도 연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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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폐교된 대강초등 장정분교 바로 옆이다.
최시형은 19살 되던 1845년 가을에 먼 일가의 중매로 흥해 매곡
에 사는 밀양 손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밀양 손씨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잃어버렸다. 송두둑의
생활이 길어지자 주위 권유로 안동 김씨와 결혼하였다. 두 번째 결
혼생활이 6년쯤 지난 시점에서 첫 번째 부인 밀양 손씨가 딸을 데리
고 송두둑을 찾아왔다. 호구지책을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과
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송두둑까지 들어들어왔다는 것이다. 한 지붕
아래 한 남편과 두 부인이 동거하는 ‘일부이처’(一夫二妻)의 기막힌
광경이 연출되었다.
두 여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다.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와
‘의지할 데 없는 개벽을 꿈꾸는 종교지도자로 알았는데’라는 생각이
수시로 충돌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최시형과 두 번째 안동 김씨 사
이에 딸 하나가 태어났다. 그가 바로 정순철의 친어머니 최윤(崔潤)
이다. 최시형은 1885년 2월 일부이처의 생활이 불편했는지 보은 장
안에 농토를 마련한 후 그곳으로 첫 번째 부인 밀양 손씨를 이주시
켰다. 그는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천식을 심하게 앓았다.
1887년 단양 송두둑의 두 번째 부인 안동 김씨가 갑자기 숨졌다.
최시형은 하는 수 없이 보은으로 이주해 첫 번째 부인과 다시 합쳤
으나 그의 천식은 더욱 악화됐다. 이듬해 봄 최시형이 수석제자인,
후에 3.1운동 33인 대표가 되는 손병희는 해월에게 자기 여동생을
후취로 권했다. 여동생은 출가를 했으나 바로 남편상을 당해 친정인
청주 북이면에 와있던 상태였다. 이때 최시은 62세, 손병희 여동생
은 25살이었다.
1893년 3월 보은 장내리에서 동학 역사상 가장 큰 집회인, 김구
등도 참여한 3차 교조신원운동이 열렸다. 최시형은 그해 8월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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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대도소를 보은 장내리에서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문바위골로 옮겼다. 그해 10월 14일 공주 우금티 전투에 참
전하는 동학 북접군의 출정식이 청산 문바위골에서 열렸다.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에 위치한 문바위 동학기념공원
이곳에서 우금티에 참전하는 동학 북접군의 출정식이 열렸다.

그해 11월 9일 우금티에서 동학농민군과 조･일 연합군이 대전투
를 벌였으나 화력이 약한 동학농민군이 대패를 하였다. 이후 동학
북접군은 보은 북실로 돌아와 집결했으나 일본군의 추격을 받고, 수
백 명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궤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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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군이 화해되기 시작하자 민보군이 더욱 설쳐 되기 시작하
였다. 민보군은 양반 지배층이 동학농민군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철저한 기득권 세력이었다. 청산지역에서는 박정빈이라
는 자가 민보의 우두머리를 자처하였다.
“옥천민보 두령 박정빈이 동학군을 초멸한다 말하고 쳥산군수를 도득(圖
得)하여 신사의 부인 자녀를 착수(捉囚)하고 엄형을 가하여 부인은 임신
중 누월(累月) 체인(滯因)되어 옥중에서 유산되고 십칠세된 약양(弱孃)과
외손녀는 청산군 통인 정주현과 박재호에게 늑가(勒嫁)한 바 되었더라.
<「천도교교회사」 초고,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 1>

통인은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는 자로, 주로 향리나 노비의 자제들
이 맡았다. 도득은 꾀하여 얻었다는 뜻이다. 인용문의 ‘십칠 세 된
약양’이 바로 정순철의 어머니 최윤으로, 당시 17세였다. 약양, 즉
어린 소녀라는 표현은 그래서 사용됐다. 민간인으로서 옥천군수를
도득한 박정빈은 통인 정주현에게 ”네가 데려가 살라“며 최윤을 늑
가하였다. 늑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하는
결혼이라는 뜻이다. 당시
정주현의 나이 18살이었다.
1901년 두 사람 사이에 정
순철이 지금의 옥천군 청산
면 교평리 310-1번지에서
태어났다.
최윤의 결혼생활은 순탄
정순철의 피아노 치는 모습을 그린 교평마을 벽화

하지 않았다. 정주현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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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가 최윤보다 5살 아래인 유이수(柳怡秀)를 후처로 삼았다. 정주
현은 역적의 딸과 살면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윤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산중에서 정순철을 데리고 힘든 농사를 지
으며 살아야 했다. 정순철은 그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
했다.
그리도 행복슬업지 못하든 어린 시절! 그리도 질겁지 안튼 어린 시절! 언
제나 쓸쓸하얏고 언제나 외로웠든 어린시절이였섯습니다. 낮이나 밤이
나 나 호올로 외로웠섯습니다. 누나도 업고 동생도 업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따듯한 사랑도 모르고 지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부드러운
웃음, 자미스러운 말소리가 엇지도 그리윗섯는지 몰르든 그 시절이엿섯
습니다.
외롭고 쓸쓸히 하로 해도 서산을 넘고 외롭고 흠이 가득찬 어린이의 이
집에도 어둠의 밤이 찾아와서 팟알만한 기름불이 히미하게 끔벅이고 잇
섯습니다. 꿈고 짧을 여름밤도 지나고 가을밤도 짙어가면 뜰앞 감나무
마른닢이 우수수 흩어지고, 뒷산 속 솔바람소리가 쇄-, 구슭히 우는 부엉
이 울음, 달밝은 밤 달을 시처 날라가는 기럭이 울음소리-.
팟알같은 기름불 밑에서 버선 깁는 엄마의 청성구즌 군소리- 이러한 모
든 밤이 주는 정경을 보고 듯고 이 어린이는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또
우울하얏섯섯슬 것입니다.
<『어린이』 1933년 2월호>

정순철은 이후 서두에 언급한 대로 옥천역에서 몰래 화물차를 타
고 상경, 손병희 경제적 배려 속에 방정환과 어울리며 어린이와 동
요 작곡 활동에 전념하였다. 6.25는 우리 곁의 정순철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6.25가 터지던 해 정순철은 성신여중 교감이었다. 당시
교장은 정순철에게 학교를 부탁한다며 피신했고 9.28 수복이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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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무렵 인민군이 학교에 들이닥쳤다. 그 인민군은 정순철이 가르쳤
던 제자였다. 서울 수복 후 성북경찰서로 달려간 가족은 정순철의
신발 한 짝만 발견했다. 맨발로 끌려갔던 것이다. 이후 소식은 없다.
전쟁과 분단의 비극이 아니었다면 그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동
요 작곡가로 우리 곁에 있었을 것이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정순철 생가
| 주소 : 옥천군 청산면 교평3길 23-1 (교평리 310-1)
| 주변 볼거리 : 청산공원, 청산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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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과 온화함이 영글다, 육영수 생가
육영수(陸英修, 1925~1974)가 태어난 곳으로, 결혼하기 직전인
1950년(25살)까지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방치되어 오다가 2003~2010년 37억
여 원을 들여 건물, 연못, 정자 등을 복원했다. 대지 1만㎡에 후원과
과수원 등까지 합치면 2만6천4백㎡ 규모이다. 솟을대문의 좌우에는
곳간채와 대문채가 위치하고 있다. 솟을대문을 막 지나면 정면으로
는 사랑채를 만날 수 있고, 그 좌측은 중문채이다. 사랑채의 왼쪽 2
칸은 온돌방이고 나머지 3칸은 대청마루가 놓였다. 안채는 ㄷ자형으
로 육영수가 출가하기 전까지 생활하던 공간이다. 연못은 연꽃이 심
겨져 있었고, 겨울철이면 스케이트를 지칠 정도로 넓었다. 연당사랑
위에서 내려다 본 육영수 생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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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못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특별히 세운 건물로 사랑채와 안채
중간에 위치한다. 생가 내 2개의 뒤주와 석빙고, 연자방아 등은 집주
인이 만석꾼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02년 충청북도기념
물로 지정됐다.
육영수의 아버지 육종관(陸鍾寬, 1893~1965)은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사람으로 부친 육용필로부터 본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자식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형들이 출세를 위해 출향했으나,
자신은 고향에 남아 집안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는 전통 농업 외에
미곡도매, 금광, 인삼 가공업 등에도 뛰어들어 거부(巨富)를 일궜다.
그는 1918년 삼승산 아래 능월리를 떠나 옥천읍으로 진출하였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총재산의 절반을 주고 옥천군의 주산인 마성
산(馬城山) 아래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지금의 육영수 생가(이하 생
가)를 구입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옥천군조는 마성산에
대해 ‘고을 북쪽 2리에 있다. 진산(鎭山)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지방
사람들이 말의 조상에 제사지냈으므로 이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라
고 기술하였다. 일부 풍수전문가는 생가에 대해 “주산인 마성산은
주역상 탐랑성(貪狼星)이고, 그 같은 지세에서는 왕이나 왕비가 배출
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다. 탐랑성은 북두칠성의 첫 번째에 해당
하는 별이다.
생가는 1600년대 김정승이 처음 지어 살고 이후 송정승, 민정승
등이 잇따라 살아 마을에서는 ‘삼정승집’이라고 불렀다. 그는 여성
의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근대문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
다. 그는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영사기를 구입하였고 직접 자가용을
운전할 만큼 기계 다루는 솜씨가 능숙했다.
어머니 이경령(李慶齡, 1896~1976)은 고려 유학자인 이제현의
후손으로 후덕함과 인자함을 갖췄다. 그는 안채에서 큰살림을 도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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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꾸리면서 자식 교
육도 게으르지 않았
다. 아버지 육종관은
조경에도 관심이 많
았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꾼을 동원
해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고, 그것이 지금
의 아름다운 조경을
연당연못과 연당사랑
육영수는 어릴 적 이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지쳤다.

만들었다.

