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 세익스피어라는 대문호가 있다면, 

조선에는 서거정이란 대문장가가 있다.

SEO GEO JEONG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처 | 대구 북구청 

기획 | 대구 북구청 관광자원개발과 

편집 | 오주환(주식히사 유니에스아이엔씨) 

글 | 박경남, 이병유  

사진 | 유은영, 대구 북구청, 구암서원 

교열 | 이현애 

디자인 | 박미영 

일러스트 | 홍수정 

 

※ 이 책에 실린 모든 정보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저작궈은 대구 북구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 북구 서거정 역사기행 

시의 길, 풍경의 길 

대구 북구

  시의 길, 풍경의 길
서거정 역사기행



007006

대구의 절경을 노래한 서거정

‘창업수성(創業守成)’. 나라를 세우는 일과 이를 지켜 나가는 

일이라는 뜻이다.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이룬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조선의 건국을 위해 이성계를 비롯한 여러 

인물이 애썼듯이 조선의 수성을 위해 힘쓴 이들도 많다. 정치제

도를 확립하고 문화사업에 참여한 이들도 많다. 서거정은 국가

적 편찬사업을 주도한 중요한 인물이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임금이 바뀌고, 실권을 쥔 세력이 누구냐

에 따라 자리를 보전하기도 하고 내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서

거정은 달랐다. 19세에 과거에 급제해 25세에 관직에 오른 이

후 네 번의 현과(賢科)에 올라 45년간 벼슬살이를 했다. ‘서거정

=대제학’이라 할 정도로 23년간 문형(文衡, 대제학)을 담당했

다. 모신 임금만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6명이다. 

그의 학풍과 사상은 15세기 관학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훈신의 입장을 반영했다. 여느 관료들에 비해 화

려한 관직생활을 했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셈이다. 

사후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16세기 이후부터는 훈구

파의 시대가 끝나고 사림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훈구파

의 핵심이던 서거정에 대해 사림파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

었다. 어쩌면 그러한 영향으로 현대에서도 그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은지도 모른다. 

5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15세기 최고의 문장가였던 서거

정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려고 한다. 출발지는 대구 북구이다. 

서거정의 본관이 대구다. 어려서 대구를 떠났지만, 조부와 부

친의 고향인 대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겼다. 관직에 있는 동

안에도 대구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졌다. 대구의 아

름다운 자연을 사랑했고, 대구의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 결과물이 대구의 절경을 노래한 ‘대구십영’이고, 그중 네 곳

이 북구에 위치해 있다. 

조선 전기 대구의 풍경과 고향을 사랑했던 서거정의 감성

이 ‘대구십영’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그의 마음이 통했는

지 ‘대구십영’은 대구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공동체적 유대와 결

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

했던 불세출의 문학가 서거정.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대구

에 대한 그의 애정이 듬뿍 담긴 ‘대구십영’의 명소도 알고 싶다. 

서거정이 눈으로 보고, 시로 표현했던 대구의 아름다운 풍광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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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사랑한 천재시인

1. 서거정, 그는 누구인가?

서거정의 생애

안정적인 관료생활

훈구관료의 대표주자

조선 전기 최고의 문장가

시를 흐르는 물처럼

건강한 웃음코드, 문장이 살아난다

통유, 조선의 자존심을 높이다

조선 전기 편찬사업을 이끌다

서거정의 업적과 평가 

2. 서거정, 대구를 노래하다

대구 북구에서 '대구십영'을 읊다 

Part1

15세기 최고의 문장가였던 서거정. 

19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25세에 관직에 올라 45년간 벼슬살이를 했다.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등

국가적 편찬사업을 주도했다. 

대구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으로 '대구십영'을 노래했다. 

서거정이 살아온 69년의 인생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대구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대구십영'의 명소가 어디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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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집현전 학자 출신이다. 집현

전은 세종의 인재 등용 정책이 빛났던 최고의 학문연구기관이

다.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과 함께 한글 창제를 주도했고, 조

선 전기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집

현전 출신이라고 하면 인재 로 인정받았다.  

그의 본관은 대구(大邱)다. 자는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

佳亭)ㆍ정정정(亭亭亭)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그

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거정(居正)’이란 이름은 오경 중 하나인 <춘추공양전>의 ‘군

자대거정(君子大居正)’이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항상 정

도를 지키며 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자 ‘강중’은 <주역>에 나오

는 말이다. 양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곧 바른 자리

를 의미한다. 거정과 강중이라는 이름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서거정, 그는 누구인가? 서거정의 생애

서거정은 당대의 엄친아였다. 부유하고 고귀한 집안의 자제

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할아버지는 호조전서

를, 아버지는 목사를 지낸 관료 집안에서 태어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거정의 외가가 안동 권씨 집안이라는 점

이다. 외할아버지가 조선 초기의 대문장가인 양촌(陽村) 권근

(權近, 1352~1409)이다. 권근이 누구던가? 목은 이색의 제자이

자 조선 건국 후 태조와 태종을 도와서 새 왕조의 문물을 정비

하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조선시대 초대 대제학을 역임

하였다. 대제학이라는 벼슬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자리다. 

대제학이 시험 출제를 주도하므로 그가 어떤 문예사조를 선호

하느냐가 당시의 학풍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나의 외조 권근은 도덕과 문장이 백세의 모범이 될 만하

여 일찍이 예문응교(藝文應敎)를 역임하고 마침내 문형

을 맡았으며, 그의 아들 권제(權踶)는 선업을 잘 이었고, 권제는 이

계전에게 전하였으니, 이계전은 바로 권근의 외손이요, 그가 다시 

최항(崔恒)에게 전하였으니, 그는 또한 권근의 외손서인 것이다. 내

가 무능한 사람으로 잠시 빈자리를 채워서 명성을 이었는데, 비록 

불초하지만 역시 권근의 외손이다. 한집안에서 팔십에서 구십 년 

동안에 아버지를 비롯하여 아들, 그리고 외손 세 사람이 서로 이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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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응교가 되었다가 끝내 문병(文柄)을 손에 쥐고 일품의 관직에 

오른 경우는 천고에 드문 일이니, 이는 실로 우리 외조의 적선(積

善)으로 인한 경복(慶福)과 시례(詩禮)를 가르치신 은택으로 말미

암은 것이다. 

<사가집> 권 31, 시류(詩類) 

서거정은 관료 집안의 후손답게 외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문신

이자 학자로 세종에서 성종 대까지 문병(文柄, 문장을 평정하거

나 문사를 시취하거나 하는 권병. 곧 과거의 시험관)을 장악했다. 

시문집인 <사가집>에서 권근으로부터 시작되는 문형의 역

사를 확인할 수 있다. 한집안에서 장기간 문병을 잡았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권근을 비롯한 아들 권제, 손자 권람은 

물론 외손인 이계전과 서거정, 외손서인 최항에 이르기까지 80

년 동안 예문관 대제학을 독점해왔다. 권근으로부터 내려오는 

‘문(文)’의 전통이 서거정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서거정은 세 명의 스승을 모셨다. 이계전, 유방선, 최항 등이

다. 이계전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이자 대제학까지 역임한 인

물이다. 이색의 손자이자 권근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서거정과

는 사촌지간이다. 

유방선은 시문을 직접 가르친 스승이다. 서거정은 유방선의 

시문집 <태재집(太齋集)> 서문에 “기미년(1439) 겨울에 내가 

선생(유방선)을 북원(北原)의 별장에서 뵙고 몇 개월을 곁에서 

모셨다”라고 썼다. 이때 권람과 한명회도 함께 공부했다. 

최항은 서거정에게 학문적으로는 스승이자 멘토였고, 혈연

적으로는 자형이었으며, 직장에서는 상관이었다. 10세 때 아버

지를 여읜 서거정은 모든 면에서 인생의 선배인 최항에게 의지

하여 학문과 인격을 연마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이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을 때 최항의 직위는 대제학이었다. 이미 국가

적 관찬사업에 두루 참여하고 외교문서 작성을 담당했다. 그의 

각별한 보살핌이 있었을 것이다. 서거정이 예문관 대제학이 되

었을 때도 최항이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도왔다.  

나는 선생의 처남이다. 선생이 처음 우리 집안으로 장

가들어 왔을 때에 나는 나이가 15세였으니, 직접 가르

침을 받아 찌꺼기나마 들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또한 과

거에 급제하고 선발되어서 외람되이 선생의 뒤를 이었고, 문묵(文

墨)으로 허명(虛名)을 훔쳤으며, 급기야 선생이 조정에 들어가 정승

이 되자 외람되게도 부족한 재주로 문형을 담당하였다. 분수를 헤

아리자면 과분한 것이니, 모두 선생의 은혜이다.

<사가집> 제2권, 태허정집(太虛亭集)  

특별한 가문의 배경은 서거정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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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도움만으로 그가 

대제학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그의 재주 또한 어릴 때부터 남달

랐다. 6세에 글을 읽고 시를 지을 줄 알아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랐다. 좋은 집안에 뛰

어난 재능까지 지니고 있어 일찍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어린 시절 글솜씨를 보여주는 일화를 

보면 그 재주를 짐작할 수 있다. 

서거정은 명나라 사신이 유숙하던 태평관에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뚫어 엿보다 명나라 사신에게 붙

잡히게 되었다. 사신이 서거정에게 글을 아느냐고 묻자, 그게 

뭐 어려운 것이냐고 답했다. 

이에 사신이 먼저 운을 띄웠다. 

“손으로 종이창을 뚫으니 구멍(孔子)이 났구나(指觸紙窓

成孔子).”

어린 서거정이 사신이 있는 방의 창호지 문을 손가락으로 뚫

고 안을 엿본 것을 빗댄 것이다. 아마도 어린아이가 글을 알아

봤자 얼마나 알겠느냐는 마음이었다. 서거정은 이를 멋지게 

받아쳤다.

“손에 밝은 거울을 쥐고 얼굴 돌려(顔回) 비춰본다(手持明鏡

對顔回).” 

구멍을 공자(孔子)로 표현한 사신에게 공자의 제자였던 안

회(顔回)로 대구를 맞춘 것이다. 어린아이의 실력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글솜씨다. 

다섯 걸음 만에 시를 지었다는 일화도 전한다. 8세에 외조

부 권근에게 중국 위나라 시인 조식(曹植)이 일곱 걸음에 지었

다는 ‘칠보시(七步詩)’를 넘어 자신은 다섯 걸음 만에 시를 지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시를 지어 보였다는 것이다.  

둥근 형상 매우 커 

이름 하기 어려운데, 

땅을 안아 빙빙 돌아

절로 운행을 지킨다. 

그 안에 만물을 덮고 가리고 있거늘, 

어찌하여 기국 사람은 무너질까 근심했나.

‘오보시(五步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서거정과 

권근은 만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서거정이 태어난 해는 1420년

이고, 권근이 죽은 해는 1409년이다. 죽은 권근이 다시 살아 서

거정을 만났을 리는 만무하다. 단지 서거정의 글솜씨가 그만큼 

뛰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서거정은 당대의 

엄친아다.

할아버지는 호조전서, 

아버지는 목사를 

지낸  관료다. 

외할아버지 권근은 

조선 초대 

대제학을 역임했다.

태조와 태종을 도와서

조선의 문물을

정비하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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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관료생활

서거정은 19세인 1438년(세종 20)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잇달

아 합격하며 성균관에 입학했다. 1444년(세종 26)에 식년시 문

과의 을과로 급제하여 처음으로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에 제

수되었다가 얼마 후 집현전 박사가 되었다. 

관직생활은 별다른 무리 없이 안정적인 편이었다. 명문가 출

신에 실력까지 갖췄으니 그의 앞에 탄탄대로가 놓인 것이나 다

름없었다. 그가 계유정난(1453년 수양대

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 때 절의를 지킨 사육신과 생육신을 

따랐다면 평탄치 못했을 테지만 말이다.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과도 인연이 

있었다. 1452년(문종 2)에 수양대군이 명

나라에 사은사로 갈 때 종사관으로 수행

했다. 수양대군과 동행한 신숙주 역시 그 

인연으로 그와 운명을 함께했다. 수양대군이 자신과 운명을 함

께할 이들을 일찌감치 눈여겨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런 인연으로 계유정난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수양대군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의 집안사람들인 이

계전, 권람, 최항 모두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

다. 그러니 다른 선택을 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정난공신들

과 함께한 그의 벼슬길은 순탄할 수밖에 없었다. 

1457년(세조 3) 문과 중시에 급제해 사간원 우사간이 되고, 

이듬해 문신 정시에 장원을 해 공조참의가 되었다. 세조는 서

거정의 재주를 알아보고 그를 아꼈다. 1460년(세조 6) 중국에 

사은사로 가서 문명을 떨쳤고, 돌아온 후에는 형조참판, 대사

헌, 중추원 부사, 예문관 제학, 중추원 동지사를 지내는 등 승승

장구했다. 1467년(세조 13)에 형조판서, 성균관 지사와 예문관 

대제학을 겸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

제학의 별칭, 저울로 물건을 다는 것과 같

이 글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문형(文衡)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게 되었다. 과거시험

관으로 많은 인재를 뽑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관직에 있는 동안 국가적 편찬사업을 

주도한 덕분에 1471년(성종 2)에 달성군

(達城君)에 봉해졌다. 1475년(성종 6)에 의정부 좌참찬으로 창

경신궁이 완성되자 궁중 궐문의 이름을 37개나 지어 낙점을 받

았다.

서거정은 대제학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문장가로

서도 명성을 떨쳤다. 1476년(성종 7) 명나라 사신 기순(祈順)과 

장근(張瑾)이 왔을 때다.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그들을 맞이했

"손으로 종이창 뚫으니

구멍이 났구나."

指觸紙窓成孔子

對

"손에 밝은 거울 쥐고

얼굴 돌려 비춰본다."

手持明鏡對顔回

영국에 

셰익스피어라는 

대문호가 있다면 

徐居正 

조선에는 

서거정이라는 

대문장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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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접사는 조선시대에 중국 사신을 국경에서 맞이해 한양까

지 접대·호송하는 임시 관직이다. 40여 일간 시를 서로 주고받

으며 문답하는 수창(酬唱) 역시 그의 몫이었다. 중국 사신들은 

수창을 통해 상대의 학식을 가늠하곤 했는데, 서거정은 그들에

게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재라는 칭송까지 받

았다.   

관료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일이 관찬사업으로 서적을 

간행하는 것이었다. 나라의 요구에 의해 <경국대전(經國大典)>

은 물론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동국통감(東國通鑑)>, <

신찬동국여지승람(新撰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등

의 편찬을 주도했다. 개인 저술로는 <동인시화(東人詩話)>, <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필원잡기((筆苑雜記)> 등

이 있다.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아우르는 양관대제학을 조선

조 처음으로 맡아 과거를 23차례 주관하

며 많은 인재를 뽑았다. 6조의 판서ㆍ사

헌부 대사헌(大司憲)ㆍ한성부 판윤(判

尹)ㆍ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등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정승에만 오르

지 못했다. 

그럼에도 임금의 사명이나 사대교린

의 표전을 전담하는 홍문관·예문관 등 문학

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문자행위, 그리

고 그런 풍의 문학작품을 일컫는 관각문학(官

閣文學)의 이론을 정립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가 남긴 6,000여 수의 시와 

100편에 가까운 문장은 대가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골계나 단편 수필, 번역 등의 저술을 남김으로써 문

학의 영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 역학, 제도, 지리 

등 학문에도 두루 공적을 남겼다.

서거정은 생애 내내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누렸

던 것으로 보인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

았고, 관직에 있는 동안 남산 아래에 집 한 채와 도성 근교에 여

러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

으로도 안정을 누리며 풍류를 즐겼다. 

한평생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서거정은 1488년 69세의 나

이로 생을 마쳤다. 대구 북구 산격동 구암서원에서 그를 배향

한다.  

19세에 과거 급제,

25세에 관직에 올랐고, 

45년간 벼슬살이를 했다.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모신 임금만 6명이다.

23년간 문형을 담당,

'서거정=대제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면서 

성종 대까지 

<경국대전>, <삼국사절요> 

<동문통감>, <동문선>

<신찬동국여지승람> 등

국가 편찬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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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구관료(勳舊官僚)의 대표주자

조선 건국 후 조정의 관료들은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일

이 종종 있었다. 제1· 2차 왕자의 난이나 계유정난 등 정치적 소

용돌이 앞에서 선택을 피할 수 없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생

사를 넘나들기도 하고, 주목받던 인재가 방외인이 되어 세상을 

주유하기도 했다. 

선택에 대한 고민에서 서거정은 많은 고민이 필요 없었을지

도 모른다. 배경이 되었던 집안, 특히 외가와 뜻을 함께했을 테

니 말이다. 외조부 권근은 조선 초기에 건국 왕조의 문물을 정

비하는 일을 담당한 인물이자, 안동 권씨 집안에서는 대제학으

로서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뒤를 이어 자손들이 80

여 년 동안 대제학을 맡았다. 손자이자 서거정의 사촌이 되는 

권람이나 이계전, 그리고 최항이 세조의 왕위 찬탈 때 협력한 

공으로 공신으로 이름을 올렸으니 서거정의 입장도 크게 다르

지 않았으리라. 

수양대군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1452년(문

종 2)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사은사로 갈 때 만났다. 서거정은 

종사관으로 수행했다. 모친상으로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지만 

그 인연으로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서거정을 중용했다. 서거

정은 계유정난 이후 훈구관료로서 토대를 마련했고, 성종 대에 

이르러 좌리공신 3등에 책훈되면서 훈구대신에 오를 수 있었

다. 그리고 15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훈구관료가 되었다. 

반면 절친이자 동문수학한 김시습은 다른 선택을 했다. 김시

습은 삼각산 중흥사에서 독서를 하던 중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사건을 듣고 세상을 비관하여 책을 불사르고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다. 목숨마저 앗아버리는 권력 다툼의 비정함을 통분

하면서 관직의 길을 포기한 그에게 역사는 ‘생육신’이라는 이름

을 달아주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 

서거정으로선 김시습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거정의 입장은 자신의 직책을 지켜야 한다는 ‘수직론(守職

論)’으로 대변된다. 

만물에는 각각 직책이 있다. 소의 직책은 땅을 갈아 농

사짓는 일이고, 말의 직책은 물건을 싣고 사람을 태우

는 일이며, 닭은 새벽을 알리는 것이 직책이고, 개는 밤을 지키는 것

이 직책이다. 자기의 직책을 잘 수행하는 것을 ‘직책을 지킨다(守

職)’ 하고, 자기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직책을 대신하

는 것을 ‘직책을 넘는다(越職)’ 한다. 직책을 넘으면 이치에 어긋나

게 되고, 이치에 어긋나면 화를 받는다.

<사가집> 제2권, 잡저류(雜著類) 



025024

1장 | 대구를 사랑한 천재시인

<사가집>에 실린 ‘수직’이라는 글이

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거정의 직분은 

대세를 따르는 것, 즉 세조를 인정하고 

충성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건국과 수성을 위해 기반을 닦

는데 이바지한 이들을 훈구파 또는 훈구

대신이라 부른다. 이들은 계유정난을 거

친 세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성종 초에 이르기까지 정

치의 실권을 독점했다. 훈구파는 사림파와 서로 대립된 개념처

럼 굳어졌다. 

훈구파와 사림파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세력이다. 성리

학은 우주와 자연,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이면서 도덕 

정치를 실현하려던 정치 이념이다. 조선 개국 당시에는 고려 귀

족 사회를 무너뜨린 진보적인 이념이기도 했다. 

성리학은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이색, 정몽주, 길

재, 권근, 정도전 등에 이르러 토착 학문의 수준에 오르게 되었

다. 이들은 대지주인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지방 중소 지주로 

성장하는 한편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신진사대부로 불리며 성리학을 국가 통치에 적용하면서 권문

세족에 의해 난장판이 된 정국을 개혁하려고 했다. 

신진사대부는 개혁 노선에 따라 역성혁명을 강조한 급진개

절친이자 동문수학한

서거정과 김시습.

두 사람은 '계유정난' 이후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울분을 느낀 김시습은 야인으로,

세조에 협력한 집안의

서거정은 대표적인 

훈구관료가 되었다.

혁파(정도전·권근·조준)와 정치적 의리를 강조해 고려를 유지

시키려던 온건개혁파(길재·정몽주·이색)로 나뉜다. 급진개혁

파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고 성리학을 조선의 정치 이

념으로 확립했다. 이후 수양대군(훗날 세조)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급진개혁파는 훈

구파로, 온건개혁파는 사림파로 발전했다.

조선 초기에는 훈구파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득세하였다. 지

방에서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며 이를 현실 정치에 적

용하려는 이른바 사림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특히 영남

의 사림은 조선에서 벼슬하기를 거부하고 낙향해 성리학 연구

에 전념한 길재의 학풍을 이어받은 이들이었다. 훈구파와 사림

파의 정치적 대립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표면화되기 시작해 성

종 대에 본격화되었다. 

서거정은 훈구파의 한 사람이지만 관직을 시작한 세종 대에

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존재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

다. 집안의 배경도 좋고, 과거 급제로 집현전의 학사가 되었다. 

당시 집현전에는 정창손,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하위지, 이개, 

유성원, 최항 등 쟁쟁한 재원들이 가득했다.

관료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세조 대에 이르러서다. 

모친상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도 세조에 의해 발탁되어 

옛 집현전 관원들과 관제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세조의 총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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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데, 당시 관료사회에서도 말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에 세조는 그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리에 

이른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의 진면목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문학가, 문장가로서 더

욱 돋보인다. 세조는 서거정이 조맹부의 ‘적벽부(赤壁賦)’ 글자

를 모아서 지은 칠언절구 16수를 보고 감탄했다. 실제로 서거

정의 문장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문장으로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했고, 문장으로 나라

를 빛냈다. 

관직에 있는 동안 탄탄대로를 걸었던 서거정이지만, 그도 

한때는 관직생활에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1477년(성종 8) 4월 밀무역 혐의로 사헌부에 

고발되어 잠시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때 의

금부에서는 서거정의 죄가 “장 90대에, 고신

(告身) 4등(等)을 추탈(追奪)하는 데 해당한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종은 파직만 시켰

다.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성종은 같은 해 7

월에 서거정을 불러들였다. 사헌부와 사간

원에서 문제를 삼으며 안 된다고 간언을 했

지만, 성종은 명나라 사신 기순이 왔을 때 그

의 활약을 들어 반발을 무마시켰다. 
서거정 ·기순 필적. 15세기 조선의 문인이자 명필인 서거정과

명나라 사신 기순의 필적이 함께 실려 있어 양국의 교류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선비 중에 입덕, 입공, 입언 등

삼불후의 아름다움을 

겸비한 자가 드물지만 

영원히 전해질 훌륭한 

일이 되는데, 하물며

말은 학문의 모범이 되고 

공은 관직의 일정한 직무를 

지킨 데에 있으며 

덕은 인망에 부응하는 

달성 서공 같은 분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  그 영원히 

전할 것에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는가.

<국조인물고> 권10 서거정

ⓒ 문화재청

02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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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은 문장가이자 경학가, 교육자로서의 서거정을 높이 평

가했다. 그런 이유로 서거정은 성종의 경연에 주로 참여했다. 

그리고 당시 세자였던 연산군의 상징적인 스승의 지위까지 부

여받았다. 

서거정의 문장은 당대 최고였다. 성종은 서거정이 지은 <휼

형교서(恤刑敎書)>에 대해 “경이 제술한 <휼형교서>를 유순

이 제술한 <교서>와 참고하면서 관찰하니, 유순의 글은 너저

분하고 좀스러움이 많이 있는데, 경이 제술한 것은 말이 간략

하고 뜻이 매우 좋은 편이다.” 라고 칭찬했다. 

성종은 서거정의 시문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친히 문집 간

행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 결과 서거정은 생전에 자신의 

문집을 국가에서 간행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서거정이 조선 초기 초석을 다지는 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정세를 판단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신이 정

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락했다고 해서 

세상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현

실을 직시하기보다 훈구관료의 관점에서 

당시를 태평한 시대로 인식했다. 당시 영

의정이던 한명회의 한강루 잔치에 참석했

던 서거정이 남긴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신사년(1461, 세조 7) 중춘(음력 2월) 하순에 상당(上黨) 

한상국(한명회)은 어떤 일로 한강루에 있었다. 어느 날 

길창 권상(권람)이 새벽에 일어나 앉아 있는데 홀연 때맞추어 내리

는 비가 시원스레 쏟아지니, 정경이 참으로 좋아 슬며시 술병 들고 

문득 찾아가고 싶은 흥취가 있었다. 이에 절구 2수를 짓고 고양 좌

상(신숙주)을 맞이하여 함께 찾아가자 하니, 좌상이 대번에 마음이 

맞아 서둘러 명하여 멍에를 메고, 두 상공이 안장을 나란히 하여 우

산을 받쳐들고 도성 남쪽을 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갔다. 

<사가집> 제6권, 서(序) 

서거정은 스스로도 흥취를 즐기는 편이었다. 그의 호 ‘사가

정’의 ‘사가(四佳)’는 중국 북송의 유학자 정호의 시 ‘추일우성

(秋日偶成)’의 “사계의 아름다운 흥취를 여러 사람과 같이 즐

긴다(四時佳興與人同)”에서 따온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서거정을 비롯한 훈구대신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태평성대

로 인식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지만 실제 농촌 현실은 고

단했다. 농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훈구관료들

은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 신진관료들은 훈구관료들을 “부귀

를 독점하고 탐욕을 일삼는 부패한 고위 관료”라고 비난했다. 

훈구관료로서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은 서거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낳게 했다. 

그의 이름 ‘거정(居正)’은 

<춘추공양전>의 

‘군자대거정(君子大居正)’에

나타난다. 

항상 정도를 지키며 

살라는 뜻이다. 

호 ‘사가정’의  ‘사가(四佳)’는 

북송의 유학자 정호의 시 

‘추일우성(秋日偶成)’의 

“사계의 아름다운 흥취를 

여러 사람과 같이 즐긴다

(四時佳興與人同)”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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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최고의 문장가

옛 서적들을 보면 으레 서문이 등장한다. 서문은 책의 저자

가 아닌 가까운 이들이 쓰게 마련이다. 물론 아무에게나 서문

을 맡기지 않는다. 누구나 문장이 뛰어난 이가 써주길 바란다. 

서거정은 서책의 서문 전문가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서문

만도 거의 80편에 이른다. 너도나도 그의 뛰어난 문장이 서문

에 실리기를 원했던 모양이다.  <경국대전>, <삼국사절요>, 

<동문선> 등의 서문도 그가 작성했다. 그가 조선 전기 최고의 

문장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조인물고>를 보면 문장가로서의 서거정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다. <국조인물고>는 조선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의 주

요 인물들의 전기집이다. 

선비 중에 입덕(立德)ㆍ입공(立功)ㆍ입언(立言), 즉 삼불

후(三不朽)의 아름다움을 겸비한 자가 드물지만 영원

히 전해질 훌륭한 일이 되는데, 하물며 말은 학문의 모범이 되고 공

은 관직의 일정한 직무를 지킨 데에 있으며 덕은 인망에 부응하는 

달성(達成) 서공(徐公) 같은 분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국조인물고> 제10집

달성 서공은 서거정이다. 그가 덕(德)ㆍ공(功)ㆍ언(言)을 겸비

했다고 하는데, 그중 최고는 문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세

에 시를 지어 신동으로 알려진 바처럼 시에 탁월한 자질을 갖

추고 있었다. 

금빛은 버들에 들고 옥빛은 매화를 떠나는데 (金入垂楊玉謝梅 )

작은 못의 봄물은 이끼보다 푸르다 (小池春水碧於苔) 

봄 근심과  봄 흥취 가운데 어느 것이 깊은가 (春愁春興誰深淺)

제비가 오지 않아 꽃이 아직 피지 않았네 (燕子未來花不開) 

<사가집> 권 31

‘춘일(春日)’이라는 시다. 역대의 시선집류는 물론 중국 전겸

익이 편찬한 <열조시집(列朝詩集)>에까지 오른 서거정의 대

표작이다. 금빛, 옥빛, 푸른빛의 시각적 대비가 뛰어나고, 봄날

의 생동하는 이미지와 시름이 대비되어 있다. 봄 근심이라 했

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넉넉하고 화사하다. 봄물, 봄 근심, 봄 

흥취 등 반복된 표현에서도 리듬감이 드러나고, 섬세한 정서와 

기교적인 표현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그에게 시는 일상이었다. 술을 좋아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서 시를 짓고, 꽃을 좋아해 꽃에 대한 시를 짓고, 계절이 바뀌거

나 날씨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를 썼다. 누군가 좋은 선

물을 하면 답례로 시를 짓고, 사람을 그리워해서 시를 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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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심지어는 무료해서 지를 짓기도 했다. 자신의 감정은 물

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든 것이 시의 대상이었다. 일기를 

쓰듯 하루에 4~5수, 많게는 10수 이상 시를 지었다고 하니 그의 

한세상은 시로 귀결될 정도다. 

서거정이 얼마나 천재적인 시인이었는지 시로 인해 전해지

는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의 뛰어

난 글 솜씨는 조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1460년(세

조 6) 사은사(謝恩使)의 부사(副使)로 명

나라에 사행을 다녀왔을 때였다. 

사행 중 통주관에서 안남국(安南國, 오

늘날 베트남)의 사신으로 명나라 과거에

서 장원을 한 양곡을 만나게 되었다. 양

곡은 서거정을 만만하게 보았던 모양이

다. 자신이 명나라에서 장원을 했으니 무시해도 된다고 여긴 

것이다. 막상 시문을 겨루게 되자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서거

정은 전혀 밀리지 않았다. 서거정이 먼저 시작하자 양곡이 화

답을 했고, 이어 서거정은 연달아 10편의 시로 응수했다. 양곡

은 서거정의 문장을 보고 ‘천하의 기재(奇才)’라며 탄복했다. 요

동 사람인 구제는 서거정의 초고를 보고는 “이 사람의 문장은 

중원에서 구하더라도 많이 얻을 수 없다.”라며 극찬했다. 

1476년(성종 7)에는 명나라 사신 기순과 시를 서로 주고받

은 적이 있다. 기순은 광동 사람으로 갑과에 급제한 인물이

다. 문장으로 일가를 이룬 인물인데, 서거정에게 무릎을 꿇었

다. 기순이 평양에 도착해 평양 회고의 장편을 지어 서거정에

게 보이니, 서거정은 바로 운을 따라 화답했다. 어려운 운을 만

나도 10여 편을 화답했다. 

이에 기순은 “재상의 시 짓는 것이 매우 빠르고 교묘하니, 내

가 미칠 수 없습니다.”라며 감탄을 했다. 

서거정에게 시는 일상이었다. 

술을 좋아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고, 

꽃을 좋아해 

꽃에 대한 시를 짓고, 

계절이 바뀌거나 

날씨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를 썼다. 

서거정은 스스로도 

흥취를 즐기는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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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흐르는 물처럼

서거정은 글 잘 쓰기로 유명하다. 특히 시인으로서 천부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임원준(任元

濬)은 서거정의 시문집인 <사가집>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공은 시를 지을 때 붓 가는 대로 맡겨 갑자기 구상하여

도 법도에 맞는 훌륭한 시를 지었으며, 어떠한 경우에 

처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응대하는 솜씨가 유수같이 막힘이 

없어서, 보통 문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이다. 

