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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동계구곡

구한말 유학자의 
고뇌 들려주는 洞天

영주의 동계구곡은 부석사를 지나온 낙화암천의 물줄기에 설정

된 구곡원림이다. 동계구곡을 경영한 김동진은 구한말 영남지

역의 대표적 유림 중 한 사람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다. 이런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동계

구곡 아홉 굽이에는 나라와 유교의 도를 지키려는 한 유학자의 

의지가 곳곳에 담겨 있다.

경상북도 북부에 위치한 영주(榮州)는 영천·풍기·순흥이 하나로 합쳐진 큰 고을이

다. 백두대간의 영향을 받아 산세가 수려하고, 서천(西川), 내성천(乃城川) 등 백두대간에서 발

원해 흐르는 맑은 하천을 젖줄 삼아 살면서 유교의 전통을 꼿꼿이 지켜가는 양반 고을이기도 

하다. 

영주의 유학자들은 맑은 물줄기의 경치 좋은 굽이를 골라 구곡원림을 경영하며 주자의 

정신을 본받으려 노력했다. 그 중에서 영주의 동계구곡(東溪九曲)은 부석사에서 흘러온 낙화

암천(落花岩川)에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낙화암천은 영주시 부석면 북쪽의 자개봉(859m)~봉황산(822m)에 이르는 백두대간 

분수령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이 부석면 소재지에서 하나로 만나 부석면의 유곡리·상석리·감

곡리를 흘러 봉화읍 화천리·도촌리를 지나 문단리에서 내성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순흥

지(順興誌)》에서는 화천(花川)이라 했다. 옛 이름은 관천(串川)으로서 물줄기가 이리 굽고 저

리 감돌아 꿰어 흐르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관천은 우리말로 ‘곶내’인데 나중에 ‘꽃내’로 바

뀌고, ‘꽃내’가 다시 한자로 ‘화천’이 되었다. 낙화암천(落花岩川)은 현대에 지어진 이름으로 

동계구곡 제8곡 옥간대의 낙화암(落花巖)이라는 바위에서 유래했는데, 이 바위는 낙하암(落

霞巖)이라고도 불린다. 

동계(東溪)는 내성천의 지류인 낙화암천의 한 부분을 일컫는 명칭인데, 탄계(灘溪), 우

계(愚溪), 소계(韶溪) 등으로도 부른다. 동계구곡은 평평한 들판을 가로지르므로 깊은 계곡의 

 동계구곡의 제1곡인 선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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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드는 건 아니지만, 구곡으로 설정한 굽이들은 풍광 좋은 바위들이 우뚝 솟은 곳도 있다. 

낙화암천에 동계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한 이는 정산(貞山) 김동진(金東鎭, 1867~1952)

이다. 김동진은 구한말 영남지역의 대표적 유림 중 한 사람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에 앞장선 유학자다. 1913년 대한독립의군부 설립에 가담했고, 1919년에 일어난 파리장

서사건에도 관여했다. 몇 차례 투옥되기도 했으나 끝까지 상투와 한복을 고수할 정도로 강직

한 인물로 꼽힌다. 또한 소수서원장을 세 차례나 역임하는 등 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쇠퇴해

가는 유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생애를 바치고, 퇴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남학파의 

정신을 현대에까지 충실히 계승한 거유(巨儒)로 존경받고 있다. 

김동진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동료 선비들과 10일 동안 동계 일대를 유람하며 바위가 

있는 아홉 굽이의 경관을 시로 읊었다. 구곡원림을 읊는 시는 원래 주자의 <무이도가> 운을 차

운하여 짓는 게 일반적인데, 김동진과 그 선비들은 퇴계 이황의 <구대(九臺)>를 차운하여 바위

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를 한 수씩 더 지었다. 

