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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of Suhoe Gugok, Byeokgye Gugok Vally, and 

Nosan Palkyung,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Seojong-myeon of Yangpyeong-gun, by literature review and site investigations, 

and to determine the sceneries of Byeokgye scenic site as enjoyed and managed during the period of Hwaseo Lee, Hang-ro(華西 

李恒 ).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eokgye Gugok Vally(黃蘗九曲) and Nosan Palkyung(蘆山八景),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fter the period of 

Hwaseo and theorized to have been established around key scenic areas associated with Hwaseo’s activiti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y were collecting sceneries of modern times. The extensive overlap between Byeokgye Gugok Vally and concentrated 

scenic elements of Suhoe Gugok(水回九曲), and the artificial configuration from the end point of Suhoe Gugok to the beginning 

point of Nosan Palkyung, reveal the pattern of space conflict and hegemony between Byeokgyes of Suip-ri and Nomun-ri. 

This is likely to be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historicity of the group that enjoyed Byeokgye prior to Hwaso’s period 

and the strong territoriality of the space filled with the image of Hwaseo.

Second, Byeokgye Gugok Vally was the secondary spatial system created by selecting the most scenic sites in Suip-ri while 

expanding the area of Nosan Palkyung. After establishment of Byeokgye Gugok Vally, the spatial identity of the entire Byeokgyecheon 

area was effectively established. This was a “Hwaseo-oriented” move, including the complete exclusion of the scenic sites 

from the pre-Hwaseo period such as Cheongseo Gujang and Suhoe Gugok’s Letters Carved on the Rock. Consequently, the 

entire Byeokgyecheon area was reorganized into a cultural scenic site with Heoseo’s influence. 

Third, Fifth, creations of Gugok(九曲) to determine the lineage of the Hwaseo School from Juja(朱子) to Yulgok(栗谷) 

to Uam(尤庵) to Hwaseo is likely to be an opportunity of birth and external motiv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new Gugok 

Palkyung. In other words, Nosan Palkyung and Byeokgye Gugok Vally are likely to have been created as a reaction to the 

change of the center of the Hwaseo School to Okgyedong, and with strategic orientation based on the motivation and needs 

such as creation of the connecting space between Mui Gugok, Gosan Gugok, and Okgye Gugok, and the elevation of Hwaseo’s 

status. 

Fourth, from the Hwaseo’s Li-centric point of view, all revered sites in Beokwon(蘗園) that he managed existed as the 

spatial creative work to experience the existence of “li” through the objects in the landscape and the boundary of the spirit 

of emptiness of the aesthetic self. This clearly shows how Byeokgye Gugok Vally or Nosan Palkyung must be defined, and 

furthermore, appreciated and approached, prior to discussing it as the space associated with Hwa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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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Nosan Palkyung was composed of cultural scenic landscapes of Gokjungkyung(曲中景) with eight scenic sites where 

Hwaseo gave his teachings and spend time around, in the Byeokgye of Nomun-ri area of Byeokgye Gugok Vally. The sceneries 

is, however, collected by depending on Hwaseo’s Letters Carved on the Rock and poetry. Consequently, an inner exuberance 

of Nosan Palkyung is satisfied beside Byeokgye Gugok Vally, but its conceptual adequacy leaves room for questions.

Key words: Byeokgye Gugok Vally, Nosan Palkyung, Suhoe Gugok, Letters Carved on the Rock, Scenic Site

국문 록

본 연구는 문헌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양평군 서종면 벽계천에 형성된 수회구곡과 벽계구곡 그리고 노산팔경의 설정 경위를 

검토하고, 화서 당 에 향유되고 경 된 명승 벽계의 경관실체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서 이항로 이후에 설정된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은 화서의 행적과 관련된 주요 경처를 모은 ‘현 기(現代期)’의 집경으로 

판명되었다. 벽계구곡이 수회구곡의 집경요소와 많은 부분 중복되는 점이나, 수회구곡의 종점부터 노산팔경의 역이 시작되는 작위적 

구성은 수입리 벽계와 노문리 벽계 사이의 장소 립 및 장소패권의 양상을 엿보게 한다. 이는 화서 이전 벽계 향유집단의 오랜 역사성과 

화서의 이미지로 밀착된 역성이 상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벽계구곡은 노산팔경의 역을 확 함과 동시에 수입리의 경승을 선별해 재구성한 2차적 공간체계 다. 벽계구곡의 설정 

이후 벽계천 전체 권역에 한 장소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었는데, ‘청서구장(淸西 莊)’과 ‘수회구곡(水回九曲)’ 바위글씨 

등 화서 이전의 명소가 철저히 배제되는 등 ‘화서 지향적’ 공간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노문리뿐만 아니라 수입리에 이르는 

벽계천 전체 역은 화서의 문화경관으로 재편되었다.  

셋째, ‘주자-율곡-우암-화서’로 이어지는 도통 강화의 일환으로 설정된 화서학파의 구곡 설정은 벽계구곡 탄생의 계기이자 외적 

동인이 되었다. 즉,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은 화서학의 중심이 옥계동으로 건너간 것에 한 반동, 무이구곡․고산구곡과 옥계구곡의 

사이의 결손된 도체공간의 창출 그리고 후손과 지역민에 의한 화서 선양작업 등 일련의 전략적 지향성과 흐름을 같이 한다.

넷째, 화서의 주리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가 경 한 벽원(蘗園)의 모든 경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수경치의 물상[氣]’을 통해 

리(理)의 내재함과 심미적 자아의 허령(虛靈)한 경계를 체험하는 공간작법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벽계구곡이나 

노산팔경을 화서와 연관된 역으로 조명하기 이전에, 벽원 고유의 경관성을 규정짓고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향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다섯째, 노산팔경은 벽계구곡 중 노문리 벽계 일원 중에서도, 화서가 강학하고 소요하던 여덟 곳의 경승을 담는 곡중경(曲中景)의 

문화경관으로 구성되었으나 화서가 남긴 바위글씨와 시문에 의존해 집경됨으로써 벽계구곡에 비해 내적 충일성은 확보되지만 집경에 

따른 개념적 타당성에는 다소의 의문이 남는다.

주제어: 벽계구곡(黃蘗九曲), 노산팔경(蘆山八景), 수회구곡(水回九曲), 바위글씨, 명승

Ⅰ. 서론

황벽(黃蘗)이라고도 불리는 벽계천은 경기도 양평군1) 서종

면 노문리(蘆門里)2)와 수입리에 걸쳐 흐르는 하천으로 서울 

도심에서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숨겨진 비경 중 

하나이다.3) 북한강과 용문산에 이르기까지의 물줄기가 굽이굽

이 펼쳐지며, 계곡 따라 길이 있고 길 따라 계곡이 이어지는데, 

산수의 묘미를 감탄케 하는 절경을 끼고 있고 계곡의 폭이 넓

어 지금도 피서철이면 수많은 인파가 물놀이와 고기잡이를 위

해 벽계천에 몰리곤 한다. 특히 이곳은 화서(華西) 이항로(李

恒 , 1792∼1868: 이후 화서로 지칭)가 설정한 것으로 여겨지

는 벽계구곡(檗溪九曲)과 노산팔경(蘆山八景)이 있어 문화경

관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시적인 

경관 역량에도 불구하고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되는 벽계구곡

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성립된 문화적 공간이라는 개념 보

다는 일정 지역, 특히 2곡의 내무드리[안말]의 ‘취병(翠屛)’ 일

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국한되고 한낱 유원지로 굳어지고 있

음은 매우 아쉬운 현상이다. 

벽계(蘗溪)마을4)은 화서가 출생하여 성장하고 몰(沒)한 곳

으로 시내 이름도 역시 ‘벽계(蘗溪)’ 또는 ‘황벽계(黃蘗溪)’라 

불리어 왔다. 조선후기의 위항시인 장혼(張混)은 당 (唐代) 

시인 유종원(柳宗元)의 글을 인용한 옥계아집첩서(玉溪雅集

帖序) 에서 “아름다움은 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난다(美不自美, 因人而彰).”라 하 다.5) 아무리 아

름다운 산과 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뛰어난 인물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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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그들이 남긴 글이 있어야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산자수명한 벽계마을에도 많은 명현들이 은거하

다. 노문(蘆門)에는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이, 

천(靈泉, 현 가평군 설악면)에는 동강(東岡) 남언경(南彦經, 

1528∼1594)이 우거(寓居)하 고, 속사(續斜)에는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은둔하여 ｢벽계잡 (蘗溪雜詠)｣

을 읊었다. 그런가 하면, 청강(淸江) 이제신(李濟臣, 1536∼

1583)과 서당(西 ) 이덕수(李德壽, 1673∼1744년)가 수입리

(水入里) 청강에 머무르며 벽계의 산수를 향유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노문 벽계는 화서가 태어나 강학활

동을 하며 일생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하다. 

벽계구곡으로 명명된 벽계에는 화서가 제자들과 유람하고 

강학하던 곳의 바위에 경물명을 붙이고 각자(刻字)한 곳이 많

다[1]. 주지하다시피, 화서의 학문과 현실 인식을 계승한 화서

학파는 조선말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위정척사(衛正斥邪)

와 존화양이( 華攘夷) 사상을 바탕으로 의병항쟁 등의 실천

적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급변하는 개항전후 외적 도전

에 국제정세 속에서 구곡을 경 하는 데 열의를 보 다. 화서

의 벽계구곡은 물론, 제자인 성재(省齋) 유중교(1832∼1893)의 

옥계구곡(玉溪九曲), 의암(毅庵) 유인석(柳麟錫, 1842~1915)

의 석계구곡(石溪九曲), 니산구곡(尼山九曲) 그리고 의당(毅

) 박세화(朴世和 1834~1910)에 의해 설정된 용하구곡(用夏

九曲)은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문화경관이다[2]. 

벽계구곡 및 노산팔경에 해서는 이미 Lim(1990) 및 Lim 

and Jang(2001)에 의해 기본적 경관 구조와 의미체계가 파악

하는 등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3][4]. 또한 

Jang(2006)의 화서학파와 가평의 문화유적 등을 알린 연구를 

비롯하여[1], 벽계마을의 표적 인사인 화서의 사상⋅교육 및 

산수관에 한 다양한 인물 탐구가 시도된 바 있다. 이러한 일

련의 연구들은 벽계구곡을 비롯한 화서의 유지(遺址) 및 원림 

경 의 사례를 조명하는 것들이었지만, 벽계천에 전개된 구곡

팔경의 명확한 경관 실체에 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

인된 바 없다. 

무엇보다 양평 벽계리 구곡팔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한 

실증적 작업을 필요로 한다. 첫째,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의 화서 

경 주체설(經營主體說)에 한 검증이다. 둘째, 화서가 향유

한 벽계원림의 경역(境域)과 그것의 경 방식의 고구( 究)이

다. 셋째, 벽계천과 그 주변에 설정된 구곡팔경의 위치 비정(比

定)이다. 넷째, 화서 이전의 경역이 던 수회구곡(水回九曲)과 

노산팔경․벽계구곡 간의 상호 관련성 구명(究明)이다. 이상의 

의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평 벽계천에 형성된 곡중경(曲中

景) 및 곡내곡(曲內曲)의 형성요인과 각각의 공간체계를 검토

해 보고자 한다. 또한 경관 주제의 구성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벽계구곡에 비해 자체로 완결된 의미구조를 갖고 있는 노산팔

경을 중심으로 벽계천의 주요 승경의 구성요소와 그것이 갖는 

경관가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의 기본시각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과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앞선 연구에서는 노산팔경과 벽계구곡을 화서가 설정

하 다는 것을 전제하 고, 그것의 집경요소에 해 이견을 제

기하지 않았다. 특히 이제까지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에 한 인

식은, 조선시  선비들이 중국의 무이구곡․소상팔경의 문화공

간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일상공간에 구곡팔경의 경승을 경

했던 주지의 맥락에서 벽계 고유의 구곡․팔경 문화를 이해하

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구곡팔경이 응당 화서가 설정한 

것이며, 각각의 경관 주제를 통해 주자 성리학적 이념을 표출

함으로써 노문리 일 를 하나의 독립된 문화공간으로 만들었

다는 것이 기왕의 논의를 이끈 전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서집 을 비롯하여 벽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화서에게 수

학한 유중교, 김평묵, 최익현의 저술에서조차 벽계에 구곡이 있

었다는 기술이 없어, 화서의 구곡 경 설에 강한 의문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산팔경과 벽계구곡이 문헌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구전에 의한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벽계리 구곡

팔경을 게재한 최초의 기록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제까지의 연

구 추이를 분석하 다. 

둘째, 수입리를 중심으로 전의이씨 선 에 의해 설정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수회구곡이 구전으로 전해오는데, 절반 이상

의 역이 벽계구곡과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신에

서 이덕수에 이르는 전의 이씨 문중의 소작으로 여겨지는 수입

리 수회구곡과 화서의 유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문리 구곡팔

경에 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고는 벽계천에 중첩 

설정된 팔경구곡의 공간체계를 아울러 살펴보고 그것들의 설

정동기를 추적할 것이다.  