서거정이 시를 잘 썼다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사가집>에 수록된 ‘침류조’라는 시의 일부를 보면 그의 

시가 얼마나 단정하고 깔끔한지 알 수 있다. 자유로운 듯하면

서도 스스로를 단속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나는 베개가 없노라 (我無我枕兮)

나는 흐르는 물을 베개 삼아(我枕我流)

머리도 감고 갓끈도 씻고 (濯吾髮兮濯吾纓)

감고 또 씻어 가을볕에 말리지 (濯復濯兮曝陽秋) 

혼탁한 세상 이미 멀리했으니 (吾已遠夫濁世兮)

몸 깨끗이 하여 내 생을 마치리라 (庶潔身以終吾生)

<속동문선> 제7권의 칠언율시(七言律詩)인 ‘하일즉사(夏日卽

事)’에서는 시를 다듬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가 잠깐 개어 발과 장막에 햇빛이 비치는데 (小晴簾幙日暉暉)

짧은 모자 가벼운 적삼에 더운 기운이 스미네 (短帽經衫暑氣微)

솟는 죽순은 마음이 있어 비를 맞아 자라고 (解籜有心因雨長)

지는 꽃은 힘이 없어 바람을 받아 흩날리네 (落花無力受風飛)

오래 전에 붓 던지고 이름을 감추었거니 (久拚翰墨藏名姓)

이미 잠영들의 시비 일으킴을 싫어했었네 (已厭簪纓惹是非)

향로의 향기는 쇠잔하고 첫잠이 깨었는데 (寶鴨香殘初睡覺)

찾는 손님은 적고 제비만 자주 돌아오네 (客曾來少燕頻歸)

모든 권세를 물리고 전원으로 돌아가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살아 있는 느낌을 받는다.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관직생활을 

했던 그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휴식을 누리는 일이 전부인 것

처럼 말한다. 더 이상 권세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다. 자연에 묻혀 은일을 꿈꾸면서도 

다시 권력으로 나아갈 기대를 하지 않는다.    

서거정의 시에 대한 철학은 스승 유방선의 문집 <태재집> 

서문에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유방선은 서거정에게 시

문을 가르쳤다. 유방선은 서거정의 외조부인 권근에게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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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의 정밀하고 영롱한 기운이 사람에게 모여서 문장

이 되니, 문장은 사람의 말 가운데에 정수이다. 이런 까

닭으로 성대한 시대를 만나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이어 시를 지어 노

래한 경우가 있으니, 그 문장은 분명하고 뚜렷하기가 마치 하늘에 

걸려 있는 오성(五星)과 같아 환하게 그 광채를 발산하고, 시대를 

만나지 못하여 산림에서 시를 읊조리며 공허한 말에 의탁한 경우가 

있으니, 그 문장은 빛나기가 마치 산골짜기에 던져진 구슬과 같아 

밝고 환하여 끝내 그 빛을 가릴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장들은 

한 시대의 이목을 놀라게 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명성을 드리

운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사가집> 제6권, 태재집(泰齋集) 서

무릇 곤궁하고 고생한 사람의 글이 좋다고 하는데, 서거정의 

생각은 달랐다. 시를 쓰는 이의 처지가 달라도 각기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시대를 만나 조정에서 노래한 문장과 시대

를 만나지 못해 산림에서 읊조린 문장의 우열을 따질 수 없다

고 했다. 스승 유방선이 산림에 기거하며 좋은 시를 쓰지만, 나

랏일을 하면서 썼더라도 국가의 성대함을 울리기에 충분했을 

거하고 생각했다.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변이 아니었을까. 23년간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당대 문단을 주도했던 서거정이다. 어쩌

면 그에게는 곤궁함 속에서 좋은 글이 나온

다는 논리가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스스로 

시벽(詩癖)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시를 

썼고, 자신에게 바쳐진 헌사 또한 대단했으

니 말이다.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 조

정대각(朝廷臺閣)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충

실했다. 

서거정에게 시는 자신을 힐링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다작이 

단지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위로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루에 지은 시가 혹은 3~4수, 혹은 6~7수가 되기도 하

고 혹은 10수를 넘기도 하지만 이는 내가 기예를 발휘

하고자 안달이 나서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울적한 마음을 풀 길

이 없기 때문이다. 

서거정은 시를 지을 때

붓 가는 대로 맡겨 

갑자기 구상하여도

법도에 맞는 시를 지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글 솜씨가

유수같이 막힘이 없어,

보통 문사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올라있다.



039038

1장 | 대구를 사랑한 천재시인

건강한 웃음코드, 문장이 살아난다

서거정은 시만 잘 쓰는 것은 아니었다. 수필에도 빼어난 문

장력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게 잡다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 짧은 이야기책 <필원잡기>다. <동국통감>을 

편찬하고 정사에 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역사에 누락된 사실, 

조정과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 등을 모았다. 고조선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일어난 다양한 일들과 조선 건국 

이후 그가 살았던 당대까지 군왕 중심의 일화를 실었다. 그는 

역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식견을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내듯이 맛깔스러운 문장으로 재미를 더했다. 

서거정이 재임 할 때 있었던 일화를 보면 <필원잡기>라는 

책을 이해할 수 있다. 명나라 사신단의 부사였던 고윤의 이야

기다. 고윤은 여느 사신들에 비해 문장도 형편없었고 행실도 

좋지 않았다. 뇌물을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했다. 

압록강을 넘어 조선에 건너오면서 조선에서 제공하는 옷이나 

말 등을 거절하면서 시를 써 자신의 청렴함을 의도적으로 드

러냈다. 

고윤이 조선을 떠날 때였다. 사신단에게 그동안 주고받은 시

문을 모아서 문집으로 편찬해 선물로 주는데, 고윤의 시 한 수

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세조가 전별 선물로 검을 줬는데 그것

에 감사하는 내용의 시를 지어 바친 것이 실렸다. 그동안 자신

이 모든 선물을 거절하면서 청렴결백한 척했던 게 거짓이 되어

버렸다. <세조실록>에도 “주구(誅求, 관청에서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하는데 끝이 없어서 모든 용도에 갖추어야 

할 물건들을 다 토색(討索,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억지로 요구

함)하지 않음이 없었다. 교만 방자하고 남을 업신여겨 겉으로

는 고항(高亢, 남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태도)하나 속마음은 검

기가 진감(중국 사신)보다 한 등 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도 눈여겨 볼만하다. 

<골계전>이라고도 불리는데, 해학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조

선 설화문학의 귀중한 자료다. 책의 서문은 서거정과 가까운 

강희맹이 썼다. “거정이 일찍이 일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있을 

때 글을 쓰는 것으로 놀이를 삼았다. 이에 친구들과 우스갯소

리를 했던 바를 써서 <골계전>이라 이름했다.”라는 문장에서 

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다소 귀족적인 문학을 지향해왔던 서거정으로서는 조금 파

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격식에 매이지 않는 필체에 

비속한 이야기가 거침없이 실려 있다. 스스로도 ‘자서(自序)’에

서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번민을 잊고자 한 것”이

라 밝혔다.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 있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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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계전>에는 현대에 빗대어도 손색이 없는 내용도 있고, 

오늘날의 웃음코드와 맞닿는 이야기도 있다. 그중 하나를 살

펴보자.

아내를 두려워하는 어느 대장이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양쪽으로 세워놓고 아내가 두려운 이들은 

붉은 깃발 쪽으로, 아내가 두렵지 않은 이들은 푸른 깃발로 가

라고 했다. 그랬더니 딱 한 명만 푸른 깃발로 가는 것이었다. 

다들 그 병사에게 진정한 대장부라고 치켜세우며 물었다. 자신

은 전쟁에서는 두려움이 없는데, 안방 이부자리 위에서는 아내

에게 제압당한다며 그에게 비법을 물었다. 병사는 아내가 이르

기를 남자 셋이 모이면 여색을 이야기하니 그곳에는 가지 말라

고 했단다. 그래서 붉은 깃발 아래 많은 병사가 모이는 것을 보

고 자신은 아내의 말을 따라 푸른 깃발 쪽에 섰다는 것이다. 

<골계전>에는 이처럼 부담 없이 읽으며 편하게 웃을 수 있

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이 크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형화된 시부터 자유

로운 형식의 이야기 글까지 아우른 서거정이야말로 진정 최고

의 문장가임이 틀림없다.  

통유, 조선의 자존심을 높이다

서거정은 25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탄탄한 관직생활을 이어

갔다. 집현전 학사로 세종이 직접 선발한 28명의 사가독서에 

선발될 만큼 자질을 인정 받았다. 사가독서는 조선시대에 국가

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을 진작하기 위해서 젊은 집현

전 학사들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해 휴가를 주어 독

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사가독서를 거친 집현전 

학사들은 유교 경전은 물론 천문, 지리, 의약, 점술, 농업 등 제

자백가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식을 섭렵한다. 

다양한 학문 영역에 해박한 학자, ‘통유(通儒)’가 되는 것은 

조선 초기 관료학자들의 이상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세

조가 우승지 이파에게 “무릇 유자라 하더라도 천문ㆍ지리ㆍ의

약ㆍ복서를 모두 알아야만 비로소 통유라고 이를 수 있는데, 너

는 그런 방면에 능한가?”라며 통유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다. 

서거정도 통유를 꿈꾸며 유학뿐만 아니라 

역사ㆍ지리ㆍ병학ㆍ역학 등에도 관심을 가지

고 섭렵했다. 그의 잡학다식은 세조와 성종

의 눈에 들었다. 

세조는 “경은 제가의 학문에 있어서도 통

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내가 심히 가상히 여

긴다.”라며 형조판서로 발탁했다. 그를 통유

서거정은 국가의 정책과 

사명뿐만 아니라 제도, 

언어, 문학, 역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많은 

서적을 주도적으로 

편찬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의 자존심을 

높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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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정해준 것이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적 편찬사업을 이끌었다. 세조 대부터 시작한 편찬사업은 

성종 대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었다. 성종 대에는 시문집이나 인

문지리서 편찬 등으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뛰어난 문장력을 인정받아 신축된 대궐의 문이나 

궁전의 이름을 도맡아 짓기도 했고, 외교문서는 물론 중국 사

신을 접대하는 일을 독점했다. 그의 문장은 그야말로 국가를 

빛내는 일에 소임을 다했다. 경서에 밝은 성리학자이고, <삼국

사절요>와 <동국통감> 등을 찬술한 역사학자였으며 시문으

로 중국에까지 명성이 높았다.    

지금의 문한(文翰, 문필에 관한 일)을 맡은 자로서 서거

정과 이승소는 이미 늙었는데,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

습니다. 무릇 사람의 소질은, 어떤 이는 경서를 잘 알고, 어떤 이

는 여러 사적을 잘 알고, 어떤 이는 시장을 잘 짓기도 하는데, 경

서는 이세우ㆍ김응기 같은 사람이 여러 사적은 정수곤ㆍ조지서 

같은 사람이, 시장은 조위ㆍ신종호 같은 사람이 모두 배워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울 만한 사람이 또한 많이 있으니, 

그 소질의 구분에 따라서 제수하여 미리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성종실록> 성종 14년(1483) 3월 8일(경자) 

서거정은 이승소와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대표

적인 통유였다. 경서와 사적, 시와 문장까지 다 아우르는 통유

는 조선 사회에서 나라의 보물과도 같았다. 

1467년(세조 13) 그의 나이 48세에 예문관 대제학에 올랐다. 

이후 23년간이나 조선의 문예를 이끌었다. 국가의 정책과 사명

뿐만 아니라 제도, 언어, 문학, 역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많

은 서적을 주도적으로 편찬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

해서 조선의 자존심을 높였다는 사실이다. 

<동문선(東文選)>은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이다. 서거정은 책 서문에 “동

문선은 우리 동방의 문장이다. 한나라와 당나라의 문장도 아

니고 송나라와 원나라의 문장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문장이

다. 역대의 문장과 함께 나란히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마땅하

니, 어찌 사라지게 놔두어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 

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천명했다. 자기 시대에서 시운과 문

운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단군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다룬 <삼국사절요(三國史節

要)>는 그의 역사관이 담긴 역사서다. 서문에서는 고구려ㆍ백

제ㆍ신라 삼국의 세력이 서로 대등하다는 이른바 삼국균적(三

國均敵)을 내세우고 있고, 각 도의 지리ㆍ풍속ㆍ인물 등을 자세

하게 기록한 지리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의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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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우고, 기자가 봉토를 받은 이래

로 우리나라가 삼국·고려 시대에 넓은 강역을 차지했음을 자랑

하고 있다. 이는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 전통에 대한 신뢰

를 바탕으로 중국의 <방여승람(方輿勝覽)>이나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와 맞먹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지리지 편찬을 목

적으로 했음이다.

그럼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기

사들이 실리기도 했다. 모두 서거정이 죽고 난 후 사림이 득세

할 때의 일이다. 

1542년(중종 37) 어득강이 올린 상소 중 <동국통감>에 관

한 내용을 보자. “서거정의 사론은 김부식이나 권근의 사론보

다 아주 못하다.”거나 “모든 글이 서거정의 손에서 나오지 않고 

보좌하던 신진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아서”라며 폄하한다. 

1594년(선조 27)에는 “서거정 등이 지은 <동국통감>은 단

군 이하부터는 더욱 황망하니 <고려사절요>로 진강하는 것

이 무방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로 

장식되기도 했다. 사대주의적 성향이 강

해서 역사적으로 기자조선을 중시했던 

사림에 비해 단군을 강조한 그의 역사관

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

까 싶다. 

서거정은 문장가로서 뛰어난 업적을 선보인 탓에 상대적으

로 유학자로서의 면모가 가려진 점도 없지 않다. 그는 당대 최

고의 성리학자였다. 외조부 권근 이래 안동 권씨 가문의 가학

을 이어받았고, 오랫동안 성균관 유생들에게 성리학을 강설하

기도 했다. 사림파 학자들이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다른 사상을 배격하였고 관념적인 이기론을 중심으로 자신들

의 사상적 체계를 완성했던 것과 달리 서거정은 실용적이고 개

혁적인 성향으로 타 사상에도 관대했던 훈구 성리학자였다.  

서거정은 문장가로서 

뛰어난 업적을 

선보인 탓에 상대적으로 

유학자로서의 면모가 

가려진 점도 없지 않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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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편찬사업을 이끌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출판기획자가 허균이면,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출판기획자는 서거정이다. 허균이 소설, 시문집 등 개

인 문집에 치중한 데 비해 서거정은 국가가 주도하는 편찬사업

을 했다. 관직에 있으면서 대규모 편찬사업의 기획과 실무를 

맡았다. 국가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그가 문장에 일가를 이

루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가적 편찬사업으로는 <경국대전>, <삼

국사절요>,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동국통감>, <오행총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법전ㆍ역사ㆍ지리ㆍ문학 등의 분야에 걸쳐 수

백 권에 달한다. 

서거정이 많은 편찬사업에 참여하고 저술을 남긴 데에는 자

신만의 시대 인식이 있었다. 당시 조선과 명나라는 건국 후 기

틀을 다지던 시기다. 다소 안정적인 시기라 볼 수 있다. 스스로

도 조선 건국 초부터 100여 년간을 태평성대라고 여겼다. 이런 

시기에는 문운이 성대해질 것으로 여겨 국가적 편찬사업을 주

도했다. 

조선 건국 후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유교적인 이상 정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전반적인 통치

규범이 요구되었다. 이는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개창과 더불어 법전 편찬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태종과 세종, 세조대에 이어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해오다 성종에 이르러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조선은 <경국대전>과 함께 각 방면의 제도정비, 문화 편찬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동문선> 편찬이 대표적인 예이

다. 대제학 서거정을 중심으로 노사신, 강희맹, 양성지 등 23명

이 작업에 참여했다. 신라의 김인문, 설총, 최치원을 비롯해 편

찬 직전 시기의 인물까지 약 500명에 달하는 작가의 작품 4,302

편을 수록하였다. 내용은 대부분 나라와 임금, 귀족의 복을 비

는 것들이다. 지배층의 상하관계를 유지하고 통치하는 이의 권

위를 드러내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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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정의 업적과 평가 

세종에서 성종까지 6명의 왕 아래에서 45년 동안 고위 관직

을 역임한 서거정은 관료 생활 중 23년을 대제학으로 당대의 

문단을 주도했다. 대규모 국가 편찬사업의 기획과 실무를 담당

했으며 다양한 학설에 능통하고 문장에 일가를 이루었다. 정치

적으로는 훈구파였고, 그의 학풍과 사상은 15세기 관학의 분위

기를 대변한다. 서거정의 굵직한 이력이다. 조선 초기의 관료 

중 이만큼 존재감 강한 인물이 또 있을까.

서거정은 69세(1488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성종실록>에 ‘서거정 졸기’가 나온다. 

서거정은 온량간정하고 모든 글을 널리 보았고 겸하여 

풍수와 성명의 학설에도 통하였으며, 석씨의 글을 좋아

하지 아니하였다. 문장을 함에 있어서는 고인의 과구에 빠지지 아니

하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사가집> 30권이 세상에 행한다. <동

국통감>, <여지승람>, <역대연표>, <동인시화>, <태평한화>, 

<필원잡기>는 모두 그가 찬집한 것이다. 정자를 중원에 짓고는 못

을 파고 연을 심어서 ‘정정정’이라고 이름하고, 좌우에 도서를 쌓아

놓고 담박한 생활을 하였다. 서거정은 한때 사문의 종장이 되었고, 

문장을 함에 있어 시를 더욱 잘하여 저술에 뜻을 독실하게 하여 늙

을 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졸기의 앞부분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뒷부분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평가가 실려 있다. 

조정에서는 가장 선진인데, 명망이 자기보다 뒤에 있는 

자가 종종 정승의 자리에 뛰어오르면, 서거정이 치우친 

마음이 없지 아니하였다. 서거정에게 명하여 후생들과 더불어 같이 

시문을 지어 올리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서거정이 불평해 말

하기를 '내가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사문의 맹주로 있은 지 30여 

년인데, 입에 젖내 나는 소생과 더불어 재주 겨루기를 마음으로 달

게 여기겠는가? 조정이 여기에 체통을 잃었다.'하였다. 서거정은 그

릇이 좁아서 사람을 용납하는 양이 없고, 또 일찍이 후생을 장려해 

기른 것이 없으니, 세상에서 이로써 작게 여겼다. 

 <성종실록> 1488년(성종 19) 12월 24일(계축)

사후 그의 평가에 대해 상반된 내용일 기술된 이유는 무엇

일까? 살아생전 이룩한 공업이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이런 

평가는 너무 야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

더라도 서거정에 대한 평가는 살아 있을 때와 죽은 후가 다르

다. 실제로 서거정에 대한 기사는 사후에 현저히 줄어든다. 그

나마 거론되는 내용도 부정적인 것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동

국통감>에 대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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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에 서거정이 사국을 총재하고 <동국통감>을 찬

하였는바 매우 해박할 뿐더러 주자로 찍어 반포한 것인

데 역시 세상에 보기가 드뭅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의 사론

과 권근이 쓴 <고려사절요>의 사론은 문장이 간고(簡古 간결하고 

예스럽다)하여 지금 한 마디도 도울 가 없으나 서거정의 사론은 김

부식이나 권근의 사론보다 아주 못합니다. 이는 모든 글이 서거정

의 손에서 나오지 않고 보좌하던 신진(新進)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

아서입니다. 만일 중국 사람이 <동국통감>을 얻어서 본다면 반드

시 우리나라의 문장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또 <동국통감>을 

찍은 글자가 너무 자잘하니 지금 다시 사국(史局)을 설치하여 사론

과 문장을 다시 필삭해야 합니다.

 <중종실록> 1542년(중종 37) 7월 27일(을해)

 이는 서거정의 시대가, 훈구파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한

다. 그가 살아생전 이룩한 공업이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그

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사후 시대

적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업적에 비해 평가절하된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정치권력의 세대교체가 서거정을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훈구파의 시대가 가고 16

세기 사림파의 시대가 열리면서 훈구파인 서거정을 긍정적으

로만 평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형적인 훈구대신에다 문한가로서의 지나

친 자부심, 후배들과 원만하지 못한 점 등이 있는 데다, 붕당의 

위험성이 보이는 신진관료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니 부

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대 중국의 대가들로부터 ‘시성(詩聖)’의 반열에 이르렀다

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거정은 사후 부정적인 평판

과 더불어 작품마저 평가절하되었다. 살아생전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김시습이 사후에 빛을 발한 것과는 다른 처지가 

되었다. 훈구관료와 신진관료, 즉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으로 

서거정이 가장 정면에서 비판의 화살을 맞지 않았나 싶다.  



출생 1420 ~ 사망 1488 

1420(세종 2)  •목사인 아버지 서미성과 권근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다

1444(세종 26) •식년시 문과 3등으로 급제하여 사재감직장을 지내다

1447(세종 29)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지제교 겸 

  세자우정자(知製敎兼世子右正字)로 승진하다

1451(문종 1) •집현전 부교리로 사가독서를 하다

1452(문종 2) •사은사(謝恩使) 수양대군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명나라에 가다 

 •모친상을 당하다 

1455(세조 1)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와 지제교(知製敎) 겸 

  예문관 응교(藝文館應敎)와 세자우필선(世子右弼善)에 제수되다

1456(세조 2)  •집현전이 혁파되어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로 옮아앉다

1457(세조 3)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사간원 우사간(司諫院右司諫) 

  지제교(知製敎)에 제수되다

1458(세조 4) •정시(庭試)에서 우등해 공조참의·지제교에 올랐다가   

  예조참의가 되다. 

 •세조의 명으로 <오행총괄(五行摠括)>을 짓다

1460(세조 6)  •	이조참의로 옮기다

                 •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서 그곳 학자들과 문장과 

  시(詩)를 논하여 해동(海東)의 기재(奇才)라는 찬탄을 받다 

서거정 연보 

053052 1461(세조 7) •형조참판에 제수되다

1464(세조 10) •조선시대 최초로 양관 대제학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함)이 되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 제수되다

1465(세조 11) •예문관제학·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에 제수되다 

1466(세조 12) •발영시(拔英試)에 을과로 급제, 예조참판이 되다  

 •등준시에 3등으로 합격하여 행동지중추부사가 특별히 보태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찬수에 참가하다

1467(세조 13) •형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성균관지사를 겸해 

  문형(文衡)을 관장하다.

1469(예종 1)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호조판서에 제수되다

1470(성종 1)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제수되다

1471(성종 2)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3등에 녹훈되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지다 

1472(성종 3) •행사헌부 대사헌(行司憲府大司憲)에 제수되다

1474(성종 5) •달성군(達城君) 겸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제수되다

 •<동인시화(東人詩話)>를 편찬하다 

1475(성종 6)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제수되다



1476(성종 7) •낭중(郞中) 기순(祈順)과 행인(行人) 장근(張瑾)이 

  사신으로 오자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중국 사신을 맞이하다

                  •우찬성에 오르다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공편하다 

1477(성종 8)   •달성군(達城君) 겸 예문관 대제학(兼藝文館大提學),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에 제수되다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을 편찬하다

1478(성종 9) •달성군(達城君) 홍문관 대제학을 겸직, 한성부판윤에 제수되다 

 •<동문선(東文選)>과 <역어지남(譯語指南)>을 찬진하다 

1479(성종 10) •이조판서가 되어 송나라 제도에 의거해 문과의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에서 일곱 번 합격한 자를 

  서용하는 법을 세우다

1480(성종 11)  •<오자주석(吳子註釋)>과 <역대연표(歷代年表)>를 찬진하다

1481(성종 12) •<신찬동국여지승람(新撰東國與地勝覽)>을 찬진하다

	 •병조판서가 되다 

1483(성종 14) •3월 좌찬성에 제수되다 

1485(성종 16)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하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진하다 

055054 1486(성종 17)  •<필원잡기(筆苑雜記)>를 저술, 

                 			사관(史官)의 결락을 보충하다

1487(성종 18)  •왕세자에게 <논어(論語)>를 강하다

1488(성종 19) •한림시강(翰林侍講) 동월(董越)과 공과급사중(工科給事中) 

  왕창(王敞)이 사신으로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여 시문을 수창하다 

                 •12월 향년 69세를 일기로 별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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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정의 본관은 대구(大邱)다. 항간에는 그가 대구 출신이

고, 대구에 달성서씨가 크게 문중을 형성하고 있어 달성서씨라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구는 예부터 영남지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해 왔다. 북쪽

으로는 팔공산, 남쪽으로는 비슬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내

륙 분지다. 경상지역 최대의 하천 낙동강이 강원도에서 시작해 

대구를 지나 남해로 흐른다면 금호강은 대구의 동에서 서로 흐

른다. 대구의 남쪽 비슬산에서 시작하여 침산 부근에서 금호강

으로 합류하는 신천은 대구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심 하천

이다. 금호강 변과 신천 변 일대는 비옥한 토양과 지형적 특성

으로 인해 2만 년 전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주요 거주지로 이용

되어왔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대구는 3세기 중엽부터 신라의 영역

이었고, 신라시대에 대구가 정치적 요지였음은 689년(신문왕 

9) 달구벌로 도읍을 옮기려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후삼국시

서거정, 대구를 노래하다 대에는 신라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인식되

어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장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입으로 팔공산 부인사가 대장경판

과 더불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몽골의 제5차 침입 때는 

대구지역 주민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항몽 투쟁을 전개했다. 고

려 말 왜구의 약탈이 자행되면서 낙동강·금호강으로 바다와 연

결된 대구도 두세 차례 피해를 입었다. 

조선 건국 후에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 농업의 중심

지로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점차 거읍(巨邑)으로 성장하게 되

었다. 조선시대에 대구는 경상감영이 있어 경상도의 중심지였

다. 대구가 “경상도의 한복판에 있어 남북으로 거리가 매우 고

르니 또한 땅의 형세가 훌륭한 도회지라 할 수 있다.”라고 이중

환의 <택리지>에 나온다. 또한 많은 학자ㆍ문인이 나와 영남

학파의 일원이 되었다.

조령의 험난한 산길은 양장판과도 같아서 (崎嶇鳥嶺似羊腸)

파리한 말이 벌벌 떨며 걸음마다 넘어지네 (瘦馬凌兢步步僵)

행인들에게 알리노니 나를 원망하지 마소 (爲報行人莫相怨)

높은 곳에 올라 고향을 바라보고 싶어서라네 (欲登高處望吾鄕)

<사가집> 제2권, 시류(詩類)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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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정이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문경의 조령

을 넘으면서 지은 시다. 

그의 증조부는 고려 말에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를 지냈으

며, 조부 서의는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지냈다. 고려 말 어수선

한 시대가 오자 1362년(공민왕 11)에 벼슬을 그만두고 경북 경

산군에 은거하면서 백이숙제의 절개를 지켰다. 조선 조정에 다

시 출사를 한 이는 아버지 서미성이다. 서미성은 안주목사(安州

牧使)를 지내기는 했으나, 두각을 나타낸 것은  권근의 사위가 

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은 어려서 대구를 떠나 외가가 있는 경기도 임진현에

서 성장하고 공부했다. 과거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가서는 주

로 중앙정계에서 활동했다. 그럼에도 조부와 부친의 고향인 대

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겼다.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졌음

은 물론이다. 지역 출신 관료들의 서울 집회소인 대구 경재소

의 책임을 맡아 상경하는 지역 인사들과 자주 교류하기도 했

다. 1444년(세종 26) 서거정이 문과에 합격한 후 10여 년 동안 

대구 출신 급제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그

러나 지역 출신이 과거에 급제하면 동향 선배로서 후원을 아끼

지 않았다. 1458년(세조 4) 대구 출신 도하가 문과 알성시에서 

장원급제했을 때 격려한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고향 대구는 경상도의 큰 고을이다. 그 산천에 서

린 기운으로 보자면 의당 영재가 나와야 할 터인데, 어

찌하여 수십 년 이래로 문헌은 쇠락하고 습속은 투박하여 그 사이

에 문인 재사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단 말인가? (중략) 도군은 일

찍 사마시에 합격하고 또 문과에 장원을 하여 명성이 매우 자자하

였다. 이제 이 행차에, 비단옷에 옥관자를 번쩍거리면서 우선 선영

을 배알하여 문교를 숭상하고 효치를 중히 여기는 조정의 아름다

운 뜻을 선양하고, 물러나서는 경하하는 잔치를 열어 친척, 원로들

과 기쁘게 즐길 것이다. 그러면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고 

감동하여 즐거이 문교를 따라 기필코 도군과 같이 되려고 할 것이

다. 아! 이 사람이 또한 우리 고향의 구양첨이 아니겠는가.

<사가집> 제4권

<사가집>에 실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원 도하를 보낼 때 

지은 시의 서문’이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고향에 대한 정

이 애틋했는지 알 수 있다. 서거정은 그저 축하에만 그치지 않

고 도하를 적극 후원했다. 그가 사간원 우사간으로 재직할 당

시 도하를 우정언으로 추천해 같은 부서에 근무하도록 주선하

기도 했다. 

도하의 장원급제 후 대구 출신 인재들이 봇물 터지듯 두각을 

나타냈다. 10여 년 동안 수많은 대구 출신 소과 합격자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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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런데 대과의 급제자가 나오지 않아 과거를 주도한 

대제학으로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474년(성

종 5) 대구의 양희지가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면서 16년 만에 도

하의 뒤를 이었다.

전날에 도 사문(都斯文)이 우리 고을을 감화시킨 것이 

구양첨보다 훨씬 낫고 우리 고을이 따라서 교화된 것이 

민월보다 백배는 된다. 그런데 지금은 가행 씨가 도군(都君)의 뒤를 

이었고 나도 재주는 없지만 외람되이 문병(文柄)을 잡고 있으니, 이

것은 우리 고을이 한 번 변하여 노(魯)나라와 같은 학문의 고장이 될 

기미이다.

<사가집> 제5권

서거정은 양희지에게 ‘양 수찬을 보내는 시의 서’를 써서 축

하했다. 고향 대구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구가 노나라와 같은 학문의 고장으로 

바뀔 기회라는 그의 기대감에서도 알 수 있다. 서거정에게 시는 

자신이 고향으로 생각한 대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확인하

고, 대구지역 출신의 친우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수단이었다. 

그의 마음속과 시 속의 고향은 잔잔한 금호강이 흐르는 대구였

다. 조령이나 죽령을 넘어 영남으로 떠나는 지인을 보낼 때마

다 서거정은 금호와 대구를 그리며 깊은 소회에 젖어들었다. 

선산으로 성묘하러 가는 이옥여를 보내다 (送李玉如省墓歸善山)  

월파정 밑에는 자네의 은거지가 있기에 (月波亭下子菟裘)   

내왕하는 풍류가 일찍이 멎은 적 없었지 (來往風流未罷休)   

나는 금호를 생각하면서도 가질 못하니 (我憶琴湖歸不得)   

그대를 보내매 다시 생각이 아득해 네 (送君時復思悠悠)   

선산으로 가는 김중추를 보내다 (送金中樞歸善山)   

금호의 물이 월강 물결과 서로 접했으니 (琴湖水接月江波)   

내 금호가 생각나지만 이별을 어찌할꼬 (我憶琴湖奈別何)   

집이 금호에 있건마는 돌아가지 못하니 (家在琴湖歸不得)   

나도 그 언제나 금호의 집으로 돌아갈꼬 (琴湖何日亦還家)   

서거정의 집이 실제로 대구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대구를 고향으로 여기고 평생 돌아가야 할 곳으로 여겼

다는 점이다. 그토록 원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귀향과 전원의 

심정을 금호에 빗대어 노래했다. 친우를 떠나보내는 몇 편의 

시에서 대구에 대한 서거정의 동경과 그리움을 구구절절이 느

낄 수 있다.  