무이구곡만이 자랑할 선계는 아니니(武夷未必詑仙靈)

나는 또한 동계구곡의 청정함을 사랑하네(亦愛東溪九曲淸)

회옹의 진중한 마음을 생각하고 우러르니(想仰晦翁珍重意)

오랜 세월 뱃노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네(千秋無絶櫂歌聲)

김동진은 서시(序詩)에서 주자가 은거했던 무이구곡을 언급하며 그곳만이 자랑할 선

계가 아니라 했다. 회옹(晦翁)은 주자를 의미한다. 주자가 은거했던 무이산은 원래 도교의 전

설이 굽이마다 넘치는 산이었다. 그런데 주자가 은거한 다음부터 무이산은 더 이상 도교의 산

이 아니었다. 그곳은 주자의 학문과 사상인 성리학이 존재하는 청정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즉 

이 동계구곡에서도 주자의 학문을 이어받아 그 정신은 오랜 세월 끊임없이 이어졌음을 노래하

고 있다. 

제1곡 선암대

선바위에서 노닐던 신선은 어디로 갔을까

동계구곡의 제1곡 선암대(仙巖臺)는 부석면 감곡리 선암마을 입구에 있는 선바위를 말

한다. 감곡리를 지나는 935번 지방도에서 마을길을 따라 50m 정도 들어가면 왼쪽으로 아름드

리나무와 바윗덩이들이 뒤섞인 언덕이 보인다. 바로 선바위(仙巖)다. 

선암 마을은 서너 가구가 남동향으로 향해 형성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작은 농촌 마을

이다. 예전에는 선바위에 성황당이 있었다 한다. 벚나무도 몇 그루 있어 꽃 피는 봄이면 제법 평

화로운 풍광을 연출한다. 선암에서 보면 마을 앞 들판 사이로 동계가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

데, 기암괴석이 즐비한 협곡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이다. 

일곡이라 거울 같은 호수에서 배를 찾는데(一曲鑑湖問賀船) 

해오라기 맑은 시내에 내려앉는 것 보일 뿐(但看鷗鷺下晴川) 

은자가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으니(幽人菅領知何物) 

아침 포구엔 구름노을 저녁 물가엔 안개로세(朝浦雲霞暮渚烟) 

신선이 한번 떠난 뒤로는 단지 빈 누대뿐(仙眞一去只空臺)

천년 동안 적막하게 학은 돌아오지 않네(千載寥寥鶴不迴)

맑은 시내 바위 위엔 달만 홀로 떠 있으니(獨有淸溪巖上月) 

어느 때나 오더라도 속진을 혐의치 않네(不嫌塵累幾時來) 

선암대가 있는 선바위 마을 북쪽 민가에 ‘광릉동천’이라는 석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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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곡 호산대 

연못가에는 매화 향기 그윽하고 

선암대를 뒤로 하고 동계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곧게 뻗은 농로를 따라도 좋고, 냇가 

둑으로 걸어도 괜찮다. 앞마을 이름이 평촌인 것도 이 들판 때문에 얻은 이름일 것이다. 봄날의 

평화로운 농촌 풍광을 즐기다보면 냇가에 기댄 나지막한 언덕을 만난다. 

언덕 북쪽에 작은 연못이 있고, 냇가 쪽 바위벽에는 ‘고산유촉(孤山遺?)’ 네 글자가 선

명하게 새겨져 있다. 부석초등학교 상석분교(폐교)에서 남동쪽으로 150~200m 지점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인 이곳이 바로 제2곡 호산대(湖山臺)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매화나무들이다. 제법 나이 들어 보이는 늙은 매화나무 수십 그루가 동계 물가 쪽에서 자라고 

있고, 주변으로는 아담한 매화밭도 띄엄띄엄 보인다. 

이곡이라 서호 호수 위에 산봉우리 있으니(二曲西湖湖上峯)

조물주가 여기에 옮겨 기이한 모습 남겼네(化翁移此獻奇容)

올라보니 절로 선조 추모하는 감회 이는데(登臨自有追先感)

작은 물가에 떨기로 핀 매화 수없이 많구나(縷流叢梅共萬重)

이 대에 푸른 소나무 있는 것을 사랑하니(爲愛蒼松植此臺)

선조께서 좋아해 심으신 뜻 아련히 생각하네(緬思吾祖好培栽)

어찌하여 명당에 나아가 써보지 아니하시고(如何未就明堂用)

홀로 곧은 지조 보존해 재주 없다 하셨는지(獨保貞寒許不才)

동계 구곡 제2곡 호숫가에는 나지막한 봉우리가 있다. 김동진은 조물주가 옮겨온 듯 기

이하다고 했다. 곡류하던 물길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처럼 연못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연

못은 10여 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고 한다. 

