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청송 심씨 본향 덕천 충효마을, 중평 선비마을 중심으로

일/러/두/기
■ 이 책은 청송국제슬로시티를 찾아오신 분을 위하여 청송군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 이 책은 청송군에서 발간한 《청송군지》, 《슬로시티 중장기 발전계획》, 《청송, 고택이 말을 걸다》, 《주왕산지》,
청송 문화원의 《청송누정록》, 《청송향교지》, 한국슬로시티 홈페이지 www.cittaslow.kr, 경상북도 《경북한옥여
행》,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 보고서》, 평산신씨 판사공파 사이버 종친회 홈페이지 cafe.naver.com/
shmj68,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에서 발간한 《의병정신 나라사랑 국민정신》 등과 인쇄물을 참조하였습니다. 필
요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실 유무를 확인 하였습니다.
■ 고택과 관련해 기초적인 답사지식은 물론 마을의 유래와 종가의 역사, 풍수지리 등을 엮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 스토리텔링은 가공인물을 등장시켜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 인물 등 다소 어려운 용어나 단어들은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도왔습니다.
■ 이 책 250쪽에 ‘찾아보기 지도’를 넣었습니다.

머리말

무릇 신선이 산다는 청송은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

이곳에 오시면 가장 먼저 마음을 풀어놓으십시오. 한적한 마을길을 걸으며 도심에

늘이 내려놓은 절경 주왕산과 사계절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주산지, 청송 제1경 백

서 바쁘게 움직였던 몸과 마음을 녹여 느림이 주는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석탄, 신성계곡과 방호정 등 은둔자 적 삶을 즐겼던 선현들의 발자취는 청송 곳곳에 남

서 문명의 이기 휴대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마을에 녹아있는 사연과 고택이 던지는

아 있습니다. 반가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고택과 누정樓亭에는 세상일에 관심

질문에 답을 해보고, 나무 한 그루에 얽혀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을 두지 않고 깨끗이 살아가려는 은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

우리 선현이 머물며 진정한 은둔자 적 삶을 보냈던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하늘

고 수양에만 힘쓰며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하는 선비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

에 반짝이는 별빛을 즐기다가 따뜻한 구들장에 누워 행복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

니다.

름다운 새소리에 아침을 시작하고 파란 하늘에 정념을 투영시키며 삶에 에너지를 불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불상시분속비시야不傷時憤俗非詩也’라고 하였습니다. 시대를

넣어 보십시오. 한가로이 걸어가며 무료함을 즐기다가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각종 놀

아파하고 세속을 안타까워하지 않은 이는 시詩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이를 즐겨보는 것도 색다른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고택 툇마루에 걸터앉아 독서삼매

씀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은둔의 삶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병

경에 빠지다 보면 비스듬히 비추는 햇살이 귓불을 간질이고, 원두막에 올라가 낮잠을

장기를 들었습니다. 청송이 전국에서 애국지사와 대한민국 건국공로 독립유공자가 가

즐기면 선계仙界로 오르는 경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을의 고목을 친구삼아 바라보고

장 많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늘 한적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청

작은 야생화에 넋을 놓다 보면 메뚜기가 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송의 공기는 색다릅니다. 부는 바람에도 흩날리는 꽃잎에도 항일정신과 꼿꼿한 지조와
절개의 선비정신이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닮은 청송 사람들의 넉넉한 웃음 뒤에 보이는 속 깊은 정은 오랜 세월 자연
과 벗하며 속세에 속박됨이 없이 마음 편히 지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애국지사, 열녀,
효부, 효자가 유난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왕산과 주산지가 있는 부동면 일대와 99칸 저택 송소고택,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산책
이 그랬고, 책만 읽을 줄 아는 바보로 잘 알려진 간서치看書癡 이덕무의 평범한 일상도
이러했다고 합니다.
국제슬로시티 청송을 찾은 분께 행복과 마음의 풍요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권의 스토리텔링을 엮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마을 주민
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택 등 고택이 즐비한 파천면 일대가 국제슬로시티로 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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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壁參天聲 쇠 절벽은 하늘까지 치솟아 있고
銀溃接地流 연못은 땅 나직이 흐르는 구나
紫霞城隱隱 자하성은 흐릿하여 아득도 하고
靑鶴洞幽幽 청학동은 깊고 깊어 그윽도 하네
不問羅王殿 신라왕의 궁전은 안 물어 보고
先尋玉帝樓 욕제의 누각을 먼저 찾누나
緣坐消歇. 속세 인연 앉은 채로 녹여 버리고
攀桂重淹留 계수나무 휘어잡고 다시 머무네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기복이 심하지만 높은 곳은 높은 대로 낮은 곳은 낮은 대로 운치를 더하고 태
행산太行山과 주왕산周王山, 비봉산飛鳳山과 보현산普賢山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곳이 보여주는 자연의 신비는 우리를 한없이 놀라게 한다.
청송은 서울로부터 600여 리 떨어져 있지만 풍광이 아름답고 바위와 골짜
기가 깊고 자연이 기이하다는 무성한 소문 때문에 선비들이 즐겨 찾으며 소요
했던 고장이었다. 그런 만큼 문헌에 청송을 찬탄하는 글은 수없이 많다. 여헌
장현광이 그의 문집에서
“오직 상상하고 모의하여 천 년의 뒤에 마치 훌륭한 모습과 풍절을 천년 이
전에 본 듯한 것으로 말하면 어찌 오늘날 이 유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
니겠는가”
라며 감탄한 것으로 충분히 청송의 자연과 경관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전국
을 주유하며 《택리지》를 지은 이중환은 이렇게 청송을 찬탄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청송靑松

“임하촌 상류는 청송이다. 큰 냇물 두 가닥이 읍 앞에서 합치고, 들판이 틔
어 있다. 흰 모래와 푸른 물은 벼와 기장 심은 밭골 사이에 한 몸처럼 어울린

★

앞의 글은 학봉 김성일 이 주왕산의 아름다운 경관에 취해 남긴 시다. 학
봉 선생은 청송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편의 시를 지어 청송을 찬탄했다.
봉우리에 서서 내려다 본 마을은 신선이 사는 곳 같다고도 했고, 구름 밖 천 봉
우리가 칼끝을 토해낸 것도 같다고도했다.

다. 사방 산에는 잣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사계절 늘 푸르러서 시원스럽고 아
늑한 것이 속세의 풍경이 아닌 듯하다.”
이처럼 청송은 선비들에게 낙원과 같은 곳이었다. 기암괴석과 푸른 나무들
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선현들은 이런 풍경을 해치지 않는 곳에 정자를 짓

경상북도 북동쪽에 위치한 청송은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기운 찬 산줄기
가 아늑하게 사람들을 품었다. 북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이 산악으로 중첩되어

★

학봉 김성일金誠一(1538~1593)_호는 학봉鶴峯, 조선 중기 문신이며 학자이다. 유성룡과 함께 퇴계의
수제자이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병마절도사와 경상우도순찰사를 지냈다. 의병장 곽재우를 도와
경상도 의병을 규합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진주목사 김시민으로 하여금 의병장들과 협력하여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진주성을 보전하게 하였다. 경상우도순찰사를 겸해 도내 각 고을에 왜군에 대한 항전을 독려하다
병을 얻어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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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문을 닦았다. 청송은 높은 재에 막힌 비밀의 화원이자 병화가 미치지 못

날 세조 조에 진보를 떼어내고 송생현과 합하여 다시 한 번 도호부로 승격시켰

한다는 상상 속의 마을 ‘우복동牛腹洞’이다. 영천에서 청송에 오려면 노귀재를

다. 성종 5년에 다시 진보와 합하였고 9년에는 다시 분리했으며 고종 32년에

넘어야 하고, 포항에서 오려면 꼭두방재를, 안동에서는 가랫재, 영덕에서는 황

군으로 고쳐 불렀다. 1914년 다시 한 번 진보와 영역을 합해 오늘에 이른다.

장재를 넘어야 하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하늘의 품속에 드는 느

송소고택,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을 비롯하여 청송 곳곳에 산재해 있는

낌이다.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절경 주왕산의 아름다움이야 더 이상 말이 필요

수많은 고택은 청송의 선비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벼슬살이에 미련을 두지

없다. 주산지의 신비로움은 가히 압권이라 할 만하다. 철 따라 자연이 연출하

않고 은둔하며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를 키우고, 물질보다는 내면세계의 인

는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운무와 물안개, 시간과 날씨에 따라 보여주

격 완성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온 자존이 서려 있는 모습이다.

는 풍경은 무던한 사람의 마음마저 흔들어 댄다.

청송이 국제슬로시티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은둔의 고장 청송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숨어 있지 않았다. 분연히
일어나 병장기를 들고 적과 맞섰다. 항일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들, 투쟁의 아
픈 역사까지 고스란히 품고 있는 애국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빼어난 지형에
걸맞게 수많은 충의열사와 문인 등 선현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 지나간 문화와
삶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다.
경상북도 청송군의 연혁을 살펴보면 고구려부터 그 기록이 시작되는 듯하
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청송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내
용을 살펴보면 진보와 청송이 긴밀하게 얽히며 여러 차례 행정 영역을 나누었
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 청부靑鳧는 본디 고구려의 청기현靑己縣인데, 신라에서 적선積善으로
이름을 고쳐서 야성군野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 초에 부이현梟伊縣, 또
는 운봉현雲鳳縣으로 삼았다가, 성종 5년 병술에 또 청부현靑梟縣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 무오년에 예주禮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인종 21년 계해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는데, 금상 5년 계묘에 청부靑鳧에 합하여 이름을 청송으로 고치
고, 진보를 쪼개어 다시 현감을 두었다.
조선 세종 5년 10월 소헌왕후의 내향인 까닭에 청송군으로 승격되었고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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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항일 의병 활동

청송은 ‘전국 제일’의 충의의 고장이다. 마치 청송 사람들에게는 의병의
DNA가 몸속에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의병은 국난 때 백성들이 민족 자존

‘본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난을 당하면 의병을 일으켜야

과 국가 보위를 위해 스스로 무장한 민병이다. 청송의 의병들은 선비 정신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다. 따르고 따르지 않는 사

비롯된 의義의 호국정신으로 무장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의병 포상선열의 명

이란 충신과 역적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거늘 이러함에

단 가운데 전국 시·군 중 청송 출신이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고장

도 향회의 모임에 단 한 번이라도 참석치 않는다면 부모에

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우리 자신과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대한 의리를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 없으리라. 마음을 같이

일깨워 준다.

하여 힘을 모아 다한다면 우리의 구획만이라도 우리 스스

청송은 지나온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교훈 삼아 아름다운 우리의

로 지킬 수 있는 계책이 있을 것인즉, 그렇게 한다면 위로는

문화와 전통을 마음에 오롯이 품고 있는 지혜의 땅이자, 민족의 자존을 면면이

대의大義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아래로는 고을을 잃지

이어오는 절개의 고장이기도 하다. 임진·병자 양란 때에는 숨어 있지 않았다.

아니하고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

비록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분연히 일어나 병장기를 들었다. 구

냐 하는 것에 우리 읍의 존망이 달려 있으며 사람이 될 것이

한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굳은 절개로 목숨을 내놓았으

냐 짐승이 될 것이냐 하는 분별이 이번 거의擧義에 달려 있

며, 적들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으니 원컨대 여러 첨존僉尊은 밤을 새워서라도 달려와 합
사하여 거의를 도모할 일이다.’
구한말 의병 창의와 활약상을 기록한 의병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 사료
인 《적원일기赤猿日記》에 나타난 기록이다. 이 글은 구한말 청송 의병대장을 지
낸 심성지沈誠之가 거병 창의에 뜻을 모으자고 쓴 ‘효유문曉諭文’인데 1896년 병
신년丙申年 정월 27일 청송읍 운봉관雲鳳館 객사에 모여든 수백 명 앞에서 창
의의 명분을 밝히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북돋우고 있다.
심성지는 의병대장에 추대되어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전투에서 혁혁한 전
공을 세웠다. 이곳 덕천마을에는 심성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의병에 참
여해 전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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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슬로시티
청송을 가다
문화답사 스토리텔링

PART 1

청송심씨 본향 덕천 충효마을
덕천마을
송소고택
송정고택
초전댁
창실고택
청송심씨 찰방공 종택
벽절정
경의재
조산무더기와 생태연못
요동재사
소류정
세덕사
학산정
귀래정
정효각

청송심씨 본향 덕천 충효마을

덕천마을
멀리서 바라보면 아늑한 뒷산을 두고 팔작지붕의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정을 나누는 듯 아늑하다.

인문·자연 종합
우리는 어떤 자연 공간에서도 주위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건물과 자연
이 하나 되게 하는 혜안을 가진 민족이다. 이러한 요건을 가장 지혜롭게 적용
해 뿌리내리며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덕천마을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아늑
한 뒷산을 두고 팔작지붕의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정을 나누는 듯 아늑하다.
청송읍에서 진보면을 향해 가다 보면 왼편으로 마을을 안내하는 큰 간판이
반긴다. 이곳이 바로 송소고택이 있는 파천면 덕천리다. 한적한 길들이 이어지
고, 옆으로는 작은 냇물이 맑게 흐른다. 이 내川가 바로 파천이다. 파천을 따라
350미터쯤 더 들어가면 주산 줄기가 뻗어 내린 산자락에서 평평한 지형을 만
나게 된다. 구릉을 뒤로 하고 기와집들이 아늑하게 앉아 있다. 서쪽으로 둘러
친 뒷산을 모산母山으로 안착하면 동향의 집이 되나 이 마을의 집들은 남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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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0도 가량 살짝 틀어 앉았다. 이것은 남향을 중시하는 우리 민간 가옥의 전

청송심씨靑松沈氏 가문 내력

통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에서 마주보이는 안산案山의 흐름과 마주
하기 위한 것이라 다분히 풍수를 따랐다. 야트막한 야산을 모산母山으로 삼고

청송심씨는 고려 때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심홍부沈洪符를 시조로 하여

앞으로는 하천을 두었다. 옆으로는 굽은 산이 바람을 막고 있다. 바로 배산임

증손인 덕부德符, 원부元符에서 크게 둘로 갈라진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도와

수背山臨水의 명당임을 반풍수가 봐도 알 수 있다.

좌의정을 지낸 덕부의 후손과 정몽주, 길재 등과 함께 망국의 한을 품고 불사

★

풍수 는 고려조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보편적인 지리관으로 확산되면서 좋

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며 두문동杜門里으로 들어갔던 악은岳隱 심원부沈元

은 주거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마을의 입지 환경은 풍수

符의 후손으로 나뉘는 것이다. 전자를 서울집이라 불렀다. 약 600년 동안 시조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과 생태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넓은 농경지를 바라보

선산을 지키며 조상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청송심씨들은 대개 악은 심원

는 주산에 기대고 마을을 에워싸는 산들도 각기 풍수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부의 후손인 반면, 소헌왕후 아버지 심온은 서울집 형 덕부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마을 영역의 자연적인 경계이자 외부로부터 은폐시키는 보호막이기도

덕천마을은 청송심씨들의 관향이며, 주로 덕천의 아랫마을에 집성촌을 형

했다. 이 마을도 이러한 자연 환경과 풍수를 적절히 접목해 마을을 이루고 있

성하고 있다. 심씨의 입향 기원을 보면 고려 말 개성 두문동에 입산한 악은공

다.

심원부의 유훈에 따라 입향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심원부는 고려 말 전리
청송의 서북단에 자리 잡은 덕천마을은 청송심씨의 세거지로 지금도 집성

촌을 이루고 있다. 영남의 대부호 송소고택을 위시하여 심호택의 차남 심상관

판서로 있었는데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대하여 정몽주, 길재 등 두문동 72현
과 함께 입산하면서 아들 삼형제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의 집인 송정고택과 요동재사와 초전댁, 창실댁 등이 옹기종기 모여 일가를 이

“나라도 망하고 임금을 잃었으니 너희들은 조상이 묻혀 있는 고향으로 내

루거나 여타 성씨들과 함께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로써 이 마을에는 전통가옥

려가 농사를 짓고 글을 읽으며 시조 선산을 지키며 살아라. 충신은 불사이군이

들이 생생하게 남아 옛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 이날이 내가 죽은 날이로구나.”
그런 뒤 비장한 각오를 담아 말을 이었다.
“내가 입산入山하는 날이 제일祭日로 하여 삼 년 예三年禮를 마칠 것이며,
내가 간 뒤에는 독서과농讀書課農하고 의義아닌 부귀富貴를 부러워하지 마
라. 우리 집 가업家業은 충효忠孝이니라”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였다.

★

풍수風水_바람은 사람과 사물을 약동하게 하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풍수지리란 자연조건을 보완하고
조절하면서 이상적인 터를 조성하고자 한 일련의 행위이다. 신라 후기 선승 도선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자생적인 풍수가 나타났는데 도선에 의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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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와 삶의 터전을 닦았다. 그로부터 청송심씨는 약 600년 동안 시조 선산을 지

고 흔들던 이이첨을 찾아가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다는 죄를 물어 따졌

키며 이곳에 살고 있다.

다. 귀래는 이 일로 북도 함남방위사와 정평도호부로 좌천되었다가 곧이어 해임
되었다. 향리 의성으로 돌아오던 귀래는 ‘귀거래사부’ 한 편을 노래하고 의성 원
유동에 귀래정을 짓고 살았다. 덕천 입향조 송와공이 바로 귀래의 증손이다.

아산장씨 牙山蔣氏 가문 내력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에 보면 “상촌왈장촌, 하촌왈심촌”이라고 쓰여 있

달성서씨 達城徐氏 가문 내력

다. 상덕천에는 아산장씨가 살고, 하덕천에는 청송심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밝
히고 있다. 즉 윗마을에는 아산장씨가 오래전부터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

달성서씨達城徐氏는 시조 서진徐晋이다. 고려 때 봉익대부 판도판서 등을 역

데 아산장씨의 시조 장서蔣壻는 중국 송나라 사람으로 금자광록대金紫光祿大夫,

임하면서 공을 세워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서기준과

신경위대장군神慶衛大將軍의 벼슬을 지냈다고 한다. 금나라가 침입하자 그는 상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달성군에 봉해졌다.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달성에

서尙書 이강李綱과 함께 끝까지 항전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면서 달성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자 실망한 장서는 배를 타고 망명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첫 발을 디

가문을 빛낸 인물은 수없이 많지만 조선 초기의 서거정徐居正(1420~1488)

딘 곳이 충청도 아산牙山이었다. 아산장씨 《기미보己未譜》에 의하면, 장서가 아

이 대표적이다. 그의 호는 사가정四佳亭인데 세종 26년 문과에 급제한 후 성종

산에 표착한 사실을 좌복야左僕射 박인량朴寅亮으로부터 전해 들은 고려 16대

때까지 여섯 왕조에서 무려 45년 동안 판서를 지내고 성리학적 삶에서 가장

예종(재위 1105년 ~ 1122년)이 그에게 아산을 식읍으로 하사했으며, 아산군

가문에 빛을 낸다는 대제학까지 지낸 인물이다. 시조의 묘소는 대구광역시 중

牙山君으로

구 달성동 달성공원에 있다.

봉했다고 한다. 그 후손들이 장서를 시조로 삼고 아산을 본관으로

하여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 본관은 문헌에 아산, 청송靑松, 김포金浦 등 여러 본
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모두 아산장씨의 동원분파로 전한다.

이곳 덕천에는 달성서씨도 세거해 있다. 입향조는 장사랑공 서계창인데 덕

덕천 입향조는 송와공이다. 그는 의성군 원유동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천 이사리에는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보현산 전투에 모

홀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와 터전을 닦았다. 시조 장서의 12세손 의제는 경기

당 손처놀과 함께 의병으로 참전한 약산 서사술의 손자이다. 이렇게 본다면

병사로 재임할 당시 연산군 때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이를 피해 향리인 의성으

1650년 전후로 입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로 돌아왔다.
의제의 현손 귀래 입국入國은 광해군 때 영창대군이 살해되자 당시 권력을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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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나선 데다 덕천마을에서 호박골까지 시오리 산길이니 서둘러야 했다. 농

송소고택

사라곤 해 봐야 밭 몇 뙈기 천수답 논 몇 마지기뿐이나 그나마 겨울철이라 조

99칸 조선후기 민간가옥

있는 봉아와 서둘러 돌아오는 길이었다.

금은 여유가 있는 농한기여서 아내와 맏아들은 큰집에 남겨두고 일손을 돕고

얼마를 걸었을까? 좁은 산길에 조금은 넓고 평평한 길을 지났다. 이제 고
개 하나만 넘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호박골이 지척에 와 있을 것이었다. 평평
한 눈길은 달빛을 받아 더욱 반짝였다. 그때였다. 힘들게 앞장서 걷던 봉아의
입에서 밤하늘의 정적을 깨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이쿠야!”
처대가 봉아의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가 보니 엉덩방아를 찧은 봉아가 손가
락으로 앞을 가리키고 있었다. 분명 사람이었다. 길섶 흰 눈을 얇은 홑이불처
럼 덮은 채 웬 사람이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처대는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만석꾼이 된 심처대

던지고 달려갔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행색을 보아하니 승려가 분명했다. 몸은
이미 반쯤 얼어붙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처대는 본능처럼 목

얼음처럼 차가운 달빛을 빌려 산길을 걷고 있었다. 낮부터 펑펑 내리던 눈

에 손을 대보았다. 다행히 실낱 같은 숨결이 잡혀왔다. 이대로 그냥 둔다면 금

은 그쳤지만 눈길은 발목까지 푹푹 빠졌다. 이따금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

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이 험한 산길을 어찌하다 여기까지 흘러와

보다 눈에 반사되는 달빛이 더 밝았다. 엄동설한 한줄기 매서운 찬바람이 귓전
을 얼리고 지나갔다. 지게에 한 짐을 지고 따르던 봉아는 하얀 입김을 어두운
밤하늘에 연신 토해냈다. 그 앞,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심처

✽
송소고택 전경

대의 손에는 감각이 없었다. 그러나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길. 이미 삼경을 넘

조선후기 99칸 반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
고 있다

긴 시간이라 산짐승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큰일이었지만, 그보다도 집이 있는
호박골에서 목을 따오기처럼 늘어뜨린 채 젯밥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을 어린
딸아이와 막내 아들이 눈에 밟혀 왔기 때문이다.
어제는 심처대 조부의 기제삿날이었다. 자정이 넘어 제를 올리고 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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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잠시라도 지체할 수는 없었다. 봉아에게 지

짐 지고 거들먹거리는 최씨를 데려와 진맥을 하게 했다. 뜸과 침을 번갈아 놓

게에 짐을 모두 내리라 이르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승려를 지게에 힘겹게 올렸

던 최씨는 사람의 목숨은 질긴 것이라며 알량한 자신의 지식을 늘어놓기 시작

다. 봉아는 그래도 지금까지 힘겹게 지고 왔던 음식이 아까운 듯 망설이고 있

했다. 그러나 처대는 최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승려의 얼굴을 살폈다. 자신

었으나 처대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자기가 들고 있던 보따리를 봉

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든 듯했으며 하관이 묵직하고 얼굴이 반듯했다.

아에게 안기고 자신이 직접 지게를 지고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리 무겁진 않

승려는 처대의 처가 돌아온 후에도 지극한 처대의 정성에도 며칠을 더 지

았으나 어두운 눈길에 사람을 지게에 지고 걷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

난 뒤에야 겨우 눈을 떴다. 그러나 금방 운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고도 또 며칠

다. 그러나 처대는 마음속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되뇌이며 바삐 걷기 시작했다.

을 지나서야 겨우 걸음을 떼어 놓을 수 있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입에서는 거친 숨이 뿜어져 나왔다.
숭유억불의 기조였던 조선왕조 오백 년 동안 정승 13명과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왕후를 포함해 왕비 셋, 부마 넷을 배출한 걸출한 유학자 집안이었지만,
사람의 심신을 어루만져 주는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임진·
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유교적 통념의 질서가 어느 정도 무너졌으며, 백성들의
상처를 다독여줄 수 있는 것은 양반입네 하는 자들의 성리학일 수 없다는 분위
기 속에서 불교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고개를 넘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보였다. 이미 몇 가구 살지 않는 마을
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어린아이들도 잠이 든 것이 분명했다. 이웃에 살
고 있는 일월댁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등 챙겨 주었으리라 생각했다. 처대는

정신이 돌아온 승려는 자신은 의성 고운사에 적을 두고 있는 땡초라 스스
로를 낮추어 소개하고 처대가 그랬던 것처럼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외우며 목
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다.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아침상을 물린 승려는 처대에
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건네 왔다.
“이렇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인사를 드리자면 끝이 없겠지만 약소하나마
은혜는 갚아야겠습니다.”
이 말에 처대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막았다.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 은혜라 하십
니까?”

봉아에게 불을 밝히라 이르고 비구승을 안아 방안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그

그러나 작심한 듯 승려도 지지 않았다.

리고 꽁꽁 언 승려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소란에 놀란 딸아이의 눈이 휘

“이 빈승이 보시다시피 부처님을 모신 몸이라 가진 것은 없으나, 전국을 돌

둥그레졌다. 그렇게 얼마를 주무르자 승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
리고 얼마 후 처대는 그 옆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이었다. 맑은 새소리에 잠이 깬 처대는 승려를 찾았다. 숨은 붙어 있었
지만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피곤에 지쳐 힘겹게 잠이 든 봉아를 깨워
따뜻한 물과 미음을 준비하라 이르고 자신은 마을에 침깨나 놓을 줄 안다고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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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제가 다시 와 명당 터를 잡아 드릴 터이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몇 해가 지났고, 다시 온다던 승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으

처대는 자신의 집안에 초상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합

론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대는 내색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으로서 할

장을 한 뒤 총총걸음을 떼며 승려가 떠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목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으며, 그래도 걱정과 달리 집안에 아무일

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초상 운운하다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으나, 한편 평소 몸

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넘어 입

이 약해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두고 이른 말인가 싶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이 지났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조금은 한가할 무렵, 이른 아침 삽짝에 예전
의 그 승려가 목탁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둘은 마주앉았
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두고 마른침을 삼키던 승려가 입을 뗐다.
“지난번 빈승이 터를 잡아드린다고 했으니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
“제가 명당이라 생각하는 터가 둘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깊
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처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가앉았다.
“하나는 발복할 터라 후대에 명망 높고 뛰어난 인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터는 손이 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꿩이 알을 품고 있는
터가 있습니다. 이 터는 뛰어난 인물은 드물어도 후손이 번창하고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지요. 만약 선생이 욕심을 부려 둘 다를
택하신다면 그것은 도리어 화를 부를 것이니 빈승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심처대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난다 한들 후손이 귀하다는 것은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니 조상에게 이
보다 더 큰 죄가 또 있을까. 그러나 훌륭한 인물에 대한 유혹 또한 만만치 않았
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처대는 후자를 선택했다. 대를 끊게 할 수도 없었
지만 더욱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선대인 심원부가 조선의 나라에서 녹을 먹지
말라고 했던 유지가 생각났던 것이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날 아침 일
찍 자신과 함께 길을 떠나자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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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되자 승려는 서둘렀다. 주먹밥을 봇짐에 넣고 길도 없는 산을 몇이
나 힘겹게 넘었다. 한나절이 지나서야 한 곳을 정한 듯 산 팔부 능선에 좌정을

심처대의 논밭은 풍년을 이루니 살림살이가 하나둘씩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수 년이 흐르자 심처대는 천석꾼이 되었다.

했다. 아래가 넓게 내려다보이고 멀리는 높은 산봉우리가 그윽하게 잡혀 왔다.

그러나 심처대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며, 검소하며 검박했다. 한편으론 고

초겨울 바람이 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곳만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정적

운 최치원이 창건했다는 의성 고운사를 자주 찾아 보시하기를 마다하지 않았

에 잠긴 듯했다.

다. 또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니 이웃 고을에까지 칭찬하

“어떻습니까? 바람도 비껴가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 쪼이는 이곳에 앉으
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처대도 벌써부터 그렇게 느끼고 있던 차였다.

는 목소리가 자자했다. 이제는 천석을 넘어 만석꾼으로 재산 또한 점점 불어났
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심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부를
이루게 하니 집안에는 항상 찾아오는 손들로 북적였다.
★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저 멀리 나지막한 산등성
이가 파도를 치는 형국이고 사방이 트였으나 아늑함이 저절로 듭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터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꿩이 알을 품고

영조 정축년(1757)에 심처대는 죽어서 파천면 회전곡檜田谷 에 안장되었
고, 이후 후손들은 대를 이어 만석의 부를 세습하였으며 경주 최부자와 함께
영남의 토호로 자리 잡았다.

있는 형국이니 무거운 상석을 놓는다던가 망주석을 세우는 일은 하지 마십시
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알이 깨어지거나 꿩은 품던 알을 두고 날아가 버릴 것

이 이야기는 청송군 파천면 호박골에 살았던 청송심씨 심처대의 이야기이

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처대는 그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

다. 송소고택 장주 심재오 선생이 들려준 이야기와 지역에서 전해오는 내용을

론 이때부터 이 집안의 묘소에는 상석과 망주석을 세우지 않게 되었다. 선대

참조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청송문화원에서 발간한 『청송문화(2012통권제

묘소에 상석을 놓지 않는데 아랫대가 번듯하게 상석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

2호)』에 수록된 <9대 만석꾼 청송 심부자 이야기>

다. 어찌하여 놓게 되더라도 초라하고 작게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실려 있어 흥미를 끈다. 심처대가 눈밭에 쓰려진 승려의 목숨을 살려준 것

★★

에는 이와 조금 다른 내용

각설하고, 그렇게 승려가 떠나고 며칠 뒤 평소 지병을 앓아오던 아내가 갑

이 아니라 여름철 농사일을 하던 도중에 굶주려 힘겨워하던 승려의 배를 채워

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처대는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에 망연자실하고 세

주어 발복했다는 내용이다. 어찌되었건 이야기의 핵심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상 모든 것을 잃은 듯했으나, 어쨌든 아내의 장례는 치러야 했고 자식들을 돌

을 성심껏 도와주면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는 교훈이 아닐까.
심처대는 지금 송소고택松韶古宅을 지키고 있는 심재오 선생의 10대조이다.

봐야 했다. 마음을 추슬러 승려가 점지해준 그 터에 아내를 장사 지내고 승려
의 말대로 상석이나 망주석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자 그다음 해부터 신기한 일
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홍수가 나서 다른 집 논밭은 다 떠내려가도 심처대의
논밭 만큼은 말짱했다. 또 그다음 해엔 가뭄이 들어 다른 논밭은 타들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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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골·회밭곡檜田谷_이곳에는 회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하여 동명을 회밭골이라 불렀으며, 또한 조선시대에
회가루로 그릇을 구웠다고 해서 사기장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나 회나무밭이 정설인 듯하다. 이곳이 회밭골
심부자의 부자골이기도 하다. - 청송문화원, 『청송군지명유래총람』, 대보사, 2004.

★★

심남규沈南圭 씀.(청송향토사연구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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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산을 모은 심처대의 아랫대에서 재산은 2만석으로 불어 있었다.
심처대는 후손들에게 가문 대대로 교훈이 될 말을 남겼다. ‘안분사검 독서지
행安分師儉 讀書砥行’, 즉 ‘분수를 지키고 검소함을 으뜸으로 하며 독서를 독실
히 행하라’는 유훈을 남겨 후손들은 지금까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청송심씨 호박골 심부자댁은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자기 땅이 없는 곳이
없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9대까지 이어서 2만 석을 했다고 하니 그 가세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구한말 개화기 화폐의 가치는 변동이 심했다. 세금을 종이로 납부하다가
다시 화폐로 바치기도 했는데 그때 은화로 납부하라는 지시에 따라 안계(지금

여 / 기 / 서 / 잠 / 깐!
소헌왕후의 아버지 심온은 같은 청송심씨지만 청송에 세거하고 있는 청송심씨와는 뜻을 달리한 가
문이었다. 고려 때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심홍부沈洪符를 시조로 하여 증손인 덕부德符, 원부

의 의성군 안계면)의 자기 소유 전답을 처리하여 화폐로 바꾸니 안계고을에 돈
이 전부 모이게 되었다.

元符에서 크게 둘로 갈라진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도와 좌의정을 지낸 덕부의 후손과, 정몽주·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도둑이 든다는 소문을 듣고 집안 식구들은 전부

길재 등과 함께 망국의 한을 품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며 두문동杜門里으로 들어갔던

피신하고 안방 마님 혼자서 집을 지키는데 소문처럼 정말 수십 명의 도둑이 침

악은岳隱 심원부沈元符의 후손으로 나뉜다. 악은공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내가 입산하는 오늘
을 나의 제일祭日로 하며 삼년예三年禮를 마칠 것이며, 내가 간 뒤에는 독서과농讀書課農하고 의
義아닌 부귀富貴를 부러워 하지마라.” 한 뒤 두문동에 들어가 사절死絶 했다. 독서과농이란, 학문과
농사에 전념하고 시조묘소를 지키며 향촌사회를 이끌고, 조선의 국록을 먹지 말라는 뜻이다.

입하여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때 마님이 도적들을 보고 기물을 부술 것 없이 고방문을 열어 줄 터이니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했다. 도적들이 전부 한 짐씩 지고 가고 난 뒤
에 남은 돈으로 송소고택을 지었다고 하니, 미루어 보건대 그때 돈이 얼마나

송소 심호택 선생

많았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농민항쟁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관가에 쫓기는 몸이 되자 그들은 산 속 깊

이제 송소고택을 지은 후손 송소松韶 심호택沈琥澤(1862~1901) 선생 이야

숙이 들어가 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자

기를 해보자. 심호택 선생은 심처대의 7대손으로 여전히 부를 이어가고 있었

진해서 도와주다간 같은 패거리로 몰릴 것이 분명하니 방조함으로써 결국은

다. 파천면 지경리 호박골에서 지금의 송소고택이 자리잡은 덕천마을로 이거

그들을 도와준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 신분제도 변화와 수많은 전란에도 고택

하였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때의 행렬이 길을 가득 메웠다고 하니, 그의 경제력

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행위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송소 심호택 선생은 호박골에서 어떤 연

것이다.

유로 이곳 덕천마을로 이거하였을까? 선대로부터 살아온 호박골은 외진 골짜

호박골에서 덕천마을로 옮겨와 지은 99칸의 송소고택은 송소 선생이

기였다. 그래서 한양을 오가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또한 어렵게 찾아온 과

1880년대에 지은 집이다. 그의 호를 따서 송소고택松韶古宅이라 이름하고 있

객을 대접하기에 옹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평소 생각해 왔던 이곳에 99

다. 처음 이 집을 짓고 아들들을 위해 30칸의 집을 두 채 더 짓는 도중 넷째 아

칸 고택을 지어 꿈을 이루었다.

들이 태어나 한 채를 더 지으니 모두 네 채가 되었다. 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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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도편수 2명이 내려왔고, 30여 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인근에서 움막을 짓

앞에 교훈과 함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는 정사正史뿐 아니라 위기와 역

고 그곳에 기거하며 함께 집을 지었다고 전한다. 목재는 대부분 주왕산과 태백

사 속에서 복잡다단한 리얼리티를 더 잘 드러나게 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면

산 자락의 금강송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채는 어떤 사연으로 불에 타

밀히 탐색해 보는 방식도 중요하다. 고택 고난의 역사까지 아우르며 되돌아보

버리고 지금은 송소고택을 포함해 두 채만 남아 있다.

아야 할 필요가 바로 이런 데 있다.

가문은 부자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잊지 않음은 물론, 학문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안동과 인접했던 터라 단발령과 명성왕후(사후 대한제국 선포 후 명성
황후로 추증)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안동의 의병봉기 때 군자금을 쾌척하였으

송소고택 답사

며,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때 청송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집안 대대로 안동의 학맥을 이어갔으나 덕천마을의 유생들은 퇴계는 물론 율

송소고택은 덕천마을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데 99칸 조선 후기 민가로

곡의 학문도 수용하는 등 배움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1900년

써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고택이다. 조선시대 일반가옥에서는 99

초 개화사상이 덕천마을에도 불어왔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심부자댁에 의

칸을 넘겨 집을 지을 수 없었다. 축대도 2단 이상 올리지 못했으니 일반가옥에

해 주도되었다. 심호택의 장남 심상원은 그의 장남 심운섭을 서울의 휘문학교

대한 통제가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에 치장을 하거나 허세를 부린다

로 보내는가 하면, 둘째와 셋째는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 신학문을 받아들이는

면 이 또한 엄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집 치장에 대한 규제가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종교의 새 바람 역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

엄격했다. 2단 이상 올리지 못하는 축대의 규제에서부터 계급에 따라 칸수를

을 교회도 둘째아들 진섭의 처(진성이씨)가 건립한 것이다.

제한했다. 당시에 ‘납작별감’이란 직책이 있었는데 톱을 들고 다니면서 치장이

고고한 기품을 품고 서 있는 모습과는 달리 이 집에는 아픔의 사연도 있다.

호화로운 집 기둥을 싹둑 잘라버렸다고 한다.

바로 한국전쟁 당시 대구 방어선 최전방이었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인민군 본

조선 성종 때의 일이다. 성종의 외삼촌이 집 치장에 공을 들였던 모양이다.

부로 활용되기도 했다. 남자들은 화를 당할까 모두 피난을 떠나고 조모와 노비

외국에서 들어온 자제를 사용하며 사치가 도를 넘자 이에 분노한 성종은 대비

한 명이 남아 이들을 수발하는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큰 고택에 편액이 하나

의 눈을 피해 이어移御 까지 하며 외삼촌을 죽였다고 한다. 실로 삼엄한 법도

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당시 북한군이 떼어 모두 땔감으로 썼기 때문이다. 전

가 아닐 수 없었으나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았던 당시 유교 사회의 단면을 볼

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고택의 고난은 이어졌다. 바로 산 속 깊숙이 몸을 숨긴

수 있는 사건이다. 송소고택은 이러한 가사 제한의 법도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빨치산들이 야심한 밤을 틈타 마을로 내려와 약탈을 해 간 것이다.

