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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죽계구곡

소백의 정기로 
빚어진 아름다운 
아홉 굽이 

소백산의 최고봉인 비로봉과 그 동쪽의 국망봉이 힘을 모아 빚

은 죽계천. 그 맑은 물길 곳곳에는 아름다운 경관이 줄지어 펼쳐

진다. 순흥 출신 안축이 고려 후기 <죽계별곡>으로 노래하면서 

세상에 그 가치를 드러냈다. 조선시대에는 주세붕과 이황 두 선

현의 발차취가 굽이마다 서렸다. 죽계천 물줄기 거슬러가며 구

곡의 아름다운 풍광에 흠뻑 젖어보자. 

영주는 ‘한국 성리학의 시발지’다. 도산서원이 있는 이웃의 안동은 일찍이 ‘한국 정신문

화의 수도’로 굳건히 자리 잡았지만, 영주 주민들 역시 영주가 ‘유교 문화 1번지’요, ‘선비의 고

장’이요, ‘양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이 안동 주민들 못지않게 가득하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 받아들인 안향이 영주의 순흥 출신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순흥의 소수서원은 조

선시대에 4300명의 인재를 배출해 명실상부한 조선 성리학자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던 것

이다. 

지리적으로 영주는 백두대간의 큰 산인 소백산 정기를 흠뻑 받고 있다. 백두산에서 흘

러온 영롱한 정기가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 강원도에 이르러 금강·설악 명산들을 

빚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하늘에 제사 지내는 태백을 빚어 놓는다. 여기서 남서쪽으로 방향

을 틀어 영주 서쪽에 소백산(小白山)의 국망봉(國望峰, 1421m)~비로봉(毘盧峰, 1440m)~연

화봉(蓮花峰, 1394m)을 빚은 뒤 죽령을 거쳐 도솔봉(兜率峰·1314m)으로 뻗어 내린다. 

이 소백산의 최고봉인 비로봉과 그 동쪽의 국망봉은 둘이 사이좋게 그윽하고 깊은 옥

빛 계류를 빚는데, 이것이 죽계천(竹溪川)이다. 죽계천은 국망봉 서쪽 아래 석륜암계곡에서 발

원한 물과 비로봉 동쪽 월전계곡을 흐른 물이 중봉(中峰) 아래에서 만나 소수서원의 순흥 땅

을 적신 뒤 영주를 지나며 서천이란 이름으로 내성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고려 후기의 명현이자 문장가인 근재(謹齋) 안축(安軸, 1287~1348)은 일찍이 <죽계별

곡>에서 죽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바 있다. 조선시대 들어서 순흥에 소수서원이 들어서자 유

학자들은 서원을 기준으로 죽계천 일대에 죽계구곡을 경영했다. 

죽계구곡을 최초로 설정한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신재(愼齋) 주세붕(周世

鵬, 1495~1554)이라는 설과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라는 두 설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널리 퍼졌다. 그렇지만 신재의 《죽계지》와 퇴계의 <유소백산

록(遊小白山錄)>에서는 죽계 일대의 지명에 얽힌 글은 있으나, 죽계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했다

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신재나 퇴계가 죽계구곡을 설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1728년(영조 4) 순흥부사로 

부임한 신필하(申弼夏)가 초암사 앞 금당반

석에서 삼괴정(三塊亭) 앞 이화동까지 2km 

물길을 내려오며 다시 구곡을 정할 때 바위에 

각자까지 새겨 놓았다. 이 때문에 이후 유학

자들에게 신필하가 정한 구곡이 마치 신재나 

퇴계가 정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을 뿐 

아니라, 바위에 새겨진 각자도 신재나 퇴계의 

죽계구곡의 제1곡인 취한대의 ‘경(敬)자’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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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로 와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순흥지》 편찬자는 신필하 부사의 구곡을 소개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소

수서원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아홉 굽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후 《순흥지》의 설정이 대세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이미 돌에 새겨진 글씨 때문에 여전히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의 

후손인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 1755〜1831)은 퇴계의 자취를 따라 소백산 유람을 할 때 

죽계구곡을 지나면서 돌에 새겨진 글씨를 보곤 “퇴계가 적은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만

년을 순흥에서 머물면서 죽계구곡도 유람하고 퇴계의 자취를 따라 <소백산구곡>도 설정한 이

야순이었으나 죽계구곡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야순이 신필하의 죽계구곡을 인정치 않았

다는 것이 된다. 