서거정의 대구 사랑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시가 ‘대구십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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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구십영’은 당대 유행하던 팔경시(八景詩)를 확대한 것이

다. 팔경시는 중국 남북조시대 심약의 ‘팔영시(八詠詩)’를 효시

로 삼는다. 송나라 때 송적이 중국 호남성의 소강, 상강의 합

류점을 배경으로 여덟 곳의 절경을 그린 ‘소상팔경도(瀟湘八景

圖)’를 표본으로 삼는다.  ‘평사낙안(平沙落雁)’ㆍ‘원포귀범(遠

浦歸帆)’ㆍ‘산시청람(山市靑嵐)’ㆍ‘강천모설(江天暮雪)’ㆍ‘동정추

월(洞庭秋月)’ㆍ‘소상야우(瀟湘夜雨)’ㆍ‘연사만종(烟寺晩鍾)’ㆍ

‘어촌석조(漁村夕照) 등으로 대표되는 소상팔경은 후대에 많은 

화가와 시인에 의해 창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때 받

아들여져 각 지역의 경승지를 팔경화해 시화를 그리고 병풍을 

제작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서거정은 <동국여지승람>에 고려 이후 대표적인 팔경시를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누구보다 시에 대한 조예가 깊은 시인이

었기에 ‘한도십영’이라는 연작시를 짓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고향인 대구의 명소 10곳을 칠언절구 1수씩 총 10수의 

연작시로 노래했다. 

대구 북구에서 '대구십영'을 읊다

서거정이 대구를 대표하는 역사인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

위가 없다. 그중 대구 북구와 서거정의 인연은 조금 더 특별하

다고 하겠다. 서거정을 배향하는 구암서원이 북구 산격동에 있

다. 서거정이 대구에서 가장 경치가 빼어난 10곳을 노래한 ‘대

구십영’의 처음과 끝이 북구에 닿아 있다. ‘대구십영’은 조선 중

종 25년(1530년)에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칠언

절구 10수다. 서거정의 <사자집>에도 실려 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했던가. 뽕나무밭이 변해 바다가 

되었듯 서거정이 감탄한 대구의 풍경도 지금은 사라지거나 모

습이 변했다. 다행인 것은 금호강(琴湖江), 입암(笠巖), 연구산

(連龜山), 금학루(琴鶴樓), 남소(南沼), 북벽향림(北壁香林), 동

화사(桐華寺), 노원(櫓院), 팔공산(八公山), 침산(砧山) 등 ‘대구

십영’의 10곳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 중 ‘금호범주’, ‘입암조어’, ‘노원송객’, ‘침산만조’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다. 제1영에 해당하는 ‘금호범주’의 금호강은 북구

를 가로질러 흐른다. 지금이야 서거정이 살았던 시대처럼 금호

강에 배를 띄우지는 못해도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다. 하지만 

북구에서 금호강의 자연생태 복원과 함께 구간마다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해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책길

을 따라 바람과 어우러져 가야금 산조 같은 갈대 소리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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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서거정의 '대구십영' 10수. 판각본(p64)과 

필사본(p65)에 실린 '대구십영'의 시에서 한자가 다르게 표기된 것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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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가장 큰 곳이었는데, 물길로도 고갯길로도 갈 수 있는 곳

이었다. 대구가 영남대로의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지

금은 팔달교가 대로원의 오래된 기억을 이어가고 있다.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별의 정한을 뒤로하고 북구를 찾고 싶

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다. 

‘대구십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10영  ‘침산만조’의 침산이 

있는 곳도 북구다. 침산은 풍수상 수구막이산이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신천 주변의 풍경

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거정이 침산에서 바라본 저녁노을의 아

름다움에 감탄했듯이 지금도 침산에서 보는 저녁노을은 물론 

밤풍경이 멋스럽다. 침산 북쪽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와 신천

대로를 잇는 서변대로 등의 차량 불빛과 도심 곳곳에서 퍼져 

나오는 불빛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대구십영’의 대미를 

이루는 장소답게 침산 정상부에 조성된 침산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500여 년 전 대구를 찾은 서거정의 마음을 이해하게 

한다.  

대구 북구를 여행한다는 것은 서거정과 만나는 일이며, 북구

의 ‘대구십영’을 감상한다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어 서거정과 정

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이다.

반짝이는 물빛도 보고, 시원한 강바람도 맞으며 걸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비록 뱃놀이는 아니더라도 서거정이 느꼈던 운치 정

도는 느껴보지 않을까 싶다. 

제2영 ‘입암조어’에 해당하는 입암, 즉 삿갓바위는 장소에 대

한 이견이 분분하다. 대구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를 준비하면서 ‘대구십영’ 안내지도를 펴냈다. 역사 속에 살아 

있는 대구의 아름다운 10곳을 알리고, 지도로 누구나 쉽게 찾

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대구에서 지정한 ‘입암’

인 건들바위가 삿갓처럼 생겼다는 입암과 모양새가 다르고, <

경상도지리지>나 <대구읍지>에는 현 위치인 대구읍성 남쪽

이 아닌 경상감영공원 동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18~19세

기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달성 서씨 문중의 문집에 실린 

‘달성도’에는 입암이 북구 침산2동 천주교 옥산성당 부근(옛 칠

성바위 근처)으로 표시되어 있다. ‘달성도’를 기준으로 하면 ‘입

암조어’는 북구에 소재하는 게 된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시절 낚싯대를 드리운 곳이 어디인지 찾는 것도 지금을 살

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한편의 산수화와 같았던 그 시대를 똑

같이 재현할 수 없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자연환경을 보존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과제이다. 

제8영 ‘노원송객’에 해당하는 대로원은 북구 노원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다. 대로원은 영남대로에 위치한 역원 중에서 규



학루명월 鶴樓明月 

남소하화 南沼荷花

북벽향림 北壁香林

동사심승 桐寺尋僧  

공령적설 公嶺積雪

구암서원 금호범주 琴湖泛舟 

입암조어 笠巖釣魚

노원송객 櫓院送客

침산만조 砧山晩照

귀수춘운 龜岫春雲

서거정이 노래한

‘대구십영’

Part 2

대구 북구로 서거정을 만나러 간다. 

대구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사랑했다지만 어려서 대구를 떠난 탓에

그의 흔적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북구에서 서거정의 위패를 모신 구암서원과 

‘대구십영’의 명소를 돌아보며 그의 숨결을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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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자리한 구암서원으로 서거정을 만나러 간다. 

이곳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대구가 배출한 불세출의 학자요, 문장가지만 

막상 대구에서 그의 흔적을 찾으려면 쉽지 않다. 대구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사랑했다지만, 

어려서 대구를 떠났고 ‘대구십영’이란 시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탓이다. 

구암서원은 그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다. 

구암서원에서 

서거정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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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다. “구암서원이요.”라고 말하니 기사가 고개를 갸웃

한다. 잘 못 들었나 싶어 다시 얘기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돌아오는 답은 “거기

가 어디죠?” 잠시 고민하다 “서당골 끝자락에 있다고 하던데요.” 하니, 그제야 “아~, 

산 중턱에 절 같은 게 있더니, 그건가 보네.” 하며 방향을 잡는다.

구암서원은 북구의 연암산 중턱에 위치하지만, 대구 사람의 상당수가 그 존재를 

잘 모른다. 구암서원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잘 모르는 거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암서원이 현재의 위치로 옮아온 것은 1996년이다. 대구 시내가 번성하

면서 달성 서씨 문중이 서원 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옮겨왔다. 처음에는 

1665년(현종 6) 대구향교 맞은편 언덕인 연구산(현 제일중학교)에 세워졌고, 1718년

(숙종 44)에는 중구 동산동으로 이건했다. 서원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데다, 사정

이 이렇다 보니 구암서원의 존재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당골 끝자락에 내려 연암공원을 향해 걸으니, 멋들어진 한옥이 자태를 뽐낸다. 

사뿐히 치켜 올라간 처마 끝에 뭉게구름 한 무리가 걸려 있어 더욱 운치 있다. 구암

서원의 첫인상은 고즈넉한 절집의 느낌이다. 택시기사가 왜 절이라고 생각했는지 알 

것 같다. 실제 마주한 구암서원은 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건물이 들어선 

형세나 정돈된 모양새가 훨씬 진중하다. 만만찮은 경사의 산비탈에 조성됐지만 구조

는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을 갖췄다. 서원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사당 숭현사가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앞에 강학공간인 초현당이 있다. 초현당 마당 좌우에 학도

들의 기숙사인 경례재(동재)와 누학재(서재)가 마주 보고 있다. 동재와 서재 아래에

는 문루인 연비루와 관리동인 백인당이 있다. 

본격적으로 서원을 둘러보기 전에 느린 우체통 옆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본다. 대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마치 대구 중심부가 구암서원의 정원인 것 

같다. 멀리 보이는 ‘신천’, ‘침산’ 등 ‘대구십영’의 명소는 정원수인 듯하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멋진 풍경이다. 눈을 멀리 두면 신천이 북구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그 아래

위로 고층 건물이 스카이라인을 뽐낸다. 눈을 가까이 두면 고층 아파트 하나 없이 고

만고만한 집들이 모여 있는 작고 조용한 동네가 보인다. 서당골이다. 

문득 ‘왜, 동네 이름이 서당골이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서당골은 대대로 달성

지역에 세거했던 달성 서씨의 집성촌이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마을 곳곳에 

채화당ㆍ일신재ㆍ용담재 등 강학소와 서당이 많이 있었다. 특히 입구에서 구암서원

이 있는 연암산 중턱까지 약 200m 구간에 용담재, 일신재라는 작은 글방이 있었다. 

구암서원 기와지붕과 대구 시내의 풍경이 조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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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재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한 서사진(徐思進, 1568~1645) 선생이 학동

들을 가르쳤던 글방이다. 서당의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서당골에는 100여 년 전까지 

글공부를 하려는 유생과 학동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세거지를 나라에 헌납한, 구계 서침 

구암서원을 둘러볼 시간이다. 먼저 이곳에 대해 알아보자. 안다는 건 그만큼 보인

다는 거고, 안 보인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말이다. 

구암서원의 역사는 1665년에 구계 서침(徐沈, 생몰미상)의 덕을 기리기 위해 대구

부 유림들이 숭현사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779년(정조 3) 대구부 유림의 공의로 

서원으로 승격하면서 경례재, 누학재를 세워 서원의 모습을 갖추었다.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24년 지방 유림들에 의해 중건되었다. 

1943년에 숭현사와 강당을 중수했다. 

서거정의 학문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이 서침이란

다. 서침이 누구기에 서원을 세워 덕을 기리는 걸까? 

그는 고려 말 재상 정몽주의 제자이다. 정몽주에게 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서균형(徐鈞衡, 1340~1391)과 정몽주의 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균형

은 1360년(공민왕 9) 고려 왕조에서 과거에 급제했다. 이때 장원급제자가 정몽주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두 사람은 고시동기인 셈이다. 정몽주는 당시 성리학의 최고 권

위자였다. 고려 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은 정몽주에 대해 “이(理)를 

논하는 것이 횡설수설하여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칭찬했다. 지금

은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지만, 원

래는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의미다. 정몽주가 성리학의 난해한 개념인 ‘이(理)’를 

막힘없이 강론했다고 이색이 극찬한 것이다. 서침은 아버지의 과거 급제 동기인 정

몽주에게 사사하면서 가학(家學)의 형태로 성리학을 전수했다. 

훌륭한 스승을 모셨지만 서침은 관리로 출세하기보다 고향에 은거해 학문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던 그가 세상에 이름을 남기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백성

을 사랑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다.

조선 세종 때의 일이다. 조정에서는 경상도 땅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구 달성지역에 

왜구를 막을 성이 필요했다. 이에 서침이 자신의 집과 땅을 헌납했다. 세종은 이를 가

상히 여겨 지역의 다른 땅으로 보상코자 했다. 서침은 이를 고사하고 대신 “지역의 환

곡 이자를 호마다 5되씩 경감해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세종은 흔쾌히 수락했고, 훗

날 지역민들은 서침을 위해 사우와 서원을 세워 공덕을 기렸다. 서침이 나라에 헌납

한 땅은 달성 서씨 문중 소유지로, 현재의 달성공원이다.

세종은 서침의 됨됨이를 높이 사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서침은  첨지중추원

사, 전의소감, 전라도처치사를 지냈다. 

대구 사람들이 서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진행형이다. 1971년 달성공원

에 ‘달성 서씨 유허비’가 세워졌고, 유허비 옆 300년 넘은 회화나무에는 ‘서침 나무’라

는 별칭을 붙였다. 2015년에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인물동산에 그의 흉상이 제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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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십영’을 노래한 서거정 

계단을 올라 문루인 연비루를 지난다. 현판을 보니 한자로 ‘鳶飛樓’라 쓰여 있다. 

‘하늘을 나는 솔개’라는 뜻이다.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도들이 성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라는 의미인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시경>의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오른다.(鳶飛戾天 魚躍于淵)”에서 취한 이름이다. 하나의 이

치가 세상의 모든 사물에 적용되어 드러나는 것을 경탄하며 읊은 시다. 천지조화의 

작용이 오묘함을 표현하고 있다.  

연비루 대문에는 ‘위민포덕(爲民布德)’, ‘박시제중(博施濟衆)’이라는 글이 크게 붙

어 있다. ‘백성을 위해 덕을 펼친다’, ‘널리 베풀어 여러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현판의 ‘연비’와 함께 구암서원, 나아가 조선 성리학의 신념이자 모토이리라. 내면에

서 얻은 깨달음의 이치를 덕을 통해 밖으로 퍼뜨리고 나아가 온 천하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연비루를 지나니 강학공간인 초현당(招賢堂)과 제향공간인 숭현사(崇賢祠)가 차

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사람이 서원을 오늘날의 사립 중고등학교쯤으로 

알고 있다. 틀린 것은 아니나, 서원은 학업 전수의 장이기 전에 지역과 가문의 현인을 

기리며 이들의 제사를 모시던 일종의 종교 시설이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성현을 추

모하며 기리는 것 자체가 진정한 공부이자 큰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초현당에는 지금도 여러 사람이 찾아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다. 구암서원과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영남선비문화연수원은 초현당에서 관례와 다례, 택견, 서예 등 

다양한 예절교육 및 선비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별이 빛나는 시원한 여름

밤에는 초현당에서 수준 높은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초현당 뒤 녹색 문이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건물이 사당인 숭현사다. 이곳에 서침

을 포함한 다섯 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서거정이 구암서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

은 1718년(숙종 44)이다. 구암서원을 연구산에서 동산동으로 옮기면서 서거정을 추

가로 배향했다. 이후 1741년(영조 17)과 1757년(영조 33)에 각각 약봉 서성(徐渻, 

1558~1631)과 함재 서해(徐嶰, 1537~1559)를 추가로 모셨다. 2008년부터는 임진왜

란 당시 대구 의병장이었던 서사원(徐思遠, 1550∼1615)도 모시고 있다.

안을 들여다보니 Π 형태로 위패가 놓여 있다. 가운데 있는 게 서침의 위패다. 이를 

중심으로 왼쪽에 서거정과 서사원, 오른쪽에 서해와 서성의 위패가 각각 모셔져 있

다. 서거정을 만나는 순간을 기대했건만 아쉽게도 ‘서거정’ 이름 석 자가 적힌 위패를 

볼 수는 없다. 다른 4명의 위패도 마찬가지다. 서원에서 제사 지낼 때에만 함을 열어 

위패를 내보이기 때문이다.

대구 출신 인물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는 단연 서거정이다. 서울에도 그의 흔적

이 남아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용마산 자락에 있었던 ‘사가정(四佳亭)’은 서거정

의 정자명이다. 사가정은 그의 호이기도 하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중랑구 면목

동에 이르는 길을 ‘사가정길’이라 이름 짓고, 서울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생기면서 

서거정의 호는 더욱 널리 알려졌다.  

서거정은 세종 때인 1444년(세종 26) 문과에 급제해 성종 대까지 중앙의 정치와 학

술 무대에서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었던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관료, 문장가였다. 23

년간 과거를 관장하며 수많은 인재를 선발해 등용했고, 조선 최초로 홍문관과 예문

관의 대제학을 겸임했다.



2장 | 서거정이 노래한 ‘대구십영’

081080

이황과 이이를 각각 스승으로 둔 서해와 서성 

서해는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유성룡, 김성일 등과 동문수학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으나, 문장과 학문이 높아서 약관의 나이에 사림의 신망을 받았다. 됨됨이도 

나쁘지 않았다. 부인인 고성 이씨가 눈이 보이지 않은 맹인이었으나 파혼하거나 이

를 의식하지 않았다. 또한 무남독녀인 처가의 제사를 정성껏 모셨다고 한다. 애석하

게도 23세에 단명했다.

서성은 서해의 아들이다. 1586년(선조 19) 알성시 문과에 급제해 권지성균학유로 

관직을 시작했다. 이후 병조정랑, 성균관 직강을 거쳐 경상도·황해도·평안도 등 6개 

도의 관찰사와 형조·병조·호조의 판서를 지냈고 대사헌과 도승지, 판중추부사 등 

조정 내외의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사후에 ‘충숙(忠肅)’이란 시호를 얻었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임진왜란 때는 선조를 호종했고, 정묘호란 때는 인조

를 강화도까지 호종했다. 1624년(인조 2) 일어난 이괄의 난 때도 인조의 곁을 끝까지 

지켜냈으니 ‘충숙’이라는 시호가 그냥 생긴 것은 아니다.  

학문적으로는 율곡 이이를 스승으로 모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조선의 학문과 사

상을 양분했던 큰 산맥인 이황과 이이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들이 누

구인가. 이황은 동인의 대표주자요 이이는 서인의 대표주자다. 이황은 주리론을, 이

이는 주기론을 대성한 대학자로 조선시대 사상사에서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같은 사림이지만 동

인과 서인은 대립관계에 있었다. 사림은 선조의 중용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해 정권

을 잡았지만, 훈구 세력의 척결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동인은 구체제를 완전히 

척결하자는 입장이었고, 서인은 정쟁보다 민생 안정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소위 ‘동서 분당’이 시작됐다. 이른바 붕당정치

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부자가 서로 다른 

학파의 문하생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16세기 사림파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지만 서로 건전한 

논쟁을 펼치면서 이황과 이이라는 걸출한 대학자를 배출하는 등 한국 성리학의 전성

기를 구가했다. 동인과 서인의 화합을 이끌던 이황과 이이의 죽음이 또다시 동인과 

서인의 대립을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사정이 어찌됐든 서성이 편모슬하에서 자라면서 이이를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힘이었다.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 없었던 어머니 고성 이씨

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한양으로 옮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친

정에서 물려준 소호헌(보물 제475호, 안동 일직면 소재)을 처분했다. 소호헌은 고성

1. 서거정의 위패 2. 서침, 서거정 등 5인의 위패가 봉안된 숭현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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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아버지 이고가 딸과 사위에게 물려준 집이다. 이곳에서 서해 부부는 짧은 신

혼을 보냈고, 아들 서성이 태어났다. 고성 이씨는 상경해 약현(현 서울 중구 중림동 

약현성당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28칸짜리 큰 기와집을 짓고 생계를 위해 약밥과 약

과, 청주를 만들어 팔았다. 

다행히 정성을 다한 술과 음식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인이 빚은 술은 임

금께도 진상되었다. 훗날 선조는 이씨가 빚은 술에 ‘약산춘(藥山春)’이라는 이름을 내

려 주었다. ‘약현의 약봉댁에서 빚은 춘주’라는 의미이다. 술과 귀한 음식, 큰 기와집

은 아들 서성의 스승과 빈객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데 최고의 환경이 되었으리라. 

가장 마지막에 배향된 서사원은 임진왜란 당시 대구지역 의병을 총지휘한 최초의 

의병대장이자 대구 유학의 문풍을 이끈 인물이다. <선조실록>에는 “산림에서 허정

(虛靜)을 지키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경훈 읽기를 좋아하고 명리를 싫어하였다.”

라고 평하고 있다. <국조인물고>에는 “어버이를 섬기기에 효도를 다하여, 얼굴빛을 

살펴가며 봉양하는 데에 어그러짐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반드시 가묘에 배알

하고 나가 서실에 꿇어앉아 해가 저물도록 독서하였다.”, “사수(泗水)에는 한강공(정

구, 1543~1620)이 있고 일선(一善)에는 여헌(旅軒) 장공(장현광, 1554~1637)이 있어 

공과 더불어 솥발처럼 세 곳에 나누어 살았으므로 따라 배우는 선비들이 모두 왕래

하며 고증하고 질문하였는데, 동서로 가는 진신(縉紳)과 남쪽으로 오는 관리들이 모

두 그 집에 예를 갖추었다.”라고 적고 있다. 

구암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본 후 숭현사에서 내려와 초현당 대청마루

에 올라선다. 따스한 햇볕이 대청마루와 방안 깊숙이 들어온다. 연암산을 등지고 신

천을 굽어보는 명당에서 ‘대구십영’의 루트를 상상해본다. 신천 변 어디쯤에 삿갓바

구암서원은 1665년 중구 연구산(현 제일중학교)에 처음 세워졌고, 1718년에는 중구 동산동으로 이건했다. 

그리고 1996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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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직접 체험하는 선비문화 

구암서원은 다양한 선비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비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인성예절교육 ·선비문화·전통문화’로 나뉜다. 도포와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구암서원

의 사당 숭현사를 알묘하는 알묘례를 비롯해 조선시대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관례와 

계례, 밥상머리 예절과 다례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예절과 국악, 활쏘기, 

서예 등과 같은 육예를 기본으로 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당일 프로그램부터 4박 5

일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17길 20  053-959-7202  www.sunbicamp.co.kr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 신천대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 909m 이동 → 대구국제공항 

방면 고속도로 진입 → 2.3km 이동 → 경북지방경찰청 방면 고속화도로 진출 → 300m 이동  → 

경북지방경찰청 방면 좌회전 → 247m 이동 → 시청 별관에서 북대구IC 방면 좌회전 → 524m  

이동 → 종합유통단지 방면 우회전 → 483m 이동 → 연암공원로17길로 우회전 → 14m 이동 → 

연암공원로17길 좌측도로 → 330m 이동 → 구암서원 

위 입암(笠巖)이 서 있었던 자리가 있을 것이고, 신천 건너 대구의 중심부에는 거북

산의 봄 구름 ‘귀수춘운(龜岫春雲)’과 금학루의 밝은 달 ‘학루명월(鶴樓明月)’이 떠 있

을 것이다. 남소에는 아름다운 연꽃 ‘남소하화(南沼荷花)’가 있었겠지? 대구 동쪽으

로 눈을 옮기면 시인 묵객들이 금호강에 배를 띄우고 놀았던 ‘금호범주(琴湖泛舟)’

의 정취가 있을 것이고, 대구 서쪽에는 ‘침산낙조(砧山落照)’가 달구벌을 붉게 물들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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琴湖淸淺泛蘭舟 (금호청천범란주)   금호강 맑은 물에 돛단배 띄우고

取次閑行近白鷗 (취차한행근백구)   이리저리 한가롭게 갈매기와 어울리네

盡醉月明回棹去 (진취월명회도거)   달 아래 한껏 취해 노 저어가니

風流不必五湖遊 (풍류불필오호유)   오호에서 논 것만이 풍류가 아니라네

금호강에 돛단배 띄우고
琴湖泛舟 금호범주

대구십영 : 제1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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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십영’의 제1영은 ‘금호범주’. 금호강의 뱃놀이를 노래했다. 

달 밝은 밤 금호강에 나룻배 띄워 술잔을 기울이며 풍류를 즐기던 

서거정의 유유자적한 모습이 그려진다. 

‘그는 왜 금호강 뱃놀이를 ’대구십영‘의 제1영으로 꼽았을까?’ 

‘그의 눈에 비친 금호강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며 금호강으로 길을 나선다.  

술단지 옆에 끼고 강변에 나가 뱃놀이를 즐긴다. 의기투합한 벗이 있다면 그야말

로 완벽한 조합이다. 조용한 강에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시 지으며 술 마시는 일처럼 

즐거운 일은 없었을 터. 술과 돛단배는 옛 시인 묵객들의 로망이자 전공필수 과목이

다.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라 할 수 있는 서거정이 이런 풍류를 놓칠 리가 없다.

서거정이 뱃놀이의 풍류를 즐기기 위해 찾은 곳은 금호강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고향으로 품었던 대구였기에 그 감회는 남달랐을 것이다. 더구나 금호강은 옛 대구

의 관문이자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낙동강의 지류지만 대구의 젖줄과도 같다. 

금호는 대구부에서 서북쪽으로 약 10리쯤 거리에 있다. 발원하는 곳이 두 곳이

다. 하나는 영천 보현산(普賢山)이고, 다른 하나는 모자산(母子山)에서 나온

다. 영천에 이르러 합쳐지므로 쌍계(雙溪)라고도 한다. 서쪽으로 흘러 사문진(沙門津, 낙

동강)으로 들어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구읍지>에 기록된 금호강에 대한 설명이다. 금호강

의 이름을 풀어보면 ‘서거정의 시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다. ‘금(琴)’은 금호강 주변의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마치 거문고

를 뜯을 때 나는 소리와 같다 해서 붙여졌다. ‘호(湖)’는 금호강의 지세가 낮고 평평해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서거정도 ‘금호범주’ 첫 구에 ‘금호강의 맑고 얕

은 곳(琴湖淸淺泛蘭舟)’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물은 얕고 잔잔하며, 갈대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거문고 소리로 화해 귓전에 울리

니 뱃놀이 장소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대구십영’  제1영의 영광을 금호강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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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서거정이 돛단배를 띄우고 바라봤던 금호

강과 육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의 금호강은 분명 다른 모습일 것이다. 얼큰히 취한 시

인 묵객과 돛단배는 찾을 수 없지만 강변의 갈대와 수풀, 잔잔한 강물은 여전히 그대

로다. 

복현나루에서 뱃놀이 하다

‘금호범주’의 장소를 찾아 금호강으로 간다. 대구 북부를 에워싸며 동서로 가로지

르는 금호강 줄기에서 서거정이 배를 띄운 곳은 어디일까? 대구지역 지리연구에 의

하면, 조선시대 대구부와 팔공산 권역을 이어주던 금호강 나루터는 검단나루터와 지

금의 복현동에 있었던 나루터(이하 복현나루터) 두 곳이었다. 검단나루터는 대구 북

구 검단동 금호제1교(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북구 동변동을 이어주었고, 복현나루

터는 북구 복현중학교 앞 강변에서 동구 불로초등학교를 연결해주었다. 

대구에서 소개하는 ‘대구십영’의 제1영 ‘금호범주’의 기착지는 복현나루터다. 지금

은 나루터 자리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 흔적이 없지만, 금호강 풍광을 조망하고 배

에서 강변의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검단나루터보다 복현나루터의 경치가 더욱 수려

하다. 복현나루터 주변에는 강물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하식애가 잘 발달해 있어 고

즈넉한 강가의 정취를 느끼기에도 좋다. 

‘대구십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전영권 교수도 ‘금호범주’의 

장소를 복현나루터로 보고 있다. 그는 복현나루터가 '금호범주'의 배경이라고 주장

하는 이유를 <서거정의 ‘대구십영’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

1

2

1. 금호강의 봄  2. 벚꽃과 금호강 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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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히고 있다. 서거정도 팔공산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검단나루터와 복현나루터를 

이용했을 터인데 금호강의 풍광을 살피기 위해서는 근처에 높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복현나루터 주변에 하식애가 잘 발달해 있어 조건에 잘 부합한다고 설명

했다. 

‘금호범주’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에 ‘공항교 강변공원’을 찍고 복현나루

터를 찾아간다. 금호강 서편 복현2동에 있는 공항교교차로에서 공항교 방향으로 

200m 정도 가다가 다리 앞에서 우측 아래로 빠진다. 넉넉한 주차장에 차를 대니 바

로 앞이 공항교 강변공원이다. 공항교 아래에 여러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부대

시설과 공원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다. 

강을 바라보며 우측의 금호강 상류 방향으로 길을 잡는다. 나루터가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 복현중학교와 이웃한 대구성보학교까지는 약 600m다. 가는 길에 호젓

한 억새산책로와 수생식물원이 조성되어 있다. 기대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 만난 억

새꽃이라 그런지 길이 꽤나 근사하다. 키보다 큰 억새 사이로 적당히 굽이친 멋스러

운 길이다. 무성한 억새가 감싸고 있어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폭신한 흙길이

라 더욱 마음에 든다. 강바람에 하늘거리는 억새를 보면서 ‘물가에 있으니 억새가 아

닌 갈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가까이 가서 확인해 다. 지난가을에 핀 희고 보드라

운 꽃이 겨울에 맞서고 있는 억새다. 억새는 주로 산이나 뭍에 서식하나, 그중에는 습

지에 무리지어 사는 물억새가 있다. 

억새산책로 옆에는 수생식물원이 조성되어 있다. 수생식물원은 인공적인 장식을 

하지 않았다. 금호강 둔치에 작은 못을 조성해 못에 기대어 사는 다양한 생명체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다. 못 끝에는 큼지막한 바위로 네모반듯한 징검

다리를 놓았다. 돌다리를 건너며 어른들은 징검다리로 개울을 건넜던 옛 기억의 끄

트머리를 붙잡고 추억을 하나둘 소환해내고, 징검다리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는 짧은 산책길에 소박한 이벤트가 되고 있다. 억새산책로와 수생식물원은 분위기 

점수, 시청각 점수 모두 합격점이나 다만 길이 짧아서 아쉬울 뿐이다. 

동촌해맞이다리에서 본 금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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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정이 느꼈을 금호강의 정취

금호강과 나루터, 강가의 언덕과 절벽을 바라보며 ‘서거정의 눈에 비친 금호강’에 

대해 상상한다. 지금의 모습과 달랐을 테니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만든다. 하늘을 낮

게 보이게 하는 아파트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도 들어낸

다. 당연히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없었을 테니 빼야 할 것이다. 하천 정비를 하지 

않았을 테니 강폭은 좁았을 것이고, 주변 환경은 좀 더 어수선했을 것이다. 당연히 수

풀은 더 우거졌겠지. 이런저런 조건에 짜 맞추고 보니 많은 게 달라져 보인다. 시야

를 가로막는 아파트가 없어지니 하늘은 더 높아지고, 주변 풍경은 훨씬 편안하게 다

가온다. 자동차 소리가 사라지니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린다. 

강가에는 물새가 푸드득거리며 날갯짓하고, 억새 울음소리는 더욱 생생하다. 이런 

곳에 돛단배 띄우고 시를 지으며 노닐었다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었으리라. 뱃놀이를 

하지 않을 때는 금호강이 내려다보이는 어느 정자에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답고 한가

한 풍경을 보며 시를 읊었을 수도 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서거정을 생각한다

면 금호강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경치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금호강의 옛 정취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서거정은 나룻배를 타

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을까, 아니면 하류로 내려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뱃사공 입장에서 생각하면 배를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것보다 물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편했을 것 같은데, 시를 보니 “달 아래 한껏 취해 노 저어가니(盡醉

月明回棹去)”라고 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을까. 강물 따라 내려 

왔다가 거슬러 올라간 건지, 올라갔다가 내려간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풀리지 않

는 숙제에 시름하다 서거정이 즐겼던 풍류 앞에서 뱃사공의 수고는 금세 잊는다. 

금호강에 흐르는 시와 술

칼바람이 부는 황량한 11월의 강. 서거정이 느꼈을 법한 강의 운치는 쉽게 눈에 들

어오지 않는다. 약 육백 년의 시간이, 겨울이라는 계절의 황량함이 이렇게 만들었으

리라. 혹시 서거정처럼 술 한 병 손에 들고 강을 거닐면 그와 같은 정취가 느껴질까.  