셋째,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의 공간체계는 문헌사료의 부재

와 집경(集景) 구상의 불명확으로 인해 공간의 틀을 해체하지 

않고는 등가적인 수준으로 분석될 수 없다. 그만큼 각각이 갖

고 있는 집경처는 정체성이 약하고 이야기의 전개가 불완전하

다. 따라서 주요 경처(景處)를 상으로 한 개별 시문 및 바위

글씨가 전해오는 노산팔경을 중심으로 고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것의 파급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된 벽계구곡의 존재양

상 및 전의이씨 선 의 유지로 보이는 수회구곡 역시 아울 는

데, 모두 다른 주제 역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공간요

소를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벽계천 전체를 아우르는 

서술의 관점을 확보하고자 하 다. 

넷째, 수입리 안말에 존재하는 ‘수회구곡’ 및 ‘청서구장’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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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는 화서 전시 (前時代)의 또 다른 향유집단이 존재했음

을 알려준다. 그런데 ‘자라소’라는 경처를 기준으로 수회구곡과 

노산팔경이 벽계천을 양분하고 있음은 후 에 설정된 노산팔

경의 설정의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로 파악된다. 이

와 더불어 노산팔경의 지경(地境)을 확 하여 설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계구곡에서 집경처의 주제 의식이 불균일하게 나

타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인식된다. 이러한 수회구곡, 노산

팔경, 벽계구곡에 나타난 각 공간체계에 나타난 장소 공유와 

이면의 상호 배타성은 벽계천의 역사적․문화적 점유권을 확

보하려는 장소패권의 양상으로 규정되는바, 이들 공간체계에 

내재된 숨은 논리를 발굴한 것이 본 연구의 새로움이다.  

다섯째, 벽계의 각 경관요점은 현지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2015년 8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

쳐 노산팔경의 현장 및 암각서를 조사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벽계천에 설정된 구곡과 팔경의 재검토

1) 수회구곡

서종면 수입리에서 소위 무당소6)라 불리는 곳에는 ‘水回九曲

(Figure 6a)’, ‘淸西 莊(Figure 6b)’의 바위글씨가 존재한다. 이 

중 수회구곡 바위글씨는 북향하고 있는 암회색의 바위에 음각되

어 있고, 물 건너 반 편의 조금 떨어진 곳에는 청서구장(淸西

莊) 바위글씨가 있다. 이 두 바위글씨는 근래 전의이씨 문중에서 

자신들 조상의 유서라 하여 문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칠(朱

漆)을 갈음하여 흰색으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5]. 

수입리의 과거 지명이 수회리(水回里) 고, 이곳을 찾았던 

유(大儒)가 많았던 만큼, 수입리 일원에 무이구곡의 존주자 

성향과 성리학적 이념이 투 된 이른바 수회구곡의 문화경관

이 존재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수회구곡은 조 자나 향유 

형태를 알 수 있는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 마을의 전래경관 정

도로 파악되고 있는 등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제까지 일부 논고에서 수회구곡의 명칭이 일부 거론되

기도 하 으나, 부분 벽계구곡에 치중된 연구 고, 다만 

Lim(1990)의 연구에서 주민 인터뷰를 통해 수회구곡의 곡명이 

조사된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힌 수회구곡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水回九曲은 이종 씨 5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命名한 것으로서 

曲마다 各各의 명칭이 다 있었으나 6.25사변 때 그러한 名稱이 

수록된 文集이 유실되어 그 實體를 알지 못하고 지 은 다만 추정

만 할 뿐이다.”[3] 

위 서술은 갈문부락에 거주하는 이종 씨(당시 72세)의 증

언을 토 로 수회구곡의 집경요소를 기록한 것이다. 설정된 구

곡요소는 제 1곡 아미산, 제 2곡 덜멍, 제 3곡 무당소, 제 4곡 

안말, 제 5곡 정지터, 제 6곡 석바탕[石坪], 제 7곡 용추, 제 8곡 

섭도리, 제 9곡 자라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소가 벽계구곡과 중복된다.  

2)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의 집경 

벽계구곡은 화서의 강학 중심지 던 노문리 청화정사(靑華

精 )․벽계강당(蘗溪講 )(Figure 1)을 중심으로 설정된 노

산팔경의 자연경관과 공통분모를 갖고 존재한다.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여성동아  홍
건식 기자가 1973년 가을 벽계마을을 취재한 뒤 그해 12월호에 

이를 소개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 기사는 서당의 5  외손인 고 

장기덕(張基德, 1920~2006) 선생이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제목이 ‘蘗溪九曲’이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과

는 달리 구곡에 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노산팔

경만 소개되었다. 여기서 ‘벽계구곡’의 용례는 단순히 ‘벽계 아

홉 구비’의 뜻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그 이상의 설명은 없으며, 

노산팔경도 지금 알려져 있는 체계와는 달리 노문리에 소재한 

벽계천 암각문 7개소와 일주암으로 소개되었다. 이것이 고 장

기덕 선생의 증언을 옮긴 것인지 아니면 구술된 내용을 임의로 

재구성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공간의 구분은 노산팔

경의 시원적 구상을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화서

와 관련된 노문리 소재 구곡과 팔경이 후 에 만들어진 것임을 

확신케 하는데, 해당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벽계 아홉 굽이는 화서 이항로 선생이 생 에 늘 아끼고 거닐던 

물이요 산이자, 제자들을 데리고 강론하던 자연 속의 강의장인 셈

이다. 계곡의 여덟 군데 명소에는 문하생들이 바 에 각자를 해 

두었다. 이른바 노산팔경( 山八景)이다. 그 팔경이란 곧 쇄취암

(鎖翠嵓), 낙지암(樂志岩), 명옥정(鳴玉亭), 제월 (霽月臺), 애

내성 만고심(愛乃聲中萬古心), 분설담(噴雪潭), 석문(石門), 일

주암(一柱巖).”[6]

a: Cheonghwa-jeongsa House

 

b: Byeokgye-gangdang

Figure 1. Cheonghwa-jeongsa House and Byeokgye-gang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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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구곡은 ‘아홉 굽이’와 같이 단순히 지형적 실체가 

아니다[7]. 위에서 말한 아홉 구비는 분명, 조선시  유학자들

이 향유한 구곡문화와의 관련성이 배제되어 있다. 기사에서 자

세히 기술된 노산팔경의 내용에도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

는데, 팔경을 8개소의 각자가 있는 장소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

나 문하생들이 그것들을 자의적으로 각자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 역시 벽계구곡의 최초 기록물에 한 신뢰를 잃게 

한다. 이러한 단서들은 1973년 당시 벽계구곡에 구체적인 공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위글씨 유지를 중심으로 노산팔

경의 공간개념이 구상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노산리에 소재한 

화서의 바위글씨 유지는 총 7개소이다. 이를 8경에 맞추기 위

해 멀리 떨어진 일주암을 포함시켰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물론 일주암 아래의 계곡도 화서가 즐겨 찾았던 곳임을 분명하

지만 구성방식의 수준이 다른 점은 아무래도 화서 설정설에 회

의(懷疑)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벽계구곡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벽계구곡의 연구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론적 논의는 당시 양평문화원 향토사료조사연구위원

이었던 장삼현의 논저 이항로선생의 생애와 사상 (1988)에서 

찾아진다[8]. 여기에는 그의 부친인 고 장기덕의 주장을 채록

하여, 주자와 송자의 도통을 계승한 화서가 주자의 무이구곡과 

송자의 화양구곡에 비유하여 벽계천 일 를 벽계구곡이라 지

칭했다고 기술되어 있다(Figure 2). 수록된 벽계구곡의 요소는 

‘제 1곡 수입리 아미산 아래’, ‘제 2곡 내수입’, ‘제 3곡 정자터 

아래’, ‘제 4곡 용수목’, ‘제 5곡 자라소’, ‘제 6곡 분설담’, ‘제 7곡 

석문’, ‘제 8곡 살땅’, ‘제 9곡 일주암 아래’로써 설정된 원초의 

공간구분을 담고 있다. 노산팔경의 내용은 이전과 달라졌는데, 

다음과 같은 팔경의 요소가 언급되어 있다. 

“벽계마을 주 에는 화서선생이 그 제자들과 유람하고 강학하던 

곳이 있으며 그 경을 명명하여 불 는데, 일곱 곳에 자를 새

겨 놓았다. 그 경 에서 제월 , 묘고 , 명옥정, 자라소, 분설

담, 태극정, 석문, 일주암을 노산팔경이라 부르고 있는데, 각각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위 역시 장기덕의 설명을 참조한 것으로서, 화서가 강학하고 

장수유식(藏修游息)하던 장소와 ‘절경’을 연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된 ‘노산팔경의 상이한 특징’을 그 로 옮기면 아

래와 같다. 

• 제월 (霽月臺)는 청풍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생의 생가 동편 

언덕 약 50m 지  노산사 정문 앞 10여 미터에 치한다.

• 자라소[鱉沼]는 약어(躍魚)를 특징으로 하는데, …( 략)… 

쇄취암 아래 수심이 깊고 마을에서 외진 곳이다.

• 묘고 (妙高峰)은 일명 문필 이라 하는데, 비연(飛鳶)이 특

징이다.

• 명옥정(鳴玉亭)은 오동단에서 동남간 80미터 지 에 있는데, 

…( 략)… 서성(書聲)이 특징이다.

• 분설담(噴雪潭)은 …( 략)… 기암(奇巖)이 특징이다.

• 오자정(五自亭) 7)은 산수의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 석문(石門)은 벽이 특징이다. 

• 일주암(一柱岩)은 화석(花石)을 자랑한다.[1] 

 

이러한 내용은 양평군지 (1991년)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다[5]. 당시 군지의 집필위원이었던 장삼현은 벽계구곡을 이

전과 거의 동일하게 기술하 으나 노산팔경은 설정된 장소를 

유지하되 경(景)의 주제 곧, 풍류의 행위를 표현한 2글자의 소

표제를 부가하 다. 이는 Jang(1988)에서 제시된 ‘경관의 특

징’과 같은 내용이나, 제월 의 특징으로 제시된 ‘청풍’이 ‘명

월’로, 명옥정의 특징인 ‘서성’이 ‘청풍’으로 달리 기술된 점이 

눈에 띤다. 또한 각 경의 순번이 매겨져 있는 점도 특이한데, 

이것이 ‘제1경, 제2경 …’ 식의 제 (題詠) 순( )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수(計數)의 목적으로 번호를 붙여 구분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표기법은 나중에 오해를 불러와 

Kwon(2004)의 연구에서 ‘제1경 제월 의 명월 …’과 같이 구

체적인 순서를 갖는 승처(勝處)의 개조식(改造式) 표현으로 

제시되기도 하 다[9]. 양평군지 (1991년)에 수록된 노산팔

경은 다음과 같다.

1. 제월 의 명월(明月)     2. 명옥정의 청풍(淸風) 

3. 묘고 의 비연(榧鳶)     4. 오소(鰲沼)의 탁어(濯魚)8)

5. 분설담의 기암(奇巖)     6. 태극정의 산수 

7. 석문의 벽             8. 일주암의 화석(花石)

Figure 2. The article about 
Byeokgye-gugok Vally 
introduced in the November issue 
of ‘Woman Dong-a’, 1973[6] 

  Figure 3. The epitaph of 
Byeokgy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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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Jang(1988)

the Yangpyeong-gungi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1991)

Lim(1990) Gang(2001)
The inscription of 

Byeokgye Village(2003)

1th gok
Under the Amisan Mountain 

in suip-ri(수입리 아미산 아래)
Woesuip-ri(외수입리)

Amisan 

Mountain(蛾眉山)
Woesuip-ri(外水入里) Amisan Mountain(蛾眉山)

2nd gok Naesuip(내수입) Naesuip-ri(내수입리) Anmal(안말)
Naesuip-ri 

Pond(內水入里沼)
Naesuip(內水入)

3rd gok
Under the Jeongjateo

(정자터 아래)
Jeongjateo(정자터) Jeongjteo(停址터) Jeongjateo(정자터) Jeongjiteo(정지터)

4th gok Yongsumok(용수목) Yongso Pond(용소) Yongchu(龍湫) Yongso Pond(龍沼) Yongso Pond(龍沼)

5th gok Jaraso Pond(자라소) Jaraso Pond(자라소) Jaraso Pond(鱉沼) Jaraso Pond[鰲沼] Jaraso Pond[鱉沼]

6th gok Bunseoldam Pond(분설담) Bunseoldam Pond(분설담)
Bunseoldam Pond

(噴雪潭)

Bunseoldam 

Pond(噴雪潭)
Bunseoldam Pond(噴雪潭)

7th gok Seokmun(석문) Seokmun(석문) Seokmun(石門)
Soksacheon 

Stream(續斜川)
Seokmun(石門)

8th gok Salttang Stream(살땅) Soksecheon Stream(속세천)
Salttang Stream 

(살땅溪)
Salttang Stream(살땅) Salttang Stream(살땅)

9th gok
Under the Iljuam Rock

(일주암 아래)
ljuam Rock(일주암)

ljuam Rock 

(一柱巖)
ljuam Rock(一柱巖) ljuam Rock(一柱巖)

The words in parenthesis are intactly put to the words of original articles.