최근 대부분의 구곡 연구자들도 ‘신필하 구곡’이 아니라 ‘《순흥지》 구곡’을 대표적인 구

곡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죽계구곡 현장에는 신필하가 설정한 굽이마다 바위글씨가 새겨

져 있고,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설치한 안내판에도 신필하의 죽계구곡을 설명하고 있어 탐방객

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순흥지》의 구곡을 따라 죽계 유람에 나서고

자 한다. 

제1곡 취한대

푸른 산기운과 맑은 물빛에 취해 

죽계구곡의 제1곡은 취한대(翠寒臺)다. 취한대는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 경내에 

있다. 1543년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세운 소수서원은 조선 서원의 효시

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풍기군수인 주세붕이 이 서원을 세운 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주

자학(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을 모시고 조선에서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후에 풍기군수

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국가지원을 조정에 건의하여 소수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소수(紹修)’는 

‘이미 무너진 교학을 닦게 한다’는 뜻으로 학문 부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자수(學者樹)라 불리는 솔밭 길을 지나면 서원의 출입문에 닿는다. 문 바로 앞 오른

편에 경렴정(景濂亭)이 아름드리 은행나무와 함께 답사객을 반긴다. 그 옆으로 흐르는 죽계천 

건너편 바위에는 주세붕이 쓴 ‘경(敬)’이란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새겨진 ‘백운

동(白雲洞)’ 글씨는 퇴계의 작품이다. 이 굽이가 바로 죽계구곡의 제1곡인 취한대(翠寒臺)다. 

경렴대에서 내려와 죽계천에 걸린 큼직한 징검다리를 밟고 취한대로 건너간다. 아름드

리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소나무 너머로는 근래에 세운 정자가 취

한대란 현판을 달고 있다. 

취한대를 꾸민 이는 퇴계다. 퇴계는 경자 바위 옆에 터를 다듬고  흙을 쌓아 단을 만들

고 주변에는 소나무 등을 심고 이를 취한대(翠寒臺)라 이름을 지었다. 옛 시 ‘송취한계(松翠寒

溪)’의 ‘비취 취(翠)’와 ‘차가울 한(寒)’자에서 따왔다. “푸른 연화산의 산기운과 맑은 죽계의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이다. 취한대를 읊은 시는 많다. 그 중에

서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작품이 취한대의 정취를 잘 노래하고 있다. 

강가에 선 천 길의 우뚝한 바위(臨江千丈石)

푸른 소나무 사이로 높이 솟았네(高出靑松間)

여름날 강바람 잦아들고 고요할 때(夏日江風靜)

울창한 숲 텅 비어 푸르고 서늘하네(葱蘢空翠寒)

제2곡 금성반석

금성대군의 한이 서린 그 현장 

기와집과 초가들이 옛 고을 정취를 자아내는 선비촌을 뒤로하고 죽계천을 거슬러 오르

면 곧 제월교(霽月橋)를 만난다. 제월(霽月)은 “오랜 장마 끝에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보

소수서원의 소나무숲은 학자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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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온몸으로 겪었다. 1100살이라는 수령에 비해 덩치가 작아 보이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사과밭 과수원길을 따른다. 금성대군이 위리안치(圍離安置)를 당했다는 터에서 순흥

향교로 이어지는 오른쪽 길로 30~40m 가면 다시 죽계천과 만난다. 거기에 걸린 작은 다리에

서 상류 쪽을 보면 약간 경사진 너럭바위가 보인다. 김문기 교수가 제2곡 금성반석으로 추정한 

너럭바위다. 아쉽게도 이곳 역시 금성반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

다. 그렇지만 이곳은 금성단과 위리안치에서 가장 가까운 죽계천 굽이인데다 그곳에 ‘반석’이

라 이름붙일 수 있는 바위가 있어 이곳을 제2곡으로 추정했다. 

