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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춘양구곡

‘오지 춘양’을 
밝혀온 儒林의 향기

봉화의 북쪽에 위치한 춘양은 깊은 산골이다. 그렇지만 내로라

하는 유학자들의 숨결은 곳곳에 묻어 있다. 그리고 유림의 학풍

을 이어온 전통은 춘양의 젖줄인 운곡천(雲谷川) 물가에서 이루

어 졌다. 춘양 출신의 유학자 경암 이한응은 이 아름다운 물줄기

에서 아홉 굽이를 건져 춘양구곡으로 경영했다. 

경북에서도 맨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봉화는 강원도 태백·영월·삼척과 접하는 

고을이다. 동해를 끼고 있는 울진을 빼면 영

남 내륙 지방에선 최북단에 속하는데, 백두대

간, 낙동정맥의 높다란 분수령을 동서에 끼고 

있는 환경 때문에 영남의 대표적인 오지로 꼽

혀왔다. 

봉화의 북쪽에 위치한 춘양은 더욱 깊

은 산골이다. <정감록>을 비롯한 여러 비결서

에서도 춘양이 난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꼽

힐 정도로 오지였다. 임진왜란 때 서애 류성룡

의 형 류운룡이 모친을 모시고 이곳으로 피난

한 사실과 조선시대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지

은 태백산사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서 얼

마나 오지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봉화는 이렇듯 궁벽한 곳이지만 내로

라하는 유학자들의 숨결은 곳곳에 묻어 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춘양의 젖줄인 운곡천(雲

谷川)을 따라 흘러왔다. 운곡천은 백두대간 

태백산 줄기인 문수산(文殊山, 1,206m), 옥석

산(玉石山, 1,242m), 각화산(覺華山, 1,177m) 등에서 발원해 춘양면 서벽리, 애당리를 적시고 

법전면 소천리를 거쳐 명호면 도천리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물줄기다. 

<한국지명유래집>의 경상편 지명을 보면, 운곡천의 옛 이름은 도미천(道美川)이다. 《신

증동국여지승람》에 “도미천(道美川)은 현 북쪽 18리에 있다. 근원은 태백산에서 나오고, 매토

천(買吐川)으로 들어간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보면 도미천은 지금의 운곡천에 해당한다. 

또 매토천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매토부곡에 있다. 근원이 태백산의 황지에서 나오는데, 

바로 예안현의 나화석(羅火石) 상류이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봉화군에서 예안현에 이르는 낙

동강의 본류임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지도를 집대성한 대동여지도에도 춘양을 적시고 흐르

는 하천을 도미천(道美川)으로 적고 있다. 운곡천이라는 이름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쓰인 것

으로 보이는데, 지도에 표기된 것은 현대에 와서라 한다. 

운곡천에 춘양구곡(春陽九曲)을 처음 설정하고 경영한 이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경암

(敬菴) 이한응(李漢庸, 1778~1864)이다. 경암은 학문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서 서예와 시문에 

춘양구곡의 제1곡인 어은 전경. 바위와 어우러진 물길의 

조화가 아름다운 산골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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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났다. 법전면 어지리 녹동(鹿洞) 마을에 있는 계재(溪齋)에서 성리학의 근본원리를 연구

하며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백두대간과 운곡천을 끼고 있는 춘양은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고장으로 꼽힌다. 게다

가 덕이 높은 학자들이 은거하며 끼친 유풍(儒風)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아름다운 산수

가 있고, 거기에 은거하며 도학을 연구하는 유학자들이 있으니 이 둘의 만남은 운명 같은 것이

었으리라. 그래서 경암은 이곳에 구곡을 경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춘양구곡의 특징은 앞서간 학자들이 은거한 정자나 정사가 있는 굽이를 구곡으로 설정

했다는 점이다. 깊은 오지임에도 유교의 도가 면면이 전해 내려오는 것을 자랑스레 드러내려 

한 것이다. 특히 극처인 마지막 굽이를 춘양에 있던 도연서원으로 삼은 것이 그러하다. 따라서 

구곡의 명소들은 대부분 경관이 좋고 문화적으로도 깊은 사연이 있는 굽이가 된다. 경암이 노

래한 <춘양구곡가(春陽九曲歌)>를 따라 운곡천, 아니 춘양의 향기에 젖어보자. 경암은 춘양구

곡시 서시(序詩)를 이렇게 연다. 