육영수는

봄이면 지천을 이루

는 꽃, 그리고 가을이면 주저리주저리 열매를 맺는 각종 과수나무
속에서 소녀 시절을 보냈다. 그는 여름철이면 연당 사랑채를 즐겨
찾아 홍련, 백련 등을 감상했다. 그는 겨울이 돼 얼음이 얼면 오빠
육인수, 여동생 육예수 등과 함께 연당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지치기
도 했다. 연못은 그럴 정도로 충분히 넓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장기를 이렇게 말했다.
소녀 시절 나에게 아름다운 꿈과 정서를 심어주던 우리 집은 옛날 집 치
고 그리 작지도 흔하지도 않은 전통적인 구옥이었다. 아버지께서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화단이나 집 둘레에는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이 많
이 있었다. 12월 마지막 달에는 월계화가 피었다.
<동아일보 1974년 8월 16일>

그는 몸가짐은 늘 얌전히 했고, 생활은 소박했으며, 얼굴에는 은은
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그런 육영수를 ‘교동집 작은

132

아씨’로 불렸다. 육영수는 훗날 청와대 안주인이 됐을 때도 이런 온
화함과 소박함을 잃지 않았다. 모두 소녀시절에 체득한 것이었다.
육영수는 10살 전후부터 수판을 놓으며 아버지의 장부를 도맡아
정리했다. 그는 수판으로 소작인들의 도지세, 각종 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 내역 등을 장부로 정리하였다. 육영수는 동생의 옷을 지
어줄 정도로 소녀 시절부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다. 육영수는 얼굴
등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 솜씨도 어머니 것을 많이 물려받았다.
육영수는 8살이 되던 해에 옥천읍 죽향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부잣
집 작은 아씨였지만 그것을 자랑삼지 않았다. 그는 죽향초등학교 졸
업 후 서울로 유학, 배화고등여학교에 입학하였다. 배화고등여학교
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쳐야 했다. 육영수는
시골 초등학교를 졸업한 유일한 충청도 학생이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충북 옥천의 고향을 한시도 잊지 않았
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름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겠다는 뜻을
전했고, 아버지는 이 뜻을 받아들여 방학하는
날짜에 맞춰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미리 사
주었다.
18살이 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할 무렵엔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
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4년간의 학창
시절을 끝으로, 고향 옥천으로 내려왔다.
1945년 10월 어느 날 옥천여학교 송재만 서
무과장이 육영수에게 교사 근무를 부탁하였
다. 당시 옥천여학교는 4개의 교실에 교사는
육영수 아버지가 사용하던 영
사기. 6.25 때 인민군이 망
가뜨려 작동은 안 된다.

13명, 학생 수 130여 명인 작은 학교였다. 육
영수는 가사 과목을 가르쳤다.

133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7월의 어느 날, 옥천에 머물고 있
던 육종관은 북한군이 조치원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
는 헌 트럭 한 대를 빌려 육영수와 조카 2명을 태워 부산으로 보냈
다. 교동집에도 자가용 두 대와 화물트럭이 한 대 있었다. 그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는 차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헌
차를 임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종관이 부산에 합류하였다.
딸이 구한 방에 가본 그는 주인과 협상을 벌여 아예 이층 전체를 빌
렸다. 그는 피난생활이 길어지자 아끼던 자동차를 아예 부산으로 가
져왔다. 8월 중순, 외가 쪽 친척 오빠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던
소위 송재천이 육영수의 혼담을 의논하기 위해 부산집을 찾아왔다.
전쟁의 와중에도 시간은 가 육영수도 어느 덧 26살 여자가 되어 있
었다. 그는 부산 자택에서 첫선을 본 박정희에 대해 “눈에서 빛이 나
고,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직한 모습이었다.”라고 기억했다. 박정희
가 싫지 않았다. 부산 피난생활을 마치고 옥천 교동집으로 돌아갈
때 육영수는 어머니와 함께 잠시 대구에서 내려 작은 일식집인 삼화
식당에서 박정희와 약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12월 12일, 대구시 계
산동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육종관은 끝내 ‘8살이나 나이가 많은 이
혼남 박정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식장으로 입장하는 신부의 손은 박정희의 대구사범학교 은사 김영
익이 잡아주었다. 신랑신부가 입장하자 엄숙한 목소리의 주례사가
이어졌다. “신랑 육영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 식장 안은 웃음바
다가 되었다. 신혼집은 대구에 마련되었고, 육영수의 옥천 교동집
생활도 거기에서 멈췄다.
죽향초등학교 교정의 육영수 휘호탑에는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
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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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여성회관 옆에는 육영수의 동상도 서있
다. 육영수가 문세광의 흉탄에 맞아 서거한 8월 15일이 되면 매년
지역주민과 유족 등이 이곳을 찾아와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육영수 생가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19 (교동리 313)
| 주변 볼거리 : 육영수 동상(관성회관), 죽향초등학교 육영수 휘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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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에 문풍을 불러일으키다, 양신정(養神亭)
양신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전송정(全松
亭)’이라고도 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 전팽령(全彭齡, 1480~1560)
이 밀양부사로 있던 1545년(인종 1) 퇴임 후를 위해 지었다.
양신정은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20년(광해군 12) 중건하였
다. 지금의 건물은 1828년(순조 28)에 다시 지은 것이다. 서쪽 한
칸은 온돌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칸은 대청이다. 주위에는 나지막한
흙돌담이 둘러쳐져 있다. 후손들이 단청을 하여 목재는 조금 변형되
었다. 정자 담장 밖에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팽나무･상수리나무 등
노목이 울창하다. 충청북도는 1978년 12월 도기념물로 지정하였
다.
전팽령의 본관은 옥천(沃川), 자는 숙로(叔老), 호는 송정(松亭)이
다. 전오례(全五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전효순(全孝順), 아버지
는 참판 전응경(全應卿)이며 어머니는 좌사간 김사렴(金士廉)의 손녀
이다. 호 송정(松亭)은 인문지리와 관련이 있다. 현재 양신정을 오르
는 길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다. 호 송정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팽령은 연산군 10년(1504) 소과인 사마시에, 중종 19년(1524)
대과인 문과에 합격하였다. 형조 좌랑으로 관료의 길에 접어든 후
사도시첨정(司䆃寺僉正), 성균관사성, 통례원우통례 등을 역임하였
다. 그리고 단천군수, 삼척부사, 밀양부사 등을 거쳤다. 1550년(명
종 5)에는 상주목사로 나가 청백리의 별칭인 염근(廉謹)에 선발되어
통정(通政)에 특승되었다. 1559년에 가선(嘉善)에 승직, 부호군이
되었다. 1545년 건축된 양신정은 동이면 금암리 76의 야트막한 산
정에 위치하고 있으나 예비 지식 없이 현장을 찾으면 자칫 낭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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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금암리 76에 도착하면 ㅁ자로 담장을 두른 고색창연한
전통한옥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려니!’하고 솟을대문을 열면 ‘養神
亭(양신정)’이 아닌, ‘鶩潭影堂(목담영당)’ 현판이 방문객을 반긴다.
‘내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순간 당황하게 된다. 양
신정은 목담영당의 왼쪽 담벼락을 타고 조금은 더 타박타박 올라가
야 만날 수 있다. ‘고생을 덤으로 하네!’라고 불평을 할 것은 없다.
타박길 주변의 소나무가 뿜어낸 피톤치드가 어느덧 폐부 깊숙한 곳
을 찌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자 이름에 사용된 양신(養神)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
이다. 그는 왜 정자 이름에 희소성 단어를 사용했을까. 지적 궁금증
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사전은 양신에 대해 ①조용히 정좌하여 호
흡을 조절하고 정신을 통일한다 ②정신을 수양하는 것 등 대략 두 가
지 뜻풀이를 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던 지적 궁금증이 일거에 정리
되는 느낌이다. 우리는 몸을 닦는 것을 ‘수신’(修身)이라고 한다. 그
렇다면 마음을 닦는 것은 ‘양신’(養神)이 된다. 전팽량은 퇴임 후 이
정자를 마음을 닦는 공간으로 삼으려 했다. 양신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성리학적 원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77살 나
이에 이런 시를 썼다.
초심을 성현에 두고 함께 돌아감을 헤아렸는데 / 初心賢聖據同歸
선행과 가언(嘉言)의 시위는 어기지 않았다네. / 善行嘉言矢莫違
시골 사람 못 면하고 한 늙은이가 되었으니 / 未免鄕人成一老
다만 칠십칠 년의 삶이 그른 것을 알았더라. / 徒知七十七年非
<『송정문집』>

인용문의 ‘가언’은 본받을 만한 좋은 말이라는 뜻이다. 그는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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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77살 삶을 뒤돌아보니 그른 것이었다’고 한탄 섞인 자조를 했
다. 아마도 성리학적 도를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겸양의 표현일
것이다. 『송정문집』에 그의 일상의 생활 모습이 기록돼 있다.

위에서 내려다 본 양신정 모습. 다리 아래로는 금강이 굽이쳐 흐른다.

‘선생께서는 퇴휴(退休)한 뒤에도, 비록 혹독한 추위와 무더운 날씨에도
반드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격치(格致)와 성정(誠正)의 공부에
잠심(潛心)하고, 소학 및 숙흥야매잠(风興夜孫策) 등의 글을 대월(對越)하
여 신칙(申飭)하고 힘쓰기를 더욱 엄하게 하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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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심’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숙흥야매잠’은 송나라 진백(秦伯)
이 지은 책, ‘대월’은 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신칙’은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는 것 등을 말한다. 위 한시와 산문은 양신정을 짓게
된 동기가 성리학적 양신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자를 세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풍류를
즐기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 연마와 수양, 강학을 위한
경우이다. 전자의 정자는 경관이 빼어난 곳에 위치한다. 후자는 온
돌방을 갖춘 경우가 많다. 양신정은 둘 모두를 갖추고 있다.
정자가 완공되자 사림파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1486~1562)
이 축성을 축하하는 『양신정기』(養神亭記)를 보내왔다. 내용은 ‘퇴임
후 초야에 묻혀 살고자 번잡한 세상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금강 상
류(赤登津 下流)의 본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강물이 휘돌아
가는 아름다운 절경으로서 위쪽에 작은 정자를 지었는데, 정신수양
과 학문연마를 위해 ‘養神’이라 이름하였습니다.’라고 썼다. 소세양
은 축하글에 오언율시 한시도 동봉하였다.
봄비가 그치니 영혼마저 매실처럼 푸르고 상쾌한데 / 魂靑梅雨後
어디서 문득 접동새의 구슬픈 울음소리 애잔하구나. / 愁歇自規餘
마치 달빛은 울창한 산속을 비추어 위무하는 듯 하고 / 落月窺靑嶂
파란 허공엔 구름 떼가 모여들어 운치를 더하네. / 歸雲度碧虛
숲속으로 날아 간 솔개 뒤로 물안개 자욱이 피어나고 / 煙況鴸散樹
강에는 해오라기들이 물고기 사냥에 여념이 없는데. / 江黑鷺迷魚
불현듯 늙고 병든 친구가 애절하게 생각나니 / 老病親朋斷
누구 편에 한 자 글로 서신 한 장 보내고 싶구나. / 誰傳一字書
<『송정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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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 해오라기가 등장한다. 1765년 옥천유림과 후손들이 합
심해 세운 목담서원(鶩潭書院, 현 목담영당)의 ‘목’도 해오라기를 의
미한다. 소세양 한시 가운데 ‘강에는 해오라기들이 물고기 사냥에
여념이 없는데’라는 표현에서 보듯 양신정 지근거리 금강은 해오라
기가 많이 날아왔던 곳으로 보인다. 소세양의 시에 강･해오라기･물
고기가 하나의 세트로 등장한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전팽령은 낙향 후 양신정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아니면 여생의 즐거움이 없다네.’라고 읊조릴 정도로 큰 만족감을
가졌다. 그것은 옥천 지역에 문풍(文風)을 본격적으로 불어넣는 계기
가 됐다.
상(床)에 쌓인 아름다운 훈계로 설경(舌耕)을 하니 / 嘉訓堆床作舌耕
이것이 아니면 여생이 즐거움이 없다네. / 非斯無以樂餘生
노부(老夫)의 근실한 공부를 장차 어디에 쓸꼬 / 老夫謹讀終何用
요컨대 흉중의 비린(鄙吝)한 싹을 떨어내려네. / 要祛胸中鄙吝萌
<『송정문집』>

전팽령이 죽은 뒤 옥천지역에는 서원 위차 문제가 발생하였다. 옥
천 최초의 서원은 동이면 평산리 검지내에 있었던 쌍봉서원이었다.
1571년 세워진 쌍봉서원은 전팽령, 곽시(郭詩, 1501~1539), 김문
기(金文起, 1399~1456) 등 3위의 위패를 봉안했으나 1593년 임진
왜란의 와중에 불타 없어졌다. 쌍봉서원은 광해군 13년(1621년) 이
원면 강청리 서원동로 옮겨져 삼계서원(三溪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중건되었다.
옥천지역 유림들은 얼마 안 가 삼계서원의 제향인물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 분열하였다. 한 부류는 전팽령･곽시･조헌 등 3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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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정(좌)와 목담영정의 모습. 뒤로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가운데 건물은 일반 민가이다.