제3곡 백자담 

잔잔한 저수지에 잠긴 ‘잣계보’

길은 저수지 왼쪽으로 빙둘러난 아스팔트 도로로 이어진다. 도중 ‘죽계별곡’ 시비와 소

백산 비로봉 경치가 눈에 들어온다. 죽계천의 아름다움은 고려 후기 근재 안축이 <죽계별곡>

으로 노래하면서 세상의 그 가치를 드러냈다. 

먼빛으로 순흥저수지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다본다. 제3곡인 백자담(柏子潭)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백자담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저수지에 잠겼기 때문이다. 구곡 연구자

이는 시원스러운 때를 맞게 된다.”는 뜻을 지

닌 ‘광풍제월(光風霽月)’에서 따온 말인데, 퇴

계가 명명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청다리로도 

부르는 이 다리는 우는 아이를 주워왔다는 이

야기가 풍문으로 전해오던 곳. 단종복위운동 

때 다리 밑에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고 한다. 

제월교에서 죽계천 오른쪽 둑길을 따

라 거슬러 오르면 순흥향교로 이어진다. 아스

팔트 도로를 건너면 금성단(금성대군신단)이 봄볕에 고요하다.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를 도모

하다 목숨을 잃은 금성대군(錦城大君, 1426~1457)과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 ?〜1457) 등

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제단이다.

죽계구곡의 제2곡인 금성반석(金城盤石)은 그 위치가 명확치 않다. 김문기교수는 《경

북의 구곡문화》에서 순흥향교 바로 앞에 있는 죽계천의 바위를 금성반석으로 추정했고, 경상

대학교 연구팀은 이 금성단을 죽계구곡의 제2곡 금성반석으로 추정했다. 금성대군의 ‘금성(錦

城)’과 금성반석의 ‘금성(金城)’은 둘의 한자가 같지는 않지만, 이는 세월이 흐른 뒤 설정 과정

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죽계천이 흐르는 이곳 순흥(順興)은 조선시대에는 영월·태백·봉화·울진 지역을 관

할하던 한강 이남 제일의 도호부(都護府)가 있던 고을이다. 이렇게 소백산 동쪽 고을들을 휘하

에 두고 호령하던 고을은 1457년(세조 3) 피바람이 불면서 황폐화하고 말았다. 단종을 복위하

려다 실패한 이른바 정축지변(丁丑之變)이다. 

수양대군이 김종서·황보인 등을 죽이고 영의정 자리에 있을 때, 금성대군은 순흥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었다는 소식

을 전해 듣자 금성대군은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하여 동지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순흥부사

로 부임한 이보흠도 합세했다. 허나 이 거사는 실패하고 만다. 금성대군의 몸종과 순흥부사의 

부하가 공모해서 세조 측에 밀고함으로써 들키고 말았던 것이다. 뒤끝은 피바다였다. 주모자

뿐만이 아니라 역모에 가담했다는 굴레를 뒤집어쓴 숱한 순흥 주민들이 제월교 아래서 참살을 

당했다. 이때 희생자들의 피가 죽계천을 따라 10리 밖까지 흘러내렸는데, 그 마을은 지금도 피

끝마을(영주시 안정면 동촌1리)로 불린다. 

금성단을 뒤로 하고 서쪽 길을 따르면 은행나무 한 그루가 나그네를 굽어본다. 은행나

무는 잎의 모양이 오리발을 닮았다 하여 압각수(鴨脚樹)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는 압각수라는 

이름으로 더 불린다. 순흥 땅에 피바람이 불던 그 시절, 이 은행나무는 몸이 불에 타는 등 그 난

죽계구곡의 제2곡으로 추정되는 금성반석. 단종복위를 꾀하다 

죽임을 당한 금성대군과 그 부하들을 위로하는 곳이다. 