태백산 남쪽은 맑고 신령스러우니(太白鎭南淑且靈)

발원이 어찌 청결하지 않겠는가(發源寧不潔而淸)

춘양의 평평한 들판에 구불구불 흘러가서(春陽平野逶迤去) 

굽이마다 구역을 이루어 대대로 도가(道家) 소리 있네(曲曲成區世有聲) 

제1곡 어은

이 절경에 어찌 물고기만 숨어 살으랴

백두대간에서 발원해 춘양 들판을 적시고 흘러온 운곡천이 법전면 척곡리의 감의산

(540m)을 만나 휘어 도는 물굽이가 바로 제1곡 어은(漁隱)이다. 어은동(漁隱洞)은 감의산 북

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어은골 계류가 운곡천에 합류하는 굽

이를 어은동이라 부른다. 어은(漁隱)은 물고기가 숨을 정도로 깊은 곳이란 뜻이고, 동(洞)이란 

단어는 물가 마을 지명에 흔히 붙는다. 

어은동 일대는 산줄기를 휘돌아 흐르는 운곡천 물줄기가 암벽에 부딪치면서 그 아래 깊

은 소(沼)를 이룬다. 휘돌아가는 강물이 빚은 여울과 소, 그리고 암벽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

답지만, 적막강산 그 자체인 듯한 느낌이 드는 굽이다. 어은동이 먼발치로 내려다보이는 도로

에서 ‘풍경하루’라는 민박집 앞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이 민박집 앞을 지나 최근에 놓은 작

은 콘크리트 다리 근처에서 보면 기암과 소가 어우러진 어은동의 참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경

암 이한응은 노래한다. 

일곡이라 적연은 배를 띄울 수 있으니(一曲笛淵可以船) 

옥순봉 밑에서 어천으로 가네(玉筍峰下注漁川)

유선이 한번 떠난 뒤로 찾는 사람 없으니(儒仙一去無人訪)

발자취만 남았고 무학봉은 운무에 덮여 있네(芳躅空留舞鶴烟)

운곡천 물길은 바위를 만나 크게 한두 번 굽이치고 흘러간다. 물이 부딪치는 바위 아래 

소가 적연(笛淵)이고, 그 위로 솟은 암벽은 옥순봉(玉筍峰)이다. 이한응은 적연에서 배를 타고 

어천, 즉 어은동으로 들어간다. 

셋째 구에서 유선(儒仙)은 여기 어은동에서 은거했던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을 말한다. 이광정은 숙종 때 1696년 진사가 되었으며, 영조 때 참봉·감역·세마 

등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몰두한 인물. 그는 이곳 옥순봉에 어은정(漁隱

亭)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유학에 몰두하며 유자의 몸가짐을 지켰다. 경암 이한응은 이곳이 

너무 깊어 눌은이 세상을 떠난 뒤 찾는 이가 없으나 방촉(芳躅), 즉 훌륭한 행적은 북쪽의 무학

봉을 덮은 안개처럼 남아 있다고 노래한다. 

이한응은 주석에 “적연 위의 석봉을 옥순봉이라 한다. 눌은 이광정이 정자를 지어서 어

물가에서 바라본 어은동. 

물이 부딪치는 바위 아래 소가 적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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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며 ‘사미(四未)’라고 이름 하였다.” 

조덕린의 정신은 후세에 이어져 이 사미정은 영남 사림의 공부처가 되었다. 정자의 현

판 ‘사미정(四未亭)’과 내현판(內懸板)인 ‘마암(磨巖)’의 글씨는 정조 때 탕평책을 추진한 번

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친필로 전해진다. 

사미정에서 바라보는 운곡천 풍광은 좋다. 상류에서 흘러온 물줄기는 정자가 앉아 있

는 바위 저 아랫도리를 적시고 하류로 흘러간다. 강 건너 울창한 송림과 주변의 바윗덩이들이 

어우러진 경치 또한 일품이다. 춘양구곡 아홉 굽이 중 경관으로는 어은동과 함께 쌍벽을 이룬

다. 