봉안할 것을 주장한 반면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宋甲祚, 1574~
1628) 등은 곽은(郭垠)을 포함해 4위를 배향할 것을 요구했다. 전팽
령의 위패는 두 진영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전팽령이
옥천 고을에 문풍을 불러일으킨 점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금강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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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정은 이처럼 문풍의 진앙지 역할을 했다. 이 갈등은 3위 봉안으
로 결정되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양신정
| 주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 788-29 (동이면 금암리 76)
| 주변 볼거리 : 송시열 유허비, 김문기 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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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의 여자 정지용, 이옥봉
이옥봉(李玉峯, ?~?)은 조선중기 16세기 후반인 선조 때 옥천군수
를 지낸 이봉(李逢, ?~?)의 서녀(庶女)로, 출생 연도는 정확하지 않
다. 아버지 이봉은 양녕대군의 고손자로, 그의 핏속에는 왕손의 피
가 흐르고 있다. 옥봉은 어려서 부터 부친에게 글과 시를 배우며 문
장을 닦았다. 그는 서녀의 신분이
었기에 정식 중매가 성립되지 않
았고, 따라서 운강공 조원(趙瑗,
1544~1595)의 소실(小室)이 되
었다. 조식의 제자인 조원은 1583
년 삼척부사로 부임하였고, 이때
옥봉도 동행했다.
옥봉은 조원의 소실로 있을 때
시(詩) 한 편 써준 것으로 인해 필
화사건을 당했다. 그는 결국 조원
의 화를 사 친정으로 내침을 당했
『청장관전서』(이덕무)는 이옥봉이 운강(조
원) 소실이라고 기록하였다.

다. 이후 운강공을 향한 원망과 그
리움의 시를 많이 짓게 된다. 그는

임진왜란 중에 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행적은 조원의 고
손자인 조정만(趙正萬)이 남긴 『이옥봉행적』에 일부 남아 있다.
그의 시명(詩名)은 중국에도 전해졌다. 중국 문헌인 『명시종』(明詩
綜), 『열조시집』(列朝詩集), 『명원시귀』(名媛詩歸) 등에 일부 작품이
수록돼 있다. 한 권의 시집(詩集)이 있었다고 하나 한시 32편이 수록
된 『옥봉집』(玉峰集) 1권만이 『가림세고』(嘉林世稿)의 부록으로 전해
지고 있다. 옥봉의 시는 시단으로부터 맑고 씩씩하다는 평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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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림세고』는 숙종대 조경
망(趙景望)이 선조 조원, 조희일
(趙希逸), 조석형(趙錫馨) 등 3세의
글을 모아 간행한 시문집이다. 옥
봉의 한시는 이 문집의 부록(가칭
『옥봉집』)에 실려 있다.
옥봉의 시는 근래 들어 여류서
예대회 시제(詩題)로도 자주 등장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
다.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의 대표
작으로 「영월도중」(寧越途中), 「춘
사」(春思), 「위인송원」(爲人訟寃),
「증운강」(贈雲江),

「즉사」(卽事),

이옥봉의 한시가 실린 『가림세고』 부록

「자적」(自適), 「추사」(秋思), 「자술」(自述) 등과 제목이 같은 「규정」
(閨情) 2편 등이 있다. 그는 생활 속의 느끼는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
다. 그의 시를 지어진 순서대로 배열하면, 그리 길지 않은 생애를 살
았던 자서전 성격이 된다.
그는 이런 혈통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지녔고, 그 같은 심리는 한
시로 나타났다. 「영월도중」은 삼척부사로 발령된 남편 조원을 따라
강원도 영월을 가는 도중에 지은 한시다. 옥봉은 비록 서녀였지만
자신이 왕실의 후예라는 점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영월도중」
닷새는 강을 끼고 사흘은 산을 넘으며(五日長干三日越)
슬픈 노래 부르다 노릉의 구름에 끊어졌네(哀詞吟斷魯陵雲)
이 몸 또한 왕손의 딸이니(妾身亦是王孫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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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此地鵑聲不忍聞).
<『가림세고』 부록>

‘노릉’은 노산군(魯山君) 즉 단종(端宗)의 능을 의미한다. ‘이 몸 또
한’은 자신도 그런 핏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조원이 활
동하던 시기는 사림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돼 당쟁이 막 움트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서인에 속했던 조원은 동인과 갈등하는 과정에
서 좌천됐고, 그래서 부임 받아 간 곳이 강원도 삼척이다. 옥봉은 남
편 조원을 따라 1583~1586년 3년 동안 삼척에 머물렀다. 「추사」는
삼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추사」
"진주 나무에 서리 내려 앉으니(霜落眞珠樹)
성(城)은 어느새 익은 가을(關城盡一秋)
마음은 임금 곁에 있으나(心情金輦下)
몸은 멀리 바닷가 이곳에 있네(形役海天頭)
상심한 눈물 막을 길 없고(不制傷時漏)
떠나 온 시름 감당키 어렵구나(難堪去國愁)
함께 북녘을 바라보라고(同將望北極)
강산에는 누각이 높이 솟아있네.
(江山有高樓)“
<『가림세고』 부록>

‘진주’는 삼척의 별호이고, ‘누’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척 죽서루
이다. ‘성은 어느새 익은 가을인데 강산에는 누각이 높이 솟아있네.’
라는 표현에서 삼척의 풍광이 더욱 고혹스럽게 다가온다.
옥봉은 이웃집 여자의 원통한 소송을 풀어주기 위해 한 편의 시를

145

짓게 되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돼 남편 조원과 헤어진다. 조원은
소실 주제에 하찮은 재주 하나 믿고 세상을 어지럽혔다면서 다시는
이옥봉의 처소를 찾지 않았다. 「위인송원」은 그 원인이 된 시다.
「위인송원」
얼굴을 씻는 동이로 거울을 삼고(洗面盆爲鏡)
머리를 빗는 물로 기름 삼아도(梳頭水作油)
이 몸이 직녀가 아닐진대(妾身非織女)
낭군이 어찌 견우가 되오리까?(郎豈是牽牛)
<가림세고 부록>

이웃집 남자는 논매기를 마치고 마침 칠석(七夕)날 장에서 한잔하
고 밤늦게 귀가를 하는데, 소를 사 오던 어떤 사람이 영마루에서 소
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 소를 빼앗아 간 사람이 이웃집 여자
의 남편과 체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게 되었다. 이옥봉은
이 시를 지어주며 사또께 바치게 했다. 칠석(七夕)날 일어난 사건이
므로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전설을 활용했다.
「증운강」
요즈음 안부 어떠시냐고 물으신다면(近來安否問如何)
달이 비친 사창에서 저의 恨도 많답니다.
(月到紗窓妾恨多)
만약 꿈속에 다닌 길 자취가 있다면(若使夢魂行有跡)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門前石路半成沙)
<가림세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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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운강」은 「몽혼」(夢魂)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 인지도가 가
장 높다. 조원에게서 버림받은 뒤 지어진 이 시에는 조원에 대한 한
(恨)과 그리움이 절절하게 배어나오고 있다. 달빛이 창을 비추는 밤,
버림받은 여인의 한이 서린 그리움은 더욱 깊어진다. 잠들어도 그리
운 사람 생각뿐, 꿈속에서 얼마나 자주 찾아갔으면 발에 밟힌 돌길
이 모래가 되었으리라고 하소연하겠는가. 과장되지만 애절한 그리
움이 처연하게 다가온다. 「규정」에도 임의 사랑을 희구하는 절절함
이 그대로 묻어난다. 「증운강」과 관련해서는 표절 문제가 제기돼 있
다. 일부 문학평론가는 윤현(尹鉉, 1514-1578)의 『국간집』(菊磵集)
에 실린 「제증청주인」(題贈淸州人)과 시적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윤현은 청주목사를 지냈다.
「규정」
평생 이별의 한이 몸의 병 되어(平生離恨成身病)
술도 달래지 못하고 약으로 고칠 수도 없네.
(酒不能療藥不治)
얼음 밑 흐르는 물처럼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니(衾裏泣如氷下水)
밤낮을 울어도 사람들은 모르리(日夜長流人不知)
<가림세고 부록>

이옥봉의 시는 이미 당대부터 호평을 받았다. 윤국형(尹國馨,
1543~1611)은 『문소만록』에서 “근세에 와서 규수로는 허난설헌이
제일 뛰어났고 자운 이봉의 서녀도 시를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는
데, 내 친구 조원이 데리고 살았다”라고 썼다. 신흠(申欽, 1566~
1628)은 『청창차담』(晴窓軟談)에서 “근래 규슈의 작품으로는 승지
조원의 첩인 이씨의 것이 제일이다.”라고 했다. 이때의 이씨는 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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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을 말한다.
허균(許筠,

1569~1618)은

『성소부부고』에서 “그 시가 몹
시 맑고 강건하여, 거의 아낙네
들의 연지 찍고 분 바르는 말들
이 아니다”라고, 홍만종(洪萬
宗, 1643~1725)은 『소화시평
(小華詩評』에서 “이옥봉이 국조
(國朝) 제일의 시인이라 칭송된
다”라고, 실학자 이덕무(李德
懋, 1741~1783)는 『청장관전
서』에서 이옥봉의 한시를 “부녀
자로서 대서를 쓸 수 있다는 것
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이
다”라고 호평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운영하는
세계여성문학관은 ‘그는 한국
문학사상 여성 영웅으로서 ‘홍
일점’이라 칭하는 허초희(허난
설헌)에 비견되는 대가라 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최근 발견된 이옥봉의 육필로 추정되는 한시
출처: 천지일보.