죽계구곡의 또 다른 금성반석으로 

추정하고 있는 죽계천의 너럭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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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곡 이화동 

퇴계의 평민 제자 배순이 살던 마을 

백자담이 잠겨 있는 순흥저수지를 뒤로 한다. 눈을 들어 서쪽을 보면 소백산이 부드러

운 미소를 보낸다. 어느덧 소백산의 품으로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잔잔한 저수지가 끝

나고 다시 흐름을 되찾은 시내가 이어진다. 순흥초등학교 배점분교(폐교) 앞의 국립공원 배점

주차장 갈림길이다. 오른쪽은 배점마을 지나 성혈사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초암사로 이어지

는 죽계천 길이다. 왼쪽 길로 400m 정도 오르면 배점상수도 수원지 앞 갈림길에 닿는다. 배점

마을로 이어지는 오른쪽 농로 초입의 작은 콘크리트 다리 아래가 바로 죽계구곡의 제4곡인 이

화동(梨花洞, 신필하의 제9곡)이다. 

다리 옆의 거뭇한 둥근 바위에는 ‘죽계구곡(竹溪九曲)’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글

씨는 신필하 부사가 새겨놓은 것이다. 국립공원 측에서 설치해놓은 안내판에는 신필하가 설정

한 대로 이곳이 제9곡이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순흥지》 구곡을 따르는 답사객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신필하 구곡이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각 굽이마다 두 

구곡의 차이를 간단히 해설한 안내판을 세우면 좋을 듯하다. 

현재 《순흥지》의 제1곡에는 콘크리트 다리가 걸려 있지만, 다행히 다리의 규모가 크지 

않아 옛 풍치가 많이 상하지는 않았다. 계류가 흐르는 곳은 바위가 턱을 이뤄 아담한 폭포를 이

루고 그 양쪽으로는 가파른 암벽이 솟아 있다. 쏟아진 맑은 계류는 그 아래 자그마한 못에 잠시 

머물렀다 하류의 소수서원을 향해 흘러간다. 

이화동은 퇴계의 평민 제자였던 배순(裵純)과 관련해 배나무마을이란 뜻일 수도 있다

고 한다. 시내 너머에 있는 배점마을은 배순의 대장간이 있던 마을이다. 배순은 퇴계 이황의 평

민 제자였다. 그는 신분은 낮았지만 학문을 알았고, 덕을 갖췄으며, 정직하며, 충성심도 깊었던 

인물로 꼽힌다. 쇠를 다루던 대장장이였던 그에 얽힌 미담은 영남 유림에 그의 이름이 한자리

를 차지할 정도다. 하계 이가순은 소백산구곡을 경영할 때 이곳에 이르러 배순을 기렸다. 이가

순은 이곳을 <소백구곡시>의 배점곡(裵店曲, 제2곡)으로 노래한다. 

이곡이라 배순의 비석이 있는 봉우리(二曲裵純碑上峰)

단정하여 고인의 모습을 대하는 듯(端莊如對故人容)

충성 품고 덕을 사모함은 천부적이니(懷忠慕德均天賦)

어질고 어리석음 현격하다 말하지 말게(休道賢愚隔膜重)

들은 하계 이야순의 <소백구곡시> 송림곡(松林曲, 제3곡)에서 백자담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

다. 