이곡이라 옥천의 시냇가에 있는 봉우리(二曲玉川川上峰) 

그윽한 정자에서 마주함에 마치 사람 얼굴 같네(幽軒相對若爲容) 

갈아도 갈리지 않는 너럭바위 위로는(磨而不沏盤陀面) 

천고토록 빛나고 밝은 달빛이 비치고 있네(千古光明月色重)

경암 이한응은 이런 사연이 있는 둘째 굽이에 이르러 정자 주인인 조덕린을 그린다. 맑

은 물이 흐르는 옥천(玉川)은 조덕린의 호이면서 운곡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유헌(幽軒)

은 조덕린의 체취가 남아 있는 사미정을 말한다. 정자에서 마주하는 냇가의 봉우리는 조덕린

의 모습처럼 보였고, 갈아도 갈리지 않는 반타석(盤陀石, 너럭바위)은 조덕린의 성품인 듯 여

겨졌다. 이한응은 조덕린의 삶을 기리면서 밤하늘을 밝히는 어두운 달빛처럼 영원히 끊이지 않

고 이어지는 조덕린의 유덕(儒德)을 찬양하고 있다. 

제3곡 풍대

바람이 부는 언덕에 매여 있는 배 한척 

사미정을 뒤로 하고 운곡천을 거슬러 오른다. 사미정 북쪽 고개를 넘어서면 문득 시야

가 트이면서 널찍한 들판이 나온다. 여기서 물길은 두 굽이 크게 휘돌아 가는데, 지나온 두 굽

이는 깊은 골짜기였으나 셋째 굽이는 물가의 평평한 논밭에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 펼쳐진다. 

‘평지마’라는 마을 이름도 널찍한 논밭이 펼쳐진 자연 환경에서 유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마을에는 삼국시대 고분도 있었다고 하니 운곡천 기슭의 비옥한 터전에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

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사미정에서 물길로는 1km, 포장도로로는 600m 상류 지점에 이르면, 운곡천 냇가 건너

은정이라 하였다. 북쪽 언덕에 무학봉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때인가 정자는 사라지고 옛 정

자가 있던 것으로 짐작되는 빈터만 수풀에 덮여 있다. 

제2곡 사미정

군자의 도를 이루기 위해 은거하던 정자 

어은동에서 물줄기를 거슬러 오른다. 길은 굽이 언덕을 넘어 800~900m만에 제2곡인 

사미정(四未亭, 경북문화재자료 제276호)에 닿는다. 사미정은 운곡천 물줄기가 굽이도는 지

점의 마암(磨巖)이라는 바위 언덕에 세워져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운곡천의 이 부근을 따로 

‘사미정계곡’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위에 날아갈 듯 자리 잡은 이 정자에서 유래한다. 

사미정은 조선 후기의 문신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隣, 1658〜1737)이 말년에 지은 정

자다. 교리(校理)·사간(司諫), 동부승지(同副承旨) 등을 역임한 조덕린은 당쟁에 휘말려 여러 

번 유배당하였으나, 높은 도학(道學)과 절의로 명망이 높았던 학자답게 유배 중에도 신세 한탄

을 하지 않았다. 

“내가 종성에 유배된 지 3년, 그 해가 정미(丁未)가 되고, 그 해의 6월이 정미가 되고, 그 

달의 22일이 정미가 되고, 그 날 미시가 또 정미가 되었다. 이런 날을 만나면 무릇 경영하는 자

는 꺼리지 않았고 음양가는 이런 날을 존중하여 만나기 어렵다고 여겼다. 내가 이때 《중용》을 

읽다가 공자의 말씀에 ‘군자의 도가 4가지인데 나는 그 중에 한 가지도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 이르러 책을 덮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성인은 인륜의 지극함이거늘 오히려 능하지 못하다 

하는데 우리들은 마땅히 어떠한가?’ 하였다. 마침 이러한 일시를 만나 한 움집을 지어서 살려

춘양구곡의 제2곡인 사미정. 사미정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조덕린이 말년에 지은 정자다.

 사미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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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물가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10m 높이의 집채만 한 바위가 보인다. 춘양구곡의 제3곡인 풍

대(風臺)다. 주민들은 어풍대(御風臺)라고도 부르는 이 바위에는 풍대(風臺) 홍석범(洪錫範)

이 학문에 몰두하며 제자를 가르치던 어풍정(御風亭)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한응이 이 굽이를 

들렀을 당시 정자는 이미 허물어지고 없었다. 