노래에 나오듯 연못 주변에는 매화나무 수십 그루가 있다. 그 중에서 십여 그루는 제법 

굵어 아주 오래된 매화나무임을 알 수 있다. 김동진이 동계구곡을 경영할 때 꽃을 피우던 그 매

화나무들일지도 모른다. 아쉽게도 소나무를 심어 가꿨다는 언덕은 참나무들이 점령했다. 다만 

몇 그루 아름드리의 키 큰 소나무는 고사했음에도 꼿꼿한 자태로 한때 펼쳐보이던 푸른 기상

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다. 

매화밭 사이를 지나 마을로 들어가면 늙은 회화나무 한 그루 버티고 서있는 고택이 행

인을 맞이한다. 조선 중기 문신인 매학당(梅鶴堂) 김선(金鍌)의 집이다. 학자의 기상처럼 자유

감호(鑑湖)는 선암마을 앞 동계 냇가에 형성된 소(沼)를 말한다. 김동진은 이 소에서 배

를 찾는데 해오라기 한 마리가 맑은 시내에 내려앉는 게 보였다. 동계는 실제로 배를 띄울 만큼 

수심이 깊지는 않다. 그러나 아침에는 구름노을이 저녁에는 안개가 피어오르는 풍경이 펼쳐진

다. 학은 오래 전에 떠나 빈 누대이지만, 맑은 냇가의 바위 위로 달이 떠오르니 학이 오든 오지 

않든지 개의치 않는다. 실제로 동계는 배를 띄울 정도로 수심이 깊은 건 아니다. 

김동진은 동계에 구곡을 정할 때 바위에 이름을 새겼다고 했다. 아마도 첫 번째 굽이의 

명칭인 선암대(仙巖臺)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답사 현장에서 글씨를 찾기 위해 유심히 살펴보

기도 했다. 그런데 마을 토박이 노인은 이 선바위엔 글씨가 없다고 했다. 노인은 선바위에서 북

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지점의 작은 개울 옆 바윗덩이로 필자를 안내했다. 노인은 그 바위

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적어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글씨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참동안 노인과 함께 무성한 덩굴을 걷어내며 바위글씨

를 찾았으나 글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 날 비록 바위글씨를 찾지는 못했지만, 망실

된 것이라기보다는 덤불에 덮인 채 답사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는다. 한편, 선바위에서 북쪽으로 300m 떨어진 냇가 건너의 민가 뒤뜰 바위에는 광릉동천

(廣陵洞天)이라는 석각이 있다. 

매학당 선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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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기화요초가 많아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풀꽃은 유

한해 한 해가 지나면 시들게 마련이다. 이런 일은 진리를 탐구하는 유학자가 부러워 할 일이 아

닌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가련하게 느껴진 것이다. 또 이곳에서 김동진은 고인(古人)을 찾는

다. 고인은 유학자인 그가 학문에서 본받아야 할 대상이다. 김동진은 고인의 마음을 상상하며 

고인이 먼저 갔던 그 길을 쉬운 길이라 여기지 말자고 당부한다. 원두에 다다르면 고인의 경지

가 얼마나 높고 깊었는지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제4곡 창고대

기이한 절경은 평탄한 평지만 한 데 없으니

제4곡 창고대(蒼?臺)는 제3곡에서 물길을 따라 800m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 있

다. 냇가에 걸린 우곡교에서 왼쪽 둑을 따라 60m 올라가면 수로 바로 옆에 그리 크지 않은 바

윗덩이가 냇가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바위에 ‘사곡(四曲)’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

으니 창고대가 바로 여기임을 알 수 있다. ‘푸른빛을 내는 언덕’이란 뜻의 창고대 바위글씨는 

수로를 낼 때 망실됐는지 찾을 수 없었다. 