최근 이옥봉의 육필로 쓴 시
한 수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재준 전 충북도문화
재 위원은 “이 시는 옥봉이 평소 시를 공부했던 서책인 ‘소동파 시
집’ 맨 뒷장에 종서 2행 초서로 썼으며, 부군이 괴산현감으로 부임하
자 기뻐하면서도 떨어져 있음을 애석히 생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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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의 제목은 ‘李娘玉峯 憶其良人趙公援在槐山時作也’(이낭 옥봉
이 괴산에 있는 부군 조원을 생각하며 짓다)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
고 괄호 안은 의역이다.
一相朝日半峯文(아침나절 쓴 글이 반 봉우리며)
天雲江寒木葉傳(차가운 강 하늘을 낙엽이 전 하네.)
西風起自槐灘至(서풍은 불어 임 계신 괴탄에 이르고)
明若龍山妾夢魂(기쁜 일이기는 하나 첩에게는 꿈 일세.)
玉峯 敬述(옥봉이 삼가 쓰다)

이옥봉의 주옥같은 작품들은 신흠, 허균 등 당대 지식인들로부터
작품성을 높게 인정받았고, 그 명성은 중국에도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곳인 옥천에서는 정작 이옥봉을 만날 수 없
다. 기념시설이 없으니 안내판이 존재할리 없다. 옥천 온라인 공간
도 마찬가지다. 옥천군청, 옥천문화원 인물 코너에 그의 이름 석 자
는 올라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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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사표(師表)가 되다, 송건호
송건호(宋建鎬, 1927~2001)의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청암(靑
巖)이다. 1927년 9월 27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리에서 아버지
송채찬과 어머니 박재호의 3남 5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조상
은 대대로 충남 대덕면 동면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의 증조할아버
지는 나라가 망하자 왜놈들 보기 싫다며 산 너머 첩첩산골로 이주하
였다. 그곳이 비야리이다. 그는 아홉 살(1934)에 증약사립보통학교
에 입학하였고, 1940년 한성사립상업학교에 진학하였다. 광복 후
경성법학전문학교(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잠시 중단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영어 공부에 몰입하여 철도국 통
역관으로 취직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1953년 <대한통신>기자를 시작으
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한국일보> 논설위원(1960),
<경향신문> 논설위원･편집국장, <조선일보><동아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등을 지낸 뒤 1988년 <한겨레신문> 발행인 겸 인쇄인을
거쳐 회장･고문(1991~1993)을 지냈다. 한국 언론계는 이런 그를
‘한국언론의 사표’, ‘해직기자의 대부’, ‘민족지성’, ‘언론인 사학자’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그에게는 왜 지금도 거창한 수식어들이
따라다니는 것일까? 어찌 보면 고난으로 얻은 별칭이다.
월남이 패망 직전에 놓이는 등 1970년대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
었다. 전국의 학교에는 ‘적화야욕 분쇄하자’, ‘초전박살 멸공통일’
등의 표어가 내걸렸다. 박정희(朴正熙, 1917~1929)는 이 같은 국제
정세를 빌미로 유신헌법을 선포하였다. 유신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
한 자유 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 등을 내세웠으나

150

실제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국민의 기본
권은 침해된 반면 대통령의 권
력은 제정 러시아의 ‘짜르’에
가까웠다. 송건호가 편집국장
으로 있던 <동아일보>는 유신
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
다. 언론인 송건호도 이때부터
고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5년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
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신정권
은 신문사 대신 광고주를 압박
하였다. 송건호는 고분고분하
생전의 송건호 선생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밥상을 책상삼아 원고를 썼다.
출처: 한길사

지 않고 신문 광고란을 백지 상
태로 인쇄･배포하는 ‘백지광
고’로 저항하였다. <동아일보>

1백40여 명의 기자들은 사비를 털어 ‘자유언론 고수’라는 자체 성명
광고를 내며 유신정권의 탄압에 대항했다. 당시 이를 알리는 짧은
기사가 <동아일보> 하단에 2단 크기로 실렸다.
동아일보사 편집국원들은 23일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동아
일보에 휘몰아치는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언론의 자류를 고수하고, 진실
하고 공정한 보도에 있는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냈다. 송건
호 국장을 비롯한 1백40여명의 편집국원들은 봉급의 일부를 모아 광고
를 냈다.
<동아일보 1975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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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독자들은 이에 호응하여 ‘아
들 지훈이가 동아같이 의롭고 꿋꿋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을
앞두고 아빠 엄마가’, ‘저희 부친은 돌
아가길 때까지 앞날의 동아와 저의 형
제들을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부산 자녀’, ‘동아의 무거운 짐
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교인’ 식의 이른
바 쪽지 광고로 <동아일보>에 지지를
보냈다. 박정희 정권은 ‘자유언론 기자
들’의 해고를 요구했다. 송건호와 기자
<동아일보> 1975년 1월 23일자

들은 굴복하지 않았으나 <동아일보> 경

영진은 굴복하였다. 송건호는 해고가 현실화되자 책임감을 느끼고
편집국장직을 사직했다. 그는 당시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인 서중
석(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번이나 울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울고 또 이제 그만두면 다시는 언론
계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울고.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며칠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있으려면 그냥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사
주에게 백몇 명은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는데 복직시켜주겠어요? 송아무
개 저 자식 회사간부가 회사 편을 들어야지 기자 편 든다고 욕을 하지.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어요. 지금도 동아일보 역사를 쓸 때는 광고사태를
조금 이상하게 씁디다. 동아일보를 나와서는 생활고에 몹시 시달렸어요.
그때는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아주 고
민했어요. 심지어 자식들 대학공부도 못 가르치고 두 번이나 울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울고 또 이제 그만두면 다시는 언론계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울고, 그만둘 것인가를 며칠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있으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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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역사비평』 1999년 겨울호>

그 후 생겨난 것이 한국 언론자유의 상징이 된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이다. 그는 <동아일보>를 자퇴한 수 야
인으로 있으면서 역사공부와 저술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는 서중석
과의 인터뷰에서 “1975년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15년 동안 쉰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전부터 고서점을 자주 다녔는
데 특히 그 15년 동안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형사가 따라 다니니까
친한 친구들도 다 피해버렸어요.”라고 회고했다. 이때 그의 명저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국민족주의의 탐구』, 『한국현대사론』 등을
썼다. 그는 이미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
‘민족의 참된 자주성은 민중이 주체로서 역사에 참여할 때에만 실현되
며, 바로 이런 여건 하에서 민주주의가 꽃핀다.’

민족과 민중을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2개의 수레바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실업자가 된 송건호를 민주화운동 하자며 꼬드긴(?) 사람
이 제천출신 천관우(千寬宇, 1925~1991)였다. 둘은 같은 충북출신
이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막역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초창기
에는 절망에도 빠졌는데,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현기증이 돕니다.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그래요. 그러다가 1977년 천관우씨가
민주화운동을 같이 하자고 꼬셔요, 그때부터 재야세력과 관련되기
시작했어요.”라고 회고했다.
1979년 10.26 사태 후 군사정권이 다시 등장했고, 민주주의는 크
게 후퇴했다. 송건호는 다시 지식인 그룹을 이끌며 전두환(全斗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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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에 저항했다. 그는 5･17 쿠데타 직전에 ‘134인 지식인 시국
선언’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주동자 20명과 함께 광화문 지하실에
잡혀갔다.
“밤 10시쯤인가, 텔레비전에서 계엄령이 내렸다는 자막이 나오자마자
애들이 ‘아버지, 아버지 자막에 나왔어’ 그래요. 우리 집 양반이 ‘어, 그
래’ 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들이 잡으려고 몇 시
간 전부터 집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대문이 쿵쾅거리자마자 우리 집 양
반이 냅다 담을 넘어 옆집으로 내뺐지요.” 부인 이정순은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확대되고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불던 그 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해냈다. 그러나 잠옷 차림으로 도망쳤던 송건호는 사흘 만에 막내
여동생 집에서 글을 쓰고 있다가 붙잡히고 말았다. 경찰이 고향 옥천과
처가인 춘천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뒤지는 동안, 그는 원고 마감
을 앞두고 글을 쓰고 있었다. 송건호는 무엇 때문에 체포되고 연행되는
지도 모른 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송건호가 기초한 ‘134인 지식인 시국선언’은 ‘비상계엄은 즉각 해
제돼야 한다.’ ‘최규하 과도정권은 평화적 정권 이양과 시기를 금년
안으로 단축시켜야 하며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등 7개
요구 사항을 담았다. 이 시국선언 사건은 송건호가 남산으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바뀌었고, 그는 6
개월 옥살이를 해야 했다. 1986년 선생은 회갑 때 쓴 <이 땅의 신문
기자, 고행의 12년>에서 이렇게 탄식했다.
“아아! 기가 막혔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민주주의 하자는 죄
밖에 더 있나? 한 민족으로서 떳떳하게 자주적으로 살아보자면서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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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주장한 죄밖에 더 있나?

송건호는 그 후 <말>지 사
건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이하 민통련)을 강제해산시
키는 데 반대하는 농성을 하
다 붙들려갔다. <말>지 사건
은 제5공화국 당시 문화공보
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
밀히

하달한

보도지침을

『말』지가 폭로한 사건을 말
한다. 당시 <한국일보> 기자
로 재직하던 김주언은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의 보

보도지침을 폭로한 말지 특집호(1986년 9월)
당시 발행인이 송건호였다.

도 지침 내용을 <한국일보>
가 보관 중이던 자료철에서 복사해서 월간<말>에 넘겨주었다. <말>
지는 1986년 9월 6일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보도 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발행인이 송건호였다.
민통련 강제해산은 전두환 정권이 민통련을 급진좌경 조직으로 몰
아 1986년 11월 14일 야음을 타고 수백 명의 경찰력과 산소용접기,
망치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문짝 등 사무실을 폐쇄한 사건을 말
한다. 그는 그때마다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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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8년 앓은
끝에 2001년 사망,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위패는 고
향 인근 사찰인 보륜
사에 모셔져 있다. 생
가 터에는 흉상이 세
워져 있다.
생가 터에 세워진 송건호 흉상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송건호 생가터
| 주소 :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2길 39-1 (증약리 331-3)
| 주변 볼거리 : 정지용 문학관, 육영수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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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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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변의 명소와 비경들
옥천군은 충북의 젖줄 금강변에 숨겨진 청정하고 아름다운 고장이
다.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우리나라
3대 강 중 하나이다. 금강은 남쪽으로 흐르는 섬진강과 갈라져 북쪽
으로 흐르며 다 부강에 이르러 남서방향으로 물길을 바꿔 합강에서
미호천과 합류하여 세종･공주･부여를 지나 강경에 이르러 충남과
전북사이의 도계를 가르며 서해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금강은 충
북 내륙의 깊숙한 곳을 흐르며 예전부터 옥천 지역에 많은 절경과
명소를 만들어냈다. 1980년 청주와 대전의 경계를 짓는 오가리 지
역에 대규모 다목적댐인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댐 위의 상류지역은
담수호가 되었다. 수백 년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몰민들의 아
픔도 있었지만 담수로 대청호반이 생기며 옥천지역은 발길 닿는 곳,
눈길 주는 곳마다 비경 아닌 곳이 없다. 이런 뛰어난 경치를 보고 일
상에 지친 심신을 쉬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옥천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옥천에는 향수30리길 외에도, ‘향수바람길’과 ‘향수100리길’도
있다. 향수바람길은 장계관광지에서 안남면 연주리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겸 산책로로 전체 길이가 약 23.2킬로미터이다. 대청호와 한
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둔주봉 언저리까지 가벼운 등산과 산책을
즐기면서 옥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향수호수길(5.4km), 풀섶
이슬길(7.2km), 넓은벌길(4.1km), 성근별길(7.4km), 전설바닷길
(4.5km) 등 예쁜 이름을 가진 길이 처처에 있다. 향수100리길은 향
수의 고장 옥천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길이다. 전체 길이가
50.6km에 달한다.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해도 좋고 여유가 있으
면 걸으며 옥천의 자연 속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다. 옥천은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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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곳이다. 구읍은 물론이거니와 금강이나 대청호를 끼고 걷는 길
은 고향 길처럼 편안하다.

