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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군왕의 옛터, 백우 의 설, 삼척

조선 종 2년(1661년) 삼척부사 허목(許穆, 1595∼1682

년, 선조 28년∼숙종 8년)1)이 특유의 서(篆書)체로 짓고 

쓴 척주동해비문(陟州東海碑文)은 이 게 시작한다.

척주는 옛날 실직씨의 땅이요 나라 터 남쪽에 있고 도성

에서 700리 떨어져 동으로 큰 바다에 임해 있다.2)

실직국의 세력은 지 의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경상도

의 북쪽까지 이르 는데, 『삼국사기』 지리지 ‘명주(溟州)

조에를 보면 “삼척군(三陟郡)은 원래 실직국(悉直國)으로 

사왕 때 항복해 왔는데, 지증왕 6년 주(州)를 설치하고 

이사부(異斯夫)를 군주(軍主)로 삼았다”고 쓰여 있다. 병합 

이후 실직군왕(悉直君王)의 지 를 얻었다. 실직국은 오늘

날 ‘삼척(三陟)’이란 지명의 오랜 뿌리로서, 실직군왕릉(悉

直君王陵)이라는 유 으로써 여 히 삼척 지역사의 큰 부

분을 이루고 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 재  1392∼1398년)는 개국 

후 목·익·환·도의 4 조 추존(推 )을 행하는데, 목조 이안

사(穆祖 李安社, ?∼1274)가 그 처음이다. 그는 본래 주

(全州)에서 자랐는데, 벼슬아치들의 폭정을 피해 삼척으로 

이주한 것이 1237년(고려 고종 24년) 이었다. 당  함경

도 의주(宜州)로 이동하려던 과정에서 삼척을 간 정착지

로 정하 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나이 27세쯤으로 추정된

1) 앙의 유수 정객(政客)이었던 미수 허목이 송논쟁(禮訟論

爭)에서 송시열(宋時烈, ) 등에게 패하고 좌천되어 삼척부사로 

임된 것은 종 1년(1660년)이었다. 

2) “州古悉直氏之地 左獩墟南去 京都七百里 東臨大海”, 허목, <陟

州東海碑文>  발췌.

다. 당시 이안사를 따라 삼척으로 이주한 일행에는 부친 

이양무(李陽茂)와 모친 이씨(李氏)를 비롯한 족과 외족, 

따르던 주민들을 포함하여 170여 호, 일천 여명에 달했다

고 해진다. 

삼척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이 별세하

고, 상주 이안사는 명당을 찾아 인근 산야를 헤매었다. 

녁 무렵 지친 몸에 비몽사몽 잠이 들고, 순간 하얀 터럭발

의 도사가 나타나 말한다. 앉은 그 곳이 후손이 왕좌(王

座)를 차지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명당이라는 것이다. 도

사의 선몽(仙夢) 속에는 ‘백우 (白牛金冠)’이라는 어려

운 장례조건이 있었지만, 이안사는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

고 고인을 그 터에 장사지낸다. 4 손 이성계의 업은 이

것에 연유한다.3)

그러나 목조가 삼척에 정착한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의

주로 이주하 기 때문에 후손들은 삼척에 있는 목조 부모

의 묘를 잃어 버렸다. 태조 이래 역  왕들은 목조 부모의 

묘를 찾기 해 부단히 노력하 다. 그 과정에서 목조 부

모의 묘 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설(異說)도 제기되었

다. 고종 인 무 3년(1899년)에 와서야 비로소 그 치

가 확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삼척의 경묘(濬慶墓)와 

경묘(永慶墓)다.4) 

목조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삼척은 부(府)로 성격되었

고, 태종 13년(1413년)에는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로 개명

하여 종3품의 부사(府使)가 임명되었다. 객사(客使)인 진주

(眞珠館)에 어진(御眞)이 안되고, 그 앞에 도호부사의 

3) 조 선, 우리 주변의 문화유산-목조 왕구거유지 .