삼곡이라 풍대에는 정자가 배와 같구나(三曲風臺架若船) 

썰렁한 사당은 몇 년 동안이나 폐해졌나(冷然神御枉何年) 

시내는 마르지 않고 바위 언덕 오래인데(波流不盡巖阿古) 

우는 새와 떨어지는 꽃잎이 모두 가련하네(啼鳥落花摠可憐) 

이한응은 풍대에 도착했다. 어풍대라 불리는 냇가의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자리 잡고 있

는 정자는 마치 배처럼 보였다. 김문기 교수는 《경북의 구곡문화》에서 첫 구를 ‘일곡이라 풍대

의 가약선’으로 해석하며, 가약선(架若船)에서 주자의 <무이도가> 제3곡시에 등장하는 가학

선(架壑船)을 떠올리기도 한다. 가학선은 고대 무이산 일대에서 번성하며 살았던 고월인(古越

人)이 죽었을 때 시체를 안장하는 장례의식에서 사용되었던 배를 말한다. 고월인들은 죽으면 

배를 타고 다른 세계로 간다고 믿었다. 그 가학선은 세월이 흐르며 사라졌으나 풍대인 가약선

은 바위로 이루어진 덕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한응은 마르지 않는 운곡천 물결이 거세게 부딪쳐도 풍대 바위는 끄덕도 않는데, 생

명을 가진 새와 꽃은 영원하지 않으니 가련하다고 안타까워한다. 이는 인생의 유한함에서 오

는 허무함을 비유한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의 한계만 한탄한 게 아니라, 유학자답게 유한성과 

가변성을 극복하고 유도를 통해 무한성과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다. 

풍대에서 들를 곳이 한군데 더 있다. 풍대 맞은 편 조래마을 들판에 있는 옥계정(玉溪

亭)과 옥계종택(玉溪宗宅)이다. 옥계정은 옥계(玉溪) 김명흠(金命欽, 1696〜1773)의 효행과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정자. 졸천정사(拙川精舍)라고도 하는데, 옥계(운곡천)을 달리 

졸천(조내, 조래)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이다. 

김명흠은 제2곡인 사미정을 경영한 조덕린 문하에 13세 때 들어가 학문을 배운 제자다. 

그는 조덕린이 유배됐을 때 스승 가족의 생계를 도왔고, 스승이 유배 중 세상을 뜬 뒤에도 자식

들을 극진히 돌봤다고 한다. 춘양구곡의 둘째 굽이와 셋째 굽이에서 맺어진 스승과 제자의 정

은 200년을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따뜻하기만 하다. 

풍대 바위에 새겨진 석각. 

조래마을의 옥계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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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곡 연지

학자들에게 더욱 정겨운 벼루못

제3곡 풍대를 벗어나 운곡천을 거슬러 오른다. 들판을 적시고 흐르는 운곡천의 왼쪽 강

둑을 따라 간다. 양쪽이 모두 들판이라 시야가 시원하게 트인다. 풍대에서 800m 정도 상류 지

점에 이르러 다시 산그림자 드리워지더니 바위 벼랑이 눈앞에 나타난다. 물줄기가 바위 벼랑을 

치고 흐르며 빚어놓은 너른 소(沼)가 형성되어 있다. 이 굽이가 제4곡 연지(硯池)다. 

연지는 ‘벼루못’이다. 벼루못은 ‘벼루 앞쪽의 오목하게 파진 부분’을 말한다. 이곳에 물

을 부어 먹을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지는 벼루못을 닮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학자에게 탐이 

나는 지명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명에서 ‘벼루’는 순우리말로 벼랑을 일컫는다. ‘절벽의 밑이 

강물로 이어지는 낭떠러지’를 ‘벼랑’과 구별하여 ‘벼루’라고도 한다. 따라서 벼루못이라 하면 

먹을 가는 데 쓰는 도구인 벼루의 물이 고이는 부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벼랑 아래에 있는 못

이라 하여 벼루못이라 불렀고, 그걸 한자로 쓰니 연지(硯池)가 된다. 또 영남의 지명에서 벼루

못의 다른 해석도 보인다. 경북 의성군 지명에서 벼루못은 ‘벼락이 떨어진 곳에 형성된 못’이라

는 전설도 있는데, 벼락못[뇌지(雷池)]이 세월이 흐르면서 벼루못[연지(硯池)]으로 변음됐다

고 설명하기도 한다. 