\ 옥천3경인 ‘부소담악’
군북면 추소리 부소무니마을 앞 대청호반에는 크고 작은 암봉들
이 700m가량 병풍처럼 나란히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본래 산
이었지만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산 일부가 물에 잠겨 마치 물 위에
바위가 떠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부소담악’은 ‘부소무니 마을 물에
잠긴 바위’라는 의미이다.
부소무니 마을 앞에는 환산
(일명 고리산)이 있었는데, 대
청댐이 건설되고 물이 차오르
자 환산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담수 전에는 병풍처럼 늘어선
산 정상부근의 암벽이 울창한
숲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는
데 물에 잠기면서 바위를 덮고
부소담악

있던 겉흙이 쓸려나가고 나무

들도 말라 죽게 되자 암벽의 맨살이 점차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때
호수 물 위로 수십 미터의 절벽이 병풍처럼 띠를 두르며 솟아올랐는
데 그 길이가 무려 700미터나 된다고 한다. 현재 부소담악의 부소산
은 제일 높은 120미터의 꼭대기에서 끝으로 갈수록 낮아져 90미터
정도의 봉우리를 양쪽으로 거느린 약 1.2킬로미터의 산이다. 산의
능선을 따라 걷다보면 높고 낮은 곳이 있어 대청호 수량에 따라 잠
기기도 하기에 끝까지 갈 수 없을 때가 많다. 또 양쪽으로 물이 차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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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좁고 험한 칼바위 능선을 걸어야하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예전부터 이곳의 풍광은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절경
이라 하여 우암 송시열이 소금강이라 예찬했을 정도로 지금도 옥천
제일의 선경을 자랑한다.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이곳은 만수가
되면 낮은 봉우리는 섬이 되고 긴 능선은 부소담악처럼 꽃 넝쿨을
호수 위에 드리워놓은 것처럼 긴 능선은 부소(浮沼) 모양의 띠를 이
룬다. 부소담악은 2008년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하천, 호수, 계곡,
폭포 등 한국을 대표할 만한 하천 100곳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도 아름다운 6대 하천에 오를 만큼 뛰어난 비경 중 비경이다. 부소담
악을 한눈에 조망하려면 부소담악을 돌아나와 추소리 절골에서 보
면 된다. 이곳은 드라마 <괴물>을 촬영한 장소이기도 하며 국가생태
관광지,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잇달아 지정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적
합한 친환경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부소담악
| 주소 : 충북 옥천군 군북면 환산로518 (군북면 추소리 264-1)
| 주변 볼거리 : ① 이지당 ② 추소정
| 관람안내 : 상시

\ 중봉과 우암이 후학을 양성하던 ‘이지당’
군북면 이백리에 가면 금강 상류의 여러 지류 중 하나인 서화천을
내려다보며 산자락에 자리 잡은 특이한 형태의 단아한 집이 한 채
있다. ‘이지당(二止堂)’이다. 이지당은 중봉 조헌 선생이 제자들을 가
르치던 서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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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보다도 의병장으로 더
잘 알려진 중봉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아 영규대사의 승
군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고,
전라도로 진출하려는 왜병과 전
투를 벌이다 중과부적으로 순절
한 분이다. 중봉 선생과 의병이
전라도로 진격하는 왜군을 막아
내지 못했다면 전라도 곡창지대
이지당

는 왜군들 수중에 빠졌을 것이

다. 그러면 이순신 또한 전라도 바다에서 활약하기 힘들었을 것이
다. 역사는 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전라도로 가는 길목을 틀어쥐고 목숨
바쳐 막아낸 칠백의병이 있었기에 백척간두에서 나라를 건져낼 수
있었다. 그 선봉에 중봉 조헌 선생이 있었다.
이러한 내력을 지닌 이지당은 처음에는 각신마을 앞에 있어서 각
신서당(覺新書堂)이라고 하였다. 그 후 우암 송시열이 이곳에서 강학
하여 이 고장의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이지당 대청에 걸린 각신
서당 현판은 조헌의 친필이며, 이지당은 송시열의 친필이다. 이지당
은 2020년 12월 28일 국보(보물 제 2107호)로 지정되었다. 서당으
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된 것이다.
향교가 나라에서 운영하던 관학이라고 한다면, 서당과 서원은 개
인이 운영하던 사학이다. 혹시 옥천의 비경인 부소담악을 구경한 탐
방객이라면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이지당 방문을 권한다. 그리고 이
집에 서린 충절을 되새겨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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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이지당
| 주소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126 (군북면 이백리 33)
| 주변 볼거리 : ① 부소담악 ② 수생식물학습원
| 관람안내 : 상시

\ 천상의 정원 ‘수생식물학습원’
물길을 따라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따라가다 보면 대청호반 깊숙
한 곳에 숨어있는 동화 같은 세상이 있다. 군북면 대정리에 있는 천
상의 정원 ‘수생식물학습원’이다. 대청호의 빼어난 풍경과 어우러진
식물원이자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안식을 주는 휴식공간이다.
동시에 오염되어가는 물을 재생시키는 자연 생태계 보존하는 지킴
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생식물학습원은

2003년부

터 다섯 가구의 주민들이 공동으
로 수생식물을 재배･번식하고 보
급하는 관경농업 현장으로 출발
하였다. 2008년에는 충청북도교
육청에서 수생식물을 통해 물을
사랑하고 지키며 자연을 함께 보
전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체
험학습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생식물학습원

각종 수생식물과 열대지방의 수생식물을 재배, 전시되고 있으며 계
절에 따라 수많은 야생화가 피어난다. 식물학습원 내에는 자연정화
연못･수련농장･수생식물 농장･온대수련 연못･분재원･실내정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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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정원･매실나무 과수원･잔디광장･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곳에서는 수련･가시연･연꽃･부레옥잠화･물양귀비･파피루스 등 다
양한 수생식물을 볼 수 있다.
나무와 숲과 꽃과 풀, 그리고 바위로 조화롭게 꾸며진 길을 걷다보
면 ‘바람이 지나가는 길’, ‘바람보다 앞서 가지 마세요’, ‘침묵하십시
오’와 같은 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 그리고 호수가 절벽 위에 서있는
유럽풍의 건물과 한국의 정자가 대청호반과 어우러져 천상의 정원
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수생식물학습원
| 주소 :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248 (군북면 대정리 100-10)
| 주변 볼거리 : ① 부소담악 ② 이지당
| 관람안내 : 예약필수
월~토요일 10:00~12:00(오전) / 12:00 ~ 18:00(오후)
하절기(3월~10월) 10:00 ~ 18:00 / 동절기(11~12월) 10:00 ~ 17:00
휴관-일요일

\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둔주봉
처음 한반도 지형으로 이름난 곳은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이다.
본래 선암마을이라는 마을이었으나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인하여
지면까지 한반도면으로 바꾸었다. 안남면 연주리 둔주봉(屯駐峯
384m)에 오르면 에도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닮은 지형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이는 한반도 지형은 동해와 서해가
서로 바뀐 이색적인 곳이다. 좌우로 반전된 한반도 모습이 신비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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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옥천의 명산으로 떠올랐
다. 현재 둔주봉은 옥천 9경 중 제1경으로 치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그러나 둔주봉에 설치된 전망
대가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옥천군에서는 ‘산수화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
사 옥천･영동지사에 위탁하여
전망대와 쉼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한 해 1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둔주봉전망대가 사

둔주봉

유지임이 밝혀졌고, 산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철거하게
된 것이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둔주봉 전망대
| 주소 :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148-18 (안남면 연주리 산 25-12)
| 주변 볼거리 : ① 옥천선사공원 ② 옥천석탄리 지석묘
| 관람안내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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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성왕의 꿈, 구진벼루에서 스러지다
성왕(聖王, ?~554)은 백제 제 26대 임금으로, 523년 음력 5월에
아버지 무령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이름은 명농(明穠)이다.
538년 사비(泗沘, 지금의 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
夫餘)라고 하였다. 남부여는 말 그대로 남쪽의 부여라는 뜻이다. 성
왕은 부여-고구려-백제가 같은 핏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는 백제가 부여족의 ‘정통’이라면, 고구려는 ‘곁가지’라
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국가 대사 중의 대사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성
왕이 그럼에도 천도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①왕권 강화책 ②비
옥한 금강 하류를 얻기 위해 ③공주 웅진성이 너무 비좁아서 ④금강
변에 위치한 웅진성이 수해를 자주 당해서 ⑤해양 진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⑥고구려･신라의 공격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기 위해 등 다
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는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6관등제를 확립하였고 수도는
5부5항, 지방은 5방으로 개편하였다. 외치에도 힘을 써 나제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양나라와 왜(倭와)의 친선 관계도 보다 공고히 했다.
성왕은 백제를 부흥시켜 개로왕의 처참한 죽음을 위로하고, 근초고
왕대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다.
고구려 장수왕(長壽王, 413~491)의 남진정책으로 한반도 2백년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백제와 신라는 나제동맹을 맺어 이에 대
항하였다. 고구려는 나제동맹의 방어막을 뚫고 한반도 중부지역은
금강유역, 동부지역은 영일만까지 진출하였다. 금강에서 조금만 더
남진하면 백제수도 웅진이고, 영일만은 신라 수도 금성[경주]의 턱
밑이다. 고구려는 금방이라도 백제와 신라를 완전 장악할 기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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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남진은 딱 여기까지였다. 6세기 중반 무렵 고구려는 2개
의 국제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나제동맹과의 공방, 북
쪽으로는 돌궐 등 북방민족과 팽팽히 ‘어깨싸움’을 하고 있었다. 현
재 세계 초일류 국가는 미국이다. 그런 미국도 2개의 국제전쟁을 동
시에 수행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고구려는 이 시기에 들어 국내 정세까지 몹시 불안했다. 왕권 승계
를 둘러싸고 국내성파인 세군(細群)과 평양성파인 추군(麤群)이 내전
을 벌였다. 당시 동북아시아의 매우 큰 사건이었던지 그 내용이 『일
본서기』에까지 실렸다.
이 해(546)에 고구려에서 난리가 크게 일어나 싸우다 죽은 자가 2000여
인이었다.【『백제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고구려에서는 정월 병
오(丙午)에 중부인(中夫人)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는데 나이가 8세였다.
박왕(狛王)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정부인(正夫人)은 아들이 없었
고, 중부인은 세자(世子)를 낳았는데 그 외가(外家)가 추군이었다. 소부인
(小夫人)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가가 세군이었다. 박왕의 병이 심해지
자 추군과 세군이 각자 그 부인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
런 까닭에 세군에서 죽은 자가 2000여 인이었다.】
<『일본서기』권19, 「흠명천황」>

백제와 신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제동맹은 한강유역을
되찾았고 동맹 정신에 따라 한강 하류는 백제, 상류는 신라가 관할
하였다. 국제외교에는 자국의 이익만 있고, 선의의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가. 신라 정복군주 진흥왕(眞興王, 534~576)은 고구
려와 밀약을 맺고 나제동맹 정신을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한강 하류
까지 기습적으로 점령했다. 점령지 지명은 ‘신주’(新州)로 명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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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벼루 근경. 좌측 하단에 백제성국 26대 성왕 유적비가 보인다.