4) 차장섭, 배재홍, 최장순, 삼척 경묘· 경묘 학술조사  정비 

기본계획, 삼척시, 2009,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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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官衙)가 설치되었다.5) 일제강 기를 거치면서 삼척

아의 건물은 모두 유실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죽

서루(竹西樓)다. 죽서루는 삼척도호부 아와 객사의 여러 

부속시설  하나 다. 

2. 삼척도호부 아와 객사

삼척도호부의 아와 객사가 있었던 재의 죽서루 부

근은 아주 오래 부터 읍성(邑城)이 존재하 다. 문헌상 

15세기 반 이 에는 토성(土城)만 존재하던 것이 이후 

석성(石城)으로 증축되고 규모가 커졌다.6) 

삼척읍성 내에 운 되었던 아의 부속건물로는 부사의 

업무공간인 동헌(東軒), 객사(진주 ), 진주 의 서헌인 응

벽헌(凝碧軒), 죽서루와 그 별 인 연근당(燕謹 ), 서별당, 

옻칠작업장 칠장방(漆匠房), 수령 보좌 자문기 인 향서당

(鄕序 ), 칠분당(七分 ), 안채인 내아(內衙), 군교와 사령

의 집회소로서 장 청( 官廳), 군 청(軍官廳), 이방이 공

무공간 좌기청(坐起廳), 호장의 공무공간 부사(府司), 아

들의 집회소 작청(作廳), 당하  거처 낭청방(郞廳房), 무

기 취 소 군기청(軍器廳), 감방인 뇌옥(牢獄), 수재민 구

호 청 보민청(補民廳), 부사 허목의 독서공간 경사재(敬

思齋), 그리고 기들의 처소 기소(妓所) 등이 있었다. 

그림 1. 일제강 기 유리원  속 삼척객사와 삼척부 아, 1915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죽서루 주변 유  발굴

조사 결과 삼척읍성(토성  석성), 삼척부 아시설과 

련한 건물지  계단형 진입시설, 기단석축과 더불어 신라

5) 강원 동지역에 두 곳의 객사가 있었는데, 강릉 도호부의 임

(臨瀛館)과 삼척도호부의 진주 이 그것이다. 

6)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삼척 죽서루 주변 유  정 발굴조사 약

식보고서, 2012.

시  수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이 일 가 이미 신라시

 이후 오랜 기간 삼척의 심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죽서루 건축, 우연과 필연의 두 시선

오래  삼척 아의 부속시설로서 유일하게 남은 죽서

루는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城內洞)에 치하고 있다. 서

쪽으로 굽이진 오십천(五十川)을 마주하고 수직의 낭떠러

지에 올라 탄 뛰어난 망과 풍 을 자랑한다. 수많은 시

인묵객들이 다채로운 문채로 이를 찬양하 다. 표암(豹菴 

姜世晃)과 겸재(謙齋 鄭敾) 비롯한 당 의 화필들이 그 빼

어남을 그렸다. 정조(正祖)의 어명을 받들어 동지방 해

산승경(海山勝景)을 사행(寫行)하 던 단원 김홍도(金弘道, 

1745∼1816 이후) 역시 강사군첩(金剛四郡帖, 1788년, 정

조 12년)7)에 삼척의 죽서루를 포함하 다. 

그림 2. 김홍도, 강사군첩  <죽서루>, 1788

그림 3. 오십천 수직 벽 의 죽서루 경

7) 김홍도는 삼척에서 죽서루와 능 (凌波臺, 촛 바 ), 두타산

의 무릉계(武陵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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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죽서루 하층 평면도

그림 6. 죽서루 상층 평면도

그림 7. 죽서루 천장 앙시도

보물 213호 죽서루의 건축을 공식 안내 은 이 게 설

명하고 있다. 