도 대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공들인 집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고택이라

★

그렇게 지켜가던 고택은 송소 선생의 손자이자 제2공화국 당시 민주국민
당 재정위원장을 지낸 심운섭 선생을 거치면서 점점 지금의 고택으로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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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런 일반가옥의 규제가 구한말 왕권이 약해지고 한반도가 제국주의의 각
축장으로 변하면서 생활의 양식에 따라 부의 척도에 따라 변해가기 시작했다.
집의 축대도 3단으로 올리는가 하면, 유학의 기조 위에 사랑채를 높이던 양식
이 점차 사라지고 안채와 사랑채의 구획이 희미해졌다. 또한 지형과 편리에 따
라 실용성을 중시하는 양식이 나타났다. 송소고택의 사랑채 3단의 기단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영남지방의 전형적인 ‘口’자형 뜰집과 조
금씩 변형된 모습에서 또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송소고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헛담
만석꾼 집답게 고택의 작업 마당으로 쓰였을 광장 같은 넓은 터를 앞으로
두고, 다소 높은 담장이 길게 이어진 가운데 활짝 열린 솟을대문이 길손을 반
긴다. 7칸의 대문채는 처음 맞닥뜨린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데
솟을대문 위에는 홍살이 있어 집안의 내력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은 사무실로
쓰지만 대문채에 행랑채와 우사가 있고, 우사 옆으로 곡간을 놓았다. 초입에
서서 바라보노라면 130년 전의 시간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어느 누구라도 반갑다는 듯 훤하게 열린 대문을 들어서면 처음 길손을 맞
이하는 것은 정면의 나지막한 헛담이다. 고택의 사랑채가 들린 버선코처럼 살
짝 보이고 헛담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으로 하여금 집안은 아담한 규모가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서면 처음 예상

✽
헛담
남녀 유별이 엄격했던 성리학의 기조 위에
만들어진 내외담이자, 찾아온 과객과 주인
과의 예의의 담이다.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
채를 분리하며, 넓은 마당의 허한 기운을 가
려주는 비보裨補의 역할도 한다. 또한 꽃과
나무와 돌이 어우러진 화단으로 변하여 고
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했던 생각은 무참히 깨어지고 담을 가운데 하여 규모 이상의 마당이 드러난다.
유교 사회에서 이 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헛담이란 성리학적 생활
에 있어 중요한 구실을 하는 셈이다. 이 집에 길손이 불쑥 찾아 왔을 때, 길손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036

/

037

은 헛기침으로 자신이 왔음을 알린다. 그러면 하인이 신분을 확인하고 윗전에
알린다. 주인은 알았다는 인기척을 내고 갓끈을 고쳐맨다. 그리고 옷을 추스
르며 길손을 맞는다. 이처럼 서로에게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 헛담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외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옛날 가옥의 구조상 특징이다.
밖에서 보았을 때 안채의 행동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는 우리 민족의 혜안이
다. 당시 내외가 엄격하였으니 안채로 드나드는 아녀자들의 모습이 사랑채에

✽
사랑채
반가의 위용을 자랑하듯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다. ‘口 ’자형의 뜰집인데 안채보다 넓게 양 옆으로 더 달려 있는 ‘날개집’
모습으로 조선 후기 반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 눈에 띄지 않게 한 담이 곧 헛담이다.
또한 이 헛담은 비보裨補의 뜻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높고 훤하게 트
인 대문과 넓게 열려 있는 안팎의 마당을 통해 액운이나 잡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일 수 있다.
이처럼 담이란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사랑채
송소고택 사랑채 앞에는 대문을 가운데 두고 작은 사랑마당과 큰 사랑마당
이 헛담으로 둘러져 각각 독립된 공간을 하고 있다. 이 양식은 조선 후기 상류
층 주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자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이곳 송소고택에는 다

사랑채는 남성, 특히 가장家長의 영역이다. 성리학적 가족 제도에서 가장에

양한 용도의 헛담을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 ‘ㄱ’자로 꺾어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

게는 가족을 통솔해야 하고 가사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집안을 대표하여 손님

고 그 속에 화단을 꾸며 갖가지 석물들과 꽃들을 예쁘게 가꾸고 있다. 이곳을 찾

을 맞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었다. 또한 부부라 하더라도

는 길손에게 이로써 먼저 인사를 건네는 주인의 고운 마음씨를 엿볼 수 있다.

내외의 구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생활해야 했기에 안채와 구별되는 사

그래서 이곳의 헛담은 주인과 손님을 배려하는 예의의 담이자, 안채를 외

랑채를 만드는 것은 양반가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에 사랑채는 안채로의

부 시선으로부터 차단하려는 담이다. 또한 남녀 유별의 내외 담이자 마당의 경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지며, 가족의 신분과 위엄, 격조를 나타낼

계이며, 비보의 역할과 화단으로서의 풍성함까지 더하고 있다. 이래저래 고택

수 있도록 계획되고 구성되었다. 송소고택 헛담의 화단과 그 옆의 둥근 화단처

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럼 정원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일이었다.

큰사랑채 앞마당에는 둥근 화단을 놓아 허전함을 메우고 있는데 계절에 맞
춰 피어나는 꽃들에게 눈을 빼앗겨도 좋으리라. 특히 겨울철 눈꽃이 나무에 매
달린 날이면 아련한 애수에 젖어도 좋다. 자박자박 마당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허전한 외로움이 달래질 것이다.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송소고택 사랑채의 규모나 집안의 전체 규모를 볼 때, 당시 얼마나 많은 묵
객과 풍류가들이 이곳을 찾아왔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송소고택은 사랑채가 둘이다.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로 구분하는데 큰
사랑채는 막돌과 긴 돌을 툭툭 다듬어 3단의 축대를 올리고 그 위에 팔작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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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을 올렸다. 초석은 자연석의 덤벙주초로 그 위에 마름질이 잘된 사각의

고, 왼편의 방 2칸은 두껍닫이를 설치한 미닫이와 여닫이 문의 2중 창호에 최

기둥을 올렸다. 정면 5칸, 측면 2칸, 큰 사랑채와 기단을 달리해 낮게 놓인 맞

근에 만들어 놓은 듯한 ‘亞’자 방문살이다. 대청 위의 천정은 연등천장(삿갓천

배지붕의 작은 사랑채가 길게 연결되어 반가의 위용을 자랑하듯 좌우로 펼쳐

장)이며, 선자연扇子椽 끝단은 눈썹반자로 마무리해 시각적 정성을 다한 모습

진 사랑채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가운데 안채로 드나드는 대문이 있다. 뜰

이다. 팔작지붕의 용마루가 경쾌하고, 주로 큰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귀마루 끝

집, 즉 ‘口’자 형의 영남지방 특유의 양반가옥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랑채가

에는 부재를 보호하기 위해 암키와를 달았다. 옆에서 보면 내림마루가 합쳐지

안채보다 더 넓게 양 옆으로 더 달려 있는 ‘날개집’의 형태로 조선 후기 반가의

는 합각合角

모습을 보인다.

해학미를 보이고 있다. 건물의 통풍 이외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

큰 사랑채 오른편 1칸과 왼편 2칸에 온돌방을 내고, 가운데 2칸에는 넓은

★

★★

에 암키와로 물결 문양을 내었는데 두 개의 구멍을 내어 특이한

지만 시선을 심심하지 않게 붙들어 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청을 두어 바라보는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대청 가운데 놓인 정갈한 찻상과

작은 쪽문을 지나 뒤로 돌아가면 낮은 굴뚝이 아궁이와 짝을 이루며 있다.

도자기가 주인의 심성을 대변하는 듯하고,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가구들 또한

계절에 따라 겨울철이면 함실아궁이에 장작불이 타오르고, 옆의 굴뚝에서 연

주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특이한 것은 대청마루로 오르기 위해 봉당에

기가 모락모락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득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떠

댓돌을 놓은 것이 아니라 나무를 길게 계단처럼 달아 부드럽게 어울리도록 했

오르곤 한다. 옛날 부잣집의 굴뚝은 높게 만들지 않았다. 이웃을 위한 배려인

다는 점이다.

데 이웃이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들만 연기를 피워 올리며 요란 떠는 모

대청 좌측에는 2칸 규모의 방을 놓고 후면에 툇간을 두어 방의 규모를 조
정하였다. 툇간 부분은 따로 문을 달아 수납공간으로 쓰고 있고, 벽체 윗부분

습을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곳 굴뚝도 유난히 낮게 된 것도 같은 이유일 것
이다.

에 광창을 달아 빛의 밝기를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방의 측면 끝에 다락을 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물의 구조보다 첫 느낌의 정갈함과 보면 볼

로 나누어 또 다른 수납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창호문은 청판을 댄 세살문살이

수록 정겨운 마음이다. 건물이란 이처럼 사람의 손때와 정성이 묻어야 빛을 발
하는 법이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어루만지면 건물도 환하게 화답을 하고, 사
람의 숨결과 사랑을 받아 오래도록 보존되는 이치라 할 것이다.

✽
큰 사랑채 합각合角
팔작지붕의 용마루가 경쾌하고, 귀마루 끝에는 부
재를 보호하기 위해 암키와를 달았다. 옆에서 보
면 내림마루가 합쳐지는 합각에 암키와로 물결
문양을 내었는데 두 개의 구멍을 내어 특이한 해
학미를 보이고 있다. 청송에 널리 유행했던 까치
구멍집의 양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시선을 심심하지 않게 붙들어 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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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위계를 나타내는 듯 큰 사랑채보다 높이가 다소 낮은 작은 사랑채
는 기단으로 높이를 조정하였다. 정면 6칸 측면 2칸이며, 오른편 3칸은 안채

★

선자연扇子椽_전통 건축용어로 추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부채살처럼 걸리는 서까래

★★

합각合角_주로 팔작지붕 측면 용마루 끝부분에 모인 삼각형의 벽을 말한다.(합각지붕 : 팔작지붕 측면의 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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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는 가운데 대문과 양 옆 큰사랑으로 드는 아궁이, 작은사랑으로 드는 부
엌과 아궁이를 두었다. 또한 왼편 2칸은 찾아오는 길손이나 집안의 남자들을
위하여 방을 내었고, 끝의 1칸은 대청을 두었는데 앞으로 청판 세살문을 달았
다. 작은 사랑방과 대청 앞으로 기둥이 없는 쪽마루를 두어 실용성과 아름다움
을 더했다. 특히 대청은 옆의 방 중간에 언제든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합문
을 달아 열면 방과 하나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1칸의 ‘亞’자 방문이 여느 집 반
가의 정갈함을 더하고, 옆으로 두 매씩 날살과 띠살의 여닫이문이 정겹기 그지

✽
안채와 우익사 정면

없다.
작은 사랑채는 맞배지붕이지만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 두 번째 칸에 합각合
角이

솟아올랐다. 이것은 측면에서 보면 안채의 왼쪽에 위치한 부엌과 찬방이

안채에서 보아 왼편으로는 3칸 두지와 고방이 놓인 건물이 오른편 창고 2

달린 건물이 앞의 작은 사랑채 뒷면과 붙어 있어 팔작지붕이 되게 하려는 의도

칸과 솔거노비 기거용으로 보이는 방 1칸과 문간이 있는 건물과 마주하고 있

다. 때문에 앞에서 보면 길게 이어지는 용마루가 중간에 솟아올라 멋을 더한

다. 안채에서 보이는 전면은 두 동의 사랑채 배면과 엮여 있다. 안채는 정면

느낌이다.

6.5칸, 측면 2.5칸으로 이 집에서 가장 큰 부엌이 있고,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

★

방 안으로 들어서면 노란 장판과 나지막한 천장이 포근하게 다가오고, 오

은 안방과 부엌이 차례로 놓여 있으며, 우측으로는 건넌방이 배치되어 있다.

랜 세월을 지켜온 듯 반닫이가 구석을 메우고 있다. 햇살을 받아 방문으로 들

안채의 특징은 여타 고택의 넓게 놓는 대청과 달리 정면 1칸의 좁은 마루로 꾸

어오는 빛에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련한 그리움이 서려 있어 이

며 놓았고, 좌측 건넌방은 앞으로 더 나오게 하여 넓게 방을 꾸몄다는 점이다.

곳에 앉으면 그 옛날 추억이 스치고, 작은 햇살 하나에도 어머니의 옛정이 그

안방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큰 방이지만 그 뒤쪽에 1칸씩 방을 하나 넣어 방

리워 가슴이 촉촉해 짐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맛이 그리워 고택을 그리

속의 방이 되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찾는지도 모를 일이다.

후벽에는 뒤란으로 통하는 바라지창을 달아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햇
살을 달리 들여놓는다. 또한 부엌쪽에 문을 내어 채광과 환기, 출입이 가능하

안채
안채 마당으로 들어서면 네모난 마당을 가운데 두고 저 멀리 팔작지붕의
안채가 날개를 펼치고 반긴다. 안채 또한 뒤의 산을 거스르지 않고 지구의 중
력에 힘을 맡긴 듯 용마루 곡선이 참으로 유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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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거노비_주인집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며 직접적인 노동력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곡물이나 재물을 납부하는
외거노비와는 달리, 한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생활하는 노비를 솔거노비라 한다. 또한 주인집과 가까이 살면서
일을 도와주는 이도 솔거노비라 한다. 노비는 통속적으로 ‘종’이라 불렀는데, 노는 사내종, 비는 계집종을 뜻한다.
안채에 딸린 공간에는 주로 여자 종들이 생활했다. 남자 종들은 주로 대문간에 마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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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안채 전면에는 모두 방의 크기에 따라 툇마루를 달리 두었다. 건넌

것은 이 담장에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

방에는 2층의 다락을 두었고, 밖에서 보이는 바라지창이 정겹다. 그리고 마당

춰 수키와로 둥글게 만들어 놓은 세 개

구석 부엌 앞에 우물을 두어 여성들이 편리하도록 동선을 구성해 놓았다. 안채

의 구멍이다. 이 구멍의 용도는 안에서

뒤쪽에도 쪽마루를 달았는데 측면의 툇마루와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사랑채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

또한 전면과 측면 툇마루가 꺾이는 부분에 바람벽을 만들어 문을 달았는

도록 한 것이다.

데 측면에서 보면 바람벽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공간의 벽체처럼 보이게 해 칸

그래서 안에서 보면 구멍이 셋이지

수를 셀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반 칸을 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하인이

만 밖에서 보면 구멍이 여섯이다. 즉 안

기거하던 건물과 마주한 꺾인 부분을 작은 담장으로 막았는데, 재주 좋은 사람

에서 하나의 구멍을 통해 이쪽 저쪽을

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다. 아래에는 막돌과 흙을 쌓고, 위에

살필 수 있도록 두 개의 구멍을 내어 놓

암키와를 일자로, 또 그 위로는 톱니처럼 서로 반대로 쌓아 문양을 만들었다.

았다. 그래서 안에서는 셋이지만 밖에

그리고 일정 부분 황토 사이에 일렬로 기와를 놓아 노老 화백이 그린 정겨운 비

서 보면 여섯의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구상 그림을 보는 듯하다.

이것은 사랑채의 동정을 살펴 사랑채

측면에서 보면 그 앞으로 별도의 넓은 마당이 있는데 여름이면 그늘을 늘

에 찾아온 손님의 수에 따라 접대할 음

어뜨리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기와지붕과 함께 멋스

식 양을 맞추기 위함이다. 안주인이나

러움을 더한다. 그런데 송소고택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안

부엌일을 보는 아녀자가 일일이 사랑

채 측면에 있다. 이 마당은 큰 사랑채 측면과 연결되어 담장을 둘러 경계하고

채에 가서 손님의 수를 센다는 것은 있

있다. 안채에서 큰 사랑채의 동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는데 특이한

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안채 툇마루
일부러 연출한 것도 아닌데 이처럼 정겹다. 붉은 고추
가 태양빛에 익어가고, 감 껍질은 달달하게 말라간다.
이것은 먹을거리가 없던 옛날 아이들에게 참 좋은 간식
거리였다. 툇마루 구석에 놓인 머리통보다 큰 늙은 호
박이 붉은 감과 바구니와 어울려 정겹기 그지없다.

부엌 측면에 툇간을 달아 넓게 공간을 확장했는데 뒤란의 장독대와 측면
✽
송소고택 작은 사랑방

마당의 방앗간은 가운데 부엌을 두고 인접해 있지만 바로 통하게 하지 않고 담

창호를 바른 문살이 은은하게 햇살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면 대문채와 작은 사랑마당이 정갈하다.
콩기름을 먹인 방바닥이 겨울철 따스한 온기로
사람의 마음까지 품는다. 정녕 고택이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듯하다.

으로 칸을 막아 각각 다른 문으로 돌아서 드나들도록 배치한 모습도 특별해 보
인다.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는 맛도 답사의 진정한 묘미가 아닐까?
안채의 지붕 합각에도 암키와로 무늬를 했는데 사랑채의 합각과 다른 모습
이다. 가운데 세로로 길게 구멍을 내어 놓았다. 아마도 건물 내부의 통풍과 건
조를 위한 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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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란 양반 주택에서 주부의 생활 영역을 부르는 말이다. 이는 주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의미와 내부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주부는 집안의

다. 열린 문 안으로 별채의 일부가 보이는데 높은 기단 위에 ‘ㄱ’자형 누마루를
갖춘 참 아름다운 건물이다.

안주인으로서 주거의 중심이며,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격리·보호되어

대문채 가운데 평대문 위에 홍살을 달아 멋을 냈으며, 양 옆으로 창고를 갖

야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안채는 여러 겹의 중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을

춘 3칸 규모의 측간을 덧달았다. 대문을 들어서면 아담한 안마당이 나오고, 날

만큼 은밀하게 은폐되어 있고, 영역의 배치가 폐쇄적인 모습을 갖는 것도 이

개를 활짝 펼친 누마루가 경쾌하다. 다만 정면 마루 아래 함실아궁이를 놓았는

때문이다. 주부와 며느리, 아이들의 침실만이 아니라 가사 생활에 필요한 부

데 검게 그을린 벽이 함께 들어와 다소 거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

엌, 창고 등을 포함하는 것도 안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는 흔적이 시각적 아름다움을 잊기에 충분하다.

이곳 송소고택의 안채도 이 모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안채의 마당을 중

별채는 막돌 허튼층쌓기로 정면에 3단의 계단을 놓았다. 반면 초석은 사다

심으로 안채와 좌우 창고, 사랑채 문간 등 모두를 수용하고 있으며, 각 모서리

리꼴 방형으로 잘 다듬어 놓았고, 그 위로 튼실한 사각의 기둥을 올렸다. 팔작

마다 안채 밖으로 통하는 4개의 출입구가 나 있어 안주인의 역할에 충실히 배

지붕 홑처마 민도리집이다. 대청을 중심으로 양 옆에 방을 두었는데 1칸의 대

려한 모습이다.

청은 앞뒤로 길게 연결되었고 방 안에 감실龕室 이 있어 그 용도가 분명해 보

★

툇마루에는 집안의 내력을 충실히 보여주는 떡살과 과일들이 짚바구니에

인다.

담겨 햇살을 받으며 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돌면 낮은 굴뚝에서 연기가

이곳 송소고택에는 사당이 없다. 반가에서는 사랑채와 함께 사당이 가장

모락모락 오른다. 햇살 받은 담장에는 시래기가 엮여 바람을 맞으며 익어가고

중요한 요소였다. 집을 지을 때 먼저 사당의 위치를 잡아 가장 위쪽, 그리고 정

그 앞으로 농기구가 놓여 있어 한적함

침의 왼쪽(대개 북동쪽), 즉 위계가 높은 장소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을 더하고 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정기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개념이었다. 송소
고택은 종가가 아니라 단지 심처대의 직계손이라 사당이 없다 해도 이해가 되
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당이 없는 대신 별묘를 만들어 신주와 위패를 모셨다.

별채(별묘)
고택의 오른쪽에 위치한 별채는 별

만석군 심부자댁이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실용을 앞세운 계획에 각각의 건

도의 공간을 구획하여 배치하였다. 그

물이 어울리고, 마당의 규모와 방앗간을 비롯한 작업공간과 창고 등의 공간이

래선지 한적하고 고즈넉하기 이를 데

풍성하다. 집을 이루는 다양한 건물의 구성, 치밀하게 계산된 여러 채들 간의

없다. 큰 사랑마당을 두르고 있는 담장
에 난 작은 쪽문을 통하면 별채의 앞마
당이 있고 그 뒤로 높은 대문채가 보인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
함실아궁이
송소고택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옛날 양반가에
서 도시 사람들에게 주는 정성이자 고운 마음 한자락이
다.

위계, 그리고 영역을 한정하고 나누는 담장의 막힘과 트임이 집안 곳곳에 잘

★

감실_신위神位나 작은 불상·초상, 또는 성체 등을 모셔둔 별도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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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다.
집이란 자연환경을 수용하는 사람의 합의가 재료와 집안의 형태를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로써 집이라는 공간 구성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사회

한 다도 행사도 열린다. 또한 앞에 흐르는 개천에서는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심재오 선생이 풀어놓은 다슬기를 잡기도 하고, 넓은 마당에서 굴렁쇠를 굴리
며 노는 등 우리의 놀이문화를 전파하기도 한다.

질서, 그리고 집 주인의 철학에 맞게 장인의 기술력이 어우러져 완성되는 집합

송소고택은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되어 지금까지 내려왔다. 한적하고 깨끗

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집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아름다움과 실용의

한 마당과 가지런한 방문, 활짝 펼친 지붕과 구석구석 조화로운 소품들, 그리

결과물이다.

고 자연스레 이끌리는 유려한 동선이 이곳을 처음 찾은 길손에게도 편안함을

여름철 넓은 대청이 주는 시원한 바람과 겨울철 장작을 지피는 뜨끈한 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용도에 잘 맞아 떨어지는 건물과 부속채들이 조화

랫목,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청량한 공기, 철따라 노래하는 풀벌레 소리, 먼

를 더하고, 반질반질 윤기나는 기둥과 대청마루가 정갈하기 이를 데 없다. 정

산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노랫소리와 새벽의 맑고 깨끗한 느낌은 고택 체험을

을 주고 사랑으로 쓰다듬으면 무던히 서 있는 집이라도 환하게 답을 한다. 130

즐기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멈추고, 시간을 거슬러 옛집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년 된 건물이 이토록 정갈하게 남아 있는 것은 주인장의 정성이 아니고서는 도

해 준다.

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자리해온 고택

특히 봄·가을에는 후원이나 집 앞 마당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외국인을 위

이 던지는 과거의 화두에서 우리는 한 자락 교훈을 배운다. 대청에 난 상처, 기
둥에 난 작은 흠자국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 고래등 같은 집에
서 지내는 하룻밤의 꿈은 진정 행복한 추억임이 분명하다.
이곳 청송심씨 본향本鄕 덕천마을에는 송소고택뿐 아니라 초전댁과 찰방공
종택, 송정고택, 창실고택, 세덕사 등에서도 하룻밤 묵을 수 있다. 인근에 벽절
정과 소류정, 학산정, 경의재, 요동재사 등의 정자와 재사가 있고, 마을 어귀에
500평 규모의 생태연못이 있어 산책하기에 참 좋다.
송소고택 고택체험 안내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
■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 이곳에서는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 054) 874-6556

✽
별채(별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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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을 가하는 동지들의 얼굴은 분노

송정고택

로 가득 차 있었다.

철기 이범석 장군의
민족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고택

에서 지휘하던 철기 이범석 장군의 눈

이때였다. 청산리 전투를 최전방

에 일본군 몇이 뒤를 돌아 아군 후방으
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급하게 몸
을 돌려 가장 앞선 놈을 향해 육혈포 방
아쇠를 당겼다. 총구를 떠난 총알은 정
✽
철기 이범석

철기鐵驥 이범석李範奭 장군

독립운동가. 군인. 정치가. 1919년 신흥무관학교 교관,
북로 군정서 교관, 1920년 사관양성소 교수부장을 지냈
으며 그해 10월에는 청산리전투에서 김좌진을 도와 승
리를 거두었다. 1923년 고려 혁명군 기병대장, 1934년
낙양군관학교 한적군관대장 그리고 1940년에 광복군
제2지대장, 1945년에는 참모장을 역임하였다. 광복 이
후에는 초대 국무총리, 국방장관, 내무장관을 지냈다.
<사진 : 용산 전쟁기념관>

확하게 가슴에 적중했다. 그리고 뒤이
어 따르는 놈들 차례차례 고목 쓰러지
듯 죽어갔다. 적을 향해 정신없이 총을
쏘아대던 북로군정서군 심대휘 대원이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대신했다. 자신
의 등 뒤를 지켜주었다는 감사의 표시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었다. 10월의 햇살은 적탄에 맞아 흘린 동지들의

였다. 뒤이어 첨병 다섯을 별도로 뽑아

피처럼 붉게 물든 나뭇잎 사이로 얼굴을 비쳤다. 귓전으로 바람을 가르며 총알

서 뒤편 가파른 바위를 타고 기어 오를 수 있는 적을 섬멸하라 명령했다. 그의

이 스치는 소리가 쉼 없이 들렸고, 독립군과 일본군이 마주 쏘아대는 총소리가

생각은 적중했다. 등에 장총을 걸친 이십여 명의 일본군이 안간힘을 다해 바위

계곡을 가득 메웠다. 총을 맞고 쓰러지는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러

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총소리에 놀라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힘

나 사상자는 대부분 일본군에서 나왔다. 길에다 식은 말똥을 깔아놓고 이곳으

겹게 버티던 몇 명도 독립군의 총알받이가 되었다.

로 독립군이 지나간 것처럼 위장한 후 계곡에 매복하며 일본군이 지나가기를

이제 일본군은 몇 남지 않았다. 전의를 잃고 몸을 피해 허둥지둥 도망치는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공격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했다. 독립군의 계략에 말려

일본군이 속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들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았다. 이범석

든 일본군의 비명이 하늘을 울렸다. 독 안에 든 쥐를 사냥하듯 일본군을 향해

이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길목에 별도의 부대원들을 매복해 도망치는 일본
군을 모두 사살했다.

✽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일부 각색 하거나 심대휘 같은 가공 인물을 등장시켜 재미와 이해를 도왔다는 것을 밝힌다.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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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이범석은 적을 향해 총을 쏘는 등 이리저리 소리치며 독립군 연합부대
동지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이때 이범석 십여 미터 전방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
하게 숲이 약간씩 흔들렸다. 총소리와 아비규환의 비명이 뒤섞인 틈을 타 진작
부터 한 일본군 병사가 이범석이 지휘하는 곳으로 살금살금 기어오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적장을 사살해 전의를 잃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움직임
이 워낙 적어 이범석도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가까이 기어온 일본군
은 바위에서 몸을 솟구쳐 이범석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
다. 하늘의 도움인가, 이범석 장군 옆에 있던 대원 하나가 이를 알아차렸다. 그
리고 그 대원은 망설임 없이 일본군을 향해 비호처럼 달려들었다. 너무 가까
운 거리라 긴 총을 겨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일본군이 쏜 총
에 가슴을 맞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그냥 있지 않았다. 비록 총상을 입었지만
날렵한 동작으로 총을 들어 일본군 머리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단발마의 비
명과 함께 쓰러진 일본군은 데굴데굴 20미터를 굴러 쓰러진 나무 둥치에 걸렸
다. 그리고는 함께 쓰러진 고목인 양 움직임이 없었다. 그 모습을 끝까지 확인
한 대원은 천천히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이를 본 이범석은 소리치며 달려
갔다. 그는 다름 아닌 방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표시를 했던 심대휘 대원이
었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자신이 훈련시키며 독려했던 북로군정서군 소속이
었다.
실눈을 뜨고 그를 올려다보는 심대휘 대원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이범
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호랑이가 포효하듯 그가 지르는 소리가 계곡에 메
아리쳤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일본 군인들을 향해 정신없이 총을 쏘아댔다.
얼마가 지났을까. 전투가 끝나가고 있었다. 간혹 들리는 단발의 총소리 뒤에
비명이 들렸다. 잔존 일본군을 사살하는 소리였다.
결국 김좌진 장군과 자신이 이끄는 부대가 승리를 거두었다. 북로군정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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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며 처음으로 맛본 대승이었다. 일본군을 전멸시킨 대원들은 승리에 환
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이범석은 좋아할 수 없었다. 자신을 대신해 총탄에 맞
은 동지를 급하게 찾았다. 심 대원은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죽은 듯 누워 있었
다. 이범석은 무릎을 굽혀 쓰러진 심 대원을 가슴으로 안았다. 그는 실낱 같은
숨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피를 흘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금방
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했다. 그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듯 떨리는 손을 들어
입을 열었다.
“장군,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군사들을 지휘하십시오. 부디 단 한 놈
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어서…….”
이 말을 들은 이범석은 또다시 울부짖으며 말을 이었다.
“동지!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일본군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을 시켰
다오. 어서 일어나 조국 광복의 꿈을 함께 이룹시다.”
그러나 심 대원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심대휘 대원은 이범석이 한
말을 미처 다 듣지 못한 채 이범석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범석
은 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걱정은 말고 너는 당장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단원의 일원이 되어 아름다운 금
수강산이 유린당하고 있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에 감화를 받은 대휘는 형님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북로군정서군에 몸을 담아온 청년이었다. 스무 살을 갓 넘은
범석 자신보다 다섯 살이나 많았지만 평소에도 자신을 따르며 어떤 악조건의

심대휘의 고향 청송은 전국에서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었다. 구
한말 병신년丙申年(1896) 청송에서 항일 의병이 불같이 일어나자 대휘의 아버

훈련에서도 솔선수범하던 터라 무척 아끼던 대원이었다. 그리고 둘만이 있을
때는 이범석 자신이 대휘를 형님이라 부르곤 했다.

지는 소류 심성지가 이끄는 의병진에 참여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다 목숨
을 잃었다. 홀어머니 장씨는 모진 고생 끝에 남은 두 형제를 훌륭하게 키워냈

허공에 팔을 휘두르던 이범석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몸과 얼굴에 땀이 흥

다.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대휘가 장성하자 어머니께서는 대휘를 앉혀

건했다. 또 꿈이었다. 해방을 맞이한 지 십 년이 넘었지만 늘 꾸는 꿈이다. 손

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바닥으로 땀을 훔친 그는 이제 더는 잠을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

“나라 잃고, 너희 아버지마저 잃은 마당에 내가 어찌 편히 살기를 구구히

다. 손을 더듬어 둥근 안경을 찾아 걸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긴 얼굴이 유난

바라겠느냐. 이제 너도 장성했으니 나라 잃은 서러움을 잘 알 것이 아니냐. 내

히 빛이 났다. 아자亞字방문살에 해가 떠오르기 전 햇귀의 여명이 비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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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참 동안 가부좌를 한 채 명상에 잠겼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
으면 아비규환의 영상이 눈앞에 아롱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각뿐이었
다. 눈을 감지 않아도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백야 김좌진
장군과 함께했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1,200여 명의 전사자와 2,100여 명
의 부상자를 내는 전과를 올렸지만, 우리 독립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었다. 그는 늘 지난날 청산리전투에서 있었던 130여 명의 전사자의 죽
음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상자가 220여 명이나 생겼던 것도 그
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아픔이었다.
그러기를 일각(약 15분)이 조금 지났다. 생각을 떨쳐내듯 훌쩍 일어나 방문
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새벽빛을 빌려 웃을 찾아 입었다. 늘 그래 왔듯 뒷산에
오를 생각이었다.
건넌방에서 새벽잠을 밀어내고 있던 심명섭은 이범석 장군이 소리치는 것
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곳을 내려온 후 아침마다 매번 들
려오는 소리였다. 그리고 뒷산도 함께 오르지 않았다. 장군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상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철기 이범석은 1959년 정월 설날이 막 지나서 이곳 청송군 파천면 덕천마
을 송정고택을 찾아왔다. 이범석은 한 번씩 머리가 복잡할 때나 국정이 어지러
워 뜻이 어긋나게 되면 심명섭이 사는 이곳에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심
신을 단련시켰던 것이다.
심명섭은 경기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입교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석학이었다. 그런 까닭에 자신과 이념과 뜻을 같
이하고, 해방 후에 자신이 조직한 ‘대한민족청년단’ 총본부 감찰부장과 교도국
장의 직책을 맡아 책임을 다했었다. 이범석은 심명섭을 항상 가까이 두고 싶어
했다. 더욱이 지난날 청산리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심대휘와는 고향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056

/

057

청송심씨 본향 덕천 충효마을_송정고택

도 본향도 같은 터라 애정이 더했다. 심명섭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심대휘를 떠

립이 이루어지자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국군 창설의 기틀을

올리며 조국 독립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명령에 따라 죽어간 영혼들을

마련했던 그였다. 그러나 1953년 자유당 정권에서 이승만의 족청계 숙청이 단

가슴에 묻었다.

행되자 자유당에서 제명되고 1956년 무소속으로 부통령에 입후보했으나 낙

이범석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부지런한 누군가가 깨끗하게

선한 뒤여서 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마음을 비우자는 생각으로

빗질을 해 놓았다. 큰 숨을 몰아쉰 그는 버릇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심명섭 동지가 있는 이곳을 찾아왔지만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이 가슴을 억누르

에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아쉬워하듯 둥근 달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범석

고 있었다.

은 마치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 주위로는 희미한 별들이

새벽에 걷는 산길은 맑은 공기로 인해 마음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이범

태양 빛에 잠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고 그것을

석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하고 또 했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잘살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을 조금씩 인정했다. 마음을 비우자 머리가 맑아지는 느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찌 되어도 좋았다.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나라만

낌이었다.

을 생각하자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권력의 단맛에 물

문득 불어오는 정월의 칼바람은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워낙 건강

들었던 자신을 책망했다.

한 체질이라 예순이 가까운 나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추위와 더위, 맹수

문득 노송이 길을 가로막았다. 비록 어설프게 뒤틀린 노송이었지만 당당하

와 눈비로부터 자신은 물론 전 대원을 지켜야 했으며, 일본군의 감시망으로부

기 그지없었다. 이범석의 머리에 한 줄기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추사 김정희

터 몸을 숨겨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20대에 조국 광복을 위해 만주 벌판을

가 그린 ‘세한도歲寒圖’가 생각났다. 그것은 외로운 귀양지에서 조선의 걸작을

치달았던 그였다. 버릇처럼 장갑을 낀 손에 채찍을 찾아들고 송정고택을 감싸

완성한 추사, 모든 사연과 이별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비련 하게도 인생을 구걸

고 있는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전에 내린 잔설이 드문드문 쌓여 있
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범석은 천천히 걸으며 해방 후에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
했다. 해방 후 좌·우의 극한 대립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1946년 10월 ‘민
족지상 국가지상’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대한민족청년단’을 결성했었다. 이
때 이곳 송정고택의 심명섭 동지를 만나 뜻을 함께하게 된 것이다. 비록 주위
로부터 국수주위적 극우단체라는 오명을 받아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지
만, 그의 이념적 목표는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해방 공간에서 민족 국가건설

✽
세한도歲寒圖

에 온 힘을 쏟던 중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리고 남한 단독으로 대한민국 정부수

조선후기의 학자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그린 그림이다. 전문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선비가 그린 문인화
의 대표작으로 인정 받아 대한민국 국보 180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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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처지였던 그에게 의를 저버리지 않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 귀양지 제주도

있는 마을의 기와지붕, 집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들

까지 찾아오곤 했던 역관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이었다. 이상적은 중국에서

이 마치 평화는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랬다. 이것이 진정한 평

구해온 책이며 물품들을 자신의 스승에게 전해주는 정성을 보였다. 추사는 <

화였다. 고통도 쾌락도 아닌 한가로움 가운데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는 ‘중용中

논어>의 ‘자한’편에 나오는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也, 즉

庸’을

‘날이 차가워진 후에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공

을 받았던 터라 가능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을의 작은 골

자의 글을 발문에 인용하여 세한도를 완성했다. 진정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목길을 내려다보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연도 시간의 저편으로 흘러버리리라

야 진정한 벗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이상적의 의리에 화답했다.

생각했다. 다만 이곳 청송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 이토록 자신과의 깊은 인연이

올해의 화두로 삼으리라는 생각을 굳혔다. 이범석이 유학자 부모의 영향

돌이켜 보면 이범석 자신이 지금 그런 처지였다. 부통령에 입후보해 낙선

맺게 되었던가가 궁금해졌다. ‘기氣의 취산聚散’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떤 에

하자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등을 돌리거나 권력을 따라 마음을 바꾸는 인물이

너지가 있어 보이지 않은 인연으로 모였지만 언젠가는 흩어지리라는 사실을

허다한데 심명섭 동지는 옛정을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니 그것

잘 알고 있었다. 그러자 새로운 미련이 남기 시작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지

이 무척 고마웠다. 벗이란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는 사람을 뜻한다. 비록

만 빠른 걸음으로 산에서 내려왔다.

나이는 열여섯이 적었지만 심명섭이야말로 진정한 벗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

심명섭 동지가 마중을 나왔다. 작은 체구지만 늘 당당하게 편 어깨는 마음

자 심명섭과 심대휘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이곳 청송서 자신과 인연을 맺은 이

에 품은 기상을 보는 듯했고, 투명한 안경 너머 영롱하게 빛나는 눈동자는 그

들이 떠올랐다. 이범석은 노송에 등을 기댔다. 등이 따스해지는 착각이 일어

의 예지를 짐작케 했다. 그리고 잔잔히 머무는 입가의 미소는 그가 인정에 잘

났다. 그렇게 한동안 덕천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잔설을 홑이불처럼 덮고

끌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었다. 감투에 욕심이 없었던 그였지
만 나라의 부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청방 제12사단장과 제주도에 있는 육

✽
이범석은 한 번씩 머리가 복잡할 때나 국정이 어지러워 뜻
이 어긋나게 되면 심명섭이 사는 이곳에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심신을 단련시켰다.
심명섭은 경기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입교대학 경
제학부를 졸업한 석학이었다. 그런 까닭에 자신과 이념과
뜻을 같이하고, 해방 후에 자신이 조직한 ‘대한민족청년단’
총본부 감찰부장과 교도국장의 직책을 맡아 책임을 다했
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심명섭, 세 번째가 철기 장군이다.