고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金武力, ?~?)을 초대 군주[사령관]로
임명하였다. 성왕은 맞서는 대신 자신의 어린 딸을 진흥왕에게 소비
(小妃)로 보냈다.
14년(553) 가을 7월 백제의 동북쪽 변방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
고 아찬 무력(武力)을 군주(軍主)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왕이 백제 왕의
딸을 맞아들여 소비(小妃)로 삼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은 성왕의 딸을 소비로 맞아들였지만 백제에 한강 하류를
반환하지 않았다. 성왕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아들 위덕왕(威德
王, 525~598)에게 3만여 명의 군사를 주어 신라를 공격하였다.
위덕왕(후에 창왕)의 동진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으나 관산성(지금
의 옥천)에 이르러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백제와 신라 사이의 군사력
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간의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성왕
이 아들을 위무하기 위해 소수의 경비병만 대동한 채 손수 전장(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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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찾았다. 일설에는 위덕왕의 생일이어서, 또는 병이 났기 때문
이라는 설이 존재한다. 성왕의 이동 동선은 신라군에 포착됐고, 정
보를 듣고 신주에서 달려온 김무력은 구진벼루(지금의 옥천군 군서
면 월전리 산44) 일대에 정예 군사를 매복시켰다. 백제와 신라군의
구진벼루 격전은 당시 동북아의 최대 국제사건이었던지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는 물론 『일본서기』에도 자세히 실렸다.
32년(서기 554) 가을 7월, 임금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
들과 싸우다가 혼전 중에 임금이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聖)
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2년 추7월>

구진벼루 원경. 뒤에 보이는 산에 관산성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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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554) 백제 왕인 명농(明襛)이 가량(加良)과 함께 관산성(管山城)을
공격하였다. 신주군주인 김무력(金武力)이 주(州)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
가 교전을 벌였고, 비장(裨將)인 삼년산군(三年山郡)의 고간(高干) 도도
(都刀)가 재빠르게 공격하여 백제 왕을 죽였다. 이에 여러 군사가 승기를
타면서 크게 이겼는데, 좌평(佐平) 4명과 군사 2만 9600명을 죽였고 말
은 되돌아 간 것이 없었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5년 7월>
신라는 명왕(明王)이 직접 왔음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내어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 이때 신라에서 좌지촌(佐知村)의 사마노(飼馬奴) 고도
(苦都)【다른 이름은 곡지(谷智)이다】가 말하길 “고도는 천한 노비이고 명
왕은 뛰어난 군주이다. 이제 천한 노비로 하여금 뛰어난 군주를 죽이게
하여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
합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내줄 수 없다.”라
고 하였다. 고도가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
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
이 골수에 사무쳤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구차히 살 수는 없다.”라고
하고 머리를 내밀어 참수당했다. 고도는 머리를 베어 죽이고 구덩이를
파묻었다.【다른 책에는 “신라가 명왕의 두골은 남겨 두고 나머지 뼈를
백제에 예를 갖춰 보냈다. 지금 신라 왕이 명왕의 뼈를 북청 계단 아래에
묻었는데, 이 관청을 도당(都堂)이라 한다”고 하였다.】
<『일본서기』권19, 흠명천황 16년>

한･일 역사서의 기록은 부분적으로 다른 곳이 있으나 전체적인 맥
락은 같다. ‘성왕이 이끄는 백제군이 신라에게 대패하였다.’ 고대사
전공자들은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에 기록된 구천(狗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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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구진벼루도 보고 있
다. 벼루는 하천가 벼랑에 난
길을 의미한다. 이런 곳에서
매복조를 만나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다. 이런 곳을 소
수의 경호원만 대동하고 찾
은 것은 성왕의 뼈아픈 실수
구진벼루 부근의 월전리와 성왕교.

였다. 백제, 아니 남부여 부
흥의 꿈은 그렇게 스러졌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구진벼루
| 주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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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의 교통로와 이원 적등진
길은 ‘道’와 ‘路’로 표기된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은
사뭇 다르다. ‘道’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다. 연맹
국가 단계의 부여 ‘사출도’(四出道), 그리고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하
나인 충청도(忠淸道) 등에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路의’는 인축(人
畜)이 왕래하는 땅 위로 난 길을 말한다. 이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道’가 아니라 ‘路’이다. 교통로가 우리역사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계립령이다. 신라는 아달라 이사금 3년(156) 지금의 충주 수안
보~경북 문경 사이의 계립령 고갯길을 개척하고 그것을 『삼국사기』
에 기록하였다. “뭐 그것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런
반문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신라가 계립령을 개척한
것은 지금 경상도 지역을 벗어나 백두대간 너머로 진출했다는 의미
가 있다. 그것은 마치 병아리기 달걀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모
습이다. 신라는 백두대간을 뛰어넘고 한강유역을 장악한 후 삼국 통
일을 이루게 된다. 교통로는 이처럼 국가의 대동맥으로, 나라를 경
영하는데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이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옥
천 적등진[적등나루]도 통일신라시대부터 국가 간선도로망에 위치
하였다. 말 그대로 인마(人馬)가 끊임없이 왕래하던 유서 깊은 옛길
이었다. 전통시대 길손들은 그런 적등진[적등나루]을 나룻배로 건너
고 혹은 건너오면서 느낀 감흥을 글로 남겼다.
나라의 대동맥인 교통로가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다
루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시대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북해
통(北海通)･염지통(鹽池通)･동해통(東海通)･해남통(海南通)･북요통
(北搖通) 등 이른바 ‘오통’(五通)을 설치하였다. 동해통은 경주에서
동해안을 따라 금관경[지금의 김해]에 이르는 도로, 해남통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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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리산으로 경유해 무주[광주]에 도달하는 도로, 염지통은 경
주에서 청주를 거쳐 서해안에 이르는 도로, 북요통은 경주에서 계립
령을 넘어 한주[서울]에 도달하는 도로, 북해통은 경주에서 동해안
을 따라 명주[지금의 강릉]에 이르는 도로였다.
통일신라시대 5통 경유지와 교통시설

5통

방향

해당 거점도시
(9주 5소경)

영로･역･원･관

동해통

경주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 방향

양주･금관경

굴헐역(울산)
굴불역(울주)

해남통

경주에서 지리산 남쪽
방향

강주･무주

황산진
대현령

염지통

경주에서 서원을 거쳐
서해 방향

상주･서원경

하양관(하양)
추풍령
장지역(청주)

북요통

경주에서 계립령을
넘어 한주(서울) 방향

중원경･한주
(영남대로)

욕돌역
단월역
골화관(영천)
계립령

북해통

경주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쪽 방향

명주

대(관)령

오통 가운데 적등진을 경유한 도로는 염지통이었다. 이 교통로는
세부적으로 추풍령-적등진-옥천-청주-서해안 당항포를 경유했던
도로로, 이름에서 보듯 소금 운반과 관련이 있던 것으로 사려 된다.
고려 성종 2년(983)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전국에 5백25개 역(驛)
과 22개 역도(驛道)를 설치하는 신교통정책을 수립하였다. 전자는
오늘날과 같은 역(road station), 후자 역도는 앞서 언급한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개념이다. 22개 역도는 산예도(狻猊道)･금교도(金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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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절령도(岊嶺道)･흥교도
(興郊道)･흥화도(興化道)･운중
도(雲中道)･도원도(桃源道)･삭
방도(朔方道)･청교도(靑郊道)･
춘주도(春州道)･평구도(平丘
道)･명주도(溟州道)･광주도(廣
州道)･충청주도(忠淸州道)･전
공주도(全公州道)･승나주도
(昇羅州道)･산남도(山南道)･남
원도(南原道)･경주도(慶州道)･
금주도(金州道)･상주도(尙州
道)･경산부도(京山府道) 등이
다.
이 가운데 우리고장 옥천
적등진을 경유한 역도는 ‘경
산부도’였다. 이 교통로는 지
고려시대 22개 역도
출처: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005,
청년사)

금의 ④경북 청주-보은-옥천황간-추풍령-상주-김천-경산
등을 경유하였다. 적등진 나

루는 옥천-황간 구간의 금강 수변가에 위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동지지(1865)를 기준으로 의주로, 경흥로, 평해
로, 동래로, 봉화로, 강화로, 수원로, 해남로, 충청수영로, 통영로 등
전국에 10대 대로가 존재하였다. 옥천 적등진을 통과하는 도로는 고
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10대 대로에 들지 못했다. 옥천은 조선
시대 때는 10대 대로 개념으로만 보면 ‘교통의 오지’에 속했다. 조선
태종은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세곡 운반을 문경새재로 옮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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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했다. 문경새재는 이때부터 아
리랑 가시에 지명이 들어갈 만큼
국토 대동맥이 되었다. 조선전기
의 세곡 운반에 그런 정책적 변화
가 있었지만, 옥천 적등진을 오가
는 교통량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적등나루는 지금의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금강가에
위치했고 인접한 곳에 교통 편의
시설인 적등원, 그리고 풍관을 감
상하는 정자인 적등루도 들어서
있었다. 『동국여지지』는 ‘적등원
군 남쪽 40리, 적등나루 둔덕에
있다.’라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은 ‘적등원 적등나루 기슭에 있
다.’라고 적었다. 현존하는 각종
기록을 보면 민간인 왕래가 꽤나

조선시대 10대 교통로

많았다.
고려말~조선초의 문신으로 이직(李稷･1362~1431)이 있다. 그는
이성계를 도와 개국 공신이 되었으며, 왕자의 난 때에는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이 되었다. 그가 지은 시에도 적등루 일대가 대단히
혼잡하게 그려져 있다.
오가는 길손들이 하루에 만명이 넘어(往來行旅日千千)
다투어 강을 건너는데 배는 한 척뿐.(爭渡江頭一隻船)

176

다시 적등루에 올라 시를 지으니(更上赤登仍得句)
갈매기도 한가로이 물 가운데 떠 있구나.(白鷗閑泛水中天)
<『신증동국여지승람』, 옥천군 누정>

조선 성종대 인물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적등루에 산
문인 기문(記文)을 남겼다. 여기에도 적등나루 일대가 항시 인파로
붐볐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옥천은 남쪽 지역의 집중지이
다. 서울로부터 충청도로 가
고, 충청도로부터 경상도로 가
는 길목이어서, 사신과 여행자
들의 왕래하는 말굽과 수레가
조선시대 상경로와 적등진(대동여지도)