창고대는 높이 10m 정도의 나지막하고 평범한 언덕이다. 언덕 위에서는 키 큰 아름드

리 소나무 몇 그루가 냇물을 굽어보고 있는데, 아마도 김동진이 구곡을 경영할 때 푸른빛으로 

창고대 언덕을 감쌌던 그 소나무들일 것이다. 아쉽게도 몇 그루는 이미 고사한 상태였다. 

롭게 뻗은 회화나무는 선비의 상징이라 양반이나 사대부집안에서 많이 키워 양반나무, 선비

나무, 또는 학자수(學者樹)라고도 부른다. 매학당에서 500m 정도 더 가면 상석리 도탄마을의 

도강서당(道岡書堂, 경상북도 기념물 제131호)을 만날 수 있다. 동계구곡을 경영한 김동진이 

1900년경 후진양성을 위해 세운 서당이다. 김동진은 광복 후에도 유림으로 활약하면서 이 서

당에서 제자를 키웠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둘째 아들 김와(金渦, 1906~1985)가 계승해 1960

년대까지 서당의 기능을 유지했다고 한다. 

제3곡 회고대

정자 터는 사라졌으나 남은 글씨는 선명해

제3곡 회고대(懷古臺)는 제2곡 호산대에서 물길로 1.8km 정도 떨어진 우곡리 도로변

의 바위언덕이다. 이 지점에 이르러 반시계 방향으로 휘도는 길 오른쪽으로는 동계가 있고, 왼

쪽에는 회고대(懷古臺)라고 새겨진 바위가 보인다. 회고(懷古)는 옛 자취를 돌이켜 생각한다

는 뜻. 이곳에서 냇물을 바라보던 정자는 사라진 지 오래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그 정자 터마저 없어졌으나 다행히도 글씨가 새겨진 바위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현재 회고대 

앞의 냇가에는 콘크리트 보가 설치돼 있는데, 원래부터 이곳에는 작은 못이 형성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곡이라 작은 못에 배 한 척 띄울 수 있는데(三曲方池可一船)

바위 서쪽의 정자는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巖西亭榭昔何年)

지금도 평천 일 마음속에 기억하니(如今暗記平泉事)

온종일 방초를 찾으며 혼자 스스로 가련하네(盡日尋芳獨自憐)

다시 기이한 곳 찾아 험한 곳을 지나는데(更尋奇絶歷巇嶔)

고인은 볼 수 없고 그의 마음만 상상하네(不見古人想見心)

앞길을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시게(莫謂前程容易到)

원두에 이르러야 높고 깊음 깨달으리라(到頭方覺復高深)

김동진은 회고대에서 평천(平泉)의 고사를 기억해내곤 하루 종일 향기로운 풀을 찾으

며 스스로 가련하다고 했다. 평천은 당나라 이덕유의 별장인 평천장(平泉莊)을 말한다. 이 별

동계구곡의 제3곡인 회고대. 도로 

때문에 많이 훼손됐지만 다행히 

석각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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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이라 푸른 소나무 취암을 두르니(四曲蒼松繞翠巖) 

여윈 학이 날갯짓을 하며 함께하게 되었네(許同癯鶴羽毛毿) 

아무리 높아도 하늘을 능멸할 마음 없으니(亭亭不用凌霄志) 

아래로는 맑은 그늘 푸른 못에 가득하구나(下有淸陰滿碧潭) 

층층 바위 가파른 절벽 매우 위태한데(層巖峭壁十分危)

위태로운 꼭대기에 다시 기이한 곳 있네(危險窮時更有奇) 

기이한 절경은 평탄한 평지만 한 데 없으니(奇絶無如平坦地) 

그대는 노력하여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게(願君努力復深思)

창고대는 푸른 소나무와 푸른 바위가 있는 굽이다. 그곳에서는 신령스런 학이 솔가지

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또한 소나무는 기상이 높음에도 하늘을 공경하고, 바위 아래 맑은 

못에 그늘을 드리우는 겸손함을 지녔다. 이어 김동진은 층층의 가파른 절벽은 위태로워 기이

하게 보이지만, 사실 평지가 절경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학문의 진리는 기이함이 아

니라 평범함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고대 주변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아주 평범한 경치다. 