현재 이 연지 위쪽은 농사용 물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보(洑)를 설치해 놓아 늘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름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낚싯대 드리우는 곳이다. 이한응

은 노래한다. 

사곡이라 연지의 물에 바위 봉우리 비치니(四曲硯池印石巖) 

갈매기 맹세와 물고기 즐거움 매일 좋구나(鷗盟魚樂日毿毿) 

만약 청련의 시구를 베끼게 한다면(若敎依寫靑蓮句) 

출렁출렁 흐르는 물이 지금 절로 못을 채우네(滾滾如今自滿潭)

운곡천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옥류는 연지의 바위에 부딪히며 잠시 숨을 고른다. 이때 

잔잔하고 너른 연지에 바위벼랑이 비친다. 갈매기 맹세는 은거하겠다고 다짐한 은자(隱者)를 

비유하고, 물고기는 천리(天理)가 유행(流行)하는 현상을 비유한다. 이한응은 넷째 굽이에 이

르러 은거하면서 천리가 유행하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넷째 구의 청련(靑蓮)은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을 말한다. 그의 별호(別號)가 청련거

사(靑蓮居士)다. 곤곤(滾滾·袞袞)은 강물이 가득 출렁출렁 흐르는 모양, 구름이 가득 흐르는 

모양을 말한다. 콸콸 흐르는 물이 못을 채우는 것 역시 자연의 이치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천리가 연비어약(鳶飛魚躍) 하듯이 물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유학자에게 물을 

보는 관수(觀水)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 이한응은 연지에서 자연의 이치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배우며 깨닫고 즐기는 공간으로 삼았다. 

제5곡 창애

청산에 파묻혀 자유롭게 살고픈 마음

연지에서 운곡천 물길을 1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운곡천이 큰 바위 벼랑을 만나 휘도

는 지점에 이른다. 냇가 오른쪽에 우뚝 솟은 바위 벼랑이 제5곡 창애(滄厓)다. 바로 아래에서는 

목을 한참 꺾어야 할 정도로 높은 벼랑이다. 창애를 보려면 냇가 맞은편에 다소곳이 자리 잡은 

창애정(滄厓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37호)으로 가야 한다. 전면에 걸린 창애정(滄厓亭) 

글씨가 힘차다. 우측 마루에는 차강헌(此江軒)이란 현판도 보이고, 우측에는 초서로 쓴 창애

정 시판(滄厓亭 詩板)이 눈에 들어온다. “한없는 청산 속에 자유롭게 놀던 몸이(無限靑山自在

身) / 어이하여 오릉( 陵)의 손님 되었던가(如何來作五陵賓) / 내일 아침 말 타고 청산(靑山)

에 돌아가면(明朝騎馬靑山去) / 여전히 청산 속 사람 되련다네(依舊靑山影菓人)” 

정자를 경영한 창애(滄厓) 이중광(李重光, 1709〜1778)은 관직에 임명되었는데 나아

춘양구곡의 제4곡인 연지 주변 물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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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고, 이곳에 은거하며 제자를 가르친 인물이다. 1748년에는 현릉 참봉이 되었으나 원래 

벼슬에 뜻이 없었던 탓에 얼마 뒤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지은 시라고 한다. 

냇가의 들판에 자리한 창애정에서 물 건너의 벼랑이 잘 올려다 보인다. 정자 주인의 눈

앞에 솟아 있던 벼랑은 그대로이지만,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냇가에 둑을 쌓는 바람에 물굽이

의 정취는 많이 깎아 먹었다. 그렇지만 벼랑에 새겨진 수운동(水雲洞)이란 글씨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선명하다. 자연을 즐길 줄 알았던 정자 주인이 보던 풍광. 세월이 흐른 뒤에 이곳

을 찾은 후인들도 저 풍광을 보면서 시를 읊었을 것이다. 춘양구곡을 경영한 이한응도 그랬다. 