이 각이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 명

종 때의 문인 김극기(金克己)가 쓴 죽서루 시가 남아있는 것으

로 보아 12세기 후반에는 이미 존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403년(태종 3년) 당시 삼척부사 김효손(金孝孫)이 고쳐

지었다. 벽  자연 암반을 기 로 하여 건축되어 있고, 

(樓) 아래의 13개 기둥  아홉 개는 자연 암반을 기 로, 나

머지 여덟 개의 기둥은 돌로 만든 기  에 세웠으므로 13개

의 기둥이 각각 다르다. 상층은 20개의 기둥으로 7칸을 형성하

고 있다. 자연주의 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진수로 

동제일루(關東第一樓)라 할 수 있다. 재는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로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지만 원래는 5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건물인 가운데의 5칸 내부는 기둥

의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이며 천장은 연등천장인데, 좌측 뒷간 일부는 우물천

장으로 하 다. 

그림 4. 죽서루 동측 경 

공식 안내 의 설명자료는 건축의 시선으로 죽서루를 

보는 가장 보편의 방식이다. 

죽서루는 상하 두 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樓) 아래 

하층의 13개 기둥  아홉 개는 자연 암반을 기 로, 나머

지 여덟 개의 기둥은 돌로 만든 기  에 세웠으므로 13

개의 기둥이 각각 다르다. 그랭이질을 포함하여 자연 암반 

에 나무기둥을 세우는 통건축의 진수들이 다 모 다. 

마루가 깔린 상층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형식을 하고 

있다. 좌우 양측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벽  

오십천 풍 을 견지하고 동측으로 아와 객사를 두루 향

하고 있다. 삼척 아의 부속시설로서 여흥(餘 )과 례

(冠禮)의 용도, 빼어난 입지와 풍 을 가진 삼척 죽서루는 

양의 남루(嶺南樓), 진주의 석루(矗石樓) 등 유수의 

정들과 여기까지는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죽서루는 사뭇 다른 구성을 하고 

있다. 평면의 좌측 첫 번째 칸은 마루 없이 비어있고, 여

섯 번째 칸은 상 으로 좁고 간에 뜬 없는 기둥이 

있다. 측면의 왼쪽은 3칸이고, 오른쪽은 2칸이다. 팔작지붕 

아래 천장은 연등천장이 이어지다가 의 좌측 여섯 번째 

칸에서 상 으로 좁은 칸의 우물천장을 하고 있다. 나아

가 기둥의 형식은 주심포(柱心包)와 익공(翼工)을 뒤섞었

다. 후좌우 서로 다른 난간, 보와 도리, 장 의 모양과 

장식들이 보면 볼수록 특이하다. 

일 성을 결여한 이 이질(異質)의 구조를 보는 기존 시

선은 증축(增築)이다. 정면 5칸의 원래 구조에 좌우측으로 

이질의 2칸이 덧붙여졌다. 지붕모양 역시 당  맞배지붕에

서 좌우 증축으로 지 의 팔작지붕이 덧붙여졌다는 것이

다. 죽서루의 재 모습은 변화무 한 자연지형과 필요에 

따른 증축에 근거하는 우연(偶然)의 결과다. 

죽서루를 보는  다른 시선도 바로 이 이질의 구조에

서 출발한다. 죽서루 상층 좌측 여섯 번째 칸의 변칙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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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평양감사환 도  

연 정연회도 부분

축의 필요성과 하부 자연암반의 불균질 조건과의 불합치

성에 따른 우연의 결과가 아닌, 애 부터 익명의 목수 건

축가에 의한 치 하고 포 으로 의도된 필연(必然)의 결

과물이라는 것이다.8) 

죽서루 건물이 생생하게 살아 있던 조선시  사회는 오

늘날과는 아주 다르다. 따라서 건축의 해석은 그 상황에 

기반 해야 한다. 조선시  삼척도호부 아의 부속시설인 

죽서루의 건축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건축의 배치

와 세세한 형식의 면 한 탐구도 요하고, 옛 시화 등 죽

서루와 련한 다양한 맥락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 역시 

필수 이다. 특히 궁 과 아 생활을 담은 연회도(宴

圖)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죽서루 건축의 본모습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그림 8. 정선과 김홍도 그림 속 왼쪽 여섯 번째 칸의 칸막이

우선 겸재와 단원의 화첩 그림을 살펴보자. 두 그림의 

각 부분을 확 해 보면 죽서루의 지붕모양이 모두 지

과 같은 팔작지붕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의 왼쪽 여섯 번째 칸엔 칸막이로 보이는 설치물이 뚜렷

하게 표 되어 있다. 이 좁은 칸의 앙 기둥과 천장 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닌, 죽서루 공간 계(空間位階)의 의도된 

배려 음을 암시하는 표  장면이다. 