삼곡이라 송림 백자담 나그네 배를 찾으니(三曲松潭客問船)

돌다리와 가파른 계곡 몇 년이나 되었는가(石梁危壑幾多年)

삼나무 노송나무 사이로 희미한 옛날의 단(故壇杉檜迷茫裏)

가을 달과 봄날 꽃들 모두 가련하게 보이네(秋月春花總可憐)

이 시를 보면 송림마을 앞으로 흐르는 시내에 제법 깊은 못이 형성돼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성황당 흔적이라도 있었던 걸까. 솔밭 사이로 희미한 단의 모습도 보였다. 지금 이 솔밭을 

찾을 수 없으나, 솔밭의 흔적은 순흥저수지 옆에 송림마을, 송림사, 송림교 등의 명칭으로 남아 

있다. 순흥저수지가 생기기 전에 그 굽이에 ‘잣계보’가 있어 물이 고였다가 흘렀다고 한다. 잣

나무는 백자(柏子)라고도 하는데, 김문기교수는 여기서 백자담이란 이름이 유래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순흥저수지 옆에 세워진 죽계별곡 시비. 

주계천의 아름다움은 고려 말기에 안축의 

<죽계별곡>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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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이준(1560~1635)이 쓴 <배순전>에 그의 이야기가 자세히 전한다. 배순은 사람됨

이 삼가 성실하고 거짓이 없었다. 자신이 만든 그릇이 비뚤어지고 흠이 있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고, 사는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그 가격을 깎아 주었다. 나이가 들어 풍기에서 살 때 

스승인 퇴계의 부음을 듣고 너무 애통하여 철상(鐵像)을 만들어서 아침저녁으로 제사지냈으

며, 선조 임금의 국상 때에는 너무 슬퍼하며 삼년 복을 입었다고 한다. 

제5곡 목욕담

맑디맑은 계류로 심신의 때를 벗기고 

길은 사과밭을 끼고 소백산으로 이어진다. 구곡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장승을 지나

고, 남해용왕의 아들로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변했다는 거북바위를 굽어보면, 계류는 더

욱 더 맑아진다. 

거북바위를 지나면 죽계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나무다리가 나온다. 곧장 오르는 왼쪽은 

포장된 큰길이고 오른쪽은 작은 오솔길이다. 어느 쪽으로 가도 계곡을 끼고 가지만 오른쪽 흙

길을 따르면 죽계 물줄기로 바로 눈에 담을 수 있어 좋다. 숲길은 고즈넉하다. 맑은 물줄기가 

발길을 붙들고 눈길을 끌어들인다. 부드러운 계류가 아담한 폭포와 소담을 연달아 만들어 흘

러간다. 나무에는 소백산과 관련된 시를 적어놓은 시판들이 걸려 있다. 

시를 읊으며 신필하의 제8곡(관란대)과 제7곡(탁영담)을 차례로 지난다. 이렇게 바람

소리, 새소리, 물소리에 취해 오르면 죽계구곡의 제5곡 목욕담(沐浴潭, 신필하의 제6곡)이다. 

사과 과수원 안쪽에 있어 큰길 쪽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다. 시내 오른쪽에 집채만 한 거무튀튀

한 둥근 바위에 신필하의 ‘육곡(六曲)’이라는 바위글씨가 이곳이 목욕담이란 사실을 확인 시켜

준다. 

목욕담의 바닥은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몇 굽이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데, 군

데군데 못을 형성하다가 열댓 명이 한꺼번에 목욕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못을 형성한다. 둘레

에는 작은 집채만 한 둥근 바윗덩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깊지도 않고 물살도 빠르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니 누구라도 목욕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곳이다. 실제로 예전 마을 주민들은 

여기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죽계 어딘들 몸담고 싶지 않은 곳이 있으랴만, 이 굽이의 기운은 더욱 밝다. 옥빛의 

맑은 못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누른다. 유학자에게 목욕은 육체만을 깨끗하게 하

는 행위가 아니었다. 경건하게 목욕재계 하고 도를 향해 나가는 마음을 다잡는 행위이기도 하

다. 하계 이가순이 설정한 소백산구곡과 겹치지 않아 아쉽게도 목욕담을 다룬 구곡 시는 찾을 

수 없다. 