Table 1. The change of establishment contents of Byeokgye Gugok Vally 

이상에서 노산팔경을 상으로 일반적인 팔경 제 의 기본

형식을 답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노문리에 소재한 화서의 유지를 성소화(聖所化)하려는 당시의 

필요와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화서의 고향이자 

화서학파의 정신적 근거지인 노문리에 한 자부심과 벽계의 

아름답고 빼어난 산수에 안겨있는 화서의 인문경관을 외적

으로 표출하기 위한 선양(宣揚) 작업의 결과물로 보이는 것이

다. 이후로 새로운 집경설정이 제시된 적은 없었으므로 벽계구

곡과 노산팔경이 일정한 체계로 공식화된 것은 사실상 양평군

지 (1991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설정은 그 로 유지되고 있는데, 근래의 연구인 Gang(2001․

2012)에서도 장삼현의 논의를 참조하여 벽계구곡과 노산팔경

이 기술되기도 하 다[10][11].9) 

한편 기존의 논의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연구는 

Lim(1990)이었다[3]. 이 연구는 마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마을주민으로부터 노산팔경과 벽계구곡의 구성요소에 한 정

보를 다각도로 구득하여 각 경관거점의 세부적인 요소가 되는 

지명, 바위명 및 관련 문헌이 개괄되었다. 벽계구곡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벽계구곡이라 불렸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그

로 원용하 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에 설정된 구곡 상이 다

소 조정된 결과가 수록되었다. 즉, ‘외수입리’ 또는 ‘아미산 아

래’ 등 벽계 하류의 경관을 지시하던 1곡명이 ‘아미산’으로 변

경되었는데, 경관 주제가 물길이 아니라 외수입리에서 일정 거

리를 두고 감상하는 산으로 바뀐 것이다. ‘내수입’ 또는 ‘내수입

리’로 명명된 2곡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실제 부르는 지명인 

‘안말’로 지정하는 등 현지 인터뷰의 결과가 반 된 구곡명칭이 

제시되었다. 그렇다 해도 구곡의 기본적인 공간설정이 변한 것

은 아닌데, 이는 시원적으로 벽계구곡을 소개했던 Jang(1988)

과 정보제공자가 동일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에서, 노산팔경의 경처 역시 종전과 다름이 소개되었

다. 다만 양평군지 (1991)에 부가되었던 소표제 중에서[5] 오

기(誤記)로 보 던 부분이 바로 잡혔는데, 묘고봉 비연(榧鳶: 

비자나무와 매)이 비연(飛鳶: 나는 솔개)으로, 오소(鰲沼: 자

라소)의 탁어(濯魚: 물고기 씻기)가 약어(躍魚: 튀어 오르는 

물고기)로 수정되었다. 사실 ‘비연’과 ‘약어’는 ‘솔개가 날아올

라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뛰논다[鳶飛戾天，魚躍

于淵]’는 중용 의 경구에서 비롯된 말로써, 그 출처가 분명한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도 한학에 조예가 있던 고 장기덕 

선생이 증언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자라소의 한문 표현이 

‘별소(鱉沼)’로 기입되었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오소(鰲沼)’로 

명명된 바 있다. 이는 ‘자라소’라는 고유한 지명을 한자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인데, ‘鰲’와 ‘鱉’ 모두 자라를 뜻

하므로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역시 원 출처

가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난 혼동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화서의 시에서 자라소를 ‘별담(鱉潭)’으로 명명한 전례를 참조

해 볼 수 있다.10) 이상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의 집경요소가 변

화된 추이는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검토해 봐야 할 자료는 2003년 수입리 및 노문리 

에 세워진 ｢벽계마을비문｣이다(Figure 3). 비문은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의 정보를 제공한 최초의 증언자인 고 장기덕 선생이 

작성하 는데, 벽계리 구곡․팔경의 최종적인 개념을 살필 수 

있다. 비문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후세 사람이 구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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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Dong-a(1973) Jang(1988)
the Yangpyeong-gungi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1991)

Lim(1990) Jang(2003)

Swaechwiam Rock
(鎖翠嵓)

Jewoldae(제월 , 淸風)
1. A bright moon at the Jewoldae

(제월 의 명월)
Bunseoldam Rock
(噴雪潭)

A bright moon at the 
Jewoldae(霽月臺의 明月)

Nakjjiam Rock(樂志岩)
Myogobong 
Peak(묘고봉, 飛鳶)

2. Fresh wind at the Myeongok-jeong 
Rock(명옥정의 청풍)

Jaraso Pond 
(자라소; 鱉沼)

Fresh wind at the Myeongok-jeong 
Rock(鳴玉亭의 淸風)

Myeongokjeong Rock
(鳴玉亭)

Myeongokjeong 
Rock(명옥정, 書聲)

3. A flying kite over the Myogobong 
Peak (묘고봉의 榧鳶)

Myeongok-jeong 
Rock(鳴玉亭)

A flying kite over the Myogobong 
Peak(妙高峰의 飛鳶)

Jewoldae(霽月臺)
Jaraso Pond(자라소, 
躍魚)

4. Fishing at the Jaraso Pond
(오소의 濯魚)

Taegeuk-jeong 
(太極亭)

Fishing at the Jaraso Pond(鱉沼의 
躍魚)

Aenaeseongjung-mangosim 
Rock(欸乃聲中萬古心)

Bunseoldam 
Pond(분설담, 奇巖)

5. A curious rock on the Bunseoldam 
Pond(분설담의 奇巖)

Seokmun(石門)
A curious rock on the Bunseoldam 
Pond(噴雪潭의 奇巖)

Bunseoldam Rock(噴雪潭) Ojajeong(오자정, 山水)
6. Landscape around the Taegeukjeong 

(태극정의 산수) 
Myogobong Peak
(妙高峰; 우물봉)

Landscape around the
Taegeukjeong(太極亭의 山水)

Seokmun Rock(石門) Seokmun(석문, 절벽)
7. The Cliff of the Seokmun Rock

(석문의 절벽)
ljuam Rock 
(一柱巖)

The Cliff of the Seokmun 
Rock(石門의 絶壁)

Iljuam Rock(一柱巖)
ljuam Rock(일주암, 
花石)

8. The flowers on the ljuam Rock
(일주암의 花石)

Jewoldae 
(霽月臺)

The flowers on the ljuam 
Rock(一柱巖의 花石)

The words in parenthesis are intactly put to the words of original articles.

Table 2. The change of establishment contents of Nosan Palkyung

위치를 정하고 노산팔경의 명칭을 붙 다”는 기록이다. 이는 

화서가 직접 구곡과 팔경의 명칭을 정했다든지, 마을에서 구전

되어 내려왔다는 종래의 설을 일축하는 목이기도 하지만, 벽

계구곡과 노산팔경을 설정한 장본인이 곧 장기덕 자신일 수 있

음도 은연중에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華西先生은 이곳을 사랑하고 九曲의 의미를 부여하여 이름을 짓

기도 하고 巖刻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 後人이 다시 九曲의 치

를 정하고 蘆山八景의 명칭을 붙여 지 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법 

알려져 있다. 蘗溪九曲은 一曲 蛾眉山, 二曲 內水入, 三曲 정지

터, 四曲 龍沼, 五曲 鱉沼, 六曲 噴雪潭, 七曲 石門, 八曲 살땅, 

九曲 一柱巖인데 四曲까지는 水入里에있다. 蘆山八景은 霽月臺의 

明月, 鳴玉亭의 淸風, 妙高峰의 飛鳶, 鱉沼의 躍魚, 噴雪潭의 奇

巖, 太極亭의 山水, 石門의 絶壁, 一柱巖의 花石 등이다.” 

3) 벽계구곡과 노산팔경 형성과정의 추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은 화서와 

관련된 경관과 유지를 헌양할 목적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서 또는 당 의 제자가 경 한 구곡팔경

의 공간체계가 아닌 훨씬 후 의 창작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동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벽계구곡의 구성방식은 벽계천의 계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며 정사를 중심으로 상․하류에 구곡원림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유형을 따랐다.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설정방식은 

부분의 구곡원림이 따르는 기본형식으로서, 도체를 회복한다는 

상징성이 발현된 문화공간의 작법이다. 구곡의 시작점은 ‘바깥

무드리’라 불리는 ‘외수입’이었고, 화서의 유지가 밀집되어 있

는 노문리 벽계천을 거슬러 올라가 가평군 설악면과의 경계부

인 일주암에서 종결되는 선형구조를 가졌다. 그러나 앞서 전제

하 듯이, 벽계구곡에는 구곡 설정의 취지가 담겨있는 제 시

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시  유자(儒 )는 존주자( 朱子)의

식을 깔고 수려한 산천을 찾아 구곡을 설정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는 원림을 경 하 다. 구곡의 설정에는 구곡시나 잡 (雜

詠), 정사기문(精 記文) 또는 구곡도(九曲圖) 등이 동반되는 

것이 상례이나 벽계구곡에는 이러한 창작의 결과물이 결여되

어 있다. 일반적인 구곡문학의 창작은 구곡 설정자의 현실적 

입장과 의식세계를 반 하는 동시에 구곡을 향유하는 주인이 

자신임을 표명함으로써 공간적 점유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깔

려있다. 더군다나 주자․율곡․송자의 도통을 이었다고 자부했

던 화서학파와 ‘후인(後人)’의 입장에서 그것을 외적으로 표

방하는 구곡시의 제작이 중요한 문제 을 것이나 이에 한 창

작요소가 없는 점은 벽계구곡이 현 구곡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벽계구곡이 하나의 계류를 이동하며 그 주변의 지점을 

주제화하여 공간을 엮어나갔다면, 노산팔경은 화서의 근거지인 

청화정사[노산정사] 주위에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의 주제

들에는 모두 정사 주변의 산수특징이 반 된 것들이며, 화서의 

흔적이 깃든 바위글씨가 존재하거나 강학, 향음주례 등이 이루

어졌던 공간 위주로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동

아 (1973년)에서 노산팔경이 지금과는 달리 7개의 각자바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벽계구곡의 주제요소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6], 강한 ‘화서 장소성’을 갖고 있

던 노산팔경이 벽계천 전체를 아우르는 구곡의 설정을 이끌어

낸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이 두 공간체계는 자라소, 

분설담, 석문, 일주암의 4개소가 중첩되며, 모두 한계 경관역이 

일주암에서 종결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은 

노산팔경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벽계구곡의 창작을 이끌었음

을 알려준다. 그 결과 외수입에서 일주암까지의 약 11km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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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locations of Gugok ․ Palkyung around Byeokgyecheon

르는 벽계천 상에 청화정사를 중심공간으로 한 곡중경(曲中景)

의 문화경관이 형성되었다.  

셋째, 수회구곡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종

가 증언한 바를 그 로 수용한다면, 수회구곡은 아미산[외수

입]에서 시작하여 자라소까지의 벽계천에 위치한다. 벽계구곡

과 수회구곡 양자는 아미산, 안말, 정지터, 용추, 자라소 등의 5

개소가 중복되는데, 특히 자라소가 노산팔경의 시작점인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Figure 4). 즉, 수회구곡이 끝난 종점에서부

터 노산팔경이 시작되는 이른바 장소구별의 양상이 감지되는 

것이다. 사실 수회구곡은 이덕수의 벽계기 에 나타난 지점 즉, 

용추[소용추, 용추], 창룡담 지역의 정지터, 안말 지역, 무당

소의 취병, 덜멍 부근의 송석  그리고 아미산 등의 장소를 공

유하고 있다.11) 수회구곡이 청강선생을 비롯한 전의(全義) 이

씨 가문의 소작이었다는 증언이나 이제신의 후손 이덕수가 사

실상 수회구곡과 중첩되는 곳들을 즐겨 찾았던 점을 고려해 본

다면, 벽계는 오랜 시간동안 전의 이씨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구한말 화서의 부친인 이회장이 인적이 

드물던 노문리로 이주하여 청화정사를 건립하고 화서가 그것

을 이어받아 노산정사를 경 하면서, 황벽은 강학과 제자들의 

휴양 장소로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로서 벽계의 향유를 

주도하는 집단은 전과 달리 화서학파로 변되는 벽진(碧珍) 

이씨 집안으로 경도(傾倒)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문리 

벽계에는 화서와 관련된 7개소의 바위글씨가 있다. 이러한 수

치는 수입리에 위치한 조 자가 불명의 ‘수회구곡’ 및 ‘청서구

장’의 2개 바위글씨보다 양적으로도 우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Figure 5). 더군다나 청화정사․노산사지 등 제반 문화재의 

동반분포로 인해, 벽계에는 화서가 주인으로 자리매김 되는 지

배적 역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노산팔경이 설정된 후 벽계 전체의 공간점유를 위해 

벽계구곡이 다시 설정되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해보면, 

용추 이하가 화서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에도 수입리 4개소 

지역이 벽계구곡의 요소로 포함된 설정의도가 분명치 않다. 여

기에는 깎아지듯 서있는 석벽[翠屛] 등으로 경관적 특이성이 

돋보이는 무당소 일원이 제외되고, 신 ‘아미산’ 곧 외수입과 

짝을 이루는 지명인 내수입[안말]이 선정되었다. 정지터와 용

추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수입리의 명소로 부각된 곳이라 벽

계구곡에 포함되었다 해도, 수입리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을 자

랑하는 무당소 일원이 제외된 것은 여러모로 이해되기 어렵다. 