18세기 김홍도 작품으로 알려진 평양감사환 도(平壤監

司歡迎圖)라는 제하의 연회도 

그림 역시 죽서루 공간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

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연 정연회도9) 부분을 보면, 

평양감사가 기둥 앞에 설치된 

병풍 칸막이를 등지고 이동식 

평상 에 앉아 후좌우, 상

하에 배치된 다양한 부류의 배

석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이 매우 사실 으로 묘사되어 

8) 이희 , 한국건축의 모든 것-죽서루, 한국학술정보, 2013.

9) 평양감사환 도는 동강변 부벽루연회도, 연 정연회도, 월야

선유도의 세 폭 그림으로 구성된다. 이희 , 앞책, 278쪽.

있다. 

시간을 거슬러서 조선시  삼척도호부 아 죽서루에서 

펼쳐졌을 연회의 장면을 상상해보자. 

주인공은 단연 종3품 삼척도호부사다. 연회의 목 은 다

양했을 것이다. 경로잔치 기로연과 계회(契 )는 물론, 직

속상 인 찰사를 비롯하여 객사를 방문하는 수시의 

원들과 명승유람의 다양한 문인학자들이 그 빈객(接賓

客)의 상이다. 

조선시  계 사회의 주인공은 그에 걸맞은 최상의 공

간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곳이 바로 왼쪽 여섯 번째 좁은 

칸의 앙기둥과 낮은 우물천장이 있는, ‘안의 안’의 계

를 만드는 높은 공간이다. 가장 좁고 낮지만 최상석 칸, 

곧 ‘임  칸’이다. 왼쪽 여섯 번째 좁고 낮은 임  칸에 배

치된 단 하나의 기둥, ‘임  기둥’. 이 계의 심에 이동

식 평상과 칸막이 병풍과 햇볕 조 용 발(簾)이 설치되었

다. 심공간의 면으로서 남측면 입구 3칸은 주출입구, 

북측면 입구 2칸은 빈객 지원을 한 부출입구 역할이

다. 동측 면은 아와 객사를 향하고, 서측 면은 오십천

을 향한 벽  조망의 기능이다. 그에 따라 각각 부분의 

구법(構法)과 장식이 다양하게 차별화되었다. 

그림 10. 왼쪽 여섯 번째 좁고 낮은 ‘안의 안’ 공간, ‘임  칸’

손님으로 된 일반 사 부들은 주인공의 좌우 열에, 

는 의 상석에 도열하고, 주인공의 잔신부름하는 통인

(通引)들과 수령의 수청기생(守廳妓生), 비장(裨 ), 군

(軍官)도 수령 가까이 있었다. 최상석 주인공 앞, 좌우 사

부로 도열해 앉은 넓은 마루 한가운데는 여흥을 돋우

는 무희(舞姬)들이 춤을 추었다. 악공( 工)들은 제일 바깥

인 처마  기단  공간을 차지하고, 다음 안쪽은 기 

기생들 공간이다. 마루 가 아닌 경계지 인 퇴공간에서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지원토록 하 다. 마루는 단순

한 물  장치가 아니라 당상당하( 上 下)의 신분 구분 

장치 다. 

죽서루 상층 좌측 여섯 번째 좁고 낮은 칸의 앙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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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정의 형식은 당연히 엄격한 신분사회의 계와 분별

의 결과물이다. 죽서루를 보는 새로운 시선이 이야기하는 

삼척 아 부속의 연회  집회시설로서 죽서루의 공간 

유 구도10)는 아래와 같다.