제5곡 능운대

저 높은 대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제4곡 창고대에서 물길을 따라 1.2km 

오른 지점에 우뚝한 바위 언덕이 보인다. 이 

언덕이 바로 제5곡 능운대(凌雲臺)다. 물길을 

따라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935번 지

방도를 따라가다 원우곡마을의 성황당 뒤쪽 

오솔길로 130m 정도 걸으면 능운대 정상에 

닿는다. 원우곡 마을 북쪽의 동계 물가에 우

뚝 솟은 능운대는 동계구곡 여러 굽이 중 어

떤 대(臺)보다 높고 냇물과 잘 어우러져 과연 

‘구름을 능멸한다’는 이름을 얻을 만하다. 정

상에서 냇가로 접근하려면 가파른 언덕길을 조금 내려가야 하지만, 냇가에서 벼랑을 올려다보

는 경치도 괜찮다. 

오곡이라 우계가 빙 돌아들며 깊어지는데( 曲愚溪轉八深)

봄이 오니 온갖 사물 서림에서 느껴지네(春來物物感西林)

이제는 저 높은 대를 찾는 사람 없기에(從今畏壘無憑問)

잡초가 수북이 덮여 내 마음 아프게 하네(鞠草偏多傷我心)

아침 구름 비 내리려다 다시 노을이 되어(朝雲欲兩復爲霞)

물에 비쳐서 송이송이 꽃으로 피어나네(暎水飜成片片花)

만약 어부가 있다면 지금 다시 찾아가리(如有漁郞今再覓)

무릉도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으리라(武陵源裏有人家)

우계(愚溪)는 동계를 말한다. 김동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서쪽 숲이 봄빛으로 물들었

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높은 능운대도 찾는 사람들이 없어 잡초만이 수북했다. 세상이 변하면

서 유가의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듦을 아쉬워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김동진

은 희망을 갖는다. 무릉도원을 발견했던 그 어부가 지금 다시 그곳을 찾아가면 무릉도원에 사

제4곡인 창고대 언덕에는 푸른빛을 

발하던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 남아 있다. 

 동계구곡의 제5곡 

능운대 풍경. 시냇물과 

바위가 어우러진 경치가 

좋은데 사람들의 

발자취는 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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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사는 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김동진에게 무릉도원이란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유

가의 도를 전하기 알맞은 현실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제6곡 풍영대

맑은 바람 쐬며 노래 읊조리네

제5곡 능운대 입구의 원우곡마을 성황당 앞에서 큰 길을 따라 300m 정도 올라 언덕마

루에 이르면 바윗덩이들이 즐비한 냇가가 발 아래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제6곡 풍영대(風詠

臺)다. 도로를 확포장 하는 과정에서 언덕이 많이 상했고, 사태를 막기 위해 쌓은 콘크리트 벽

은 대와 냇물의 조화를 깨뜨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변에 인가가 없고, 큰 길 아래쪽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어 옛 정취가 살아 있는 편이다. 

육곡이라 안개 속에서 푸른 물굽이 물으니(六曲流霞問碧灣)

나무꾼 웃으며 백운 서린 관문을 가리키네(樵人笑指白雲關)

구름 낀 관문이 신령스런 진경은 아니리니(雲關未是靈眞境)

소나무 계수나무 숲에서 마음 절로 한가롭네(松桂叢中意自閒)

푸른 산을 대하고서 바람 쐬고 시 읊으니(臨風嘯咏碧山前)

풍영대 아래 시내에서 번뇌 모두 씻었네(濯盡煩襟臺下川)

기수와 무우에서의 일 아련히 생각하니(緬思沂雩當日樂)

응당 깊은 뜻 시 읊조리는 데 있지 않으리(未應深意在詩篇) 

김동진이 풍영대에 도착해 나무꾼에게 푸른 물굽이를 물었다. 그러자 나무꾼은 웃음을 

띠고 흰 구름 덮인 관문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 흰 구름 아래 푸른 물굽이가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김동진이 찾는 극처는 아니었고, 소나무와 계수나무 어우러진 이 물가에서 오

히려 마음이 한가해졌다. 