오곡이라 창애는 높고도 깊숙하니( 曲滄崖高且深) 

처음부터 병풍처럼 가려 운림을 숨겼기 때문(由來屛隱鎖雲林) 

예전처럼 그림자만 있는 사람은 어디 갔는가(依然影裏人何處) 

홀로 청산에 서니 만고를 회상하는 마음뿐(獨立靑山萬古心) 

제6곡 쌍호

두 개의 호수는 어디에 있을까 

창애정을 뒤로 하고 오르면, 운곡천 물길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S자로 휘돌아간다. 민가

들이 눈에 많이 띄니 서서히 춘양면 소재지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운곡천에 걸린 장동교에

서 오른쪽으로 둑길을 따르면, 150m 상류에 나지막한 언덕이 눈망울에 맺힌다. 홀로 있다 해

서 독산(獨山), 독봉(獨峰), 고봉(孤峰) 등으로 불리는 바위 언덕이다. 봉화에서 삼척 가는 길

가에 있다고 해 삼척봉이라는 이름도 얻었다. 홀로 외롭게 서있는 이 언덕 아래의 물줄기가 바

로 제6곡인 쌍호(雙湖)다. 

독산 바로 옆에는 임진왜란 때 군량미를 확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봉계(鳳溪) 홍세공

(洪世恭, 1541~1598)을 모신 사당인 당성사(唐城祠) 등 남양 홍씨 관련 유적들이 보인다. 독

산 정상으로 오르려면 후손이 사는 민가 뒤꼍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아담한 돌계단을 수십 

개 오르면 정자가 반긴다. 소나무와 잡목에 가리기는 하지만 북쪽 운곡천 물줄기를 거슬러보

면 춘양들판이 장한 느낌을 들게 한다. 쌍호라면 호수 같은 소가 두 개 나란히 보여야 할 듯한

데, 운곡천 물굽이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두 개의 소를 찾을 수 없다.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

다. 

답사에서 만난 주민은 “옛날에는 이곳에 물길이 두 개 있었다.”고 들려줬다. 물길이 독

산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흘렀다는 것이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물길이 변하면서 동쪽으로의 

물길이 끊겼고, 온전히 독산 서쪽으로만 흐르게 된 것이라 한다. 경암 이한응의 시로 옛 모습을 

짐작해보자. 

육곡이라 쌍계는 바위 물굽이가 빙 둘렀는데(六曲雙溪繞石灣) 

외로운 봉우리 가운데 솟아 중앙 관문이 되었네(孤峰中突作重關)

상전벽해가 된 억겁의 세월 원래 그러했으니(桑瀛浩劫元如許) 

이 동천 안의 세월은 저절로 한가롭기만 하네(壺裏乾坤自在閑)

창애정에서 바라본 창애 전경. 

조선 후기 유학자인 이중광이 

은거하며 산수를 즐기던 창애정. 

춘양구곡 제5곡인 창애 

벼랑에 새겨진 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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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 양쪽으로 운곡천 물굽이가 빙 둘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지형이 바

뀌어 동쪽의 물길은 들판으로 변해 영동선 철도가 지나고, 서쪽으로만 물길이 흘러가니 산천

도 변했음을 보여준다. 독산이 관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갈래 길로 이어지는 곳에 눈길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삼척 뿐 아니라, 울진, 안동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셋째 구에서 이한응은 원래 산이었을 이 봉우리가 변해 쌍계를 이루고 있으니 상전벽해

라 한다. 그러나 이한응이 노래하고 또 1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운곡천의 쌍호도 사라져 

한쪽 물길은 들판이 되니 이 역시 상전벽해가 아닐까. 이한응은 관조한다. 억겁의 세월이 원래 

그런 게 아니던가. 그래서 독산 위의 쌍호정에서 주변을 굽어보는 이한응의 마음은 한가롭기

만 하다. 

제7곡 서담

공부하며 서로 배우던 서당

쌍호를 지나면 이제는 춘양 들판이 지척이다. 한 굽이, 두 굽이 오른 물길에 널따란 춘양 

들판으로 들어서기 직전, 소로교에 닿는다. 물줄기 서쪽의 춘양 소재지와 동쪽의 본소로마을

을 잇는 다리다. 본소로(本小魯)는 옛 부족국가 시대 소로국(小魯國)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래

한 지명. 이 소로교 상류을 보면 흘러오던 운곡천 물줄기가 바위에 부딪히며 제법 너른 소를 만

드는데 이게 바로 제7곡인 서담(書潭)이다. 제6곡 쌍호에서는 물길로 1.2km 상류 지점이다. 