무당소 취병 절벽에는 ‘청강 이제신과 서당 이덕수가 찾던 장

구지소(杖屨之所)’란 의미의 ‘청서구장’ 바위글씨가 있고, 그 

근방에는 ‘수회구곡’ 각자바위까지 존재한다. 애써 화서 이전의 

유적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짐작되는 부분이다. 사실 이 같은 

양상은 한 집단의 장소향유가 다른 집단의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일종의 ‘장소패권’의 현상으로도 이해된다. 일부 명승구곡

의 사례에서 나타난 가문 간 배타적 장소향유 현상 즉, ‘장소쟁

탈’로 까지 비화되진 않았으나[12], 벽계의 단선적 물길을 두고 

발생한 곡내곡(曲內曲)의 복층 설정은 장소패권의 주체가 되

는 후손이나 마을주민에 의해 벽계의 역사적․문화적 점유권

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묵언(黙 )하고 있다.

다섯째, 그렇다면 이상의 단서로써 벽계구곡이 어떠한 공간

의 구상에 의해 조직화되었는지를 판명해 볼 수 있겠다. 일단 

벽계구곡의 공간요소는, 수회구곡의 참조 여부를 떠나 사실상 

많은 부분 수회구곡의 경처를 포함하고 있다. 벽계구곡은 표면

적으로 수회구곡 5개소, 노산팔경 4개소[자라소를 수회구곡과 

공유]가 취합되고 다시 살땅[속사천] 1개소가 추가됨으로써 9

개소의 경관주제를 갖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 핵심을 간명히 

정리해 보면, Figure 6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벽계천의 가

장 긴 역에 걸쳐있는 벽계구곡을 기준으로 수회구곡과 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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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hoe-gugok(水回九曲) 

 

b: Cheongseo-gujang(淸書 莊)

 

c: Jewoldae(霽月臺)

 

d: Myeongokjeong(鳴玉亭)

 

e: Gwannaeseongjung-mangosim(款乃聲中萬古心)

 

f: Nakjiam(樂志岩)

g: Bunseoldam(噴雪潭)

 

h: Swaechwiam(鎖翠嵓)

 

i: Seokmun(石門)

Figure 5. Letters caved on the rock in Byeokgyecheon 

Figure 6. The spatial structure of gugok-palkyung established 
on Byeokgyecheon

팔경을 도시해 보면, 5곡 자라소를 경계로 두 공간체계가 양립

하고 있음이 간파된다. 양자는 내재된 역사적 요소의 가치와 

완전성을 떠나 각각 자체완결적인 범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반면 벽계구곡의 경우, 이 두 체계에서 필요한 요소를 뽑아 구

성한 2차적 공간체계의 성격이 강하다. 즉, 구곡의 유람 명소화 

요건으로서[13] 수려한 경승은 갖추고 있지만, 성리적 도가 구

현되는 도학적 장소로서의 뚜렷한 상징적 의미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곡의 전개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의

미구조 역시 불완전하다.

여섯째,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벽계구곡은 화서의 이미

지에 편향된 불완전한 장소성에서 탈피하여 수입리 지역의 역

사적 유서를 동등한 입장에서 통괄하는 장소 타협적 공간체계

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와는 별도로 수회구곡과 노산팔경 각각

은 경관 설정의 인자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간의 완전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먼저, 수회

구곡은 관련 문헌의 부재로 노산팔경에 비해 장소성이 약하다. 

하지만 현재적 시점에서 각 곡에 한 뚜렷한 경관특징과 산수

의 아름다움을 부각할 여지는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

다. 노산팔경의 경우, 근래의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계

곡이 점차 황폐화되면서 특유의 공간체계가 희미해지는 점 역

시 문제시된다. 특히 묘고봉, 태극정, 오자정 등 장소성이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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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경처가 있으며 명옥정․낙지암․분설담․석문을 경유한 

둘레길의 조성으로 본래의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일곱째, 벽계구곡은 화서 사후 화서학파의 주요 인물인 중암

(重菴) 김평묵(金平默, 1819∼1891), 성재 유중교 등이 경기도

가평 옥계동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경 했던 옥계구곡12)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곤 한다. 벽계구곡의 설정 시점은 그보다 

후 의 일이지만, 화서학파의 일원이 벽계구곡에 향을 받아 

타지에 구곡을 설정․경 했다는 논리가 공공연히 회자되었던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화서는 구곡을 경 하고자 하는 뜻은 

갖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직접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

다. 옥계구곡의 설정은 1886년 이후로 김평묵과 유중교의 심설

논쟁이 격화되면서 화서학파가 두 계열로 분열된 사건이 계기

가 되었다. 당시 화서의 적통을 누가 이어받았는가의 문제가 

두되었는데[14], 옥계구곡은 자신들의 학문적․사상적 연원

이 송시열에 있음을 표방하는 정치적 산물이자, 나아가 김평묵

과 유중교 사이의 적통주장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

다. 특히 화서학파의 정신적 성지인 통단(大統壇)과 조종암

(朝宗巖)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기에, 옥계구곡은 주자에서 율

곡․우암․화서로 전수되는 화서학파의 도통(道統)을 강조하

는 장치로 보다 강조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끊어

진 주자의 도맥을 계승했다는 율곡의 ｢고산구곡가｣를 수용하

여 그 도맥을 이끌어 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옥

계구곡시｣, ｢옥계잡 ｣, ｢옥계산수기｣, ｢옥계구곡가｣, ｢옥계조｣ 

등 일련의 작품과 ｢옥계구곡도｣의 제작에 열을 올린 점은 옥계

구곡이 도맥의 계승 및 점유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잘 설명

해 준다[15]. 

그러나 가평 옥계구곡의 경 은 분명 화서학파의 본산인 양

평 노문리 유림과 화서의 후손에 편치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적지 않은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배

경 하에, 1970년  이후에 착상․구조화된 벽계구곡은 김평묵, 

유중교, 유인석 등 1  제자들의 사후, 화서학문의 중심지가 옥

계동으로 건너간 것에 한 반동으로, 그리고 무이구곡․고산

구곡․옥계구곡의 사이에 결손된 도체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동기와 필요에 의해, 벽계구곡은 노산팔경의 설정 직

후, 노문리뿐만 아니라 수입리에 이르는 벽계천 전체 역을 

화서의 향력이 미치는 문화경관으로 재구성할 의도로 만들

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벽계구곡 설정 전의 벽계천에는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거쳐 간 선유(先儒)의 역사가 간직되어 있었

으며, 그것은 벽계천에 선점된 장소성을 구축하는 하나의 권위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벽계구곡의 설정 이후 벽계천

은 화서의 벽계로 재탄생했으며 화서 지향의 새로운 장소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벽계구곡은 화서의 색채를 강하게 부여하

되, 바위글씨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산팔경의 실물요

소와 문헌자료가 망실된 수회구곡의 요소를 절충해서 만든 현

구곡의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된다.  

2. 시문과 바위글씨로 본 노산팔경의 경관의미

노산팔경은 화서의 거주지이자 벽계강당이 있는 청화정사를 

중심으로 한 노문리 벽계 일원 중에서도, 화서가 젊은 시절 이

래로 80평생 제자들과 함께 강학하고 소요하던 경승으로 구성

되었다. 화서의 체취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동시에 뛰어

난 경관미를 포함하는 여덟 곳이 선정되었는데, 물론 이러한 

장소는 화서가 설정한 공간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팔경제 으

로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노산팔경에는 산수자연을 

완상하면서 도학과 본심을 읊었던 화서의 시문과 바위글씨가 

또렷이 전해오고 있어, 화서의 주리론적 세계관이 결부된 문화

공간으로 그 가치를 조명해 볼 수 있다. 아래 화서집 에는 그

가 평생 오가며 노닐었던 장구지소에 해 다음과 같이 짧은 

기록을 남겼다. 

정미년(1847년, 56세) 여름에 제월 (霽月臺)를 쌓았다. 정사

의 동쪽 기슭인데 에 작은 가 있던 곳이다. 이를 수축하여 

넓혔고 명(銘)을 지어 돌에 새겼다. 의 삼면은 험한 벽이요, 

건 편에 시냇물[溪潭]을 마주한다. 단풍나무가 주 를 두르고 

있고 로는 괴나무[槐]가 우거져 있다.  그 동쪽에는 명옥정

(鳴玉亭) 있다. 선생께서 조석으로 이곳을 배회하시기도 했고 제

생들과 경례(經禮)를 강습하셨다. 한편 계곡을 따라 쇄취암(鎖翠

巖), 휘수 (揮手臺), 낙지암( 志巖), 내암(欵乃巖), 분설담

(噴雪潭), 석문(石門), 태극정(太極亭), 오자정(五自亭)의 경승

이 있다. 한 동쪽으로 6,7리를 가면 일주암(一柱巖)이 나타난

다. 우뚝 선 모습이 수십 장인데, 그 아래의 계곡은 그윽하고 깊

숙하여 가히 앉아 있을만하다. 모두 선생께서 평생 오가시며 노닐

던 곳들[杖屨之所]이다.13)

위에서 제시된 벽계의 11개 경승은 모두 노산팔경의 경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여타의 팔경처럼 각 경의 순서화 또는 번호

메기기가 되어 있지 않아 그것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체계가 부

재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화서의 거주지 던 청화정사

[노산정사]를 팔경 설정의 구심점으로 보고 청화정사에서 가

까운 경소(景所)부터 논의하도록 한다. 

 

1) 제월대 명월(明月)

화서가 태어난 곳이자 훗날 화서학파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청화정사(靑華精 )는 야트막한 언덕인 노산( 山) 자락에 위

치한다. 동쪽으로 통방산이라고도 부르는 청화산 정상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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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남쪽에는 안산으로 가마봉의 용맥을 마주하고 있는데, 정사

는 골이 깊은 산중에서도 앞이 트이고 계곡 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화서가 제월 를 만든 것은 그의 

나이 56세 되던 해(丁未年; 1847년) 여름이었다. 당시 청화정

사 동측 언덕에 본래부터 있던 작은 (臺)를 증축하고 ‘제월

’로 명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볼 수 있는 노산사지( 山祠址) 

전면의 너른 마당이 그것이다(Figure 7). 제월 의 한편에는 

각자를 새긴 둥근 돌이 놓여 있다. 이 돌의 전면에는 전서체로 

새긴 ‘霽月臺’ 글씨가 있고 윗면에는 22자이 명(銘)이 새겨져 

있다(Figure 5c).14)

이러한 ‘제월(霽月)’의 명칭은 유가미학의 관습에서 송유(宋

儒)를 연상시키는 제월광풍(霽月光風)의 풍류로서 자주 차용

된 소재 다. 철저히 주리론을 고수했던 화서의 입장에서 표지

된 제월광풍의 산수는 감관으로 획득되는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한 경의 상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태극 즉, 리(理)를 관

조함으로써 자기 수양으로 삼는 격물과 궁리의 산수 다. 이러

한 점은 화서가 제월 명을 비롯하여 제월 를 주제로 쓴 시문

에서 잘 살필 수 있다. 그는 제월 에서 달을 바라보며 심경(心

鏡)에 비친 달에 감응하면서도, 수시로 어둡고 막히게 되는 마

음이지만 본심을 회복하여 명덕을 밝히는 장소로 삼을 것을 다

짐했다. 화서는 주로 도체를 형상화한 시문들을 많이 남겼는데

[16],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을 경서의 숙독 그리고 깊은 사

색을 통해 체득한 도리로 풀어내고, 주변 경물과 성리적 도체

를 절묘하게 융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제월 를 주제로 쓴 

아래 두 수의 시문도 실경에 한 묘사보다는 도의(道意)를 드

러내고 리(理)를 정의하는 매개로 제월 의 풍광을 읊고 있다. 

 

제월 명(霽月臺銘)15) 

莫遣微雲      은 구름이라도 남기지 말라.

點綴練光      인 비단 같은 빛이 엉겨버린다. 

極虛極明      지극히 비고도 지극히 밝아져서 

以配太陽      태양의 짝이 되어라. 

丁未夏華西銘  정미년 여름에 화서가 새긴다.

5월 13일 녁, 비가 개이자 계곡에 비친 달이 넘실 었다. 강을 

끝내고 제월 로 걸어가 술을 조  마셨다.(五月十三日夕雨霽 溪

月盈盈 講訖 步至霽月臺 酌) 16)

深山長夏月   깊은 산 긴 여름날의 달

幸從二三友   다행히 두세 명의 벗이 따라서 

講習詩書禮   시경, 서경, 기를 강습하고

淸夜時酌酒   맑은 밤 술잔을 기울 네.

酌酒 明月   술을 마시며 명월을 하니

明月照九有   밝은 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山川何綿邈   산천은 어  아득히 펼쳐졌는가. 

乾坤何博厚   하늘과 땅은 어  박(廣博)하고 심후(深厚)한가. 

圓融無外內   둥근 것이 한 데 통하고 내외가 없어서 일지니, 

被醺坐良久   달 보며 취하여 오래 앉아 있었다.

