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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수락대구곡

물빛과 돌빛 
아름다운 작은 냇가

예천의 석관천(石串川)은 돌 사이를 꿰뚫고 굽이치며 흐르는 하

천이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물빛 고운 하천에는 수락대 같은 명

소가 있다. 이 수락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수락대구곡의 아홉 굽

이를 거닐며 예천 산천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보자.  

수락대구곡(水落臺九曲)이 조성돼 있는 석

관천(石串川)은 영주시 봉현면 천부산에서 발원해 

예천 감천면의 여러 마을을 적시고 남쪽으로 흐른 

뒤 보문면 끝자락을 지나 내성천(乃城川)으로 몸을 

섞는 하천이다. 석관(石串)이란 이름은 돌 사이를 

꿰뚫고 굽이치며 흐른다는 뜻의 돌곶이[石串]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관천의 수락대구곡을 경영한 이는 예천 출

신인 사물재(四勿齋) 송상천(宋相天, 1766~1804)

과 안동 출신의 유학자인 학림(鶴林) 권방(權訪, 1740~1808)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은 

모두 수락대 일대를 좋아했다. 

송상천은 출세양명(出世揚名)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나이 스물에 

이미 문필(文筆)로 이름을 드러냈낸 학자다. 젊은 시절 석관천 수락대에 들렀다가 경치에 반한 

그는 39세로 요절하기 2년 전인 1802년 요양을 와서 수락대 주변에서 여생을 보냈다. 조선 후

기 안동 출신의 유학자인 권방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문하로서 1763년 생원시, 1783년 

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올랐고, 사헌부감찰을 거쳐 병조좌랑에 제수되었으나 사퇴하였

다. 권방은 1766년 석관천의 수락대 부근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1796년 고향인 학가산 아래로 

거처를 옮겼다. 

송상천은 요양하기 위해 수락대에 왔을 때 구곡시를 지었고, 이 구곡시를 권방에게 보

냈다. 권방은 송상천의 구곡시를 읽고 “마치 수락대 암벽에 앉아 그와 함께 산수를 품평하고 

시를 읊조리는 듯하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아홉 굽이 중 몇 가지가 자신이 정한 것과는 이름

과 위치가 다른 게 있어 권방은 구곡을 다시 정리해 배열했다. 권방은 이렇듯이 송상천의 의견

을 참조해 수락대구곡을 완성하고 <수락대어가구곡시>를 지었다. 권방의 노래를 들으며 수락

대구곡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자.

늘어선 산과 봉우리 신령한 땅의 정기 받아(羅峙蓉峯倂地靈)

수락대 동천을 둘러싸 한 줄기 시냇물 맑네(糚成洞府一溪淸) 

지금 지은 어부가를 어부들 흥겹게 부르니(櫂歌今作漁家傲)

파란 물과 푸르른 산에 어부가가 들리누나(水淥山蒼款乃聲)

권방은 수락대구곡 답사에 앞서 수락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한 다음, <어부가>를 

부르며 구곡 굽이를 떠나자고 말한다. 사이좋게 늘어선 채로 정답게 솟아 있는 산봉우리들은 신

수락대 입구임을 알리는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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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한 정기를 품어내는 신성한 땅이다. 수락대 물줄기를 둘러싸고 흐르는 석관천도 옥빛이다. 이

에 권방은 손수 <어부가>를 지어 어부들과 함께 부르니, 석관천 휘도는 산하에는 아름다운 노랫

소리가 메아리로 울려 퍼진다.

제1곡 관어대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물고기의 유영

수락대구곡의 제1곡은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에 있는 관어대(觀魚臺)다. 백두대간 옥녀

봉의 동쪽 지맥에서 발원한 석관천 물줄기가 남류하며 내성천에 합류하기 직전에 잠시 숨고르

는 바위 벼랑 주변이 바로 관어대다. 

낙동강의 작은 지류라 수량은 많지 않아도 맑디맑은 냇물은 그 언덕 사이로 굽이굽이 

흘러오다 이 굽이에 이르러 거북이 목처럼 북동쪽으로 쑥 내민다. 관어대를 보면 물가에는 모

래톱들이 펼쳐져 있고, 물길의 공격 사면에는 벼랑이 병풍처럼 둥글게 펼쳐져 있다. 그렇게 물

길이 크게 휘도는 곳은 못을 이루고, 여기서 물고기들이 헤엄친다. 