서거정은 휘영청 달 밝은 밤 금호강에 배를 띄우고 기분 좋게 취했다. 평소 술을 좋

아하던 서거정이다. 뱃놀이는 조선 선비들의 풍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놀이기도 하

다. 술이 좋고, 풍류가 좋았을 것이다. 술 마시고 한가로이 노는 데 항상 특별한 이유

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술을 마실 때가 되었고, 여건이 갖춰졌으니 명경 같은 강 

위로 돛단배 하나 덩실 띄웠을 것이다. 그러고는 뱃머리에 몸을 기댄 채 술병을 손에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것이다. 전형적인 풍류가객의 모습이다. 서거정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수천 개의 별이 그에게로 쏟아졌을 것이다. 사막을 여행해본 이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칠흑 같은 밤에 무수히 빛나는 별, 그 별이 나를 위해 비처럼 내리는 

황홀함을. 서거정도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더욱이 본인이 고향이라 여기며 

사랑했던 대구에서의 뱃놀이 아닌가. 만약 대구에서 유유자적하게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었을 터. 고향과 고향의 아름다운 풍광이 주는 

휴식이 ‘금호범주’에 담겨 있는 것 같다. 

금호강의 분위기가, 화자의 감성이 이러하니 그 “풍류가 중국의 오호(五湖)에 뒤지

지 않는다(風流不必五湖遊)”라고 했을 것이다. ‘오호에 노니는 것’이란 중국 춘추시

대 재상 범려와 미녀 서시에 얽힌 이야기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은 와신상담으

로 이어졌고, 결국 월왕 구천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구천의 승리를 이끈 이가 범려

다. 그가 서시를 오왕에게 바쳐 현혹했기 때문이다. 오나라가 망하자 범려는 월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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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직을 고하고 서시를 데리고 오호에 배를 띄워 떠났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달과 술, 그림 같은 금호강의 풍경을 되뇌니 절로 적벽강에서 뱃놀이했던 소식(蘇

軾, 1036~1101)이 떠오른다. 소식이 누구던가. 본명보다 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소동

파 아닌가. 송나라 최고 시인이자 문장으로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다. 

서거정과 소동파의 시문

소식은 고려와 조선의 문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고려 문인들이 그의 작

품을 즐겨 읽었음은 당연지사. 고려 중엽에는 너도나도 소식의 작풍만 배우려고 했

기에 ‘동파열(東坡熱)’이 생기기까지 했다. 동파열이란 고려 문단과 사회 전반에 걸

쳐 소식을 추앙하는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조선에 이르러서도 소식에 대한 열기는 

계속 되었다. 조선 최고의 문장가인 서거정도 평소 소식의 시문을 적극적으로 학습

했다.

“완화계에서 즐겁게 노닐던 두 공부, 적벽에서 풍류 즐기던 소 설당, 천고 문장의 

정통이 여기 있건만, 그 명성을 물려받아 전할 사람이 없구나(浣花行樂杜工部 赤壁

風流蘇雪堂 千古文章有正印 無人襲馥仍傳芳).”라며 소식과 두보의 문장을 정통이라 

극찬하기도 했고, “나는 일찍이 소동파가 왕경원에게 준 시에서 ‘푸른 적삼 반은 서리 

맞은 잎이 되어 마른 채, 백성을 대하기를 자식처럼 하고 아전을 대하기를 종처럼 했

네’라고 한 구절을 좋아했다(予嘗愛蘇東坡與王慶源詩云 靑衫半作霜葉枯 遇民如兒

吏如奴).”라며 소식의 시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거정과 소식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 시 잘 짓고, 문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복현나루터에서 상류로 2km 정도 걸으면 동촌유원지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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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좋아하는 것도 똑같다. 소식이 보름달 아래 술과 고기를 들고 적벽에서 노닌 것

처럼 서거정도 뱃놀이를 하는 중 술에 취해 달을 감상하면서 시를 지었다. 

소식은 왕안석의 ‘신법 운동’ 사건으로 황저우(黃州)에 유배된 후 1082년 양세창과 

함께 음력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적벽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그 풍류의 감회를 

‘전적벽부’, ‘후적벽부’로 남겼다. 이는 서거정의 ‘금호범주’와 분위기가 흡사하다.

나를 찾아온 손님과 함께 배를 띄워, 적벽 아래에서 놀았는데 맑은 바람은 천천히 살랑이

고 물결은 잔잔하더라. 술잔 들어 손님에게 권하며, 명월의 시를 읊조리며 요조의 글을 

노래하네(蘇子與客泛舟 遊於赤壁之下 淸風徐來 水波不興 擧酒屬客 誦明月之詩, 歌窈窕

之章).

소식의 ‘전적벽부(前赤壁賦)’ 중

술과 고기를 들고 다시 적벽 아래로 놀러나갔다. 강물은 소리 내어 흐르고 높은 절벽은 천 

척이라. 산이 높으니 달은 작고 물 떨어지니 돌이 나오네(於是攜酒與魚 復游於赤壁之下 

江流有聲 斷岸千尺 山高月小 水落石出).

소식의  ‘후적벽부(後赤壁賦)’ 중 

소식의 시 ‘맑다가 비가 오는 호수에서 술 마시다’는 제목에만 술이 들어갈 뿐, 술 

마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안 나온다. 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술을 마시며 바라

보는 풍경을 묘사하는 게 더 술맛을 당기게 한다. 

맑다가 비가 오는 호수에서 술 마시다 (飮湖上初晴後雨)

물빛이 찰랑찰랑 맑은 날이 보기 좋더니 (水光瀲灩晴方好) 

산색이 안개 끼어 이슬비 내리니 더욱 기이하네 (山色空濛雨亦奇) 

서호를 서시에 비교해보니 (欲把西湖比西子) 

엷게 꾸미거나 짙게 발라도 모두 잘 어울리네 (淡妝濃抹總相宜) 

서거정도 술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천 수에 달하는 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서거정의 문집 <사가집>에서 ‘주(酒)’를 검색하면 총 1,087회가 검색된

다. 술과 관련한 시제와 시구가 다양하다. ‘탁주(濁酒)’, ‘박주(薄酒)’ 등 술 자체가 제

목인 시를 비롯해 ‘시와 술(詩酒)’, ‘술을 전송하다(送酒)’, ‘소주를 든 김첨지의 방문’ 등 

술에 얽힌 여러 즐거움과 기대, 회한 등을 읊은 시도 수십 편에 이른다.  

취시가 (醉時歌)  

백년이라 삼만 하고도 육천 일에 (百年三萬六千日)   

하루가 또한 열두 시각이고 보면 (一日亦復十二時)   

삼만 육천 번의 열두 시각 동안을 (三萬六千十二時)   

술을 두고 마시지 않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 (有酒不飮知何爲)   

이백은 날마다 술 삼백 잔씩을 기울였으니 (李白日傾三百杯)   

풍류 호기가 참으로 하늘에서 타고 났도다 (風流豪氣由天眞)  

굳이 이백(李白, 701 ~ 762)을 핑계 삼지 않아도 시 쓰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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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을 터인데, 서거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술과 시의 관계를 이백을 고리로 

튼실하게 엮어냈다. 

시와 술 (詩酒)   

스스로 우스워라 평생을 본성대로 살다 보니 (自笑平生任性眞)   

시와 술에 푹 빠진 채 두 귀밑이 희어졌네 (顚詩癖酒兩毛新)   

시와 술에 빠지는 걸 거리끼지 말게나 (莫嫌詩酒顚仍癖)   

시와 술 없으면 쉬 늙으니 말일세 (無酒無詩易老人)   

병 뒤에 장난삼아 짓다 (病後戱作)  

의원은 나더러 술 마시지 말라 권하고 (醫士勸吾休飮酒)   

선비들은 내 시벽을 업신여기네 (儒家欺我酷耽詩)   

오늘 아침에 파계하고 문득 웃음 짓노니 (今朝破戒翻成笑)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하고 시에 미쳐 버렸네 (醉酒顚詩自不知)   

‘시와 술’, ‘병 뒤에 장난삼아 짓다’는 서거정이 말년에 지은 시다. 서거정은 시와 술

을 탐닉하고 한가롭게 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강박증에 가까운 시 짓기로 청장년

기를 보냈다. 23년간 문형, 즉 조선 최고의 지성 대제학 자리에 있었으니 그에게 시는 

취미와 특기를 넘어 마음을 바쳐서 힘써 마쳐야 했던 심역이었을지 모른다. 

억새산책로를 지나 돌다리를 하나 건너니 대구성보학교 앞이다. 대구성보학교 앞 

금호강 변이 대구와 팔공산을 연결해주었던 복현나루터로 추정되는 장소다. 대구성

동촌유원지의 아양루에 오르면 금호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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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교 앞에는 보가 하나 있다. 보를 기준으로 금호강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물을 

가둔 보 우측 상류는 수량이 풍부하여 너른 호수 같은 느낌이고, 보 좌측 하류는 수

량이 적어 금호강의 하류지만 넓은 개울 같은 느낌이다. 이 작은 인공물 하나가 자연

의 순리를 살짝 왜곡시킨다. 

강은 쉬지 않고 제 갈 길을 간다. 서거정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스스로 변하는 것은 없다. 거기 깃들어 사는 사람이 변화시키지 

않는 한. 금호강은 아직 개발이 깊숙하지 않은 순수한 물줄기다. 강변을 따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호젓하게 걷기 좋은, 강변 자투리땅에 있는 남의 텃밭을 구경하는 소

소한 재미가 있는 저 강이 한없이 풍요로운 생명들의 환희로 넘치는 신성한 세상이

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후손에게 자연스레 흘러갔으면 좋겠다.

Travel +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는 경북대학교 박물관

공항교 강변공원 가까운 곳에 7,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전시물 중에는 국가 지정 보물이 7점이다. 보물 제997호 ‘봉화 북지리 석

조반가상’은 하반신만 남아 있지만 높이가 160cm이고, 연꽃무늬 발받침대의 크기만 약 

70cm이다. 반가상 중 가장 큰 작품으로 전체 크기는 약 3m로 추정된다. 선사ㆍ삼국실, 가

야ㆍ통일신라실, 고려실, 조선실, 민속·국악기실과 근대문화실 등 시대별 전시실에 석기와 

토기, 청자와 백자, 고문서와 공예품 등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박물관  053-950-6537  museum.knu.ac.kr  매월 둘째ㆍ넷째 토요일, 일요

일, 공휴일, 개교기념일(5월 28일) 

찾아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다부IC → 군위 대구 방면 우회전 → 828m 이동 → 경북대로 우회전 → 11.3km 이

동 → 칠곡경북대병원 종합유통단지 방면 좌회전 → 6.8km 이동 → 서변지하차도 종합유통단

지 시청별관 방면 지하차도 → 2.5km 이동 → 유통단지삼거리에서 대구국제공항 방면 좌회

전 → 950m 이동 → 복현고가교에서 고가도로 옆 도로 진입 → 193m 이동 → 복현오거리에서 

대구국제공항 방면 좌회전 → 923m 이동 → 서한타운ㆍ경상고교 방면 우측도로 → 62m 이동 

→ 강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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煙雨涳濛澤國秋 (연우공몽택국추)   안개 비 자욱한 가을날 연못에서

垂綸獨坐思悠悠 (수륜독좌사유유)   낚시 드리우고 홀로 앉아 생각이 하염없네

纖鱗餌下知多少 (섬린이하지다소)   미끼 아래 잔고기 많은 거야 알고 있지만

不釣金鼇釣不休 (부조금오조불휴)   금자라 낚지 못해 멈출 수가 없다네 

입암에서 고기를 낚으며
笠巖釣魚 입암조어

대구십영 : 제2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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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십영'의 모든 시는 회화적 성격이 띠고 있다. 

제2영 ‘입암조어’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읽음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한 장의 수묵화가 그려진다. 가을날이지만 따사로운 햇볕은 없다. 

분무기를 뿌린 듯 이슬비가 내리는 호숫가에 낚시꾼이 긴 낚싯대를 드리우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거정이 낚시꾼인지 아니면 관찰자인지 알 수 없으나 

커다란 금빛 거북을 기다리는 심정만은 같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진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그저 일상생활을 잊고 잠시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

이면 족하다. 잠시 물러났다 재충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탈출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연으

로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낚시다.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안다. 낚싯대 드리우고 기

다리는 시간이 즐겁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순간이 행복하다. 주변 풍경을 바라보

는 마음은 여유롭다. 낚시를 하는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 아무것

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은 무척 분주하다.

서거정은 입암에서 낚시를 했다. 신천 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삿갓바위에서 가을

날 안개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가 바위절벽 아래 소에서 이뤄지는 낚시다. 삿갓바위, 

이슬비, 가을, 낚싯대, 금자라 등은 시상을 떠올리게 한다. 여유와 외로움이 공존하는 

정서적 감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금도 입암은 운치 있는 풍경을 자랑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입암으로 

향한다. 그런데 출발 전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 서거정이 낚시를 

하던 입암은 한 곳일 텐데, 후대에 와서 입암의 존재를 놓고 설왕설래하기 때문이다. 

장소가 분명치 않으니, 무엇이 논쟁거리인지 살펴본 연후에 길을 나서야 할 터. 입암

은 과연 어디일까.

대구에서 발행한 <대구풍경, 서거정의 대구10영> 지도에도 중구 대봉2동에 있

는 건들바위를 ‘입암조어’의 추정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신천의 흐름이 달라

져 옛 모습은 상상할 수 없지만, 건들바위 안내문을 통해 입암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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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바위라는 이름의 유래는 잘 알 수 없으며, 바위의 모습이 갓 쓴 노인 같이 

생겼다고 해서 옛날부터 삿갓바위라고도 불러 왔다. 조선시대 후기 대구의 중

심부로 지나는 물길을 신천으로 돌리기 전에는 바위 앞으로 맑고 깊은 냇물이 흘러 낚시

꾼들이 낚시를 하며 즐겼던 경치 좋은 명소였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

는 대구 10경의 하나로, 서거정 선생이 지은 ‘삿갓바위에서의 낚시(입암조어)’라는 시가 바

로 이곳을 두고 읊은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곳에 점쟁이와 무당들이 몰려와 치성을 

드리곤 했는데, 특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인들이 치성을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많

이 찾는다.

문제는 입암이 건들바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생김새가 같지 않다는 의견이다. 입암은 바위 모양이 삿갓을 쓴 늙은이 모습 같

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입’자는 ‘설 립(立)’ 자가 아니라 ‘삿갓 립(笠)’ 자다. 삿갓바위

라 함은 목포 용해동 해안가에 있는 갓바위처럼 상부에 삿갓 같은 모양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들바위는 한눈에 봐도 일자로 서 있는 바위다. 삿갓바위 의미의 입

암(笠巖)보다는 선돌의 의미를 나타내는 입압(立巖)에 가깝다. 만 수에 달하는 시작

(詩作)을 자랑으로 여겼던 서거정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설 립(立)’ 자를 ‘삿갓 립(笠)’ 자

로 바꾸거나, 어이없는 오자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들바위는 조선시대 대구부 

하수서면 입암리라는 행정지명의 유래가 되는 바위라고 하는데, 그 지명에서 단서를 

찾은 듯하다. 

고지도가 가리키는 입암의 위치도 맞지 않는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해동지도’는 

입암의 위치를 대구 감영의 북동쪽 신천 변으로 표시하고 있다. 건들바위는 대구 중
대구10영의 제 2영 ‘입암’으로 추정되었던 ‘건들바위’. 그러나 돌의 생김과 재질 등이 옛 기록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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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그러니까 당시 대구 감영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제작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성서씨학유공파보>의 ‘달성도’에도 금호강으로 합류하

는 신천 하류 부근에 입암이 표시되어 있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바위의 재질도 같지 않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입암. 

군 동쪽 2리 가량 되는 새내 가운데 있다. 돌이 높이 서 있는데, ‘갓바위’라고 부른다. 

세상에 전하기를 ‘별이 떨어져서 돌이 되었다’고 한다(笠岩 在郡東二里許 新川中有石

屹立 俗號笠岩 世傳星隕爲石).”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입암

은 신천 가운데에 있다. 그 모양이 삿갓 같아 이름 지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별이 

떨어져서 돌이 되었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경상도지리지>, <

대구읍지> 등에도 입암을 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건들바위는 풍화에 약한 

퇴적암이다. 

입암의 위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

다. 그 시절 서거정이 낚싯대를 드리운 곳이 어디인지 찾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

리의 몫이다. 건들바위가 입암일 수도 있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을 

수도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지금의 신천 경대교 주변에 약 10m 규모의 갓 모양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갓바위는 부녀자들이 촛불기도를 드리는 장소로 유명했는

데, 일제강점기에 신천 변을 정비하면서 폭파했다고 한다. 대구의 지역연구에 의하

면, 1957년 대구지형도에서 북구의 칠성동과 침산동을 지나 신천 도청교 하류 쪽으

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물줄기 중 침산동 어느 한 지점에 

입암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대구 출신 지리학자인 전영권 교수

(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학과)의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드러난 내용이다. <달성서씨학유공파보>에 수록되어 있는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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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도'의 입암을 찾아가다

건들바위가 입암이 아니라면 서거정이 노래한 입암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달성 서씨 

문중의 ‘달성도’와 지역학자의 꼼꼼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면 추정지는 침산2동 주

민센터 주변이다. 대구시청 별관 앞의 도청교를 건너 첫 사거리인 동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침산2동 주민센터다. ‘달성도’의 다른 지명과 위치를 현재와 비교해 

보아도 일치한다. ‘달성도’에는 입암의 동북쪽 방향으로 신천 건너편에 ‘산격(山格)’이

라는 지명이 있다. 산격은 금호강 남쪽의 산 아래에 쓰여 있다. 지금의 연암산 아래 

대구시청 별관, 산격초등학교가 있는 산격1ㆍ3ㆍ4동 지역이다.

건물 뒤로 돌아드니 왕복 2차선의 작은 복개도로가 신천으로 향해 나있다. ‘침산남

로39길’이다. 복개도로라는 것은 이길 아래에 물길이 있다는 의미다. 옛 물길은 아스

팔트로 덮여 있고 입암보다 작은 콘크리트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곳 어디쯤

엔가 10m에 달하는 입암이 늠름하게 서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다. 

서거정이 살았던 시대의 입암 풍경은 사뭇 달랐다. 삿갓바위 앞에 너른 연못이 있

고, 연못 물이 신천으로 흘렀다. 아마도 낚시 즐기기 좋은 경승지였으리라. 여기에 가

을의 서정성과 안개 낀 듯 안개비가 내리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더해졌으니 한 편의 

산수화나 다름없다. 더욱이 “미끼 아래 잔고기 많은 거야 알고 있지만(纖鱗餌下知多

少)”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물고기도 많았던 모양이다. 경치 좋고, 물고기 많으니 낚시

터로 이만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이것들을 

사라지게 했다. 입암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연못은 아스팔트로 덮여 안타깝다. 무엇

보다 서거정의 시상마저 빼앗긴 느낌이라 아쉽다.   

신천의 물을 보면 ‘입암조어’의 시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 복개도로 끝 홍익유치원

에서 왼쪽으로 꺾어 250m 정도 내려간 후 우측 신천 변으로 들어간다. 폭 100m 남짓

한 물줄기가 잔잔하게 흐르고 강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나 있다. 낚시하

는 사람이 있나 살폈으나 찾을 수 없다. 

신천은 대구 남쪽 달성군 가창면에서 발원해 북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합류한다. 

옛 대구 중심에 흘렀다는 대구천과 대구 동쪽의 금호강 사이를 흘러서 사이천 또는 

새천(샛강)이라 불렸다.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천(新川)으로 잘못 기재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신천 변을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즐기면서 신

천을 자신의 정원처럼 살뜰하게 누린다. 말끔히 정비된 신천의 물줄기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연상하기 힘든데, 신천보다 작은 입암의 실개천에서 서거정은 “금자라 낚

지 못해 멈출 수가 없다네(不釣金鼇釣不休)”라고 했다. 삼신산(방장·영주·봉래)을 머

리에 이고 있는 금빛 자라를 낚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거정의 시적 상상과 포부

가 대단하다. 

낚시를 소재로 한 한시나 고사는 강태공의 일화를 빌려 ‘나도 강태공처럼 위수(渭

水)에 은둔하겠다’거나 ‘나도 강태공을 알아본 문왕과 같은 주군을 만나고 싶다’는 것

이 보통이다. 강태공은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이다. 주나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

망시켜 천하를 평정했으며, 그 공으로 제나라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우리에게는 ‘낚

싯바늘 없이 낚시 하는 노인’ 또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낚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로 익숙하다. 그런데 서거정은 금자라를 낚지 못해 낚시를 멈추지 못하겠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자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 낚시를 하겠다는 고집이자 다

짐이다. 

금오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령한 산들을 바닷속에서 이고 있는 ‘금빛의 큰 거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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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거북이 얼마나 컸으면 산을 이고 있는가? 그 존재에 대해서는 <노자> <장

자>와 함께 도교의 세 고전으로 통하는 <열자> ‘탕문’에 나온다. 

발해의 동쪽에는 몇 억만 리인지 알지 못하는 커다란 골짜기가 있다. … (중략) 

… 그 골짜기에는 다섯 개의 산이 있는데, 대여(岱輿), 원교(員嶠), 방호(方壺·혹

은 방장方丈), 영주(瀛洲), 봉래(蓬萊)라고 한다. 산줄기는 두루 돌아 3만 리이고, 정상의 편

평한 곳이 9천 리다. … (중략) … 다섯 산의 뿌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늘 조수와 파도

를 따라 솟아났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떠돌아서 잠시도 우뚝 솟아나지 않는다. 신성과 성

인이 이를 해결해달라고 상제께 호소하였다. 상제는 산이 서쪽 끝으로 흘러가서 신성과 성

인의 무리가 거주할 곳을 잃을까 염려하여 우강(북극을 관장하는 신)에게 명하여 거대한 

자라 15마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 산들을 받치게 했다. 차례를 바꾸기를 세 번 하니, 6만 

년에 한 번 교차한다. 다섯 산은 우뚝 솟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용백 나라의 거인이 발

을 들어서 몇 보 걷지도 않고 다섯 산에 이르러, 한 번의 낚시로 자라 여섯을 잡아 등에 지고 

돌아갔다. 자라의 뼈를 태워 점을 쳤다. 이에 대여와 원교 두 산은 북극으로 흘러가 대해에 

가라앉았다.

<열자> 탕문 중 

실로 엄청난 스케일이다. ‘금오를 낚는다’는 서거정의 시적 표현은 대장부의 원대

한 포부를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기상은 <계정집(桂庭集)>의 서문에서 서거정이 

규정한 언론 학술 관료의 기상이다. <계정집>은 고려 때 승려 성민의 문집이다. 

시란 뜻을 말한 것이고, 뜻이란 마음이 가는 바이다. 이런 까닭으로 시를 읽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대개 대각(사헌부·사간원)의 시는 기상이 호방하고 

풍부하며, 초야의 시는 정신과 기상이 맑고 담박하며, 선도의 시는 정신이 바싹 마르고 기

가 부족하다. 옛날에 시를 잘 감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부류를 나누었다. 

<계정집> 서문 중  

금오를 잡을 때까지는 낚시를 멈출 수 없다는 서거정의 포부와 기상은 정신이 바

싹 마르고 기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고, 맑고 담박하지도 않다. 의기가 장하여 작은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에 가깝다. 

신천은 변함없이 흐른다

도청교 위에 서면 신천의 물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비록 장대한 물줄기는 아

니지만 제법 볼만하다. 서편으로 입암보다 훨씬 높은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다. 이 역

시 메트로폴리스 대구의 한 풍경이니 굳이 밉게 볼 이유는 없다. 한 편의 산수화와 같

았던 그 시대 풍경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자연환경을 보

존하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과제일 테니까. 도청교 아래에서 신천 변을 따

라 북으로 성북교까지 걸어본다. 전면에 보이는 작은 산이 ‘대구십영’의 제10영 ‘침산

만조(砧山晩照)’의 침산이다. 해 질 녘이 가깝다면 바로 성북교에서 좌측으로 꺾어 

800m 정도에 있는 침산공원으로 향하고, 해 질 때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제8영 

‘노원송객(櫓院送客)’의 배경인 금호강의 팔달교와 하중도를 둘러보고 침산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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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꽃보라동산 벚꽃길 

4월 벚꽃이 필 때 신천에 방문했다면, 도청교 북단 신천 변에 조성된 꽃보라동산에 가볼 

만하다. 신천 변의 산책로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북구의 대표적 벚꽃 명소로 

손꼽힌다. 대구시청 별관에 주차 후 도보로 이동하거나, 도청교 남단 침산2동 주민센터에

서 도청교를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다. 최근에 ‘사랑고백’을 테마로 포토존을 조성했으며, 

천변 도로를 따라 이야기 간판과 벚꽃프린팅 등을 설치하여 산책의 재미를 더했다. 야간

에는 수목등, LED장미화단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대구 북구 산격동  053-665-2855 

찾아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칠곡IC → 서대구IC 방면 우회전 → 122m 이동 → 태전고가교에서 고가도로 진

입 → 3km 이동 → 매천시장지하차도에서 서대구IC 방면 지하차도 진입 → 758m 이동 → 매천

대교에서 앞산순환로 방면 고가도로 진입 → 1.0km 이동 → 시내 앞산순환로 방면 좌회전 → 

4.5km 이동 → 침산교지하차도에서 앞산순환로 방면 직진 → 1.7km 이동 → 도청교지하차도에

서 경북대학교 방면 우측 고속화도로 진출 → 285m 이동 → 대구역 방면 우회전 → 204m 이동 

→ 동침산네거리에서 북구청 방면 우회전 → 92m 이동 → 침산2동 주민센터 

면 좋다. 침산의 타이밍을 해 질 녘에 맞추는 것은 침산의 해넘이가 그만큼 매력적이

기 때문이다. 성북교에서 침산의 낙조를 볼 수 있는 침산공원까지 거리는 약 2.5km. 

자동차로 10분, 도보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성북교에서 팔달교까지는 5.6km, 자동

차로 10분 남짓한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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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에서 손님을 보내며 
櫓院送客 노원송객

官道年年柳色靑 (관도년년유색청)   해마다 벼슬길에 버들 빛 푸르고 

短亭無數接長亭 (단정무수접장정)   가깝고 먼 역이 수 없이 이어졌네 

唱盡陽關各分散 (창진양관각분산)   이별 노래 다 부르고 서로 헤어지니 

沙頭只臥雙白甁 (사두지와쌍백병)   모래밭엔 흰 술병 두어 개 누웠구나 

대구십영 : 제8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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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을 이었던 영남대로 중 

금호강을 건너 대구로 들어오는 곳에 노원이 있었다. 

강물을 끼고 길게 이어진 

이 길 위에서 지인을 만나고, 벗을 떠나보낸다. 

서거정은 이곳에서 벗을 보내고 슬픈 마음을 제8영 ‘노원송객’에 담았다.

벗을 배웅하고, 그가 떠나간 강물을 쓸쓸히 바라본다. 아쉬움과 허전함이 가득한 

눈길로 바라본 금호강. 유유하게 흐르는 물줄기는 어느 강보다 서정적이다. 금호강

변에서 벗을 떠나보낸 서거정의 마음도 이러했으리라.

‘대구십영’의 제8영 ‘노원송객’은 노원에서의 이별을 노래한다. 이별이란 슬픔을 동

반하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든 벗이든 지인이든 상관없다. 누군가를 떠나보

내고 바라보는 강에는 그 사람의 애잔함이 담겨 있다. 그래서 더욱 서글프다. 

서거정은 노원에서 지인을 배웅했다. 그에게 노원은 아쉬움의 장소다. 만약 누군

가를 마중 나왔다면 기쁨과 희망의 장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거정은 헤

어졌다. 그것도 술을 두어 병 마시고, 이별 노래까지 부르고 말이다. 

노원은 대로원의 약칭이다. 위치는 지금의 팔달교 주변이다. 대로원은 영남대로에 

위치한 역원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곳이었는데, 물길로도 고갯길로도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서거정이 벗을 떠나보냈을 당시에는 팔달교가 없었고, 팔달진이라는 나루

터가 있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했다. 원(院)이란 조선시대 공적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 여관이다. 과거를 보러 한

양으로 가는 선비나 봇짐 지고 지나던 길손들이 쉬어 가던 장소다. 당시에는 교통 사

정도 좋지 않았다. 방향이나 거리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을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나그네가 도둑이나 맹수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다. 원은 나그네를 위한 이

정표가 되기도 했고, 피난처 역할도 했다. 지금도 원이라는 지명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이태원, 홍제원, 인덕원, 조치원, 장호원, 사리원 등은 모두 조선시대에 원이 있

었던 곳이다. 옛 대구 사람들은 금호강 북쪽으로 지인을 보낼 때 영남대로와 통하는 

노원에서 손님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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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을 떠나보낸 아련한 기억

‘노원송객’의 감성을 느껴보려 팔달교로 향한다. 그곳에서 서거정의 아련한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한다. 팔달교사거리에 도착하니 정신이 없다. 금호강 북단으로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고, 남단으로는 신천대로가 나 있다. 팔달교 옆으로는 대구지하철 3

호선 교각이 강을 가로지른다.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 있다는 ‘사통팔달’의 

이름만큼이나 교통이 발달한 팔달교(금호강의 지류인 팔거천과 달성군에서 따온 것

이라고도 함) 주변이다. 

교통의 요지답게 혼잡한 탓인지 주차장이나 잠시 쉬어갈 만한 곳은 보이지 않는

다. 어쩔 수 없이 팔달교 상류 방향으로 1.5km 남짓 떨어진 노곡교 아래 ‘노원체육공

원’으로 방향을 잡는다. ‘노원’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으니 아마도 ‘노원송객’의 노

원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 짐작된다.

노곡교에 도착해서도 노원체육공원 주차장으로 가는 방법은 조금 까다롭다. 두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모두 금호강 노곡교에서 들어간다. 금호강 북단에서 찾아

갈 때는 노곡교로 진입해서 노곡교를 완전히 건너기 전 좌측 ‘제3공단’ 쪽으로 내려가

면 된다. 만약 제3공단 쪽이 아니라 우측으로 들어섰다면, 신천대로를 따라가서 팔

달교를 건너 우회전한 뒤 다시 노곡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진입해야 한다. 노곡교와 

팔달교를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인데, ‘노원송객’의 장소를 차로 한 번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노곡교 남단에서는 제3공단 방면에서 노곡교에 진입하기 전 우측 주차

장으로 들어가면 된다.

노원체육공원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금호강을 따라 팔달교를 향해 걷는다. 

팔달교까지는 약 1.5km. 강변 산책로에는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다. 시작 지점부터 

멀리 팔달교가 보이고 강변을 따라 걸으면 팔달교는 점점 크게 다가온다. 강변을 따

라 곧게 뻗은 길을 그냥 걷는 게 심심하다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달려

도 좋다. 

강바람 맞으며 금호강 변을 천천히 걷는다. 머릿속에는 노원 주변에 있었던 옛 나

루터의 모습을 그려본다. 능수버들이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금호강. 나루터가 있었

으니 강으로서의 위엄도 제법 갖추었을 것이다. 그 위를 큼지막한 나룻배가 사람들

을 싣고 다닌다. 널찍한 돛을 단 배 위에는 청운의 꿈을 품은 선비, 이웃 장에 내다팔 

물건을 가득 실은 장사꾼, 급히 전해야 할 주인의 서찰을 품에 품은 날래고 눈치 빠

른 종, 바쁜 농사일 중에도 대구약령시에서 병든 어머니에게 달여드릴 약재를 사 가

팔달교 옆으로 대구지하철 3호선이 금호강을 건넌다. 이곳에는 옛날 대구와 칠곡을 연결했던 대로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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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 등 제각기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사람들

의 왕래가 많으니 주변에 주막촌이 발달했을 것이다. 평화로우면서도 활발한 나루터 

풍경이다.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루터에서 서거정은 홀로 서글프다. 친우와 “이별 

노래 다 부르고 서로 헤어진(唱盡陽關各分散)” 탓이다. 벗은 나룻배에 올랐고, 서거

정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본다. 벗이 떠나간 강변 “모래밭에는 함께 나

눠 마신 술병 두어 개만 덩그러니 놓여(沙頭只臥雙白甁)” 그리움을 남긴다. 이별의 정

이 아쉬운 듯 느린 걸음을 안쓰럽게 옮긴다.