이한응은 제7곡시 주석에 “이 굽이는 옛날 서당의 옛터가 되니 이로 인해 못의 이름을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 오래 전이라 주민들도 서당 터를 알지 못

하고 기록에도 없지만, 이 못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칠곡이라 서담은 시냇물이 여울로 흘러드는 곳(七曲晝潭注入灘) 

우뚝한 절벽 물속에 비쳐 더욱 별나 보이네(丹崖涵碧更殊看) 

선을 살피던 당시의 즐거움 도리어 안타깝구나(卻憐觀善當時樂) 

경관이 공연히 맑아 탈속적 느낌만이 서늘하네(聲色空淸鶴夢寒) 

이한응은 운곡천을 거슬러 오르다 춘양 들판으로 들어서기 전 서담을 보았다. 못에 담

겼던 물은 잠시 쉬다가 아래의 여울로 흘렀다. 강둑에서 그 광경을 보니 못 뒤로 버티고 있는 

바위벽이 푸르게 물들어 있었다. 

셋째 구에서 이한응은 서당에서의 일을 생각한다. ‘선을 살핀다’는 의미의 관선(觀善)

춘양구곡의 제6곡인 쌍호 전경. 

춘양구곡의 제7곡인 서담. 근처에 옛날 서당터가 있어 

춘양구곡의 한 굽이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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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기(禮記)>의 사상관이선(士相觀而善)에서 온 말로서 ‘선비는 서로가 본받아서 좋은 점

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즐거움을 주던 서당이 사라지고 없으니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도 못 주변의 경관은 속됨을 벗어난 듯 맑기만 하다. 

제8곡 한수정 

찬물 같이 맑은 정신으로 학문에 정진하라

물길 서쪽은 춘양면 소재지다. 서담을 뒤로 하면 이제 춘양들판으로 온전히 들어서게 

된다. 산악지대에 이런 정도의 들판이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여기 춘양 들판 한복

판 운곡천 물가 쪽으로 날아갈 듯 자리 잡은 정자가 있으니 바로 제8곡 한수정(寒水亭, 경상북

도 유형문화재 제147호)이다. 서담에서는 물길로 800m 상류 지점이다. 

동촌마을 운곡천 물가에 위치한 한수정(寒水亭)은 1608년 세워진 정자다. 원래 이 자

리에는 충재(沖齋) 권벌(1478~1548)이 세운 거연헌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허물

어지자 손자인 권래가 이 정자를 다시 세웠다. 한수정은 ‘찬물과 같이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정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연못이 둘러져 있고 주위에 수목이 정자와 잘 어우러져 제법 고풍스

러운 분위기가 풍긴다. 

안동 출신인 충재 권벌은 1507년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살이를 하다가 1520년 기묘사

화에 연루돼 이곳에 와서 농토를 마련하고 14년간을 머물며 후진을 양성하면서 경학(經學)에 

몰두했던 인물. 이후 복직했다가 이번에는 을사사화로 다시 파직된 뒤 유배지인 평안도 삭주

에서 세상을 떠났다. 깊은 오지 산악지대인 봉화에 유학의 분위기가 융성한 것은 권벌의 영향

이 지대하다는 게 후대의 평가다. 이한응은 노래한다. 

팔곡이라 한수정은 넓은 들판이 열리는 곳(八曲寒亭際野開) 

선계의 초연대가 문득 맑은 물을 굽어보네(仙臺超忽俯澄洄)  

유람객은 선현의 발자취 멀어졌다 한탄 말게(遊人莫歎遺芳遠) 

가을달이 연목 속으로 밤마다 찾아온다네(秋月潭心夜夜來) 

이한응의 노래대로 한수정은 춘양들판을 적시고 흘러가는 운곡천 물가에 있다. 물가에 

우뚝 솟은 선대는 맑은 굽이도는 운곡천을 굽어보고 있었다. 지금은 여러 건물들 탓에 눈에 확 

뜨이지는 않지만, 그 옛날 이한응은 이곳을 지날 때 운곡천 가에 의젓하게 자리한 한수정에 들

른 감회가 깊었을 것이다. 

이한응은 여기서 깊은 산골인 춘양 일대에 서린 유학의 향기를 맡았다. 이 자리에 처음 

정자 자리를 잡고 학문에 몰두하던 권벌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그 선현은 이미 오래 전에 세상

을 떠났다. 그래도 지나는 나그네에게 선현의 향기가 멀다고 탄식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가을

밤을 밝히는 달이 한수정 연못의 수면에 잠기듯, 선현의 가르침도 끊이지 않고 전해져 오기 때

문이다. 