조선의 유자(儒者)들은 관어(觀魚)를 즐겼는데, 이는 단순히 물고기 구경이 아니라 자

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솔개가 하늘을 나는 것이나 물고기가 못에서 뛰는 것

이나 다 자연 법칙의 작용으로, 새나 물고기가 스스로 터득한다.’는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이

치를 깨닫는 것이다. 

일곡이라 관어대는 배를 매지 못할 듯하니(一曲臺如不繫船)

어느 때나 뱃전 두드리며 긴 시내 오르리(何時扣枻泝長川)

마을 사람 물고기 보는 지취 알지 못하여(居人不識觀魚趣)

물고기가 저문 안개 속에서 뛰놀게 놔두네(一任銀梭擲暮烟)

권방이 학가산 기슭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도 그리워하던 수락대구곡. 권방은 구곡의 

첫 굽이에 이르렀으나 물이 낮았던 탓에 배를 띄우지 못했다. 언제나 배를 띄워 유람에 나설 수 

있을까, 하고 아쉬움을 노래한다. 이곳은 다름 아닌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관조하는 관어대

다. 그런데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연비어약의 천리를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물

고기들이 그냥 놀게 놔두는 것이다. 

제2곡 청간정 

정자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노라

제1곡에서 350m 정도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 이번에는 물줄기가 북쪽으로 크게 직각으

로 꺾이며 휘도는 지점에 이른다. 이곳은 비록 작은 규모이긴 해도 암벽과 깊은 소, 그리고 모래

톱이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해 제법 깊은 계곡 맛이 난다. 이 굽이가 바로 제2곡인 청간정(聽澗

亭)이다. 청간(聽澗)이란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다. 

상류에서 흘러온 냇물은 이 굽이에 이

르러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방향을 휙 굽이돌

면서 시원한 물소리를 낸다. 깊은 산중의 계

곡에서 듣는 물소리 같다. 권방도 이 굽이에

서 청명한 물소리를 들었다. 그 물소리를 듣

던 정자는 어디에 있을까. 물살이 부딪치는 

암벽 위, 지금은 길로 변한 자리일까, 아니면 

그 위쪽 무덤이 있는 전망 좋은 자리일까. 아

쉽게도 여기 어디에 정자가 있었는지 기억하

는 주민은 없었다. 

수락대구곡의 제1곡인 관어대. 관어(觀魚)란 

물에서 노는 고기를 구경하며 연비어약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수락대구곡의 제2곡인 청간정 물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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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이라 못 가에는 바위 봉이 솟구쳤는데(二曲潭邊聳石峯)

옛날 사람 깃들어 지내며 조용히 살았어라(昔人梄息寄從容)

지금은 어부사 옛날 곡조 들을 길이 없으니(漁詞舊曲無因聽)

분수에 이는 가을 물결 몇 겹이나 막혔는가(汾水秋波隔幾重)

권방은 물줄기가 굽어 흐르는 이 굽이진 물길의 못 위로 솟은 암벽을 보았다. 거기서는 

옛 사람이 은거하며 조용히 살았다. 그렇지만 권방은 여기서 <어부사>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그건 세월이 너무 흘렀기 때문인데, 분수(汾水)는 <어부사>의 저자인 농암 이현보가 살던 안동 

낙동강변의 분천(分川) 마을을 의미한다. 

제3곡 강남곡 

연못가에서 한숨짓는 초나라 나그네

제2곡에서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성하의 숲은 푸르다. 물소리도 시원하다. 눈앞에는 영

남 땅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산골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이렇게 500m 정도 오르면 

오른쪽에서 흘러드는 자그마한 지류가 하나가 보이고, 석관천 본류의 물길이 왼쪽으로 살짝 

굽이도는 지점에 이른다. 이곳이 바로 제3곡 강남곡(江南曲)이다. 

권방에 따르면 마을 앞의 물굽이 옆이 한때 습지였으며, 그곳에는 연꽃이 피어났다. 과

거 어느 때인가 습지를 매워 논밭으로 바꾸는 바람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대대로 이곳에 살아

수락대구곡의 제2곡인 청간정 언덕의 

묘소에서 내려다본 조망. 

수락대구곡의 강남곡 옆에 위치한 음지마. 

주민들은 연못을 기억하지 못했다.

수락대구곡의 제3곡인 강남곡. 

옛날에는 이곳에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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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솟아 있었다. 맑은 냇가에는 새하얀 해오라기가 내려앉아 날개를 살랑거렸다. 권방은 주

석에 “왕마힐(王摩詰)의 시에 ‘중년에 도를 매우 좋아하여, 늘그막에 남산 모퉁이에 집을 지었

네.”라고 적고 있다. 