군 제1 장정 대기소장을 지냈으며, 늘 활달한 성격으로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
아 재건 국민운동 경상북도 청송군 지부장과 대한 권투연맹 이사장을 지냈다.
로마올림픽 한국권투대표 선수단 감독을 끝으로 지금은 민주당 중앙위원이자
민주당 청송군 당부 감찰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조금은 한가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그림자만 보아도 반가운 사람이 있다. 바로 심명섭 동지가 그랬다. 아침 인
사를 반갑게 나누고 둘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선 이범석은 지필묵을 꺼
내 먹을 갈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심명섭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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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토록 기리기 위한 것이니 내 마음을 받아 주시게.”
심명섭은 장군의 심중을 이미 훤하게 뚫고 있었다. 심명섭이 말을 받았다.
“참 귀한 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의 보물로 여기며 간직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두 사람은 함께 바라보며 호탕한 웃음으로 껄껄 웃었다. 그
리고 손을 맞잡고 영원한 우정을 다짐했다.
✽
철기 이범석이 심명섭에게 써준 글이다.
가로로 ‘청송’이라고 두 글자를 쓰고 ‘송’자 아래에 ‘수경상
상雖經霜常’을 쓰고 이어서 ‘청’자 아래에 영원히 변치 않
는다는 ‘불변不變’을 썼다. 해석을 하면 ‘송수경상松雖經霜
상청불변常靑不變’, ‘즉 소나무는 비록 서리가 내려도 항상
푸름이 변치 않는다’는 뜻이다.

단출하게 아침상을 물린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먼저 심명섭이
제안을 했다.
“장군님, 마침 눈도 다 녹지 않았으니 가까운 산으로 사냥을 가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요즘 꿩이 한창인데 혹, 멧돼지라도 한 마리 사냥하게 된다면 마
을 사람들에게 귀한 고기 맛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 산에서 내려오면 이범석은 그날의 느낌을 이렇게 글로 써서 표현하곤

이범석은 심명섭 동지의 제안에 무릎을 쳤다. 흔쾌히 수락하고 청송에 사
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통을 넣었다.

했다.
이범석이 붓을 들어 백설 같은 흰 한지 위에 가로로 ‘청송靑松’이라고 두 글

오전 10시쯤에야 연락을 받은 사람들 대여섯이 모여들었다. 반갑게 인사

자를 썼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마음을

를 나눌 새도 없이 모두 엽총을 챙겨 들고 각자의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마

굳힌 듯 고개를 숙였다. 이곳 청송과의 인연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심명섭

치 전장으로 출병하는 것처럼 힘차게 말을 몰았다. 왁자지껄하던 송정고택은

동지의 정리情理를,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잃은 심대휘를 떠올렸다. 이

이들이 떠나자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안주인과 어린 딸아이만이 대청에 걸터

어서 신이 들린 듯 붓이 한지 위에서 춤을 추었다. ‘송’자 아래에 ‘수경상상雖經

앉아 모처럼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쓰고 이어서 ‘청’자 아래에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불변不變’을 썼다. 해

오후가 되면 이범석 장군을 비롯해 심명섭 등 함께 간 사람들이 사냥했던

석을 하면 ‘송수경상松雖經霜 상청불변常靑不變’, ‘즉 소나무는 비록 서리가 내려

꿩을 전리품인 양 허리에 찬 채 호기롭게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다. 이어서 송

도 항상 푸름이 변치 않는다’는 뜻이다. 이범석은 절묘하게 청송이라는 두 글

정고택뿐 아니라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더불어 이웃에 사는 사람들까지 잔

자를 엮어 추사 김정희와 제자 이상적의 관계를 떠올려 자신과 심명섭 동지를

치를 함께하며 즐겁게 보낼 것이다.

霜常’을

함께 묶었던 것이다. 이 글귀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심명섭의 입가에는 빙
그레 미소가 지어졌다.
“자, 이 글이 내가 동지에게 주는 글일세. 자네와 나의 변치 않은 우정을 영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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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진오와 함께 4자 회담을 성사시키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 회담에서 그

‘청산리 전투’ 철기鐵驥 이범석李範奭 활약상

는 통합야당인 ‘신민당’의 출범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1972년 심근경색
이 찾아와 7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

일제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독립군 부대의 빈번한 국내 진공 작전으로 큰

져 갔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정국 구상을 할 때면 이곳으로 내려와 한

피해를 당하게 되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독립군을 토벌하지 않고서는 한국

달간 머물곤 했었다. 지금 이 집에 사는 주인 말을 빌리자면 어린 시절 말을 타

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20년 8월 소위 ‘간도지방불령선

고 꿩 사냥에서 돌아오던 이범석 장군이 똑똑하게 기억난다고 한다. 그러면 온

인초토계획’을 수립하고 첫 단계로 모종의 ‘훈춘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곤 했단다.

리고 그 빌미로 일본군은 조선군 제19사단을 주력부대로 블라디보스토크 파
견군, 북만주 파견군, 관동군 등이 합세하자 일본군은 대략 2만 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북간도를 목표로 남쪽에서는 조선 파견군, 서쪽에서는 관동군, 북쪽
에서는 북만주 파견군, 그리고 동쪽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이 먹이를
찾아 모여드는 승냥이처럼 포위해 들어왔다. 청산리대첩은 이 같은 일본군의
간도 침입에 따라 겨룬 피할 수 없는 일전이었다.
이에 맞서기 위해 1920년 10월 20일 북로군정서를 비롯한 대한독립군, 대
한신민단, 국민회군 등의 독립군단은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범석 장군
아래 힘을 모았다. 그리고 백두산록으로 향하는 길목인 화룡현 2도구와 3도구
에 집결했는데 그 중심지는 한인 마을이 있던 청산리 일대였다.
첫 전투는 3도구 방면에서 포진하고 있던 김좌진과 이범석 장군이 지휘하
는 북로군정서군과 일본군 동지대 소속의 야마다 토벌대 사이에 10월 21일 전
개된 백운평 전투였다. 이범석 장군에게 훈련을 받은 북로군정서군, 약 1,500
여 명 중 사관연성소 졸업생을 주축으로 하는 전투 요원들 600여 명은 이범석
장군이 지휘하에 계곡 좌우에 위장을 철저히 하고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표범
처럼 매복하고 있었다. 일본군 추격대가 계곡 안으로 진입하자 장군의 명령을
시작으로 일제히 사격이 가해졌다. 10여 차례 교전을 벌였던 청산리전투의 서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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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전투에서 일본군 야스가와 추격대를 섬멸했으며, 22일 새벽 봉밀구

승리의 순간을 만끽할 여유가 없었다. 일본군 본대가 천수평으로 이동할

계곡에 있는 갑산촌으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는 갑산촌 북쪽 천수평에 일본군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또 한 번의 전투를 준비했다. 모두 며칠 동안 제대로 잠

이 머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한 계획을 짰다. 성공을 위

도 자지 못했지만, 김좌진 장군과 이범석 장군의 독려 하에 똘똘 뭉쳤다. 그리

해서는 선제공격이 최선이었다. 즉 기습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심을 굳힌 이범

고 맛본 승리감에 자신이 붙었으며, 이들의 지도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석 장군은 2개 중대를 이끌고 선봉에 섰다. 이미 2개 중대는 일본군이 도망치

이었다. 고지를 선점한 부대는 일본군과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이곳에서 고전

는 길목인 천수평 동구밖에 매복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기습만 성공한다면 또

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고지를 선점했던 까닭에 어렵게 일본군을 물리

한 번 적들을 섬멸할 수 있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졸지에 기습을 당한 일본

칠 수 있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이 만리동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여 일본군

군은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빴다. 제대로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이범석 장군이

주력부대가 분산된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끄는 기습부대에 의해 괴멸되고 말았다. 그중 달아난 일본군 역시 미리 매복
해 있던 부대에 모두 섬멸되었다.

이처럼 북로군정서군은 이범석 장군과 김좌진의 지휘 아래 청산리 부근의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고동하곡, 천보산 등지에서 일본군과 10여 차례 격전
을 치르며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세우던 도중
일제의 항복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북로 군정서군의 청산리 전투 승리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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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고택 답사
송소고택 대문채를 마주하고 왼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면 단아한 고택 한
채가 눈에 띈다. 이곳이 바로 ‘송정고택’이다. 송정고택 앞의 넓은 터는 송소고
택과 함께 쓰고 있다. 시선에서 살짝 틀어 앉아 있어 궁금증과 함께 밖의 솟을
대문이 문득 정겹게 느껴진다.
송정고택은 학문과 재력을 겸비했던 송정松庭 심상광沈相光의 저택이다. 조
선 시대 영조 때 만석의 부를 누린 심처대의 7대손 송소 심호택이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송소고택을 짓고 아버지 심의선과 둘째 아들 심상광의 살림집으로
지어준 집으로 100여년이 지났으며 심상광의 호 송정松庭을 따서 송정고택이
라 부른다.
심상광의 자는 순화純華이고, 참봉어른이라고 불렸다. 종사랑 참봉, 정릉
참봉, 영휘원유릉 감조관을 지냈다. 그래서 송정고택을 참봉댁이라고도 하였
다. 심상광은 학문이 뛰어나 안동 병산서원 원장, 도산서원 원장을 지냈으며,
청송향교 전교(2회)를 역임했다. 송정 선생의 학문을 연구하는 송정학회가 결
성되어 매년 학회가 열리고 있다. 이것은 송정 선생의 깊이 있는 학문을 단편
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위의 이범석 이야기에 나오는 심명섭은 송정 선생의
자제이다. 앞선 글에서 밝혔듯 심명섭은 현재 경기고등학교 전신인 경성 제일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입교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철기 이범석
과 함께 ‘대한민족청년단’을 발족해 총본부 감찰국장과 교도국장을 지냈다.
이제 송정고택의 구조를 알아보자. 이 고택도 추위나 맹수로부터 보호할

✽
송정고택 옆마당
이 집 삽살개가 한가롭게 앉아 있다.

수 있도록 집안에 모든 것을 끌어들여 놓은 ‘口’자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주로
산간 지방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다. 자연스럽게 네모난 안마당이 형성되고,
사각의 처마가 하늘을 액자처럼 보여준다. 이곳 청송지방 양반가에서 흔히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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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옥구조로서 대지면적 1,500여 평의 터에 ‘口’자 형 뜰집이며, 사랑채
가 옆으로 더 넓어 날개집 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옛날 남자 하인들이 기거하던 방과 고방이 달린 대문채는 정면 네 칸, 측면
한 칸, 맞배지붕에 솟을대문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대문
에서 사랑채까지 두 줄의 맷돌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깔아 발길을 안대문으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깔끔하게 빗질한 마당 끝에는 작은 텃밭과 함께 화단을 조
성해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장독대가 빛을 받아 한가롭다. 옆으로는 예전부
터 쓰던 우물이 어우러져 정겨움을 더한다. 마치 우물을 지키고 있듯 100년이
넘은 용트림하는 향나무와 옻나무가 이 집의 내력을 말해주고 있다.
바깥 대문에서 비스듬히 보이는 팔작지붕의 사랑채는 3칸인데 옆으로 안
대문을 놓았으며, 안채와 연결되는 2칸 안대문채가 있다. 3단 기단 위에 양팔
을 활짝 펼친 듯 팔작지붕의 사랑채가 경쾌하다. 3칸 연결된 툇마루 뒤로 안
채와 연결된 오른쪽 작은 사랑방을 세로로
길게 만들었으며, 2칸 큰 사랑방과 우물마

✽
송정고택 안채와 안마당

루로 서로 연결해 놓았다. 이 사이에 사분
합문을 달았으며, 우물마루와 사랑채 마루

✽
송정고택 바깥마당과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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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세살 사분합문을 개방형으로 사

였다. 대청과 기단 사이에 각주를 받쳐 양쪽 방 앞으로 쪽마루가 자연스레 놓

용하고 있다. 특히 작은 사랑방 안에 제례

이게 했으며, 가운데 2칸의 대청에 우물마루를 놓아 뒤의 벽에 난 문과 훤하게

를 지내기 위한 별도의 감실을 만들어 놓

바람을 들여놓았다. 대청 왼쪽 2칸의 안방은 끝에 달린 부엌과 연결했으며, 안

았다.

방 벽장과 부엌 위에 다락을 두어 수납공간을 만들었다.

사랑채 가운데 난 안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건넌방은 2칸으로 방 안에 다락을 만들어 수납공간을 두었으며, 건

가로로 긴 안마당이 있고, 돌을 툭툭 다듬

넌방 부엌 위로 다락을 달아냈다. 이 방 측면으로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해 놓

어 쌓은 4단의 기단 위에 단정한 맞배지붕

았는데 연결 부위에 작은 쪽문을 달아 옛날 여인네들이 사랑채 사이에 놓인 안

을 한 정면 7칸 측면 2칸의 안채가 길게 놓

대문으로 출입하는 불편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조선 시대 남존여비 성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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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잘 보여주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

이다. 해서와 행서에 능통했으며, 난蘭과 대나무를 즐겨 그렸다. 어떤 사연으

다.

로 이곳을 찾은 것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송정松庭’, ‘도요덕굉’ 등이 있
옛날 방앗간 터에는 화장실을 만들어

으며, 조선 시대 남인의 영수 미수眉叟 허목許穆(1595~1682)의 전서체 ‘한중일

사용하고 있으며, 옛 방앗간 터와 대문채

월閑中日月’도 남아 있다. 또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의 글씨와 운석雲石 장면張勉

사이에 있었던 행랑채와 창고는 없어졌다.

★★

그리고 이 고택 후원에는 작은 연못을 만

이 심명섭 선생에게 보낸 그림엽서(파리)도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

★
과 심명섭 선생이 주고받은 서신이 보관되어 있으며, 민관식閔寬植★★
의원

들어 작은 부분에도 아기자기한 멋을 부렸
다.

이곳 송정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지난날 철기 이범석 장군이 머무르
며 풍운의 꿈을 품었듯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살아날지도 모른다.

이곳 송정고택에는 지난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하나씩
✽
의친왕 이강

살펴보자. 의친왕(이강)이 중국으로 망명

송정고택 고택체험 안내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송소고택길 15-1 (172-1)

하다 일경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 청송군 향토 문화유산(유형유산) 제18호

후에 일본의 감시가 더욱 삼엄해지자 기방

■ 이곳에서는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출입과 투전판에 기웃거리는 등 일본의 눈을 속여 가며 독립군자금 모집에 노

■ 010-3891-2622 / 010-8746-6690

력을 다했다. 그 당시 이곳에 두 차례에 걸쳐 다녀가면서 그 증표로 써준 편액
‘무량수각無量壽閣’ 과 ‘오우당五友堂’이 있다. 의친왕이 송정고택을 둘러보고 영
원히 살집이라는 의미로 ‘무량수각’을 써 주었지만, 당시 나라를 빼앗긴 왕자의
심경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또한 철기鐵驥 이범석李範奭, 해공海公 신익희, 유석維石 조병옥, 위창葦滄 오
세창과도 친분이 두터워 이들이 자주 송소고택을 찾아와 함께 국가를 걱정하
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윤용구의 글씨도 보관되어 있는데 윤용구 선생은 고종 때 이조·예
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일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고 일본 정부에서 남작
을 수여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세월을 보낸 인물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

해공 신익희_독립 운동가였으며, 국회의장, 민주당대표 최고위원을 지냈다.

★★

운석 장면_제2공화국 국무총리, 부통령, 민주당대표 최고위원을 지냈다.

★
★★

민관식_국회의원, 대한체육회 회장을 지냈으며, 심명섭과는 경기제일고등보통학교 동기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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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댁
문살의 정겨움이
남다른 고택

✽
초전댁 문살
미닫이와 여닫이문의 2중 창호에 ‘아亞’자 살문과 방문 위 우물살문의 촘촘한 작은 바라지창

초전댁 답사

해 변화된 조선 후기 영남 지방의 전형적인 건물이다. 사랑채는 정면 6칸인데
팔작지붕의 큰 사랑채는 2칸이며, 안채로 통하는 안대문이 있고 옆으로 3칸의

파천면 ‘덕천마을’에는 송소고택을 위시하여 청송심씨 본향답게 여러 채의

작은 사랑채가 있다.

고택들이 있다. 99칸 송소고택에는 규모가 훨씬 못 미치지만 이 지역 고유의

큰 사랑채는 1칸씩 방으로 되어 있는데 두껍닫이를 설치한 미닫이와 여닫

양식을 한 ‘초전댁’은 아담한 고택의 멋을 보여준다. 송소고택 왼편 마을 깊숙

이문의 2중 창호에 ‘아亞’자 살문이 햇살을 받아 빛난다. 방문 위로 우물살문이

이 자리한 이 고택은 나지막한 산을 뒤로 하고 남쪽을 향해 앉았다. 조선 후기

촘촘한 작은 바라지창을 내어 다락방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방 앞으로 툇마루를

반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넓은 텃밭을 지나 작은 담장을 끼고 옆으로

두었는데 자연석의 덤벙주초 위에 둥글게 깎은 두리기둥이 굳건해 보이고, 그

돌아가면 누구나 반긴다는 듯 대문이 없이 왼편으로 담장이 열려 있다.

옆에 놓인 하얀 고무신이 정겹다.
★

툇마루 천장은 연등천장 의 모습을 하다가 가운데는 눈썹반자로 마무리를

넓은 마당 앞으로 초전댁 사랑채가 보이는데 고택의 안대문이 가운데 열
려 있고, 대문에서 왼쪽으로는 팔작지붕의 큰 사랑채가, 오른쪽으로는 맞배지
붕의 작은 사랑채가 놓여 있다. 이 건물 역시 ‘口’자 형이며, 사랑채가 안채보다
더 넓은 날개집이다. 이 구조는 성리학적 사회에서 남성의 권위를 높이기 위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

연등천장_귀틀집, 움집, 토담집 등에서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천장 형태로 삿갓천장이라고도 한다. 천장을 만들지
않고 서까래가 그냥 노출돼 보이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외에 평평하게 한 것은 평반자, 나무를 잘 다듬어 우물
‘정井’자 모양을 우물반자라고 하며, 천장을 마감하는 데 있어 천장을 가로지르는 제일 위의 기둥 종도리를
기준으로 통나무와 흙을 교대로 줄지어 뉘어서 서까래를 걸쳐 놓는 것을 고미반자라고 한다. 또한 가운데
사각으로 별도의 천장을 달아 놓은 것을 눈썹반자, 혹은 눈썹재미천장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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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았다. 서까래 역시 굵은 목재를 사용했는데 이 집을 지을 당시 재력을 대
변하는 듯하다.
작은 사랑채 3칸 중 가운데 온돌방을 중심으로 하나는 고방이고, 하나는
대문간과 사이에 외양간이었는데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다. 온돌방은 쌍여닫
이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고방은 앞쪽으로 문을 내고 나머지는 판자로 막아 균
형이 잘 잡힌 모습이다. 또한 방과 고방 앞으로 기둥이 없는 2칸의 쪽마루를
두어 그곳에 걸터앉아 앞을 바라보면 넓은 밭과 안산案山이 가깝고, 시원한 눈
맛이 참 좋다. 또한 쪽마루 아래 난방을 위한 함실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뒤에는 안채로 드는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
초전댁 전경
나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넓은 들판을 앞에 두고 한적하게 서 있
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큰 사랑채의 팔작지붕이 금방이라도 날아
갈 듯 경쾌하고, 그 아래 단정한 문살이 시선을 잡아끈다. 영남 북
부지방의 전형적인 ‘口’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안채보다 앞
으로 더 넓게 건물을 달아내어 ‘날개집’ 모습을 취하고 있다. 청송
지방 고택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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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간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생

四月十五日’이라

음각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건물의 연대를 추측할 수 있다. 여

각하던 규모보다 협소한 느낌이 드는

러 번 보수를 하였기에 옛맛은 많이 반감되었지만 구석구석 지난 흔적들이 많

데 하늘을 단정하게 받아들이는 사각

이 남아 있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방 반가班家 평면 구성의 전통적인 요소를

의 처마가 있어 그리 답답하지는 않다.

갖추고 있어 청송 지역의 옛날 가옥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건물 앞 오른

높은 축대 위에 정면 2칸 모두에 통간

쪽에 오래된 우물이 남아 있고, 고택의 왼쪽에도 다소 넓은 마당이 있는데 장

대청을 시원하고 두었고, 두 개의 문이

독대가 담장 앞에 나란히 놓여 고택의 구성을 완성시켜 놓았다.

활짝 열려 바람이 시원하게 들락거린
다. 왼편에는 안방과 부엌이 있고, 오른

✽
큰 사랑채 툇마루 천장

편에는 건넌방과 다락방 그리고 창고

대들보 위에 서까래를 받치기 위한 부재를 ‘도리’라고
하며, 건물의 전면과 후면을 이어주는 부재를 ‘보’라고
하는데 도리와 보를 이어주는 결구의 보 받침 양식이
특이하다. 둥근 조각에 톱니모양의 홈을 두른 것도 그
렇지만 기하학 무늬를 입혀 놓은 것도 독특하다. 집을
지을 당시 아주 작은 부분에도 정성을 다한 모습에서
우리는 옛 사람들의 멋을 읽는다.

가 달려 우익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밀조밀한 구조가 정겹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초전댁 고택체험 안내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35-3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21호
■ 이곳에서는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 010-8689-0735

부엌 바닥이 마당과 비슷한 높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옛날 부의 척도였다. 건물의 정침을 높이면 부엌 바닥을 깊
게 할 이유가 없다. 아궁이와 고래를 바닥에서 곧바로 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의 일반 가정집은 부엌 바닥이 무척 낮게 되어 있다. 집을 높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부엌의 바닥을 깊게 파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네
어머니 무릎을 상하게 했던 원인이며, 비라도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면 부엌 바
닥에서 물을 퍼내야 하는 수고를 하게 했던 것이다.
이 집은 청송심씨 석촌공파 17세 손인 심덕활沈德活 공公이 요절한 아우 덕
종德宗의 양자로 입적한 친아들 헌문憲文의 네 번째 돌을 기념하여 순조6년
(1806)에 건축하였다고 전하며, 그의 후손인 의해宜海(청송심씨 석촌공파 21
세손)가 1900년에 보수한 뒤 살아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큰 사랑채 추녀 끝 망와望瓦에 ‘가경십일, 병인년 사월십오일嘉慶十一, 丙寅年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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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사상과 철학을 담아 건물의 성격을 무엇보다 잘 표현해 놓은 곳이
문살인 만큼 사연을 알고 보면 한없이 깊은 멋에 전율이 인다. 이제부터 문살
에 말을 걸어보자. 문살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건물의 용도에 맞게 문살의 모습이 결정된다
문이란 움직임 없이 고정된 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안
과 밖을 이어주는 소통의 연결 고리이자 너머의 공간을 구분 짓는 경계이기도
하다. 무표정하게 서 있는 건물 같지만, 문살의 모습으로 건물의 성격이 결정
된다. 건물의 모든 요소에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마지막으로 마치 화룡점정
畵龍點睛을 찍듯 문살로서 마무리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 선조는 문살을 만드는
✽
부안 내소사 문살

데 온 정성을 기울였다. 건물의 쓰임에 따라 문살도 달리 했다. 궁궐이나 사찰,
양반가의 고택에서 그 성격을 잘 구분하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의 문살은 물론
이요, 출가하지 않은 딸이 기거하던 별당의 문살에도 의미를 담았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곳 초전댁은 문살의 정겨움이 남다르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형미의 극치, 한국의 문살무늬에 대해서 알고 가자.

권위와 종묘사직을 위한 궁궐 문살

창窓이란, 통풍과 채광이 목적이다. 방과 방을 연결하는 호戶를 합쳐 ‘창호’

궁궐이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임금이 살던 곳이다. 웅장한 팔작지붕과 건

라고 한다. 문살이란 창호의 살 짜임새에 나타나는 장식 무늬를 말하는데 건물

물 규모에서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데 문살도 예외가 아니다. 나라의 안녕과

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문살은 예부터 실용과 미감에 따

종묘사직을 위한 의지를 문살에 표현해 놓았다. 경복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라 변화를 거듭하며,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아

물은 임금이 어전회의를 열던 근정전勤政殿

름다운 조형미를 보이는 한국 문살은 전통공예의 한 장르로 구분한다 해도 손

이다. 이곳의 문살에는 격자비꽃살문을 단

색이 없다. 문살에도 각각의 표정이 있고, 사연이 담겨 있다. 내면에 담긴 의미

순화하여 조각했다. 언뜻 보면 약간의 조

를 표현하는 데도 거침이 없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선험적 가치관이 오롯이

각으로 사방팔방 무늬를 겹쳐 견고함만을

담겨 있으며, 질서정연한 모습에서 풍기는 시각적 아름다움은 자유와 개성의

추구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여섯 개의 꽃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듯 신선한 충격을 주

잎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꽃이 되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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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감각으로 바라보아도 손색이 없다. 잘 디자인된 평면 그래픽 작품을 보는

것은 야단스럽지 않은 반가의 단아함을 강조해 놓은 것이다.

듯하다. 그 가운데는 곡선이 모여 우연을 가장한 꽃 수술까지 표현해 놓았다.

함께 붙어 있는 문살에 따라 우물살문을 다는 경우가 많다.

꽃들이 연결되어 꽃밭을 이루고, 부귀와 영광, 즉 임금으로서 가져야 하는 나

사랑채 양끝 칸에 검소한 띠살문을 달았다면 가운데 칸은 우

라의 안녕과 부국강병의 의지를 표현했다.

물살문을 달아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다.

왕비의 침전이자 내명부를 책임지던 경복궁 교태전交泰殿이나 창덕궁 대조

안주인이 거주하는 안채는 조금 색다르다. 경북 청송의

전大造殿은 특별히 촘촘하게 짜인 살문이다. 이것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

99칸 송소고택처럼 띠살문을 열면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갈

하는 미적 발로였다. 촘촘한 것은 빛이 투과해 방안으로 은은하게 비추는 아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亞’자 살문의 미닫이가 하나 더 있다.

다움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은밀한 시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있

이중의 방문으로 이것은 미적美的 발로와 함께 계절과 날씨

다. 명작은 어느 구석진 곳의 작은 부분을 잘라도 멋진 작품이 되는 것처럼 이

에 따라 여닫기를 다르게 함이다. 금남禁男 구역인 별당 아씨

곳의 문살 역시 그렇다. 몇몇의 공간 면에 원색을 채우면 몬드리안의 작품을

의 방문을 보자. 주로 헐거운 ‘아亞’자 살문이 많이 나타난다.

넘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성당의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에 버금가는

제한된 영역인 만큼 창을 통해 바깥 날씨의 표정을 읽을 수

작품이 탄생될 것이다. 시각적 느낌뿐 아니다. 문살을 통해 방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현실에서 오는 번잡한 마음을 다스리곤 했다.

✽
창덕궁 낙선재

있고, 시간에 따라 채광을 달리하며 조금씩 빛이 변해가는
모습에서 소소한 아름다움을 찾았다. 외부로부터 격리된 별

소박함을 강조하여 단청을 하지 않은 창덕궁 낙선재 문살들은 단아하면서

당 아씨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자. 늘 보던 사소한 풍경 같

도 특별한 매력을 지녔다. 꽃살문을 제외한 문살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작

지만, 방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모습을 마주한 채 다소곳이 앉아 한 땀 한 땀

은 창에는 완자문, 세로로 긴 문에는 변형된 아자문, 작은 방 바라지창에는 촘

수를 놓는다. 얼굴의 고운 옆선은 빛을 받아 볼그레 물들고, 시간이 흐름에 따

촘한 우물살문, 띠살문 등 방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적절히 한 점이 이채롭다.

라 변화하는 빛의 무늬 진 모습을 보며 가슴은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설렌다. 어
쩌면 이것이 별당 아씨의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것인지도 모른다. 방안

검소함과 상념을 담은 반가의 문살

의 반닫이와 반짇고리 등이 하나의 띠처럼 어울리고, 방문 하나로 정지된 그림

양반가에서는 궁궐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주로 띠살문이 많이 보인

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는 빛의 신기와 함께 담담한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다. 띠살문은 유교儒敎의 가르침인 사치와 허영을 배제하는 검소함을 잘 나타
낸다. 강건하고 올곧은 마음을 뜻하며 주로 사랑채에서 보인다. 띠살문을 통

아름다움의 극치, 절집 문살

해 방안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은 아무리 수다쟁이라도 침묵하게 만드는 매

가장 다양하고 화려한 절집 문살을 보자.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라 더 가릴

력이 있다. 가로와 세로로 일정 간격 촘촘하게 짠 우물살문도 가끔 보인다. 이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장엄세계莊嚴世界를 표현한 단청처럼 문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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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전한 세상을 구현해 놓았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 하나로 보여

오른다. 이것은 어느 장인의 훌륭한 솜씨를 거침없이 보여주는데 부처님께 꽃

준다고 할 수 있다. 절집의 문은 나와 부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을 바치듯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했다.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

고통으로 가득 찬 언덕 차안此岸에서 깨달음의 세상인 피안彼岸으로 가는 경계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이곳 문살과 마주하면 마

이다. 그런 만큼 겸손도 없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든다.

음속에는 풍요가 가득 차오르고, 은은하게 퍼지는 착각의 향기는 덤이다.

튼실한 우물살문도 많이 보이지만 우물살문도 견고함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멋을 부려 부처님 탄신을 축원한다. 절집 문살에는 모란

우리 전통문살의 아름다움

과 국화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꽃이란 불교에 있어 깨달음이며, 불법의 상

우리의 옛 미술품은 구조적 기교만을 자랑하지 않는다. 문살 역시 마찬가

징이다. 경남의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金剛戒壇처럼 다양한 꽃을 한 곳에 모아놓

지다. 모습에 따라 세련된 디자인 작품을 보이는가 하면, 솟을살문은 미술학

은 살문도 있다. 불법佛法의 향기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는 종교적

도들의 사방팔방의 무늬를 연상케도 한다.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문처

의미를 담아 그야말로 문 그 자체가 꽃밭이며, 화려한 세상을 그림으로써 마치

럼 역동성도 담겨 있고, 화려함에 넋을 놓지만, 실상은 소박한 소망도 있다. 여

달콤한 초콜릿 선물 세트로 중생을 유혹한다.

백의 미, 띠살문처럼 그다지 슬플 것도 없는 무덤덤한 삶이 주는 행복도 담겨

‘인생은 찰나’라는 교훈을 주는 곳도 있다. 경북 영주의 성혈사 나한전에 빗

있다. 그리고 연결이 주는 아름다움의 극치, 길상만복을 염원하는 ‘만卍’자를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비꽃살문과 연꽃, 동자, 두꺼비, 잉

모티브로 한 완자살문이 주는 세련미는 가히 압권이다. 어느 그래픽디자이너

어, 학 등을 조각해 인간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담아 재미있게 풀어 놓은 살문도

가 있어 이토록 아름다움을 선사할까? 정제된 것 같지만 끝없이 펼쳐지는 살

있다.

을 따라 눈을 옮기다 보면 화합과 연결이 주는 질서가 가슴에 각인된다. 이 외

인천의 강화도 정수사淨水寺 대웅보전 어칸의 사분합문四分閤門처럼 방금 채

에도 한국의 문살은 장수長壽를 뜻하는 ‘귀갑龜甲’살문을 위시하여 용자살, 숫대

색한 듯 호화롭고, 화려한 색감의 모란과 연꽃이 청자와 진사자기에서 막 피어

살만살문, 꽃완자살문, 매화꽃살문 등 30여 가지나 된다. 조형미의 극치, 우리
전통문살이 주는 다양한 아름다움은 절대 고독도 순간에 녹여버리는 마법 같
다.

✽
예천 용문사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
강화도 정수사

084

/

085

청송심씨 본향 덕천 충효마을

나지막한 담장이 정겹고, 담장 아래 무리 지어 핀 노란 국화꽃이 소담스럽다.

창실고택
자박자박 걷는 길손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되는 느낌이다.

고택으로 드는 길은 깨끗하게 비질되어 자박자박 걷는 길손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되는 느낌이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앞마당을 두고 사랑채가 반기는데 돌로 쌓은
두 단의 기단 위에 네모난 초석이 사각의 기둥을 굳건하게 받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오른편 2칸에는 방을 두었고, 끝에는 통간 대청을 내었으
며 앞에는 방과 나란히 사분합문을 달았다. 그 앞으로 툇마루를 놓고 뒤로 2칸
방에 각각 세살문살을 한 단정한 미닫이 문을 두었다. 사랑채 뒤편에는 안채로
이어지는 건물에 아들이 기거했던 공간인 책방과 그 옆에는 고방이 있다.
대청에 걸터앉으면 저 멀리 넓은 밭과 산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데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원두막과 어우러져 하나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기분이 좋
아진다.

창실고택 답사

사랑채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중문이 있고, 그 옆으로 한 간을 더 내어 행랑
채를 놓았다. 이 행랑채는 옆에서 보면 사람 ‘인人’자 모습을 한 맞배지붕으로

덕천마을 송소고택과 이웃하고 초전댁 가까이 붙어 있는 창실고택 역시 대

옆 사랑채 팔작지붕과 높이에 차이

문이 없이 담장이 열려 있어 누구나 드나들기에 편안함을 주는 집이다. 집 주

를 주었다. 작은 돌로 기단을 한 단

인의 성정에 따라 대문 대신 담장을 꺾어 안으로 더 달아내어 마치 반갑게 환

올리고, 별도의 툇마루를 두지 않아

영한다는 듯이 보인다. 이 고택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3월에 지어졌는데 청

건물이 자연히 낮아지게 해 놓았다.

송심씨 집안의 화목한 우애가 깃든 곳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송소 심호

이것은 이 마을 송소고택이나 초전

택 선생의 동생 심영택沈瑛澤이 결혼하여 분가할 당시 송소고택의 영향과 도움

댁처럼 조선 후기 가부장적 남성 권

을 받아 지은 집이다. 지을 당시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며 100년을 튼실하게

위를 나타내는 반가班家의 전형적

이어온 고택이다.

인 모습이다.

다소 힘이 있어 보이는 뒷산이 고택을 든든히 받쳐주고, 팔작지붕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안채가 높은

채는 날개를 펼치고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듯 경쾌하다. 막돌과 흙으로 쌓은

기단 위에 팔작지붕이 우뚝 솟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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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실고택 전경

데 안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안주인의 안사랑방이 있으며, 우측에는 2칸 규

창실고택은 고택 마니아들이 주로 찾는다.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화가, 수필가,
소설가 등이 그들인데 한 번 오면 일주일,
한 달간 머물다 가곤 한단다. 그들은 이곳에
서 밤이면 별과 함께, 그리고 낮이면 새소리
바람 소리를 즐기며 마음을 닦는다.

모의 안방과 연이어 부엌이 달려 있다. 사랑채와 이어져 있는 왼쪽에는 머슴이
기거하던 초당방이 있다. 높이가 안채보다 확연히 낮은데, 의도적으로 위상을
낮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택의 건물은 모두 벽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
어 추운 산간지방의 완전한 뜰집 모습을 갖추고 있다.
당시 심부자의 부를 상징하듯 세간집으로는 매우 규모가 큰 27칸이며, 안
채와 사랑채, 부속채가 서로 연결되어 안마당을 둔 ‘口’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대지 면적이 400평이나 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고택의 왼편으로 큰
마당을 두고 본채와 따로 떨어진 곳에 방앗간과 마굿간을 두었다.
이 건물은 현재 고택 체험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마당 한 귀
퉁이에 옛날 우물이 있는데, 위로 만들
어 놓은 초가지붕을 보면 주인의 마음
씨와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다. 우물 옆
으로 소담스럽게 핀 국화꽃과 옹기 두
개를 이어서 굴뚝을 만들어 놓은 모습
도 정겨움을 더한다. 한적하게 마당을

✽
창실고택 우물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인 만큼 소중하게 다루었
다. 뚜껑을 덮거나 지붕을 해 놓은 것이 일반적이다.

거닐며 여기저기 놓여 있는 시골 옛집
의 소품들을 바라보면 세월을 거슬러 오르는 듯한 정취를 느끼게 된다. 이 건
물 역시 경북 북부지방 반가의 건축양식 및 생활상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사
료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실고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런 내용이 반긴다. 이 문장에서 주인의
아름다운 심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몇 해 전만 해도 폐허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있던 창실고택이었다. 지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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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조금씩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 왔다. 창

왕버들의 전설

실고택은 고택 마니아들이 주로 찾는다.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화가,
수필가, 소설가 등이 그들인데 한 번 오면 일주일, 한 달간 머물다 가곤 한단

그 옛날 산에는 점점 푸름이 물들어 가고 꽃들은 기지개를 켜며 하나씩 피

다. 그들은 이곳에서 밤이면 별과 함께, 그리고 낮이면 새소리 바람 소리를 즐

어나는 어느 봄날이었다. 이곳 덕천마을에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반듯한 청

기며 마음을 닦는다. 특히, 황토구들방에서 보내는 하룻밤은 그동안 쌓였던 도

년이 흘러들어왔다.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아는 이가

심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는 신기가 있다.

없었다. 다만 이웃마을 신 아무개 집 먼 친척뻘 된다고는 수군거렸지만 정작

청송읍과 파천면 덕천마을 경계에 왕버들과 함께 다정하게 서 있는 노송이
있다. 나무 아래쪽에 백전마을 우물이 있는데 이곳과 관련해 가슴 아픈 사연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 말도 진실성이 없었다. 그것은 신 아무개가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기 때문
이었다.
오갈 데 없는 청년은 힘이 좋았다. 이웃집 사람들의 농사일까지 도와주며

창실고택은 이 사연을 주제로 하여 ‘망부송’이라는 제목으로 매년 이곳만의

인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특히, 청년의 반듯

작은 음악회, 즉 뮤지컬과 음악회를 접목한 뮤직 드라마로 창작공연을 한다.

한 얼굴과 훤칠한 모습은 마을 젊은 처녀들의 춘심을 자극했다. 이 마을 청년

내용을 미루어 보아 작은 고택에서의 음악회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들에겐 질투의 대상이 되었지만 말이다.

있다. 그 내용이 자못 궁금해 별도로 각색해 싣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 마을에 사는 채씨蔡氏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용
모가 단정하고 행실이 바를 뿐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고와 주위에서 칭찬이 자

창실고택 고택체험 안내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43

자했다. 한동안 청년과 채씨의 과년한 딸은 한 마을에서 오래 마주치다 보니
청년이나 딸이나 서로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이 둘은 몰래 만나 사랑을 약

■ 초전댁과 이웃하고 있음.