김동진은 풍영대에 올라 불어오는 바람 맞으며 시를 짓고 노래하고, 누대 아래를 적시

고 흐르는 시냇가에서 번뇌를 씻어냈다. 그러면서 ‘기수와 무우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이는 논

어》 <선진> 편에 나오는 증점(曾點)의 이야기를 말한다. 

어느 봄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포부를 말해보라 했다. 자로, 공서화, 염유는 세

상에 나가서 정치적인 큰 뜻을 세워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증점은 이렇게 대답했다. “따

스한 봄날, 봄옷이 이루어지면 관자(冠者)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

대(舞雩臺)에서 바람을 쐬고 흥얼거리며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감탄하면서 “나는 

증점과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제7곡 자하대

옛 시인묵객 흔적 남은 바위글씨 

풍영대를 뒤로 하고 물굽이를 몇 개 지나면 너럭바위가 펼쳐진 굽이에 이른다. 먼발치

에서도 하얀 너럭바위에 새겨진 하암동천(霞巖洞天) 등 여러 글씨들이 보인다. 길가에 있음에

도 깊은 산속 맛이 느껴지는 이 굽이는 제7곡 자하대(紫霞臺)다. 

칠곡이라 칠리탄의 여울을 지나서 오다가(七曲經來七里灘)

선현의 낚시터가 있어 후인이 보게 되었네(釣磯留與後人看)

한 가닥 세도를 회복시킬 힘 얻기 어려우나(一絲難得扶回力)

천년토록 마음속엔 물속 명월을 기약하였네(千載心期水月寒)

동계구곡의 제6곡 풍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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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노을 길게 비추고 푸른 남기 빛나니(丹霞流暎碧嵐光)

바위 많고 산 둘러서 저절로 못이 되었네(石碌巒回自一塘)

바닷물 드나드는 곳 보지 못함이 한스러우니(恨不隨看朝海處)

나의 이 긴 회포 알아주는 이 뉘 있으리오(有誰知我此懷長)

김동진은 자하대에서 칠리탄(七里灘)을 떠올린다. 칠리탄은 중국 절강성(浙江省)에 있

는 여울인데, 골짜기 사이로 동강(桐江)의 빠른 물살이 7리나 흐르므로 칠리탄이라고 불렸다. 

후한의 엄광(嚴光)은 칠리탄 북쪽에 있는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해 농사를 지으면서 양가죽

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여기서 낚시질을 하였다. 엄광은 광무제와 어릴 때 함께 공부한 친구 사

이. 그런데 광무제가 제위(帝位)에 오른 뒤 엄광에게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사양하고 부춘산에 

은거했다. 이후 칠리탄은 은둔처의 상징이 됐다. 

김동진은 이곳 자하대를 은자의 공간인 칠리탄 낚시터로 보았다. 여기서 엄광의 정신을 

본받고 싶은 마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다짐한다. 그렇지만 김동진은 단

순히 은거만 하지 않는다. ‘세도를 회복시킬 힘’, ‘명월을 기약’ 등의 구절은 독립에 대한 열망으

로도 읽을 수 있다. 일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유학자였던 김동진이 동계구곡을 경영한 때

는 일제강점기인 1918년. 국권을 회복시킬 힘을 얻기 쉽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독립에 대

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이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제8곡은 옥간대 

옥빛 계류에 낮게 드리운 저녁놀

제7곡 자하대에서 물줄기를 따라 55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부석면의 널따란 들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낙하암(落霞岩) 쉼터’라 새긴 표지석이 눈에 띈다. 여기서 오른쪽의 냇가 

위에 걸린 잠수교를 건너면 ‘팔곡(八曲)’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보인다. 여기가 바로 제

8곡인 옥간대(玉澗臺)다. 