이때 서거정의 눈에 비친 금호강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강물 위에 나룻배가 오가

는 서정적인 풍경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유장한 강물은 벗을 데려간 비정한 존재

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눈에는 금호강이 스크래치 난 오래된 흑백영화의 

화면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벗과 헤어지고 난 후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은 “가깝고 먼 역이 수없이 이어졌네(短

亭無數接長亭)”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 가깝고 먼 역은 서거정과 벗과의 거리를 대

변해 준다. 가까운 역은 단정(短亭), 먼 역은 장정(長亭)이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명령이나 공문서 전달을 위해 마련된 교통통신 기관의 하나로 전국에 500여 개 역을 

설치했다. 나랏일 때문에 여행길에 오른 관리들은 역에서 마패를 제시한 다음 말을 

이용했다. 역은 대략 30리마다 하나씩 설치됐다. 30리는 당시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

로 계산된 것이다. 역 사이에는 10리마다 장정, 5리마다 단정이 있었다. 단정과 장정

이 많이 이어졌다는 것은 마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실제 거리도 멀다는 것을 비유적으

로 말한 것이다.

서거정이 부른 이별 노래는 ‘양관곡’이다. 양관곡은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 

699~759)가 안서도호부로 떠나는 친구 원이(元二)를 전송하며 지은 ‘送元二使安西

(송원이사안서)’에 곡을 붙인 것이다. 처음에는 ‘위성곡’ 또는 ‘양관곡’이라 불리다 ‘양

관삼첩(陽關三疊)’으로 불렸다. 중국의 대표적인 이별시이다. ‘양관삼첩’이라고도 한

다. 양관은 ‘송원이사안서’에 나오는 지명이다. 

시를 한번 감상해보자. 

위성의 아침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渭城朝雨浥輕塵)     

객사의 파란 버들 싱그럽구나 (客舍靑靑柳色新 )     

자네에게 다시 한 잔 술을 권하니 (勸君更進一杯酒)     

서쪽 양관 나서면 벗이 없으리 (西出陽關無故人)     

양관은 실크로드를 개척한 한무제(漢武帝, BC 156~87) 때에 세운 방어요새다. 실

크로드의 출발지인 돈황에서 서남쪽으로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관문이다. 

안서도호부의 관할 지역이었는데, 시 제목의 ‘안서’가 안서도호부를 말한다. 양관을 

지나면 실크로드의 남도를 통해 타림분지, 즉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들어간다. 양관 

너머는 황량한 사막이니, 이곳을 지나면 혹독한 자연 앞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 한

다. 절친한 친구를 고생길이 훤한, 혹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막으로 들여

보내니 왕유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애절한 마음을 시로 읊은 것이다. 서거정이 양

관곡 다 부르고 벗과 헤어졌다는 마음은 왕유의 심정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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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교에서 금호강을 바라보다

‘노원송객’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되뇌며 걷다 보면 팔달교까지는 금방이다. 천천히 

걸어도 20여 분이면 닿는다. 강변에서 팔달교로 올라가본다. 석별의 장소였던 팔달

교는 대구 교통의 요지가 되어 있다. 

1849년(헌종 15) 대구판관으로 부임했던 서유교가 돌다리를 놓아 대구부민과 금

호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

다. 강변에는 축구장과 너른 공터가 마련되어 있다. 주말 오후가 되면 인근 주민들이 

모여 축구를 하고, 나들이 나온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공놀이를 즐긴다. 서거정이 살

았을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다. 오랜 시간만큼이나 풍경도 많이 변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50번도 넘게 변했을 테니 이상할 것도 없다. 오히

려 상전벽해(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만약 

팔달교 아래 금호강 변에 능수버들을 심어 정비를 하고, 그 옆에 ‘노원송객’과 ‘양관

곡’ 각 한 수를 적어놓은 안내문을 세우면 어떨까. 

팔달교에서 지나온 길을 돌아본다. 금호강은 낙동강을 향해 달린다. 낙동강과 만

나면 강폭을 더욱 부풀리며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너른 강폭 중간에 하중도가 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꽃이 활짝 피는 섬이다. 강 위에 돛단배가 오가면 

훨씬 서정적인 풍경이 연출될 텐데 아쉽다. 

팔달교에서 금호강 한가운데 조성된 하중도로 향한다. 하중도는 팔달교와 노곡교 

사이에 있다. 일명 ‘노곡섬’이라고도 부른다. 노곡교 남단에서 좌측 인도를 따라가다 

다리 중간지점에서 왼쪽 계단을 통해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주의할 점은 노곡

교 남단에서 노곡교로 진입할 때 반드시 ‘좌측 인도’로 가야 한다. 우측 인도로 가면 

1. 팔달교 상류 하중도에 유채꽃이 활짝 폈다.   

2. 가을이 되면 유채꽃이 있었던 자리에 코스모스가 핀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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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하중도로 빠질 수 없고, 노곡교를 끝까지 다 건넌 후에 유턴하여 다시 돌아와

야 한다. 

하중도는 만남과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친다. 3월이면 유채꽃이 가득하고, 10월이

면 코스모스가 섬을 뒤덮기 때문이다. 여행자들은 강바람에 넘실거리는 꽃물결과 금

호강으로 흩뿌려진 금가루 같은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노원송객’이 이별의 정한을 가득 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하중도 입구에는 무늬맥문동ㆍ나비바늘꽃ㆍ스텔라ㆍ원추리 등 이름마저도 생소

한 야생화 화단을 조성해놓았다. 아이들은 산책로와 야생화를 신나게 오가면서 처

음 보는 야생화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강바람이 한줄기가 지나가자 돌무지에 꽂은 

바람개비가 일제히 돌면서 파르르 소리를 내며 금호강 변 하중도에 생동감을 더한

다. 비록 나루터가 사라지고 옛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지만, 변함없이 흐르는 금호

강은 언제나 사람들의 희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중도 나들이를 마치고 다시 ‘노원송객’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번에는 노원이 

있었던 금호강 남단이 아니라, 강 건너 금호강 북쪽 지역이다. 금호강 북단은 현재 대

구 북구에 속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칠곡 땅이었다. 칠곡에 있었던 원의 이름은 작원

(鵲院), 즉 까치원이었다. 노원에서 배를 타고 금호강을 건너 까치원에 닿은 사람들

은 서둘러 바삐 제 갈 길을 갔으리라. 까치원이 있었을 법한 둔덕, 팔달교 북단 우측

에는 작은 정자와 비각이 서 있다. 대구판관 서유교의 영세불망비다.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는 의미의 비는 지방관의 덕을 기리는 송덕비다. 인적이 뜸한 이곳에 왜 불망

비를 세웠을까. 안내문을 천천히 읽어본다. 

1. 팔달교 북단에 있는 판관 서유교의 영세불망비  2. 서유교는 대구판관으로 있으면서 

            이곳에 돌다리를 놓았으며, 지역민들이 그의 공덕을 칭송하며 비를 세웠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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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는 1849년(헌종 15)부터 1851년(철종 2)까지 대구판관으로 재임했던 서유

교가 대구의 북쪽 관문인 금호강의 나루터에 돌로 다리를 놓은 공덕을 기려 세

운 것이다. 오늘날 팔달교가 놓여있는 이곳은 옛날에는 금호나루 즉 ‘금호진’이라고 기록

되어 있는데,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 쪽의 대노원과 칠곡 쪽의 작원을 잇는 영남대로

에 위치한 이 나루터는 강이 큰 연유로 나룻배로 건너거나 겨울에는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공이 대구판관으로 부임하여 현재 팔달교 자리에 돌

다리를 놓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편하게 건널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구사람들이 

그 치적으로 오래오래 기리기 위해 비를 건립한 것이다. 

무성한 저 달성 이곳은 공의 본향이라 (鬱彼達城 寔公本鄕)     

구계의 법을 본받고 약봉의 꽃다움을 이었네 (遵龜老規 襲藥翁芳)     

향리들이 이로움에 감복하고 향민이 은혜로 강 건넘을 칭송하네 (吏服利器 民頌慈航)   

본심을 보존하여 백성들을 생각하사 가벼운 발걸음 다리를 놓으셨네 (自存心思 吉步有梁)

‘대구판관 서유교의 영세불망비’ 안내문     

영세불망비는 대구도호부 서중면, 지금의 금호강 남쪽에 세웠던 것인데, 대구시가 

확장되면서 현재 위치로 옮아왔다. 송덕시 내용이 금호나루의 돌다리에 대한 것이

니, 이전된 비석의 위치는 나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에 경상감영이 처음 들어

선 것은 1601년(선조 24)이다. 이후 350년이 지난 19세기 중반의 대구는 이미 경북 최

대의 도시로 성장했다. “무성한 저 달성”의 구절이 이를 잘 대변한다. 얼마나 많은 사

람이 대로원의 금호나루에서 금호강을 건넜겠는가. 몇 척의 나룻배가 운행되었는지

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많은 날이면 배를 타기 위해 사람들은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겨울에는 꽁꽁 언 강 위에 나무다리를 놓느라 인

근 지역 장정들이 얼마나 큰 고역을 치렀을까? 해마다 아니면 몇 해마다 돌아오는 금

호강 위 나무다리 공사가 그리 만만한 공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구부 판관 

서유교가 본인의 사재를 털어 일 년 내내 언제든지 금호강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튼

튼한 돌다리를 놓았다고 하니, 대구 부민들이 서판관의 덕을 칭송할 만하다. 

서유교의 본관은 대구지만 사는 곳은 서울이었다. 서유교의 사마방목, 즉 생원·진

사시 급제자 프로필에 의하면 서유교의 본관은 대구, 거주지는 ‘京’, 즉 한성으로 기재

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 사람들은 서유교를, 대구를 대표하는 두 인물인 서침과 서성

의 덕과 명성을 잇는 대구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구판관 서유교의 영세불망비를 직접 보고,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나니 조선시대 

때 대로원과 금호나루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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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첩

Travel + 대구북구여행의 숨은 아이템 칠곡향교 

대로원이 있던 팔달교에서 북으로 6km, 10분 거리에 칠곡향교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칠

곡에 속했지만, 대구가 커지면서 지금은 대구 북구에 속해 있다. 조선 태조 때 창건되었다

고 전하나 정확지 않고, 현재의 대성전을 1907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칠곡향교의 

배치는 향교와 서원의 가장 일반적인 배치 형식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강학의 장소인 명륜당을 향교의 앞쪽에 두고, 그 뒤에 공자의 신위를 모신 

대성전을 두는 것이다. 매년 봄가을(음력 2ㆍ8월 상정일)에 석전제를 올리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예교실, 예절교실, 국악밴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행사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욱 알찬 대구 북구 여행

을 즐길 수 있다.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97  053-322-0430  chilgokhyanggyo.org

찾아가는 길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서대구IC 진출 후 서대구TG → 서대구공단 신천대로 방면 우측 고

속도로 진입 → 730m 이동 → 신천대로 방면 좌회전 → 신천대로 방면으로 좌측 고속도로 진

입 → 4.3km 이동 → 노원3가 대구제3산업단지 방면 우측 고속화도로 진출 → 430m 이동 → 3

공단로 우회전 → 416m 이동 → 노원로17길 우회전 → 341m 이동 → 노원체육공원 주차장 

‘노원송객’은 첫 구 “해마다 벼슬길에 버들 빛 푸

르고(官道年年柳色靑)”로 시작된다. 벼슬길은 

관도다. 관도는 관에서 낸 도로다. 서거정이 말

하는 관도는 영남대로다.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부산에 이르는 간선로다. 총 길이는 

약 960리에 달했다.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380km에 이른다. 신정일 문화사학자는 동

래산성-숭례문 구간을  짧게는 14일. 일반적으

로 16일 이상 걸린다고 말한다. 

영남대로는 행정구획상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를 지난다. 시대에 따라 통과 지역이 변천했다. 

한양-판교-용인-양지-광암-달내-충주-조령-

문경-유곡역-낙원역-낙동진-대구-청도-밀양-

황산역-동래-부산에 이른다. 이들 도로는 한강

과 낙동강의 수계를 따라 이루어졌다. 주요 도

시를 잇는 행정 통신로였으며, 외적의 침입으로

부터 가장 안전한 내륙 지방에 위치하여 전략

상 중요한 교통로였다.

한양과 부산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인 탓에 일본

으로 가는 통신사나 사신들의 길인 사행길, 지

방에 부임하는 관리들의 이동길, 청운의 뜻을 

품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선비들의 과거길로 이

용됐다. 전국 강산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람길로, 지방에서 열리는 장을 찾아 떠도는 

보부상에게는 보부상길로 사랑받았다. 임진왜

란 때에는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일본군이 부

산첨사 정발을 무너뜨린 다음, 동래부사 송상

현이 지키던 동래성을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북

상하던 길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건설된 서울~부산 간 신작로의 모

체가 된 길이며,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나 KTX 

경부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길이었다. 각 지역

에서 중앙으로 관물을 수송하는 기능을 수행했

다. 영남대로 상에는 화물의 집산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분포, 발달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인들

이 집결하기도 하고 취락의 발달 등 사회적ㆍ경

제적 기능도 지녔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했다. 영남대로를 따라 분포

했던 통신제도인 봉수제가 임진왜란 당시 기능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군사 목적의 통신 

기능을 맡는 파발제가 이루어졌다.

대구에는 아직까지 영남대로가 비교적 온전하

게 남아 있다. 약전골목과 달구벌대로 사이에 

위치한 떡전골목 일대부터 현대백화점 공사 부

지에 접한 골목길, 이상화 고택, 서상돈 고택에 

인접한 골목으로 이어지는 길이 영남대로의 일

부에 해당한다.  

132

부산과 서울을 잇는 가장 빠른 길, 영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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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自西流山盡頭 (수자서류산진두)   물은 서쪽으로 흘러 산머리에 이르고 

砧巒蒼翠屬淸秋 (침만창취속청추)   침산 푸르러 맑은 가을빛 띠고 있네 

晩風何處舂聲急 (만풍하처용성급)   저녁 바람 어디에서 방아 소리 급한고 

一任斜陽搗客愁 (일임사양도객수)   저물녘 나그네 시름 저 방아로 찧어볼까

침산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
砧山晩照 침산만조

대구십영 : 제10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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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저물기 전에 산을 오른다. 서거정이 올랐던 침산을. 정상에 오른 뒤에는 저녁

볕을 바라보며 ‘대구십영’의 제10영인 ‘침산만조’를 멋지게 읊어볼 요량이다. 그리하

면 서거정이 펼쳐 보인 나그네의 감흥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다행스럽게 ‘침산만

조’의 위치는 명확하다. 제2영 ‘입암조어’와 제5영 ‘남소하화’의 장소에 대해 이견이 있

는 것과 달리 ‘침산만조’의 무대는 대구 북구의 침산공원이다. 

신천 도청교에서 출발해 걷다 보니 성북교 너머로 나지막한 산 하나가 눈에 들어

온다. 침산이다. 121m의 낮은 고도와 완만한 산세를 가진 산이라 부담 없이 ‘산이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산 정상부에는 정자가 보인다. 오늘 여정의 피

날레를 장식할 침산정이다. 마침 남쪽 하늘에 높았던 해가 서쪽으로 얼추 기울어 침

산에 오르기 좋은 타이밍이다. 

성북교에서 오봉오거리 방향으로 나 있는 성북로를 따라 약 850m 걸으니 침산공

원 입구다. 침산 탐방은 인공폭포가 있는 침산공원 입구에서 시작한다. 오봉오거리

라는 지명에서 침산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침산에는 모두 다섯 봉우리가 있

다. 정상은 5봉이고 1봉으로 올라 능선을 타고 산책하듯 침산정이 있는 5봉으로 걸

으면 된다. 침산의 5봉까지 가장 편안하게 가는 길이 1봉부터 능선을 따라 2봉, 3봉 4

봉을 거쳐 5봉까지 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서거정도 이 루트를 따라 침산의 정상에 

올라 저녁노을을 감상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산행을 시작하고 완만하고 널찍한 계단을 3~4분 정도 올랐을까. 이내 침산 1봉을 

만난다. 침산에서 만나는 첫 봉우리지만 탁 트인 전망은 기대할 수 없다. 봉우리 가

운데에는 진입 계단이 있는 둔덕이 자리 잡고 있다. 네모반듯한 공터는 화단이라 하

기에는 너무도 인공적이다. 예전에 무언가 설치되었던 자리로 보인다. 

긴 여운을 남기며 넘어가는 해를 바라본다. 

일출처럼 강렬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지만, 은은하고 유장한 분위기는 

일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침산정에 앉아 멀리 저녁볕에 반짝이는 도시의 지평선을 응시하다 

하늘이 문 닫을 시간이 되면 석양 아래서 나지막이 읊조린다. 

“물은 서쪽으로 흘러 산머리에 이르고 침산 푸르러 맑은 가을빛 띠고 있네”. 

아련하게나마 서거정의 정취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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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을 알아보니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파 박중양(1872~1959)이 이름 붙인 일

소대와 이를 알리는 비석이 있던 자리다. 박중양이 누구인지 좀 더 알아보자. 그는 관

비유학생으로 일본에서 공부한 엘리트다. 관비유학생은 조선에서 서구의 근대적 제

도와 문물을 배우라고 외국에 파견한 학생이다.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다. 그러

나 박중양은 유학시절 ‘야마모토’라는 일본 이름을 즐겨 사용했고, 귀국해서는 자신

의 능력을 일본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다. 청일전쟁(1894~1895) 때는 일본군 통역

으로 일제의 조선 침략에 힘을 보탰다. 경북관찰사 서리 겸 대구군수를 지낼 때는 대

구읍성 때문에 상권 확장을 하지 못하는 일본인을 위해 대구읍성 파괴에도 앞장섰

다. 경북관찰사로 재직할 때 침산과 주변의 땅을 총독부로부터 불하받고 사저를 지

었다. 침산을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가 ‘박작대기산’인데, 박중양이 작대기 짚고 침산 

1봉 일소대에 자주 올라서 붙은 이름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와 광복회 대구

지부에서 1996년 비석을 철거하면서 대구 북부 최고의 스카이라운지인 침산에 드리

워졌던 친일의 흔적을 지워냈다.

침산은 박작대기산 외에도 여러 이름을 가졌다. 다섯 봉우리가 있어서 오봉산, 산

의 생김새가 마치 소가 엎드린 모습이라 하여 와우산, 신천이 금호강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있어 신천의 수구막이라 하여 수구막이산이라고 불렀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

은 침산이다. 1481년(성종 12)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도 “침산 : 대구부에서 북

쪽으로 6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침산은 산의 모습이 다듬잇돌처럼 생겨 ‘다듬

잇돌 침(砧)’ 자를 산 이름으로 썼다. 일설에는 침산 인근 백사벌(또는 백사부리) 빨래

터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산이 날아와서 앉았다고 하며, 이후에 

이 산에 빨래를 할 만한 돌이 많아 마을 사람들이 침(砧) 자를 넣어 침산이라 하였다

고도 전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대구읍지>에 의하면 조선시대 여귀(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이나 나쁜 돌림병을 옮기는 귀신)를 물리치기 위해 제사를 지내던 

여제단이 있었다고 한다. 

침산 1봉의 사연을 뒤로하고 능선을 따라 침산 2봉, 3봉, 4봉을 거쳐 정상인 5봉으

로 향한다. 산행길은 그리 높지 않고 능선도 큰 굴곡 없이 완만하다. 각 봉우리와 그 

사이를 잇는 능선산책로에는 운동시설과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

되어 있다. 주민과 등산객들은 침산 둘레길과 능선을 걸으며 벤치에서 잠시 쉬어 가

거나 운동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늦은 오후 애완견과 산책 나온 주부도 

있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젊은 여성과 세련된 재킷을 멋지게 차려 입은 남성은 연

오봉산 정상의 침산공원은 산책하기 좋은 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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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듯 달달한 데이트를 즐긴다.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온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

닌다. 이처럼 침산은 대구시민에게 생활의 일부인 산이다. 2봉과 3봉 사이에는 맨발

산책로 ‘침산건강백세길’이 있다. 100m 남짓의 길에 자갈길과 흙길, 황토볼이 깔린 

지압길이 이어진다. 북구에서 제공하는 침산 산행의 작은 재미다.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침산은 일찌감치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65년에 

침산의 29만 910㎡(8만 8,000여 평)이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8년에는 공원조성 기

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마련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자연학습장, 인공폭포, 이북5도민을 위한 망배단 등이 조성되었다. 요즘에는 침산공

원 물놀이장이 북구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침산공원 물놀이장은 2018년 7

월 첫선을 보였다. 침산 서쪽에 조성된 작은 물놀이장이지만 시설은 최신식 테마파

크급이다. 매년 7~8월 두 달 동안 운영하여 주민에게 시원한 휴식과 한여름의 즐거

움을 제공한다. 주말과 일요일에도 운영하고(월요일 휴무), 무엇보다 무료라서 수건 

몇 장 들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침산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30분마

다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면 금방 침산공원 물놀이장에 닿는다. 

인공폭포가 있는 침산공원 입구에서 산책을 시작해 1봉, 2봉, 3봉, 4봉 봉우리를 하

나씩 확인하며 20분쯤 걸었을까, 5봉이 눈앞에 있다.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5봉 앞에는 꽤나 가파른 경사가 있다. 경사는 가팔라도 미리 힘들 거라고 

예단할 정도는 아니다. 길이가 100m 남짓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낮아도 명색이 산인

데, 이 정도 산행은 해줘야 제맛이다. 

2층 누각인 침산정. 누각에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을 중심으로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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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산정에서 맞는 대구의 일몰

정상으로 발걸음을 뗀 지 얼마 안 되어 비탈 중간에서 침산정이 눈에 들어온다. 마

치 산 정상에 꽂힌 깃발처럼 ‘나 여기에 있으니 어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침산정은 2층의 누각이다. 5봉 가운데 부분을 보토해 주변부보다 높게 돋운 후 누

각을 세워 실제 키보다 훨씬 커 보인다. 아마도 주변의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탁 트

인 전망과 장쾌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일 것이다. 우뚝한 침산정 앞에는 산책

로가 나 있고, 등산객들은 마치 순례자처럼 침산정 주변을 한 바퀴 혹은 몇 바퀴씩 돌

면서 침산의 정상을 흡족하게 즐기고 내려간다. 

침산정을 감싼 산책로에는 서거정의 ‘침산낙조’를 초서로 멋지게 흘려 쓴 시비가 

서 있다. 그렇잖아도 해석하기 어려운 한시를 초서로 써 놓았으니 몇 배나 더 난해하

다. 다행스러운 건 시비 뒷면에는 친절하게 번역 시를 함께 새겨 놓은 점이다. 조선어

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시조 작가 노산 이은상(1903~1982)이 번역한 것이다. 천

천히 읽고 있으면 한시의 느낌보다는 현대적 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물은 굽이돌고 산은 끝났는데

침산 푸른 숲에 가을 빛 어리었네

어디서 해 늦은 방아소리 손의 가슴 찧는고

이은상의 ‘침산만조’를 감상하고 침산정에 오른다. 천천히 풍경을 즐기다 해가 지

기를 기다릴 것이다. 아마도 침산정은 동쪽으로 보이는 신천을 퍼사드로 삼았을 것

이다. 침산정이 신천을 향해 열려있다는 것은 이 누각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

임을 의미한다. 천천히 경관을 둘러보면 침산정이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

는지 알 수 있다.

나지막한 산임에도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을 중심으로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

온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는 높이를 경쟁하듯 하늘을 향해 솟았고, 신천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돌고 돌아 금호강과 합류한다. 신천 너머로 연암공원이 보

인다. 나지막한 연암산 중턱에는 서침과 서거정을 모신 구암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뒤로 팔공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도시를 감싼다. 겨울철 눈이라도 내려앉으면 한 

폭의 동양화처럼 진중한 풍광이 펼쳐질 것 같다. 고개를 오른편으로 돌리면 앞산이 

두 팔 벌려 서 있다. 서쪽에는 용이 엎드린 형상의 와룡산이 모습을 보인다. 해가 지

기 시작하면 와룡산으로 떨어지는 해넘이를 감상하게 된다.

침산은 조선시대에도 대구의 경관을 감상하는 명소 중 하나였다. 서거정이 올랐을 

당시에도 침산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아름다웠을 것이다. “물은 서쪽으로 흘러 산머

리에 이르고(水自西流山盡頭)”에 등장하는 물은 신천이고, 산머리는 침산이다. 시대

가 달라져 방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나그네 감흥도 들지 않는다. 서거정의 시심을 마

음으로 느끼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침산이 신천을 향하

고 있다는 거다. 

세상을 밝게 비추던 태양이 저물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서서히 몰려온다. 이제 침산

의 해넘이와 야경을 즐길 차례다. 침산정의 해넘이를 충분히 감상하려면 오후 5시 반 

정도에는 침산정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해가 짧은 겨울이면 좀 더 서둘러야 하

고, 해가 긴 여름에는 조금 늦게 와도 된다. 침산의 저녁놀은 산 정상에서 비교적 오

랫동안 바라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바닷가의 해넘이는 수평선에 다다른 붉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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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길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서대구IC → 신천대로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입 → 730m 이동 → 신

천대로 방면 좌측 고속도로 진입 → 4.3km 이동 → 신천대로 방면 우측 고속화도로 진출 → 

1.7km 이동 → 침산남로9길 좌회전 → 157m 이동 → 침산공원  → 오봉오거리 침산공원 입구

Travel + 침산정의 야경을 카메라에 

침산정의 만조를 흠뻑 즐기고 난 후 아쉬움이 남거나 새로운 풍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면 야경을 보고 가는 것이 좋다. 대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침산정은 야경도 훌륭하

다. 카메라에 취미가 있다면 삼각대를 가지고 야경 사진에 도전해보자. 해가 진 직후 도시

가 불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시점이 야경 사진이 가장 예쁜 타이밍이다. 하늘은 아직 석양

의 여운을 머금고 있고, 크고 작은 산줄기의 실루엣과 그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 

세 가지가 야경 사진을 작품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노출을 길게 주어서 자동차의 불빛이 

광선검같이 이어지는 사진도 나쁘지 않다. 

를 단 몇 분밖에 볼 수 없지만, 침산정에서는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져 와룡산으로 

완전히 숨어들어갈 때까지 대구의 도심 위로 부서지는 석양과 그 평온한 광경을 충

분히 즐길 수 있다. 

침산의 해넘이는 장관 중의 장관이다. 파란 하늘이 천천히 붉은 기운을 띠면 도시

의 건물도 화답하듯 화려한 빛으로 무장한다. 색색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침

묵을 지키던 빌딩과 아파트에도 불이 들어온다. 침산정과 주변에도 경관조명이 들어

와 분위기를 돋운다. 하늘은 하늘대로, 지상은 지상대로 제멋을 표출하는 것이다. 밤

이 깊어질수록 대구 도심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에

는 차량 불빛이 파도처럼 너울대며 거대한 빛의 줄기가 연출된다. 세상은 시간에 따

라 각기 다른 색으로 변하며 환상적인 야경을 풀어놓고, 침산은 그 풍경을 온전하게 

여행객에게 전한다. 

침산에 오른 서거정도 이곳에서의 저녁노을에 시심이 동하여 시 한 수를 점잖게 읊

었다. 침산 야경을 바라보며 ‘침산만조’의 시 구절을 음미해본다. “저녁 바람 어디에서 

방아 소리 급한고(晩風何處舂聲急) 저물녘 나그네 시름 저 방아로 찧어볼까(一任斜

陽搗客愁)”

해 저물녘 나그네의 근심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모도원(日暮途遠)’

이다.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는 말이다. 지금이야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도처에 

환한 불빛이 가득하니 걱정이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나그네의 길을 안내했던 해가 

서산으로 숨어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이 닥쳤을 것이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세상이 암흑천지니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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龜岑隱隱似鼇岑 (귀잠은은사오잠)   거북 봉우리 은은함이 자라 뫼 닮았는데

雲出無心亦有心 (운출무심역유심)   구름이 무심히 나온다 해도 뜻이 있어라

大地生靈方有望 (대지생령방유망)   땅 위의 생물들이 바야흐로 비를 바라니 

可能無意作甘霖 (가능무의작감림)   단비를 내릴 뜻이 없지는 않으리라

연구산의 봄 구름
龜岫春雲 귀수춘운

대구십영 : 제3영

봄비는 겨우내 생기를 잃었던 만물을 소생케 했던 생명수 같은 존재다. 

농사에 꼭 필요한 때에 내리는 춘우는 농부뿐만 아니라 시인 묵객에게도 큰 감흥을 일으켰다. 

서거정은 연구산에 피어오른 봄 구름을 보며 대지를 적셔줄 단비를 바랏다. 

서거정이 대구의 진산에 올라 무심히 피어난 구름을 바라보며 읊었던 

‘귀수춘운’의 현장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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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수춘운’은 연구산의 봄 구름이라는 뜻을 가진 시제이다. 주된 시어는 연구산, 거

북, 구름, 단비 등이다. 언뜻 보면 달구벌의 탁 트인 벌판 위 연구산에서 바라보는 봄 

구름의 풍광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풍

경을 노래한 게 아니다. 연귀산이 기우제의 산실인 양 봄 구름을 끌어들여 봄 가뭄에 

대한 강렬한 기우를 담고 있다. 

연구산의 거북을 찾으러 대구제일중학교로 간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에 내려 구도심을 지난다. 주택과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복잡하기는 해도 거

리가 화려하지는 않다. 허름한 느낌이 앞선다. 학교는 구도심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 넓은 학교 어디에서 거북바위를 찾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본관 앞 아담한 동산에 거북바위가 떡하니 모셔져 있다. 바위 뒤에는 커다란 나무가 

호위하듯 서 있다. 거북바위를 소개하는 비석과 안내판도 3개나 된다. 가장 오래되

어 보이는 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거북바위. 이곳은 조선 초 사가 서거정선생이 

노래한 대구10경중 제3경 ‘귀수춘운’의 자리입니다.” ‘달구벌 얼 찾는 모임’에서 세운 

다른 비석에는 “달구벌 사람 자손만대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 본래의 참뜻을 좇아 계

미년 상달 좋은 날 돌거북을 이 자리에 옮겨 바로 놓았다.”라고 적혀 있다. 거북바위

에 기원을 담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 거북바위를 보니 돌거북 한 마리가 남쪽을 향해 듬직하게 앉았

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북쪽으로 꼬리를 둬”라고 기록되

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서거정이 단비를 바랐던 곳인지는 모르나 둥근 돌 표면

에는 육각형의 귀갑문이 선명하다. 귀갑문은 10개 정도이며 남쪽 방향의 돌출 부위

에는 둥글게 음각하여 거북의 머리 모양을 형상화했다. 거북의 네 다리와 꼬리는 표

현하지 않았으나 누운 달걀을 반으로 자른 듯한 둥근 외형, 뚜렷한 등껍질 문양과 머

리 모양이 영락없는 거북이다. 

거북바위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첫째는 고인돌이라는 견해다. 예

전에 거북바위 앞에 세워진 안내문에는 고인돌의 받침돌이라고 써 있었으나, 현재 새

로 세운 안내문에는 고인돌의 덮개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인돌의 받침돌이라는 

설명의 근거는 <대구부사>의 기록이다. 기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본

인들의 조사보고서에 “연구산 정상에 여러 개의 암석이 있고 귀암은 그 탱석(撐石)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래 고인돌로 이용되던 것이 거북을 닮아 후대에 귀갑

문과 머리를 새긴 것이라고 했다.  