속한 사이가 되었다. 서로 연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챈 채씨는 하나

■ 청송군 향토 문화유산(유형유산) 제19호

뿐인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출신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보낼 수 없

■ 이곳에서는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읍내에 갔다가 가지고 온 소식은 나라에 난리가

■ 054)872-2436, 010-8509-2436
■ www.changsil.com

났다는 것이었다. 일은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채씨에
게 전쟁에 참가하라는 징발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미 환갑이 넘은 나이에 전쟁
에 나서라니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떨어진 나라님의 명이라 되돌
릴 수는 없었다. 넋을 놓은 것은 채씨와 그의 딸이었다. 딸이 내쉬는 한숨이 장
작불을 꺼트릴 만큼 깊었다. 그렇게 몇 날을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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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정을 안 청년은 미래의 장인이 될 채씨 대신에 자신이 전장에 나가기로

먹었다. 그러나 처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이다.

결심했다. 다음 날, 처녀의 아버지에게 만나기를 청한 청년은 마루에 선 채씨

“제 아버님을 대신해 전장에 나가주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응

영감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리고는 나지막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

당 정중하게 마음만 받고 사양해야 마땅하오나, 자식 된 도리로 아버님을사지

로 말했다.

에 보낼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전장에서 돌아오시면

“평소 어르신 따님의 아름다움과 정숙한 마음가짐을 마음 깊이 사모해 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아버님도 제 뜻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습니다. 엊저녁 전해 듣기로는 어르신께서 전장에 나가셔야 한다는데, 어찌 연

딸의 말을 듣고 채씨 영감도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청년의 고귀하고 진

로하신 어르신께서 그 험한 곳에 가서 병장기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실한 사랑에 채씨는 감동했다. 처녀도 아무리 자신을 사랑한다고는 하나 남을

크게 잘못된 모양입니다. 내일이면 출정해야 한다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

위해 죽음의 전쟁터에 대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

지……. 그래서 밤새 고민한 끝에 제가 어르신 대신 전장에 나가야겠다고 결심

었다. 진실하고 고귀한 사랑을 확인한 처녀는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했습니다. 부디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총각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라 작심했다.

식전 댓바람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채씨 영감은 물론, 옆에 있던 처녀
도 그의 엄청난 제안에 할 말을 잊고 말았다.
고마운 말이나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에 부담이 컸지만, 채씨 영감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전쟁터에서 마무리하기 싫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로 마음

채씨 대신 청년이 전쟁에 나가던 전날 밤, 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목
놓아 울었고, 청년 또한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났다.
청년은 손에 든 나무 한 그루를 그녀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를 심어놓고 가겠소. 이 나무를 나를 보듯 고이 길러 주시오.”
그러자 감동한 그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장으로 떠났

✽
청송 관동의 왕버들
천연기념물 제 193호
이 나무는 약 400여 년 전에 심어진 나무로 나이는 확실하지 않
다. 높이 18m, 둘레 5.7m에 이르는 큰 나무이다. 수년 전 서쪽으로
뻗었던 가지를 벌집을 꺼내기 위하여 잘랐다고 한다.
한 총각이 이웃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처녀의 늙은 아버지
대신 대리종군을 나서기 전날 훗날을 기약하며 심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변치 않는 약속의 상징물로 남아 있다.
바로 남쪽 옆에는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대리종군 한
총각을 기다리던 처녀가 총각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버드나무에
목매어 죽은 뒤 버드나무 곁에 자라난 소나무라 한다. 마을 사람들
은 이 나무가 죽은 처녀의 넋이라고 전하고 있다.
두 나무 모두 마을의 당나무로서 음력 정월 14일 동제를 지내왔다.
이 때에 사용한 종이로 글씨 연습을 하면 글씨를 잘 쓰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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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녀는 청년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총각이 심어놓은 나무에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길렀다. 청년을 기다리는 마음은 날마다 한결같았다.
그렇게 매일같이 우물가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렸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 굳게 약속을 하고 떠났던 청년은 그녀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
르는지 몇 년 후 전쟁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처녀의 하루는 길
게만 느껴졌고, 청년을 생각하는 마음은 갈수록 깊어만 갔다. 또 그렇게 몇 년
이 흐르자 채씨는 과년한 딸을 그냥 둘 수 없었다. 딸의 장래를 위해 마음을 고
쳐먹으라고 타일렀으나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대신 죽어간 사람을 잊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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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굳은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서 죽었다면 저승에서 만날 것이요. 만약 살아 있다면 혼령

러나 채씨는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과 정혼을 하고 혼인을 서둘렀다. 청년이

이 되어 그분 가까이서 모실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불효

죽지 않고서야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딸은 아버지에게

막심한 딸을 잊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비옵니다!

눈물로 하소연해 보았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단호했다. 처녀는 총각이 심어놓
은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청년을 그리워하며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다. 바싹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밝은 달 주위에는 달무리가 교교히 고리를

메말라가는 그녀와는 반대로 임은 가고 없어도 그때 심어 놓고 간 왕버들은 무

만들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처녀는 마을을 떠나 이곳 왕버드나무 아래에서

럭무럭 자랐다.

하늘을 보며 장탄식을 늘어놓고는 나뭇가지에 준비해간 명주 천으로 목을 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혼사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끝내 기다리는 임은 오
지 않았는데 일가친척이 오고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처녀는 하늘
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떠난 그분의 사랑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딸은 아버지에게 간곡히 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미 그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슬픈 일이나 만은, 죽은 자를 위해 내 귀한
딸의 희생을 지켜볼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를 잊고 새로운 사람과 백

자결하고 말았다.
그 다음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채씨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딸을 눈물로 장사를 치렀다. 그녀가 죽은 뒤 왕버들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돋
아났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일편단심 사모하는 청년을 기다리다 그리움에
사무친 넋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음력 정원 대보름에 동제를 지내며 처녀 총각의
사랑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승화해 풍년과 마을 주민의 안녕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다.

년해로 해야지.”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던 딸은 밤이 되자 모든 것을 단념하고 깨끗이
목욕을 한 뒤에 곱게 차려입고 남몰래 빠져나왔다. 딸의 방에는 그녀가 아버지
에게 쓴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가슴에 정인을 두고 다른 사내를 품
을 수 있겠습니까. 연로한 아버님보다 먼저 세상과 이별하
는 것을 용서하세요. 태어나서 처음 마음을 주었고, 저를 위
해 목숨을 버린 사람을 찾아갑니다. 만약 그분이 전쟁터에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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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창실고택에 거주하고 있는 안주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와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청송군지》에 실린 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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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심씨 찰방공 종택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달리 정겹다

✽
찰방공 종택 사랑채

찰방공 종택 답사

손인 찰방공 심당沈鐺의 종택으로 계유년癸酉年(1933년)에 건립되었다. 앞으로
넓은 논밭을 두고 고샅길을 걸어가면 저 멀리 종택의 대문채가 보인다. 사랑채

덕천마을에는 고택이 여러 채 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먼저 들러볼 것인

와 문간채가 가운데 대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놓여 있다.

가 잠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99칸 송소고택과 담장 하나를 두고 붙어 있

정면 3칸의 사랑채는 건물 끝칸에 대청을 두고 앞으로 세살문살의 사분합

는 집이 바로 청송심씨 찰방공 종택이다. 이 집은 청송심씨 악은공岳隱公의 9세

문을 달았는데 옆의 가운데 칸과 대문과 붙어 있는 끝칸보다 더 넓게 해 사랑
채의 용도에 맞게 격을 높였다. 2칸은 온돌방으로 꾸몄는데 흙벽과 사각의 기
둥과 세살문살이 함초롬히 어울려 보는 맛이 간간하고 단정하다. 2단의 기단
위에 사랑채 앞으로 기둥이 없는 툇마루를 놓아 햇살 받은 문살과 함께 정겹기
그지없다. 그런데 팔작의 사랑채 끝에 종마루가 하나 솟아있다. 이것은 옆에서
보아 팔작이 되게 함인데 안채와 좌익사가 사랑채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솟
은 것이다.

✽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소품들이 눈길을 끈다. 마치 주인의 고운 심성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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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칸의 넓이를 달리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채와 붙어 있는 작은 벽체로

오고, 넓은 텃밭이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전원 풍경을 보여준다. 집 주인

마감을 했는데 밖에서 보아 안채의 모습을 최소한만 보이기 위함이다. 건물 전

의 심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공간도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대문채 측면에 선

체 구조는 안채와 좌익사, 사랑채 대문채로 연결되어 ‘ㄷ'자의 모습을 갖추고

반을 놓고 그 위에 작은 소품들을 올려놓았다. 꽃이 그려진 검정고무신, 작은

있다. 그래서 안마당으로 들어서면 왼편이 훤하게 뚫려 시원한 맛을 준다. 또

도자기, 짚으로 만든 소품 등이 앙증맞게 어울리고 벽에는 초롱과 작은 지게가

한 안채의 기단이 높지 않아 편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좌익사와 꾸밈없는 소박

이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첫인상을 풍긴다. 주인의 모습을 사뭇 궁금

한 멋을 가지고 있다. 왼편 마당에는 화단과 장독대가 정겨운 모습을 보이고,

하게 만든다.

안채 앞에 놓여 있는 들마루가 여느 집처럼 정갈하고 편안하다.
좌익사와 연결된 안채 끝에 방을 놓고, 가운데 넓은 대청을 놓았으며, 안채
오른쪽 측면까지 툇마루를 돌려 편리함을 더했다. 경내 별채에는 조상의 신주
를 모신 사당이 있다. 툇마루에 앉으면 열린 대문 사이로 멀리 안산案山이 다가

여름이면 시원한 대청에서 낮잠을 즐길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이면 따
뜻한 온돌방에서 쉴 수도 있다. 또한 굴렁쇠 굴리기와 투호, 윷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이 집 종손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증조부 심상락 선생이 펴낸 《성산문집》
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선생은 생존 시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대청에서
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당시 사랑방에는 찾아온 문중의 손님들을
정성껏 접빈 하느라 늘 북적였다고 한다.

청송심씨 찰방공 종택 고택체험 안내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23-8
■ 청송군 향토문화유산(유형유산) 제13호
■ 이곳에서는 고택 체험이 가능하다.
■ 010-9502-7611
■ blog.naver.com/kssoo111/140183123027

✽
안채
이곳 지방에서 흔히 보이는 ‘口’자 집이 아니라 왼편이 트여있는 ‘ㄷ’자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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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 병사가 전멸하자 송상현은 조복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서 왜구의 손에

벽절정
의병장 심청의 기상이
서려 있는 정자

살해되었다. 승자의 아량이었을까. 적장은 송상현의 충절에 탄복한 나머지 시
를 짓고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우리 금수강산은 왜구의 발에 짓밟혔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끌고 온 왜적 1만 7,000명이 1592년 4월 21일 대구에 무혈입성하고 파죽지
세로 서울을 향해 나아갔다.
전쟁 물자조차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조정에서는 서둘러 북방에서 기마병
으로 명성을 드높였던 신립申砬 장군에게 선조가 친히 어검을 내리고 격려하며
질풍노도처럼 밀고 올라오는 왜군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를 막게 했다.
또 선조는 신립 장군보다 나이가 많은 김여물을 부장으로 삼아 함께 출병
케 했다. 부장 김여물은 신립 장군에게 험준한 문경새재에서 방어진을 칠 것을
주장했다. 지형지물과 산성을 이용하면 비록 활이지만 왜적의 조총을 능히 감

벽절 심청 선생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신립 장군은 김
여물 부장의 말을 무시하고 성 위에 짚으로 군사인 양 만들어 세워놓고 충주벌

1592년(선조25) 4월, 전국의 민심이 흉흉해졌다.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삽

판 탄금대 앞에 진을 치고 적을 맞았다.

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장시에서는 짚신과 곡식 등이 자취를 감추었다. 조선

워낙 산세가 험하여 주춤거리던 왜군은 며칠을 허비한 끝에 성을 지키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였다. 바다 건너 왜적이 조총으로 무장한 채 부산 다대포로

군사들의 움직임이 없고, 새들이 군사의 머리 위에 앉는가 하면 낮게 날아다니

상륙했다. 그리고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명나라를 치러가는 길이니

는 것을 보자 필시 군사가 없음을 감지했다. 척병을 보내 확인해 보니 과연 그

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다대포진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은 이렇게 호통

랬다. 그래서 왜적은 이곳에서 매복하였더라면 전멸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 하

치며 맞섰다.

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고개를 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의 나라를 침범한다는 데 길을 열어준 예는 없다.
나를 죽이고 가라.”
이로써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임진왜란의 첫 전투
가 시작되었다. 결국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수세 앞에 동래성이 함락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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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기 쉬운 험준한 문경새재를 놔두고 하필 충주 벌판에 진을 친 신립
장군, 하늘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충주 벌
이 진흙탕이 되었으니 아무리 북방 오랑캐에게 명성이 드높다 한들 기마전술
이 진흙탕에서는 먹혀들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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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패전 소식을 들은 선조는 몽진 길에 오르고 백성들은 전란의 피해 속
에 고스란히 남고 말았다. 전 국토는 왜구의 말발굽 아래 신음하고 힘없는 백
성들은 목숨을 잃거나 붙잡혀 왜국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에는 항상 소외되고 나라의 혜택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
들이 앞을 다투어 나섰다. 전국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왜군과 맞서 싸웠다. 전
쟁 물자를 스스로 조달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게릴라 전술로 왜군을 괴롭혔다.
청송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경상도, 무릇 신선이 산다는 청송의 한 정자에서 글을 읽고 있던 심청沈淸
은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왔다. 마음이 심란해 도저히 책을 읽고 있을 수가 없었
기 때문이었다. 조선을 침략한 왜적이 노략질과 살인을 일삼고 있는데 한가로
이 글만 읽고 있다는 것은 유학자로서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생각이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각각의 별들이 빛을 발하고, 먼데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

✽
벽절정 전경

의 혼이 담겨있다는 소쩍새 소리는 더욱 처량하게 들렸다. 대장부로 이 땅에
태어나 임금의 은덕을 입고 살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등 성리학의 정신이 뼛속

어야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며, 나라를 잃는다면 가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까지 몸에 밴 심청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는 생각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마치 전란의 국운을 슬퍼하기라도 하듯 하늘은 먹장구름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결코, 비겁하게 숨어 있지 않으리라! 나라를

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심청은 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드리며 마

위해 이 한목숨 다 바치리라!’고 맹세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

음을 다잡았다. 밤새워 고민하고 결정 내린 뜻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였다. 어

구쳤다. 방으로 다시 들어온 심청은 도무지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비명에 쓰러

머니는 평소와 다른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

지는 백성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들이 그동안 평소 즐겨 읽던 책을 멀리하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 짓는

그러나 국운이 누란의 위기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 맹세하였지

모습을 보아왔던 터였다. 그렇지만 어머니 생각 역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기

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계시는 어머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보다 아들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린 나라를 위해 비

이 건강도 썩 좋지 못한 어머니였기에 더욱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나라가 있

장한 결단을 내리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역시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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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앞에 꿇어앉은 심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목洞神木 앞에 모여 있었다. 이들은 가족과 이별을 고하면서 서로 부여잡고 눈

“어머니, 충효는 함께 하기 어려운지라 이 한 몸 바쳐 나라에 보답하고자

물로 달랬다. 나라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조형도·동도 형제를 중

합니다.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

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뜻을 모았던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이라 제가 만약 모른 채 눈감고 있

마침 조형도는 동생 동도와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있었다. 또 다른

다면 저승에 계시는 아버님을 뵐 낯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불효자

동생 준도가 함께 의병진에 따르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을 형 형도는 단호히 거

를 용서해 주십시오!”

절했다. 고향에 남아서 홀로 남은 어머니 안동 권씨를 보필하라는 것이 이유였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낯빛을 환하게 밝히며 대답했다.

다. 준도는 울분을 참지 못해 뒷산에 올라 분을 삭였다.

“과연 장한 나의 아들이구나! 내 진즉 자네의 갈등을 모르고 있진 않았네.

이들은 안동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길까지 따라 나온 주민들은 반드

이 늙은 어미를 생각하고 안주했다면 이 늙은 어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네

시 왜구를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했다. 첫 전투는 길안을

가 실행하고자 하는 결단에 방해물을 없앴을 것이네. 그러니 부디 의병을 창의

지나 가랫재에서 벌어졌다. 전략전술이 전혀 없었던 용기만 앞세운 의병이었

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몸을 아끼지 말게. 부디 늙은 어미 생각은 말고…….”

던 터라 화승총으로 무장한 왜적을 당할 수 없었다. 심청은 일단 물러서서 계

어머니의 허락을 얻은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나왔다. 그 후 큰아들 응

략을 짰다. 정면 공격보다 게릴라식 기습 공격을 선택했다. 물러서면 따라가

락을 불러 자신의 뜻을 밝히니 흔쾌히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이라 했다. 이제

활을 쏘고, 따라오면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산길로 도망치는 등 다가가고

실천에 옮겨야 했다. 가장 먼저 비장한 각오를 담은 창의문을 의병에 동참하기

물러서고를 반복했다. 또 계곡에 매복해 공격하는 등 끝까지 왜적을 괴롭혔다.

를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청송의 벗들에게 적어 돌렸다. 그리고 마을의 젊은이

이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러자 별 이득이 없이 이곳에서 발이 묶인 왜적은 청

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백여 명이 심청 휘하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송 의병진을 피해 도망치다시피 물러났다. 그러나 청송 의병들은 끝까지 뒤따

이웃 안덕에서 잠시 세월을 낚고 있던 조형도趙亨道가 연락을 해왔다. 열세살

라가 잔존 왜적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의병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첫

어린 나이였지만 평소 그와 지식을 논하고 나라를 걱정하던 절친한 벗이었다.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자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때 창녕, 산청 등지에서 홍

힘을 합쳐 왜적을 쳐부수고 나라를 구하자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출병

의장군 곽재우와 정인홍이 왜적을 맞아 용맹하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하는 날을 정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

졌고, 초유사招諭使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 의병진을 찾아와 독려하며 전국

드디어 출병의 날이 밝았다. 심청은 칼을 차고 말에 올랐다. 자신을 따르는

★

의 의병들과 규합하는 등 정세를 전했다.

백여 명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흘렀으며 발걸음 또한 당당했다. 조형도가 사는
안덕마을에 도착하자 이곳의 분위기도 자신들 못지않았다. 이미 안덕면 신성
리 조씨 형제들과 의기와 투혼을 앞세운 젊은이들이 병장기로 무장한 채 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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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장 심청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천일千一, 호는 벽절碧節 또는 정자 주

어도 걱정이 없다.”

위에 아홉 그루의 노송이 휘감고 있어서 구송정九松亭이라고도 했다. 아버지는

이 한마디에 의병들은 의기가 충만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 뿐 눈보라 치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 심학령沈鶴齡이며, 어머니는 진성이씨眞城李氏로 어모장군

는 12월의 날씨는 매웠으며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손이 얼고 동상에 걸린

禦侮將軍 이상李祥의 딸이다.

의병들이 속출했다. 설상가상 먹을 것이 충분치 못한 탓에 사기마저 떨어지고

심청은 부친상을 당하자 진사시에 합격하고도 벼슬길을 단념하고 ‘벽절정
碧節亭’을

지어 학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의병을 일으켜 그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자 조형도 형제와 함께 1954년 체찰사였던 이원익李元翼이 그의 전공을
높이 사 대궐에 상주해 선조로부터 훈련원봉사라는 직책을 하사받았다.

있었다. 의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면 충분히 먹이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여
주어야 했다.
12월 21일 아침, 심청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을 위해 남겨 두었던 군량미
를 모두 풀어 굶주려 있던 의병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

심청은 이후에 지금의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와 송선리, 서면의 도계

게 한 뒤 의병들을 모아 자신의 계책을 일러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습작

리와 천촌리에 걸쳐 있는 주사산朱沙山에서 정상 산성에서 밀고 올라오는 왜

전이었다. 모두 심청의 계책을 듣고서야 자신들을 배불리 먹인 이유를 알게 되

군을 대파해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곳 주사산 산성은 신라 문무왕 3년(663)

었다. 그리고 기습작전에 흔쾌히 승낙을 하니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에 쌓은 둘레 약 4,000m의 태뫼식 산성인데 이 지형지물을 교묘하게 이용해

심청은 이미 아들 응락을 포함해 의병 몇 명을 풀어 울산 앞바다 개운포에

물리쳤다. 또 1596년에는 팔공산에 들어가 각처의 의병장들과 함께 싸우자는

진을 치고 있던 왜적의 동향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해둔 상태였다. 역시 그랬

‘부시동맹賦詩同盟’을 맺고 팔공산을 위시해 경상도 지방에서 왜군을 맞아 전투

다. 그동안 승리에 도취한 왜적들의 경비 태세는 허술했다. 심청은 이것을 놓

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다.

치지 않았다. 야심한 밤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

1597년, 그가 고향 청송으로 돌아온 것도 잠시뿐이었다. 심청은 몸을 추스

랴! 생에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을…….

르고 아들과 함께 의병을 재규합했다. 8월 27일 칠전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의병들은 심청의 명에 따라 말에 재갈을 물리고, 병장기가 부딪치며 소리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5일 정유재란이

가 나지 않도록 단단히 몸에 동여맸다. 조심조심 적진 가까이 다가선 의병들은

일어났다.

심청이 쏘는 불화살을 신호로 함성과 함께 왜군 진지로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

심청은 의병들과 말을 달려 부산에 도착한 왜적의 군량미가 지나는 길목

다. 졸지에 기습을 당한 왜적은 우왕좌왕했으나 기습한 병사의 수가 많지 않음

도산島山(현재의 울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창의해 울주 영취산에 진을 치고 있

을 알고 반격에 나섰다. 이때부터 양쪽 병사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서로 죽고

던 의병들과 합했다.

죽이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의병들의 사기는 높았으나 수가 모자랐다. 심

그는 이곳에 집결한 의병들을 향해 시를 지어 읊었다.

청은 생각했다. ‘왜장을 죽여 적군의 사기를 떨어트리자!’ 오늘 이곳이 자신이

“같은 하늘 아래 원수와 같이 있는 것은 참을 수 없으니 나라를 위하여 죽

죽을 곳이라는 각오를 하고 적장을 찾아 마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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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골이 장대하진 않았으나 늘 무예를 익혀왔던 심청이라 검술에 자신이 있

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였다.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

었다. 그러나 왜장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는 불효막심한 자신의 용서를 빌었다. 아들 응락이 뛰어오는 모습이 점점 흐릿

일전이 벌어졌다. 어둠 속에서 칼이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둘

하게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38세에 처음 의병을 일으켜 전장을

이 지르는 기합 소리가 하늘에 울렸다. 일각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판이 나지

누볐던 심청의 나이가 이제 43세 되던 해였다.

않았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죽기로 각오한 심청의 편이었다. 적장은 심청이

긴 전쟁이 끝나고 나라에서는 심청의 의기를 높이 사 충忠·용勇·의義·

휘두르는 칼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심청의 칼끝이 왜장 가슴을 향하자 당

열烈 네 글자를 내리고 벽절碧節이라는 호를 내렸다고 임진일기에 기록되어 있

황한 나머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왜장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다. 벽절이라는 이름에서 몸에 칼날의 파편이 박히는 듯한 이유다.

그러나 가슴에 칼을 꽂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심청의 가슴에 박
히고 말았다. 왜적 중 누군가가 기회를 엿보다 심청을 향해 총을 쏜 것이다. 그
렇지만 왜장 역시 심청의 칼끝을 피할 수 없었다. 이미 가슴을 향한 칼끝이 왜
장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경적經籍에 깊이 통하고 천문·역수曆數와 성리학에 정통했다고 한다.
저서로 『벽절유고』가 있는데, 『청기세고(靑己世稿)』에 합편되어 있다.
이곳 청송읍내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는 벽절정에 서면 바람의 맛이 다르

왜장은 귀를 파고드는 비명을 지르며 죽었고, 심청 역시 비틀거리며 쓰러

다. 심청 선생의 의기와 정기에 휩싸인 까닭이자, 지난날 쓰러져가는 나라를

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뒤에서 이를 본 왜적 하나가 달려와 심청의 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벽절 심청 선생의 애국충정이 정

향해 칼을 휘둘렀다. 붉은 피가 밤하늘에 흩뿌려졌다. 심청은 마지막 안간힘을

자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썼다. 여전히 정신은 살아 있었다. 뒤로 돌아서던 심청은 왜적의 목을 향해 몸

최초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해 지은

을 날려 칼을 휘둘렀다. 왜적의 목이 바닥에 떨어지고 목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몇 차례 소실과 중건을 거듭하다 1919년에 지금의 자리

솟구쳤다.

로 옮겨왔다. 벽절정은 원래 정자 주변에 소나무 아홉 그루를 심어 ‘구송정’이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피가 눈 위에 떨어져 땅은 점점 붉게 물들

라 부르기도 하였다.

어가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심청의 얼굴과 몸도 온통 붉게 젖어들었다. 심청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정자는 가운데 2칸에 세살 사분합문을 달았고, 양 끝

더러운 왜적 앞에 엎드려 죽어갈 수는 없었다. 반듯하게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

의 퇴칸에는 2개 미닫이 묻을 달았으며 지붕은 날개를 활짝 펼친 듯 유려한 팔

았다. 하얀 눈꽃 송이가 자신에게 쏟아져 내렸다. 까만 밤하늘에 흩날리는 꽃

작지붕이다. 이 외에 관리사 한 동이 옆에 있다.

송이 같았다. 꽁꽁 얼어붙은 바닥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의병들과 왜적들이 서

이곳에서도 한옥 체험이 가능한데 2013년 12월 현재 준비 중이다. 이곳에

로 죽이는 아비규환 소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서 아래를 굽어보며 그 옛날 벽절 선생이 가슴에 묻고 살았던 호연지기를 깨우

돌아가신 후 늘 어머니가 걱정이었지만 사나이 대장부의 기상이 꺾일까 한 치

쳐 볼 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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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 금 / 해 / 요!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홀로 걷고 있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은 김여물 부장의 주장대로 방어가 쉬운 문경새재

가 부르는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았

를 두고 하필 충주벌판에 진을 쳤을까?

어야 했으나 처녀의 아리따운 모습이 생

는데 멀리서 “장군님, 장군님!”하고 처녀

각나 뒤를 돌아다보니 목에 동아줄을 두
이 당시 충청도 병력이 많았다고 한다. 대부분 산에서 전투에 익숙하지 않은

른 처녀가 느티나무 높은 곳에 올라 뛰어

충청도가 고향인 군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충

내리고 말았다. 급하게 나무에 올라가 줄

주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관련된 전설 하나가 전해 내려오는데

을 끊고 처녀를 내렸지만 이미 목숨이 끊

사연인즉슨 이렇다.

어진 상태였다. 신립은 처녀를 양지바른

사냥을 왔던 신립은 홀로 길을 잃고 말았다. 날은 어둑어둑해지자 마침 외딴
집 한 채가 보여 급하게 들어가 하루를 청했다. 외딴집에는 처녀 혼자만이 살

✽
신립장군

곳에 고이 묻어주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 다음 날부터 꿈에 죽은 처녀가 나타

고 있었는데 처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한 움큼 보여주었다. 이 집에는 이

나 신립에게 내일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

숟가락 수만큼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옛날 자신을 사모했던 머슴 총각을 처녀

었고, 꿈속 처녀의 예언처럼 딱딱 들어맞으니 신립은 죽은 처녀의 영혼을 믿기

의 아버지가 죽여 버리자 그 원혼이 밤마다 나타나 이 집 사람들을 차례로 죽

시작했다.

여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했다. 사연이 그러하니 이곳에서 하룻밤을 난다면 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사를 몰아 문경새재까지 내려온 신립 장군의 꿈에 어

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다. 이 말을 들은 신립은 ‘사나이 장부가 죽은 귀

김없이 처녀가 나타나 말했다.

신을 무서워해서야 되겠는가!’ 하며 처녀와 같이 밤을 기다렸다.

“이렇게 험준한 곳에 어찌 진을 치려 하십니까. 부디 충주벌판 넓은 곳에서 장

두 사람은 아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귀신이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드디

군의 기상을 드높이십시오.”

어 자정이 되자 방안에 바람이 몰아치면서 촛불이 꺼졌다. 신립은 자신이 자랑

하니 신립은 새재에서 방어벽을 치자는 부장의 말을 거부하고 충주를 격전지

하는 강력한 활시위에 화살을 끼워놓고 있었다. 이때 어둠 속에서 점점 귀신의

로 삼으니 그 일로 인하여 조선의 군대는 패하고 말았다. 자신의 청을 거부한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머슴 귀신이 분명했다. 이

처녀는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깊은 원한을 갚았다 한다.

때 신립은 귀신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고, 귀신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신립 장군의 모습과 기개에 반해버린 처녀는 이 집에 홀로 남아
있을 수 없다며 장군에게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따라가길 간절히 원
했으나 신립 장군은 엄하기로 유명한 자신의 장인을 떠올리며 처녀의 청을 거
부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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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시조의 묘를 지키며 살고 있다.

경의재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의 호생지덕을 쌓은
청송심씨 시조 심홍부

여기서 고려 때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청송심씨의 시조 심홍부沈洪符와
관련해 알아보자. 청송읍에 위치한 보광사 극락전 뒷산 보광산에 청송심씨 시
조인 심홍부의 묘소가 있다. 숭유억불 정책의 기조였던 조선 시대지만, 절집
뒷산에 묘소를 쓰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나 청송심씨의 시조 묘를 이곳에 모시
게 된 사연이 하나 전해 오는데 내용은 이렇다.
13세기 중엽 고려高麗 고종 원종 연간에 청기군 심홍부는 억울하게 처형당
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쌓은
것이다. 그 후 청기군 심홍부가 죽은 그 날에 풍악산 도승道僧이라는 자가 갑자
기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산의 백호등이 끝나는 곳에 있는 악석惡石은 묘소에
악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자리에다 청기군을 모시라.” 했다고 한다.
과연 장사 지내는 그 날 밤 갑자기 뇌성이 천지를 진동시키더니 도승이 말하던

청송심씨

그 악석이 낙뢰를 맞아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그 후 이곳에
묘를 쓰니 후손들이 번창하였다는 이야기다.

청송읍에서 파천면 덕천마을 안내판을 따라 덕천마을에 진입하면 가장 먼
저 만날 수 있는 곳이 경의재다. 마을 앞을 흐르는 신흥천을 가로질러 아치형
다리를 건너면 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우람한 기와집이 바로 경의재다.
마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경의재는 청송심씨 향파의 시조始祖인 심원부沈
元符의

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모시기 위한 재사로 1983년에 건립하였다. 본채

한 동과 부속채 관리사 및 신도비가 있으며, 경내에는 원부를 중심으로 영동정
공 천윤天潤, 석촌공 효상孝尙 등 삼대三代를 모신 제단이 있다.
앞서 말했듯 청송심씨는 4대 덕부德符, 원부元符에서 크게 둘로 갈라진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도와 좌의정을 지낸 덕부의 후손과 두문동으로 들어간
원부의 후손인데 청송에 사는 청송심씨들은 원부의 후손으로 그의 유지를 받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
경의재 전경

112

/

113

청송심씨 본향 덕천 충효마을_경의재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왕비를 위한 세종대왕의 생각이었다. 보광
사 극락전 앞에 있던 작은 누각을 크게 증
축하고 이름을 ‘만세루’라 명했다. 시조의
제를 지낼 때 비가 오거나 하면 이곳에서
향사를 지내게 했다. 그래서 세종의 명에
의해 세종의 비인 청송심씨 소헌왕후의 시
조 묘를 모시는 사찰이 되었다.
세종은 불교를 빌려서 왕비를 달랬다.

✽
만세루 현판

당시에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니 드러내놓
고 아버지 심온의 위패를 이곳에 모실 수는 없었을 것이나 마음으로나마 극락
왕생을 기원하며 이곳을 왕실 사찰로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
보광사 앞 만세루萬歲樓

세종대왕의 비 소헌왕후의 아버지 심온沈溫은 태종 이방원의 사주를 받은
좌의정 박은朴訔의 모함을 받아 중국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죽임을 당한다.
심온은 죽으면서 앞으로 박씨와는 혼사를 맺지 말라는 한 맺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지금에야 그런 일이 없지만 한때 그 유지가 받아들여져 서로 혼사를
맺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왕후를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아버지를 비명에 잃은 왕비를 달래기 위해 청
송심씨의 시조 묘가 있는 이곳 보광사 극락전을 왕실 사찰로 삼고 원혼을 달래
게 했다. 억울하게 죽은 장인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려는 마음과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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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도 우리나라에는 참 많이 있다. 비보 석탑이 그것인데 가까이에 있는 영양군

조산무더기와 생태연못

석보면 국보 제187호인 봉감모전오층석탑 鳳甘模塼五層石塔도 다분히 풍수적인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

산 용장골 삼층석탑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견해가 있으며, 성주군 향교 앞의 동방사지 칠층석탑東方寺址七層石塔과 경주 남

비록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곳에 들르면 무심히 지나치는
것보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천기天氣와 땅의 지기地氣를 빌어서 안녕을 소원
하는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천기가 지기보다 못하고,
지기 역시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했다. 즉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가깝게
지내면 어떤 기운보다 더한 행복이 솟아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말이
다. 당장 마음에 삿되거나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면 이곳에서
깨끗이 비워버리자. 슬로시티는 바로 그런 것이다.

조산무더기
조산무더기란 덕천마을은 위에서 보면 표주박 모양을 한 지형을 갖추고 있
다. 이러한 지형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쌓아올린 동산인데 다분히 비보
裨補의 목적이 있다.

우리 선조들은 풍수지리에 접목해 마을의 입지를 선택하거나 택지로 삼았
다. 뒤로 모산母山을 두고 앞으로 물이 흐르며 탁 트인 농경지와 멀리 안산案山
을 조망하면서 좌·우로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포근하게 자
리 잡은 터를 무릇 좋은 터라고 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덕천마을처럼
지형에 따라 다양한 비보풍수를 접목했는데, 즉 터가 허한 곳은 눌러주고, 센
곳은 드러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물길 따라 빠져나갈 수 있는 기운
을 커다란 돌로 누르는 의미도 같으며, 특별히 석탑을 세워 지기地氣를 누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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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연못
마을에 연못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맑고 깨끗함
에 비견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냥 늪지로 방치되던 것을 몇 해 전에 정비해 자
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색의 공간으로 바꿔 놓았다. 자연 그대로 원형
을 파괴하지 않고 살짝 인공적인 가미만 해놓아 조용히 걸어가기에 참 좋은 곳
이다.
깊이와 규모가 크지 않아 더욱 정겨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곳에는 우렁
이와 다슬기가 많이 살고 있다. 우렁이와 다슬기는 반딧불이의 숙주 역할을 하
고 있어 여름이면 밤하늘에 불을 밝히며 짝을 찾는 반딧불이 모습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곳 어디엔가 수달이 몰래 낮잠을 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양
한 수초가 어우러진 이곳에는 물고기도 함께 살고 있으며, 각종 작은 생명체들
이 별다른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작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 사람들을 반긴다.
여기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 부르는 행위를 잠시 참자. 잠자는 물속
생명체들이 놀랄 수 있다.
우리는 자연을 벗어나 살 수 없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자연을 벗 삼
아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역시 자연과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비록 작
지만 큰 세상, 생태연못에서 지구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본다면
이 또한 슬로시티 정신과 가까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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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추앙했던 요순시대의 왕이다. 성이

요동재사

이기伊耆, 이름은 방훈放勛, 호는 도당씨

태평성대를 누린 요임금을 자신의 학문적 가치로
삼고 마음을 닦고 공부에 몰입했던 정자

평소에도 하늘같이 인자하고 신처럼

陶唐氏이며,

제요帝堯라고도 한다. 그는

지혜로웠다. 해를 향해 가듯 구름을 올
려다보듯 사람에게 다가갔으며, 교만
하지 않았고, 우쭐대지 않았다. 늘 누런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었으며, 하얀
✽
요동재사 전경

말이 끄는 붉은 마차를 탔다고 한다. 덕
을 밝혀 구족을 친하게 했으며, 구족이

화목하니 백관의 자리를 안배했고, 백관이 잘하니 만국이 화합했다고 전한다.
요임금은 직접 순의 됨됨이를 보고는 덕이 높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임금의

요동의 의미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임금의 자리를 능력과 관계없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아니라 덕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양禪讓’이라고 한

요동재는 청송심씨 12세손인 심응겸沈應謙이 학문을 연마하고 심성을 기르

다. 임금이 된 순 역시 백성들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서 칭

던 곳이다. ‘요동’이라는 이름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중국 고대의 성왕聖王 요

송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요순시대’를 태평성대를 논할 때 자주 인용하곤

堯임금과 같은 성인이 되겠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건물이 많이 훼손된 것을

한다.

1890년대 당시 심씨 문중 유사有司이던 심능규沈能奎가 종중의 결의에 따라 재

≪상서尙書≫ 「요전堯典」에 의하면 요는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그가

보수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3년 유교문화권 사업에 의해 해체 보수

양성陽城(지금의 하남성 등봉현登封縣 동남)에서 병으로 죽었을 때, 백성들은 그

공사가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를 부모가 돌아가신 것과 같이 장례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친부모가 돌아간 것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기와집이다.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
른쪽 2칸과 왼쪽 후면의 1칸은 온돌방이고, 나머지 3칸은 누마루 형식을 띤 마
루이다. 팔작지붕에 담장은 흙담에 기와를 얹은 형태이다.
심응겸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접목했던 요堯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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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슬퍼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요堯는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전해
지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118세까지 살았으며 98년간 재위했다고 한다.
심응겸은 이런 태평성대를 이룬 요 임금을 자신의 학문적 가치로 삼고 마
음을 닦고 공부에 몰입했다. 그래서 이 정자 이름이 ‘요동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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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선은 열강들의 수탈의 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비운이 시작되었다.

소류정
뒤돌아보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

1592년 임진년에 있었던 왜적의 무리에게 우리 강토가 짓밟히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또다시 약 300년이 지난 후 비슷한 아픔을 또다
시 겪어야 했다.
1894년(고종31) 동학농민항쟁을 핑계로 조선에 침입한 일본은 청나라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민씨 세력인 보수당을 제거하고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
려는 속셈이었다. 마침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
내정을 개혁하려고 친일파를 움직여 대원군으로 하여금 조정을 섭정케 하고
민씨 세력을 몰아내고 뒤에 김홍집을 수장으로 하는 친일내각을 세웠다.
★

결국, 친청親淸을 부르짖었던 명성왕후 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일본은 을
미사변(1895)을 일으켜 명성왕후를 시해하고 친일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을사
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

의병장 소류 심성지沈誠之

기 암울한 조선의 현실에서 울분을 삭이지 못한 백성들은 전국 곳곳에서 의병
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며, 비참하고 처참
하고 비루한 오욕의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은 역사는

‘지난해 을미년 8월에 역신의 무리가 나라의 권세를 농간하

되풀이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섬뜩한 말인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고 왜놈 오랑캐들을 도와 국모를 시해하는 변을 만들고 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민족의 지혜를 모아 희망의 미래를 개척해 가라는 뜻이

리 임금을 협박하여 단발령을 내리게 하여 머리 깎기를 강

다.