이제까지 제월 는 위치와 장소명으로 인해 상월(賞月)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지로 부각되어 왔으나, 노산팔경을 다

룬 기왕의 논저에서 제월 에서의 달구경이나 야간경관의 특

징을 다룬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제월 명에 함유된 역

사성과 내재된 성리적 속성을 부각시켜 장소의 위상을 내세우

는 것들이 부분이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제월 가 달을 감상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臺榭)가 아님을 역설해 준다. 화서

가 조 한 제월 는 노산사 전면의 뜰에 유가적 정서가 부여된 

이름으로 명명하여 송유 특히, 주자와 결부된 공간 만들기의 

결과물이었다. 그러한 장소 정체성은 ‘제월 ’ 각자와 그것의 

명(銘)을 새긴 작은 바위를 놓아둔 것만으로 효과적으로 부여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벽계 승경에 존재하는 특징적 사물을 화

서의 세계관과 철학이 반 된 명칭으로 명명함으로써 일 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은 다른 노산팔경 요처에서

도 발견된다. 성리학적 세계관을 형상화 하는 바위의 명칭이 

승경의 아름다움과 융화되고 때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경관을 

압도․점유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노산팔경의 문화공간

은 탄생되고 조직되었다고 본다.

한편 제월  뒤편에는 화서가 주자와 송자를 제향하기 위해 

세웠던 노산사지가 있다. 본래 100여 평에 이르는 큰 사당이었

다고 전하나 6․25 전쟁 때 불타 없어졌고, 1954년 후손과 유림

들이 새로 건립한 것이 지금에 이른다. 사우(祠宇)의 문 앞에

는 장 한 소나무 두 그루가 식( 植)되었고, 제월  주변으

로 소나무와 향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사당으로서의 격식을 차

리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7. Nosansaji and 
Jewoldae  

 
Figure 8. Myogobong Pick 

2) 묘고봉 비연(飛鳶) 

청화정사 동편에 보이는 소야산이 ‘우물봉’ 또는 ‘문필봉’으

로 불렸던 묘고봉이다(Figure 8). 묘고봉은 제월 가 있는 동

쪽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모두 벽계천에 맞닿아 있다. 묘고봉을 

태극정(太極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주위를 돌며 급하게 주

천하는 벽계수의 형상이 태극과 흡사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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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다. Jang(1988) 등에서는 묘고봉의 경관특성을 ‘나는 솔개’ 

즉, ‘비연’으로 명명했다[8]. 화서가 비연이라는 소표제로서 묘

고봉을 형용한 적은 없지만, 이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관

의 특성이 반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묘고봉을 조망하는 

특정 시점장은 아래 계곡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감상하는 조망

형 경관을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묘고봉 일원 역시 화서의 주요 강학장소 중 한 곳이었으나 

각자를 비롯한 괄목할만한 경관요소가 부재하다. 즉 물, 바위 

등의 물경(物境)이나 성리학적 이념을 깔고 있는 시경(詩境)

에 기탁할 만한 경관요소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묘

고봉이 노산팔경으로 지정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비연은 중용  비은장(費隱章)의 경구에서 

연원한 말로서, “군자의 도는 광 하되 은미하다. …(중략)… 

시경 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

못에서 뛴다.’라고 하니 상하에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17)에서 

끌어온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시절의 화서가 묘고봉을 

틈틈이 올라 중용 을 공부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선생께서 사자육경(四子六經)을 늘 복습하고 마치 지신의 말을 

외우듯이 하셨는데, 용 에 특히 힘을 쏟으셨다. 밤낮으로 한두 

편을 통독하시기를 늙어서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기를, 선생은 은 시 에 매양 가을에 틈이 나면 아이에게 

용과 연구(硯具)를 들게 하시고 묘고 에 오르셨다. 【분설와

(噴雪窩) 동쪽으로 일궁(一弓) 정도 떨어져 있고, 높이는 수백장

이다.】 홀로 꼿꼿이 앉아 엎드려 읽고 우러러 생각하니 얻은 바

가 있으면 로 남기고 해야 물어야 집으로 돌아가곤 하셨다.18) 

화서는 유년시절부터 정사 곁에 있는 묘고산은 물론 고요한 

산사에서 자연을 벗하며 독서를 하 다. 16세 되던 해 여름에

는 쌍계사에서 독서를 하 으며, 28세 되던 해 겨울에는 고달

사(高達寺)에 들어가 공부하 다. 화서의 학문탐구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자연산수와 경서는 모두 그의 스승이었다. 화서는 

산수 속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정미학(性情美學)을 연마하고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경험을 쌓음으로써 천리와 인사의 도리

를 하나로 연결시켜 나갔다. 화서가 중용 을 체득했던 묘고봉

은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경관 자체보다도 심원한 중용 의 도

를 깊이 체현하는 경계로서 그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묘고

봉 비연은 날아가는 솔개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상적 

장소라기보다는,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연상을 통해 중용

의 묘리를 추상하는 하나의 상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월’명으로서 주렴계의 쇄락(灑落)을 연상하도록 의도

한 것과 같은 명명법으로서, 나머지 ‘어약(魚躍)’의 경우도 자

라소의 경관 주제어로 사용되기도 하 다.

3) 명옥정(鳴玉亭) 서성(書聲) 또는 청풍(淸風)

(1) 명옥정

청화정사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오동단(梧桐壇: 노문

보건진료소 부근)19)에서(Figure 9) 계곡으로 내려간 지점에는 

90×190cm 가량의 직방형 바위에 글자당 12×17cm의 크기로 음

각된 바위글씨가 있는데, 이 바위를 명옥정이라 한다(Figure 

5d). 명옥은 구슬처럼 울리는 맑은 물소리를 뜻한다. 흔히 구슬

이 부딪치는 소리처럼 맑게 울리는 폭포소리나 계곡의 청명한 

물소리를 명옥이라 부르며, 패옥을 차고 다니는 조정의 고관을 

형용할 때 쓰기도 한다. 실제 명옥정의 자리에 정자는 없지만, 

여름날 녹음수 아래서 시원한 그늘을 즐기면서 청명하게 울려 

퍼지는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자 하는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

다고 본다. 

명옥정에서 계곡을 바라보면, 낙지암 각자가 새겨진 암각바

위와 주변의 잔잔한 소가 부감된다. 하지만 전면에 허름한 시

설물과 느티나무, 두충나무 등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 천류를 

감상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을 주고 있다. 그런데 명옥정 앞의 

녹음수는 여름날 볕을 피해 야외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정자목

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었다. 어느 때 화서는 많은 제자들이 앉

기에 그늘이 부족했던지 이곳에 괴목(槐木)을 심었고 그 장면

을 시로 썼다. 시문을 살펴보면, 처마 높이 정도를 계산하고 다

른 데서 나무를 옮겨 심었으나 생각만큼 지하고가 높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부정하게 숙여 그 아래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괴목을 명옥정 아래에 심다｣ 시는 

명옥정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정자목의 본래 역할을 잘 말해

준다. 한편으로 이를 강학의 장면과 연관해 본다면, ‘명옥정 아

래에서 글 읽는 소리’라는 표제어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벽계마을비문｣에 기술된 ‘명옥정 청풍’의 경우, 다분히 

‘제월광풍’의 속성으로 제월 와 명옥정이 의미상의 구를 이

루도록 설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명옥정 아래에 괴목을 심다(種槐鳴玉亭下) 20)

植槐商略値簷西  략 서쪽 처마 높이를 생각하고 괴나무를 심었다. 

何日亭成萬葉齊  언제 정자가 완성되어 무성한 잎이 가지런해질까.

秪應飽閱風霜劫  단지 응당의 풍상을 겪게 할 뿐이라네. 

天意初非禁汝低  하늘은 애 부터 그 의 고개를 숙이게 할 뜻이 

아니었다네.

(2) 관내암(欵乃巖)21)

명옥정 부근에는 ‘관내성중만고심(欵乃聲中萬古心)’ 각자가 

새겨진 바위(Figure 5e)와 ‘낙지암’ 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Figure 10). 이 두 바위는 명옥정의 지척에 있어서 별도의 팔

경요소로 지정되지는 못한 것 같으나, 그 중요성은 결코 뒤지

지 않는다. ‘관내암’ 명칭은 화서집  연보에서 나타난 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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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명 중 하나이다. 사실 이 바위의 이름은 ｢무이도가｣의 원

문이 ‘애내(欸乃)’인 까닭에 ‘애내암(欸乃巖)’이라 해야 옳다. 

그러나 조선시 의 문인들은 ｢무이도가｣의 ‘애(欸)’자를 종종 

‘관(欵)’으로 혼동하여 썼다. 실제 이 바위에도 ‘欸’가 이니라 

‘欵’으로 각자되었는데(Figure 14), 화서집 에도 각자된 글자 

그 로 ‘관내암’으로 기술되었다.22) 

주지하듯, ‘애내성중만고심’은 주자의 ｢무이구곡가｣ 제5곡에 

등장하는 시구로서, 주자에 한 존모심을 시각화하는 동시에 

무이구곡의 경관을 추상하기 위해 바위에 새긴 것이다. 필사본 

화서선생문집(華西先生文集) 에, ｢갑묘23) 겨울, ‘欸乃聲中萬

古心’ 일곱 자를 명옥정 동쪽에 새겼다[甲卯冬刻欸乃聲中萬古

心七字于鳴玉之東]｣다는 시제가 있다고 전하나, 활자본 화서

집 에는 누락되어 확인되지는 않는다[9]. 이 바위글씨는 사람 

키를 넘는 바위의 높이만큼 각자의 크기도 노문리 소재 화서의 

각자 중에서 가장 커서 벽계천의 진입을 알리는 표지석처럼 서 

있다. 흔히 이 각자를 두고, 화서가 주자를 모방하여 벽계에 구

곡을 경 했다는 근거로 보기도 한지만 그러한 뜻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다만 ‘뱃노래 가락 속에 만고의 

마음이 들었어라[欸乃聲中萬古心]’라는 노래가 화서의 심중에 

특별히 와 닿았던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Figure 9. Odongdan 

 

Figure 10. The Nakjjiam Rock

 

(3) 낙지암( 志巖)

관내암에서 계곡물로 내려가면 ‘낙지암’이라 새겨진 일명 거

북바위가 나타난다(Figure 5f). 각자가 있는 바위 주변에는 얕

은 소가 형성되어 있는데, ‘(벽계)무당소’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바위의 윗부분은 평평하여 두세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이고, 

거북이가 고개를 들고 있는 형상이라 암경(巖景)의 풍치도 즐

길 수 있다. 각자된 ‘낙지’는 ‘뜻 로 삶을 즐긴다’는 의미로, 중

장통(仲長統: 179∼220)의 ｢낙지론(樂志論)｣에 연원한다. 중

장통은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은일한 

삶을 선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평소에 “제왕을 따라 노니

는 사람은 입신양명하려고 하지만 이름이 항상 보존되지는 못

한다. 인생은 죽기 쉬우니 한가롭게 놀고 자유롭게 지내면서 

진실로 그 뜻을 스스로 즐길 뿐이다”24)라 즐겨 말했고, 그러한 

뜻은 ｢낙지론｣25)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낙지론｣이 말하는 은일의 형태는 유교정치문화권에서 세속

을 벗어난 강호의 은사들이 어떤 공간을 선택해서 살아야 하는

가에 한 이상향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 중장통이 설정

한 낙지의 공간이란 “양전광택(良田廣 )과 배산임류(背山臨

流)의 공간에서 농경적 삶을 통한 경제적 풍요로움과 안람함을 

누릴 수 있는 곳”[17]이다. 구체적으로, 배산임수의 지형에 좋

은 밭과 넓은 집이 있고, 집 주변에 숲, 채마밭, 꽃밭, 과수원, 

낚시터가 있는 동산이 있는 산촌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이러한 

공간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여러 문사들과 교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갖추고 있으면서, 길이 성명을 보

존하는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다고 했다. 

중장통이 설파한 삶의 방식은 속세의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높은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는 하나의 역사적 표본으로 인식되

어 왔으며, 때로는 관료세계에서 물러나 있는 사 부가 스스로

를 위로하며 내세운 은거의 명분으로 자주 거론되기도 했다. 

일찌감치 벼슬을 포기하고 벽계에 은거하던 화서는 애초부터 

낙지의 삶을 위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 자신의 

의지 로 살고자 하는 뜻을 한 평생 실천했고, ‘낙지암’ 각자를 

통해 은연중 그러한 감회를 내비쳤다. 낙지론의 이상향이 많은 

문인서화가들에게 수용되어 숱한 서화작품으로 재생산되었듯

이, 화서의 낙지암 각자 역시 행초(行草)로 쓰여 자유롭고 호

방한 기세를 나타냈다. 그의 시 ｢낙지암｣에서도 중장통의 ｢낙

지론｣을 의식하 는지 꽃 피고 곡식이 자라고 있어 풍족한 벽

계의 정취를 전하면서, 자신의 산골생활이 중장통으로 여겨지

는 옛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노래하 다. 

낙지암(樂志岩) 26) 

斂券無 坐   책을 덮고 말없이 앉았다가는

出門時復行   문을 열고 가고  가보네.

落花忘世寂   지는 꽃이 세상의 막을 잊게 하는데

流水逼人淸   흐르는 물이야 사람 마음 맑게 해 주네.

萬樹春心發   만 가지 나무에 빛이 퍼지는데

干畦雨澤生   온 답에는 빗물에 곡식 자라네.