왕마힐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王維, 699?~759)를 말한다. 왕유는 수

묵 산수화를 잘 그려 남종문인화의 시조로 불리는 인물인데, 후세에 사람들은 이백(李白)을 시

선(詩仙), 두보(杜甫)를 시성(詩聖)이라 하고, 왕유를 시불(詩佛)이라 하여 셋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왕유는 말년에 탁세를 물러나서 망천(輞川)에서 유유자적 자연을 즐기며 <종남별업(終

南別業)>이란 시를 짓는데, 권방은 석관천 남산수에서 이 시를 떠올린 것이다. <종남별업>은 

왕유가 망천에 은거하게 된 까닭과 거기서 즐기는 한가로움이 잘 드러나 있는 시다. 집을 나서 

물길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보기도 하고 가다가 바위나 그루터기 같은 적당 곳에 앉아 흘러가

는 흰 구름을 보기도 한다. 그러다 우연히 숲에서 노인이라도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한가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권방 역시 왕유의 삶을 닮고 싶었다. 권방이 수락대구곡에 터를 잡고 구곡을 정해 경영

하게 된 연유를 “임진년(1772년) 봄 비로소 살 곳을 정하였다. 몸소 밭을 갈고 여가에 시내를 

따라 오르내리며 길게 읊조리고 한가롭게 노닐면서 여생을 마칠 계획을 삼았다.”고 밝힌 대목

에서도 소망을 드러난다. 권방은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석관천 기슭에 더 머물지 못하고 가

온 토박이 주민들도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연못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다. 권방은 

노래한다. 

삼곡이라 얕은 여울에는 작은 배도 없으니(三曲輕灘失小船)

연꽃 따는 맑은 흥취 몇 천 년이 되었는가(採蓮清興幾千年)

마을의 어여쁜 아이들이 강남곡을 부르는데(邨娥猶唱江南曲)

초나라 나그네의 향수가 진정으로 가련하네(楚客鄕愁定可憐)

셋째 굽이에 오르니 연꽃 가득한 못이 눈에 들어왔다. 첫 구에서 권방은 자신에게는 배

가 없음을 한탄한다. 그래서 연못가에 서서 연못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을에서 연은 주민

들의 수입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연과 더불어 살아 왔을 것이다. 아이들은 연밥

을 따며 <강남곡>을 불렀다. 이 노래는 나그네의 향수를 자극하는 애절한 가락이었다. 마지막 

구의 초객(楚客)은 초나라의 시인 굴원(屈原)을 뜻하기도 하고, 멀리 길을 떠난 나그네를 가리

키기도 한다. 

제4곡 남산수

도를 좋아 하여 남산 기슭에 집을 짓고

강남곡을 뒤로 하고 다시 발품을 판다. 길은 음지마 끄트머리께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북쪽으로 꺾는다. 물길이 휘도는 이 굽이가 제4곡인 남산수(南山陲)다. 남산수 서쪽의 덕

거리에서 작은 개울 하나가 흘러와 석관천에 합류하는 풍경이 소박한 시골 풍경을 그려낸다. 

‘남산수’는 남산의 기슭을 말한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음지마 아래의 제1곡과 제2곡 사이에 솟

은 산을 남산(南山)이라 부른다. 간방리의 중심마을인 간실, 오래된 옛 탑이 있는 탑동 마을에

서 보면 그 산이 남쪽에 솟아 있기 때문이다. 권방은 노래한다. 

사곡이라 남산에는 모자 모양의 바위 솟고(四曲南山立帽巖)

하얀 해오라기 내려 앉아 깃털을 살랑이네(白鷗飛下羽毿毿)

중년에 도를 좋아하여 산북에 집을 짓고서(中年好道家山北)

밝은 달을 완상하며 때때로 석담에 이르네(玩月時時到石潭)

권방은 석관천 물굽이를 거슬러 올라 넷째 굽이에 이르렀다. 남산에는 모자를 닮은 바

수락대구곡의 제4곡인 남산수. 유유자적 자연을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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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방은 냇물을 흥겨운 마음으로 거슬러 올

라 수락대구곡의 중심인 제5곡에 이르렀다. 성긴 숲 

너머로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다리가 끊어

지지 않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권방은 다리

를 놓느라 힘 쓴 백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홍교(虹橋)는 ‘양쪽 끝은 처지고 가운데는 

높여서 무지개처럼 만든 둥근 홍예다리’를 뜻한다. 