요하고 재촉함이 숨 돌릴 틈도 없게 하니, 전국에 벼슬한 관
리와 선비들이 분개함은 물론이요 기개가 상하지 않은 이

18세기 후반 제국주의 손길은 조선에까지 뻗치게 된다. 원자재의 공급지
로서, 또한 선진문물이라 대변되는 상품의 시장을 찾아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

가 없었는데…….’

하였으며, 병인양요(프랑스)와 신미양요(미국)를 시작으로 군사적 약탈도 마

- 적원일기赤猿日記 중에서 -

다치 않았다. 1876년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
약)를 맺게 된다. 이후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과 통상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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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왕후 사후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명성황후로 추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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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3월 4일, 66세의 심성지는 마음이 심란했다. 그는 이곳 청송에서

도망을 쳤다는 사실과 이를 기회로 의병들은 무기고를 털어 무장한 사실을 알

벼슬에 뜻을 접고 학문에만 정진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학문과 덕행이 알려

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었다. 청송군수 남유희 역시도 도망을 친 상태였다는

져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및 돈영도정敦寧都正을 제수받았으나 끝내 사양하고 나

사실을 새롭게 들었다.

아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홀로 숨은 듯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

24살 혈기왕성한 유시연은 당장 이곳 청송에서도 의병을 모집하고 창의해

었다.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잘 알고 있었던 그였다. 특히 선비정신이란 학

청송의 무기고 접수하여 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을 들은 심성

문을 수기修己로 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치인治人의 길에 나아가 청렴결백

지는 비록 젊은이의 혈기에 찬 말이었지만 모두 수긍을 하고 흔쾌히 동참의 뜻

한 덕목德目으로 살아가면서 나라를 위한 대의大義라면 몸을 던져 생명을 바칠

을 밝혔다.

수 있어야 하므로 무릇 유학을 한다는 자가 국운이 다해가는 현실에 눈감고 있
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심성지는 소류정 마당에 내려서서 아래 덕천마을을 내려다보며 이 나라 조
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또 그동안 생

심성지는 그 자리에서 격문을 짓고 아랫사람을 불러 인근에 돌리게 했다.
그리고 안동에서 청송 이곳까지 용기를 내어 찾아온 이들에게 음식을 장만해
배불리 먹였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이들은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에 잠겨 있느라 소식을 접할 수 없었던 인근 고을은 어찌하고 있는가가 궁금
했다.
이때였다. 소류정으로 걸어오는 장정들이 보였다. 대략 이들은 스무 명이
넘었으며, 젊은이들로 걸음걸이가 힘차고 빨랐다. 자세히 보니 무리 중 가장

“소류 선생님 덕분에 더욱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이 길
로 두 명을 따로 뽑아 안동 의진으로 청송의 소식을 전하고, 남은 저희는 영양
★

으로 가 백산 김도현 선생을 만날 것입니다. 영양도 청송과 마찬가지로 아직
의병진이 마련되지 않아 민심이 요동치는 등 뒤숭숭하다 들었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자의 얼굴의 낯이 익었다. 안동 대평학숙大坪學塾에서 자신의 벗

유시연은 안동에서 의병이 창의되자 의병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은 소모장

유연각柳淵覺으로부터 한문을 수학하던 유시연柳時淵이라는 젊은이였다. 그는

召募將이

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청송에 이어 영양으로 가 의병 창의를 독려할

심지가 굳었고, 의기가 항상 충만한 젊은이였다. 그의 등에는 화승총이 걸쳐

계획이었다. 그런데 《적원일기》에 의하면 소모장 유시연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으며, 뒤따르는 무리 역시 총칼을 들고 있었다. 순간 심성지 머리에 스치

있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소개한다.

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미 안동에서는 의병 봉기가 있었다
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심성지 앞에 선 그들은 신발을 벗고 그 위에 올라선 뒤 무릎을 굽혀 큰절을
했다. 심성지는 유시연을 비롯해 의병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
게 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안동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안동관찰사 김석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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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金道鉉(1852~1914)_구한말 영양지역 의병장. 유시연과 봉화 청량산에서 의병진을 설치하고 상주, 태봉에
있던 왜군을 공격하여 큰 성과를 올렸으나 이듬해 강릉 전투에 패하고 절치부심하던 중에 고종의 해산령에
따라 의병진을 해산했다. 이후 고종이 직접 밀지를 내려 의병창의를 알렸다. 이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치욕을 이기지 못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삼 년 상을 마친 뒤 1914년 영해의 대진동에 이르러
유서 한 통을 써놓고 스스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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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모(柳召募)가 틈을 보아 병기를 강제로 탈취할 생각으

었다. 이렇게 청송의진이 결성되기 직전에 안동의진의 소모장 유시연이 청송

로 곧장 무기고로 들어서는데, 서소모(徐召募-徐孝信)가

에 들어와 군사와 무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야기된 두 의진 간의 갈등은 두 차

굳게 지켜 허락하지 않았다. 류시연은 상쟁함을 싫어하여

례에 걸친 안동의진의 화해 요청으로 해소되었다. 그 후 안동·예안·진보 의

드디어 군대로 위협하니 군색하고 욕됨이 비할 바가 없었

진과 더불어 청송의진의 협조 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빈번히 오가는 사통

고, 또 백성들을 잡아들여 민심을 동요시키니 대개 본 읍이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

아직 의병소를 설치하지 못한 까닭이다. 의병소를 빙자하

어찌 되었든 유시연의 행동에 자극받은 청송지역의 관졸과 군민이 모여 군

고 함부로 공갈함이 극에 이르렀다”

기를 탈환하는 한편, 3월 10일(음력 정월 27일) 향중 4개 면에 통고하여 청송

「적원일기(赤猿日記)」, 1896년 3월 9일(음력 정월 26일)

의진의 결성을 모색하는 향회를 개최하게 된다.
드디어 3월 10일(음력 1월 27일) 청송의병진을 창의하기 위한 첫 향회가

또 조성길(趙性吉) 의 「백운시집(白雲詩集)」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열렸다. 이 향회에는 심성지를 비롯해 서효원徐孝源, 심관지沈灌之 등 청송군의
각 면에서 약 100여 명의 유생이 모였는데, 서효원徐孝源이 지금이라도 새벽을
뚫고 달려와야 할 것이라며 의기에 차 이렇게 말했다.

“안동의진 소모 류시연이 포졸 20명을 거느리고 본 군에 들
어 와 향청에 좌정하고 나를 불러 말하기를 “인군(隣郡)은

“위로는 대의大義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아래로는 고을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고을의 존망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의진(義陣)을 일으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 군은 강 건

이틀 뒤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은 의병을 창의하기에 이

너 불 보듯이 하고 있으니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른다. 이 자리에는 심성지, 서효원, 조성규, 권복규, 심관지 등 유생들을 선두

게 아닌가. 이 군의 군기는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로 각 지역에서 참여한 농민과 보부상 등도 참석했다. 모두들 의병대장에는 심

군기를 거두어가려 하였다.”

성지를 추천하니 하늘의 뜻이라 여겼으며, 심성지 또한 잠시도 망설임 없이 허

위의 두 자료에 의하면 초기 의병진은 연합으로 결성되어 지휘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각 군 단위, 혹은 면 단위로 결성되
어 별도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인근 군에서 보관
중이던 무기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국 전역에서 의병들의 항전
이 이어지자 서로 연락을 취하며 연합작전을 펴는 등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락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각의 중책이 맡겨졌다.
의영도지휘사 서효원, 지휘사 심규·심순·조규락, 부장 조성박, 중군장
김대락, 좌익장 권성하, 우익장 김상길·남두희·서효신, 전방장 윤정우, 우
방장 윤관실, 후방장 장무호 등이 정해졌다. 이 외에도 참모진과 서기, 종사,
향원, 척후 등 의병대장을 비롯해 모두 24개 중차대한 직책이 완성되자 천지
신명께 정성과 통곡으로 알리는 백배고사百拜告辭 하며 정의롭게 나선 의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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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와주길 하늘에 기원했다. 이때 백의종사 서효원이

소류정

“슬프다! 5백 년 문물이 전복되어 땅에 떨어지고 모든 백성은 연이어 하늘
을 향해 울부짖으니 이는 변치 않는 충성 때문이다. 각기 창의를 부르짖고 머

소류정은 1885년에 창건하였으며, 관리 소홀로 붕괴 직전에 있던 것을

리에 수건을 동여매어 무장하니 군대의 위용은 비록 간단하나 많은 사람의 마

1997년에 중건하였다. 정면 2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이다. 앞으로 기둥이 없는

음이 성을 이루고 군사들의 기개가 모두 분기하여 원수를 토벌하려는 뜻이 춘

쪽마루를 내어 측면 1칸까지 이어지게 하였다. 정면 2칸에 세살문 사분합문을

추에 부끄러움이 없고, 종묘사직을 회복할 기회가 길이 풍천風泉에 감응할 것

달아 여름이면 처마 위로 들어 올려 바람을 들였다.

이다.”(하략)
라고 ‘축문’을 지어 올렸고, 우익장 김상길이 명령에 따를 것과 죽기로 각오
한다는 내용의 ‘창서사唱誓辭’를 지어 의기를 다졌다.

덕천마을 가장 서쪽 높은 곳에 있는 소류정은 심성지 선생이 벼슬길을 포
기하고 학문을 연마하면서 마음을 다듬었던 곳이다. 그는 학변화지이易學變化
之理와 성학심성지설聖學心性之設을 연구하여 유학에 통달했다.

1896년 5월 14일(음 4월 2일) 안덕면 감은리에서 청송의진 60여 명과 이

그리고 심성지 선생이 태어난 곳은 현재 청송군 파천면 덕천2리 172번지

천의진 100여 명, 의성의진 80여 명이 연합하여 적군 170여 명과 전투를 벌이

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성지 선생은 1896년 청송의진이 창의할 당시 66

게 되었다. 연기와 불길이 하늘에 닿았으며, 그 참상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
다.
이후 1896년 7월 20일 화장동에서 이천의진이 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군차 진군하던 중 부동면 상평리(화전)에서 적에게 기습당해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니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고, 땅은 통곡으로 흔들렸다. 이렇게 종일토록
싸웠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전사자가 속출하고, 부상자도 부지기수였다. 그
리고 민가의 피해가 막심했다. 적들이 마을에 불을 질러 한 마을에 불 타고 남
은 것은 여섯 가구뿐이었다.
당시의 정부는 안으로는 간신들이 판을 치고 밖으로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
하니 결국 고종황제의 해산 밀조를 접하고 부득이 의병들을 해산하고 말았다.

✽
소류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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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고령에도 대장으로 천거되어 활동한 인물이다. 선생이 살았던 집은 의병

85일간의 의병사 기록 《적원일기赤猿日記》

활동을 한 선생의 뒤를 쫓는 일제에 의해 방화 전소되었고,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생가 터 뒤편에는 아직 대나무밭이 있는데, 1896년 청송의진이 활동할

유생들이 주축이 되었던 전기의병 시기에는 여러 의병이 대개 다양한 형태

당시 이곳의 대나무를 깎아서 죽창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해 본다. 이후에 은

의 기록을 남겼으나, 의진의 활동 내용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긴 예는 제천

피생활을 지속하다가 1904년에 별세하였다.

의병과 더불어 청송의병이 대표적이다. 《적원일기》는 1896년 청송의진의 활
동을 자체적으로 기록한 일기식의 진중 기록물로서 의진이 결성되기 직전인
1896년 3월 2일(음력 1월 19일)부터 의진이 ‘분진’하면서 본진의 활동이 종료
되는 5월 25일(음력 4월 13일)까지 85일 간에 걸친 기록이다. 기록자는 심의
식沈宜植과 오세로吳世魯, 그리고 서효격徐孝格 등 적어도 4인 이상으로 추정된
다.
그리고 《적원일기赤猿日記》라고 한 까닭은 창의를 한 해가 1896년 병신(丙申
)년으로 병신년의 병은(丙)은 색으로는 붉은색(赤)을 뜻하고 신(申)은 원숭이(猿
)를 뜻하니 곧 병신년 일기와 같은 말인데 ‘적원일기’로 명명한 것은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보면서 혹 이 일기가 후세에 전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비어(秘語)를
쓴 것으로 추측된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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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덕사
불타버린 아픔을
지닌 곳

✽
세덕사 전경

세덕사 내력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건물은 맞배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인데 오른쪽 1칸
에는 세살문살에 사분합문이며, 가운데 칸과 왼쪽 퇴칸은 두 쪽 미닫이문이다.

옆에 붙어 있는 송정고택과 같은 구조와 크기로 비슷한 시기에 지은 집이

왼쪽 집은 마치 오른쪽 건물을 보호하는 듯 측면으로 돌아서 앉았다. 그러나

다. 호박골에서 덕천마을로 옮겨와 99칸의 송소고택을 먼저 짓고, 아들들을 위

자세히 보면 ‘ㄱ’자를 반전해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넓은 마당이 매우 정

해 40칸의 집을 세 채 더 짓는 도중 넷째 아들이 태어나 한 채를 더 지으니 모두

갈하며 주인의 성정을 보는 듯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네 채가 되었다. 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했던 도편수 2명이 내려와 집을 지었

이곳에서는 고택 체험이 가능한데 고택이라는 느낌보다 어느 시골의 기와

고, 30여 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인근에서 움막을 짓고 그곳에 기거하며 집을 지

집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 같다. 뒤로 소나무가 우거진 산이 붙어 있어 더

었다고 전한다. 목재는 대부분 주왕산과 태백산 자락의 금강송을 사용했다고

욱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한다. 그러나 이곳 세덕사를 포함해 두 채는 어떤 사연으로 불에 타버리고 지금

세덕사 고택체험 안내

은 송소고택과 송정고택만 남아 있는데 현재에는 당시 건물 일부만 남아 있다.
이 집에는 대문이 없다. 자연스레 안으로 들어서면 예상치 못했던 넓은 마
당이 나온다. 마당 끝에는 두 개의 평상이 두 채 건물 앞으로 놓였다. 오른쪽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3
■ 이곳에서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 010-5161-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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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라도 세계 최고가 되어야 나라와 경제가 산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

학산정

단다.

풍산그룹 창업주 류찬우
어린시절 살던 터

과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서애 류성룡의 12대손인 그는 안동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풍산그룹 창업주
류찬우柳纘佑(1923~1999) 풍산그룹 창업주는 안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와 할아버지를 따라 이곳으로 이거를 해 유년 시절을 보냈다. 류회장은 이곳에
자신의 증조부 류응목을 기념하여 정자를 짓고 증조부 아호를 따 학산정이라
이름 하였다.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류찬우 회장은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부로 알려졌다. 1968년 굴지의 동銅
제품 생산회사 ‘풍산금속(주)’을 설립하고 동종 업계에서 세계 3위 수준의 대기
업으로 키웠다.
타 업종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비철금속 산업에만 매진한 류회장은 “단 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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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성 원유동에 귀래정을 짓고 살았다.

귀래정
귀거래의 뜻이 담긴
정자

송와공은 의성군 원유동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자 홀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와 터전을 닦았다. 아산 장씨 후손들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귀거래사 의미
를 되새기며 ‘귀래정’이라 불렀다.

귀거래사
덕천의 윗마을에는 아산장씨가 오래전부터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아
산장씨의 시조 장서蔣壻는 중국 송나라 사람으로 금자광록대金紫光祿大夫, 신경
위대장군神慶衛大將軍의 벼슬을 지냈다고 덕천마을 편에서 밝혔다.
이곳 덕천 입향조는 송와공이다. 그의 증조부 가선대부중추부사嘉善大夫 中
樞俯事

귀래 입국入國은 광해군 때 영창대군이 살해되자 당시 권력을 쥐고 흔들

던 이이첨을 찾아가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다는 죄를 물어 따졌다. 귀래
입국入國은 이 일로 북도 함남방위사와 정평도호부로 좌천되었다가 곧이어 해
임되었다. 향리 의성으로 돌아오던 귀래 입국入國은 ‘귀거래사부’ 한편을 노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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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지극했다. 집이 가난해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

정효각

았고, 자신은 굶주려도 부모님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배가 고프지 않도록 정성

하늘을 감동케 하다

먹지 않고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께 드리곤 했다.

을 다했다.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더라도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택만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안동에 계시는 너희 백부께서 문중에 일이 있어 나를 찾는다고 연통이 왔
다.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이러니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네가 큰집에 가
서 며칠만이라도 백부가 하시는 문중행사를 도와드리고 와야겠다.”
택만은 아버님 말씀을 듣자 난감해 했다. 아버지의 남다른 형제애를 모르
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이 집을 비우게 된다면 당장 부모님이 걱정이었다. 물
론 착한 아내가 있어 안심은 되나 효심 깊은 그로서는 썩 내키지가 않았다. 그
러나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기란 더욱 쉽지가 않았다. 그는 속으로 후다닥 일을

효자 권택만

마치고 빨리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아내에게 거듭 부모님을 부탁하고 길을 떠
났다. 그러나 큰집에 도착하자 일이 쉽지 않다. 하나 워낙 착한 택만이라 어쩔

예부터 효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길가에 자그

수 없이 백부의 뜻에 맞춰 일을 착착 해냈다. 그렇게 날짜는 속절없이 지나가

마한 전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효자·효부·

자 덕천마을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에 항상 걱정이었다. 그러나 일은 쉬이 끝나

열녀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며, 효행을 가

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을 먹은 택만은 피곤한 몸을 간신히 뉘이고 잠에 곯아

장 큰 미덕으로 삼으며 살아왔다. 마을이나 고을에서 효부나 열녀 충신이 나

떨어졌다. 택만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을 바라보며 익히

오면 그를 기리며 후손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해 그 행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비

지도 않은 날고기를 먹고 있었다. 꿈에서 깬 택만은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문에 새겨 전각을 세우고 보호했다. 이곳 덕천리 마을 끝자락에 있는 정효각에

없었다.

대한 아름다운 사연 하나가 전해오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생전 날고기라곤 드시지 않던 어머니께서 무슨 일일까?’

이 마을에 노부모와 함께 사는 권택만權澤萬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결국 하루를 더 일해 주고서야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도망치듯 큰집에서 벗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늙으신 부모님을 물 맑고 경치 좋은 이곳으로 모시고 와

어날 수 있었다. 새벽 별을 보고 나선 택만은 걸음을 재촉했다. 누가 옆에서 보

작은 밭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택만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

면 난리가 난 줄 알았을 것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달음박질하듯 꼬박 한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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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서야 저 멀리 마을이 보였다. 이미 마을에는 어둠이 가라앉고 있었다.
발걸음을 재촉해 고샅길을 돌아 집 앞에선 택만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
치 악마가 흩고 지나간 듯 자신의 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택만이 없는 사
이에 집에 불이 나 홀라당 타 버린 것이다. 앙상한 흙벽만 남았고, 몇 안 되던
가재도구도 타고 없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불로 인해 어머니가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 택만
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다. 효심이 남달랐든 택만은 어머니를 위해 온갖 정성
을 다했다. 한편으로는 불에 탄 집을 새롭게 고치고 부모님께 정성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지극정성 보살핌에 어머니 화상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화상으로 인해 어머니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다시는
익힌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택만은 그런 어머니를 위해 불에 익히지 않은
음식을 구해드리느라 애를 썼다.
그렇게 집은 택만과 아내의 노력으로 예전처럼 살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
시였다. 그만 아버지가 병석에 눕고 말았다. 택만은 자신이 잘못 모신 탓이라
여기며 눈물로 간호하기 시작했다.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산에
서 귀한 약초를 캐어다 아버지께 달여 드렸다.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몸을 가
누지 못하는 아버지의 대소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받아냈다. 그러나 아버지
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갔다. 어느 날 의원이 다녀가며 택만에게 이렇게 말했
다.
“아버님 병세는 기혈이 허하고 피가 탁해 생긴 병이니 꿩고기가 특효일세.
지금 철에 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것이 문제긴 하네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

✽
정효각
하늘이 내린 효자 권택만을 기리기 위한 전각이다.

있게.”
택만은 난감했다. 어디서 꿩을 구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냥 손을 놓고 있을 택만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오직 아버님을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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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산과

“툇마루에 걸터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집안으로 날아 들어왔어요.”

들을 헤매고 다녔지만, 꿩은커녕 까투리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택만은 몸도

“이는 하늘이 아버님께 내리는 선물이 분명해.”

지치고 배도 고팠다. 개울 가에서 물 몇 모금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고, 고개를

택만은 서둘러 꿩을 잡아 아버지께 달여 드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푸른 저문 빛이 산 아래를 에워싸자 햇빛이 스러

다. 며칠 후 거짓말처럼 아버지는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다.

지면서 아름답게 물들어갔다. 택만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그만 하늘을 붙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꿩이 저 스스로 집으로

고 넋을 놓은 듯 엉엉 울고 말았다. 그러나 운다고 하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

날아든 것은 택만이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며 입을 모

었다. 택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아버지 건강을 되찾게 해드릴

아 효심을 칭찬했다.

것이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찾아 나서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택만은 열심히 일했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을의 궂은일도 도맡아서 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

빈손으로 사립문으로 들어서는 택만을 본 아내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었

는 노릇이었다. 아버지는 다시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약도 소용이

다. 다만 병환에 누워계시는 아버님도 그렇지만, 벌써 며칠째 끼니도 거른 채

없었다. 그러나 택만은 아버지의 똥을 찍어 맛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등 지금

정신없이 산으로 들판으로 돌아다니는 남편이 더 걱정이었다. 택만은 걱정스

까지 그래 왔듯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점점 야위어 갔다. 어느 날

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내는 아랑곳없이 아버님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리

아침이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다. 아버지는 죽은 듯 보였다. 택만

면서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와 죄송하다며 얼굴을 돌려 눈물을 훔쳤다.

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귀를 대었다. 실낱 같은 숨결이 느껴졌다. 택만은 불

이때였다. 밖에서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듯 단지斷指를 떠올렸다. 언젠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람의 뜨거운 피를 먹

“여보, 여보, 어서 나와 보셔요. 빨리요!”

이면 기적처럼 살아난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부엌으로 달

택만은 결혼을 한 뒤로 아내가 한 번도 그렇게 큰 소리로 호들갑 떠는 것을

려가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 마디를 잘랐다. 잘린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솟았

본 적이 없었다. 서둘러 밖으로 나온 택만은 아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자

다. 그 피를 꼭 다문 아버지 입을 벌려 속으로 흘려 넣었다. 마치 자신의 몸속

신의 눈을 의심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마당을 보았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의 모든 피라도 짜낼 듯이 보였다. 그러나 두 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죽

저물어 어둠이 깔렸지만, 분명히 꿩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까지 잘랐지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수꿩 한 마리가 긴 꼬리를 자랑하듯 우뚝 서서 놀고 있었다. 수꿩은 머리만 끄

말았다. 택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부친의 무덤 옆에 묘막을 치

덕일 뿐 마치 어서 잡아 아버지께 드리라는 듯 도망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고 그곳에서 거처하면서 끼니는 좁쌀로 죽을 끓여 겨우 연명했다. 그렇게 삼년

택만은 믿을 수가 없었다. 꿈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보았으나 꿈이 아님

상을 치른 후에도 죄인인 양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고, 늘 겸손

이 분명했다. 아내도 신기한 듯 말했다.

하게 처신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아버님 제삿날이 다가오면 사흘 동안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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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히 씻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정성을 드렸다.

이 집에 또 한 차례 불이 났다. 그런데 권택만 선생의 부인이 방안에서 미처

어느 가을날이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비마저 내리자 마치 아버지를

빠져나오지 못했고,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기거하며 일을 거들어주던 여자가

떠나보낸 자신의 마음 같았다. 그는 ‘비풍악우悲風樂雨’를 지어 슬픔을 노래했

부인을 구하려고 뛰어들어 그만 함께 타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뜻을 기려 택

다. 아쉽게도 그 노래는 지금 전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만의 비 옆에다 조그마한 비를 세워 두었다 한다.

효도하려고 하나 할 수가 없고, 맛있는 것을 드리려 하나 드릴 수가 없다. 아버
지 살아 계실 적에 효도를 다 하려 하였지만, 정신과 몸이 미련하여 할 수가 없
었고, 지금에서야 효도하려 하나 이미 가시고 계시지 않더라.’ 이와 비슷한 노
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택만의 심성으로 보아 이보다 훨씬 애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노래를 지어 부르자 주위의 사람들이 애통해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부모님의 정만 그리며 살았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
을 보아도, 흐르는 물을 보아도, 먼 산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리거나 이웃에서
다듬이 소리가 들려도 부모님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택만이 스스로 자신을 일
러 ‘조모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택만의 효행이 청송에 파다하게 퍼져 나갔다. 청송의 유림이 이를
듣고 칭찬하면서 그의 효행을 정리해 조정에 상신하니 그 집엔 세금과 부역을
면하게 해주었다. 택만이 행한 효행은 ‘접대용으로 나온 귤을 품어가다 주인에
게 들키자 어머니를 드리려고 했다’는 중국 오나라 육적이나, 공자의 제자 고
자고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슬퍼하는 마음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 예부터
불효자가 충신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숭조사상의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나라가
번영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자 진리이다.
이곳 정효각에는 권택만 선생의 비 옆에 작은 비가 또 하나 서 있다. 그의
부인을 위한 비가 아니라 더욱 의아해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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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평 선비마을

풍수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에도 마을 입구에 비보림을 두었던 곳

중평솔밭과 평산신씨

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다는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을이

본관까지 바꾸고 은둔했던 이들이 이 송림을 조성한 것은
마을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어서면 곧바로 한적한 마을이 나온다. 이곳이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의 후손인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한 것이다. 그곳을 벗어나 마을 안으로 들

평산신씨 판사공파들이 일가를 이루고 모여 사는 중평마을이다.
중평솔밭 비보림은 이것 말고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본관까지 바꾸
고 은둔에 들었던 이들은 마을을 가리기 위해 심었다고 전해진다. 은둔의 삶을
유지로 받든 집안이었으니 그도 그럴 듯하다.
조선조 개국 때 영해신씨寧海申氏로 개관改貫하여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살던
이곳의 평산신씨들은 고려 말 판예빈사태복판사判禮賓寺太僕判事라는 벼슬을 역
임한 신득청申得淸을 파시조로,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의 13세손 문정공文
貞公

인문·자연 종합

신현申賢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다. 신현은 문장도학文章道學이 뛰어나 고려

때 문관의 종2품 벼슬의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나라의 운명에 따라 공신이 되기도 하고, 역적이 되어 멸문지화를 당하기

청송읍에서 진보를 향해 가다보면

도 한다. 개관, 즉 본관을 바꾸고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 신숭겸

파천면 소재지 지나기 전에 용처럼 굽

의 후손들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집안이었다. 그러

이쳐 흐르는 용전천을 건너는 긴 다리

나 이곳 중평마을에 세거하고 있는 평산신씨는 남다르다. 이들이 시조로 모시

가 하나 나온다. 용전천 다리를 건너면

고 있는 신득청은 고려말 공민왕 때 왕사였던 신돈의 전횡을 탄핵하는 상소를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 이 숲은 인공조

올렸다가 도리어 신돈에 의해 영해로 낙향한 뒤 은둔한 인물이다.

림의 흔적이 있다. 이것은 옛날부터 마

그 후 조선이 개국하자 그는 망국의 한을 품고 동해에 몸을 던져 절개를 지

을 입구에 숲을 조성하는 반촌의 모습

켰다. 역성역명으로 개국한 조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

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비보裨補의 성격인 비보림裨補林이다. 즉 숲으로 마을

자손들에게 유지를 남겼다. 본관을 영해로 바꾸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다

을 가려 액운이나 재앙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풍수 행위이다.

시 평산신씨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후손들은 그의 유지를 받들어 1980년이 되

터가 허한 곳은 숲을 이루게 하여 허함을 메우는 행위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어서야 영해 신씨에서 평산신씨로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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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모두 압수해 유교경전과 조부(신현)에 관계되는 책을 탈취해 모두 불태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조부의 고향 집 주위에 가시 울타리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를 지킨 고려의 충신

이 중심을 바로잡아 조부를 왕의 사부로 초빙토록 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

를 쳐 출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아들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다행히도 왕

다. 기실 대궐에 간신배들이 득세하기 이전부터 군사나 신하보다 더 많이 득실
거리는 승려들의 타락을 보면서 혼탁한 세상을 점치고 있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신돈을 몇 차례나 탄핵했던 그였다. 일개 승려 신분인 신돈 따위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정몽주, 이색, 김혁, 이인복 그리고
자신의 형 신백청, 부친 신용희와 더불어 줄기차게 그를 탄핵했지만,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 영해로 내려와 은둔에 들었다. 이어
서 우왕 4년(1378)에 세 번이나 부름을 받았다. 더는 거역할 수 없어 이부상서
에 취임하였으나 주위의 권력 다툼에 회의를 느끼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봉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킨 신득청

정산鳳停山 아래에 자리 잡고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중이었다. 아무리 자신이
벼슬에 뜻을 버렸지만, 역사는 거꾸로 흐를 수 없듯 여전히 그는 고려의 신하

이유헌理猷軒이라는 호를 쓰는 신득청申得淸은 고려를 기억하고 앞날을 생

였다.

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고려의 신하로 은덕을 입고 살
았다면 응당 고려를 위한 힘을 모아야 하거늘 혼란한 정국을 이용해 자신의 권

혼탁한 정국의 틈을 이용해 고려를 뒤엎은 이성계 일파의 반란은 있을 수

력야욕을 드러내던 이성계 일파의 전횡이 도를 넘더니 결국 고려를 뒤엎고 새

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기에 추호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

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소식이었다.

하랴! 힘을 쥔 자들이 그들 입맛대로 나라를 농단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

어찌 이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더러운 세상에서 그들이
주는 녹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다. 개가 주인을 향해 쫄랑쫄랑 따라다니며 꼬리 흔들듯 이성계 일파에게 목을
매고 줄서기에 나서는 간신배들의 면상이 생각 나서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

그의 머리에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귀거래歸去來라 했던가.

이 용납되지 않았다.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학식도 명예도 물질에도 매이지

노국공주가 출산 도중에 죽자 비탄에 빠진 왕(공민왕)은 승려인 신돈에게 빠져

않는 맑은 영혼이 몸에 차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신득청은 굳게 믿었다. 예

그를 왕사王師로 삼았다. 권력을 잡은 신돈은 불교 배척에 앞장섰던 자신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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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히 가진 그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고, 철저한 불교 배척자였던 그였기에

다. 이때, 둘의 만남을 질투라도 하듯 먹구름으로 덮여 있던 하늘에서는 소낙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랐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닷가에 깔린 잔잔

한때 자신의 목숨도 경각에 달했을 때가 있었다. 이미 자신의 중부인 신치

한 자갈밭에 빗물이 젖어 빛을 내기 시작했다. 둘은 서로 마주 보다 누가 먼저

와 백형 백청이 들고 일어나 왕통을 논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자신에게

랄 것도 없이 신발을 벗고 큰절로 인사를 나누었다. 벗에게도 이렇게 예를 갖

죽음의 칼끝이 겨누어오고 있을 즈음 이색, 정몽주 등 동료들의 구원으로 겨우

추는 것은 성리학의 사상이 몸에 밴 때문이었다. 일어서서 두 사람은 손을 맞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다.

잡았다. 서로 바라보는 이들의 얼굴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범벅이 되어 흘러

아무리 썩었다 한들 500년을 지켜온 나라에는 충신이 있게 마련이었다. 최
영 장군, 정몽주 등은 이성계 일파에게 죽임을 당했고, 야은 길재는 고향 선산
으로 낙향해 은둔에 들어갔다. 또한, 심원부 등 두문동으로 들어간 72인의 곧
은 절개를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졌다.

내렸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득청은 불현듯 생각이 난 것이 있어 운곡의 손을
이끌어 바닷가 인근 주막으로 찾아들었다.
둘은 젖은 옷을 말릴 겸 화롯가에 마주 앉았으나 마치 아무 할 말이 없는 듯
오랜 시간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둘이 나누는 침묵 속에는 고려가 망한

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하늘은 온통 먹장구름이 가득 몰려오고 있었

지금의 현실에 슬픔이 깔려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회오리 바람이 숨을 죽이고

고, 그가 서 있는 영해 앞바다는 자신의 마음인 양 거친 파도가 밀려와 바위에

있는 듯했다. 주막 노파가 단출한 술상을 앞에 내려놓고서야 목석 같은 몸을

부딪혀 포말을 일으켰다. 거친 숨을 토해내던 바다는 잠시 물러서는가 하더니

약간씩 움직였을 뿐이었다. 운곡이 먼저 벗의 잔에 술을 가득 붓고, 자신의 잔

더 큰 파도를 만들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밀려와 큰 소리로 부서져 내

에도 한 잔 가득 채웠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이 몇 순배 돌기까지 여전히

렸다. 파도는 지치거나 물러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말이 없었다.

이때였다. 파도소리가 잠시 멈추는 틈을 타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목

득청은 오늘 같은 날 아무리 마셔도 술에 취할 것 같지 않았다. 그의 벗 운

석이 고개 돌리듯 천천히 돌아보니 칠 척의 사내가 초립을 뒤집어쓰고 가지런

곡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문득 득청이 어떤 힘겨운 상황을 떠올린듯, 그의

히 두 다리를 모아 양손은 앞으로 포갠 채 서 있었다. 득청은 그를 단번에 알아

얼굴에 난 흰 수염이 순간 떨렸고, 동공에 조금씩 기운이 뻗치고 광채가 솟기

보았다. 용기와 지혜를 겸비하였으며, 지금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함께 학문

시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운곡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지금과 같은 벗의

을 배웠던 벗이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스승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이었다.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득 살아생전 포은 정몽주가 벗

운곡은 진작부터 와 있었지만, 벗의 상념을 깨트릴 수 없어 오랫동안 그렇게

득청의 인품을 두고 지은 글귀가 생각났다.

서 있었다. 득청은 60세요, 운곡은 62세였다. 비록 운곡이 두 살이 더 많았지
만, 때론 형처럼, 때론 오랜 지기처럼 관계를 이어왔던 사이였다.
오랜 지기를 알아본 득청은 죽었던 벗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놀라서 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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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기가 세차게 흐르는 물과 같고,
곧기가 낙락장송 같다.
그러나 곧아도 뾰쪽한 촉이 없고
맑아도 심히 차갑지 않다.

렸다.
“살아 있을 때에도 조선의 녹을 먹지 않기 위해 벼슬을 받지 않았는데 죽어
서까지 조선의 벼슬을 받겠습니까.”
이방원은 대로했고 평산신씨 일가를 멸족시키라 명했다. 이 사실을 안 운
곡은 자신의 스승 일가의 멸족을 막기 위해 부리나케 달려왔던 참이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한참 동안 나무와 볏짚으로 얼기
설기 인 천장을 올려다보던 득청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보시게 운곡.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는 마당에 안부는 물어 무엇하
겠나. 다만 내 자네가 반가운 것은 죽기 전에 자네를 볼 수 있어서이네.”
이 말을 들은 원천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벗이 현실에 어떤 의지가 섰다
는 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워낙 단호한 어투라 뭐라 대꾸를 할 용기가 나
지 않았다. 이어서 득청은 아무도 듣는 이 없었지만 목소리를 죽여 말을 이었
다.

이어서 득청의 말이 이어졌다.
“내 자네에게 긴히 중요한 부탁이 있네.”
운곡은 대답 대신 벗의 눈을 응시하며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네.”
이때서야 운곡이 놀라 입을 열었다.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목숨
을 걸고서라도 자네를 도울 것이네.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씀을 마시게.”
운곡은 알고 있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성계 일파가 이들을 그냥 둘

“불사이군이라 하였듯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 두 나라의 주군을 모실 수 있

리 없었고, 자신 또한 아무 힘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운곡의 말을 들은 득

겠는가. 그들의 만행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그들이 토해놓은 말이 땅을 더

청은 벗을 지긋이 바라보며 마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세상

럽히고 있네. 내 이러한 세상에 더는 살고 싶지가 않네.”

을 조소하는 듯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고 말을 이어갔다.

운곡은 득청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자신 또한 그와 같은 생각

“내 한 몸이야 저 푸른 바다에 던지는 것쯤은 두려울 것이 없다네. 그리고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운곡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훗날의

나의 아들들 역시 성인이 되었으니 내 뜻을 잘 알아서 행할 것이네만 죽음을

태종)의 스승이었다. 그런 까닭에 더욱 벗에게 죄지은 마음이었으며, 자신의

각오하고 나니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일세.”

스승이자 벗의 아버지(신용희)에게도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았다. 자신은

운곡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이 나라 조선에서 벼슬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쌍둥이 손주까지 죽임을 당하거나 남의 집 종으

가 몸을 숨기던 중이었다. 이때 대궐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방원이 어지

로 팔려갈게 될 것이니 불쌍해서 어찌할까 그것이 걱정이란 말일세.”

러운 정국을 수습하고자 조선 개국 후 자신이 죽인 포은 정몽주를 사면하고 벼

득청이 말을 마치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운곡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을 추서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안 신현의 후손 신자악이 이렇게 상소를 올

벗의 심경에 함께했다. 소매 깃으로 눈물을 훔친 득청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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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곡은 벗의 말을 마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뜻은 두 쌍둥이 손
주를 자신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쯤은…….
비는 그쳤다. 그러나 밖에는 세찬 바람 소리가 귀를 울리고, 파도 소리마저
삼켜 버릴 듯 짙은 어둠이 깔려 마치 죽음의 사자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진을 펼쳐놓고 기다리는 듯했다. 이들은 가시밭을 헤치고 걸어가듯 힘겨운 발
걸음으로 어둠을 뚫고 득청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둘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
다.