閒居留歲月   한가롭게 살면서 세월을 붙잡으니

聊得古人情   괜시  옛사람의 정취가 떠오르네.

4) 분설담(噴雪潭) 기암(奇巖)

분설담은 노산팔경 중 가장 핵심적인 경관요소로서, 명옥정 

상류의 계곡 중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분설담’이란 명칭은 계간

(溪澗)의 물이 마치 백설(白雪)을 내뿜는 것과 같이 희고 곱다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서가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 뒤 내

금강 만폭동에 있는 분설담을 보고와 명명하 다는 설이 있으

나, 주자가 양자강 중류 삼협(三峽)의 와룡연(卧龍淵)을 유람

하면서 쓴 시에도 “모름지기 백 척의 벼랑, ‘백설을 뿜으며[噴

雪]’ 찬 물줄기를 날리네[况有百尺崖 噴雪飛寒流]’라는 시구가 

있어,27) 화서가 명명한 분설담 명(名)의 근거로 참조해 볼 수 



양평 벽계리에 설정된 곡중경(曲中景)의 지향성과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벽원(蘗園) 경영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4권 제3호)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97  91

있다. 그런가 하면, 청화정사에서 화서가 공부하던 방의 명칭이 

분설와(噴雪窩)이기도 했는데, 평생 산수자연에서 절차탁마한 

화서의 미의식 또는 주자에 한 존모심이 발현된 명칭으로 여

겨진다.  

실제 분설담의 계류를 보면, 폭포수가 쏟아져 부서지는 모습

이 마치 눈발이 날리는 것을 연상케 한다(Figure 11a). 분설담 

앞으로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소(沼)가 있고 바위 위에는 

침식되어 생긴 웅덩이가 소지( 池)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Figure 11b). 물이 역동적으로 여울지다 폭포를 만나 비산(飛

散)되고, 이윽고 내려가 잔잔히 흐르는 다양한 물의 형태를 감

상하게 해주는 등 분설담은 벽계 제일의 수경관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한편 분설담 기암이라는 표제와 같이 분설담 주변 

둥글고 뾰족한 바위군의 형상도 넋을 잃고 보게 할 정도로 기

관(奇觀)을 자랑하는데, 이 모든 요소들은 분설담 각자(Figure 

5g)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유관(遊觀)된다. 

a: The part of waterfall

 

c: The part of pool

Figure 11. The landscapes around Bunseoldam Pond

벽원 일 가 모두 유거강도(幽居講道)하던 공간이었듯, 화

서는 백설천(白雪川)이 흐르는 분설담을 자주 찾아 강학하는 

한편, 천고를 흘러온 물줄기를 보며 도체를 음미하는 행위를 

하 다. ｢분설담｣ 시는 분설담 주변 너럭바위에 제자들과 둘러 

앉아 강론하는 장면을 적은 것이다. 여기서 묘사된 기이한 형

상의 바위와 눈 날리듯 흐르는 계류는 화서 개인의 서정을 느

끼게 해주는 심미객체인 동시에 성리학적 세계관이 투 된 도

체(道體)의 발현물이기도 하다. 

도의(道義)를 사유하는 상으로 산수를 하는 태도는 화

서가 찾은 벽계의 경승 전체에서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화서의 

주리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가 경 한 벽원의 모든 경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수경치의 물상[氣]’을 통해 리(理)의 내재

함과 심미적 자아의 허령(虛靈)한 경계를 체험하는 이른바 ‘이

실전허(以實傳虛)’와 ‘이형전리(以形傳理)’의 공간작법으로 존

재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벽계구곡이나 노산팔경을 

화서와 연관된 공간의 역으로 조명하기 이전에, 그가 경 한 

벽원의 본래 경관을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짓고 나아가 어떤 방

식으로 감상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아래 시에서도 

작자는 계곡물을 두고 유흥적 취미를 드러내기보다는, 눈에 보

이는 사물의 묘사를 빌어 도의 본체와 허령한 정신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3월 하루 분설담 반석에 반좌하다(暮春初日 班坐噴雪潭石)28)

偶策靑藜杖   천천히 청려장(靑藜杖)을 이끌고  

行 白雪川   흰 이 날리는 물가를 찾아가는 길

源源來活水   콸콸 흐르는 물을 자꾸만 보러왔더니 

樹樹入春天   나무마다  하늘에 들어와 있네.

日月琴書裏   일월의 거문고 가락 서책 안에 들리고

烟霞枕簟邊   연하(烟霞:안개와 노을)는 아련히 물가에 깔린다.  

悠哉千古意   아득히 먼 천고의 마음이여

爲我獲誰先   가 나를 해 먼  드러내  것인가. 

이 외에도 화서집 에는 분설담에서의 일상과 감회를 적은 

시 3편이 더 전해온다. 이 시들은 사실적인 정경을 묘사한다거

나 특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도학자로서의 사유

세계 즉, 태극과 이기(理氣)의 본원을 구명하고 옛 성현을 그

리는 것들이 부분이다. 이 중에서 ｢분설담 위에서 고기를 삶

다(噴雪潭上烹魚)｣의 두 수는 평생 절의를 지키며 학문 수양에

만 몰두하 으나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을 돌아본 애환(哀歡)

을 표하면서, 이곳 분설담에서 사서(四書)에 쏟은 공부가 깊었

다고 회상하고 있다. 

분설담 에서 고기를 삶다(噴雪潭上烹魚)29) 2수

愧未全忘肉   고기 맛을 잊지 못한 게 부끄럽다지만

垂竿綠柳陰   푸른 버들 그늘 아래서 낚싯  드리운다.  

桑蓬心已朽   천하를 경 하려는 포부[桑弧蓬矢]는 이미 썪었어도 

經史記成林   경(經)․사(史)․기(記)는 온통 숲을 이루었다. 

坐自濯黃髮   홀로 앉아 샌 머리를 감으니

向誰開素襟   구를 향해 흉 을 열어 보일까.

盤桓山日晩   해 물도록 서성거리는데

漑釜寤歎深   가마솥 씻다가도 깊이 탄식하네. 

物物勤天職   만물은 하늘이  직분에 애썼으니

吾人不寶陰   그늘 아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네.

慕君蜂唼露   임 을 애모하는 벌은 이슬을 먹고 

急友鳥遷林   벗을 다 히 찾는 새는 숲으로 가버렸네. 

漸驚寬帶   늙을수록 해진 허리띠 보고 놀라게 되는데

窮還愧懦襟   형편이 궁해져 여  몸이 부끄럽다.

緬惟石潭曲   돌이켜보면 석담 물굽이에서 

四子用功深   사서(四書)에 쏟은 공부가 깊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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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자정(五自亭; 太極亭) 산수

분설담에서 상류로 조금 올라가면 명달천과 합수되는 곳이 

있다. 이 지점 위로는 감입곡류형으로 심한 굴곡을 보이는데, 

하천의 동남쪽 길게 이어진 벼랑이 바로 오자정 또는 태극정이

라 전한다. 화서집 에서 태극정 및 오자정의 명칭은 1회씩 보

이나, 그것의 이용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어떠한 

지점을 감상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후 의 노산팔경의 설정

과정에서 노문리의 명소를 추리면서 태극정이 고려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한 출처는 고 장기덕에 의해 증언된 내용

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다음 두 글은 모두 그의 구술을 바탕으

로 작성된 것이다. 

“五自는 사람이 仁․義․禮․智․信을 쫓는다는 뜻으로 五倫과 

五常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 자연의 이치[도]

와 자연스럽게 조화된다고 한다. …( 략)… 五自亭(동면 마을 

언덕에 있음)에 서서 보면 자라소와 우물  그리고 벽계마을 의 

정경이 보이고 화서성생은 자연과 조화된 마을을 보면서 이런 명

칭을 붙 음 직하다.”[3] 

“五自亭은 산수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분설담에서 상류로 2

백 미터쯤 가면 명달리에서 내려오는 명달천과 합수되는 곳이 있

다. 이 지 까지 가 른 산등성이 약 2백 미터쯤 뻗쳐 벼랑을 이

루고 있는데, 이곳을 속칭 매 재라 한다. 산천의 조화가 묘하게 

어울려져 있어 자연의 신비를 감탄  한다. ‘五自’란 사람이 仁․

義․禮․智․信을 좇는다는 뜻이다.”[8] 

위 글들은 이제까지 연구에서 오자정을 기술한 유일한 내용

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오자정에 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위 두 연구에서 지시한 오자정의 위치는 같은 증언자

의 구술을 토 로 기술되었음에도 서로 같지 않지 않다. 

Lim(1990)은 오자정이 분설담 상류 합수지점에 위치한 펜션의 

위치 다고 했고[3], Jang(1988)에서는 매봉재의 절벽을 오자

정으로 보았다(Figure 12)[8]. 그러면서도 두 연구 모두 태극

정과 오자정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을 비치기도 했는데, 지

시하는 상 및 용어의 혼동은 바로잡혀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

다. 현지 노문리 주민들도 오자정과 태극정이 무엇인지 잘 모

르겠다는 반응이었고 한편으로, 여타의 자료에서 묘고산을 태

극정으로 보기도 하 다[18].30) 이러한 혼동은 사실상 노산팔

경의 공간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바, 태극정과 오자정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지명인지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앞서 제시된 화서집  연보

(年譜)에서 태극정과 오자정이 각각 나열되는 것으로 보아, 서

로 같은 지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오자정 혹은 태극정의 경관 설정 이유나 각각의 경관

특성이 부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위 연구에서 더 이상

의 논의는 없었다. 이는 바위글씨가 있거나 강학장으로 사용

된 명승 위주로 짜인 노산팔경의 설정기준 문제와도 직결된

다. 노산팔경의 정체성과 가치의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재

정립되거나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오자정이라는 명칭이 어떠한 전적(典籍)에서 차용된 

것인지 명확치 않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불러왔던 이

름인지 아니면 화서가 작명한 것인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상기 문제점에 의해 노산팔경에 속한 태극정 또는 

오자정의 경관상을 천착하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a:The present position in photo

 

b: The locations 

Figure 12. The locations of Taegukjeong[Ojajeonh] where are 
directed in preceding researchs

6) 자라소[鰲沼]의 약어(躍魚)

자라를 닮은 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인 자라소는 명옥정에

서 하류 방향으로 약 370m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다. 자라소 

일 는 박 소의 문집 경은집(耕隱集) 에 “둘도 없는 냇물과 

돌로 어우러진 벽계동 제일의 경치는 쇄취암이구나”라고 함으

로써 벽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이라고 평가된 곳이다.31) 이곳

의 정취는 앞서 살펴본 계곡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데, 수심

이 깊고 물살이 완만한데다 계곡 주변의 수림이 울창하여 정적

이고 고요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Figure 13a). 그런가 하면, 

우거진 느티나무가 수면에 그림자를 드리운 데다 물빛까지 청

록색을 띠고 있어 온통 푸른 정경을 볼 수 있다. Jang(1988) 등

의 연구에서 제시된 자라소의 경관주제는 ‘뛰어 오른 물고기

[躍魚]’이다. 이의 근거로 “저녁때에 쇄취암에서 자라소를 내

려다보면 고기들이 뛰는 모습이 장관이다”라고 설명하 다. 한

편 자라소의 물가에는 쇄취암(鎖翠巖)이라 쓰인 거 한 바위

가 있다(Figure 13b). 바위의 뒤쪽은 도로이고 이끼와 담쟁이

덩굴이 덮고 있는 각자부는 민가의 마당에서 볼 수 있다. 바위 

옆에는 근래에 건립된 쇄취정(鎖翠亭)이라 편액된 정자가 있

는데, 쇄취암과 조화되지는 못한다. 

‘쇄취(鎖翠)’는 주자의 무이도가  1곡시 중 “무지개다리 한

번 끊어진 뒤 소식이 없고, 골짜기와 바위 봉우리마다 푸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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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한 안개만 자욱하다[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巖鎖翠煙]”에 나

타난 ‘쇄취연(鎖翠煙)’에서 따온 것이다. 주자가 형용한 쇄취연

(鎖翠煙)은 다리가 끊어져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된 무이산에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깊숙한 가경(佳境)마저 닫아버린 짙푸르

고 자욱한 연무이다. 이는 도의 은미함이나 도가 단절된 것이 

오래됨을 비유한 것인데, 자라소의 짙푸른 물색과 연관되어 절

묘한 운치를 자아내는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자라소 역시 실외에서 강습하던 주요 노천강당이었

다. 쇄취암 앞의 공터가 여러 사람이 모여 앉기에 넉넉해 보이

지만 실제 강학하던 장소는 쇄취암 맞은편의 물가 다고 한다. 

이는 화서의 시 ｢자라소 남쪽 비탈에 석 를 쌓아 더위를 피하

다｣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쇄취암 앞에 민가가 자리하고 있

고 그늘이 없는 탓에 장소를 옮겨 남쪽 물가에 석 를 쌓았다

고 했다. 쇄취암 각자(Figure 5h)를 판 것도 이 시기 다.

a: Jaraso Pond

 

b: Swaechwiam Rock

Figure 13. The landscapes around Jaraso Pond

  

자라소 남쪽 비탈에 석 를 쌓아 더 를 피하다(鱉潭南崖 築石避暑)32) 

鎖翠巖相    쇄취암과 마주하는 곳이

渾如甲乙家   여느 시골집과 다를 바 없어

俯淵容徙倚   못을 굽어보도록 조용히 자리를 옮겨

貼土補欹斜   흙을 덧 어 기울어진 곳을 돋우었다.