대체적으로 돌로 쌓은 것을 일컫는데, 섶다리도 시

간이 흐를수록 색깔이 바뀐다 하여 홍교라고도 한

다. 그런데 이 시에는 돌다리로 표현돼 있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돌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

금의 간방교 남쪽의 탑동마을에 제법 규모가 큰 삼

층석탑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곳에 있던 사찰의 재

력으로 세웠던 돌다리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냇가에 돌다리가 있던 기억은 

없고, 나무다리가 걸려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홍교는 근래에 와서 튼튼한 시멘

트 다리가 놓이면서 옛 정취는 전혀 찾을 수 없게 됐다. 

제6곡 석문오

두 바위 마주하여 이중의 관문이 되었네

홍교에서 500m 정도 오르면 물길은 충효테마공원 건물 앞을 지나 왼쪽으로 굽어지는 

듯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굽어진다. 이 굽이는 하천의 폭이 좁아지면서 바윗덩이들

이 하천에 많이 드러난다.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냇가의 경관이 많이 상했지만, 냇가 주변의 새

하얀 바윗덩이들은 이곳의 경관이 제법 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다. 권방이 수락대구곡을 경영

할 때는 이 근처에 높은 바윗덩이가 관문처럼 솟아 있었으니 바로 제6곡 석문오(石門塢)다. 

육곡이라 높은 언덕 물굽이에 우뚝 한데(六曲高厓傀水灣)

두 바위 마주하여 이중의 관문이 되었네(雙巖對峙作重關)

구불구불 한 좁은 길을 뚫고 지나가려다(邐迤細路穿將去)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 또한 한가롭네(回首前遊亦等閒)

수락대구곡의 제5곡인 홍교. 다리 상류인 왼쪽에 

돌다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리 

하류에 나무다리가 있었다고 기억한다.

수락대구곡의 제5곡 홍교 남동쪽의 

탑동마을에는 삼층석탑이 남아 있다. 이 

사찰과 돌다리를 연관 지을 수 있다.

솔을 이끌고 학가산으로 이사했으나 늘 이 수락대구곡을 그리워했다.

제5곡 홍교

냇물에 돌다리를 놓은 까닭은 

남산수를 지나 다시 석관천을 거슬러 오른다. 간실마을과 음지마를 잇는 간실교를 지

나면 물길은 다시 왼쪽으로 부드러운 호를 그린다. 시냇물 소리 졸졸졸 흐르는 순한 시냇물은 

고향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제4곡 남산수에서 800m 지점에 이르면 냇가에 걸린 간방교에 닿

는다. 이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들어서면 충효테마공원으로 이어진다. 이 간방교의 물굽이가 

제5곡인 홍교(虹橋)다. 

오곡이라 시내 따라가니 흥이 더욱 깊은데(五曲沿溪興轉深)

마을 연기 어렴풋이 성긴 숲에서 피어나네(人烟依約出疎林)

홍교의 길에는 돌다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니(石橋不斷虹橋路)

오가는 사람들 건너는 데 수고롭지 않구나(溱洧無勞惠濟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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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방은 여섯 째 굽이에서 바위 두 개가 관문처럼 솟아 있는 높은 언덕을 만났다. 그 바위 

사이로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권방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문득 뒤를 돌아보며 

한가로움을 느꼈다. 권방 역시 흠모하던 주자처럼 자연을 관조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락대구곡의 제6곡인 석문오. 이 굽이에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

수락대구곡의 제7곡인 석출대. 

냇가의 바윗덩이들이 눈길을 끈다.

제7곡 석출대

끊어진 절벽을 흘러가는 여울물 소리

석문오를 지나 200~30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냇가에 수많은 돌들이 펼쳐진 게 보인

다. 여기가 제7곡 석출대(石出臺)다. 이 일대는 수락대구곡을 통틀어 냇가에 가장 많은 암반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도로를 넓히면서 쌓은 축대 탓에 냇가의 자연스런 맛이 조금 상했지만, 냇

가의 바윗덩이들은 여전히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수락대를 지나온 맑은 물은 이 바윗돌 사

이를 구불구불 흘러가며 맑은 소리를 낸다. 권방은 노래한다. 