그림 11. 계 과 직분에 따른 죽서루 공간 유 

죽서루 건축의 변칙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필연이다. 빼

어난 입지와 풍 의 죽서루는 삼척 아 부속 정으로서 

최  용도를 향한 고도의 의도와 용의주도의 건축 장치들

이 망라된 ‘한국건축의 모든 것’이다. 

4. 죽서루 건축, 명확한 불확정의 건축교본

죽서루는 조선시  삼척도호부사의 집무공간이 동헌과 

객사인 진주 을 심으로 운 된 삼척도호부 아의 부

속시설로서, 각종의 행사와 다양한 빈객을 한 다

용도 시설공간(multi-purposed facility space)이었다. 

오십천과 두타산(頭陀山)의 풍 과 어우러진 최 의 조

망시설이자, 삼척 아와 객사의 부속시설로서 다양한 빈

객을 한 훌륭한 집회공간이었다. 백우 의 건국설화를 

품은 자부심과 왜  방어의 군사  요성을 논하는 정책

의 토론장이자, 신분과 계를 강제하는 교화와 훈육의 장

이었다. 앙의 패권에서 린 송강(松江)과 미수(眉叟)와 

율곡(栗谷)의 애와 증(愛憎)이 천차만별의 문채(文彩)로 펼

쳐진 텍스트와 이미지의 놀이터 다.

죽서루는 뚜렷하다. 오십천을 수직으로 가르는 단애(斷

崖)의 끝에 나를 듯 올라앉은 건축 오 제(object)다. 죽서

루는 다채롭다. 후좌우 사면팔방이 변칙의 연속이다. 죽

서루는 명확하다. 울퉁불퉁한 자연 암반 로 직방(直房)

의 평면(datum)을 반듯하게 놓아 아래 로 받치고 덮었

다. 그리고 비웠다. 그 에 기둥 하나를 놓아 심을 

고, 좁히고 낮추어 계를 확정한다. 명확함의 정 이다. 

10) 이희 , 앞책, 345쪽.

죽서루는 불확정(indeterminacy)이다. 이것도 되고, 것

도 된다. 이런 것도 품고 런 것도 담는다. 어느 것 하나

로도 확정되지 않는 건축의 기표(記表, signifiant)이자 무

한히 연장하는 용도의 차연(差延, différance)이다. 명확한 

불확정의 건축교본이다. 

5. 죽서루, 돌 다듬고 벽 쪼아 세운 각 하나

삼척 죽서루의 공식 안내 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각에 걸린 씨  ‘제일계정(第一鷄亭)’은 1662년( 종 3) 

부사 허목(許穆)이 쓴 것이고 ‘ 동제일루(關東第一樓)’는 1711

년(숙종 37) 부사 이성조(李聖肇)가 썼으며, ‘해선유허지소(海

仙遊虛之所)’는 1837년( 종 3) 부사 이규헌(李奎憲)이 쓴 것이

다. 이 밖에 숙종, 정조, 율곡 이이 선생 등 많은 명사들의 시

(詩)가 걸려 있다. 

아껴 가까이 두었던 최고의 궁 화원 김홍도를 시켜 강

원도 동의 해산과 명승을 두루 그려오라 어명하 던 조

선 22  군주 정조 이산(李祘, 1752∼1800, 재  1776∼

1800)은 삼척 죽서루를 이 게 상상하 다. 

돌 다듬고 벽 쪼아 세운 각 하나 

각 은 푸른 바다 바닷가 갈매기 

삼척 고을 태수는 구 집 아들인가 

기생 가득 싣고 밤 뱃놀이 하겠구나 11)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선사시  성

(星穴)이 있는 기암괴석 에서, 어도 12세기 후반부터 

기록이 있는 삼척도호부 아의 부속시설 죽서루는 집회

와 빈객의 다용도를 명확한 불확정성으로 담아내는 한

국 건축의 모든 것이다. 

명확한 불확정의 건축교본 죽서루의 주인공, 삼척 고을 

태수는 구 집 아들이던가.

11) “正祖御製 彫石鐫崖寄一樓 樓邊滄海海邊鷗 竹西太守誰家子 

滿載紅粧卜夜遊”, 죽서루   <정조어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