鼯鼠 常狎   날다람쥐 수시로 놀다 가고

鷄狵咫尺遐   닭과 삽살개 지척에 있어도 멀리하는데

行當鐫大字   이제 ‘쇄취암’ 큰 자를 돌에 새기니

策勒照苔花   지팡이로 새긴 씨가 이끼를 환히 비춘다.  

7) 석문(石門)의 절벽

태극정에서 상류로 조금 올라가면 속세천[續斜川]이라 불리

는 개울이 나온다. 이 개울 위로는 갈문부락으로 향하는 소로

가 있고 옆으로는 묘고봉의 동측 벼랑이 이어지는데, 벼랑 가

에 서있는 한 갈래 바위틈이 바로 석문이라 불리는 바위이다

(Figure 14a). 석문 역시 화서가 소요하고 강학하던 곳으로서, 

바위 아래에 예서체로 새긴 ‘石門’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다

(Figure 5j). 화서의 시 ｢석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서 선생

의 시에 차운하다｣ 등을 보면, 석문 일 는 주로 지인과 교류하

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즉, 물고기를 낚아 빈객(賓客)을 맞

는 일상적인 장소이자 물을 만지며 놀이하는 곳으로 석문을 찾

았던 것이다. 실제 석문 앞 계곡물은 수심이 얕고 물살이 약해 

물고기 잡기 좋으며, 또한 여럿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도 군

데군데 있어, 화서 시에서 나타난 정겨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

다(Figure 14b). 

a: The front side of the Seokmun Rock

 

 
b: The valley in front of 

the Seokmun Rock

Figure 14. The present condition of Seokmun Rock

하지만 지금 석문 일 에서 그러한 정취를 찾아보기는 어려

운데, 시멘트 난간이 설치되어 계곡과 도로가 이격되었고 둘레

길 조성사업으로 예전의 흙길 신 아스팔트 포장이 들어서는 

등 본래의 경관성을 잃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무리하게 석문 

바위틈의 길이 포장되는 바람에 화서가 노닐던 석문의 아름다

운 정취까지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석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서 선생[[金麟厚]의 시에 차운하다

(打魚石門。次河西先生韻) 33) 2수

松靑溪白埜人居  소나무 푸르고 빛나는 개울이 흐르는 곳, 시골 사람

들만 사는데 

多病三春轍跡䟱  날 석 달 병치 에 수 자국만 남아있네.

客至摘蔬當食肉  손님이 이르러 푸성귀는 땄으나 고기반찬은 없으니

童來挾冊且鉤魚  집 아이가 서책을 허리에 끼고 어구를 챙겨오네. 

淘波䨟石如茶鼎  물결 일 거림이 마치 찻물 끓는 것과 같고

緣壁修藤似草書  등덩굴 벽 타고 오름은 서와 같다네. 

強策靑藜廵澗坐  청려장 붙잡고 계곡을 돌다 앉으니

一年花事未全虛  일 년 꽃소식이 모두 허무한 것은 아니었구나.  

春色 住不居  춘색이 당당하여 집을 나서니

臨流掃石髮蕭   시냇물 쓸고 간 돌은 듬성한 머리 같구나.  

岸有離騷無註草  벼랑은 ｢이소｣의 옷처럼 헐벗어 물  풀 하나 없고

溪多爾雅未名魚  계곡에는 ｢이아｣의 이름나지 못한 물고기가 많다네. 

釀花壺有經時瀝  병에 꽂은 꽃가지는 한 철 지나 떨어지고

收網兒停半日書  그물 걷는 아이 반나  지나도록  읽을 생각 않네.

憐君未遇知音士  애달퍼라 아직도 지음(知音)을 못 만났으니

到 艱難賦子虛  늙어서 간난하여 ｢자허부(賦子虛)｣나 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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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주암 화석(花石)

벽계구곡의 마지막 곡인 일주암은, 갈문마을에서 계곡을 따

라 상류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우측 산중에 보이는 

거 한 선돌을 말한다(Figure 15). 일주암으로 접근하려면 계

곡을 통해 오르던지 아니면 노문교를 지나 우회하여 산 뒤편의 

정곡사에서 계곡방향으로 내려와야 한다. 일주암은 일정한 거

리를 두고 봐야 바위의 기괴한 모습이 두루 조망될 수 있지만 

가까이 접근해 감상하는 바위의 근경 또한 일품이었던 것 같다. 

화서의 시에서는 기괴한 바위의 형상뿐만 아니라 바위를 화장

시키듯이 틈새마다 핀 꽃을 일주암 감상의 묘미로 지적하고 있

다. 그리고 임목이 우거진 깊은 산속이지만 다투어 피는 꽃들

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적막함을 잊게 해주고, 특히 봄꽃은 시 

짓기를 재촉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전한다. 

일주암 아래의 계곡도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절경을 자랑

한다. 근래의 가뭄에 물이 마르기도 했지만, 타어랑(打魚浪), 

선부연(仙釜淵) 등 제법 큰 소와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휘

수 (揮手臺)가 있어 강학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 다. 휘수

(揮手)는 손을 흔들어 진세(塵世)의 분요(紛擾)함를 사양한다

는 뜻으로, 소금강 일 가 재물과 벼슬 등의 욕심에 때 묻지 않

은 은둔지사의 성역임을 표방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서재의 제생들과 함께 일주암의 꽃구경 하며 하서선생의 시에 차

운하다(同書齋諸伴 觀花一柱巖 次河西先生韵) 34)

看花繞樹日千廻  나무를 돌며 보는 꽃구경에 태양도 천 번을 도는데

非爲春華覔句催  꽃만 시 짓기를 재 하는 것이 아니라오.

已遣和風頻鼓發  이미 온화한 바람 불어 풍악을 자주 울려주니

且 甘露厚栽培  장차 감로비가 떨어져 북돋아 주겠구나.

林禽何 啼饒   숲새는 어 하여 리도 조잘조잘 지 귐을 즐기고 

山木無憂壽不材  산나무는 땔감 될 염려 없어 죽을 걱정을 않네. 

金菊留粧秋圃淡  어여쁜 국화는 오래도록 단장하고 가을 채소 맑은데

莫爭桃杏向先開  복사꽃 살구꽃 앞 다투어 피기 시작하는 구나.

Figure 15. The ljuam Rock 

3. ｢벽원아집도｣의 풍정과 실경 판단

화서는 지인들이 찾아오면 정사 앞 벽계에서 노닐기를 즐겼

다. 물소리가 메아리치는 벽계의 청명한 산수는 화서를 만나 

학문과 수양의 도량으로 점철(點綴)되어 있었다. 벽계를 찾은 

문사들은 구비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절경이 펼쳐지는 가경

(佳景)에 감탄했을 것이고, 곳곳에서 발견되는 화서의 바위글

씨는 풍부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화서 보다 

15세 위의 벗이었던 율리(栗里) 유 오(柳榮五, 1777∼1863)도 

일찍이 손자 유중교를 데리고 와서 화서문하에 입문시킨 뒤로 

학문적인 교류를 지속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 벽계동에서 

머리가 희끗한 문사들이 참여한 벽원아집(蘗園雅集)의 모임이 

있었다. 화서의 시 ｢벽원아집에서 삼연의 벽계잡  운(韻)을 

뽑아 사람들과 함께 시를 짓다｣를 통해, 모인 참여자들이 삼연 

김창흡의 시를 두고 차운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벽원

아집에 참여했던 유 오도 묘고봉 자락의 청화정사와 계류변

의 낙지암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벽원아집도(蘗園雅集圖)｣라

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Figure 16). 

벽원아집에서 삼연의 벽계잡  운(韻)을 뽑아 사람들과 함께 시

를 짓다[檗園雅集 拈三淵檗溪雜詠韻同賦]

逢塲多白髮   모인 사람들 거의 다 백발인데

歲事已知頭   세사(歲事)가 이미 기울어 가네.  

謝屐從今始   신발을 신고 이제 나가려하니

陳車不待投   떠나는 수 는 기다려주지 않구나.

泉聲仍至夕   계곡 물소리는 녁까지 이어지고

山氣已橫秋   산의 정기가 가을 하늘에 걸린 듯하구나.

宿客林齋冷   떠도는 나그네의 숲 속은 싸늘한데  

棲遅愧隱求   내 한가로운 삶이 은일의 뜻을 부끄럽게 하는구려.

Figure 16. Gathering of Scholars at the Byeokwon(蘗園雅集圖),

1836, the collection of Memorial Hall of Hwa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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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원아집도｣를 살펴보면, 포치된 묘고봉, 청화정사, 낙지암

의 특징적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벽계천의 모습을 사경한 것이

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 자연풍광이 사실과 맞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즉, 계곡의 상류와 하류의 방향이 정반 이고, 정

사 역시 반 편에 그려진 것이다. 폭포의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풍수 명당 조건에 맞게 산을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등에서도 사

실묘사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주변 승경의 탐방 후 자신의 주

관적 인상을 나타내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제의 모

습과 괴리된 점들은 벽원아집도 가 현장에서 직접 그린 그림

이 아니라, 모임이 끝난 후에 그날의 정경을 회고하며 그렸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작자는 아집이 이루어졌던 명옥정․낙지

암 그리고 분설담 일 의 경물을 충실히 반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산수표현 및 구도는 작자의 화습(畵習)으로 처리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양평군 서종면 수입

리와 노문리를 걸쳐 흐르는 벽계천에 형성된 수회구곡, 벽계구

곡, 노산팔경의 설정경위를 검토하고, 화서 당 에 향유된 경관

실체와 현재적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경관자원의 가능성을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찰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회구곡은 전의이씨 문중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

곡 집경으로서, 관련된 문헌은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고 하

나 무당소 둔덕에 바위글씨가 보존되어 있는 바 수입리에 구곡

의 공간이 선재하고 있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설정된 구곡요소

는 제 1곡 아미산, 제 2곡 덜멍, 제 3곡 무당소, 제 4곡 안말, 제 

5곡 정지터, 제 6곡 석바탕[石坪], 제 7곡 용추, 제 8곡 섭도리, 

제 9곡 자라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이 중 5개소는 벽계구

곡과 중복된다. 노산팔경은 1973년 여성동아 지를 통해 처음

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당시 노문리에 소재한 7개소

의 각자바위와 일주암으로 구성된 시원적인 공간체계가 소개

되었다. 지금의 노산팔경 집경체계는 1980년  후반에 정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월  명월(혹은 청풍), 자라소 약어(躍魚), 

묘고봉 비연(飛鳶), 명옥정 서성(書聲)(혹은 청풍), 분설담 기

암(奇巖), 오자정 산수, 석문 절벽, 일주암 화석(花石) 등, 8개

의 경관주제에 두 글자의 소표제가 부가된 장소명으로 설정되

었다. 벽계구곡의 경우, 노산팔경의 설정 후에 수회구곡의 구성

요소를 절충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곡명은 1곡 

아미산, 2곡 내수입, 3곡 정지(亭址)터, 4곡 용소, 5곡 자라소

[鱉沼], 6곡 분설담, 7곡 석문, 8곡 살땅, 9곡 일주암이다. 

둘째, 벽계구곡의 구성방식은 벽계천의 계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며 아홉 구비 승경처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는 전형적

인 구곡원림의 유형을 따랐다. 반면 노산팔경은 화서의 거주지

이자 강학 중심공간이 던 청화정사를 중심으로 집경되어 있

으며, 화서와 관련된 주요 공간들이 선정된 강한 ‘화서 지향적 

장소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벽계구곡의 구성 체계 중 수회구

곡과 중복되는 승처가 5개소나 있고 수회구곡의 종점부터 노산

팔경의 역이 시작되는 구성은 수입리 벽계와 노문리 벽계 사

이의 장소 구별의 양상을 엿보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

을, 화서 이전 벽계 향유집단의 오랜 역사성과 화서의 이미지

로 점철된 강한 공간의 역장이 상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 

이의 단서로는 (1)벽계구곡이 노산팔경의 역을 확 함과 동

시에 수입리의 경승을 뽑아 만든 2차적 공간체계의 성격이 드

러나고 있는 점, (2)벽계구곡의 설정 이후 벽계천 전체 권역에 

한 장소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던 점, 

(3)벽계구곡이 ‘청서구장’과 ‘수회구곡’ 바위글씨 등 화서 이전

의 유적을 배제하고 설정된 점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결국 벽

계의 단선적 물길을 두고 발생한 곡내곡(曲內曲)의 복층설정

은 장소패권의 주체가 되는 후손 또는 마을주민에 의해 벽계의 

역사성과 문화적 점유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

해 준다. 한편으로 김평묵, 유중교 등이 ‘주자-율곡-우암-화서’

로 이어지는 화서학파의 도통을 강조하기 위해 옥계구곡을 경

하기도 하 는데, 화서 학문의 중심지가 옥계동으로 건너간 

것에 한 반동으로 또는 무이구곡․고산구곡과 옥계구곡의 

사이의 결손된 도체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벽계구곡이 만들어 

졌던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동기와 필요에 의해, 

벽계구곡은 화서 선양작업의 결과로 창출된 노산팔경의 설정 

직후, 노문리뿐만 아니라 수입리에 이르는 벽계천 전체 역을 

화서의 향력이 미치는 명승적 문화경관으로 재구성하기 위

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산팔경은 벽계강당이 있는 청화정사를 중심으로 한 

노문리 벽계 일원 중에서도, 화서가 강학하고 소요하던 여덟 

곳의 경승으로 구성되었다. 집경의 방식은 주로 화서가 남긴 

바위글씨와 시문을 위주로 하되 뛰어난 경관미를 감상할 수 있

는 곳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선정된 팔경은 화서의 유지가 남

아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마을의 명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중에는 위치 및 지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처도 포함되어 있었

다. 이러한 문제는 태극정, 오자정, 묘고봉 간의 용어 혼동 및 

경관특성의 불명확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그 밖의 경처에서도 

‘마을에서 경치 좋은 곳이면서 화서가 강학하고 노닐었던 곳’이

라는 논리로써 설명되는 등 팔경을 감상하는 체계 및 경관의 

선정논리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화서의 주리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가 경 한 벽

원의 모든 경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수경치의 물상[氣]’을 통

해 리(理)의 내재함과 심미적 자아의 허령(虛靈)한 경계를 체

험하는 이른바 ‘이실전허(以實傳虛)’와 ‘이형전리(以形傳理)’의 

공간작법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벽계구곡이

나 노산팔경을 화서와 연관된 공간의 역으로 조명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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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가 경 한 벽원의 본래 경관을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짓

고 어떤 방식으로 감상하고 다뤄야 하는지에 한 실마리를 제

공해 준다. 