고인돌의 덮개돌이라는 설명의 근거는 거북바위 뒤쪽의 여러 홈과 구멍들이다. 학

계에서는 고인돌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구멍의 정체와 성격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

다. 지금까지 대체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성혈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

과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별자리와 매우 유사해 별

자리를 나타내는 주술적 신앙적 결과물로 해석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다산과 풍요

를 상징하든, 별자리를 나타내든 그 이름은 한글로 ‘성혈(性穴ㆍ星穴)’이다. 

둘째는 지맥을 통하게 하기 위한 바위라는 설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

국여지승람>, <경상도지리지> 등 문헌에 의하면 연구산은 대구의 진산이라 한다. 

진산은 도읍과 고을을 지켜주는 산으로 그 지역의 땅 기운이 응집해 있다고 믿었던 

산이다. 그래서 대부분 고을 북쪽의 크고 웅장한 산을 진산으로 삼았다. 대구에는 북

쪽에 팔공산이 있고 남쪽에 비슬산이 있는데 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작은 산인 연구

산이 진산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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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부의 남쪽 3리에 있는데, 진산이

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대구도호부)읍을 창설할 때 돌거북을 만들어 산등성이에 남

으로 머리를 두고 북으로 꼬리를 두게 묻어서 지맥을 통하게 한 까닭에 연구라 한다.” 

거북으로 지맥을 연결하여 ‘연구산’이 된 것이다. 왜 거북으로 지맥을 연결한 걸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장 최원석 교수는 풍수에서 북쪽을 상징하는 거북(북-현무)을 

통해 대구 고을의 북쪽 산줄기를 보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대구는 분

지 지역이다. 외곽에는 사방으로 큰 산들이 대구를 둘러싸고 있으나, 조선시대 금호

강 아래 대구부에는 진산으로 내세울 만한 큰 산이 없었다. 해발 65m의 낮은 언덕이 

연구산이라는 이름을 얻어 대구의 진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셋째는 화기를 막는 비보의 용도라는 것이다. 대구 남쪽의 앞산과 용두산, 수도산

으로 이어지는 화맥에 물을 상징하는 거북을 두어 불을 막는데 이용했다고 한다. 이 

고장이 화산지대여서 비슬산을 비롯한 수도산, 연구산 등에 불이 자주 나 피해가 심

했다고 하니 이해가 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넷째는 기우제를 지낼 때 제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돌거북을 만들어 놓은 

곳은 옛날 성황당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평리의 사직단, 침산의 여제단과 함께 도

시 개발 과정에서 없어질 때까지 귀암은 기우제를 지냈던 곳으로 서거정의 시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거북바위는 머리와 꼬리의 방향이 바뀌어 오

랫동안 방치되었다. 대구 사람들 중에는 대구의 크고 작은 화재와 재난이 이 때문이

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있었다. 불안한 여론은 연구산 돌거북의 위치를 바로잡은 동

기가 되어 2003년 11월 ‘달구벌 얼 찾는 모임’에서 지금과 같이 위치를 바로잡았다. 

거북바위의 용도가 어찌됐든 연구산이 대구의 진산이며, 대구를 지키는 산인 까닭

에 서거정은 연구산의 구름을 보며 기원을 담았는지도 모른다. 봄 가뭄에 무심히 다

가온 구름에 비를 바라고, 구름이 땅 위의 생명을 위해 단비를 내려줄 거라는 마음에

서 서거정의 애민정신이 엿보인다.

서거정과 도연명의 '운출무심'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옅게 깔렸지만 비가 올 정도는 아니다. “구름이 

무심히 나온다”는 ‘운출무심(雲出無心)’은 중국 동진의 풍류시인 도잠의 ‘귀거래사(歸

去來辭)’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잠은 도연명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41세 

때 팽택현령에 제수되었으나, 쌀 다섯 말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며 관직을 버리고 고

향인 시골로 돌아오는 심경을 ‘귀거래사’라는 시로 읊었는데, 내용 중에 “구름은 무심

히 산골짝에서 나오고 새는 나는데 지쳐 둥지로 돌아오네(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

1. '대구십영'의 장소임을 알리는 시비  2. 방치되었던 연귀산 돌거북을 찾아 위치를 바로잡은 '달구벌 얼 찾는 모임'의 기념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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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라는 표현이 있다. 물론 서거정의 ‘운출무심’과 도잠의 ‘운출무심’은 의미가 다르

다. ‘귀수춘운’의 구름은 무심한 듯 피어오르지만 천지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있어 대지를 적시는 단비를 내려주는 ‘유심한’ 은혜와 공로가 있는 존재다. 서거정

은 다른 지역의 유람시에서도 ‘무심한 듯 유심한’ 구름의 성격을 노래했다.  

초도의 봄 구름(椒島春雲)

해상의 높은 산은 벽옥잠이 솟은 듯한데 (海上鼇峯聳碧簪) 

한가로운 아득히 엷은 그늘을 펼치네 (閑雲漠漠弄輕陰)

봄이 되어 때맞춘 비를 기분 좋게 지어주니 (當春好作知時雨) 

무심한 듯하나 또한 유심하구나 (似是無心亦有心) 

첩첩 산봉우리의 갠 구름(疊嶂晴雲)  

높이 솟은 첩첩 산봉은 흡사 벽옥잠 같은데 (疊嶂高尖碧玉簪)

봄 구름 아득히 끼어 개었다 흐렸다 하더니 (春雲漠漠乍晴陰)

끝내 장맛비 이루어 뭇 초목을 살려내는구나 (會成霖雨蘇群槁)

무심한 듯하나 또한 유심하구나 (似是無心亦有心)

두 시는 서거정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읊은 시다. 하지만 땅 위의 뭇 생명들을 살리

려 비를 내리는 구름의 역할을 환기하면서 시의 마지막은 “무심한 듯하나 또한 유심

하구나”로 맺고 있다.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 시청 방면 우회전 → 909m 이동 → 대구국제공항 방면 좌측 고속

도로 진입 → 6.7km 이동 → 대봉교지하차도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 우측 고속화도로 진

출 → 253m 이동 →  대봉교남단교차로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 우회전 → 809m 이동 → 건

들바위네거리에서 시청 방면 우회전 → 501m 이동 → 대구향교 방면 좌회전 → 232m 이동 → 

명륜로23길 우회전 → 100m 이동 → 대구제일중학교 

Travel + ‘향교는 살아 있다.’ 대구향교

대구향교는 1398년(태조 7)에 대구 교동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재건과 이전을 반복하다 

1932년 지금의 자리로 옮아왔다. 세워진 지 6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교육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일 년 내내 남녀노소, 시간과 계절에 맞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가 운영된다. 평상시에는 초·중·고생을 위해 창의인성체험교실을 운

영한다. 여성유도회에서는 여성을 위해 다도와 전통예절, 기초한문을 교육한다. 좀 더 깊

이 있는 유교문화 체험을 원하는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명륜대학에서 소학과 사서, 경전 

낭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의 유림과 향교 임원에게는 기로연을 실행하고 있으

며, 젊은이들을 위해 전통혼례와 관례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음력 2, 8월 상정일(上丁日)

에는 공자에게 올리는 춘추석전대제가 열린다. 질서 정연한 향교의 구조와 단정한 향교 

건물도 둘러볼 만하다.

 대구 중구 명륜로 112  053-422-8700   www.daeguhyanggy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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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학루의 밝은 달
鶴樓明月 학루명월 

一年十二度圓月 (일년십이도원월)   한 해에 열두 번 보름달이 뜨지만

待得仲秋圓十分 (대득중추원십분)   추석이 되어서는 한껏 더 둥그렇네

更有長風箒雲去 (경유장풍추운거)   긴 바람 불어와 구름을 쓸어가니

一樓無地着纖氛 (일루무지착섬분)   누각엔 작은 먼지도 붙일 곳이 없네

대구십영 : 제4영

한가위를 맞아 달맞이 간다. 

날아갈 듯 사뿐히 치켜올린 처마의 선이 학이 날개를 편 듯하고, 

밝은 달은 조명인 양 누각을 비춘다. 서거정이 티끌 한 점 없는 가을밤의 둥근 달을 보고 

그토록 감탄했던 곳, 금학루를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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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어린 시절 많이 부르던 동요 ‘달’이다. 매일 보는 달이건만 둥근 달은 신기했고, 한

가위 때 달맞이 가서 만난 보름달은 유난히 밝고 컸다. “한 해에 열두 번 보름달이 뜨

지만(一年十二度圓月) 추석이 되어서는 한껏 더 둥그렇네(待得仲秋圓十分)”라는 구

절에서 서거정의 마음도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서거정이 대구에서 추석 달맞이를 하러 간 장소는 금학루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

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1730년 대구판관 이세윤이 척금

루를 창건할 당시에는 있었고, 1760년대 발간된 <대구읍지>에는 없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금학루는 1730~1760년대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학이 춤추는 형상의 금학루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록을 통해 금학루가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는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대구도호부의 누정으로 금학루만을 소개하고 있다. 

대구읍의 행정과 지리, 풍속 등을 소개하는 <대구읍지>에도 누각 중에는 금학루

가 가장 먼저 소개된다. 조선시대 대구의 대표 누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학루는 어디에 있었을까.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금

학루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이들 문헌에는 객사 동북 모퉁이에 있었다고 한다. 객

사는 일종의 관사로 감영 안에 있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되어 중앙

에서 온 관료나 외국 사신이 머물렀던 곳이다.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던 수령이 거처

하는 관아와 이웃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외형은 크고 당당했다. 왕권과 중앙의 

지배권을 상징하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객사 가운데 부분인 정당(正堂)에 전패(殿牌), 즉 왕을 상징하는 ‘전

(殿)’ 자를 써 넣은 나무패를 모셨고, 정당을 좌우의 익실보다 높게 지음으로써 건물

의 위세를 더욱 높였다. 1906년 경상도관찰사 박중양에 의해 대구읍성이 해체되면서 

경상감영의 당당했던 건물들도 하나둘 폐기되고 용도가 변화되었다. 경상감영의 옛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금학루 위치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대구부아에 있었던 건물이라는 주장이다. 

부아(副衙)는 감영이 있는 곳의 군아를 말한다. 대구부아는 현재의 중부경찰서, 종

로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대구부아가 대구감영 내에 있었지만 객사의 위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대구판관 이세윤이 시에서 “척금루는 매죽헌의 서쪽, 금

학루의 동쪽”이라고 표현한 것을 든다. 척금루와 매죽헌(대구부 안채)은 대구부아에 

금학루가 있었던 대구부 객사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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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건물이다. 달성서씨 문중의 달성도에도 금학루는 대구부 남서쪽에 표시되어 

있다. 1757~1765년(영조 33~41)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도 객사가 대구부아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여지도서>는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엮은 전국 읍지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경상감영의 객사와 대구

부아의 객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경상감영이 대구에 처음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 중인 1596년(선조 29)이다. 왜군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대구도호부가 주목받은 것이다. 하지만 1597년 정유재란 때 화재로 소실되면서 경상

감영을 안동으로 옮겼다. 왜란이 종식되자 경상감영은 1601년(선조 34) 다시 대구로 

옮아왔다. 안동은 교통이 불편하고 위치적으로 감영을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경상감영이 들어선 자리가 현재의 경상감영공원 일대다.

여기에 금학루가 대구부아에 있었다는 주장의 논거가 있다. 경상감영의 객사는 

1601년 새로 조성되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으며, <여지도서> 등에 나오는 객사

는 경상감영이 생기기 이전부터 대구부아에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주장이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지금까지 금학

루가 있었던 곳이 경상감영의 객사 동북쪽이라는 설이 정설로 여겨지니, 금학루의 실

체를 가늠하기 위해 경상감영공원으로 향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4번 출구로 나와 100m 정도 걸었을까. 우측에 고풍스

러운 건물과 함께 한가롭고 평온한 공원이 펼쳐진다. 조선시대 경상감영이 있었던 

경상감영공원이다. 표지석과 하마비, 기와건물 등이 자연스레 걸음을 멈추게 한다. 

권위적인 관아의 남문이나 높은 담벼락은 보이지 않는다. 공원이라는 이름답게 누구

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가 걷고 쉬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경상감영

공원은 발굴조사를 통해 경상감영의 중심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의 위치를 확인하

고, 1970년 그 위에 건물을 복원했다. 

금학루가 있던 자리에는 대안성당과 대구제일교회가 들어서 있다. 누각의 흔적은 

하나도 없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기록을 통해 상상해본 금학루는 평범한 누각은 아

니었다. <세종실록리지지>에는 “누각은 학이 춤추는 형상을 보인다. 누각에 오르면 

하나의 금(琴)과 한 마리 학(鶴)으로 인해 속세를 벗어나는 청량한 기운이 있다. 거문

고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는 서로 조화로워 운치를 더하고, 불어오는 남풍에는 속세

의 근심을 잊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경상감영은 1970년에 복원하였다.



2장 | 서거정이 노래한 ‘대구십영’

161160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읍에 금호(琴湖)의 이름이 있고, 누(樓)의 그림이 학이 춤추는 형상이니, 이 누

에 오르면 한 거문고와 한 학이 있어서 쇄락출진(洒落出塵, 쇄락은 물 뿌린 듯 

차고 모습이 깨끗한 것, 출진은 더러운 세상을 버리는 것)하는 기상이고, 성문화명(聲聞和

鳴, 성문은 학이 깊은 못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는 뜻, 화명은 학이 그늘에서 

우니 그 새끼가 화답해 운다는 뜻)하는 멋과 남풍해온(南風海慍, 순(舜) 임금의 거문고 가

락 '남풍가(南風歌)' 중에 “여름 바람의 향기로움이 우리 백성의 걱정을 풀어줄 만하다.”에

서 온 말)하는 즐거움이 있다. 금학으로써 그 누각을 이름 지음이 옳겠도다.

금학루는 상당히 멋있고 운치 있는 누각이었던 것 같다. 금호강과도 잘 어우러지

는 누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각 지붕의 처마선이 학이 날개를 편 듯 고운 곡

선으로 치켜 올라가고, 주변 풍경은 자연의 운치를 느낄 만하다. 서거정은 한가위의 

달 밝은 밤 금학루에서 금호강 변의 갈대가 바람에 쓸려가는 소리를 거문고 소리라 

여기며 시상을 떠올렸을 것이다. 바람이 거셀수록 세상은 더 깨끗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금학루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에 대한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다. 하나는 조선 초 인물인 강진덕의 것이다.

대구 땅 넓어도 사람 빽빽하고 (地大人居密)    

누각은 높아 시야가 훤히 트이네 (樓高眼界明)   

학은 높이 구름 사이로 날아가고 (鶴能雲共去)     

거문고 소리 달과 함께 맑구나 (琴與月俱淸)    

다른 하나는 일본 승려 경양의 칠언절구 시다.

  

그림 그린 들보의 나는 듯한 가에서는 학의 여윈 그림자를 보고 (畵棟飛邊看瘦影) 

붉은 난간의 굽은 곳에서는 거문고의 남은 소리를 듣네 (朱欄曲處聽遺音)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천년의 모습이요 (淸風明月千年態) 

흐르는 물 높은 산은 태고의 마음일세 (流水高山太古心)    

대구가 군(郡)이었던 세종 때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를 지내고 강릉부사, 대사

간, 대사성을 거쳐 이조판서까지 오른 금유(琴柔)도 격무 중에 금학루에 올라 한숨을 

돌리며 관료생활을 반성하고 다시금 선정을 베풀 것을 염원하고 다짐했다. 

1. 경상도 관찰사와 대구판관의 선정비  2. "절도사 이하는 모두 말에서 내려라"는 경상감영의 하마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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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대구 근대화의 여정, 대구근대역사관

대구근대역사관은 경상감영이 있었던 전통도시 대구가 어떻게 해체되어 근대도시로 변

화해 갔는지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다.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되었으

며,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되었다. 2011년 1월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박물관에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체험실, 문화강좌실 등을 갖추

고 있으며, 각 전시공간에는 근대 이행기 대구의 모습과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

양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대구읍성과 경상감영의 파괴, 국채보상운동, 3·1운동, 6·25

전쟁과 2·28민주운동, 삼성과 대구 등 한말 이래 대구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과 장면을 

요약하여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양식의 이국적인 외관과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대구시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다.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67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053-422-8700  www.daeguhyanggyo.org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금호JC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창원 방면 우측도로 → 1.0km 이동 → 중

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서대구IC 진출 → 1km 이동 → 서대구공단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입 → 

5.8km 이동 → 종로에서 우회전 → 473m 이동 → 대구근대역사관 좌회전 → 187m 이동 → 경상

감영공영주차장 

고을 다스리느라 피곤하였는데 (爲郡身瘦倦)   

누각에 오르니 시야가 훤히 트이네 (登樓眼豁明)     

금호강엔 새로운 물 가득 흐르고 (琴湖新水滿)    

누각엔 여름 바람 맑기도 하네 (鈴閣暑風淸)     

감히 예악의 다스림 바랄 뿐 (敢望絃歌治)   

벼슬살이의 영광 자랑하지 않으리라 (休誇組綏榮)  

삼년 동안 조금의 공적도 없으니 (三年無寸效)   

붓 잡고 속정만 읊을 뿐이네 (操筆謾含情)    

서거정 말고도 여러 문인이 금학루를 읊은 것으로 볼 때 당시 꽤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이 없었을 테니 누각은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이었고, 덕분에 대구

의 풍광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가을바람 솔솔 부는 누각

에 올라 달 구경도 하고, 달빛 아래 펼쳐지는 대구의 야경도 감상한다면 누구라도 시

상을 떠올리지 않을까. 더욱이 학이 구름 속을 날고, 거문고 소리가 들려오니 가을밤 

서정을 만끽하기에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서거정도 금학루에 올라 너른 대구 땅의 풍광을 즐기고 달 밝은 가을밤에 달구경

도 했으리라. 금학루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과 유난히 크고 밝은 한가위 둥근 

달을 보며 그 청명함으로 인해 “누각엔 작은 먼지도 붙일 곳이 없네(一樓無地着纖氛)”

라고 읊었다. 높은 가을 하늘에 바람이 세게 한 번 불어 달을 가렸던 비구름을 싹 걷어

냈다. 비로소 달의 밝은 기운이 자신이 서 있는 누각과 온 조선 땅 가운데 맑게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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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에 피어난 연꽃
南沼荷花 남소하화

出水新荷疊小錢 (출수신하첩소전)   물 위의 새 연잎 동전 포갠 듯하더니 

花開畢竟大於船 (개화필경대어선)   꽃이 피자 마침내 배보다 더 크다네

莫言才大難爲用 (막언재대난위용)   너무 커서 쓰기 어렵다 말 하지 말게 

要遣沉痾萬姓痊 (요견침아만성전)   만백성 고질병을 고칠 수 있으리

대구십영 : 제5영

대구의 남쪽 연못 가운데 커다란 연꽃이 활짝 피었다. 

수많은 시인 묵객이 연꽃을 보며 불심이나 순결한 군자의 성정을 노래했지만, 

서거정은 새하얀 연꽃의 아름다움과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주목했다. 

백성을 위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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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에 연꽃이 활짝 피었다. 물가에 피는 꽃 중 연꽃만큼 사람을 불러오는 것도 없

다. 연꽃이 필 때면 이를 구경하려고 전국에서 모여든다. 그래서 연꽃 구경 왔다가 스

스로 연꽃이 되어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짓는다.

서거정이 본 남소의 연꽃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연잎은 둥근 방석처럼 물 위에 떠 

있고, 물속에서 솟아난 연대에 걸린 연꽃은 활짝 폈다. 바람이 불어와 연꽃을 흔들어

대면 은은한 향이 호수 가득 퍼진다. 누구라도 그대로 가져다가 방에 걸어두고 오래

도록 보고 싶어 할 풍경이다.

연꽃의 용도는 관상용에서 그치지 않는다. 백성을 위한 약재로도 사용된다. 아름

다운 것을 보면서 백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서거정의 마음을 “만백성 고질병을 고칠 

수 있으리(要遣沉痾萬姓痊)”라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대구가 그의 고향이라 더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연꽃이 보기에도 예쁘지만 약으로도 쓰인다는 

내용은 한유의 시 ‘고의(古意)’에서도 보인다. 

태화산 꼭대기 옥정에 핀 연꽃 (太華峰頭玉井蓮)   

꽃이 피면 열 길 되고 뿌리는 배만큼 크네 (開花十丈藕如船)  

차갑긴 눈서리 같고 달기는 꿀 같아서 (冷比雲霜甘比蜜)    

한 조각만 입에 넣어도 묵은 병 낫는다네 (一片入口沈痾痊)   

내 그것을 구하고자 먼 길도 꺼리지 않으나 (我欲求之不憚遠)  

푸른 절벽에 길이 없어 기어오르기 어렵다네 (靑壁無路難夤緣)  

어이하면 긴 사다리 구해 올라가 열매를 따서 (安得長梯上摘實)  

일곱 우물에 심어 뿌리와 줄기 무성하게 할까 (下種七澤根株連)  

한유는 당나라 시인이다. 서거정은 “훌륭한 문장으로는 당나라의 한유, 유종원과 

송나라의 구양수, 소식만 한 이가 없습니다.”라며 한유를 높게 평가했다. 그의 영향

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거정의 저술 곳곳에서 한유의 문장을 인용한 부

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소하화’에도 ‘고의’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 보인다. 

“꽃이 피자 마침내 배보다 더 크다네(花開畢竟大於船)”는 “꽃이 피면 열 길 되고 뿌

리는 배만큼 크네(開花十丈藕如船)”와 비슷하고, “만백성 고질병을 고칠 수 있으리

(要遣沉痾萬姓痊)”는 “한 조각만 입에 넣어도 묵은 병 낫는다네(一片入口沈痾痊)”와 

비슷하다.

한유가 말한 연꽃의 약효를 서거정은 백성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발전시켰

다. 백성의 무병을 바라는 그의 마음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남소 위치에 대한 논쟁

‘남소하화’에서 말하는 남소는 남쪽에 있는 연못이다. 남소란 남쪽 못이란 뜻. 서문

시장 자리에 있던 천왕당지라는 설도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영선시장이 들어서기 전

에 있었던 영선못이라고 말한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선시장을 남소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구부의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50여 년 전만 해도 영선못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도

로 확인해보면 영선시장은 경상감영공원의 선화당에서 정남쪽으로 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달성공원과 함께 대구의 대표적인 유원지였다. 

대구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최계복의 ‘영선못의 봄’은 수양버들 푸르른 시기에 사람



2장 | 서거정이 노래한 ‘대구십영’

169168

들이 영선못에서 여유롭게 뱃놀이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다. 겨울에는 빙상경기대회

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다. 1938년 동아일보에는 스케이트 선수들이 꽝꽝 언 영선

못 위를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대구의 원로사진가 김일창 씨는 한 지

역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영선못에서 얼음을 지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사진으

로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게 무척 아쉽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영선못은 1970년 무

렵 완전히 매립되었다. 그 위에 영선시장이 들어섰다. 영선시장 입구에 영선못 터 표

지석이 서 있다. 

서거정 당대의 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물론, 18세

기 후반의 <대구읍지>에도 영선못 관련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12년에 걸쳐 큰 못

을 조성했더니 큰 경사가 났다.’는 영선못 조성에 관한 설화도 ‘조선 말엽’이라는 버전

이 있는 것을 보면 영선못은 비교적 후대에 조성된 연못으로 보인다. 즉 남소하화의 

남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1. ‘대구십영’의 남소로 추정되는 영선지가 있었던 영선시장 일대  2. 영선시장은 서민들의 소소하고 정겨움이 있는 전통시장이다.

영선시장 입구에 세워진 영선못 표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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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의 남소 후보지는 달서구 두류공원에 있는 성당못이다. 이곳을 남소로 주

장하는 근거는 대구부의 남쪽에 있으면서도 서거정 당대의 기록에 ‘성당(聖堂)’이라

는 현재의 지명이 보인다는 점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큰 제방이 네 개니, 성

당, 불상, 둔동, 부제이다.”라고 적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성당지. 대구

부 남으로 10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대구읍지>에는 “성당제. 서하하(西下下)에 

있다. 둘레가 3,290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4,295척 둘레의 

‘대불상제’ 다음으로 큰 못이다. 성당못은 지금도 큰 못이지만 당시에도 대구를 대표

하는 대규모 저수지였던 것이다. 

성당못은 두류공원 남쪽 초입에 있다. ‘문화예술회관’ 정류장과 닿아 있으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2번 출구에서 600m 5분 거리다. 넓은 못 둘레에는 덱 

산책로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어 천천히 쉬어가면

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성당못의 둘레길인 ‘성당못 두리길’의 총 거리는 765m이고, 

<대구읍지>에 기록된 성당못의 둘레는 3,290척이다. 조선시대의 자는 그 용도에 따

라 1척의 길이가 달랐지만, 1척을 약 30cm로 계산한다면 조선시대 성당못의 둘레는 

약 987m로 지금보다 200m 정도 더 크다. 

대구 지역 연구자들은 경상감영공원에서 서남쪽으로 4km정도 떨어진 성당못을 

오랫동안 남소하화의 남소로 여겨왔다. 오늘날까지도 커다란 못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근

래에 꼼꼼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남소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남소는 대구부 서쪽 ‘천왕당지’라는 연못이라는 주장이다. 천왕당

지는 1922년 매립되었고 그 위에 서문시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남소가 천왕당지라는 주장은 ‘남소(南沼)’라는 지명에서 출발한다. 조선 후기에 발

행된 여러 지도에 ‘남소’ 혹은 ‘남지(南池)’라는 지명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1750년대

에 제작된 ‘해동지도’에는 남소라는 지명이 두렷하게 보이며, <여지도>에도 남소라

고 표기되어 있다. <달성 서씨 학유공파보>에 수록된 ‘달성도’에도 남소라는 지명이 

있으며, <지승>에는 남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도회 좌통지도>에는 지명 없

이 그림으로만 못을 표시했다. 

이들 문헌은 조선 후기에 이곳을 남소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

데 지도에서 보면 남소의 위치는 대구부의 남쪽이 아닌 서쪽 지역이다. 그렇다면 첫

째, 왜 대구부 서쪽에 있는 못을 남소라 했는지 밝혀야 하며, 둘째 대구부 서쪽의 남

소가 서거정 때부터 있었던 못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지도에 표시된 

남소가 천왕당지가 맞는지, 즉 언제 어떤 이유에서 남소를 천왕당지라 불렀는지를 

해결해야 한다. 

방위상으로 보면 서문시장의 위치는 대구부, 즉 경상감영지의 남쪽이라기보다 서

쪽이라고 표현해야 더 적절하다. 연구자에 의하면, 서거정이 ‘대구십영’을 읊었던 조

선 전기만 하더라도 대구의 중심은 달성 서씨가 세거했던 달성이었기에 달성 남쪽에 

있는 못을 남소라 했다고 한다. 이는 남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대구 동산은 

분명 대구부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지만, 대구의 문헌과 오늘날 대구 사람들은 이를 

‘동산(東山)’이라 명명한다. 달성을 기준으로 지명을 붙였기 때문이다. 

서거정의 당대 기록에도 천왕당지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

승람>에 ‘연화제’라는 이름이 나오고, 1800년경 송환기의 기록 <성원현록>에 세종

대 달성에 세거했던 서침과 관련하여 ‘연신지(蓮信池)’와 ‘신지(新池)’라는 지명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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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대구의 밤을 풍성하게 하는 서문시장 야시장

서문시장에는 총거리 350m에 달하는 대형 야시장이 선다. 80개의 매대에 차돌박이야키

소바, 스시가스나, 버터왕문어다리, 랍스타벅스, 홍콩육포, 치즈떡갈비스테이크, 와인치즈

닭꼬치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 돌고 재미난 먹거리와 향초, 디퓨저,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추억의 소품과 뽑기, 캐리커처 등 다양한 쇼핑거리와 체험할 것이 가득하다. 먹거리는 퓨

전&글로벌, 한국전통식, 스트리트 푸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며, 주전부

리가 아니라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시내 중심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7층 규모

의 주차타워와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 있어 접근성이 좋다. 2016년 6월에 개장

했으며 1년 365일 문을 연다. 

서문시장 야시장 영업시간 

3~11월 : 일~목요일(19:00~23:30), 금~토요일(19:00~24:00) 

12~2월 : 일~목요일(19:00~22:30), 금~토요일(19:00~23:30)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45  053-256-6341   www.nightseomun.com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 시청 방면 우회전 → 909m 이동 → 시청 방면 좌측 고속도로 진

입 → 6.7km 이동 → 건들바위네거리 방면 우측 고속화도로 진출 → 253m 이동 → 건들바위네

거리 방면 우회전 → 809m 이동 → 남구청 방면 좌회전 → 281m 이동 → 이천로27길 우회전 → 

144m 이동 → 이천로25길 우회전 → 282m 이동 → 중앙대로48길 좌회전 → 112m 이동 → 영선

신시장 공영주차장 

장한다. 연신지와 신지는 1760년대 <대구읍지>와 1899년 <대구읍지>에도 나타난

다. “연신제. 서상에 있다. 둘레가 1,527척이다.” 이에 의하면 연신지와 신지(연신신

지)의 위치는 서상으로 대구부의 서쪽이다. <대구읍지>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연화

지, 연신지, 연신신지 셋 중에 하나가 남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해동지도’에는 남소

라는 지명이 지도 위에 등장하나, ‘연화지’라는 지명은 지도 위에 없고 지도 밖 여백에 

참고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연화지는 남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연신지와 연신신지가 남는데, 1760년대 <대구읍지>에는 연신지가 두 번 기록되어 

있고, 1899년 <대구읍지>에는 두 개의 연신지가 ‘연신지’와 ‘연신신지’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곳이 서거정이 읊은 남소였는지 명확히 추측하기 어

렵고, 단지 두 못은 가까운 곳에 있었으리라 추정할 뿐이다. 

남소가 천왕당지라는 이름으로 바뀐 시기와 사연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조선 

후기의 지도에 달서문 밖 달성 아래의 못이 ‘남소’라 표시되어 있고, 1905년 대구부 

지도에 같은 못을 ‘천왕당지’라고 쓴 것을 볼 때 ‘해동지도’가 발행된 1750년대부터 

1905년 사이에 남소가 천왕당지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만은 확실하다. 천왕당지는 

1922~1923년에 매립되었고, 달서천 변에 있었던 대구장이 옮아오면서 서문시장이라

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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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의 측백나무 숲 
北壁香林 북벽향림 

古壁蒼杉玉槊長 (고벽창삼옥삭장)   옛 벽 푸른 측백나무 옥창같이 길고

長風不斷四時香 (장풍부단사시향)   긴 바람 끊임없어 사시에 향기로워라 

慇懃更着栽培力 (은근경착재배력)   은근히 정성 모아 힘들여 가꾼다면

留得淸芬共一鄕 (유득청분공일향)   맑은 향 머물러 온 고을에 가득하리

대구십영 : 제6영

서거정은 ‘대구십영’ 시제에 대구(對句)를 썼다. 구름과 달(귀수춘운과 학루명월), 

남과 북(남소하화와 북벽향림), 만남과 이별(동사심승과 노원송객) 등이다. 

‘북벽향림’은 ‘남소하화’의 대구시(對句詩)인 셈이다. 북벽향림은 도동 측백나무 숲이다. 

측백나무의 푸른 향에 이끌려 도동 향림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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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동 측백나무 숲을 비롯해 

경북 영양, 충북 단양 등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측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음이 밝혀졌

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한국 자생 측백나무 숲의 남방한계선인 것이다. 측백나무는 

4월에 꽃이 피고, 9~10월에 열매를 맺는 상록침엽교목이다. 추위와 건조, 공해를 잘 

견디고 그늘에서도 자라며 특유의 향에 잎에는 지혈 효과가 있어 관상용이나 조경용

은 물론 약재와 향 재료로도 널리 사용된다. 