되면 그때 가서 원래의 본을 되찾도록 하라.”
이 말은 지금까지 써온 ‘평산’이라는 본을 버리고 ‘영해’로 바꾸어 숨어 살면
서 조선에서는 일체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또한 조선이 망하거든 그
때 가서 원래의 본으로 되돌리라는 유지였다.
그 옆에는 쌍둥이 영석 형제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할아버지 득청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운곡이 떠나갔다. 두 쌍둥이는 원천석이 데려온 사람의 품에 안겨 어디론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마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듯 짙은

가 떠났다. 이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돌

먹장구름으로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득청은 일어나 두 아들을 불러 앉혔다.

아서서 한참을 걸어가다 소리 없이 흘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아들을 딸려 보

그 옆에는 운곡이 함께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두 아들은 평소에 염려했

내는 아버지 역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던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드디어 득청이 작정한 듯 무겁게

희망과 반드시 살아남아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말겠다는 용기를 잃지 않았기

입을 열었다.

때문이었다.

“내 너희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이미 세상은 뒤집혀 패악한 무리가 임금

고려가 망한 것을 비통해하듯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파도는 더욱 거세게

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라 자처하니 이 나라에서는 더는 희망이 없다는 것쯤은

몰아치고 있었다. 득청의 완고함과 기세에 아들들이 말릴 용기도 없었거니와

너희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세상에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의義를 귀하기

그럴 틈도 없었다. 득청은 벗이 떠나가자 의관을 정제한 뒤 영해 바닷가로 나

여기는 선비로서, 충忠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고려의 신하로서, 예禮를 몸에

갔다. 그리고 우뚝 솟은 바위에 올라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

익혀 살던 한 인간으로서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지금부터 너희는 우리 선

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파도가

조(신숭겸) 이래 평산 신 가문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본을 잊

거칠게 몰아치는 거친 바다로 몸을 던졌다. 바람이 그의 몸을 흔들었고 그는

도록 하라.”

한 잎의 낙엽 같았다. 득청을 받아들인 바다는 둥근 포말을 일으키는가 싶더

가문의 뿌리인 근본을 잊으라는 아버지 말에 아들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했
다.

니 이내 거친 파도가 삼켜버렸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언제 그런 일
이 있었냐는 듯 세상을 날릴 기세로 불던 바람도, 굉음을 내며 바위에 부딪치

“이제부터 너희는 평산 신이 아니라 영해 신으로 바꾸고 꼭꼭 숨어 살도록
하라. 만약에 운이 좋아 살아남는다면 후대에 내 뜻을 전하라. 조선이라는 나
라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 것이며, 만약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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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자와 이주, 송극기, 정양필, 김정, 김진양 등이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자
그의 의관을 거두어 초혼장招魂葬을 모셨다.
신득청의 두 손자를 데려간 운곡 원천석은 이들에게 누가 묻게 되면 영해
신씨라 답하라고 교육을 하고 몰래 키웠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터전을 잡고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라고 항상 그렇게 일렀다. 스승과 벗에 대
한 정리를 잊지 않고 인연을 소중히 했던 그였다.
이후 후손들은 유지를 받들어 평산신씨가 아닌 영해 신씨로 살아 왔다. 그
리고 1980년이 되어서 평산신씨로 회복했다. 선조의 유지를 받든 그의 후손들
이 지금의 청송과 영덕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다.
중평리 입구 사양서원에 운곡 원천석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함께 배양한
이유다.

✽
참고 : 청송군 《고택이 말을 걸다》 애드넷 / 청송군 《청송군지》 / 평산신씨판사공파 사이버 종친회 cafe.naver.com/shmj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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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답사
청송군 파천면에 특별히 많은 고택이 산재해 있다. 그만큼 격이 높았던 양
반가들이 많았다는 뜻이며, 벼슬보다 학문과 인격 완성에 뜻을 둔 가문이 많았
다는 뜻이다. 이것이 가문의 자존을 당당하게 지켜왔으며 청송을 더 빛나게 하
는 까닭이다. 파천면 중평리에는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을 위시하여 사남고
택과 서벽고택이 있어 청송 고택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조선 개국 후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를 주살하는 등 실
권을 장악한 이방원은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고자 죽은 정몽주를 사면하고
벼슬을 추서할 계획을 세운다. 이 소식을 들은 불훤재 신현의 후손 신자악이
상소를 올려 “살아 있을 때도 조선의 녹을 먹지 않기 위해 벼슬을 받지 않았는
데, 죽어서까지 조선의 벼슬을 받겠느냐”며 이방원을 자극했다. 이에 노한 이
방원은 평산신씨 일가를 멸족시키라 명했다. 이 사실을 안 불훤재 선생의 제자
★

이자 이방원의 스승이었던 운곡 원천석 이 자신의 스승 일가의 멸문지화를 막
기 위해 파시조 신득청의 손자인 쌍둥이 형제, 영석·중석을 피난시키고, 누구
든 묻거든 ‘평산신씨’가 아닌 ‘영해 신씨’로 답하라고 가르쳤다. 그 후, 본관을
영해로 바꾸게 되었으며, 사양서원 내 화해사에는 신현, 신용희의 위패와 함께
운곡 원천석의 위패도 함께 모시게 된 까닭이다. 1980년이 되어서야 영해 신
씨는 평산신씨로 회복이 되었다.

✽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사랑채와 안채
새 사랑채 뒤에 서 있는 건물은 영남 북부지
방의 전형적인 뜰집인 ‘口’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정면에 좌·우 1칸씩 돌출된 날개
집 양식을 하고 있다. 정면에서 보면 팔작지
붕인데 일반적으로 측면에서 보이는 합각이
정면에 두 개가 솟아 있다.

★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양서원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160

/

161

중평 선비마을_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종택을 창건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비보 숲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연꽃 모양을 한 나지막한 연화봉 아래 작은
마을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중평마을이다. 연화봉 아래 그곳에서 가장 넓
은 터를 차지한 종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대부가의 고택은 읍내에서 반나
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독자적인 근거지를 운영했던 것과 같이 이곳도 그렇
✽
안채에서 본 하늘이 맑다.

다. 서쪽으로부터 굽이쳐 흐르는 신흥천 강물을 바라보고 양지바른 곳에 넓게

한옥 처마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각하늘도 되고 이처럼
비정형의 힘찬 모습도 만들어 낸다.

펼쳐 있다. 그 경관이 아름답고 입지 조건을 따져본다면 참으로 아늑한 공간이
다. 실로 조선시대 반가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 그리
고 제사를 모시기 위한 사당과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한 서당이 함께 있고, 영

조선 시대 혼탁한 벼슬길에 들지 않고 은둔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냥 있지 않았다. 신득청申得淸의 후손 신지申祉가

정각까지 함께하고 있다. 또한 건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언제 어떠한 연유로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로 정착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생활을 알아보자. 태생적 축복

의 후손인 신예남申禮男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나 소수

은 양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의 《양반전》에서 풍자

의 의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우다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 것처럼 양반이라고 쉬운 삶은 아니다. 주로 엄한 부모의 통제 속에 가까운

왜적이 그의 용기를 높이 사 항복을 권유했지만 적삼을 벗어 부하에게 주

곳의 스승을 찾아 양반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철저한 유교사회의 도덕과 규

면서 선산에 장사 지내라 하고 자결하였다. 그의 부인 민씨閔氏는 죽음을 무릅
쓰고 왜적을 찾아가 저항하다 죽었다. 나라에서 공조참판工曹參判이란 벼슬을
★

추증하고 부인에게는 정부인貞夫人 의 품계를 내렸다. 합강동에 쌍절비각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신예남의 동생 지남智男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장군 휘하에 종군한 의사義士이다. 임진왜란 후 4년 동안 합강에서 살다가 현
재의 중평마을로 이거했다고 한다. 그리고 27세손 신한태申漢泰가 1705년경에

★

정부인貞夫人_정·종 2품 문·무관의 처에게 남편의 품계에 따라 함께 주어준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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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가풍을 대변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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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소학小學》을 익힌다. 청년이 되면 덕망 높은 스승을 찾아 학문을 익혀 문

우뚝 솟아 있다. 건물의 오른편 초석은 자연석을 대충 다듬고 나머지 초석들

인의 반열에 올라 계보를 잇고 과거에 급제해 가문과 스승의 학맥을 드높여야

은 둥글게 다듬어 다소 높은 초석을 올렸다. 초석을 높게 한다는 것은 기둥 아

한다. 승승장구 벼슬을 지내다가 은퇴하게 되면 낙향하는 것을 양반의 도리로

래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비바람에 의해 처마에서 떨어진 빗물이 닿지

알았다. 낙향 후에도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했다. 지방사회의 유림으로 역할을

않게 하려는 뜻이다. 때문에 재력이 충분한 집안은 초석에 대단한 신경을 쓰게

다하며 제자를 기르고 스승의 학맥을 잇는다. 죽은 후에는 선산에 묻혀 후손들

마련인 것이다.

의 극진한 제사를 받는다. 위패는 가묘에 모셔지고, 초상화를 모신 영당이 세

초석 위로 남성적 권위를 상징하듯 둥근 두리기둥을 올렸다. 네모가 음이

워진다. 자신을 기리는 서원에 배향되기도 하고, 문묘(향교)에 배향된다면 더

면 둥근 것은 양이며,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음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

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채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하고, 안채 기둥은 사각 기둥으로 한다.

이러한 일생을 위해서 각각의 성격에 맞는 여러 건축물이 필요하다. 살아

양 옆의 1칸씩은 가운데 3칸보다 좁으며, 건물 왼쪽 2칸에 대청을 넓게 두

가는 살림집은 물론, 제례를 행하기 위한 종가와 제자를 기르는 서당 및 재실

었고, 오른쪽 2칸은 온돌방을 꾸며놓고 그 앞으로 툇마루를 놓았다. 새 사랑채

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가히 짐작하게 하는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이 이

측면은 가운데 칸은 움푹 파서 아궁이를 두었고 양 옆 2칸에는 풍벽을 달았다.

곳에 있어 반가의 삶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 약 300년 전에 지어진 이

측면의 전체적인 모습은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연상케 하는데 몬드리안의 작

곳을 하나씩 찾아보자.

품처럼 정돈되고 매우 깔끔한 모습이다. 아마도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듯 보다
보면 목수의 숨결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새 사랑채(별실別室)
한적한 담장이 길게 이어지고, 가운데 5칸의 대문채가 있다. 가운데 솟을
대문을 놓았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안채로 드는 중문이 바로 보여

✽
새 사랑채(별실別室)

잠시 어리둥절해 진다. 안채로 드나드는 문은 바깥대문에서 옆으로 벗어나 있

막돌로 높은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정면 5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린 건물이
우뚝 솟아 있다. 건물의 오른편 초석 하나만
자연석을 대충 다듬었고, 나머지 초석들은
둥글게 다듬어 다소 높게 올렸다. 초석을 높
게 한다는 것은 기둥의 아래 부분을 보호하
는 의미가 있다. 비바람에 의해 처마에서 떨
어진 빗물이 닿지 않게 하려는 뜻이다. 때문
에 재력이 충분한 집안은 초석에 대단한 신
경을 쓰게 마련인 것이다.

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문이 열려 있다면 입구에서 이 집안의 안주인, 즉 주부
의 활동 공간인 안채를 훤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와 달리
당시에는 안대문을 지금처럼 훤하게 열어놓고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
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법하다.
안채 오른쪽에 사랑마당을 넓게 두고 새 사랑채가 있는데 막돌로 얼기설기
높은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정면 5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린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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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와 안채
새 사랑채 뒤에 서 있는 건물은 영남 북부지방의 전형적인 뜰집인 ‘口’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정면에 좌·우 1칸씩 돌출된 날개집 양식을 하고 있다.
정면에서 보면 팔작지붕인데 일반적으로 측면에서 보이는 합각이 정면에 두
개가 솟아 있다. 이것을 ‘종마루’라고도 부르는데 안채와 연결된 큰 사랑과 작
은 사랑방 중앙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안채의 정침에서 양옆의 건물인 우익사
와 좌익사의 지붕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레 건물의 측면처럼 보이게 했는데 이
✽
새 사랑채 합각

✽
까치구멍

때문에 넓고 화려한 맛이 여타 고택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하고

건물의 곡선을 위해 용마루 끝을 기와로 몇 겹
더 올려 멋을 더했다.

통풍과 채광을 위해 건물 측면에 내어 놓은 구멍이다. 까치가 드나들
만큼 구멍을 내었다고 하여 까치구멍이라고 부르며, 이런 집을 까치
구멍집이라고 한다. 예부터 우리는 까치를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믿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생겨나라는 소박한 뜻을 담지는 않
았을까?

있다. 그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개의 합각에 까치
구멍을 세 개 내어 건물의 통풍에 신경을 쓰면서도 멋을 한껏 낸 모습이다. 건
물 앞으로 짧게 낸 쪽마루 아래에는 땔나무를 가지런하게 정돈해두고 있어 멋
스럽기도 하거니와 주인의 부지런한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새 사랑채는 보통 귀한 손이 찾아오거나 연회를 베풀거나 할 때에 사용
★

정면 7칸 중 가운데 칸에 중문을 두었고, 우측의 사랑방과 마루방으로 사

했던 것으로 보이며,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 의 사대부집이라 행사가 많았

랑채를 설치하였으며, 사랑방 뒤로 중방을 두어 안마당과 통하도록 하였다. 사

을 터이니 집안의 대소사 때 남자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선비들이

랑방이 다소 협소한 터라 나중에 별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여 강론도 하고 시도 읊으면서 소일하던 곳이다. 마당이 넓어 행랑채의 노비

안으로 들어서면 사각의 처마가 둘러쳐져 생긴 네모난 하늘이 먼저 반기

들이나 집안에 드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것으로 볼 수도 있

고, 안채 내부를 환하게 밝힌다. 그리고 막돌을 다듬어 기단을 높게 올린 정면

다. 가문의 당당한 자존을 이 새 사랑채에서 온전하게 느끼게 된다. 근년에 이

3칸의 정침이 바로 보인다. 3칸 모두 대청을 놓아 시원함을 더하고, 벽체 아래

건물을 중수할 때 1784년 경에 건축되었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 안채보다

위 반으로 나누어 아래에는 나무로 문을 달았다. 벽체에 길게 설치한 선반 위

늦게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자료인 셈이다.

에는 봉제사 때 겸상을 하지 않고 개개인이 따로 상을 받았음을 잘 보여주는
네모난 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어 대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굵은
재목의 대들보가 가풍에 당당한 듯 굽은 채 힘이 실려 있고, 천장은 서까래와
흙이 교대로 놓인 연등천정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 고택의 특징인 합각에 세

★

봉제사접빈객_지체 높은 집안의 한 해 일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봉제사, 즉 제사를 모시고, 접빈객은
손님 접대를 한다는 말이다. 사대부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안의 대표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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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서면 양 측면에 모두 같은 위치에 삼각으로 구멍이 나 있다. 구석지고 어

사당祠堂

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며 시선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다.

사대부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사당이다. 사당은 종가의

정침의 오른쪽으로 안방을 길게 이었고, 방안에 들어서면 그 옛날 고향집

가장 중요한 일인 봉제사를 모시기 위한 곳인데 일반적으로 정침의 뒤쪽에서

안방을 연상케 하는데 방안 선반 위에는 한지를 입힌 대나무 광주리를 두었다.

왼편(동북쪽)으로 살짝 벗어난 곳에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산에서 내려온 정

그리고 부엌과 닿아 있는 또 다른 방이 하나 더 있다. 그 속에 반닫이가 집안 안

기를 제일 먼저 받기 위함이며,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게 하기 위함이다.

주인의 내력을 전하는 듯하다. 안방 옆에는 지형에 맞게 낮은 부엌을 내고 측

이곳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에도 종가의 위상에 걸맞게 사당은 건물의 정

면에 나무벽을 달았다. 그리고 정침의 좌익사에는 큰 문과 작은 문이 두 개 있

침에서 뒤쪽 좌측으로 살짝 벗어난 곳에 별도의 담장을 두르고 아래를 굽어보

는데 큰 문 위에 고택 숙박 체험객의 편의를 위하여 ‘색시방’이라고 적어 놓은

고 서 있다. 여느 사당처럼 입구 문은 작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자연히 머

푯말이 정겹다. 도대체 어느 색시를 말하는 것인지, 갓 시집온 새색시만 들어

리를 숙이고 사당 공간으로 들라는 강요된 뜻이며, 예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

갈 수 있는 방인가 싶다.

다.

그 옆으로 밖에서 훤하게 뚫린 다락을 놓고 그 아래 건넌방(색시방)으로 드

사당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데 정면 3칸의 굳건하게 생긴 맞배지붕이며,

는 아궁이를 놓았다. 사랑채와 붙어 있는 아래에는 창고나 고방으로 쓰이던 곳

용마루의 곡선이 유려하다. 정면 3칸에 모두 문을 달았는데 가운데 간에는 두

이 1칸 달려 있다. 방이 많은 것을 볼 때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 여러 형제가 함

매의 문을 두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다.

께 살도록 지어진 집이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아늑하고 한적한 느낌이다. 밖으로 나오면
오른편 넓은 빈 터가 있다. 푸성귀가 파릇하게 돋았을 텃밭 가운데 장독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윤이 난다.

✽
사당은 종가의 가장 중요한 일인 봉제사를 모시기 위한 곳인데 일반적으로 정침의 뒤쪽에서 왼편(동북쪽)으로 살짝 벗어
난 곳에 있게 마련이다.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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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대 위에 큰 돌로 세 단의 기단을 올리고, 앞에서 보면 2층의 누각樓
閣처럼

보이게 일정 부분 위로 올려서 대청과 방을 두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

의 팔작지붕으로 가운데 칸은 전체를 대청으로 두었으며, 양 옆에는 온돌방을
★

꾸몄다. 그 앞으로 툇마루를 두었으며, 마루 앞으로 계자난간鷄子欄干 을 측면
좌우측까지 연장하였다. 기둥은 둥글게 깎은 두리기둥인데 툇마루를 중심으
로 위의 기둥보다 아래 기둥이 굵어 안정감을 준다. 앞에서 보면 대청 3칸으로
높은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하주를 놓아 건물 전체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영정각이 있는데, 이곳은 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
한 것이다. 영정각에는 물촌勿村 신종위申從渭(1501~1583)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그는 군사丑山郡事를 지내고, 1520년(중종15)에 정4품 무관벼슬인 호군
護軍을
✽
서당과 영정각 전경

역임한 인물로, 자는 징원澄源이다. 영정은 효행이 남달랐던 물촌 선생
★★

이 나라로부터 하사받은 삼량관복三梁冠服

을 착용한 모습으로, 가문의 가보

로 전해오고 있다.

서당과 영정각
종택의 장독대 뒤로 일정 부분 담장이 헐려 있다. 이것은 고택의 정침에서
오른쪽 뒤로 놓여 서당과 영정각을 편하게 오가기 위한 것으로, 사당과는 반대
방향에 있다. 그 옆의 서벽고택과 붙어 있는 느낌이어서 종택과는 별도의 건물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고택체험 안내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들2길 16
■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89호

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당은 마을의 가장 중간에 위치하여 일가의 아이들을 가

■ 고택체험이 가능하고, 학술 세미나·워크숍·문화행사 등도 가능하다.

르치기 위한 곳이며, 유유자적하며 글을 읽기 위한 공간이다. 이 건물은 돈파

■ 054) 841-2433

★

재遯坡齋 신숙이 후세 교육을 위해 지었다고 한다.

★

돈파재_‘둔遯’자의 원음은 ‘돈’이다. 후손의 명명법에 따랐다.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

계자난간_‘계자각 난간’을 줄여서 쓰는 말이다. 한옥에서 쓰이는 용어에는 재미있는 것이 많다. 계자난간도
닭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쳐진 이름이거나, 닭 모가지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선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은 작은 부분이나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것이다.

★★

삼량관복_조선 시대에 삼품의 벼슬아치가 쓰던 관복이다. 앞으로 흰 골이 세 줄 지어져 있어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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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한층 더 다듬어라.”

사양서원
아깝다.
역사의 기록이여!

그러자 말리는 태가 화들짝 놀라 큰소리로 나섰다.
“뭐라는 게야! 너는 겨우 소학小學만을 떼고, 논어論語,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겨우 한 번 읽었을 뿐인데 학식이나 덕이 할아버지 발아래도 따라가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냐! 당장 접고 내일을 위해 잠이나 청하
라. 나도 이제는 피곤하구나!”
그러나 부추기는 태도 그냥 있지 않았다.
“무슨 소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천치 바보가 지껄이는 말이구나! 아
무리 증조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유지를 내리셨다 한들 이미 반백 년이 훨씬 지
난 일이다. 이제는 그 궤를 열 때가 온 게야.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
문 대대로 가보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보호하고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 것
이다. 그러니 답답하면서 소극적이고, 미련하면서 착하기만 한 저런 바보 같은

한 줌의 재로 화해버린 직필기록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이야. 하긴 착하기만 하고 무식한 것들은 옆에 있는 사
람들 환장하게 하지.”

증조부 운곡 천자 석자 할아버지가 남기신 궤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원태

조용히 듣고 있던 말리는 태도 지지 않았다.

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증조할아버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어

“이런 답답한 화상아! 만약이란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린 시절 아버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할 뿐 자세한 내막을 모르

인간 세상의 일들인데, 어찌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는 잊어버리

는 태는 궤를 열 것인가를 두고 갈등했다. 밤이 깊어 삼경三更이 넘도록 마음속

고 있는 게야. 행복한 삶은 욕심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

에 말리는 태와 부추기는 태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부추기는 태가 말했다.

니라 순간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모른척 하는 행동임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지금은 세종 임금께서 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영토를 넓히셨

성실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쾌락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고, 남으로는 왜구의 근거지 대마도를 정벌해 남북으로 평안케 하시니 만백성

투전판이나 유곽에 들락거리는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를 것이냐! 호기심은 창

이 모두 찬양하는 태평성대인데, 아무리 할아버지께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

조를 낳기도 하지만 반드시 큰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냐? 호

물이 아니면 열지 말라 하셨거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기심에도 긍정의 진취적 호기심과 부정의 타락적인 호기심 두 종류가 있다는

어서 열어서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이 기회에 할아버지의 학식을 이어받아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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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부추기는 태가 화를 내며 달려들었다.

작만으로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몰래 감춰두면 될

“뭐라고? 그럼 내가 타락한 부정의 호기심이란 말이냐! 내가 이웃집 여자

것 아니냐. 자자 더는 저 미련한 놈 말 듣지 말고 당장 사당 깊숙이 숨겨놓은 그

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있더냐? 아랫마을 주막 주모 엉덩이가 궁금해 만진 적

곳에 가서 아무도 몰래 뜯어보자꾸나. 모두 잠들어 있는 지금이 기회야!”

이 있더냐? 나는 다만 증조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물이 궁금할 뿐이란 말이

이 말을 들은 말리는 태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다. 이런 맹추 같은 놈아! 그래, 만약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침서나, 혹

“할아버지가 쓴 일기가 나온다면 깊숙이 숨겨두면 된다고? 발 없는 말이

여 돈이 될 만한 것이 들었다면 어찌할 것이냐? 또 할아버지께선 일찍이 원나

천 리를 간다 하거늘, 어찌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놈이

라에 다녀오신 적이 많았거늘, 명에서 가져오신 귀한 보물이나 서책이 들었다

로구나!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할아버지께서 아주 깊은 뜻이 있었기 때

면 우리만 손해 아니냐? 너의 걱정대로 할아버지가 쓰신 일기가 들었다 하자.

문에 이런 미련한 상황을 대비해서 할아버지보다 학식이나 덕이 뛰어나지 않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신도 없는데 이 나라 조선에 해가되는 내용이라 지레짐

은 후손은 손도 대지 못하게 유지를 내리신 게야! 진정으로 그 뜻을 외면할 것

✽
사양서원 내부
기호지방의 사림에서 계룡산 아래에 화해사
華海祠를 건립하여 신현과 신용희, 포은 정
몽주를 봉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당이 사라지게 되어 신현과 신용희의 위
패를 이곳으로 옮겨와 배향하면서 이 서원
을 만들게 된 것이다. 1966년 서원에 현판을
달면서 원천석을 추가로 배향하고, 이곳 지
세를 따라 이름을 사양서원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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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 단지 너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 정말로 삶의 지침서나 돈이

들을 수 있단다.”

될 만한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후손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남겨두어야 하는

이러자 부추기는 태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들었다.

것이 아니냐? 또 저 속에 무엇이 들었든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우리는 언제

“뭐라? 나를 죽인다고? 이것이 지금 뭐하는 수작이야! 만약에 나를 죽이고

라도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새로운 희망과 믿음의 궤로 영원히 존재

이 세상에 호기심이 사라진다면 더는 발전이 없어. 때때로 큰 숨을 쉬고 호기

하는 것이야.”

심을 발동시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 인류를 위해 값지고 진정한 희생이

이 둘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부추기는 태는 이제 빈
정거리며 나섰다.
“흥! 이 나라에 녹을 먹지 않고 은둔해 살면서 우리 후손에게 남기신 것이
도대체 무어야? 가난밖에 더 있어?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 땅이 그저 얻은 것
이 있어?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라도 건사할 수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야! 저기 저 방에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 좀 봐. 저렇게 예쁘고 사
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새 옷도 입히고, 맛난 음식도 만들어주고, 사랑하는 아내
에게도 금비녀 하나 꽂아져 봐 입이 귀에 걸릴걸!”
말리는 태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목소리
를 낮춰 말했다.

야! 하늘 아래 첫 동네 이곳에서 산을 개간해 논밭을 만들었고, 뼈 빠지게 일해

“부추기는 태야, 너는 참으로 답답하구나! 우리 인간의 삶이란 말이다. 억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던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벌써 잊었구나! 이제 우

겁의 세월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단다. 그런데 잠깐의 호기심과 있다는 확신

리가 집안을 이 정도로 일으켰으면 됐지 그 증조할아버지 궤가 그리 소중한 거

도 없는 허황한 것들을 위해 큰 뜻을 품고 의리를 지킨 할아버지 뜻을 저버리

야?”

자는 것이냐? 언젠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후손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

그러자, 말리는 태가 애원하듯 말을 받았다.

들어 훌륭히 가문을 일으키면 지금보다 더 밝은 세상이 나타날 것이야. 그렇게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조선에서 녹을 받지 않고 사느라 힘이 들었던 것은

되면 우리 후손도 과거에 급제하고, 학식과 덕망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후손을

사실이다. 또 할아버지의 뜻을 외면할 수 없어 숨어 지내느라 힘겨웠던 것도

따르는 무리가 바다에 모래알만큼 생겨날 것이야! 그러니 지금처럼 작은 소망

사실이고, 선대왕 태종임금님 스승이셨던 증조할아버지께서 데려온 신씨 쌍

을 간직하며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자꾸나. 저질의 호기심은 미래의 발전을

둥이 형제를 위해 우리 할아버지가 희생한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기다리자.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망치는 원동력이 될 것이야!”

더 기다리자. 소물소물 부추기는 저 호기심을 죽여 버리고 기다리자. 누가 책
에서 그러더라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한단다. 더 먼 곳도 보게 하고,

말리는 태가 부추기는 태를 향해 저질의 호기심이라고 하자 불같이 화가
치밀었지만, 화를 내면 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눌러 참고 말했다.

지금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 우리 기다

“들어 보아라 이 미련 곰탱이 놈아! 내가 저질의 호기심이라면 너는 이미

리면서 집념을 키우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신도 건강도 강하게 된단다. 그

학습된 무기력의 인간이야. 네가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너무나 깊

리고 우리가 저승에 있을 때면 후손에게 정말 훌륭하신 할아버지라고 찬사를

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연민과 좌절감에만 사로잡혀 모든 잘못된 것은 남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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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리는 인간이 바로 너란 놈이다. 새로움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
고,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반백 년이 흘러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까지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너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구나! 보아라 지식은 가문을 타고 내려오고, 돈은 핏줄을 타고 내려오고,
행복은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호기심을 타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너 어찌 모르느냐? 최악에는 가문을 타고 오는 지식이라도 습득하잔
말이다.”
말리는 태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추기는 태가 학습된 무기력이
란 무기를 들고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말았
다. 정말 나는 용기도 지혜도 없이 그저 현실에만 안주하며 만족하는 그런 인
간이었을까? 모든 일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저 연민에만 빠져 하루하루 세
끼 밥만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선대들의 흉내만 내듯 깊은 뜻도, 행동하지 않
은 지식으로만 무장한 채 글만 읽는 나는 진정 용기도 호기심도 없는 인간일

✽
사양서원 전경

까? 부추기는 태가 한 말처럼 혹 정말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 무언가 나올
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증조할아버지 말씀만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러나 말리는
태 역시 만만치 않았다. 다시 용기를 냈다. 그러나 조금씩 꼬리를 내리는 기운
은 감출 수 없었다.
“흥분하지 마라! 네 말이 영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두고 생각
해볼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다 잠시 전열을 가다듬듯 번복을 했다.

면 절대로 열지 말라 하셨거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야.”
말리는 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힘이 없
었다. 부추기는 태는 말리는 태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보자 이제
승기를 잡은 듯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다독이기 시작했다. 대화가 설전으로 이
어질 때는 밀었다 당기고, 강약 조절이 반드시 필요했다.
“들어라. 말리는 태야. 나보고 흥분하지 말라고? 흥분할 줄 모르면 아무것

“아니, 두고 생각할 것도 없어. 이것은 분명히 아니야! 참고 또 참으면 오늘

도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흥분시켜 새로움

의 판단이 먼 훗날까지도 잘했다고 극찬을 들을 것이 분명해. 그러니 무조건

에 도전해야 할 시점이란 말이다. 처음부터 말했듯 우리에게 잠재된 예리한 호

참는 거야! 관점이 바뀐다고 진리가 바뀌지는 않아. 세상의 진리는 오진 둘이

기심을 충족하려면 흥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너는 잊었니?

아니라 하나뿐인 거야. 할아버지 유지는 할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아니

흥분으로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깨워 새롭게 거듭나자는 말이다. 자자,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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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 궤 하나 열어볼 시간은 남고도 남아.

려 있었고, 주위에는 별들이 안간힘을 쓰듯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숨을 죽이며

읍내 장터까지 다녀올 시간도 충분할걸? 아니, 서울까지도 다녀올 수 있을 거

달밤에 귀신이 마을을 배회하듯, 씨암탉 자리 보듯 조용조용 사당을 향해 걸어

야! 그러니 당장 사당에 숨겨놓은 궤를 열자. 그리고 그 속의 내용을 확인하고

갔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게 사당의 자물쇠를 땄다. 그의 손에는 양초와 함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지혜를 모아 잘 대처하면 반드시 미래를 위한 무엇을 창

께 오십 년 비밀을 부술 무기, 짜귀망치가 들려있었다. 촛불에 불을 밝히자 증

조할 수 있을 것이야! 증조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든든한 반석에 올라 발돋움

조할아버지 위패가 가운데 놓였다. 태는 큰 절로 후손의 무례를 용서하라고 빌

하는 것이야. 응?”

었다.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말꼬리를 잡았다 하면 이상하게 이끌고 가는 궤변이었지만, 부추기는 태의
말에는 확신 같은 것이 보였다.

‘네 이놈! 이 할아비의 유지를 어겨 결국 궤를 열어볼 작정이구나!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네 따위가 감히 어디 내 말을 어길 셈이더냐!’

태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미 부추기는 태가 판전승을 거두었다. 묘시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뜬 눈으로 골몰해 있던 터라 눈 아래가 검게 물들어 있

태는 잠시 움칠했지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추기는 태가 또다시 등장했
다.

었고, 눈은 퀭해져 있었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롤러코스터를 밤
새 타고 있었다. 잠이 쏟아졌다. 잠깐 눈을 붙이고 나갈까 하다가 해가 솟으면

“환청일 뿐이야!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만이 부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어서! 뭐하는 게야?”

헛일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밤 또다시 설전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

태는 용기를 냈다. 사당 감실 아래 비밀의 문을 열었다. 50년 넘도록 한 번

이었다. 잠시 잠과 갈등을 보이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추기는 태가 또다시

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었다. 태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상기되어 붉게

등장했다. 이미 말리는 태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떡이 된 채 실신한 상태

타올랐다.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말 증조할아버지께서 후손을 위해 숨겨

였다. 부추기는 태가 결정타를 날렸다.

둔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냥 일기뿐일까?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찌 잠잘 생각을 다 한단 말이냐! 모르겠느냐? 잠은

마치 반백 년의 공간을 가르듯 쇠가 부딪치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죽음의 늪으로 유혹하는 악마다. 잠은 결국 죽음의 작은 예행연습일 뿐이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비밀의 문이 열리자 검은 공간

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사치다. 네가 죽으면 잠자고 싶지 않아도 영원히 잠을

이 나타났다. 그 속으로 불을 비추자 그리 크지 않은 공간에 오십 년 동안 쌓였

잘 것이다. 이겨내라. 지금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

던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는 궤짝이 가운데 놓여 있었다. 태는 흥분하기 시작했

궤변론자답게 늘어놓은 말에서 말리는 태는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할

다.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양심 사이에 승부가 갈렸다. 원태는 마음을 정했다. 증조

‘바로 저것이었구나! 그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것이…….’

할아버지가 남기신 궤를 열어보기로…….

안에는 자신의 몸뚱이 하나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 머리를 먼저 집

조용히 옷을 입은 채 열쇠를 찾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반달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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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촛불은 멈췄고, 촛불에 비친 태의 얼굴은 더욱 상기되어 있었다. 들고 간 짜

은 알고 있었다. 침을 꼴깍 삼키며 옆줄 가장 위에 놓인 책을 들었다. 그 책의

귀를 살짝 벌어진 궤짝 틈에 쑤셔 넣고 힘차게 젖혔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표지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화해사전華海師全 ’

★

속으로 생각했다.

태는 화해사전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몰라 먼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쓴

‘그럼 그렇지. 그리 쉽게 열리게 만들진 않았겠지!’

‘직필’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얼굴은 점점 낯빛이 하얗게 변해갔

하면서 이번에는 더 깊숙이 쑤셔 넣고 팔에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젖혔다. 드

다. 책을 잡은 손은 점점 떨렸고,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흘러 책에 떨어졌다. 책

디어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궤짝 주위를 돌아가며 조금씩 궤를 열었

장을 넘겨보았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지금의 조정을 비판하는, 조선의 건국

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자신도 모르게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었

과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즉 고려의 멸망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비

다.

망록이었다.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진다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피하지 못
드디어 궤가 열렸다. 태는 눈을 크게 뜨고 속을 들여다보았다. 큰 비단 보

할 것이다. 태는 자신을 원망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

자기에 싸인 무엇이 있었다. 태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마치 금궤라도 발견한

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마음속 그렇게 부추기던 호기심을 죽이고 싶을 정도

것처럼 급하게 보자기를 풀었다. 그러나 태는 그만 온몸에 힘이 풀리고 말았

였다. 호기심은 마음 깊숙이 숨어버리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렇게

다.

미련한 후손은 잠시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조상께 씻지 못할 죄인이 된 것이
‘그럼 그렇지! 이놈의 부추기는 태 탓에 조상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짓고 말았

구나!’

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태는 다른 책을 집어 들었다. 이 궤에는 딱 두 종
류의 책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직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화해사전’이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따라 들어온 부추기는 태는 반성의 기운도 없이 빨리 책
장을 펼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책 한 권을 들어 표지를 훑어보았다. 노란 책

화해사전에는 신현에 대한 글과 그의 손자이자,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벗이었
★★

던 신득청이 쓴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

★

표지 왼편 위에 이렇게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직필直筆 ’

〉도 들어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지금이 이 기록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직필’이 무슨 뜻일까? 또다시 호기심이 부추겼다. 직필이라 한다면 그 어

절호의 기회였다.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

떤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즉 거짓 없이 사실대로 적었다는 뜻이라는 사실쯤

고, 그렇게 된다면 가문은 멸문을 당하고 더는 후대를 이을 수 없을 것이라는

★

직필기록_고려의 기운이 다해가자 포은 정몽주와 운곡 원천석은 암암리에 직필기록을 편집하여 각각 보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자 원천석은 이 기록을 궤 속에 감추고 후대에 자신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면 그때 열어보라고 유언했다.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

화해사전_화해사란, 중국, 원, 고려의 스승이란 뜻으로 평산신씨 신숭겸의 12대손이자 신득청의 조부인
신현申賢(1298~1377)과 관계된 기록이란 뜻이다. 신현은 일찍이 고려 문숙왕 때 급제하고 원나라에 가
대학자들과 교유하며 대학자로 추앙받은 인물이다.

★★

역대전리가_이 글은 신돈의 횡포에 공민왕이 눈을 감자 신득청이 한문에 이두를 달아 왕에게 신돈의 폐단을
올렸던 글이다. 그러나 공민왕은 이를 듣지 않았다. 이 글은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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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미쳤다. 궤 속에서 겉장에 ‘직필’이라고 쓰인 책들만 안고 나왔다. 증조

멸망 과정과 할아버지의 느낌이 적힌 내용이 시사詩詞와 함께 간간이 섞여 있

할아버지의 위패가 마치 살아 있는 듯 노려보고 있었지만, 눈을 감듯 들고 나

었다. 아깝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들을 꼼꼼히 읽고 추려내 타고 있는 불길

온 태는 옆 마당에 불을 지피고 기세 좋게 활활 불이 붙자 그 속으로 던져버렸

에 또다시 던져 버리고 말았다.

다.

불길에 놀란 아이들과 아내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미 책은 불타고 연기
그렇게 고려의 멸망 과정, 즉 조선의 건국 과정이 고스란히 적힌 역사적인

기록물은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렸다. 후손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당시
의 역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태는 이미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터라 그래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다. 다

만 하늘로 높게 오르고 있었다. 태는 불가에 앉아 미련한 자신을 탓하며 눈물
을 흘렸다.
원태는 그날 이후로 죄인인 양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보지 않았으며, 늘 고
개를 숙이고 살았다. 그리고 하루 한 번씩 사당에 들어가 머리를 조아리고 자
신의 죄를 청했다.