다섯째,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의 문화경관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벽계구곡은 화서의 

이미지에 편향된 불완전한 장소성에서 탈피하여 수입리 지역

의 역사적 유서를 동등한 입장에서 통괄하고 통섭하는 장소 타

협적 공간체계가 요구된다. 노산팔경 역시 경관설정의 인자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간의 완전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며, 상 적으로 장소성이 약한 수회구곡도 관련

자료 및 증언의 확보로 역사성이 담보된 공간체계로 정립될 필

요가 있다. 

현재 계곡 주변으로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점차 유원지화 되

면서 벽계구곡과 노산팔경 특유의 공간체계 또한 희미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벽계리 구곡팔경은 공간설정의 개념 및 경관특

징을 명징하게 드러낸 관제문서나 연구용역이 없었을 정도로 

해당 지자체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관상

가치가 뛰어난 벽계천의 수중 바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

가 빈번했고, 계곡의 난개발로 지형 및 생태계의 파괴가 이어

져 온 상황이다. 특히 2015~2016년 노문리 ‘힐링 둘레길 조성

사업’의 졸속시행으로 인해 계곡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

괴되어 버린 점은 큰 오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2014년 양평군

에서 시행한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제안공모’ 사업이었는데, 

옛 길을 복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 계곡변을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는데 그쳐 특색 없는 둘레길을 만들어 냈

다. 마을의 발전과 환경 정화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았을지는 

몰라도, 멀쩡한 하천의 물길을 똑바로 만들고 시멘트 둑을 쌓

아 놓는 자연파괴형 개발이 이곳에서도 자행되었던 것이다. 덕

분에 몇 채의 전원주택이 진입로를 확보하여 개발될 수 있었지

만, 노문리 벽계의 핵심자연경관과 전래된 화서의 인문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은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노산팔경과 벽계구곡의 자연생태가 보존되면서 역사문화경

관으로의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총체적 이해를 바

탕으로 한 연구결과의 확보 및 명확한 공간개념의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추후 공간개념의 정립 및 활용방안에 

한 각계의 후속연구를 기 해 본다. 

주 1) 경기도 동부에 위치하는 양평은 1908년에 당시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을 합병하여 양평군(楊平郡)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주 2) 노문리는 본래 양근군 서종면의 지역으로서 1908년 양평군으로 편

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따라 천리, 이치리 

일부를 합하여 노문리가 되었다[19]. 

주 3) 과거 육운(陸運)이 부실해 배를 타야 마을에 진입할 수 있던 때에는 

어디든 조용하며 물도 공기도 마을 인심도 깨끗했다고 하는데[5], 

근래에 음식점, 캠핑장, 택지 등이 곳곳에 개발되어 과거의 정취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 4) 2003년에 세운 벽계마을비문에 서술된 노문리 마을구성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원래 노문리는 배치고개[梨峙], 천(靈泉), 노문

(蘆門), 속사(續斜), 벽계(蘗溪)의 다섯 마을로 이루어졌으나 단기 

4306년 계축 칠월 행정구역개편으로 이치와 천이 가평군 설악면

으로 편입되어 지금은 노문, 속사, 벽계와 벽계에서 나누어진 동면

(東面) 진 (眞垈)의 다섯 마을이 있다. 다섯 마을이 예전에는 중분

(中分)하여 상벽(上蘗), 하벽(下蘗)이라 하 으며 통칭 벽계리라고 

하 다.” 

주 5) 당 (唐代) 시인 유종원(柳宗元)은 ｢옹주의 유중승께서 세우신 마

퇴산 모정에 관한 기문[邕州柳中丞作馬 山茅亭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무릇 아름다움은 저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난정(蘭亭)이 왕희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맑은 급류와 긴 나무는 빈산의 잡초에 파묻혔을 것이

다. 이 정자는 궁벽지게 민강(閩江)과 큰 산맥 사이에 끼여 있어 아

름다운 경치를 찾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성

한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숲에게 아름다움을 돌려주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기록한다(夫美不自美, 因人而彰. 蘭亭

也, 不遭右軍, 則淸湍修竹, 蕪沒于空山矣. 是亭也, 僻介閩嶺, 佳境罕

到, 不書所作, 使盛跡郁堙, 是貽林澗之媿.故志之.).”

주 6) 마을 주민에 의하면, 무당소라는 명칭은 오래 전에 무당이 절벽 위

에서 물로 떨어져 죽은 사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노문리에도 같

은 이름의 소가 존재한다.

주 7) Jang(1988)은 태극정과 오자정을 같은 장소로 보고 있다[8]. 

주 8) ‘탁어(濯魚)’는 ‘약어(躍魚)’의 오기로 보인다.

주 9) 이 연구에는 저자가 직접 답사한 벽계구곡의 구성요소가 개략적으

로 설명되었으나, 벽계구곡 중에서 가장 수려한 곳을 뽑아 정했다고 

밝힌 노산팔경의 사례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주 10) 화서의 시 ｢鱉潭南崖 築石避暑｣(｢華西先生文集｣ 卷之二, 詩) 참조.

주 11) 이제신의 6 손인 서당 이덕수는 조정에서 물러날 때 마다 이곳에 

귀거래하여 벽계를 경 한바 있다. 그는 벽계라는 호를 갖고 있을 

정도로 이곳의 아름다운 산수에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계곡을 완

상하며 물길, 바위, 소 하나하나 이름을 붙 고 그것을 ｢벽계기(蘗

溪記)｣에 남겼다. ｢벽계기｣에는 서당이 자주 찾던 용추로부터 하류

로 내려가 내수입 근방의 송석 (松石臺)까지 아름다운 계곡의 정

취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승처들은 수입리 중심으로 설정된 

수회구곡과 큰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해당 논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 12) 옥계구곡이 위치한 보리 조종천에는 만동묘와 보단의 시원이 

되는 조종암(朝宗巖) 통단(大統壇)이 있다. 통단과 조종암은 

존화양이의 의가 가시화된 곳이며, 임진왜란에 명군을 지원한 의

종(毅宗)의 어서인 ‘사무사(思無邪)’와 선조 어필로 ‘말절필동(萬折

必東)’ 등이 새겨져 있어 숭명배청(崇明排淸) 및 조선중화의 이념

공간으로 숭앙되던 곳이었다. 이 때문에 화서는 30 부터 조종암 

참배를 이어왔고 제자들과 수차례 찾아오기도 하 는데, 이로서 조

종암 일 는 화서학파의 사상적 근거지로 자리매김 되었다.

주 13) 丁未【先生五十六歲】 先生五十六歲。夏。築霽月臺。: 精 東

麓。 有 臺。修築增廣。命名霽月臺。作銘刻石。臺三面陡絶。

橫臨溪潭。楓林周匝。上有槐蔭覆之。又其東有所 鳴玉亭 。先

生朝夕盤桓于此。或 諸生講習經禮。又沿溪上下。有鎖翠巖揮手

臺 志巖欵乃巖噴雪潭石門太極亭五自亭之勝。東行六七里。又有

所 一柱巖 。特然挺立數十丈。其下溪曲又幽夐可坐。葢皆平生

杖屨之所也。( 華西先生文集  附 卷之九 ｢年譜｣)

주 14) 제월  각자석 실물은 화서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주 15) 華西先生文集  卷之二十七

주 16) 華西先生文集  卷之一, 詩

주 17) 君子之道 費而隱……詩云鳶飛戾天 魚躍于淵 其上下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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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 先生讀四子六經。循環熟複。如誦己 。於中庸尤加致力。晨夕常誦

一兩遍。到 不廢。村人傳 先生 時。每春秋暇日。常令一童子挾

中庸及硯具。登妙高峯。【噴雪窩東一弓地。高數百丈】 兀然獨坐 

俯讀仰思。有得則書之。竟日而歸云。( 華西先生文集附  卷之七 

｢金永祿 ｣)

주 19) 오동단(梧桐壇)은 벽계마을 동편 능선 제월  아래에 위치하는데, 

현재 약 3백여 년으로 추산되는 큰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다. 역시 

선생이 강하던 곳이요 지금은 여름철에 노인들이나 행인들의 노천 

정자로서의 한 몫을 하고 있다[8].

주 20) 華西先生文集  卷之一, 詩

주 21) Lim(1990)에서는 마을 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각자바위를 ‘구

적암’이라 명명하 다[3].

주 22) 본고는 이를 교감하지 않고, 각자와 화서집 의 내용 그 로 ‘관내

암(欵乃巖)’의 명칭을 사용하 다.  

주 23) ‘甲卯’는 ‘甲寅’(1854년, 63세)이나 ‘乙卯’(1855년, 64세)의 오기로 

보인다.

주 24) 常以為凡遊帝王  欲以立身揚名耳 而名不常存 人生易滅 優遊偃仰 

可以自娛 欲卜居清曠, 以 其志. ( 後漢書‧仲長統傳 )

주 25) 凡游帝王 ，欲以立身揚名耳，而名不常存，人生易减，优游偃仰，

可以自娱，欲卜居清曠, 以樂其志. 論之曰：“使居有良田廣宅，背山

臨流，溝池環匝，竹木周 ，塲圃筑前，果園樹後，舟車足以代步涉

之艱，使令足以息四體之役. 養親有兼味之膳，妻孥無苦身之勞，良

朋萃止，則陳酒肴以娱之，嘉時吉日，則烹羔豚以奉之. 躊躇畦苑，

游戲平林，濯清水，追凉風，釣游鯉，弋高鴻，風乎舞雩之下，詠歸

高 之上，安神閨房，思 氏之玄虚，呼吸精和，求至人之仿佛. 

達 數子，論道講書，俯仰二 ，錯綜人物，彈南風之雅操，發清商

之妙曲，逍遙一世之上，睥睨天地之間，不受當時之責，永保性命之

期. 如是則可以凌霄漢，出宇宙之外矣，豈羡夫入帝王之門哉！

주 26) 華西先生文集  卷之一, 詩

주 27) 匡廬霜天後，不見雲氣浮。木葉紅已 ，山顔轉清幽。向聞有絕壑，

乃在卧龍湫。及此遂一徃，幸無烟景 。隮 欲其深，泉石固所求。

况有百尺崖，噴雪飛寒流。幽岑自回抱，直下鳴青璆。便可洗我耳，

枕石忘所憂。精神共虛廓，方物皆悠悠。所恨非獨往，不能恣夷猶。

仰歎雲間鶴，俯羨谷中鷗。先生先我來，結屋陽岡頭。虛名付忠武，

滅迹慕巢由。是間頗足居，不田亦平疇。野人種椒橘，崖蜜易歲收。

西源有 翁，卷 藏戈矛。似學辟世士，乃欲邀聖丘。先生且無然，

但作一月留。俟我有决計，它時卜從游。( 朱子文集別集卷  第七 ｢

十月上休日遊卧龍玉淵三峽用山谷驚鹿 要野學盟鷗本願秋江分韻得

鷗字｣)

주 28) 華西先生文集  卷之一, 詩

주 29) 華西先生文集  卷之二, 詩

주 30) 양평지식포털 검색자료에 의하면 태극정이 “묘고봉의 모습이 태극

과 같아 유래됐다”라고 하 다[18].

주 31) 경은집 은 화서 아들 환기공의 제자인 박 소의 문집이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Lim(1990)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3]. 

주 32) ｢華西先生文集｣ 卷之二, 詩

주 33) ｢華西先生文集｣ 卷之二, 詩

주 34) ｢華西先生文集｣ 卷之一,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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