제9곡 도연서원

도의 근원은 끊임없이 흐르네 

제8곡 한수정에서 운곡천 물길을 90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춘양구곡의 원두인 제9곡 

도연서원(道淵書院)에 닿는다. 도연서원은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와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모시던 곳이었으나 1858

년 훼철됐다. 

학교 운동장 동쪽이 서원 자리로 알려져 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두 개의 삼층석탑이 자

리하고 있다. 바로 봉화서동리삼층석탑(보물 제52호)이다. 이 삼층석탑들은 동·서탑의 쌍탑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신라고찰이었던 람화사(覽華寺)의 옛터로 알려져 있다. 서원 이전

에는 제법 규모가 컸던 절집이 있었고, 서원이 사라진 지금은 춘양중학교가 이 자리에 있으니 

춘양구곡의 제8곡인 한수정. 찬물과 같이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정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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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향기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껏 

전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춘양구곡의 극처요, 원두인 이곳은 도

가 솟아나는 연못이란 의미인 도연(道淵)이

다. 여기서 솟아난 도(道)는 운곡천으로 흘러

가며 춘양 들판을 적시고 굽이돌며 아홉 굽이

를 이루는 것이다. 춘양을 비롯한 봉화 지역

의 유생들이 이곳서 학문을 익히고 도를 공부

하면서 봉화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하였으니 춘양구곡의 원두요, 극처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구곡이라 도연서원 다시 넓은 기상 있는데(九曲道淵更浩然)  

봄날 누대에서 아련히 긴 시내를 굽어보네(春樓迢遞見長川)  

우리 도는 전처럼 서원이 있는데 의지하니(依舊賴有宮墻在) 

십리의 풍광이 마치 거울 속의 하늘같네(十里風烟鏡裏天) 

이한응이 이곳을 찾았을 때 서원은 잘 운영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넓은 춘

양들판인데, 도연(道淵)은 더욱 넓게 보였다. 유학의 도를 익히는 곳이니 그 심리적인 넓이는 

춘양 들판을 뒤덮고도 남았을 것이다. 춘루(春樓)는 서원에 있던 청풍루요, 장천(長川)은 운곡

천의 다른 이름이다. 이한응은 청풍루에 올라 서원 저 앞쪽으로 굽이돌아 흘러가는 운곡천을 

바라보았다. 물줄기가 흘러가듯 도가 퍼져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궁장(宮墻, 궁궐의 담

장)은 권위 있는 서원의 담장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문의 열기 충만한 춘양 고을의 풍광은 마

치 거울에 비친 하늘처럼 맑았다. 

여행 길잡이 

봉화 춘양구곡(春陽九曲)은 봉화군 법전면 어은동부터 춘양면 서동리 춘양중학교 앞까지의 운곡천 물줄기를 

따라 이루어져 있다. 춘양구곡의 아홉 굽이는 제1곡 어은(漁隱), 제2곡 사미정(四未亭), 제3곡 풍대(風臺), 

제4곡 연지(硯池), 제5곡 창애(滄厓), 제6곡 쌍호(雙湖), 제7곡 서담(書潭), 제8곡 한수정(寒水亭), 제9곡 

도연서원(道淵書院)이다. 물길의 총 거리는 7.8km다. 전 구간 도보 답사와 차량 이용 모두 가능하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영주IC → 28번 국도 → 영주 → 36번 국도 → 봉화 → 법전면 → 법전(옥천)삼거리(우회전) → 

35번 국도 → 운곡교 → 사미정로 → 어은동 

숙식(지역번호 054) 

춘양면의 만산고택(672-3206)은 춘양목으로 불리는 금강소나무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건축물이다. 

15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오면서도 뒤틀림 하나 없고 오히려 세월의 은근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어여쁜 화초 

가득한 고택의 마당 둘레로 사랑채와 안채, 서재와 별채 등이 있다. 봉화 권진사댁(672-6118)으로 불리는 

성암고택도 고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가옥이다. 

참조(지역번호 054) 

봉화군청 대표전화 679-6114 

두 개의 삼층석탑이 그대로 남아 있는 

람화사 옛터. 춘양구곡의 제9곡인 

도연서원은 이 자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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