칠곡이라 층층의 바위 여울에 솟아 있는데(七曲層層石出灘)

깎아지른 듯한 평평한 대 구름 속에 보이네(平臺削立倚雲看)

높은 산의 끊어진 절벽에 흐르는 강물 소리(山高岸斷江聲在)

겨울철 서리와 이슬 차가워도 변치를 않네(不改冬天霜露寒)

권방이 칠곡에 다다르니 층층의 바위들이 여울에 여기저기 솟아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평평한 대가 구름 속으로 보였다. 권방은 석출대 시 말미에 주석을 달기를, “석출대(石出臺)의 

이름은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에 ‘수위(水位)가 내려가니 돌이 솟는도다.’라는 구절에서 취

했으나 시의 뜻은 또 그 말과는 반대가 되었다.”고 했다. 

석출대라는 이름은 소동파의 시에서 따왔지만, 권방은 그렇게 노래하질 않았다. 이 바위 

절벽을 흘러가는 강물소리가 겨울날이 되어도 수량이 줄지를 않아 변하지 않는다고 노래했다. 

실제로 그랬을 거라기보다는 석출대의 아름다움은 계절에 상관없이 유지된다는 의미였을 것이

다. 이는 또 어느 상황에나 고고한 정신을 지키고 싶음을 비유하기도 한다. 권방의 기록을 보면 

석출대의 깎아지른 바위에 석출대(石出臺)라는 글씨를 새겼다는 데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다. 

제8곡 수락대

동천에 남아 있는 선현의 발자취 

석문오와 석출대를 지나면서부터 냇가의 풍광은 이전 풍광과 확실히 다르다. 하상에는 

너럭바위 같은 암반이 즐비하고 냇가 주변으로도 바윗덩이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부드러운 

분위기에 경치까지 좋아지니 냇가를 따라 오르는 중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길이다. 물레방

아 형상의 나무다리가 있는 곳에서 물길이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는데, 제7곡에서 250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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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라온 지점에 이르면 매끈하고 너른 바윗덩이들이 보이고 정자도 눈에 띈다. 정자 앞 바위

에는 수락대(水落臺), 수락동천(水落洞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니 이곳이 제8곡 수락대

(水落臺)임을 알 수 있다. 

수락(水落)은 지나온 굽이의 석출(石出)과 짝을 이뤄,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산

고월소(山高月小) 수락석출(水落石出)’이란 시 구절을 연상시킨다. 흔히 ‘산이 높으니 달이 작

고, 물이 줄어드니 돌이 드러나네.’로 해석한다. 

수락대는 수락대구곡의 대표 경관으로서 구곡의 이름을 얻게 한 굽이답게 경관도 좋

고 역사적인 사연도 많다. 영주와 예천을 잇는 큰길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으로 나있어, 이 길을 

지나는 영남의 선비들은 대부분은 이 수락대에 들러 경치를 구경하며 쉬어 갔다. 영남, 특히 영

주·예천·안동 등지의 유학자들이 여기서 경치를 구경하며 시회를 가졌는데, 효종 때는 25명

의 유학자들이 모여 선유계를 만들어 학문을 논하기도 했다. 

이곳을 스쳐간 많은 시인묵객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로는 서애(西厓) 류성룡

(柳成龍, 1542~1607)이 꼽힌다. 서애는 한양에서 고향인 하회를 왕래할 때 이곳에서 자주 쉬

어갔다고 한다. 이를 추모한 지역 유림이 1602년 물가의 바위에 ‘서애선생장구지소(西厓先生

杖屦之所)’라는 글씨를 새겼다. 장구(杖屦)는 선현들의 지팡이와 신발이란 뜻이므로, 장구지

소(杖屦之所)라 하면 선현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유적을 말한다. 

이곳에 위치한 수락대 정자는 1915년 지역 내 유림 여섯 문중이 뜻을 모아 물가의 바위

에 지은 정자다. 그러나 1976년 홍수에 쓸려 담장만 남았다가 15년 뒤 원래의 자리에서 약간 

안쪽에 다시 세웠다. 너럭바위에는 기둥을 세웠던 구멍이 파여 있어 정자의 옛터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뒤로 물러났지만 정자 마루에서 바라보는 수락대 정취는 괜찮다. 권방은 노래한다. 