날마다 서로 연이어 있다. 군
의 동남쪽 30리쯤에 속읍이 있

으니 이산(利山)이라 하고, 강이 있어 넓이 수십 리를 가로질렀으니 적등
이라 한다. 그 위에 원이 있고 누각이 있으니 참으로 큰 길거리의 중요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큰 더위와 몹시 추울 때, 모진 바람과 비오는 괴로
운 날에 길가는 행인들이 여기에 와서 머물게 되고, 혹은 물을 건너기 어
려울 때나 길이 늦었을 때, 말과 소가 부족하거나 도둑의 염려가 있을 적
에는 여기서 쉬기도 하고, 누에 올라 구경하기도 하고 하룻밤 유숙하기
도 한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적에는 서늘하게 해 주니, 사
람들에게 덕을 줌이 어찌 적다 하겠는가.
<『신증동국여지승람』, 옥천군 누정>

조선중기의 문신인 윤두수(尹斗壽, 1533~1601)는 서애 유성룡과
함께 임진왜란을 수습한 인물이다. 그도 적등나루에 있는 적등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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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 이제 적등루는 번잡한 풍경대신 쇠잔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강가의 적등루는 옛날부터 들었는데(昔聞江上赤登樓)
오늘 말을 세워보니 옛 언덕만 남았구나(今日停驂但古丘)
운물은 천고의 세월 따라가지 않거늘(雲物不隨千古去)
문장은 도리어 육정이 데리고 갔구나(文章還被六丁收)
위태로운 시기에 병갑은 힘을 쓰기 어려웠으니(時危兵甲難容力)
사업이 끝난 뒤 영웅이 어찌 스스로 도모하랴(事去英雄豈自謀)
해 저무는 모래강변에 우두커니 서서(佇立沙邊斜日暮)
바람 맞으며 묵묵히 다시 머리만 긁적이네(臨風默默更搔頭)
<오음유고 제 2권>

인용문에 '옛 언덕만 남았구나'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로 미뤄 적
등루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누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
로 보인다. 우암 송시열의 부친은 송갑조이다. 그의 묘는 현재 대전
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처음에는 적등진 야산에 썼던 것으로 보인
다. 송자대전에는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다.
9월초 하루는 무오(戊午) 13일(경오) 수옹공을 옥천의 적등강(赤登江) 가
에 장사하고 구룡촌에서 반곡(反哭)하였다.
<송자대전>

수옹공은 우암의 부친 송갑도를 말하다. 김상현 문집인 청음집에
도 ‘군이 졸하자 처음에는 옥천군 동쪽의 적등강 가에 장사 지냈는
데….’라는 표현이 있다. 이때의 군도 송갑조를 지칭한다. 적등진 야
산에는 송갑조의 묘소뿐만 아니라 그를 돌봤던 여종 ‘헌비의 묘’도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적등나루 일대는 송시열의 체취가 많이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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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내려다 본 적등진 일대 풍광. 다리는 이원대교이고 좌측 상단은 KTX가 지나가는 경부고속철도이다.

있는 공간이다.
적등강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인근에
적하리(赤下里)와 적령(赤嶺)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 일대
에 붉은 바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사람들은 적령을 '부룽
기'라고도 부른다. 역시 '붉다'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현재 적등
진이 있던 곳 주변으로는 이원대교가 건설돼 있고, 또 경부고속철도
가 지나가고 있다. 교통량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영남 사람들은 추풍령-황간-영동-적등진-이산[이원]-옥
천-화인진-청주-진천-죽산-영남대로를 경유하는 교통로를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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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하였다. 옥천지역 내 2대
나루터의 하나였던 화인진은 본
래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에 위치
하였다. 화인진은 1980년 대청댐
이 완공되면서 수몰됐다. 이글에
서는 그런 이유로 화인진을 다루
지 않았다.
옥천향토사연구회에서 세운 적등원지 표지석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적등진
| 주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476 일원
| 주변 볼거리 : 김문기 유허비, 송시열 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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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이원, 묘목의 제국이 되기까지
옥천군 관내에서는 2020년 현재 1백70여 농가가 약 239ha의 농
지에서 연간 1122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옥천 묘목은 이
같은 생산량을 바탕으로 전국 유통량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심에 옥천 이원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 흔히 이원묘목은 천혜
의 자연환경 조건을 갖췄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육림 전문가들에
의하면 묘목은 사양토(沙壤土)에서 가장 잘 자란다. 사양토는 모래에
진흙이 비교적 적게 섞인 보드라운 흙을 말한다.
옥천 이원지역은 토양의 80% 정도가 사양토이다. 그림을 보면 일
부 토양만 점토 비율이 다소 높은 양토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
은 사양토이다.
옥천 묘목 농
가는 묘목 기부
도 많이 하고
있다. 묘목 농
가들은 2000년
과 2005년에는
강원도 산불피
옥천 이원지역의 토양환경지도. 분홍색이 사양토이다.
출처: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해지역에 묘목
5만5천여 그루

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2001년과 2005년에는 북한에 묘목 6만
1000여 그루를 보냈다. 해외 시장에도 눈을 돌렸다. 2017년 중앙아
시아 타지키스탄에 사과･배･포도 등 10종의 과일 묘목 5만8천여 그
루를 처음 수출했다. 이 묘목들은 타지키스탄 132만 m²의 땅에 심
어졌다.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속속 도입되거나 개선되었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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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원과수묘목협회가 설립되었고, 1999년 전국 최초로 묘목축제
가 개최되었다. 2001년 옥천이원묘목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고,
2005년 옥천이원묘목센터가 문을 열렸고, 같은 해 옥천지역이 전국
최초로 묘목산업특구(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0)로 지정되었다.
2018년 옥천군은 이원리 503 일대에 23ha 규모의 옥천묘목공원을
조성하였다. 옥천 묘목의 성공은 짧은 기간에 이뤄진 것일까.
옥천 이원묘목 주요 발달과정

1995년

이원과수묘목 협회 설립

1999년

전국 최초로 묘목축제 개최

2000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옥천이원묘목 무상지원(2만5천여 그루)

2001년

북한에 이원묘목 무상지원(3만1천여 그루)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 설립

2003년

이원 정보화마을 조성

2005년

옥천이원묘목센터 개관
묘목산업특구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0)
강원도 고성군 산불지역 묘목 무상지원(1만여 그루)
북한에 이원묘목 무상지원(3만1백여 그루)

2008년

‘옥천묘목축제’로 명칭 변경

2017년

타지키스탄 옥천묘목 수출(5만8천여 그루)

2018년

옥천묘목공원 조성(23ha)

옥천 묘목의 역사는 조선 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종대
의 인물로 양구주(梁九疇, ?~?)가 있다. 그의 본관은 남원(南原)이고
부인은 전주부윤 권담(權湛)의 딸이다. 눌재(訥齋) 양성지(梁誠之)가
그의 아들이다. 양구주는 어찌 보면 역사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식
목 행정가이다. 그는 옥천지역에 지금의 식목 개념처럼 인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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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를 심었다. 말 그대로 인공조림이다,
양구주 태종조에 지옥천군사(知沃川郡事)가 되었는데, 법을 봉행(奉行)하
는 데 공정하고 부지런하였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데 간명하고 엄정하였
다. 서산(西山)에 잣나무 300여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까지 고을에서 그
이익을 얻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산’이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다. 양구주의 이 같은 인위적인 식
목 개념은 조선 후기 들어 이웃 고을인 보은에서도 재현된다. 영조
때 보은군수를 역임한 김홍득(金弘得)은 서원향약을 바탕으로 보은
향약을 만들었다. 그 절목에 ‘모든 사람이 봄가을에 대추, 밤, 닥나
무, 옻나무 등을 각 사람이 30주를 그가 사는 곳 앞이나 혹은 밭두둑
혹은 부모묘지 좌우의 빈곳에 심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심을 나무 가운데 대추나무를 제일 먼저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옥천 이원묘목은 90년 전에 다시 도약한다. 대략 1930년대부터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했다. 당시 이원면에는 안헌귀(1908-1970)
라는 인물이 생존해 있었다. 그는 1908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에서
출생하였다. 그 후 충북사법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만주로 이주하
였다. 그는 1939년 만주 생활을 정리하고 이원으로 귀향, 농촌계몽
과 묘목사업에 전념하였다. 그는 당시 경험을 1964년 충북도에서 발
간한 『흙과 땀』(청구출판사)이라는 농촌 계도지에 실었다. 당시 충북
도지사는 후에 농협중앙회장도 역임하는 신명순(申明淳)이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을 발굴해낸 사람은 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있던 이재하이다. 그는 옥천 이원묘목
이 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안헌귀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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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하고 있던 계도지를 찾아냈다. 계도지에 따르면 옥천 이원에
서 묘목 생산을 처음으로 한 인물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
이원의 묘목생산은 일인(日人) 좌등
(佐藤)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도묘(桃
苗) 아접 정도이었으며, 이를 전후
하여 남선 종묘사에서 충청남북도
와 김천 등지로 일묘(日苗)를 상거
래하던 곽종혁씨 역시 도묘 정도의
자가 양묘를 하기 시작했다.’
<『흙과 땀』 중에서>

인용문에 등장하는 ‘좌등(佐
藤)’은 흔히 ‘사토’로 불리는 일
본인 성씨이고, ‘도묘’는 글자 그
대로 복숭아 묘목을 일컫는다.
‘아접’(芽椄)은 접목방법의 하나
1964년 충북도가 발간한 『흙과 땀』
출처: 오케이서적

로 여름에서 가을에 가지에 충실
한 눈을 채취하여 대목에 접합･

결속하는 접목법을 말한다. 달리 ‘눈접’이라고 하며 접목 방법에 따
라 T자형과 깎기눈접이 있다. 계도지에는 다음 내용이 이어진다.
‘한을용씨, 김복헌씨, 안헌귀씨가 감나무묘, 복숭아묘, 배묘, 사과묘 등
대대적으로 생산하였고, 한헌섭씨, 주재욱씨 등이 삽목으로 포도묘를 내
고, 곽하재씨가 양앵도(洋櫻桃)를 산뻣에다 접 부치었고 김초옥씨는 강원
도에서 잣을 사들여 양묘를 시작하는 등(하략).’
<『흙과 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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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옥천 이원묘목은 이
때부터 전국적인 경쟁력을 보
유했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
으로 보인다. 과수의 수종이 일
제 강점기임에도 매우 다양한
점이 눈길을 끈다. ‘삽목’과 ‘양
앵도를 산뻣에다 접부치었고’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서있는 ‘전국 제일
묘목의 고장’ 비석