시 들어가 남겨둔 ‘화해사전’도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다. 이곳에도 역시 고려의
원래 기호지방의 사림에서 계룡산 아래에 화해사華海祠를 건립하여 신현과
신용희, 포은 정몽주를 봉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당이 사라지게
되어 신현과 신용희의 위패를 이곳으로 옮겨와 배향하면서 이 서원을 만들게
된 것이다. 1966년 서원에 현판을 달면서 원천석을 추가로 배향하고, 이곳 지
세를 따라 이름을 사양서원이라 하였다.
문정공 신현은 고려·원·명나라 3조에 걸쳐 문장도학文章道學이 뛰어나
이름이 높았다. 명나라 태조로부터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의 작위를 받고 문
정文貞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우리나라 성리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아들 문훤공文喧公 신용희는 명나라 황제로부터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의 작
위를 받았다. 원운곡은 조선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다.
일찍 고려 때 진사에 발탁되었으나 고려가 어지러워지자 은퇴하여 지내다
가 고려의 국운이 다하자 강원도 치악산으로 들어가 종적을 감추었다. 그 후
태종이 누차 사람을 보냈으나 끝내 나오지 않았다. 태종이 직접 찾아와 청했으
나 몸을 피하고 나타나지 않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태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답사 스토리텔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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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만 세워 놓고 돌아갔다.
운곡에게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전해오는데 포은 정몽주와 함께 암암리
에 화해사전華海師全을 편집하여 각기 보관하기로 하였으나 포은이 순절하자

역대전리가歷代轉理歌
- 신득청 -

운곡은 사전을 궤 속에 깊숙이 감추고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후손 중 자
신과 대등할만한 인물이 아니거든 절대로 이 궤를 열지 못하도록 간곡히 일렀
다.
그러나 증손대에 이르러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궤를 열고 말았다. 그 속에
는 고려의 멸망 과정인 직필기록直筆記錄, 즉 조선개국 과정 일체가 적혀있는
책이 나오자 조선에 들키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까 두려워 시사詩史만 남겨두
고 모두 불태워버렸다. 조선개국의 과정이 고스란히 전해질 사료가 사라졌음
에 우리 후손들은 실로 안타까움을 금지 못한다.
또한 운곡은 조선 개국에 반대했던 인물들에게 화가 잇달아 일어나자 신용
희의 증손 형제를 데리고 원주로 피해 그곳에서 숨어살게 했다. 그의 덕분에
후손들이 현재 청송과 영덕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곳 사양서원에는 그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위패를 함께 모셔 놓은 것이다.

사양서원 고택체험 안내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50-81
■ 고택체험이 가능하며, 학술 세미나·워크숍·문화행사 등도 가능하다.
■ 경북미래문화재단 www.gbculture.org

✽
이 글에 등장하는 ‘원태’라는 원천석의 후손은 가공인물이며, 원천석의 〈화해사전〉과 관련해 전해오는 이야기를 각색해
새롭게 엮은 것이다. 그리고 ‘직필’이라는 책도 원래는 직필기록 〈화해사전〉과 같은 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종류로
나누었다. 1931년 군산에서 발견된 〈화해사전〉은 진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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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흥치평 안사직도 創興治平 安社稷道
전세흥왕 동철이오 前世興王 同轍伊五
패란가국 망사직도 敗亂家國 亡社稷刀
전세불군 동철일세 前世不君 同轍日世
열사충직 진유현이 烈士忠直 眞儒賢伊
난세라고 읍실손가 亂世羅古 邑實孫可
두소간유 흉적신이 두小奸諛 凶賊臣以
평시라고 읍실손가 平時羅古 邑實孫歌
인군심사 여하중니 人君心事 如何中尼
두반충충반두 일어위고 反忠忠反두 日於爲高
난반평평반란 일어위니 亂反平平反亂 日於爲尼
호위불사 무삼일고 胡爲不思 無三日高
나라 세워 다스려 편안하게 함은
앞시대 나라를 일으킨 임금과 같고
나라를 어지럽혀 사직을 망하게 함은
앞시대 못난 임금과 같도다
열사와 충신 참선비와 어진이가
난세라고 어찌 없겠는가
좀스럽고 간악하게 아첨하는 무리가
평시라고 어찌 없겠는가
임금의 마음 어떠냐에 따라
간신이 충신되고 충신이 간신되며
난세가 평화되고 평화가 난세되니
어찌하여 이를 생각하지 않는 게 무슨 일인고

186

/

187

서원과 향교

서원과 향교

재양성과 더불어 시정을 비판하거나 사림의 공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 때
문에 당시 서원은 지방 사족들 세력의 근거지였으며, 그 지방의 지적 풍토에

서원

따라 당색과 연결되는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그것이 점차 인물 위

서원은 조선시대에 선현을 배향하고 유생들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이다. 즉

주로 설립되면서 향사의 공간 사우祠宇와 구분이 모호해졌다. 사당에서 서원으

서원은 국립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달리 사립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은 처음

로 승격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중국에서 유래했다. 당나라 때 궁중에 설치되어 서적을 편찬하고 보관하던 집

서원이 이렇게 난립한 배경에는 붕당정치가 심화되면서부터다. 각 문중마

현전서원이 있었다. 그러다가 송나라에 와서는 선현을 모시고 공부하던 서원

다 문중서원을 만들어 자기 집안의 인물을 배향하게 되면 가문의 권위를 높일

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대부들이 지방 곳곳에 글방을 세워 후진 양성을 하면서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 유림들이 모여 강론과 강학을 하고, 지방 자제들을 모

그 역량이 커지게 되었다. 주자가 강론하던 백록동 서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 공부시키는 등 공론을 일으키는 본래의 역할보다 가문 단위로 기득권을 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지하고 확보하는 역할에 치중했던 것이다. 서원의 각종 폐단이 일어나자 영

최초로 들여온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안향의 옛 집터에 사당을 지어 그를 제

조 대(1741년)에는 서원철폐를 시행하고 173개의 서원과 사우祠宇를 철폐하

사 지내며 선비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이후에 퇴계

였다. 정조 말년에 간행된 《서원가고書院可攷》를 보면 전국 서원의 상황을 알려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자 대궐에 건의하여 ‘소수서원’ 이라는 사액

주고 있는데, 사액서원 260, 미사액서원 320 등 모두 580곳 정도였다. 그 뒤

을 국왕으로부터 하사 받게 되면서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사액은 왕이 직

로 다시 늘어나 고종 대에는 모두 1173곳에 달했다. 향교에 비해 약 3배가 될

접 서원의 이름을 쓴 현판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때 토지와 노비를 함께 받았을

정도였으니 폐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

뿐 아니라 세금을 면해주는 것은 물론 군역까지 면해주는 특혜까지 누리게 된

렸을 때 전국의 서원은 공식적으로 1173여 개, 비공식적 통계에는 약 7,000여

다. 이때부터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기에

개가 난립해 있었다고 한다. 만동묘 지기에게 수모를 당했던 대원군은 정권을

는 경상도지방에서 사액서원이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차츰 전국적으로 확산하

잡자마자 곧바로 만동묘지기를 불러다 참수했으며, 전국의 사액서원 47개만

게 된다. 서원은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처럼 주로 살아 있을 때 제자들에게 글

남기고 모두 철폐시킨다. 그러나 대원군이 실각한 뒤 철폐된 서원 가운데 절반

을 가르치던 곳이나 유배지, 은거지, 부임지, 묘소가 있는 곳에 설립되기도 하

이상이 다시 복설되었다.

退溪

★

였다.

서원의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폐단이 있었지만 지방

또한 시내 번잡한 곳에 위치해 있던 향교와 달리 풍경이 좋은 한적한 곳에
위치하였고 그러면서 향촌사회와 그리 멀지 않은 산수선경이 좋은 곳에 위치
한 것도 특징이다. 서원은 지방교육의 중심지이자 지방 문화의 중심이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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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묘_충북 괴산군에 있는 사당.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神宗을 제사지내기 위해
만
송시열이 처음 짓고 이후 많은 증축이 있었다. 노론의 권력집결의 소굴로 변질되고, 폐단도 심했다. 대원군이
만동묘를 찾았다가 묘지기에게 얻어맞는 수모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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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과 향교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지방 유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곳

정조는 1796년 화성 행차 때 첫

이었다. 때문에 오히려 폐단을 바로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원군이 실권을

번째 공식행사로 화성향교의 대

잡으면서 철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전을 참배하였는데, 이는 조
선이 유교 국가임을 확실하게

향교

보여 주는 부분이다.

향교는 지방에서 유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 설치한 관학 교육기관이다. 각

교육 기구로서의 성격은 변

군현마다 설치되었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에 대한 제사

질되었어도 향교는 양반 사족들

를 지냈다. 서원이 조선시대 특유의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구축된 제도라고 한

의 중요한 활동 근거지로서 계

다면 향교는 그 시기가 거슬러 올라간다.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확실하지 않

속 존속하였다. 조선 후기로 내

지만 고려 인종 대에 여러 주에서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는데, 이것이

려오면서 제례가 강화되고 과

향교의 성립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뒤 고려 후기에 들면서 무인 집

다한 제수로 인한 관 재정 부담

권기, 몽골 침략 등 내환과 외침을 당하면서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중되고 향촌민에 대한 침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 사상을 통해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중앙

✽
진보향교眞寶鄕校 전경
진보향교는 중앙의 성균관을 모방한 구조이며, 앞에는 강학의 공
간 명륜당을 두고 뒤로는 향사를 지내는 대성전을 둔 전학후묘前
學後廟의 배치이다.

탈도 빈번히 일어났다. 한편으

에는 성균관, 4부학당, 그리고 지방에는 군현마다 향교를 설치하였다. 학교 교

로는 군역을 면제받기 위한 소굴로도 변질되었는데, 그러다가 한말 갑오개혁

육은 수령 통치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따라 세

이후 근대 학교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각종 학교의 직제를 설치할 때 성균관과

종 대까지 대부분의 향교가 설치되었으며, 성종 대에는 적어도 고을마다 향교

향교가 제외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자구책으

가 세워졌다. 또한 향교의 학생 수와 향교전鄕校田 등에 대한 내용을 《경국대

로 서당을 설립하고 향교의 재산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전》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향교는 교화보다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관리양성

도 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향교는 교육적 기능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선현에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다가 향교의 운영이 부실해지고 사생들의 수

봉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향촌사회에서 유림이 가지는

준이 떨어지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점차 쇠퇴하였다. 특히 서원이 발

영향력을 줄이고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친일 유림단체

달하면서 향교는 제향 위주로 운영되었다.

를 결성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만 그쳤을 뿐 향촌사회

이에 따라 나라에서도 향교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켜 나갔다. 향교의 교육

와 사족을 중심으로 항일 독립단체가 생겨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기능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노력으로 영·정조 대에 특히 활발하였다.
도훈장, 면훈장을 선출하여 평민도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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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평 선비마을

들려 있고, 그 중에서 서벽고택과

서벽고택

사남고택이 나란히 붙어 있다. 이들

문살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은 은은하다

볼 수 있는, 사랑채가 안채보다 양

고택은 이곳 청송의 고택에서 자주

옆으로 더 달린 날개집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랑채는 두리기둥으로, 안채

✽
댓돌에 고무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인다.

의 기둥은 사각의 기둥으로 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라 하는 것과 같이 남자는 ‘양’, 여자는 ‘음’, 또한 둥근 것은 ‘양’이고, 네모
난 것은 ‘음’이라는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것인데 이곳 역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
다. 그리고 후손에 의하면 사랑채의 기둥이 두리기둥인 것은 대청에 별도의 감
실을 두어 조상의 위패와 신주를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서벽고택 내력과 답사

집은 종가에서 분가한 가옥으로 감실은 종가와 분가 간의 공간적 배치의 특성
중평마을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의 서당과

과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랑채 정면 6칸 사각

영정각이 놓인 건물 아래 ‘口’자 형의 뜰집이 있다.

의 측면 4칸의 이 고택도 판사공파 종택처럼 정면에서 보면 두 개의 합각 종마

이곳이 바로 서벽고택이다. 고려의 개국공신 장절

루가 안채와 연결된 큰 사랑과 작은 사랑 위로 솟아 있다. 이것은 안채의 정침

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 장군의 26세 손이며 판사공

에서 우익사와 좌익사가 연결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옆으로 넓

파 시조 신득청의 12세 손인 신한창申漢昌이 분가

게 펼친 모습이며, 두 개의 종마루가 솟아 더욱 멋스럽다.
넓은 마당 앞에는 화단을 정갈하게 꾸며 놓았고 막돌을 이리저리 쌓아올려

할 때 건립한 가옥이다. 그 후에 영조15년(1739)

축대를 다소 높게 올렸다. 그 가운데 건물 앞에서 보아 오른편 셋째 간에 대문

에 고손 신치구가 확장, 증축하고 서벽이라는 자
신의 호를 따서 ‘서벽고택棲碧古宅’이라 칭했다. 타
임머신을 타고 시대를 거슬러 오르듯 한적한 마을
이곳저곳에 여러 채의 옛 건물들 팔작지붕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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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인 ‘口’자형 뜰
집이다. 집의 구모만큼 하늘을 집안으
로 끌어들이고 철따라 계절을 읽는다.

을 두었고, 그 옆으로 부엌과 온돌방을 꾸몄으며, 왼편으로 온돌방 둘을 두었
다. 왼편 온돌방 아래에 아궁이가 보인다. 왼쪽 끝에는 통간으로 대청을 두고
앞으로 문을 달았다. 대청과 2칸 방 앞으로 기둥이 없는 쪽마루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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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벽고택 전경
사랑채 정면 6칸 사각의 측면 4칸의 이 고택도 판사공파
종택처럼 정면에서 보면 두 개의 합각 종마루가 안채와 연
결된 큰 사랑과 작은 사랑 위로 솟아 있다. 이것은 안채의
정침에서 우익사와 좌익사가 연결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옆으로 넓게 펼친 모습이며, 두 개의 종마
루가 솟아 더욱 멋스럽다.

대문을 통해 안채로 들어가면 건물이 서로 붙어 있어 생기는 사각의 처마
가 하늘을 밝게 들여놓고, 사랑채보다 높게 위치한 안채 정침 2칸의 대청마루
는 시원하게 열려 있다. 이곳에도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용도
로 쓰이는지 아리송한 커다란 바가지가 엎어져 있다. 홍두깨가 벽을 장식하며
걸려 있고, 안반이 한 구석을 차지하며 고택의 소품처럼 놓여 있다. 햇살을 옆
으로 비껴서 받고 삐뚤하게 닫혀 있는 각각의 방문이 정겨워 보인다.
또한 대패로 깨끗하게 민 기둥이나 판벽이 있지만 자귀로 나무를 찍어서
깎고 다듬은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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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사에는 안방이 있고 아래가 텅 비어 있는 다락과 그 앞으로 사랑채와

마당 한켠에는 기왓장과 맷돌

붙어 있는 창고가 있다. 방안에 들어가면 홑이불과 반닫이가 마나님의 손때가

조각을 이용한 화분이 이끼와 함께

묻어 집안의 내력을 말해주는 듯하고, 정갈하게 윤기를 내고 있는 방바닥은 따

정겨움을 더하고, 대청에 걸터앉으

스한 온기를 품고 길손을 기다리는 듯하다.

면 살짝 열린 대문을 통해 보이는

좌익사에는 건넌방과 그 앞으로 별도의 방을 하나 더 내고 부엌을 달았다.

풍경이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

부엌 위로 다락이 보이는데 문은 밖에 따로 두지 않고 방안에서 통하게 하였

다. 여름에는 사랑채의 앞문과 뒷문

다.

을 활짝 열어 제치면 녹색의 바람이
방안에는 누가 펴 놓았는지 빨간 이불이 깔려 있고, 벽에 닫힌 문을 열면 별

도의 공간에 이불과 베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문살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은 은은하다. 그 옛날 어느 여인의 아름다웠던
꿈이 어쩌면 한숨과 함께 담겨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청량하게 들락거리고, 고택 체험객
에게 한가로운 시간을 제공한다. 우
리 옛집은 사람의 손때에 의해 숨을
쉬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때문에 자주 찾아 어루
만지고, 대청에 난 작은 상처가 주
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오래도록 유

✽
고택 대문에 난 얼룩과 상처, 그리고 반짝거리며 윤기를 내
는 문고리에는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이 묻어 있다.

지되고 행복한 공간을 선사한다. 사
람의 온기가 있어야 고택도 빛을 발하는 것이다.

서벽고택 고택체험 안내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들2길 22-2
■ 서벽고택은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가까이 있다.
■ 경상북도 지정 민속자료 제101호
■ 이곳에서는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여름이면 시원한 대청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거나, 앞
뒤가 열린 사랑방에서 낮잠을 즐길 수 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아랫
목에서 오순도순 추억을 나눌 수도 있다.
✽
서벽고택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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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 건축

만 ‘점지의 묘’를 이토록 멋있게 발휘했다. 자연 경관의 허점을 메우는 요소로
서 원래부터 한 몸인 양 그곳이 완벽한 경관이 되도록 힘을 싣고 있다. 만약 그

서벽고택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작은 소품 하나하나 바깥마당, 안

곳에 정자가 없고, 암벽 위에 누각이 없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바라보는 맛

마당이 유달리 정겹다. 그래서 사는 사람의 성정이 오롯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이 밋밋하거나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잘 그려진

번 기회에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수묵화 한 폭에서 팔각정을 지워버린다면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눈비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

것처럼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 처음에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자연 동굴에 몸을 의지하면서 생활했다. 날

이처럼 우리나라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다. 자연

씨의 변화에 따라 커다란 나무 위에 약간의 인공을 가해 몸을 안정시킬 수 있

과 한 몸이 되어 주변 환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근원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

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것을 보금자리라 한다. 점점 농경사회로 바뀌면

고 있다. 자기 중심적이며 건물 자체로서 위압감을 주는 독존적獨尊的인 중국

서 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으며, 문화가 발전하면서 주변 환경과 여건에 맞게

건축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아기자기한 노리개 같은 일본 건축에도 없는 우

집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갔다.
우리 민족도 특유의 아름다운 문화의 성장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
리 주택 건물의 아름다움은 비단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순
수한 마음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데 있다.
한옥이 주는 포근함에는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성정이 스며들어 있다. 우
리 민족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그곳에 스며드는 순한
아름다움을 최고의 건축물로 여겼다. 즉,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합일체自然合
一體’

사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그리고 후한 인심人心이 더해지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했다. 인간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정복의 대
상으로 생각하는 서구와 달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적응 방법을 찾았
던 것이다.
정자 하나, 누각 하나를 지을 때도 터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삼척의 죽
서루처럼 기암절벽이나 계곡의 바위에 우뚝 솟아 있는 누각이나 청송군 안덕

✽
방호정方壺亭

면의 신성계곡 암벽 위에 서 있는 방호정을 그려보자. 홀연히 나타난 것 같지

청송팔경 중 1경으로 꼽히며 청송군 안덕면 신성계곡에 우뚝 솟아 있다. 정자 하나, 누각 하나를 지을 때도 터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홀연히 나타난 것 같지만 ‘점지의 묘’를 이토록 멋있게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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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특유의 아름다움이다.

한옥을 바라보는 모습뿐만이 아니다. 난방 연료 절감의 혁신을 보여주는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 하나는 멀리서

온돌식 난방과 주거 공간, 그리고 적절한 환기를 위한 통풍, 은은한 햇살을 들

바라보았을 때 아늑한 주변 풍경과 함께 다가오는 운치의 멋이고, 또 하나는

여놓기 위한 바라지창, 가사 노동의 절약을 위한 동선, 황토가 주는 가습과 제

그 속에 몸을 담아 멀리 조망하며 느끼는 즐거움이다. 자연 속에 건물이 들어

습의 역할, 가족간 화합을 위한 공간 배열, 땅에서 오르는 습기를 차단하여 통

설 자리를 멋있게 잡을 줄 아는 혜안을 가진 우리 민족이다. 어떠한 자연 공간

풍을 좋게 함으로써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후에 대단히 효율적인 대청마루 등

에 홀로 서 있지만 그곳에 있어 자연 풍광을 한층 빛나게 하고, 자연과 건물이

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구조이다.

하나가 되게 하여 마치 자연 속에 화룡점정을 찍은 듯 보이게 할 줄 안다. 과거

그러나 이렇게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한옥이 문명의 이기에 밀려 차

우리 민족에게 자연을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불문율로

츰 사라지고, 서구의 시멘트와 콘크리트 건물이 점령을 해 버려 이제 옛 건축

삼았다.

물은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앞장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풍수지리 사상과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요람 속에 터를 잡고 생활을 영위했다. 집에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

고택 보존에 힘을 쏟고 있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
과 과학성이 새롭게 조명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들의 숨소리, 그들이 생활했던 방식과 격식, 문

우리 청송에도 유구한 역사만큼 오래된 한옥이 산재해 있어 고택 체험을

화와 즐겨했던 놀이까지, 풍속은 말할 것도 없다. 애환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더불어 즐길 거리와 먹을거리

고, 겸손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약간의 허세와 허풍도 들어 있을 수 있

그리고 청송의 아름다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다. 건물도 진화한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장소에 따라 과정의 얼개들이

있다. 이래저래 청송을 향하는 발길이 부산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은

남아 있어 우리 선인들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다.

느리게 접근해 보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아갈 것이 분명하다.

자연과 한 몸인 양 한적한 멋을 자랑하며 서 있는 우리의 한옥은 작은 부분
에도 멋을 더했다. 지구의 중력에 힘을 맡긴 듯 유려한 곡선의 용마루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특히 뒤의 산과 하나 되듯 살짝 들린 팔작
지붕 추녀마루 끝선은 하늘을 향해 경쾌하고, 아름다운 추녀의 곡선은 우리네
버선코처럼 유려하다. 탁 트인 대청은 멀리 보이는 앞의 풍경을 마당으로 끌어
들인다. 또한 ‘口’ 자형 집안에 작은 마당은 하늘을 최소한 들여놓고 계절의 변
화를 읽는다. 사랑방 앞의 툇마루는 한가함을 더하고, 햇살을 받은 장독대는
정겹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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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은 《사남집泗南集》 4권을

사남고택

지었다.

산간 지방이나 추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뜰집

만 대문은 따로 없다.

이 고택도 넓은 마당을 두었지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 높은
축대위에 특히 높게 올린 큰사랑
채의 팔작지붕이 우뚝 솟아 있다.
마치 독립된 별도의 누각처럼 느
껴지는데 옆으로 돌아가면 안채의
좌익사보다 1칸 더 밖으로 돌출되

✽
사남고택과 앞마당의 향나무

어 있다. 이 또한 조선 후기 남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건축양식을 충실히 따
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남고택 내력과 답사

막돌과 황토로 다섯 단의 기단을 쌓고 건물을 올려 다소 높아 보인다. 정면
은 모두 5칸 측면 4칸이며 가운데 칸에 중문을 달았다. 큰 사랑채는 2칸 반으

평산신씨종택, 서벽고택과 나란히 붙어 있는 이 집은 평산신씨 판사공의

로 대문 위로 반 칸 더 넓어지게 해 놓았다. 그리고 1칸은 온돌방을 꾸몄고, 1

16세 손인 신치학申致鶴이 1700년 경에 건립했다. 연화봉의 나지막한 산자락

칸은 대청마루를 놓고 그 위에 다락을 올렸다. 대청은 널빤지로 사방을 가렸고

아래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口’자형 뜰집이다. 여덟의 형제 중 신치학은 여

정면에 문을 달았다. 온돌방은 세살문살로 여닫이 문이 다소 작아 건물의 벽채

섯째이며, 형제 모두 하나씩 집을 갖고 있었으나 전란으로 소실되고 형이 살았

가 훤하게 보인다.

던 서벽고택과 함께 둘만 남았다. 이 고택도 한국전쟁 당시 서벽고택과 함께

앞으로 기둥이 없는 쪽마루를 냈는데 앞에 다소 작아 보이는 난간을 달았

사라질 뻔하였다. 북한군이 이 마을을 폭격하려고 하였다가 현재 신기리 새터

다. 높은 축대 위에 또 다시 2층의 누각처럼 높게 올려 우뚝 솟아있다. 더구나

에 오폭함으로써 온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팔작지붕의 용마루가 다른 고택보다 높아 더욱 그렇게 보인다.

사남泗南은 신치학의 손자인 신우호申遇浩의 호인데, 마을 앞을 흐르는 사

작은 사랑채는 온돌과 부엌으로 안채의 우익사와 연결되어 건물 측면에 생

양천泗陽川에서 호를 따왔다고 한다. 사양천은 지금은 사수천泗水川으로 불리고

기는 합각의 종마루가 정면에 솟아 있다. 이곳 청송 지방에서만 흔히 볼 수 있

있다. 신치학은 학문 전수에 힘을 기울였고, 청송 주왕산 주방팔경周房八景의

는 양식이라 고택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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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형 고택 안으로 들어가면 전면 2칸에 대청을 시원하게 낸 안채가 마

짝 열려 날씨와 계절을 그대로 보여준다.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처마에서 떨어

주 보인다. 마루 가운데 네모난 기둥이 있다. 안채의 우익사에 안방과 부엌이

지는 빗물이 화음을 이루고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자국에서 생기는 비꽃이 찰

달렸고, 좌익사에는 건넌방과 다락, 그리고 창고가 큰 사랑채와 연결되어 있

나의 순간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준다. 겨울날 함박눈이라도 내리면 마당

다. 건물이 모두 붙어 있어 산간 지방이나 추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한 귀퉁이에 놓인 옹기 위에 수북이 눈이 쌓이고, 처마에 달린 고드름이 반짝

뜰집이다.

반짝 빛을 내며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한다. 뜰집의 특성상 집안에

대청 아래에는 댓돌 대신 통나무를 깎아 봉당 사이에 두었는데 발 닿는 부

는 환하고 네모난 하늘이 열린다.

분이 반질반질하다. 조용히 대청에 걸터앉아 사색에 잠기면 사각의 하늘이 활
사남고택 고택체험 안내
✽
사남고택 전경
높은 축대 위에 특히 높게 올린 큰사랑채의
팔작지붕이 우뚝 솟아 있다. 마치 독립된 별
도의 누각처럼 느껴진다. 팔작지붕도 다른
고택보다 훨씬 높아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들2길 26
■ 평산신씨 종택이 있는 중평마을에 있으며, 서벽고택과 나란히 붙어있다.
■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54호
■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고는 고택체험이 가능하다.
■ 010-7252-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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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문집泗南文集

별들이 어느 해에 모였던고
풍류는 꿈같이 아련하네

이곳 중평마을에 살면서 청송을 찬탄했던 사남 신우호申遇浩(1857~1918)
선생에 대해 알아보자.
서벽고택을 지은 신치학의 손자 사남 신우호 선생은 자신의 호를 따서 사

옥수玉水로 이를 닦고
이끼 낀 벽에 의관을 걸고는
술잔 들어 여러 선인이 마시니

남고택이라 하고 산야에 묻혀 살면서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했다. 그는 말년에

봄바람에 푸른 산 흔들리네

《사남문집泗南文集》을 남겼는데 이 문집에는 ‘주방팔경(주왕산팔경)’ 이라는 여

어른들 모시고

덟 편의 시가 있다. 이 가운데 ‘청학동’이라는 시에 시작詩作 노트를 달아서 청

바람 쐬니 기우제 지낸 듯 하네

송지역과 다른 지역 선비들이 모여 여러 날에 걸쳐 주왕산을 유람하고 문회文

허공의 푸른 남기 물방울 같고

會를 개최하면서 풍류를 즐긴 정황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내용에는 이런 문

수단화가 우거져 있네

회가 청송을 밝게 비추는 일이라고 회상하면서 감회를 밝혔다. 내용을 옮겨보

솟는 샘은 지척에서 찾고

면 아래와 같다.

흰 돌은 자갈밭에 퍼져 있네
해는 우레 소리에 움직이고

청학동에서(靑鶴洞)

청산은 날리는 비단을 짝하네
신선 놀이 깃이 생겨나고

수년 전에 여기저기(東西) 손님들이 와서 이 산을 유람하고

물을 즐기며 거문고 줄 움직이네

는 문회文會를 백련암白蓮菴에서 열고 다음날 이 폭포로

위아래 하늘빛은 통하고

들어와 잔을 돌리며 풍류風流를 읊던 일을 추억해보니 한
지방을 밝게 비춘 일이라고 할 만하였다. 그런데 벌써 잠깐

편翩선 척영휘隻影輝

사이에 예전 자취가 되어 버렸다. 그날 함께 했던 어르신 중

동남의 빈주들이 모이니

에 오직 90의 고산古山 어른이 매번 말씀에 이 산을 말씀하

이 즐거움 세상에 드무네

시며 근심스럽게 그리워하셨다. 내가 존경하여 즐겨 모시

잠깐 사이에 묵은 자취되고

고 다니던 어른이다. 이제 와서 내가 서글픈 마음이 없을 수

지금 와서 지는 햇살 느끼네

없어 감회를 담아 이 글을 짓는다.

나는 어찌 산 객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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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언들은 세상을 등졌네

데 자신들이 마치 신선인 양 날개가 돋는 것 같다고 했다. 풍류에 젖어 몸도 마

옛 골로 그윽한 길을 찾으니

음도 신선인 양 하다. 압권은 ‘물을 바라보며 거문고를 타니 하늘과 땅 위 경계

거의 맑은 유람을 이루었네

는 그 의미를 잃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각과 촉각, 청각, 미각까지 도취하게

선영들이 희극을 좋아해

한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살짝 세월의 무상함이 읽혀 서글픈 생각이 감돈다.

우레 비가 온간을 감도네

그리움에 홀로 산을 찾아보았으나 이미 함께 했던 벗이 세상을 등지거나 흩어

흡사 창평에 든 듯 하여도

져 쓸쓸하다. 그러나 봄이 찾아오면 다시 만나자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대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네

이렇듯 《사남문집泗南文集》은 청송 주왕산의 아름다운 모습뿐 아니라 당시

명년에 봄이 돌아와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가 간직하고 후세

다시 찾으면 만나세나

에 전할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번역 : 국학진흥원 이지락 연구원
출처 : 국제슬로시티 청송 중장기 발전계획

위의 시를 살펴보면, 수년 전에 일을 회상하며 당시를 그리워하는 심정이
절절히 묻어 있다. 이 시에는 풍류가 저절로 샘솟고, 여러 선비가 모여 즐기는
모습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방 선비들이 모여 문회를 열고난 뒤, 다음
날 주왕산 폭포 가에 다시 모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풍류를 읊으며 맑게 흐르
는 물로 이를 닦고, 옷은 이끼 낀 바위에 걸쳐놓은 채 좋은 벗들과 둘러앉아 술
을 마시니 봄바람이 불어와 마치 푸른 산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술이 몇
순배 돌면 당연히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취하고 풍경이 취하는 것처럼
…….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모시고 바람을 쐬니 하늘에는 청량한 기운이 감
돌고, 주위에는 수단화 꽃이 만발해 있다. 이때 올려다본 푸른 산은 비단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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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툇마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적인 화합의 고리였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날이면 툇마
루에 걸터앉아 오순도순 푸성귀를 다듬는 것도 담장 넘어 밖으로 지나는 마을

기둥이 있는 툇마루나 기둥이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정을 나

없는 쪽마루는 집 안일 수도 있

누며 아무개네 집의 소가 새끼를 낳았다는 둥, 시장에 어물전 값이 턱없이 올

고, 집 밖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

랐다는 둥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지붕

이 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살면서 간혹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걱정 근심에

밑에 달려 있어서 집 안이고, 밖

일손을 놓기도 하는데 이 툇마루나 쪽마루는 집 주인을 위해서 넉넉히 자리를

에서 부는 바람이나 풍경에 노출

내어준다. 마루에 걸터앉아 먼데를 바라보며 삶에 갈등의 얼개들은 이처럼 밖

되어 있으니 집 밖이라고도 할 수

으로 드러난 마루가 있어 풀어낼 수 있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

도 있다. 그래서 툇마루는 안과

스렸으며, 부는 바람에 날려 불같이 일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밖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이자 자

기도 하다. 요즈음 아파트는 금전적으로나 높이에 있어서도 하늘 높은 줄 모르

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친화의 영

고 치솟고 있다. 도무지 여유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등바등 살아가기 위한

역이다.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는데 만약 우리의 한옥처럼 툇마루가 있어 가정불화나

그것은 툇마루로 연결된 집
밖 자연의 공간을 우리는 집안으

의견충돌에 툇마루처럼 마음을 녹아내는 공간이 있다면 줄어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로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안
아니면 밖으로 양분된 서구의 집들은 자연과 단절되고 혹은 배척하면서 넓은
공간의 이기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우리의 집
보다 인색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을 받으며 툇마루에 걸터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할머니, 더운 여름날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면 어스름한 빛에 기대어 풋고
추를 곁들여 국수를 말아먹는 노부부의 모습은 우리네 심성이 되어보지 않고
서는 느낄 수 없는 향수다. 이것은 툇마루가 주는 정이며 행복의 실마리이다.
자연 친화와 더불어 툇마루의 또 다른 기능은 다분히 마을 사람들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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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닫이 문이며, 왼쪽 1칸에는 툇마루 뒤로 사분합문을 달았다.

미산당眉山堂
제실祭室이지만,
툇마루가 참 정겨운 쉼터

이곳에 걸터앉아 잠시 다리품을 쉬면서 가방에 담아온 간식꺼리를 해결해
도 좋으리라. 특히 이곳의 툇마루는 늘 남쪽을 향해 있어 햇살 참 좋으며, 여타
의 누정이고 고택에 비해 정겨움이 옴팡지게 묻어 있다.

내력과 의미
중평마을 서쪽 끝자락 산 아래 자리하고 있는 미산당은 평산신씨 어천파의
제실이다. 앞에 커다란 교회가 가로막혀 조망을 망치는 듯 보이나 가까이서 올
려다보는 맛이 참 좋다. 또한 그곳의 툇마루에 걸터앉으면 햇살이 따스하게 비
추고 옆으로 잘 정리된 잔디가 깔려 잠시 쉬어가기에 참 좋다. 비록 제를 올리
는 공간이지만 이방인에게 편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늘 깔끔하게 정돈 된
건물이라 무척 정겨운 느낌을 가지게 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 튼실한 맞배지붕인데 각 칸 사이에 사각의 기둥이 단정
하다. 오른쪽 2칸은 툇마루 뒤로 방을 달았고 각각 2쪽의 검소한 세살문살로
✽
미산당眉山堂 전경

위치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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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터
막걸리에는 예부터 오덕五德과
삼반三反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

술 - 천상병
나는 술을 좋아한다.
그것도 막걸리로만
아주 적게 마신다.
술에 취하는 것은 죄다.
죄를 짓다니 안될 말이다.
취하면 동서사방을 모른다.

오덕五德삼반三反, 막걸리

술은 예수 그리스도님도 만드셨다.
조금씩 마신다는 건

중평마을 회관 넓은 터를 마주하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한 채가 있

죄가 아니다.

다. 이곳은 몇 해 전만 해도 누룩 내음을 풍기며 술이 익어가던 양조장이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수요가 줄어들어 그만 멈추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곳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추억이 오롯이 남아 있는 곳이며,
그 옛날 농부들의 고된 농사일에 힘겨움을 잊게 해 주었던 막걸리 향수가 묻어

인생은 고해苦海다.
그 괴로움을 달래 주는 것은
술뿐이 것이다.

난다.
이곳을 작은 ‘막걸리박물관’으로 변모시켜 마을 주민이나 탐방객들에게 막
걸리의 효능과 역사, 이 마을 사람들의 지난 세월을 들려주는 마을 풍경이나
인물사진 등을 전시하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거슬러 오르듯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느리게 살기의 정신을 추구하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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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은 천국의 시인 천상병 님이 쓴 막걸리에 대한 시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막걸리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막걸리였다.
‘독도’는 우리 땅이요, ‘무궁화’는 우리 꽃이며, ‘아리랑’은 우리 노래듯이,
<막걸리>는 우리 술이다. 한여름 구슬땀 흘리며 일을 하다가 느티나무 그늘에
서 잠시 쉬는 농부의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던 것도 막걸리요, 시골 장날 푸
성귀 난전에 하루 왼 종일 몇 푼 모아 주린 배를 채워 주는 것도 막걸리였으며,
막노동꾼의 힘든 일 자투리 시간에 힘겨움을 잊게 만드는 것도 막걸리였다. 비

✽
이 사진은 실물과 다릅니다.

오는 날 달큰한 배추전 곁들여 한 잔 마시면 빗소리 자장가 삼아 한잠 늘어지
게 자게 만드는 것도 막걸리요, 오일 장날 장터에 서성이다 우연히 마주친 묵

향의 반계급적反階級的이 그 세 번째이다.

은 벗과 정을 나누는 것도 막걸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막걸리는 서민이

조선조 초에 정인지鄭麟趾는 막걸리가 젖과 생김새가 같다 하여 막걸리는

즐겨 마시는 대표 술이었을 뿐 아니라 옛 선비들 또한 즐겨 마신 술이다. 서민

노인들의 젖줄이라며 아기들이 젖으로 생명을 키워가는 것에 비유했다. 이는

들 배를 채워주고 힘든 노동을 잊게 하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술인

노인들의 영양 보급원뿐 아니라 무병장수無病長壽의 비밀을 뜻하기도 했다. 조

가 하면, 선비들 술자리에 시와 음악과 함께하며 풍류가 저절로 생기게 하였으

선조 최초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양관 대제학兩館 大提學을 지낸 서거정徐居正이

니, 이로써 막걸리는 우리의 술이 분명하다.

나 김시습金時習의 술벗 손순효孫舜孝 역시 만년에 밥 대신 막걸리를 마심으로
써 무병장수한 경우이다.