향림을 대상으로 시회를 열다

서거정이 북벽 측백나무를 보고 감탄해 ‘북벽향림’을 지은 것처럼, 대구에는 향림

을 평생 사랑방으로 삼고 시회를 연 사람들이 있다.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 회원들

이다. 

측백나무 숲 표지판 앞에 세워진 안내문에 따르면, 향산 북쪽 중턱에 구로정이 있

었다. <향산기>에는 구로정에 대해 19세기 초엽 인근에 살았던 아홉 명의 노 선비들

이 시회를 열었던 곳이라고 설명한다. 구로회 선비 9명은 최운경, 채정식, 도윤곤, 곽

종태, 최완술, 채준도, 곽치일, 서우곤, 서영곤 등이다. 

향산구로회는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772~846)의 향산구로회를 본뜬 것이다. 

백거이는 말년에 향산에 살아 ‘향산거사’로 불렸다. 향산은 낙양 용문석굴 건너편 강

가에 있다. 백거이의 시집 <백향산시집>의 ‘칠노회시병서’에 의하면 845년 3월 24일 

호고, 길민, 유진, 정거, 노진, 장혼 등이 향산에 있는 백거이의 집에 모였다. 향산구로

회의 시작인 셈이다. 7명의 노인들은 상치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지역의 존장들을 초

‘북벽향림’은 북쪽 절벽의 향기로운 숲을 말한다. 대구 시내에서 팔공산으로 가다

가 불로동 지역의 불로교에서 불로천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계곡 절벽에 자생하는 

측백나무 군락을 볼 수 있다. 

북벽은 제5영 ‘남소하화’의 남소와 위치적으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조선시대 대구

에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 방위는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경상감영을 중심

으로 ‘남소’는 남쪽에 위치하고, ‘북벽’은 북쪽에 위치한다.

서거정의 ‘북벽향림’으로 북벽의 측백나무 숲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당시에도 측백나무가 ‘옥삭(玉槊)’같이 길다고 했다. 옥삭은 ‘벽옥의 창대’ 같다는 

뜻이다. 원래 대나무를 비유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측백나무를 말한다. 계곡과 절벽, 

측백나무 숲이 어우러진 풍경도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같다. 그렇기에 일 년 내내 푸

르렀던 측백림의 청량함과 향기를 칭송하며 이를 “긴 바람 끊임없어 사시에 향기로

워라(長風不斷四時香)”고 했고, “맑은 향 머물러 온 고을에 가득하리(留得淸芬共一

鄕)”라고 노래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대구와 경주를 잇는 길에 있었다고 한다. 절

벽 아래를 흐르는 계곡물과 아름다운 경치를 이뤄 길을 오가던 행인들은 피로를 덜 

수 있었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은 1962년 12월 3일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

다. 수천만 년 동안 불로천이 흐르고 흘러 깎아놓은 100m 남짓의 절벽을 만들었으

며, 면적 3만 5,603㎡, 높이 100m, 너비 600m 안팎의 절벽에 높이 5∼7m의 자생 측백

나무 7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측백나무를 포함해 소나무와 느티나무, 말채나무, 

물푸레나무, 회화나무도 함께 서식하고 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천연기념물 지정 전까지 측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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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 대접하고 시가를 지으며 교유하였다. 그해 여름 이원상과 승려 여만이 합류

하면서 구로회(九老會)가 되었다. 

대구의 향산구로회도 백거이의 향산구로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회로 모였고, 

문집도 남겼다. 문집에 의하면 향산을 중심으로 평소 가깝게 교유했던 노인들이 

1873년(고종 10) 3월 15일에 시작했다. 9명의 노인 중 가장 웃어른은 최운경, 채정식

으로 1817년(순조 17)생이고, 가장 연소한 사람은 1831년생 서영곤이었다. 이 때문

에 안내문에는 구로회를 ‘19세기 초엽’의 시회라고 설명한 것 같다. 그러나 구로회는 

1873년에 처음 조직되었고 문집은 1890년(고종 27)에 만들었다. 그러니 구로회의 결

성과 활동시기를 19세기 초엽이 아닌 후반으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도동 측백나무 숲 표지판과 안내문, 포토존이 있는 천변에서 관음교를 건너 끝자

락에 서면 측백나무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절벽에 서식하고 있는 측백나무 군

락에는 들어갈 수 없다. 관음교를 지나면 관음사 앞마당이다. 

안내문에 의하면 670년(문무왕 10)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고려 광종(재위 

949~975) 때에 중창하고 1933년 해인대사가 중수한 사찰이라고 한다. 근래에 불사

를 일으켜서 그런지 고찰의 분위기는 느끼기 힘들다. 

관음사 마당 우측에는 향림 뒤편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30m 남짓의 짧은 계단 

끝에 작은 암자 관음전이 있다. 측백나무 숲이 있는 바위산, 일명 ‘향산’의 옛 이름은 

‘나가산(羅伽山)’이다. <대구읍지>는 나가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부의 북쪽으

로 20리쯤에 있다. 가파른 절벽과 향기로운 숲이 있고 벼랑에 매달린 듯한 고암(古

菴)이 있다. 세칭 향암이라 한다.” 향암이 관음전이다. 1760년대 발간된 <대구읍지>

에 ‘고암’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역사는 이백 년을 훌쩍 넘는다. 

1

2

1. 북벽향림 아래 조성된 관음사  2. <대구읍지>에는 ‘향암’으로 소개된 관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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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무덤 아닌 최고의 공원, 불로동 고분군 

도동 측백나무 숲 가까운 곳에 불로동 고분군이 있다. 사적 제262호로 삼국시대인 5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무덤의 주인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토착 지배세력

의 집단으로 보인다. 크고 작은 고분 210여 기가 낮은 구릉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고분은 

지름 15∼20m, 높이 4∼7m 정도가 보통이다. 근래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팔공산 올레길

과 연결되면서 대구의 훌륭한 걷기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날씨 좋은 화창한 날이면 언제 

걸어도 좋은 공원이지만, 불로동 산책의 하이라이트는 붉은 노을이 깔리며 하루가 저무는 

때이다. 언덕에 서면 대구 분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5~6월 노란 금계국이 필 때면 고분군

은 더욱 화사해진다.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도동JC → 팔공산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입 → 560m 이동 → 새만금포항고속

도로 팔공산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출 → 590m 이동 → 팔공산TG → 1.2km 이동 → 이시아폴리

스 방면 우회전 → 278m 이동 → 도평로 우회전 → 2.3km 이동 → 도동 측백나무 숲  

나가산의 관음전에 올라도 향림을 자세히 볼 수 없다. 나무에 가려 암자의 전망이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서거정이 감탄하고 노래했던 유서 깊은 숲에 안

겨 있다는 사실 하나로 묘한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측백나무 숲 입구에서 관음교를 

건너 천천히 암자에 올라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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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의 승려를 찾아가다
桐寺尋僧 동사심승 

원상초제석경층 (遠上招提石逕層)   멀리 절 오르는 층층의 돌계단 길

청등백말우오등 (靑縢白襪又烏藤)   푸른 행전 흰 버선에 검은 지팡이로다

차시유흥무인식 (此時有興無人識)   이 시절 흥겨움을 아는 이 없으리니

흥재청산부재승 (興在靑山不在僧)   청산에 흥이 있지 스님에게 있지 않네 

대구십영 : 제7영

‘동사심승’은 한 장의 수묵화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시의 배경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하얀 버선에 푸른 바랑을 둘러메고, 

검은 등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노승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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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십영’ 중 시의 무대가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곳은 몇 곳 되지 않는다. 

제7영 ‘동사심승’은 대구 동구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가 시의 배경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사찰이니만큼 동화사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동화사 창건

설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절 이름인 ‘동화(桐華)’, 즉 오동나무 꽃과 관련된 설

화다. ‘동화사사적비’에 의하면 동화사는 493년(신라 소지왕 15)에 극달화상이 유가

사(瑜伽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그 후 832년(신라 흥덕왕 7) 심지대사가 절을 

중창했는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절 주위에 오동나무 꽃이 활짝 피어서 절 이름을 

‘동화사’로 고쳤다고 한다. 

극달화상이 동화사의 전신 유가사를 창건했다는 493년은 신라의 불교 공인 이전

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교계는 심지의 중창을 동화사의 실질적인 창건으로 보

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심지대사의 간자(簡子)와 관련된 이야기다. 간자는 미륵보살로부터 

계(戒)를 받았다는 의미의 대나무 징표를 말한다. <삼국유사>에는 진표율사가 영

심대사에게 전했던 불간자(佛簡子)를 심지대사가 다시 받은 뒤에 팔공산에 와서 불

간자를 던졌는데 간자가 떨어진 곳에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금도 이를 

기념해 동화사 칠성각 앞마당에 있는 수령 200년의 오동나무를 ‘심지대사 오동나무’

라 부르고 있다. 

<대구읍지>에는 두 번째 설화만 수록되어 있다. “동화사. 부의 북쪽 50리 팔공산 

한가운데에 있다. 도사(道士)가 점치는 간자(簡字)를 던졌는데, 오동나무 숲속의 작

은 우물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짓고 동화사라 이름하였다.” 두 창건설화 

모두 심지대사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동화사의 실제적인 창건자인 심지대사는 신

대구의 대표 사찰인 동화사 전경

라 제41대 헌덕왕의 아들로 15세에 출가하여 팔공산에서 수도에 정진하던 중 영심대

사로부터 간자를 받고 동화사를 창건한 것이다. 

동화사와 관련된 유명한 역사는 왕건(877~943)과 견훤(867~936)이 맞붙었던 ‘공

산전투’다. 공산전투는 동수대전(桐藪大戰)이라고도 한다. 동수는 ‘오동나무 수풀’로 

동사(桐寺), 즉 동화사를 의미한다. 공산전투는 팔공산의 중심인 동화사 일대에서 벌

어졌다. 이 전투에서 왕건은 견훤에게 대패했다. 당시 동화사는 견훤과 깊이 밀착되

었던 진표율종(眞表律宗), 즉 백제계 법상종 사찰이었다. 동화사는 신라의 영토 안에 

있었던 견훤 세력의 근거지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동화사는 공산전투 때 견훤을 지

원했다. 동화사의 지원을 받은 견훤은 5,000여 명에 달하는 왕건의 정예 군사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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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멸시킬 수 있었다. 왕건은 팔공산 일대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을 겪었고, 

자신의 두 팔과 같은 장수인 신숭겸(?~927)과 김락(?~927)을 잃고 제 목숨만 겨우 부

지하여 허위허위 팔공산을 도망쳐 나왔다. 

팔공산 제일의 사찰

동화사는 팔공산의 여러 사찰 중에서도 대장격이다.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 

대구 시내에서 30분, 팔공산 동화사지구의 동화문을 지나 동화사로 간다. 300m 남

짓 짧은 길 중간에 좌측 팔공산 쪽으로 부도군이 보인다. 주차장에서 그리 멀지 않

으니 주차 후 잠시 들렀다 가도 좋다. 사찰 입구에 있는 보물 제243호 동화사 마애

여래좌상을 보고 싶으면 동화교에서 우회전해 동화사의 일주문인 봉황문을 거쳐 

동화사로 오르면 된다.

마애여래좌상은 동화사의 실제적인 창건자인 심지대사가 정과 망치를 들고 직접 

조각했다는 말이 전해온다. 마애여래좌상에서 동화사 앞마당까지 거리와 경사가 만

만치 않은 단점이 있지만, 계곡의 운치를 느끼며 걷기에 훨씬 좋다. 수고를 줄여 마애

불좌상을 보는 방법은 동화사를 아래서부터 올라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동화사지

구에서 동화문을 통해 들어간 뒤 동화사 위쪽을 둘러보고 마애여래좌상 쪽으로 내려

가는 것이다. 

동화사지구 주차장에서 작은 언덕을 하나 넘으면 동화사 앞마당으로 연결된다. 

문화유산해설사 부스를 지나니 우측으로 동화사의 사천왕문 용호문이 있고, 좌측에

는 봉서루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천년고찰 동화사에는 걸출한 스님이 많았는데, 

동화사의 약사여래대불. 일명 ‘통일대불’이라 불린다. 높이 33m, 무게 5천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상이다. 

보물 제 234호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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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 유정(惟政 1544∼1610)을 손꼽을 수 있다. 임진왜

란 때 유정은 영남도총섭으로 동화사에서 승병을 지휘했다. 봉서루 뒤편 대웅전 쪽

에는 ‘영남치영아문’의 현판이 걸려 있다. 

봉서루를 지나면 동화사의 핵심 지역인 대웅전 구역이다. 팔공산의 중심은 동화

사고, 동화사의 중심은 대웅전이다. 대구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은 팔공산을 

대표하는 법당이다. 대웅전 앞에는 불탑이 없다. 그래서 여행자의 시선은 대웅전에 

집중하게 된다. 단아한 동화사의 대웅전은 조선 영조 때인 1727년에서 1732년 사이

에 건립되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몸채에 겹처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대웅전에서 봉서루와 용호문을 지나 돌계단으로 내려간다. 동화사의 약사여래대

불, 일명 ‘통일대불’을 보러 가는 길이다. 약사여래대불은 좌대 높이만 13m, 석불 전

체 높이는 33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상이다. 무게만 해도 불상 2,000 톤, 좌

대 3,000 톤 합하여 5,000 톤이다. 규모가 커서 석불에 가까이 갈수록 부처님을 올려

다 볼 수밖에 없다. 멀리서 석불의 전체 모습을 보고 싶거나 감히 통일대불과 눈높이

를 최대한 맞추고 싶다면 통일대불 앞 통일대전 2층에 올라서 거리를 두고 석불을 감

상하면 된다. 

약사여래대불에서 사천왕문인 용호문과 대웅전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 올라

간다. 통일대불을 보러 내려왔던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 것이다. 이유는 서거정이 “멀

리 절 오르는 층층의 돌계단 길(遠上招提石逕層)”이라고 읊은 계단이기 때문이다. 혹 

계단을 올라 절로 향하는 스님을 보게 된다면 500여 년 전 서거정이 ‘동사심승’으로 

읊은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Travel + 동화사의 색다른 체험, 사찰음식 체험 

동화사는 다양한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화사 사찰음식 체험에는 

‘나는야 요리사’, ‘자연건강밥상 만들기’, ‘정기강좌’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야 요리사’는 사

찰음식 체험 후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동화사를 돌아보는 투어 연계 프로그램이다. 초

중고생 10명 이상부터 체험이 가능하며 체험비는 5,000~만 5,000원이다. ‘자연건강밥상 

만들기’는 기업체나 외국인 유학생, 여행사 팸투어 체험 등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

로그램으로 자연의 맛과 향기가 가득한 사찰을 만드는 체험이다. 10명 이상부터 체험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30만원이다. ‘정기강좌’는 3개월(12주) 과정으로 초급ㆍ중급ㆍ고급 전

문가반으로 나뉜다. 이론수업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강좌를 진행

한다. 수강료는 40만원이다.  

 대구 동구 동화사길 1  053-980-7977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도동JC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입 → 1.5km 이동 

→ 팔공산IC → 이시아폴리스 방면 우회전 → 1.1km 이동 →  칠곡 방면 지하차도 진입 → 8.1km 

이동 → 동화사 방면 좌회전 → 3.7km 이동 → 팔공산로 좌회전 → 1.1km 이동 → 동화사 방면 우

회전 → 697m 이동 → 동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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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에 쌓인 눈
公嶺積雪 공령적설

公山千丈倚崚層 (공산천장의릉층)   천길 팔공산 층층이 험준한데

積雪漫空沆瀣澄 (적설만공항해징)   쌓인 눈 하늘 가득 이슬처럼 맑구나 

知有神祠靈應在 (지유신사영응재)   신사에 신령님 계심을 알겠거니

年年三白瑞豊登 (연연삼백서풍등)   해마다 서설 내려 풍년을 기약하네

대구십영 : 제9영

대구를 두 팔 벌려 감싸 안은 팔공산. 

층층이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하얀 눈이 내린다. 사위는 순백의 설원으로 화한다. 

자연이 만들어낸 백색의 아름다움은 상서롭기 그지없다. 

그 모습에 반한 서거정은 “신사(神祠)에 신령님 계심을 알겠구나!”라고 감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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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날리다 무겁게 내려앉은 눈이 팔공산을 뒤덮으니 온통 은빛이다. 이 세상

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바위 봉우리의 웅혼한 기상에 더해진 흰 

눈은 ‘천상의 극치’라 할 만하다. 오죽하면 서거정이 ‘대구십영’ 제9영 ‘공령적설’에서 

“쌓인 눈 하늘 가득 이슬처럼 맑구나(積雪漫空沆瀣澄) 신사에 신령님 계심을 알겠거

니(知有神祠靈應在)”라고 했을까. 

서거정은 팔공산에 눈이 쌓인 풍경을 노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름다운 

풍경은 기본이고, 그 속에는 풍년을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해마다 서설 내려 

풍년을 기약하네(年年三白瑞豊登)”에 나오는 ‘삼백(三白)’을 통해 알 수 있다. 삼백은 

납제 이전에 눈이 세 차례 내리는 것 또는 정월에 사흘 동안 내리는 눈을 말한다. 동

지 이후 세 번째 돌아오는 술일(戌日)에 지내는 제사를 납제(臘祭)라 한다. 농가에서

는 납제를 지내기 전까지 눈이 세 차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를 납전삼백(臘

前三白)이라고 한다. 제9영 ‘공령적설’은 제3영 ‘귀수춘운’처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

을 품고 있다.

팔공산은 대구의 상징이다. “천길 팔공산 층층이 험준한데(公山千丈倚崚層)”라는 

구절처럼 높다. 천 길까지는 아니라도 최고봉인 비로봉이 해발 1,192m다. 높은 것만 

아니라 품도 넓다.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쪽에 미타봉, 서쪽에 삼성봉이 날

개를 펼친 듯 넓게 솟아 있다. 지역적으로도 대구의 동구ㆍ북구를 비롯해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칠곡군ㆍ군위군 등 6개 시군에 걸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공산은 팔공산이라고도 일컫는데, 해안현에서 북으

로 17리에 있다. 신라 때에 부악(父岳)이라고 일컫고, 중악(中岳, 중국 숭산의 별칭)에 

비겨 중사를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구읍지>에는 대구도호부를 기준으로 

“부의 북쪽으로 50리쯤에 있다. 신라시대에는 부악이라 일컫고 중악이라 여겨서 중

사를 지내는 곳으로 삼았다.”라고 적혀 있다. 

중악은 신라의 오악(五岳) 중에서 ‘가운데 있는 큰 산’이라는 의미다. 신라는 삼국

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사방과 중앙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을 지정해 신라오악으로 삼

았다. 오악은 동쪽의 토함산(동악), 서쪽의 계룡산(서악), 남쪽의 지리산(남악), 북쪽

의 태백산(북악), 그리고 중앙의 팔공산(중악)을 말한다. 신라오악은 통일신라의 상

징적인 존재로 이곳에서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부악(父岳)이라는 이름에서 아버지(父)와 같이 크고 우뚝한(岳) 산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어머니와 같이 중생과 민초들의 염원을 들어주고, 핍박받는 이들을 숨겨주고 

팔공산을 오르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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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팔공산이 여덟 고을에 걸쳐 있다는 설이고, 셋째는 고려 태조 왕건의 여덟 장

수가 공산전투에서 순절했다는 설이다. 

‘팔’ 자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붙은 이름이다. 성리학을 국시로 삼았던 조

선시대에 굳이 경상도의 중심이 되는 공산에 불교와 관련된 ‘팔’ 자를 붙였을지 의문

이다. 그리고 팔공산에는 여덟 고을이 속한 적이 없다. 오늘날이 최대로서 6개의 시

군이 팔공산을 경계로 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가 그럴듯하지만 왕건을 위해 순절

한 장군으로 ‘도이장가’의 주인공 신숭겸과 김락 외에 거론되는 인물이 없어 명확하

지 않다. 

팔공산 지명 유래에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중국지명 차용설이다. 연구자들은 

중국 안휘성에 있는 ‘팔공산’에 주목하고 있다. 안휘성의 팔공산은 중국 5호16국 시

대에 전진의 왕이었던 부견(338~385)과 동진의 장군이었던 사현(343~388) 사이에 일

어났던 ‘비수대전(淝水大戰)’에 등장한다. 전진의 부견은 화북을 통일하고 강남의 동

진만을 눈앞에 두자 여러 신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의 동

진 원정에 나선다. 그러나 기습작전과 혼란책 등 동진의 선봉장 사현의 지략으로 부

견은 비수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부견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장안으로 달아났

다. 스케일은 다르지만 공산전투와 닮은 구석이 있다. 비수대전에서 동진의 군사가 

진을 쳤던 곳이 팔공산이었다. 당시 부견이 당했던 상황이 공산전투 때 왕건의 상황

과 유사하고 ‘공산’이라는 지명도 중복되니,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 공산을 팔공산이

라 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품어주었던 넉넉한 산이기도 했다. 이렇듯 팔공산은 국가 차원에서 높이고 받들었던 

영산이다. 동화사, 은해사, 파계사, 부인사 등 곳곳에 천년고찰들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뿐만 아니다. 팔공산 한티에는 천주교도들이 모진 박해를 피해 들어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도 했다. 갓바위를 비롯해 팔공산 곳곳에는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올리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 팔공산이 대구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는 짐작하

고도 남음이 있다. 

중악, 부악, 공산이라 불리던 산이 어찌하여 ‘팔공산’이라 불리게 되었을까? 팔공산

의 지명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전해온다. 첫째는 동화사의 실제적인 창건자인 심지

대사가 받은 ‘팔간자(八簡子, 미륵보살의 수계를 의미하는 징표)’에서 왔다는 설이다.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역에 조성된 ‘사랑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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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유익함과 독특함으로 승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팔공산 자락에는 유익한 체험시설과 색다른 박물관이 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는 지하철안전 체험을 비롯해 생활안전 체험과 미래 소방관 체험, 위기대응 체험, 응급처

치 체험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대구 방짜유기박물관은 ‘방

짜유기’를 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박물관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된 유기장 

이봉주 옹이 평생 제작하고 수집한 방짜유기 275종 1,489점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품이 전

시 소장되어 있다. 

※ 두 곳 모두 무료,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안전체험은 ‘체험별 사전예약제’ 실시(당월 포함 2개월 예약 가능), 인

원 미달 시 현장접수 후 체험 가능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 동구 팔공산로 1155   053-980-7777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 동구 도장길 29  053-606-6171 | 

찾아가는 길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JC →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입 →  548m 이

동 → 영덕 방면 좌측도로 → 2.8km 이동 → 상주JC 상주영천고속도로 진입 → 50km 이동 → 동

군위IC → 600m 이동 → 신녕 방면 우회전 → 228m 이동 →  부계교차로에서 대구 방면 우회전 

→ 13.9km 이동 → 가좌교차로에서 동화사 방면 좌회전 → 3.8km 이동 → 파군재삼거리 방면 우

회전 → 5.0km 이동 → 파군재삼거리에서 동화사 방면 좌회전 → 5.9km 이동 → 백안삼거리에

서 방짜유기박물관 방면 좌회전 → 3.7km 이동 → 팔공산로 좌회전 → 1.1km 이동 → 파계사 방

면 좌회전 → 360m 이동 → 팔공산로185길 우회전 → 300m 이동 → 팔공산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고 팔공산 올라

팔공산 정상을 발아래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팔공산의 장엄한 정기를 느끼고자 

한다면, 팔공산의 정상과 장쾌한 공산의 능선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케이블카를 이

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40초마다 출발해서 8분이면 도착하는 ‘팔공산을 오

르는 가장 쉬운 방법’ 팔공산 케이블카”의 광고 문구가 팔공산 산행을 엄두도 내지 못

하는 여행자를 유혹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역이 있는 820m 신림봉에 도달하면 팔공산 줄기가 병풍처

럼 장대하게 펼쳐지고, 대구 시내는 발아래 놓인다. 별다른 노력 없이 마주하는 풍경

치고는 대단하다. 정상역에는 편의시설과 소소한 즐길 거리도 잘 갖춰져 있다. 정상 

비로봉까지는 못 가더라도 산행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산책로를 잘 꾸며놓았다. 정상

역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100m 남짓한 산책로가 있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쉼터로 가

려면 서쪽으로 가면 되고, 냉골산림욕을 즐기려면 북쪽으로 가면 된다. 특별히 서쪽 

산책로는 ‘사랑의 길’이라 불린다. 연인을 위한 곳이다. 사랑의 거리에 자물쇠를 채우

고 그 열쇠는 산책로 앞 ‘열쇠 먹는 호랑이’에게 주면 그 녀석이 사랑을 지켜준다는 이

야기가 담겨 있다. 신림봉 옆 가까운 곳에는 소원바위가 있다. 

명산이 다 그렇듯 팔공산도 겨울 설경이 아니라도 사계절 모두 아름답다. 봄에는 

벚꽃이 화려한 미색을 자랑하며 터널을 만든다, 벚꽃 사이에는 노란 개나리와 연분

홍 진달래가 고개를 내민다. 여름에는 녹음 우거진 숲이 시원하다. 가을이 되면 산을 

통째로 붉은 물감통에 넣었다가 뺀 듯한 강렬한 단풍이 기다린다. 계절의 변화에 맞

춰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가득 머금은 팔공산은 여행자에게  최고의 풍광과 함께 

산의 정기를 선물로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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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여행코스

대구십영길

서거정이 노래한 풍경을 
찾아가다

데이트 코스

사랑이 싹트는 북구여행 

금호강바람 코스

금호강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여행 

Part 3

대구에 여행 와서 팔공산이나 동성로 주변만 돌아보고 가는 여행자는

대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시내 구석구석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가 많다.

북구는 보물찾기 하듯 대구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서거정이 노래한 '대구십영'의 명소가 금호강 줄기 따라 이어지고, 

숲 따라 강변 따라 매력적인 여행지가 펼쳐진다.

오늘 하루 대구 북구로 여행을 떠나보자.

북구 역사 속으로

오랜 역사 속 유적지를 찾아

시장여행길

사람 냄새와 인정이 넘쳐나는
북구의 전통시장 

동화천역사탐방로

동화천 따라 역사탐방여행 

화담마을누리길

숲 따라 강변 따라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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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십영길 

데이트 코스 

금호강바람 코스 

북구 역사 속으로 

시장여행길 

동화천역사탐방로 

화담마을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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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십영길
…

서거정이 노래한 

풍경을 찾아가다

조선 전기 최고의 문장가 서거정의 시심을 따라가는 길이다. 구암서원은 대구 달성의 세거지

를 나라에 바친 서침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공항교 강변공원에

서는 내 키보다 큰 억새 숲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신천 변 꽃보라동산에서 벚꽃의 낭만을 

즐기고, 팔달교 남단에서는 봄볕에 눈부신 유채꽃과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금호강 변을 거닌다. 침산공원의 침산정은 대구 최고의 해넘이 장소다. 사방으로 시야를 가리

는 것이 없으며 서산 너머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 

구암서원

서침, 서거정을 중심으로 대구의 현달한 인물을 모신 서원이다. 구암서원은 조선 

세종 때 대구 달성의 세거지를 나라에 헌납하고 보상을 고사했던 서침의 공덕을 기

리는 숭현사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718년(숙종 44) 동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서거

정을 배향했으며, 1741년(영조 17)과 1757년(영조 33)에 각각 서성과 서해를 추가로 

모심으로써 달성 서씨와 대구 서씨의 선조 네 위(位)를 모시는 문중서원으로 틀을 갖

추었다. 1886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24년 지방 유림들

에 의해 다시 중건되었다. 1995년에는 지금의 자리인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공원으

로 이건하였다. 연암산 중턱에 정남향으로 자리 잡은 구암서원은 대구 중심을 한눈

에 내려다보며 신천과 침산 등 대구십영의 주요 배경지를 조망할 수 있어 '대구십영' 

탐방의 출발점으로 제격이다. 

공항교 강변공원 (‘금호범주’)

‘대구십영’의 제1영 ‘금호범주’의 배경이다. 조선시대 대구부와 팔공산 권역을 이어

주던 금호강 나루터는 복현나루터와 검단나루터 두 곳이었다. 지역 연구에 의하면 

‘대구십영’의 제1영 ‘금호범주’의 기착지는 복현나루터로 추정된다. 금호강의 풍광을 

조망하고 또한 배에서 강변의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검단나루터보다 복현나루터의 

경치가 더욱 수려하기 때문이다. 복현나루터 주변에는 강물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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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애가 잘 발달해 있어 고즈넉한 강가의 정

취를 느끼기에 좋다. 복현나루터는 지금의 

‘공항교 강변공원’과 가깝다. 금호강 서편 ‘공

항교교차로’에서 공항교 방향으로 200m 정

도 가다가 다리 앞에서 우측 아래로 빠지면 

주차장이 나온다. 공항교 강변공원에는 여러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강을 바

라보고 우측으로 금호강 상류 방향으로 복현나루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현

중학교와 대구성보학교까지 호젓한 억새산책로와 수생식물원이 조성되어 있다. 

팔달교 남단 (‘노원송객’) 

‘대구십영’의 제8영 ‘노원송객’의 무대이다. 

대로원은 지금의 팔달교 남단에 있었다. 옛 

대구 사람들은 금호강 북쪽으로 지인을 보

낼 때 영남대로와 통하는 대로원에서 손님을 

전송하였다. 탐방의 출발점은 팔달교에서 

금호강 상류 방향으로 약 1.5km 떨어진 노원체육공원으로 잡는다. 노곡교에서 팔달

교까지 1.5km의 강변 산책로에는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시원하다. 길 우편 금호강 

가운데는 하중도가 있다. 섬 둘레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봄에는 유채꽃, 가을

에는 코스모스꽃이 가득하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노원송객의 장소 팔달교를 확인하고 나서 꽃이 활짝 핀 하중도를 구경하면 

좋다. 

꽃보라동산 (‘입암조어’) 

‘대구십영’의 제2영 ‘입암조어’의 배경이다. 

대구에서 ‘입암(笠巖)’, 즉 삿갓바위로 추정

되는 곳은 두 곳이다.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

는 건들바위와 북구 침산2동 주민센터 주변

이다. 건들바위는 삿갓바위의 의미인 입암과 

부합하지 않으며, 한자도 다르다. 고지도상의 위치와 고문헌상의 바위 재질도 맞지 

않는다. 입암 위치에 대한 지역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암은 현재 대구 북구의 

신천 주위의 침산2동 주민센터로 파악된다. 아쉽게도 현장 주변은 복개되어 그 흔적

을 찾을 수 없어 주변 신천 변으로 길을 잡는다. 4월 벚꽃이 필 때면 도청교 북단 신

천 변에 조성된 꽃보라동산에 가볼만 하다. 침산2동 주민센터에서 도청교를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다. 신천 변 산책로를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대구의 대

표적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최근에 ‘사랑고백’을 테마로 포토존을 조성했으

며, 천변 도로를 따라 이야기 간판과 벚꽃프린팅 등을 설치하여 산책의 재미를 더했

다. 야간에는 수목등, LED장미화단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침산공원 (‘침산만조’) 

‘대구십영’의 마지막 ‘침산만조‘의 배경이다. 침산공원은 121m로 고도가 낮고, 산세

는 완만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다. 산의 모습이 다듬잇돌처

럼 생겨서 다듬잇돌 ‘침(砧)’ 자를 산 이름으로 하였다. 침산에는 모두 다섯 봉우리가 

있어 오봉산이라고도 하며, 1봉으로 올라 능선을 타고 산책하듯 침산정이 있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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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봉으로 향하면 된다. 침산의 정상 5봉에는 2층 누각 침산정을 세웠다. 침산정은 대

구 최고의 해넘이 장소다. 침산정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다. 