제6곡 청련동애

청련암 동쪽에 있는 바위벼랑 

목욕담 맑은 물을 뒤로 하고 다시 발품을 판다. 이윽고 향기로운 숲길이 끝나고 다시 아

까 갈라진 포장도로와 만난다. 포장도로를 조금만 오르면 오른쪽으로 우렁찬 물소리가 들린

다. 이 굽이가 제6곡 청련동애(靑蓮東崖, 신필하의 제5곡 풍영담)이다. 

계곡에는 좁은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고, 그 아래에는 바위벼랑이 아담한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냇가 가운데 위치한 바윗덩이에 인공적으로 움푹 판 흔적이 보이는데, 다리를 세

우기 위해 구멍을 팠던 흔적임을 짐작케 한다. 계류 건너의 둥근 바위에는 신필하의 ‘오곡(五

曲)’이란 글씨가 선명하다. 

청련동애는 ‘청련암(靑蓮庵) 동쪽 벼랑’을 의미한다. 분명 이 길목에 위치한 암자였을 

텐데, 아쉽게도 현재 청련암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옛 기록을 보면 안간교 아래임을 확

인할 수 있다. 퇴계도 소백산 유람에 나섰을 당시 이 길을 따라 소백의 국망봉으로 올라갔는데, 
 죽계구곡의 제5곡인 목욕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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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차가 안간교를 건너 초암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하계 이가순은 <소백구곡시>에서 ‘청

련암곡(靑蓮庵曲, 제5곡)’으로 노래했다. 

오곡이라 청련암곡 한 동천이 깊은데( 曲靑蓮一洞深)

옛 서림에는 명현의 자취 흔적 없네(芳塵無迹舊西林)

봉우리 위 밝은 달 몇 번이나 떴는지(月明峰上曾幾月)

여전히 허공을 비춰 만고의 마음이네(猶昭長空萬古心)

제7곡 용추

용이 구름과 비를 삼키고 토해내는 듯

청련동애를 뒤로 하면 곧 다리를 만난다. 이 다리 왼쪽 아래에 걸린 폭포가 바로 죽계7

곡인 용추(龍湫, 신필하의 제4곡)다. 너른 반석 위를 지나 좌우편의 가파른 암벽을 흘러내린 폭

포수는 가파른 암벽을 2~3번 정도 계단을 이루며 흘러내려 넓고 깊은 소에 잠시 머물렀다 흐

른다. 소 아래에는 옛날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땀을 들여 쉬어갔을 것만 같은 너른 반석이 

있다. 용추폭포는 높이 6m, 폭 2~3m 정도로서 죽계의 여러 폭포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아래에 형성된 소도 가장 깊다. 흔히 용추폭포의 아름다움을 용추비폭(龍湫飛瀑)이라 한다. 

이렇듯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이가순은 이곳을 소백산구곡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

에 아쉽게도 노래가 없다. 폭포 오른편 위쪽 바위에 새겨진 ‘사곡(四曲)’이란 글씨는 신필하가 

설정한 죽계구곡의 제4곡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순흥지》에는 용추폭포에 대해 비교적 자세

히 기록돼 있다. 

“용추는 초암 남쪽 다리 아래 수십 보쯤에 있다. 상하에 반석이 평평하게 펼쳐지고, 좌

우에 암각이 기이하게 깎여 있다. 가운데 급한 여울이 있는데, 세차게 달려서 떨어지니 나는 폭

포가 되고, 깊고 맑은 물이 돌아 심연을 이룬다. 큰 돌이 못의 가운데 누워서 구불구불하니 마

치 살아 있는 용이 구름과 비를 삼키고 토해내는 듯하기 때문에 용추로 이름 하였다. 가뭄을 만

나서 기우제를 지내면 문득 영험이 있었다.” 