막걸리에는 예부터 오덕五德과 삼반三反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 취하되 인
사불성일 만큼 마시지 않음이 제 일덕一德이요, 새참에 마시면 요기되는 것이
이덕二德이며, 힘이 빠졌을 때 기운을 돋우는 것이 삼덕三德이고, 안 되던 일도

막걸리의 역사와 효능

마시고 넌지시 웃으면 되는 것이 사덕四德이며, 더불어 마시면 응어리 풀리는
것이 제 오덕五德이다. 삼반三反이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이 마

요즈음 힐링 열풍을 타고 막걸리가 전국적으로 상종가를 치고 있다. 서민

시면 속이 끓고 트림만 나며 숙취를 부르니 근로지향勤勞志向의 반유한적反有閑

의 대표적인 술 막걸리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아도

的이요,

서민들이 즐겨 마시니 서민 지향의 반귀족적反貴族的이며, 군관민이 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양주와 와인, 소주와 맥주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되었던 서

여하는 각종 제례나 대사 때 고을의 합심주로 막걸리를 돌려 마셨으니 평등 지

민의 술. 막노동꾼이나 시골 농사꾼이 잠시 새참 때 마시는 술이라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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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혀 도심의 네온사인 아래서 밀려난 지 오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게 되니 그 원료나 방법에 따라 술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전통술이란 수식어가 붙는가 하더니 웰빙과 힐링의 대표 술로 자리매김 하고

가문과 집안의 특성을 살려 빚은 ‘가양주家釀酒’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구한

있다. 시대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술도 팔자가 변할 수 있는

말 조선을 침탈한 일본은 1909년 주세법을 공포하여 집집마다 술 빚는 것을

가 싶다. 변비 예방이나,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갱년기 장애 등등

금했다. 이 때문에 가양주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 전통술의 맥이 끊기고

그 효능이야 익히 알려져 있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막걸리의 역사에 대해서만

말았다. 해방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먹을 것이 귀했던 궁핍한 시절, 쌀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을 이용한 술 제조법이 금지되고, 막걸리는 보리와 옥수수 그리고 밀가루를 이

예부터 고관대작이나 부호들의 집에서는 밑술, 즉 증류주를 주로 애용했다

용해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 외국에서는 맥주와 위스키가 들어와 우리나라 막

고 전해진다. 지금의 안동소주나 이강주처럼 도수가 높은 술을 즐겨 마셨고,

걸리는 더욱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맥주와 희석식 소주의 전성시대가

이 술은 술맛이 독해 금방 취하고 빨리 깬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삼분의 일

열린 것이다.

이 노비이고, 삼분의 일이 평민이었던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하루 끼니조차 연명

비살균 막걸리가 행정 구역마다 독과점으로 운영되었고, 겨우 살아남은

하기 어려운 시절이 많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쌀을 이용해 술을 만들어 마신다

양조장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맛에 승부를 걸면서 막걸리 연구에

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맛이 탁하고, 빛

도 박차를 가하였다. 나라에서도 몇 번의 정책 입안 끝에 독과점 정책이 풀리

깔이 진한 술이라고 알려진 ‘탁주’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가 탁주라고

자 막걸리 전국시대가 열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 웰빙과 힐링 열풍에 편성하여

불리는 것을 볼 때 맑은 술을 뜨고 남은 찌꺼기를 물에 희석하여 마신 것이 탁

독한 소주와 양주가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하면 천대받던 막걸리가 인기를 끌

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애용되었던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부터

게 되었다.

서민들이 마시는 탁주는 따로 있었다. 서민이 마시는 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

유산균 덩어리 막걸리는 우리 몸속의 독소들을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하

나 비싼 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값이 다소 싼 재료를 이용하되 7일

니 서양의 독주 위스키와 맥주, 소주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 막걸리가 세

정도면 숙성이 되고 배도 부르며,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는 막걸리를 빚기 시

계적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요즈음 심히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김치,

작했던 것이다. 밀 막걸리, 수수 막걸리, 보리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심지어

비빔밥, 독도, 아리랑, 고구려 등등 우리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떼를 쓰는 이

조 껍데기 막걸리까지 생겨났다. 그 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농작물을 이

웃나라들이 있는데 막걸리마저 자기들 것이라 우기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용해 막걸리를 만들어 마신 것이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는 백주(탁주)를 즐겨 마셨고, 벼슬길에 오른 후에는 맑은 청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유교국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집집마다 제례를 지내기 위해 직접 술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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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바위가 바로 ‘별자리 바위’로 추정되는 바위다. 둥글

별자리 바위
별을 만들어 낸 것은 무한한 우주지만
별자리를 만들어 낸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넓적한 바위에 지름 1 ~ 7cm, 깊이 0.5 ~ 1.2cm의 바위구멍이 수없이 산재하
고 있는 별자리 형 암반이다.
앞으로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바위에 인위적으로 별자리와 유사한
구멍이 있으며, 가운데는 북극성으로 추정되는 큰 구멍이 있다. 마을의 중심에
놓인 서당을 지으면서 옆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마을의 선비들이 주
역이며 별점 같은 것을 즐겨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별점바위로 추정이 된다.
옛날 이곳 사람들은 이 바위에다 하늘의 별자리를 그려놓고 별점을 보거나
소원을 빌지는 않았을까? 혹, 성리학적 사회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책
임을 이 별자리에 자아를 심어 흐트러지는 마음의 중심을 다잡아 가지는 않았
을까.
별자리에 관심이 많은 분은 별자리를 연구하는 자세로 자세하게 들여다보

별자리 이야기

고 밝혀 보시길 청한다. 또 내 마음의 별자리가 없으신 사람은 이것으로 새롭
게 마음의 별자리를 하나 챙겨보시길 권한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별로 승화해나가곤 했다. 태초에 사람들은 하늘에 흩

이곳 중평마을 바위를 별자리바위로 부르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어져 있는 별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았다. 북두칠성처럼 별과 별을 이어서 하나

고조선 유물에서도 별자리 바위가 발견되었는데 평안남도 증산군 용덕리에

의 별자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견우직녀와 같은 아름다운 이

서 발견된 10호 고인돌 무덤 뚜껑 겉에 80여 개의 구멍이 파여 있다. 전문가들

야기를 지어냈다. 말하자면 별을 만들어 낸 것은 무한한 우주지만 별자리를 만

에 의하면 그 구멍들이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중평마을 별자리 바위

들어 낸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는 똑같지만 별자

에서 보듯 고인돌에서 나온 돌에도 중심부에 북극성이 그려져 있으며 80여 개

리와 그 전설의 이야기들은 민족과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의 구멍은 각각 80개의 별을 의미한다고 한다. 구멍의 크기에 따라 별의 밝기

사람들은 별을 올려다보면서 내 별을 점찍고, 별똥별을 보면서 우리네 소
원을 빌었다.
중평마을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서당과 영정각 사이에 기묘하게 생긴 바
위가 하나 있다. 예전에는 병자정 터 사이로 흐르는 개울을 건너기 위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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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역사의 유물에 나타나는 별자리에 관해 알아보자. 고대 한반
도의 고인돌, 석벽 등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 고구려, 고려, 조선 시대에 만들

천문 유물이 발견되었다. 7세기 중엽 신라에서는 세계 최초의 첨성대가 세워
졌고 천문에 관한 지식 또한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진 무덤의 벽과 천장에도 사방신을 비롯한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 옛적부터

조선 태조 4년(1395)에는 그 이전 석각인 천문도의 탁본에 근거하여 정교

우리 선인들의 별자리에 대한 관심과 관측 그리고 별에 대한 신앙이 두터웠음

한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이 완성되었다. 숙종 34년(1708

을 알 수 있다.

년) 탕약망의 적도남북총성도赤道南北總星圖를 모사模寫한 것을 제작하였다. 이

고대에는 낙랑고분樂浪古墳, 무용총舞踊塚, 각저총角抵塚등에서 별 그림이나

는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모사한 최초의 천문도라 추측되며, 이때부터 서
양 영향을 받은 천문도가 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격을 높
였다. 북두칠성은 죽은 후 사후세계를 지배하는 별자리로 여기기도 했다. 우리
는 예부터 무덤 바닥에 7개의 구멍을 내고 사람을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
에 기원을 두고 있다. 또 북두칠성은 신앙의 대상이나 천문형상을 기록하는 과
학적 목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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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내일은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반적인 삶의 궁핍이 부른 철학이었다.

연자방아
‘연자방아’ 참 이름도 예쁘다
누가 처음 붙인 이름일까?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우리는 마치 축제처럼 즐겼고, 집에 빨리 제삿날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던 시절이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일 년 중
가장 풍성한 하루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쇠고깃국에 하얀 쌀밥은 생일이 아니고서야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똥꼬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비어 있는 집안을 샅샅이 쑤시
고 다녔다. 빈 병이나 고물 따위를 찾아 엿과 바꿔먹으려는 수작이었다. 그러
나 그마저도 이미 지난날에 다 해치웠던 기억이 떠올라 입맛만 다시고 찬물로
빈속을 채우고 동무를 찾아 집을 나서던 기억은 아련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시
는 되돌리고 싶지 않은 추억이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궁핍했던 시절이었다. 세탁기는커녕 빨래도 냇가에 들
고 가 빨아오곤 했다. 고무장갑도 한 참 뒤엣것이니 겨울이면 꽁꽁 언 손을 호

방아야 방아야

호 불며 머리에 몸보다 더 큰 빨래통을 이고 마당으로 들어오는 어머니 기억은
쓰라리다 못해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야, 이놈들아.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참 요상한 말이다. 배가 꺼지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한창 커가는
나이에 뛰지 말라니? 그러나 이 말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
다. 바로 지난날 가난이 불렀던 말임을…….

동네에 방앗간도 귀했던 시절,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 지은 벼로 흰
쌀을 만들기 위해 곡식을 찧어 껍질을 벗겨야 했다. 발동기가 없었던 시절이었
으니 그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아가 생겨났는데 방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발로 밟아서 찧

집에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었다. 꽁당 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 쪼가리 반

는 디딜방아,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물레방아, 지구 중력과 물을 이용해 자연

찬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또래 아이들과 모여서 장난치며 놀다 보면 사랑방

스레 찧는 구유방아, 그리고 말이나 소의 힘을 빌려서 돌리는 연자방아가 그것

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노는 것도 좋지만 겨우 배부르게 먹여 놓았는데 저렇

이다. 디딜방아는 곡식을 알곡으로 하는 소출이 작지만 소나 물이 없어도 쉽게

게 뛰어놀면 일찍 배가 고파질 것을 염려해서 한 말이다. 잘사는 집 아이들이라

설치할 수가 있어서 가장 많이 보급되었던 반면 물레방아는 효율성은 뛰어나

해도 호의호식하며 살지는 않았다. 그것은 근검절약 정신이 온 국민에게 뿌리

지만, 물이 귀한 농촌에서는 설치가 어려웠다. 연자방아는 연자마·연자매·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일이 정해진 삶이 아니라 당장 오늘 아끼지 않

돌매방아라고도 부르는데, 말이나 소가 방아 틀에 연결된 돌을 끌어서 돌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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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곡물 껍데기를 제거하거나 밀을 빻았던 전통적인 농기구다. 이러한 일 외
에도 연자 매계를 통한 계원 간의 강력한 협동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까닭에 단순한 농기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연자방아는 굴리는 돌인 동그란 숫돌과 받치는 돌인 암돌로 되어 있다. 숫
돌에는 나무로 만든 사각형 방아 틀이 숫돌을 감싸듯 부착되어 있어서 소나 말
이 이 틀을 끌어 돌리면서 방아를 찧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미소에 밀
려 강원도 산골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옛날에는 마을마
다 하나씩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이곳을 연자방앗간 또는 연자맷간이
라 하였다.

리저리 나뒹굴던 연자방아는 이루 말할 수 없게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희망

‘연자방아’ 참 이름도 예쁘다. 누가 처음 붙인 이름일까? 갈아 낸다는 뜻의

을 잃지 않았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며 편하게 마음을 먹었

갈‘연硏’은 이해가 되는데 하필 아들‘자子’를 붙였을까? 갈아서 우리 아들 배곯

다. 그러나 너무 심심한 방아는 그렇게 지난 시절을 떠올렸다. 어떤 아낙은 눈

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아들처럼 귀중하게 여기려는 마

물을 흘리며 자신을 돌렸고, 어떤 할아비는 욕지거리를 해대며 돌린 적도 있었

음의 표현이었을까? 또 아니면 생김생김이 ‘子’자와 닮아서 일까? 하여튼 뒤에

다. 또 어떤 남녀 한 쌍은 이곳에서 방아는 찧지 않고 정담 나누기에 열을 올리

붙은 고유명사 ‘방아’는 순 우리나라 말인데 이를 합쳐 ‘연자방아’다. 뜻도 그렇

곤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나간 일도 있었다. 어떤 할미는 한숨을 쉬면서 돌리

지만 부르는 이름이 얼마나 예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과 딱 맞아떨어지

는 소 등짝을 후려치곤 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미운 서방에 대해 한풀이도 하였

는 연자방아가 분명하다.

다. 방아는 지난 시절을 간간이 떠올리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이곳 중평마을 회관 앞에 연자방아가 놓여 눈길을 끈다. 위아래 가로와 세

세월이 무한정으로 흐르는 듯했다. 이제는 너무 심심해 아이들의 발길질마

로 두 쪽의 돌이 어긋나지 않고 돌아가도록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름답다. 화

저 행복했다. 이제는 엉덩이를 방아 입에 올리고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가 반가

강암 덩어리 두 개가 투박하지만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해 서정적인 모습과 더

울 정도였다. 어느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수군 며칠을 그러더니 방아를

불어 추억을 되새기게 한다.

어디론가 데려갔다. 아! 방아는 자기가 만들어지고 처음 보는 풍경에 즐거웠
다. 마을 회관이 보이고, 먼데 기와지붕이 보였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찾아

언젠가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던 이 연자硏子방아는 정미소가 하나 둘씩

와 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어루만지며 좋아했다. 방아도 이제는 더는 외톨이가

생기자 쉬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이제는 용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사

아니었다. 마을 회관 마당으로 이사를 한 방아는 낯선 사람이 기다려지는 하루

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히더니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

하루가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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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평청주
한 잔 마시면 10여 분 동안
일어나기 힘들다는 술

암살주 이야기
사남고택에 살았던 선비들은 주로 새벽 2시 경에 일어났다. 찬물에 세수를
하고 웃을 차려 입고 앉으면, 사남고택의 며느리는 식솔 중에서 제일 먼저 일
어나 시조부와 시부의 조촐한 술상을 차려야 한다. 소반에 잔대와 잔을 놓고
청주를 따른 다음에 안주로 대추 한 알을 잔대에 놓아서 술상을 사랑으로 들고
간다. 물론 한 상은 시조부 방으로 또 한 상은 시부 방으로 들고 간다. 그러면
사남고택의 선비들은 가벼이 청주를 마시고 그때부터 독서를 했다.
중평에서 원래 가장 큰 고택은 지금은 소실된 진사댁이었다. 진사 어른은
돌아가셨지만, 1970년 초에는 산운 할머니라는 진사댁 며느리가 계셨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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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할머니는 늘 관습대로 해마다 청주를 담았지만, 어린 창석 은 청주를 마실

현재 중평마을에서는 중평청주, 일명 암살주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설 전날 밤에 드리는

이 시도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옴짝 못하게 만

묵은세배를 드리러 진사댁에 들렸다. 산운 할머니는 반갑게 맞으시며 이렇게

드는 암살주를 맛볼 날을 기다린다.

말씀하셨다.
“너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으니 내가 빚은 청주를 한 잔
해 보거라.”
할머니는 하나의 잔대 위에 한 잔의 청주를 담고 잔대에 달랑 마른 대추 한
알을 얹은 소반을 들고 오셨다. 한 잔 맛보거라 하시기에 창석은 멋모르게 그
냥 주욱 들이켰다. 처음 마셔보는 청주라 잘은 몰랐지만, 혀에 착 달라붙고 그
렇게 달지도 쓰지도 않고 그냥 시원하고 톡 쏜다는 느낌이었다.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와 별로 할 이야기도 없던 터였다. 이제 묵은세배를 할 요량
으로, “묵세배 받으세요.” 하면서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오금
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상체만 들썩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아직은 일어서기 힘들 것이다. 이 청주가 별명이 암살주라는 것이다. 그렇
다고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술은 아니란다. 한 잔 마시면 10여 분 동안 일어나
기 힘들기 때문이지.”
창석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리에 힘을 줘보니 그제야
일어날 수 있었다. 창석은 이유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얼른 묵은세배를
하고 돌아서 나왔다. 그 뒤로 산운 할머니는 대구로 가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지금 대구카돌릭대학교에 재직 중인 신창석 교수는 이제 영원히 그 청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다.

★

신창석(1957년 ~ )_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곳 중평리에서 나고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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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는 나를 이끌고 정자에 올라갔다. 정자는 세로가 네 기둥,

서벽정 터

넓이가 세 기둥인데 온돌방과 서늘한 마루가 각각 반씩이었다. 작으면서 통창

서벽 신치구 선생이 위기爲己의 학문에 힘쓰고
후진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었으며, 조잘거리는 샘물을 끌어 구렁에 홈을 걸쳐 놓았으니 그 소리가 옥비

한 것에 필적하고 밝게 꾸몄으며 사치하지 않다. 뜰 앞에 꽃나무들은 벌려 심

파 같았다. 한 개의 돌이 길에 놓여 있는데 형상이 옥쟁반을 엎어 놓은 것 같
다. 작은 시내가 돌 사이에서 나오는데 작은 외나무다리를 놓아 사람을 통행하
게 하였다. 서쪽을 바라보니 천마산天馬山이 높이 치솟아 마치 말이 굴레를 벗
어버리고 공중에 날아올라 춤추는 것 같고, 북쪽을 바라보니 연화봉이 높게 높
게 구름사이에 빼어났는데 청송의 중첩한 봉 만들어 남쪽에서 고리처럼 둘러
서서 공읍한다. 연기와 노을은 찌는 듯 하고 풀과 나무들은 푸르고 무성하다.
창틀과 책상과 자리에는 윤기가 흐르고 푸른빛이 잠겨 있어서 한 번 보니 정자
를 이름 지은 뜻을 알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밖에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

서벽정중수기棲碧亭重修記

다. 가만히 생각건대 주옹이 한가하게 살면서 책을 벌려놓고 송독하는 취미는
★

심장할 것이며, 때로는 죽장망혜竹杖芒鞋 로 숲과 시냇가를 소요하면서 물화를
진성眞城의 남쪽 지경에 마을이 있으니 중평이라고 하는데 신씨가 대대로 사
는 곳이다. 후덕 장자가 있으니 곧 사은옹泗隱翁이다. 불영不侫 훈薰이 말하기를
★

살피고 시를 지어 성영을 도사하니 풍조는 청명하여 일체의 분화와 영리가 마
음에 들어오지 않으니 어찌 즐거워서 근심을 잊는 이가 아니겠는가? 또 생각

“나의 왕고王考 께서 일찍이 집 서쪽의 작은 산록에 정자를 짓고 서벽棲碧

건대 세갑六甲이 한 바퀴 도는 사이 세월은 여러 해가 지났으니 황무한 옛 터는

이라는 편액을 걸고 여러 형제가 함께 그 안에 거처하면서 돈독한 우애의 정이

버리기 쉽고 묵은 자취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정자는 폐하였다가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사람은 대게 바꾸고 풍우는 침노하여 정자가 드디

다시 일어나서 탈 없는 산빛은 옛날처럼 난간에 들어온다. 선대의 신령이 여기

어 폐하여졌습니다. 폐한지 61년이 지난 갑오년에 내가 다시 정자를 중수하였

에 척강하는 것 같고 자손들이 여기에서 학업을 익히니 앞을 잇고 뒤를 비춰주

습니다. 일이 우연한 것 같지 않으니 그대는 중수기를 지어 주시오”

니 일거양득이 된다. 하늘이 유덕한 후손을 도운 것이 아니라면 가성을 떨어

★

왕고王考_돌아가신 할아버지. 고조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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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벽정 터
서벽정은 선비들이 시회詩會를 열던 곳이다. 그러나 서벽정 중수기와 달
리 현재에는 이 정자가 없다. 언제 어떤 연유로 허물어진 것인지 알 수는 없지
만 중수기 내용으로 보아 허물어진 것을 갑오년에 다시 올렸다고 되어 있다.
2014년 현재가 갑오년이다. 그렇다면 1954년에 다시 중수하였거나 갑오농
민항쟁이 일어났던 1894년에 새로 지었을 것이다. 이 서벽정은 서벽 신치구
★

(1777~1851) 선생이 위기爲己의 학문에 힘쓰고 후진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보면 허물어진 지 60년이 지난 후에 1954년에 신치구
의 4세손 진사 상익이 원래 자리에 정자를 세우면서 쓴 중수기가 확실해 보인
다. 그러나 중수기 내용에 수많은 고택과 자손들은 안정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
옛 서벽정 모습

떠나 허물어지거나 꽃과 나무들이 시들고, 물과 동산의 대나무들이 잡목으로
뜨리지 않고 효도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은 채 연면하여 육십 년이 하루 같음을

뒤덮여 거칠어가도 이 서벽정 만큼은 어떤 어려움에도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어찌 이룩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운수가 백육회百六會 액운厄運을 만나 창해가

못하여 집안 대대로 영구히 전해질 것이라는 바람은 허망하기만 하다. 언젠가

횡류하는 혼란 속에 고가세족들이 그들의 땅에 안정하지 못하여 꽃과 돌의 별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새롭게 조성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신치구는 이우동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류휘문, 류치명, 이병하 등과 교

장과 물과 대나무의 동산이 날로 잡목과 잡초로 거칠어가도 구출하지 못하는
데 이 정자만은 홀로 눈앞에 높이 솟은 광경을 갖추었으니 사람의 지경을 떠나

우하였다.
마을 뒷산 연화봉 중턱 아래 있던 서벽정 터에는 무성한 잡풀이 우거져 있

지 않은 채 문득 별계를 이루어 진세의 기운이 침노하지 못한다. 이것은 진실
★

로 결계의 완전한 복이며 철인의 후안 행운이다. 윤자胤子 상사군進士 상익相翼

으며 주위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야단스럽게 노래하고 있다. 터 앞으로는 상

이 대인의 뜻을 본받아 달을 넘기면서 노고하여 급히 그 낙성을 도모하였으니

서로운 소나무 세 그루가 마치 서로 사랑을 나누듯 하나의 작품을 연출하는데

신씨의 집에 대대로 사람이 있어서 이 정자가 영구히 전해질 수 있을 것을 알

옛날 서벽정의 내력을 대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터 코앞에 한눈에 보아도 200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아름

수 있다. 이것으로 기記를 삼는다.

★

윤자胤子_맏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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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 느티나무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쉼터

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주는 고마운 나무가 아닐 수 없다.

를 제공하고, 터에서 올려다보는 마을은 아늑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족은 하늘

이곳에 서면 서쪽으로는 중수기에서처럼 굴레를 벗어난 말이 구름을 타고

을 섬기고 땅에 의지하여 살아왔다.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산과 벗하고 물과

나는 것 같고, 앞으로는 넓은 공간을 두고 앞산이 기운차게 산세를 자랑한다.

어우러져 순한 생활을 영위해왔다.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생명을 불어넣

허물어진 터에는 서면 한없이 조용하고, 한적하며 때론 고독하기까지 하다. 그

고, 그것에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다스렸다. 때문에 시골 마을 어귀에는 어김없

렇지만 그곳에는 아픔이 있고, 그것을 만회하려는 수다가 있다. 또한, 시간이

이 동신목洞神木(혹은 당산목堂山木)이 심어져 있다. 여름철 그늘을 만들어 길손

멈춰진 찰나를 보는 듯 착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모두가 정지된 순간에 홀로

을 쉬게 하는가 하면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을 시원한 바람으로 달래주는 역할

움직이는 즐거움이 있다. 이곳에서 수다스러운 새소리와 맑은 바람과 시원한

을 하기도 한다. 특히,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으로서 액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눈맛을 즐겨보자. 어쩌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백만 가지 번뇌가 비워질지도

한다고 사람들은 믿어 왔다.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씩 동제를 지내는 마을이 많

모른다.

다. 보통은 정자나무로 부르지만 우리네 민초들의 믿음과 맥을 함께해온 나무
이다. 여행길에 오랜 세월을 품고 우아하게 서 있는 느티나무를 만나면 참으로
반갑다. 어머니 품속 같은 넉넉한 그늘을 드리우고 시원한 바람으로 길손의 이

✽
마을 뒷산 연화봉 중턱 아래 있던 서벽정 터 앞에있는 상서로운 소나무 세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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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느림의 미학

국제슬로시티란?
한국 슬로시티본부 슬로라이프 행동강령 12가지
청송국제슬로시티 마을주민 실천 행동양식 20가지
찾아보기 지도

느림의 미학

치밥이라고 남겨두었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짐승들을 위
해 가을걷이가 끝난 벌판에도 이삭을 다 줍지 않고 남겨두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 민족의 속깊은 정서며 순한 심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다. 이 땅의 모든 종교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위하는 배려에서 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속도전을 치르는 중이며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익숙해

온다.

져 있다. 하루가 멀다고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휴대전화기가 출시된다. ‘빠

‘느림의 미학’, 어느 시인이 한 말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얼

름~빠름~빠름’이라는 광고의 후렴구는 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세상에 뒤처

마간 달렸다 싶으면 말고삐를 멈추고 자신이 달려온 길을 되돌아본다고 한다.

지지 않을까 실로 겁이 나는 요즘이다.

너무 빨리 달리면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

한국의 속도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세
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부러움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되

금까지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매우 급하게 돌아가
는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삶이 그리운 요즘이다.

었다. 이 땅에 인류가 살기 시작했을 때 500년 동안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뒤를 돌아보자. 그러면 우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는 단 5분 만에 변화된다고 한다. 워낙 빠른 속도 때문에

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천천히 가자. 때때로 숨

느끼지 못할 뿐이다. 노트북 부팅시간을 가지고 1초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을 돌려보자. 순했던 어린 시절 꿈꾸던 소망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인생은

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짧다. 인생에 속도를 붙이면 그 끝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 속도와 행복은 반비

우리는 “빨리빨리”를 버릇처럼 쓰고 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부모님

례한다고 한다.

은 출타하셨다가도 비가 오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빨라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을까? 느려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순하게 인생

서였다. 청명淸明, 곡우穀雨, 입동立冬 등 늘 절기를 외우고 살았다. 파종 기회

의 끝을 맞이하면 석양의 낙조를 바라보는 것처럼 황홀할지도 모른다. 흐르는

를 놓치거나 애써 가꾼 농작물에 서리를 맞춘다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처럼 가다 서다 진실 된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어쩌면 지금이 슬로시티의

당연했다. 그래서 가을빛에 곡식을 여물게 하다가도 서리가 내리기 전 서둘러

정신이 가장 중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우연을 가장해 우리 앞에 나타난 슬로시

추수를 끝내곤 했다.

티 철학이 던지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이다.

현대 도시 생활도 마찬가지다. 팍팍한 인심과 무한경쟁에 내몰린 사회인
들, 속도가 주는 편리함을 위해 값비싼 느림의 즐거움과 행복, 남에 대한 배려

국제슬로시티 청송에 오시면 마음속에 담아 두면 참 좋은 단어

를 크게 희생시켰던 것은 아닐까. 바로 급할수록 돌아가란 우리 속담을 상기

전통, 산촌형, 한옥(고택), 별 밤, 빈둥빈둥, 시골, 효孝, 충忠, 시골 밥상, 전설, 역사, 소소함, 작은 행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조상들은 날짐승들을 위해 모두 추수를 하지 않고 까

복, 친親자연, 맑은 숲, 넉넉한 미소, 꿈, 희망, 아름다운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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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돌리는 일이 아니라 빠름과 느림, 농촌과 도시, 로컬과 글로벌, 아날로
그와 디지털 간의 조화로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달콤
한 인생(la dolce vita)과 정보 시대의 역동성을 조화시키고 중도中道를 찾기
위한 처방이다.

21세기 기계적 삶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속도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슬로시티 프로젝트가 비현실적인지는 몰라도

삶을 위한 운동이다. 슬로시티 운동의 기본 맥락은 자연과 전통 그리고 공동체

1999년 국제슬로시티운동이 출범된 이래 현재(2013년 6월)까지 27개국 174

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물질문명

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한국도 10개의 슬로시티가 가입되어 있다.

과 ‘빠름’이 최고의 유행이 된 현대사회에서 속도전에 해방을 꿈꾸는 휴먼웨어,
즉 인간적인 관계로 변화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슬로시티의 시작은 느리게 먹는다는 의미의 슬로푸드와 느리게 살자는 뜻
으로 시작되었는데, 더불어 느리게 걸으며, 생각도 느리게 생활하자는 운동이

1999년 10월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의 파올로 사

다. 우리가 잘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고 살아가면 느리게 사는데도 지역 경제

투르니니(Paolo Saturnini) 전 시장을 비롯한 몇몇 시장들이 모여 위협받는

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즉 자연철학인 자연과 더불어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의 미래를 염려하여 ‘치따슬로(cittaslow)’, 즉 슬로

자연처럼 살아가는 대신 지역과 공통분모를 찾아 조화롭게 정체성을 유지하

시티(slow city)운동을 출범시켰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슬로푸드 먹기와 느리

면서 삶의 질을 향상해간다는 슬로시티의 기본 철학이다.

게 살기(slow movement)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요즘은 하늘에 정념을 투영시키며 산책하듯 한가롭게 걷는 사람들이 많이

슬로시티운동을 왜 하나?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염

생겨나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느리게 우리 국토를 탐구하기 위해 걷는

원하며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운동이다. 속도는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제주도 올레길을 시작으로 열풍처럼 불어 닥친 ‘걷기

엑스터시의 한 형태로 빠름이 주는 편리함을 손에 넣기 위해 값비싼 느림의 즐

운동’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거움과 행복을 희생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슬로시티의 철학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뚜렷한 이유는 건강 때문이다.

은 성장에서 성숙, 삶의 양에서 삶의 질로, 속도에서 깊이와 품위를 존중하는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藥보다 식食이 낫고, 식보다

것이다. 느림의 기술(slowware)은 느림(Slow), 작음(Small), 지속성(Sus-

행보行補가 낫다”고. 비싼 약이나 좋은 음식보다 걷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다.

tainable)에 둔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걷는 것은 청복淸福이다”라고 했다. 즉 걷는 것은 맑은

슬로시티운동은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섬기는 ‘속도 숭배’를 ‘느림 숭배’

즐거움이라고 극찬했다.

로 대체 하자는 것이 아니다. 빠름은 짜릿하고 생산적이고 강력할 수 있으며

행복하다는 것은 즐거워야 한다. 즐겁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국은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문제는 시계를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한 번잡한 흥겨움 뜻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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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행복감을 안겨 주어야 한다. 사색도 즐겁고, 배움도 즐겁고, 마을의 역
사와 전설도 즐거워야 하며, 먹거리 또한 즐거워야 한다. 그렇다면 재미·맛·
건강·행복은 음식으로부터 나오는지도 모른다. 건강발효식품의 왕국 우리나
라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한 신토불이身土不二 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슬
로푸드가 슬로시티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국제 슬로시티에 선정된 청송

슬로시티 선언문

치타슬로 선언문宣言文

군은 부동면 자연자원 주왕산을 비롯해 파천면의 덕천마을과 중평마을 두 집
성촌이 중심이 되었다. 산촌형 슬로시티 마을의 특성을 살려 주민의 즐겁고 행

시간의 의미를 되찾는

복한 삶은 물론, 대도시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과 인간 중심의 휴

상상력想像力을 가진 사람들
여기 생명生命이 살아 숨 쉬는 고장

먼웨어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 이 글은 한국슬로시티 홈페이지에서 발췌해 덧붙인 글입니다.
※ 한국 슬로시티 www.cittaslow.kr

마당, 극장, 공장, 다방, 식당
영혼靈魂이 깃들 풍요로운 장소들
이곳에 온화한 풍경風景과 숙련된 장인匠人들이 사는 고장

자비로운 계절의 변화가 주는 아름다움
향토鄕土 음식의 맛과 영양
의식意識의 자발성을 존경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제슬로시티 공동체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 자연의 등, 달팽이의 등에 업혀 살아간다. 달팽이와 사람이 같이 살

여전히 느림을 알며 전통傳統을 존경하는 고장…

1999년 10월 그레베 인 끼안띠

며 상생하는 그런 마을이 진정한 공동체이고 풍요로운 행복시티이다. 달팽이는 원래 스스로
치유하면서 천천히 생명을 유지하고 목적지를 향해가고 있는데 작은 공동체 역시 스스로 치우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달팽이의 등딱지에는 내장이 들어 있어 생명을 유지하
듯 슬로시티 로고마크의 달팽이 등에 엎힌 마을 공동체도 인간의 생명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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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슬로시티본부 슬로라이프
행동강령 12가지
01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덜 타고 걷거나 지하철·자전거 타기를
하되 자동차는 제한 속도 80킬로미터를 지키며 운전 즐기기. 운

08

동할 시간 없으면 걸어서 출근하는 것도 바람직함.

02

나는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태어났다. 얼굴은 ‘얼

03

밥 먹는 시간을 최소 30분으로 하고 그동안 여유로운 식사시간

의 골짜기’라 하는데 마음엔 평화, 얼굴에는 웃음을!

운동으로부터 오며 활活 자의 의미를 음미해야 한다. 우리 몸은

있음).

09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제철에 나는 유기농 에코푸드 먹기.

05

조용한 명상과 긴 침묵시간 갖기, 아무것도 안 하기(slow med-

06

텔레비전 멀리하고 책을 읽기(slow reading).

07

되도록 말은 천천히 하고, 일도 좀 느리게 하기.

10

먼저 인사하기. 승강기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내릴 때까지

천천히 가는 사람은 세상을 천천히 보는 재미가 있으니 패스트
트래블(fast travel) 보다 슬로트래블(slow travel)로 인생을 여
행처럼 나그네처럼 살기.

11

모든 동물 중 인간만이 쓰레기를 버린다. 그래서 자연을 해치고,
지구는 물론 우주정거장에도 로켓 쓰레기를 버리니 다른 생물들
이 볼 때 사람은 쓰레기 같은 존재임.

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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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서 닫힘 단추 누르지 않고 3초만 기다리기. 승강기에서

기다려 주기.

그리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하지 않는다.)

04

tonin, 행복 호르몬)과 짝하기(건축가는 사람에게 걸을 권리를
주기 위해 건물의 계단이 잘 보이게 설계하고 디자인할 필요가

즐기기, 한입에 먹은 음식은 30번 씹으며 하루 30가지 정도의
반찬을 골고루 먹기(우리 몸의 운동 정보 중 50퍼센트가 저작

아파트, 사무실, 지하철 이용 시 계단으로 걷고 세로토닌(sero-

12

일주일에 하루는 온라인 안식일을 갖기로 하고 오프라인의 즐거
움으로 아날로그로 살아보기.

※ 출처 : 지혜동인(遲惠同人, 한국슬로시티본부 산하 슬로시티클럽)의 슬로라이프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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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슬로시티 청송 마을주민
실천 행동양식 20가지
01
02

돈과 부를 혼동하지 말자. 					
돈을 따르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될 뿐이다.
공기, 바람, 물, 땅 등 자연이 주는 모든 것들을 			
고맙게 생각하자.

03

시간은 곧 돈이 아니다.

04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색에 잠겨보자.

11

항상 책을 가까이 두고 단 몇 페이지라도 읽도록 노력하자.

12

내가 사는 마을을 사랑하자. 					

13

한 달에 하루쯤 쉬면서 					

14

우리 마을을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하자.

그리고 도움이 될 것이 없을까 찾아보자.

그동안 급하게 살았던 마음을 달래보자.

05

하루 한 번씩 음악을 들으며 몸에 에너지를 충전시키자.

15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을 하자.

06

천천히 걸어가며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고 사색에 잠겨보자.

16

봉사와 희생은 내가 내게 주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자.

07

가끔 편지를 쓰자.

17

받기보다 더 줄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자.

08

하루 한 번씩 남에게는 칭찬을 하자. 				

09
10

그리고 내게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자.

18

시집詩集을 늘 가까이 두고 한가할 때면 한 장씩 넘겨보자.

19

어떤 날에는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 생활을 즐겨보자.

20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자.

물을 아껴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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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정효각

 소류정

청송심씨 본향

 귀래정

학산정 

우리는 어떤 자연 공간에서도 주위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건물과 자연이 하 나 되게 하는 혜안을 가진 민족이다.
이러한 요건을 가장 지혜롭게 적용해
뿌리내리며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덕천참솟을마을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아늑한 뒷산을 두고 팔작지붕의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정을 나누는 듯 하다.

❺ 요동재사
청송심씨 찰방공 종택 ❻
철기 장군 길 ➓

상덕천교



❹ 초전댁

세덕사 

왕버들 길

❸ 창실고택
경의재 ❶

❾
송정고택
914

조산무더기와 생태연못

❽

❷

송소고택
덕다헌 ❼


청송읍, 영양

천연염색 체험장 
마을회관
덕천사거리
1

2

 파천길
3
벽절정 

경의재

4

초전댁

12

왕버들 길

112p 조산무더기와 생태연못 116p 창실고택

5

074p 요동재사

13

학산정

6

086p

7

8

120p 청송심씨 찰방공 종택 096p 덕다헌

14

134p 귀래정

송소고택

15

136p 정효각

16

138p

소류정

9

024p 송정고택

17

122p 천연염색 체험장

10

11

050p 철기 장군 길

세덕사

18

19

파천길

벽절정

132p

100p

▲
연화봉
쉼터
청송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고택은 청송의 선비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격이 높았던 양반가들이 많았다는 뜻이며,
벼슬살이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은둔하며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를 키우고,
물질보다는 학문과 내면세계의 인격 완성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온 자존이 서려 있는 모습이다.
평산신씨 들이 일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중평마을이 좋은 예이다.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의 후손인 평산신씨 판사공파들이 조선조 개국 때
은둔의 유지를 받들어 영해신씨로 개관하여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살았다.

연화봉 올레길 ❸
밤시골 마을길 ❷
서당과 영정각

❹
별자리 바위 ❺

➓ 미산당

❾ 서벽정 터

사남고택 ❽

❻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❼

사양서원 

서벽고택
양조장 터 

❶ 연자방아

중평 솔밭 


청송읍, 영양

1

연자방아

6

2

224p 밤시골 마을길

7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150p 서벽고택

3

연화봉 올레길

8

192p 사남고택

4

서당과 영정각

5

170p

9

202p 서벽정 터

별자리바위

10

232p

미산당

11

212p 양조장터

12

214p 중평솔밭

220p

13

148p 사양서원

172p

01. 송소고택
_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
_ 중요민속문화재 제 250호
02. 송정고택
_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송소고택길 15-1
_ 청송군 향토 문화유산(유형유산) 제18호
03. 초전댁
_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35-3
_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 421호
04. 창실고택
_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43
_ 청송군 향토 문화유산(유형유산) 제 19호
05. 청송심씨 찰방공종택
_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23-8
_ 청송군 향토 문화유산(유형유산) 제 13호
06.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_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들2길 16
_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 89호
07. 서벽고택
_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들2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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