팔곡이라 수락대 바위 정면에 열려 있는데(八曲臺巖正面開)

마른벼락에 흩날리는 눈보라 함께 몰아치네(晴雷飛雪共旋洄)

전현이 남긴 발자취 지금 누가 이어가는지(前賢芳躅今誰繼)

때때로 한가한 구름만 스스로 떠나고 있네(時有閒雲自去來)

권방은 팔곡의 겨울을 노래하고 있다. 수락대 바위가 눈앞에 보이는데, 마침 눈보라가 

몰아쳤다. 겨울이라 그럴까? 오가는 나그네와 시인묵객들이 자주 찾는 이 아름다운 명소도 쓸

쓸하기만 했다. 예전의 현인(賢人)들이 남긴 발자취는 이곳에 흔적을 남긴 서애 류성룡일 수도 

있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시회를 열던 지역 유림들일 수도 있다. 권방이 이곳에 구곡을 경영하

던 시절에는 시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일까.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러한 발자취를 누가 이어가

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제9곡 등영곡

진리는 아주 평범함 속에 있구나 

여덟째 굽이인 수락대에서 물길로 350m 지점의 덕율교 근처가 수락대구곡의 극처인 

제9곡 등영곡(登瀛谷)이다. 너럭바위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펼치는 수락대를 벗어나 이 굽이

에 이르면 문득  계곡이 끝나면서 그 너머로 제법 너른 들판이 펼쳐진다. 너무나도 평범해 수락

대구곡을 거슬러온 유람객은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는 경치다. 덕율교는 예천~영주 잇는 28번 

국도였다. 이젠 그 위로 왕복 4차선 육교까지 놓여 있어 조선시대의 모습을 찾을 길은 없다. 

등영(登瀛)은 ‘영주산을 오른다’는 뜻. 봉래산·방장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

수락대구곡의 제8곡인 수락대 전경. 

수락동천 석각.수락대 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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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오르면 영광스럽다 하여 영예스러운 지위에 오른다는 비유로 쓴다. 조선시대 ‘등영’은 출

세의 지름길인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이 되는 일을 말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굽이는 ‘등영’

이라도 하듯 아주 영광스러운 굽이인데, 의외로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경치는 없다. 너무나도 평

범한 굽이. 그런데도 권방은 실망하지 않는다. 

구곡이라 땅이 평평하여 경계가 드넓은데(九曲盤囘境豁然)

뽕나무와 삼대 콩과 기장 앞 시내에 비치네(桑麻菽粟映前川)

도인은 다시 영주산에 오를 생각 하지 않으니(道人不復登瀛想)

평지에서 자신을 편안히 하고 천명을 믿을 뿐(平地安身只信天)

등영은 영주산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영주의 모습이 너무 평범한 시골 마을이

다. 그곳에는 뽕나무가 있고, 삼대며, 콩, 기장 등이 시냇가에 두루두루 심겨져 있었다. 보통 사

람들은 엄청난 경관을 기대했겠지만, 이 굽이는 그냥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농

촌 마을인 것이다. 진리를 깨우친 도인은 여기에 이르러 영주산을 오를 생각을 않는다. 보통 사

람들이 사는 땅에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천명을 믿으면 바로 그곳이 영주산이기 때문이다.

수락대구곡의 마지막 굽이인 

등영곡. 진리를 깨우치면 평범한 

마을이 바로 영주산이다.

여행 길잡이 

예천 수락대구곡(水落臺九曲)은 석관천에 조성된 구곡 원림이다. 수락대구곡의 아홉 굽이는 제1곡 

관어대(觀魚臺), 제2곡인 청간정(聽澗亭), 제3곡 강남곡(江南曲), 제4곡인 남산수(南山陲), 제5곡인 홍교(虹橋), 

제6곡 석문오(石門塢), 제7곡 석출대(石出臺), 제8곡 수락대(水落臺), 제9곡 등영곡(登瀛谷)이다. 물줄기의 

길이로만 총 3km 정도 된다. 제1곡부터 제9곡까지 냇가 둑을 따라 길이 이어져 있어 전 구간을 냇물을 

바라보며 도보로 답사가 가능하다. 충효테마공원 산책로와도 연결돼 있어 걷기에 좋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영주 IC → 28번 국도 → 감천면 → 덕율교차로(좌회전) → 수락대로 → 보문면 간방리 음지마 

숙식(지역번호 054)

수락대구곡 주변의 마을들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 근처에는 숙식할 곳이 마땅치 않다. 예천 읍내에 숙식할 

곳이 많다. 하늘거리는 청포묵과 막창으로 만든 순대는 예천의 별미로 꼽힌다. 용궁면 읍부리의 용궁순대(655-

4554), 예천읍 남본리의 청포집(655-0264) 등이 유명하다. 답사 후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예천온천(650-

6588)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것도 괜찮다. 

참조(지역번호 054)

예천군청 대표전화 654-3801 

제9곡 등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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