제8곡 금당반석

맑은 계류 흘러내리는 널찍한 반석 일품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수 소리를 뒤로 하고 폭포 상류에 있는 신필하의 제3곡(척수

대)을 지나 죽계1교를 건넌다. 곧 경사가 조금 가팔라지며 그 위에 앉은 절집 초암사(草庵寺)

죽계구곡의 제6곡인 청련동애. 

청련암 동쪽에 있는 바위란 뜻이다. 

죽계구곡의 제7곡인 용추. 죽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폭포가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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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눈에 들어온다. 경내로 들어서기 전 왼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계곡에 바위가 보인다. 청운대

(靑雲臺, 신필하의 제2곡)로 불리는 바위인데, 바위에는 ‘청운대(靑雲臺)’와 ‘이곡(二曲)’ 석각

이 있다. 

소백산을 찾은 시인묵객들이 이 초암에서 하룻밤 쉬어갈 때 계곡의 이 바위 주변에 앉

아 물소리 들으며 시를 읊었을 것이다. 퇴계의 흔적도 서려 있다. 청운대의 원래 이름은 백운대

(白雲臺)였다. 신재 주세붕이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퇴계가 소백산을 오르다 이곳에 들러 

백운이란 이름이 근처에 백운동, 백운암 등등 여럿 있음에 헷갈릴 것을 염려해 청운이란 이름

으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퇴계의 <유소백산록>에 나온다. 

청운대 앞에 있는 초암사는 의상대사가 부석사 터를 보러 다닐 때 초막을 짓고 수도하

며 임시 기거하던 곳이다. 초암사 위로는 이제 인공 구조물이 없는 순수한 자연만이 펼쳐진다. 

콧노래 절로 나올 듯 싱그러운 숲길에는 온갖 나무들이 빼곡하다. 

이렇게 초암사에서 300m 정도 걸어 오르면 왼쪽으로 오솔길이 보인다. 이 길로 수십 보 

들어가면 널따란 반석 위로 흐르는 맑은 계류가 감탄을 자아내는 광경을 만난다. 폭포와 소도 

있다. 비로봉과 국망봉에서 발원한 맑디맑은 물이 이 지점에 이르러 작은 폭포를 흘러내린 반

석 위를 부드럽게 흘러간다. 물가의 반석은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다. 여기가 

바로 죽계에서 가장 너른 반석, 제8곡 금당반석(金堂盤石, 신필하의 제1곡)이다. 금당(金堂)이

라는 이름은 초암사 대웅전 가까이 있다고 해서 붙은 것이다. 《순흥지》에는 금당반석을 이렇

게 예찬하고 있다. 

“금당반석은 초암 금당 앞에 있다. 평평한 반석이 상하 수십 보에 깔려 있고 그 위로 물

이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좌우에 기이한 바위가 늘어서 있고 층층 암벽이 깎아지르고, 앞에 큰 

바위가 우뚝 서서 못 입구를 막아 그 으슥함이 세상과 동떨어져, 소요하면서 감상하노라면 속

세의 생각이 한 점도 없게 한다.” 

폭포 오른쪽 바위벽에 새겨진 ‘죽계일곡(竹溪一曲)’은 신필하의 글씨다. 신필하는 죽계

구곡을 설정할 때 이곳을 구곡 유람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건너편 반석에는 행서로 ‘제일수석

(第一水石)’이라 새겨져 있다. 힘찬 필치인데, 세월이 흐르며 마모돼 ‘수(水)’자가 잘 보이지 않

는다. 이 굽이의 동쪽 바위벽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가장 왼쪽에 신필하의 이름도 

보인다. 

제9곡 중봉합류 

비로봉, 국망봉의 두 물줄기 하나로 만나다 

이렇게 오르는 숲길, 여전히 평평하다. 금당반석을 벗어나 상쾌하고 빛나는 숲길을 

죽계구곡의 제8곡인 금당반석. 

윤필하는 이곳을 제1곡으로 삼고 

바위에 글씨를 새겨 넣었다. 

죽계구곡의 마지막 제9곡인 중봉합류. 