우측 동쪽에는 신천 너머로 연암공원이 눈에 들어오고 뒤편 북쪽으로는 신천과 합류

한 금호강이 서쪽으로 유유히 흐른다. 서쪽으로는 대구 제3공단과 대구 서쪽 도심이 

한눈에 펼쳐진다. 

함지공원 

대구 북구 8경 중 제6경으로 구암동에 위

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이웃해 있고 물

놀이장이 있어 북구 주민은 물론 대구 시민

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다. 함지공원은 북

구청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원 안에는 자연친화적인 ‘토피어리 포토존’을 설치

했다. ‘하나의 소망을 연주하는 가족연주회’라는 테마로 가족이 함께 연주하는 장면

데이트 코스
…

사랑이 싹트는 

북구여행 

대구 북구에 찾아온 봄과 함께 가족과 연인의 사랑이 시작되는 코스이다. 함지공원에서 시작

하여 구암동 숲체험공원을 거쳐 옻골공원과 운암지 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숲공원 벨트는 대

구 북구가 자랑하는 힐링공간이기도 하다. 함지공원의 다양한 조형물과 여름 물놀이장은 봄

과 여름 우리 가족의 추억을 담기에 좋은 곳이다. 건강한 녹색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구암동  

숲체험공원과 옻골공원에서는 숲만이 줄 수 있는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다. 물과 숲이 어우러

진 운암지 수변공원은 아이와 함께 다양한 생태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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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현했으며 피아노와 카라, 코스모스, 튤립 등 꽃 조형물에는 LED조명을 달아 밤

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했다. 

함지공원에는 230㎡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장도 마련되어 있다. 물놀이장에는 야

자수버켓, 워터드롭, 목재앉음벽 등 8종의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였다. 물놀이장의 물

은 대구의 수돗물이며, 사용자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매일 1회 새로운 물을 공급한

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5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으

며, 비상 구급약품도 비치하고 있다. 매년 하절기(7, 8월) 정오부터 오후 5시 40분까

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매주 월요일은 수질 관리와 시설 점검을 위해 문을 

열지 않는다. 

구암동 숲체험공원 

대구 북구 국우성당 뒤편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6,695㎡에 다양한 숲체험을 위한 시

설을 설치하였다. 구암동 숲체험공원은 사계

절 옷을 갈아입는 숲과 자연의 변화를 경험

할 수 있는 곳이다. 야생화 군락지를 비롯해 

잣나무, 편백나무 등으로 숲을 조성했으며 산책로와 친환경 체력단련시설, 정자, 벤

치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 

구암동 숲체험공원은 근처의 옻골공원, 운암지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숲 체험 벨트

를 형성하고 있어 주민과 방문객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생태체험 공간이 되고 있

다. 연중무휴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없다. 

옻골공원 

2001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로 지정되었지만, 주변의 여건이 변화하고 주민

들의 반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8년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도심 속 공원

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옻골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만 9,508㎡ 규모에 잔디밭과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대구 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근래에는 인조잔디 축구장과 우레탄트랙, 조명타워, 본부석, 안전펜스 등을 갖춘 

다목적 구장이 조성되어 숲속의 구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축구, 풋살, 걷기와 조깅을 

즐길 수 있으며, 피크닉장과 자연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도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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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지 수변공원 

물과 산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다. 택지개발로 효용가치

가 떨어진 운암저수지를 자연 그대로 보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다시 가꾸

었다. 1998년 4월에 개장하였으며, 넓이는 만 7,962㎡이다. 운암지 주변에 느티나무, 

소나무 등 23종 약 3,000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변광장, 수변무대, 수변로, 생태학습

원, 체력단련시설 등 체험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자와 분수, 잔디동산, 놀이시설 

등 휴게 공간도 갖추고 있다. 

2015년에는 운암지 유아숲체험원이 문을 열어 숲을 주제로 한 숲해설사의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야외학습장에는 모험놀이대, 균형잡기, 외줄건

너기, 줄잡고 오르기, 통나무모임터 등 다양한 체험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팔달교 

금호강의 남북을 잇는 팔달교의 야경은 대구 북구 8경 중 4경이다. 팔달교는 조선 

전기 최고의 문장가 서거정의 ‘대구십영’ 중 제8영인 ‘노원송객(櫓院送客)’의 장소다. 

원(院)은 조선시대 공공 숙박기관이다. 금호강을 경계로 대구와 칠곡이 나뉘었던 조

선시대 팔달교 자리에는 금호나루가 있었다. 금호나루는 대구의 대로원과 칠곡의 

작원(鵲院, 까치원)을 잇는 나루였다. 팔달교 북단 우측에는 판관 서유교(1791~?)의 

영세불망비가 서 있다. 당시 금호강을 건너려면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겨울에 나무다

리를 놓아야 했는데, 서유교가 대구판관으로 재임(1849~1851)하면서 대구의 관문인 

금호강바람 코스
…

금호강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여행 

금호강바람 코스는 금호강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로 지나면서 금호강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코스다. 봄에는 싱그러운 유채꽃이 하중도에 활짝 핀다. 여름에는 산격

대교 둔치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캠핑을 즐기거나 열대야를 날려버릴 수 있다. 가을에

는 유채꽃 자리에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며, 겨울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을 태우며 

한해의 액운을 멀리 쫓는다. 금호강을 걸을 때 만나는 팔달교, 서변대교, 산격대교의 야경 조명

은 산책과 자전거 트레킹을 더욱 풍성하고 운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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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나루에 돌다리를 놓은 것이다. 대구 사람들은 그의 치적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이 비를 건립하였다. 석양을 배경으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풍경과 화려

한 조명의 팔달교 야경은 대구의 손꼽히는 포토 포인트다. 

노곡섬 (하중도) 

팔달교와 노곡교 사이에 위치한 노곡섬(하중도)은 대구 북구 8경 중 제1경이다. 축

구장의 14배 크기인 22만 3,800㎡ 넓은 섬에 산책로와 꽃밭을 조성하였다. 유채꽃·청

보리·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화려한 꽃들이 섬을 가득 채운다. 꽃이 만발하는 시즌에

는 다양한 체험부스도 함께 마련된다. 냅킨아트 체험, 포일아트 체험, 클레이어 체험, 

펜시우드 체험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코너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체험비는 무료다. 꽃밭 가운데는 간소하지

만 뜻깊은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야외결

혼식장도 준비되어 있다. 4~5월에는 유채꽃

과 청보리가 차례로 섬을 아름답게 수놓고, 

9~10월에는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대구 북구의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이다. 

서변대교 

대구 북구 침산동과 서변동을 잇는 길이 

878m 다리로 1991년 3월에 착공하여 1993년 

11월 말에 완공되었다. 건설 당시 금호강을 

건너는 긴 다리였던 서변대교는 자동차전용

도로로 개통되어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었지만, 금호강 변을 걷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야경을 선사한 다리이다. 교량 야

간경관 조명사업에 의해 2008년 4월부터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 대구 시민에게 아

름다운 밤을 선사하고  있다. 대구의 다리 중 야경 조명이 설치된 첫 번째 다리이다. 

야간에 금호강 변을 산책하거나 자전거 트레킹을 할 때 훌륭한 풍경을 제공한다. 

에스파스 

대구 북구청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생태복원 및 자활 사례로 손꼽히는 파리 에스파

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였다. 2007년 2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와 대구 YMC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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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업으로 출발했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신천을 개발함과 동시

에 기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신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대구의 에스파스는 특별히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숲속 예술학교와 

유치원 등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천 산책하기, 야생화 화분 만

들기, 벼 베기, 배자전거 타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이 펼

쳐지며 매년 가을 금호강 변에서 열리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여러 무대 중 하

나로 활용된다. 

금호강생태공원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첫 출발점으로 2017년 8월 산격대교와 무태교 사이 315m 

구간에 9,835㎡ 규모로 조성하였다. 느티나

무, 이팝나무, 산딸나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꽃과 식물이 금호강과 어우러져 방문객들

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한다. 잔디광장, 

Play Ground(라운드 데크), 라운드형 생태

탐방로와 노루오줌, 석잠풀 등 10여 종의 꽃이 식재된 화원이 있으며, ‘금호강 바람소

리길 축제’가 이곳에서 펼쳐진다. 산격대교 인근의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서 금호강의 

바람을 느끼며 쉴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산격대교

대구 북구 산격동과 서변동을 잇는 길이 

약 500m 교량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산

격대교 둔치에서 ‘금호강 정월 대보름 축제’

가 열린다. 금호강 정월 대보름 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태우기를 비롯해 다양한 민

속놀이와 축하행사, 먹거리 장터를 즐길 수 있다. 오후 6시경 달이 뜨고 해가 지면 6

시 30분경 달집을 점화한다. 지주목 100여 개와 화목 200톤, 청솔가지로 구성된 달집

은 전국 최대 규모이다. 달집을 태우기 전 참가자들은 새해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달

집에 넣어 태울 수 있다. 이밖에 천체망원경으로 대보름 관측하기, 전자 쥐불놀이 만

들기, 연날리기, 떡메치기와 인절미 시식 등 각종 체험이 펼쳐진다. 산격대교 남단 금

호강 상류 쪽에는 아담한 잔디야영장이 있어 여름에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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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향교 대성전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 창건한 것으로 전

해오며, 그 후 여러 차례의 큰 수리를 거

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대구 시내

에서 팔달교를 건너 6km에 위치해 있는 

칠곡향교는 조선시대 칠곡군에 속했지

만, 대구가 확장되면서 북구에 편입되었

북구 역사 속으로
…

오랜 역사 속 

유적지를 찾아

대구 북구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이 산재

해 있다.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미륵불좌상에서는 삼국시대에 강력했던 대구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의 흔적과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능성세가와 구암서원에서는 고려 말과 조선 초, 그리

고 조선의 국운이 쇠했던 시기에 사회지도층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 주었던 

인물들이 모셔져 있다. 칠곡향교 대성전과 서명보효자각, 침산공원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여

러 이념과 사상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다. 맞배지붕을 얹은 단아한 칠곡향교 대성전에는 공자의 위패를 비롯하여 조선의 

문묘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매년 봄가을 음력 2, 8월 상정일에 석전대제를 봉

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서예교실, 충효교실, 예절교실, 전통혼례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륵불좌상 

구암동 관여산에 있는 신라시대의 미륵불

좌상이다. 미륵불은 석가모니불에 이어 중생

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이다. 신라시대에 

구암동에는 ‘운암사(雲岩寺)’라는 절이 있었

다고 전한다. 구암동의 미륵불좌상은 조성

기법이 자연스럽고 단아하다. 가부좌 상태로 광배를 두르고 있으며, 얼굴은 타원형

으로 본래 이목구비가 온전하게 남아 있었으나 오랜 풍화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마모가 되었다. 귀는 어깨에 닿을 만큼 크고 길게 조각하였다. 왼손은 오른발 

위에,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았다. 구암동 미륵불좌상 주변에는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운암지 수변공원 등 대구 북구의 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구암동 고분군 

5~6세기 팔거평야(칠곡분지)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세력의 무덤군이다. 

구암동 고분군은 팔거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대구 북구 함지산 서쪽 능선에 조

성되어 있다. 25m 이상의 대형무덤 7기를 포함하여 모두 360여 기의 무덤이 군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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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는데, 이는 대구 동구의 불로동 고분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대구 지역 삼국시대 

고분 중 최대 규모이다. 1975년, 2015년 두 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때 구덩식 

돌덧널 위에 봉분을 돌로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느 신라·가

야의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돌무지돌덧널무덤 방식으로 한국의 고대사와 고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2015년 발굴 때에는 은제관모 장식과 은제허리

띠, 귀걸이와 같은 신라 지배층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팔거산성 

대구 북구 금호강 북쪽 함지산(288m) 정상에 축조한 산성이다. 함지산은 북동쪽

으로 도덕산(660m), 팔공산(1,192m)과 연결된다. 팔거산성은 일명 독모성(獨母城)

이라 불렸으며, 1639년(인조 17) 가산산성이 

구축되기 전까지 대구 북방의 군사적 요충지

였다. 성안에서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발견된 

점을 보아 팔거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축조되었을 때의 

산성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팔거산성의 성벽은 흙과 돌로 쌓은 토석혼축(土石

混築)으로 길이는 1.5km정도이다. 서편 성벽에 망루가 있고, 성벽의 높이는 바깥쪽

에서 측정했을 때 5m 내외이다. 팔거산성의 서쪽 산기슭에는 삼국시대의 대형 고분

군인 구암동 고분군이 있다. 

능성세가

대구 북구 서변동에 위치한 고가로 함지

산의 동쪽 자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고려 

말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인 구홍의 8세손

으로 임진왜란 때 대구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구회신의 자손이 대대로 머물며 살았던 옛집

이다. 지금의 가옥은 1920년에 건립한 것이다. 항일 순의지사이며 독립유공자인 구

찬회(1890~1910)의 생가이기도 하다. 일자형 5칸으로 지었다. 구찬회는 1905년 을

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척왜비사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였으며, 1907년 안창호

(1878~1938), 양기탁(1871~1938), 이동휘(1873~1935) 등이 조직한 신민회의 최연소 

회원이 되기도 했다.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문서를 배포하다 일경에 체포된 뒤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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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을 당하여 옥사하였다. 

구암서원  

1665년(현종 6) 대구 지역의 유림들이 서침의 공덕을 기리며 연구산에 ‘숭현사(崇

賢祠)’를 세우면서 구암서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후 서거정(1420~1488), 서해

(1537~1559), 서성(1558~1631), 서사원(1550~1615) 등 대구 서씨 및 달성 서씨의 우

뚝한 인물들을 추가로 배향했다. 1718년(숙종 44)에 서원을 지금의 중구 동산동으로 

이건하였고, 1778년(정조2) 사액함으로써 대구의 중심서원이 되었다. 1868년 대원군

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24년 중건하였고 1943년에 사당인 숭현사와 

강당을 중수하였다. 1995년도에는 대구 북구의 연암공원으로 옮기었다. 구암서원은 

대구 북구 8경 중 제7경으로 연암산 중턱에 정남향으로 자리 잡아 대구 시내가 한눈

에 들어오고, 관례와 계례, 다례, 밥상머리 예절, 국악, 활쏘기, 말타기(외부승마장), 

서예 등 다양한 선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명보효자각

조선 숙종 때 효자 서명보(1704~1778)의 

효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과 비각

이다. 7세 때 어머니를 여읜 서명보는 아버지

가 병석에 눕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아

버지의 약재를 구했으며, 서용보의 아내 역

시 밤을 새워 길쌈과 바느질로 시아버지의 약값을 보탰다. 서명보는 24년간이나 아

버지의 병간호를 하는 동안 아버지께 지어드린 약의 종류는 물론 아버지의 기침소

리, 안색, 심지어 대소변의 상태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시탕록(侍湯錄)>을 남겼다. 

1802년(순조 2) 이 지역에 파견된 암행어사가 소문의 <시탕록>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효행이 인정되어 나라에서 효자비를 세웠다.  

침산공원 

대구 북구의 금호강과 신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121m의 나지막한 동산이다. 

다섯 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어 오봉산이라고도 하며, 다섯 봉우리를 잇는 능선을 

따라 가볍게 산행하기에 좋은 곳이다. 침산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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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대구부에서 북쪽으로 6리에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 산의 모습이 다듬잇돌처럼 생겨 다듬잇돌 ‘침(砧)’ 자를 써 침

산이라 부른 것으로 보이나 일설에는 침산 인근의 백사벌(또는 백사부리) 빨래터에

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산이 날아와서 앉았다고 하며, 주변에 빨

랫돌이 많아 ‘방칫돌’ 또는 ‘다듬잇돌’ 침 자를 썼다고도 한다. 침산은 그리 높지 않고 

능선도 큰 굴곡 없이 완만하다. 각 봉우리와 그 사이를 잇는 능선산책로에는 운동시

설과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 정상 5봉에는 침산정이 있

어 대구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침산공원은 서거정의 ‘대구십영’ 중 제10영 ‘침

산만조’의 무대이자 대구 북구 8경 중 제8경이기도 하다. 

동대구시장

경북대학교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근

래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먹거리 명소로 거듭났다. 동대구시장의 ‘청

춘장’이다. 청년상인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

는 다양한 먹거리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청춘장에는 식당, 카페, 미용실, 옷가게, 공방, 호프집 등이 들어서 있다. 시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분식집을 시작으로 추억의 간판이 돋보이는 돈가스집, 커피숍과 샌드

시장여행길
…

사람 냄새와 인정이 넘쳐나는 

북구의 전통시장  

대구 북구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이 5개나 있다. 전통시장을 따라가다 보면 양손은 무거워

지고 마음은 훈훈해 진다. 동대구시장은 청년 상인들의 공간 ‘청춘장’이 눈길을 끈다. 장을 보

면서 청년들이 꾸민 이색적인 공간도 둘러볼 수 있다. 칠성시장은 명물골목으로 유명하다. 돼

지골목, 장어골목, 멍게골목 등 이름만으로도 입에 군침이 돈다. 활력 넘치는 팔달신시장과 대

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른 새벽 도매시장의 활기를 받을 수 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칠곡시장의 변신은 상인들의 얼굴을 환하게 했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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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약 70%가 채소도매상이다. 나머지 30% 점포에서 과일과 생선, 공산품 등을 취급

한다. 팔달신시장은 새벽 2시부터 문을 여는데 오전 6~7시가 가장 붐비고 시장에 활

기가 넘친다. 도매 거래가 마무리되는 7시 이후에는 소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문

객이 많아지면서 동네시장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

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1988년 청과부류 도매시장이 문을 열면서 개장한 대구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다. 1996년에 수산동과 청과부류 도매시장 B동을 개장하였다. 16만 6.693㎡ 부지

에 들어선 대규모 도매시장에서 과실류, 채소류, 수산물을 취급한다.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농수산물을 경매하는 활기찬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우선 경

매사가 과일 정보를 알려주면서 경매 참가자들에게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그러면 

중도매인은 빠르고 섬세한 눈으로 물건을 살펴본 후 예상가격을 입력한다. 10여 년 

위치 판매점, 실력 좋은 옷수선집과 미용실, 다양한 곡물을 파는 쌀가게 등이 있으

며, 손뜨개 털실 공방도 자리 잡고 있다. 청춘장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구경하는 재

미도 쏠쏠하다. 동대구시장은 기존 상인과 청년상인이 조화를 이루며 소비자에게 

먹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칠성시장 

칠성시장은 서문시장과 더불어 대구 최대

의 전통시장으로 손꼽힌다. 대구시청 북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대구역과 가깝

다. 동촌과 하양 등에서 사과와 농산물이 집

결하여 동천시장이라 불리기도 했다. 칠성시

장, 경명시장, 대성시장, 칠성꽃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북문시장, 능금시장, 

가구시장 등 여러 시장을 합쳐 칠성시장이라도 부른다. 돼지골목, 개소주골목, 닭골

목, 장어골목, 멍게골목, 튀밥골목 등 갖가지 명물골목으로 유명하다. 전통의 맛과 

현대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대구 북구의 대표시장이다. 

팔달신시장 

대구의 아침을 여는 대구의 대표적인 채소 

도매시장이다. 대구의 관문 팔달교 인근에 

위치하여 경북 북부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선한 농산물이 거래된다. 700여 개의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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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손가락으로 가격을 알렸는데, 근래에는 응찰기에 가격을 찍으면서 경매가 

더욱 신속해졌다. 입력한 가격 중 가장 고가를 누른 중매인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다. 도매 입찰이 끝나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일반 방문객도 자유롭게 장을 볼 수가 

있다. 

칠곡시장 

칠곡 오일장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거

쳐 2014년 3월 구립 공설시장으로 재개장하

였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팔거역 인근에 위

치한 칠곡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판매

품목에 따라 시장의 구역을 나누었다. 수산

물, 농산물, 먹거리, 잡화 등으로 쇼핑구역을 구분하여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다. 또 

튼튼하게 새로 설치한 대형천막과 기둥이 비와 눈, 강한 햇빛을 막아주며, 점포 사이

사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시장의 온도를 시원하게 낮추었다. 지하주차장은 시장

과 바로 연결되어 더욱 편리해졌으며, 쇼핑카트, 고객쉼터,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물품을 갖추고 있다.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의 환경이 정비되어 상인들의 

표정과 서비스가 더욱 밝아졌다. 장날은 1ㆍ6일이다. 

동화천역사탐방로
…

동화천 따라 

역사탐방여행 

팔공산에서 발원해 대구 북쪽의 외곽을 골고루 적시고 금호강으로 흘러드는 동화천에는 수천

년 대구의 역사와 선비들의 자취가 남아 있다. ‘마음을 씻는 정자’ 세심정과 대구 최초의 사액

서원인 연경서원에서는 이황을 흠모했던 대구 유림의 정성을 느낄 수 있으며, 송계당에는 절

의와 기개의 가문인 능성 구씨의 조상 숭모정신이 서려 있다. 선사유적전시관과 연경동 천년

느티나무, 서계서원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대구의 역사와 문

화를 만날 수 있다. 광해군태실은 대구 지역에서 유일한 왕과 관련된 유적이다. 

세심정 터와 나루터 

‘마음을 씻는 정자’라는 뜻으로 세심(洗心) 

전응창(全應昌, 1529~1586)이 지은 정자이

다. 지금의 대구 북구 유니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108동 부근에 위치한다. 전응창은 대

구 최초의 사액서원인 연경서원 건립을 주도

했던 전경창(全慶昌, 1532~1585)의 형으로 1572년(선조 5) 문과 급제 후 사헌부감찰, 

형조좌랑, 충청도사 등 내외직을 두루 지냈다. 만년에는 고향 대구로 내려와 금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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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세심정을 짓고 은거하였다. 세심정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3년 중건됐다가 

영조 말기에 다시 소실되어 지금까지 중건하지 못하고 있다. 영조 대에 발간한 <대

구읍지>에 “세심정. 금호강 가에 있었다. 지난날의 도사(都事) 전응창이 지었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세심정 아래에는 배들이 드나들었던 나루도 있었다. 대구와 인근 

지역의 선비들이 낙동강과 금호강의 뱃길로 이 나루터에서 내려 말을 타거나 걸어서 

연경서원으로 갔다고 전해온다. 

송계당 

 송계당이란 이름은 구홍의 호 송은(松隱)

과 구회신의 호 계암(溪巖)에서 한 자씩 따온 

것이다. 구홍은 능성 구씨 중 가장 현달했던 

인물로 고려 말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이며, 

구회신(具懷愼)은 구홍의 8세손으로 임진왜

란 때 대구에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다. 송계당은 1659년(효종 10)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가 없어진 것을 1960년에 중건한 것이다. 정면 4칸의 아담한 건물에 청

기와 팔작지붕을 올렸다. 송계당 뒤편에 담을 두르고 문을 낸 설단이 있다. 단에는 

능성 구씨의 선조들 가운데 묘를 알 수 없는 두 사람, 구홍(具鴻)의 아들 구종절과 

손자 구익령의 비석이 조성되어 있다. 

서계서원 

1781년(정조 5) 지역 유림들이 뜻을 모아 이문화(李文和, 1358~1414)의 학문과 덕

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이문화는 1380년(우왕 6) 문과에 장원급제해 경상

도안렴사를 지내고,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 때 좌간의대부에 등용되고 도승지를 지

냈다. 조선 태종 대에는 예문관 대제학, 예조판서, 형조판서, 대제학에 올랐다. 서계

서원은 1801년(순조 1) 이주(李輈)를 추가 배향하였다. 이주는 임진왜란 때 서사원

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였다. 서계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가 그 뒤 복원하여 오늘에 이른다. 경내에는 3칸의 사우

(祠宇)와 강학당, 1칸의 서고(書庫), 3칸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등이 있다. 사우

에는 이문화와 이주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강학당인 화수정은 1924년에 중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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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유적전시관 

대구 북구 서변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변

동 작은도서관’ 1층에 마련되어 있다. 서변동 

작은도서관은 역사를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

으로 기존 선사유적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2017년 9월 개관하였다. 1998년 후반 서변동

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신석기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그때까지 대구에서

는 청동기시대의 유물만 발견되었는데 서변동에서 대구 지역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유물인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것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뤄졌

고, 서변동 출토 유물로 선사유적전시관을 조성하여 대구 지역의 선사시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서변동 작은도서관에서는 선사유적에 대한 지식은 물론 지

역의 작은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역사 관련 도서열람과 함께 통기타 공연,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광해군태실 

조선 제15대 임금인 광해군(1575~1641)의 태실이다. 1581년 광해군의 태항아리를 

묻고 광해군이 임금으로 즉위한 이후 1609년 11월에 태실의 가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왕자가 탄생하면 명당을 찾아 왕자의 태항아리를 묻고 비석을 

세워 먼저 아기태실을 만든다. 태실 주인이 왕으로 즉위하면 새로운 비석과 각종 화

려한 석물을 더한 가봉태실을 조성한다. 광해군태실은 북서쪽의 주산에서 동남쪽으

로 뻗어내린 지맥의 끝자락에 삿갓 모양으로 솟아오른 태봉산(일명 태등산)의 정상

부에 위치하고 있다. 광해군태실 속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보물 제 1065호)은 도

굴되어 현재 용인대학교 박물관에 있지만, 근래 광해군태실을 발굴조사한 결과 태실

의 하부구조가 완전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해군태실은 대구 지역의 유일한 

왕 관련 유적이다. 

연경동 천년느티나무  

대구 북구 동화천 인근 연경동 중심부에 있는 수령 천년의 느티나무다. 대구가 관

리하는 노거수 304그루 중 유일하게 수령이 1천 년을 넘는 나무로서 1982년 보호수

로 지정되었다. 나무의 키 17m, 둘레 6.8m로 보고만 있어도 탄성이 절로 나온다. 천

년느티나무는 ‘정자나무’라고도 불린다. 나무의 크고 짙은 그늘이 정자와 같은 휴식

을 주었기 때문이다. 잎이 하도 무성해 소나기가 내려도 비 오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

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마을회의를 하거나 화전을 부치며 

서로의 정을 나누고 마을의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

터이기도 했다. 천년느티나무는 매년 불어오는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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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변의 아파트 개발로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어 고사 위기에 처했으나 2018년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느티나무 북쪽 부지 172㎡(52

평)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부지로 확보하였다. 

연경서원 터 

대구 북구 연경동에 있던 서원으로 1564년(명종 19) 대구 지역 유림들이 이황(李

滉, 1501~1570)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생사당(生祠堂)으로 건립하였다. 이

황이 죽은 뒤인 1613년(광해군 5) 이황의 위패를 모셨으며, 1660년(현종 1) ‘연경(硏

經)’이라고 사액되어 서원으로 개편되었다. 연경서원은 대구 지역 최초의 사액서원이

자 임진왜란 때 의병 창의의 중심이었다. 1622년(광해군 14) 이황의 제자인 정구(鄭

逑)를 함께 모셨고, 1676년(숙종 2)에는 유성룡을 통해 이황의 학문을 이은 정경세

(鄭經世, 1563~1633)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1639년(인조 17)에는 별도의 사당을 세

워 전경창(全慶昌)을 모셨으며, 1647년(인조 25)에는 이숙량(李叔樑)을 전경창과 함

께 배향하였다. 지역의 선현을 모시고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1868년(고

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어 오늘날까지 터로 남아 있다. 연경서원의 복

원은 대구 지역 유림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현재 연경서원터에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옛 모습은 찾

을 수 없다. 연경서원은 대원사 앞 화담 아래 있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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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마을누리길
…

숲 따라 강변 따라 걷는 길

화담마을누리길은 금호강 북쪽 가람봉을 순환하는 숲길이자 강변길이다. 세심정 터에서 출발

해 가람봉, 숲속쉼터, 금호강 변, 전망덱을 지나 다시 세심정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총 거리는 

약 7km.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다. 세심정 터는 대구 지역의 선비들이 

이황을 모신 연경서원으로 갈 때 들렀던 중간 기착지였으며, 금호강과 강변길은 수많은 시인 

묵객이 감탄하고 노래했던 풍류 명소다. 가람봉 주변의 숲속쉼터와 금호강 변 주변의 전망덱

은 화담마을누리길 산책을 더욱 편안하고 여유롭게 돕는다. 

세심정 터

‘마음을 씻는 정자’라는 뜻으로 세심(洗心) 전응창(全應昌, 1529~1586)이 지은 정자

이다. 지금의 대구 북구 유니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108동 부근에 위치한다. 전응창

은 대구 최초의 사액서원인 연경서원 건립을 주도했던 전경창(全慶昌, 1532~1585)의 

형으로 1572년(선조 5) 문과 급제 후 사헌부감찰, 형조좌랑, 충청도사 등 내외직을 두

루 지냈다. 만년에는 고향 대구로 내려와 금호강 변에 세심정을 짓고 은거하였다. 세

심정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3년 중건됐다가 영조 말기에 다시 소실되어 지금까

지 중건하지 못하고 있다. 

숲속쉼터 

화담마을누리길의 최고지인 가람봉 부근에 숲속쉼터를 2개소 조성하였다. 그 이

름대로 산책 중에 숲속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다. 조용하고 아늑

한 숲 속에서 금호강 변을 내려다보며 쉬어가기에 좋다. 화담누리길의 정상인 가람

봉은 가남봉(柯南峯), 갈봉산(葛峯山), 학봉

(鶴峯)으로 불린다. 해발 280m의 낮은 봉우

리로 연경지구와 멀리 팔공산을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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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변 

가람봉에서 내려오면 동변동의 금호강 변을 만난다. 조선 영조 때의 <대구읍지>

를 보면 금호강에는 6개의 정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경창ㆍ전응창 형제의 세

심정, 채응린의 압로정, 정사철ㆍ정광천 부자의 아금정, 이주의 환성정, 이종문의 하

목정, 서시립의 전귀당이다. 그러던 것이 1924년의 <대구읍지>에는 무려 88개로 늘

어난다. 금호강이 대구의 풍류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 수많았던 정

자는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대신 금호강을 따라 운치 있는 강변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강변길 한쪽에 대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오죽(烏竹)’ 자생지가 있어 눈

길을 끈다. 대줄기의 색이 까마귀처럼 검기에 오죽이라 하는데 첫해에는 녹색이던 것

이 이듬해부터 짙어져 검은색이 된다. 

전망데크 

금호강 변에는 전망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산책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봄

과 여름 금호강 가에는 개나리와 백일홍 등이 만발하여 금호강 변을 화려하게 수놓

는다. 옛 기록에 의하면 동화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금의 동변동에는 ‘꽃밭소’, 즉 

화담(華潭)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봄이 되면 진달래가 장관을 이뤄황도 화담의 아

름다움을 극찬했다고 한다. 서사원, 곽재겸, 손처눌 등 대구의 유림들은 금호강의 

압로정에서 배를 타고 화담에서 놀다가 세심정에서 정박한 뒤 말을 타고 연경서원

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사가집>, 서거정, 임정기(역), 한국고전번역원, 2004

•<사가집 해제>, 송희준, 한국고전번역원, 2004

•<동문선>, 서거정, 김달진(역), 한국고전번역원, 1969

•<조선시대 한시읽기(上)>, 원주용, 이담북스, 2010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2011

•<대구지 달성군지>

•‘15세기 중 ·후반 훈구관료 서거정의 관직생활과 그에 대한 평가’, 김성우, 대구사학회, 2006

•‘서거정의 ‘대구십영’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전영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5호, 2010

•‘서거정의 시문세계를 토대로 한 ‘대구십영의 지리적 분석’, 전영권,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0

•‘서거정과 김시습：조선전기 사대부 문인의 두 초상’, 정출헌, 동양한문학연구, 제21집, 2005

•‘조선 문인 서거정의 생활 속에 투영된 소식’, 류소진, 중국어문학지, 제60집, 20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대구의 십경 http://www.daegustory.com/story/story-gi/story-008.htm 



PB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