시내를 건너 길 쪽으로 고개 돌리면 벼랑에 초서체로 새겨진 낙하동천(落霞洞天)이란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낙하(落霞)는 ‘낮게 드리운 저녁놀’이란 뜻으로 이 굽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글씨다. 또 이곳을 낙화암(落花岩)이라고도 하는데, 《순흥지》에는 옛날 태수와 놀던 기

생이 춤을 추다 떨어진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유래가 전한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낙화

암천(落花岩川) 또는 낙하암천(落霞岩川)이라고 한다. 

팔곡이라 이끼가 끼어도 쓰는 이 없는데(八曲蘚苔掃不開)

벼랑 각자 찾으러 얼마나 거슬러 올랐나(故尋崖刻幾沿洄)

내 마음 기심을 잊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我心未是忘機久)

잔나비와 새들 나를 의심해 왔다 갔다 하네(猿鳥疑人去復來)

텅 빈 물가에 앉으니 하루가 일 년 같은데(虛汀來坐日如年)

생각이 맑아지니 누군들 선정에 들지 않으리(澄慮誰非入定禪)

옥구슬 같은 시냇물 소리는 아름다운 옛 노래(玉澗淙浮瑤韻古)

천년토록 뜻을 크게 하려는 생각 품어보네(有懷千載徒嘐然)

이곳은 오래 전부터 명소로 이름난 곳이었다. 김동진은 이 굽이에 이르러 바위글씨를 

찾았다. 먼저 이곳을 찾았던 시인묵객들이 이곳의 경관을 묘사한 글씨일 것이다. 그러나 바위

에 이끼가 덮여 잘 보이지 않았다. 

기심(機心)은 ‘기회를 보고 움직이는 마음’이다. 간교하게 속이거나 책략을 꾸미는 마

음, 즉 기계지심(機械之心)인 것이다. 자신에게는 그런 맘이 남아 있는 탓에 아직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과 시야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물가에 사는 동물들이 자신을 의심한다

는 것이다. 

동계구곡의 제7곡인 자하대. 바위에 글씨가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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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은 이윽고 물아의 경지에 들게 된다. 옥간대 물가는 하루를 일 년 같이 지낼 수 있

는 곳이다. 수석이 맑고 아름다운 공간에 있다 보니 생각도 맑아져 저절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정(禪定)에 들게 된다. 이 굽이의 아름다운 물가 바위에 앉아 있노라면 그 누군들 이런 

경지에 들지 않겠는가. 

제9곡 명구대

힘든 시기에 아름다운 가락 홀로 지키네

제8곡 옥간대에서 물길을 따라 약 400m 거슬러 오르면 부석면 소재지다. 소계, 문천 두 

물줄기가 여기서 만나 낙화암천 본줄기를 이루는데, 부석사에서 흘러내린 오른쪽 물이 소계

(韶溪)요, 백두대간 미내치에서 흘러내린 왼쪽 물이 문천(文川)이다. 

둘이 몸을 섞는 합수지점에서 북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200m 정도 거리에 20~30m 

높이의 부드러운 언덕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제9곡 명구대(鳴璆臺)다. 소나무 수백 그루로 뒤

덮여 있는 정상은 조망도 좋아 부석면 주민들의 작은 쉼터 역할을 한다. 부드러운 언덕 꼭대기

에 올라서면 남쪽으론 소나무 너머로 거슬러온 동계구곡 물줄기 한 허리가 정겹고, 북쪽으로

는 저 멀리 태백을 지나 소백으로 흘러가는 백두대간 분수령이 힘차다. 