비로봉과 국망봉에서 흘러내린 물이 

여기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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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길잡이

영주의 죽계구곡(竹溪九曲)은 소백산 죽계천 물줄기에 설정된 구곡 원림이다. 《순흥지》의 죽계구곡은 

제1곡 취한대(翠寒臺), 제2곡 금성반석(金城盤石), 제3곡 백자담(栢子潭), 제4곡 이화동(梨花洞), 제5곡 

목욕담(沐浴潭), 제6곡 청련동애(靑蓮東崖), 제7곡 용추비폭(龍湫飛瀑), 제8곡 금당반석(金堂盤石), 제9곡 

중봉합류(中峯合流)다. 물길의 총 길이는 약 6.9km이다. 모두 도보로 여행이 가능하다. 소수서원에서 출발하는 

‘소백산 1자락길’의 선비길·구곡길과 거의 겹쳐 이정표 설치가 잘 돼 있다. 

한편, 영조 때 순흥부사 신필하가 초암사 앞 금당반석(제1곡)에서 삼괴정 앞 이화동(제9곡)까지 2km 물길을 

따라 내려오며 다시 이름을 붙였다. 신필하의 구곡은 상류부터고, 대부분 하류부터 시작된다. 《순흥지》의 

구곡과 신필하의 구곡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 조금씩 다르다. 신필하가 바위에 새겨놓은 각석 때문에 현재 

네이버 지도나 일반 지도, 현지 안내판도 모두 신필하의 구곡이 반영돼 있다. 소백산관리사무소, 영주시청 등과 

협의해 《순흥지》구곡과 신필하 구곡의 이야기를 담은 안내판을 각 굽이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숙식(지역번호 054) 

소수서원 옆에 위치한 선비촌(638-6444, www.sunbichon.net)은 전통 고택에 묵으면서 옛 선조의 주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순흥면 읍내리엔 동인모텔(633-9605), 순흥여관(633-2124) 등이 있다. 

순흥읍내리에 있는 순흥전통묵집(634-4614)의 묵조밥은 순흥의 별미로 꼽힌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풍기IC → 풍기 → 931 지방도 → 순흥 → 소수서원 

참조(지역번호 054) 

영주시청 대표전화 634-3100, 소백산자락길 633-5636, 소수서원관리사무소 639-5852 

100m 정도 오르면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

에 이른다. 바로 죽계구곡의 극처인 제9곡 중

봉합류(中峰合流)다. 왼쪽은 비로봉에서 흐

르는 하가동계곡 물이요, 오른쪽은 국망봉에

서 흐르는 석륜사계곡 물줄기다. 

두 물줄기는 이렇듯 중봉 아래에서 합

류한 다음 죽계천라는 이름으로 죽계구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빚고 소수서원을 감돌아 흘

러간다. 그리곤 영주를 적시면서 서천(西川)

으로 이름을 바꿔 달고 문수면 수도리에서 내성천으로 흘러든다. 

중봉합류 주변은 작은 너럭바위와 큼직한 암벽이 산 쪽으로 버티고 있다. 암반이 깔려 

있는 개울 주변은 바윗덩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다. 소나무, 참나무, 생강나무, 키 작은 산죽…. 

숲이 짙다. 숨을 깊숙이 들이킨다. 죽계구곡에서 누리는 이 행복감은 소백산이 우리에게 베푸

는 은혜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죽계구곡의 원두인 여기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궁금증

은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대신 대답한다.  

제9곡 중봉합류
제8곡 금당반석(신필하 제1곡)

제7곡 용추(신필하 제4곡)
제6곡 청련동애(신필하 제5곡 풍영담)

제4곡 이화동(신필하 제9곡)

제3곡 백자담

제2곡 금성반석
(김문기 교수 추정지)

제2곡 금성반석

제1곡 취한대

제5곡 목욕담(신필하 제6곡)

초암사청련암(신필하 제2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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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죽계구곡

중봉합류에 세워진 작은 돌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