와 같은 전문적인 표현도 보인
다. 삽목은 ‘꺾꽃이’, ‘산뻣’은

산벗을 의미한다.
옥천 이원 묘목은 1940년대부터는 순수 내국인의 손에 의해 과수
묘목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감나무를 접목하여 생산
한 우량종묘 생산법을 습득하여 접목기술의 근간을 세웠다. 이후 조
경수 교목인 무궁화, 개나리 등의 묘목도 이원지역에서 생산･출하되
었다. 이원묘목은 이 과정을 통해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전술했듯이 옥천지역의 토양이 전반적으로 사양토라는 점도 입지적
으로 큰 도움이 됐다. 이렇듯 옥천 이원묘목의 오랜 명성은 신기술
수용, 품종의 다양성, 양호한 토양 성질 등이 삼위일체 식으로 작용
한 결과였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 주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62-32 (건진리 107)
| 주변 볼거리 : 송시열 유허비, 옥천묘목공원, 이원역(간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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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영광과 ‘칠보단장’
청산(靑山)은 삼국시대에 기산현(耆山縣), 굴산현(屈山縣), 돌산(堗
山) 등으로 불렸다. 지명 청산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였다.
『고려사』 지리지(경상도 상주목)는 ‘청산현은 원래 신라의 굴산현(돌
산이라고도 함)인데 경덕왕은 기산으로 고쳐서 삼년군의 관할 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라고 기록하였
다. 따라서 940년(고려 태조 23)에 '기산현'을 청산현으로 바꾸었
다. 고려 공양왕(恭讓王) 2년 감무(監務)가 처음으로 파견되었고, 상
주(尙州)에 딸렸던 주성부곡(酒城部曲)을 가져왔다. 주성부곡은 지금
의 보은군 내북면 일대에 위치하였다.
경상도 소속이었던 청산은

청산의 지명 및 행정변화

1413년(태종 13) 보은･옥

기산현･굴산현･돌산

신라 초기

기산

신라 경덕왕

천･영동･황간과 함께 충청도

주성부곡 편입

고려 공양왕

청주목으로 이관되어 지금의

충청도 청주목 편입

조선 태종

충청도 지도를 만들었다. 청

황청현 성립

조선 태종

산은 조선 초기 한때 황간현

황간현 흡수

임진왜란 직후

과 합쳐서 '황청현'으로 불렸
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본

조 14년(1414) 갑오에 황간에 합쳐서 황청현(黃靑縣)이라 하다가,
태종 16년(1416)에 다시 청산 현감으로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청산은 임진왜란 직후에 황간현을 흡수하였다. 조선시대 청산은
남면(南面)･서면(西面)･북면(北面)･동면(東面)･현내면(縣內面)･주성
면(朱城面) 등 6개 면 83개 리를 관할하였다. 현재의 면은 조선 시대
청산현의 서면과 남면, 그리고 북면 일부에 해당한다. 2021년 현재
백운리･지전리･교평리･하서리･신매리･대덕리･장위리･한곡리･인정

186

리･판수리･효목리･의지리･예곡리･삼방리･명티리･법화리･대성리･
만월리 등 18개 리가 존재한다.
조선시대 적지 않은 문인들이 청산을 찾았고, 그 감흥을 한시로 남
겼다. 청산을 노래한 문학작품 중 일부를 소개하면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황간의 회암수를 건너는데」(渡黃澗回巖水), 김수온
(金守溫1401~1481)의 「청산열운정」(靑山縣 悅雲亭), 서영보(徐榮
輔, 1759~1816)의 「청사백운정」(靑山白雲亭) 등이 있다.
「황간의 회암수를 건너는데」
음산한 바람이 궂은비 몰아오니 / 陰風吹苦雨
지척의 길도 다니기가 어렵네 / 咫尺道路難
사자는 왕사를 미처 못할까 걱정인데 / 征夫懷靡及
어찌 오래 머뭇거릴 수 있으리오 / 豈容久盤桓
그러나 이 골짝의 물을 보니 / 睨此澗谷水
너무 두려워 간담이 서늘해지네 / 瑟縮心膽寒
깊은 물만 임해도 경계해야 하거늘 / 臨深尙有戒
더구나 미친 파도를 건너는 일이랴 / 何況蹈狂瀾
아전들은 평지와 같이 여기고 / 吏胥似平地
겁먹은 내 얼굴을 비웃으면서 / 笑我顔無歡
남여에 나를 메고 건너는 것이 / 籃輿擔以渡
바람 탄 날개처럼 빠르기도 해라 / 倏若乘風翰
나는 마음 진정하여 다시 묻노니 / 悸定復勤問
어디메가 청산의 여울이란 말인가 / 何處靑山灘
<『점필재집』>
「청산열운정」
정자 안에 있는 게 무엇인고 / 亭中何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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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마루에 흰 구름이 많구만 / 嶺上多白雲
다만 스스로 즐길 뿐이지 / 只可自怡悅
세속 사람과 이야기하긴 어려워라 / 難與俗人言
<『속동문선』>
「청사백운정」
산음은 환아정이 늘 의아하였는데 / 山陰常怪換鵝亭
남양에 제갈의 사당이 또 있고녀 / 復有南陽諸葛廟
정자의 이름 백운은 어찌된 것인고 / 白雲亭子名何有
청산에 와서 보니 사조가 생각나네 / 却到靑山憶謝眺
<『죽석관유집』>

예로부터 청산은 ‘칠보단장’의 고을로 불려왔다. 칠보의 사전적 의
미는 몸을 꾸미는 가락지, 팔찌, 목걸이, 귀고리 등 여러 가지 패물
(佩物) 의미한다. 그러나 청산에서의 칠보는 예실보[禮谷洑]･봉황보
(鳳凰洑)･집맞보[保民洑]･새들보[新坪洑]･장사래보[長位洑]･산계보･
안이미보 등 보청천 상류에 축조됐던 7개의 보(洑,) 그리고 단장(單
場)은 청산장을 의미하고 있다.
보청천은 보은군 내북면과 회북면의 경계에 있는 구룡산 부근에서
발원하여 보은군과 옥천군 지역을 남류하여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
고 있다. 길이 69.3㎞이다. 전북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은 학산･심
천･옥천･문의･부강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평야를 형성하지 못하나
내북면 서지리 부근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보청천이 넓은 보은분지
에 평야를 형성한다. 보은읍 북부 중동리 일대에 가장 저평한 범람
원을 이루며 탄부면에서 동남류하여 울미산을 돌아 유로를 바꾸어
남북을 관류하여 옥천군 청산면에 이른다.
청산면에서 유로를 서쪽으로 바꾸면서 청산면 일대에 청산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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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청성면 장수리 일대
의 산지를 남북으로 감입곡
류(嵌入曲流)하면서 고당리
부근에서 금강 상류로 흘러
든다. 보청천은 금강 상류에
서 보은･청산의 두 분지를
형성하여 청산, 보은과 같은
큰 도읍을 이루었다. 7보는
벼농사의 관개(灌漑)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해 감입곡류의
축조되었다.
일제 강점기 자료인 『조
선지지자료』(1910년대)와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
3(1970) 등을 자료를 통해
지명 추적을 한 결과 7개의
보는 청산면 4곳, 청성면에
2곳, 보은군 내북면에 1곳
축조되었다. 예실보(현 예곡
보)는 청산면 예곡리, 집맞
보는 청산면 지전리, 새들보
역시 청산면 지전리, 장사래
보는 청산면 장위리, 산계보
는 청성면 산계리, 안이미보
청성면 산계리 안임마을, 봉
청산공원에 설치돼 있는 청산 지명탄생 1천년기념탑

황보는 월경지였던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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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북면 봉황리에 축조됐다.
칠보의 현황과 위치

이름

조선지지자료
(1910년대)

한국지명총람
(1970)

예실보

예실보[禮谷洑]

일정 때 만든 예곡소류지도
존재

청산면 예곡리

봉황보

봉황보(鳳凰洑)

부헝바위가 있으므로
봉황이라고 함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집맞보

집압보[保民洑]

지전 앞에 있는 보

청산면 지전리

새들보

들[新坪洑]

새들에 물을 대는 보

청산면 지전리

장사래보

장사보[長位洑]

고학정보(孤鶴亭洑): 장위
북쪽, 청산에 있는 큰 보.
약 5백 년 전부터 있었음

청산면 장위리

산계보

산성 동쪽 보청천을 막은 보

청성면 산계리

안이미보

안림[아님이]: 계하 서남쪽에
있는 마을. 처음에 안씨들이
개척하였음

청성면 산계리
안임마을

현재 위치

조선 후기 이앙법의 발달로 수전(水田)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용수
의 확보는 농업 생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정부는 수리시
설을 축조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현종3년(1662)에 제언
사(堤堰司)를 설치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정한 최초의 제언
(저수지) 규정인 「제언사목」(堤堰事目)을 발표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지방관이 제언을 감독함으로써 수리시설을 정비해 갔다. 정
조시대에는 특히 제언을 통한 수리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정
조2년(1778)에는 비변사에서 제정한 「제언절목」(堤堰節目)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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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조22년에는 「구농
서윤음」(求農書윤音)을 발표
하여 수리시설을 통한 농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제언절목」은 전문(前文)
과 11조항의 절목으로 구성
되었는데 전문에는 제언수
축의 중요성과 제언보호를
위한 수령이나 관찰사들의

청산면 예곡리의 예실보 자리에는 예곡보가 새롭게
축조됐다.

직무 소홀을 경계하는 내용
이 있고, 절목에는 제언 내에서의 불법경작의 금지, 수문(水門)의 역
할을 하는 수통(水桶)의 설치, 보(洑:제언보다 규모가 작음)의 설치,
제언 축조시 노동력의 동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농
서윤음」에 응하여 조정에 올린 글에는 제언 축조 기술 등에 관한 내
용이 있었다. 이러한 수리정책의 시행으로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저수지가 3천 5백 개 이상 달
하여 조선 건국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경상도에서 17세기 후반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삼남지방 가
운데 가장 많았고, 수원 지방에서도 화성(華城)의 축성 후 그 주변에
만석거(萬石渠,1795) 만년제(萬年堤,1798) 축만제(祝萬堤,1799) 등
의 저수지가 조성되었다. 제언보다 규모가 작은 보의 축조도 많이
이루어져 18세기말 19세기 초에는 대보(大洑)의 수만 2천 개 이상
에 달하였다. 저수지와 보의 축조 이외에도 수문 수갑(水閘:물 빼는
양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수문장치)의 설치, 용골차(龍
骨車)나 용미차(龍尾車)와 같은 수차(水車)의 도입에 관심을 갖고 시
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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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청산장은 2, 7일 지전리에 장이 섰고, 고추산채 등이 많
이 거래되었다. 청산장은 영동장과 맞먹을 정도의 큰 장이었고, 지
금도 오일장이 서고 있다. 지전리는 청산면의 소재지 마을로서 단일
마을이며 청산면의 관공서와 상권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마을의 중

청산 장터 모습. 지금도 매월 2.7일에 열린다.

앙을 흐르는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과 통행로로 이용하는 등 변화
를 꾀하고 있다. 매 2일과 7일에 열리는 청산장은 면단위 5일장 치
고는 큰 규모이며 아직도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청산만세운동이
있었던 현장으로 장터의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백중씨름대회의 맥
을 잇고 있다.
# 찾아가기
| 내비게이션 : 청산 예곡보
| 주소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산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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