구곡이라 원두처에는 느낌이 상쾌한데(九曲源頭意灑然)

소계 서쪽 밭두둑엔 또 문천이 흐르네(韶溪西畔又文川)

지팡이 짚고 다시 봉래 물가로 향하니(移笻復向蓬萊渚)

신선세계는 별천지에 있는 것 아니라네(不是仙鄕別有天)

노년 되니 글 읽는 소년에게 부끄러운데(歲暮堪羞學少年)

시냇물 소리 귀에 가득 앞 다투어 달리네(磵聲盈耳故催前)

사양이 바다 건너 경쇠를 가지고 떠났으니(師襄入海將璆去)

물 밑에 매달아 둔 귀한 가락 홀로 지키네(獨保希音水底懸)

김동진은 드디어 동계구곡의 극처인 명구대에 올랐다. 정상에서 주변 풍광을 둘러본 뒤 

지팡이를 짚고 물가로 내려선다. 그런데 물가를 봉래(蓬萊)라 칭하면서도 신선이 사는 곳은 풍

광이 수려한 별유동천(別有洞天)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평범한 경관이 펼쳐진 곳에 신선이 산

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동계구곡의 제8곡인 옥간대. 이곳은 낙하대, 

혹은 낙화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동계구곡의 제9곡인 명구대 원경. 

소나무로 덮여 있어 아늑한 쉼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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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길잡이 

영주 동계구곡(東溪九曲)은 내성천의 지류인 낙화암천(落花岩川)에 조성된 구곡 원림이다. 동계구곡의 

아홉 굽이는 제1곡 선암대(仙巖臺), 제2곡 호산대(湖山臺), 제3곡 회고대(懷古臺), 제4곡 창고대(蒼?臺), 

제5곡 능운대(凌雲臺), 제6곡 풍영대(風詠臺), 제7곡 자하대(紫霞臺), 제8곡인 옥간대(玉澗臺), 제9곡 

명구대(鳴?臺)다. 총 거리는 물길로 6.5km 정도 된다. 도보답사도 가능하지만 냇가의 둑길은 이따금 끊겨 

연결이 안 되므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이용을 겸해야 한다. 

숙식(지역번호 054) 

부석면 소재지에 코리아나호텔(633-4445), 부석사 입구에 언덕위작은집(010-3824-5817), 

부석사가는길에(634-0747) 등 숙박시설이 많다. 부석사 입구의 부석사종점식당(633-3606), 

무량수식당(634-6770) 등에서는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등을 맛볼 수 있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풍기IC → 풍기 → 931 지방도 → 순흥 → 단산면 소재지(우회전) → 보옥로 → 부석면 감곡리 

선암마을 

참조(지역번호 054) 

영주시청 대표전화 634-3100 

낙

화

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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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곡 자하대

제6곡 풍영대

제5곡 능운대

제4곡 창고대

제3곡 회고대

제2곡 호산대

제1곡 선암대

성황당

낙하암쉼터 표지석

도강서당

광릉동천 석각

선바위마을

매학당
부석초등학교
상석분교(폐교)

단산면사무소

부석면사무소

노곡리

옥대3리

상석리

감곡리

보계리

우곡리

양지마을

멍실골

못두들

타래골

성상골

도탄마을

광창

보계실

무덤실

원우곡

935

931

0 200m

영 주 시 부석면

단산면

영주←

영주 ←

봉화

←

부석사

←

영주 동계구곡

그리고 김동진은 글을 열심히 읽는 소년에게 부끄러웠다. 세상이 혼탁함이 여기까지 이

르게 된 것은 노년이라 하여 공부를 게을리 한 자신의 탓이 아닌가 자책한다. 사양(師襄)은 공

자에게 거문고 타는 법을 가르친 사양자(師襄子)인데, 그는 주나라의 음악이 쇠하자 경쇠를 가

지고 바다로 떠나갔다. 이후 주나라 음악이 쇠하자 공자가 돌아와 한번 가르치니 주나라 음악

이 다시 일어섰다. 

마지막 구절의 ‘물 밑에 매달아 둔 귀한 가락’은 세상이 바뀌어 유학이 쇠퇴해가는 현실

을 비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동진은 유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다. 따라서 마지막 구절은 조

국의 독립을 이루고자하는 의지를 굳게 지키겠다는 각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구대 정상의 주춧돌. 

옛 정자터임을 짐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