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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trac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mantic landscape, construction intent, landscape composition, and geomantic

conditions of the area subject to the research based on the research methods of 'field investigation, document studies, and

interviews,' centering around the entire area of Gokseong Hamheo-pavilion (Jeonnam Tangible Cultural Assets No. 160). The

result of the research, specifically revealing the forms and methods by which the reciprocal view of nature and landscape

composition appearing in the landscape of the entire area of Hamheo-pavilion, as part of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ver

the view-based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and position of the entire area of Gokseong Hamheo-pavil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amheo-pavilion is a pavilion built as a resting area and as a venue for educational activities in 1543 in the nearby

areas after Gwang-hyeon Sim founded Gunjichon-jeongsa for educational activities and dwelling purposes at Gunchon at the

30th year of King Jungjong. Gunchon, where Hamheo-pavilion and Gunjichon-jeongsa is located, exhibits the typical form

having water in the front, facing Sunja-river(present Seomjin-river), and a mountain in the back side. Dongak-mountain, which

is a guardian mountain, is in a snail-type form where cows leisurely ruminate and lie on the riverside, and the Hamheo-pavilion

area is said to be an area bordering on one’s way of enjoying peace and richness as it is a place with plentiful grass bushes

available for cows to ruminate and lie down while sheppards may leisurely play their flutes at the riverside. The back hill

of Hamheo-pavilion is a blood vessel that enters the water into the underwater palace of the turtle, and the building sitting

on the turtle’s back is Hamheo-pavilion, and the Guam-jodae(龜巖釣臺) and lava on the southern side below the cliff can

be interpreted to be the underwater fairly land wanted by the turtle.6)

Second, Hamheo-pavilion is the scenery viewpoint of Sungang-Cheongpung (鶉江淸風, 3rd Scenery) and Seolsan-Nakjo(雪山落

照, 9th Scenery) among the eight sceneries of Gokseong, while also the scenery viewpoint of Hamheo-Sunja(涵虛鶉子, 2nd

Scenery) and Cheonma-Gwiam(天馬歸岩, 3rd Scenery) among the eight sceneries of Ipmyeon. On the other hand, the pavilion

is reproduced through the aesthetics of bends through sensible penetration and transcendental landscape viewed based on the

Confucian-topos and ethics as the four bends among the five bends of Sunja-river arranged in the ‘Santaegeuk(山太極) and

Sutaeguek(水太極, formation of the yin-yang symbol by the mountain and water)’ form, which is alike the connection of yin

and yang. In particular, when based on the description over Mujinjeong (3rd Bend), Hoyeonjeong(4th Bend), andHapgangjeong(2nd

Bend) among the five bends of Sunja-river in the records of Bibyeonsainbangan-jido(duringthe 18th century) and Okgwahyeonji(1788),

the scenery of the five bends of Sunja-river allow to glimpse into its reputation as an attraction-type connected scenery in

the latter period of the Joseon era, instead of only being perceived of its place identity embracing the fairyland worl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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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ing in and out of the world of this world and nirvana.

Third, Hamheo-pavilion, which exhibits exquisite aesthetics of vacancy, is where the ‘forest landscape composed of old

big trees such as oak trees, oriental oak trees, and pine trees,’ ‘rock landscape such as Guam-jodae, lava, and layered rocks’

and ‘cultural landscape of Gunchon village’ is spread close by. In the middle, it has a mountain scenery composed of Sunja-river,

Masan-peak, and Gori-peak, and it is a place where the scenery by Gori-peak, Masan-peak, Mudeung-mountain, and Seol-mountain

is spread and open in 180° from the east to west. Mangseo-jae, the sarangchae (men’s room)of Gunjichon-jeongsa, means

a ‘house observing Seoseok-mountain,’ which has realized the diverse view-oriented intent, such as by allowing to look up

Seol-mountain or Mudeung-mountain, which are back mountains behind the front mountain, through landscape configuration.

Fourth, the private home, place for educational activities, pavilion, memorial room, and graveyard of Gunji-village, where

the existence and ideal is connected, is a semantic connected scenery relating to the life cycle of the gentry linking ‘formation

– abundance – transcendence – regression.’ In particular, based on the fact that the descriptions over reciprocal views of

nature regarding an easy and comfortable life and appreciations for a picturesque scene of the areas nearby Sunja-river composes

most of the poetic phrases relating to Hamheo-pavilion, it can be known that Hamheo-pavilion is expressed as the key to

the idea of ‘understanding how to be satisfied while maintaining one’s positon with a comfortable mind’ and ‘returning to

nature,’ while also being expressed of its pedantic character as a place for reclusion for training one’s mind and training others

through metaphysical semantic scenery.

Key Words : Gunjichon, Hamheo, Hoyeon-pavilion, Sunja-river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곡성 함허정(전남유형문화재 제160호)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문헌조사․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연구대

상 일원의 풍수형국과 경관짜임 및 조영의도 그리고 의미경관의 특성을 추적한 것이다. 함허정 일원의 입지 및 조망적 조영특성의 

분석과 해석의 일환으로, 함허정 일원의 경관상에 드러난 호혜적 자연관과 경관짜임이 어떠한 형태 및 방식으로 표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첫째, 함허정은 심광형(沈光亨, 1510～1550)이 중종30년(1535)에 군촌(現.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처소 및 강학을 

위한 군지촌정사를 창건한 이후, 지근거리에 1543년 학문연구와 유식(遊息)을 위해 지은 누정이다. 함허정과 군지촌정사가 

자리한 군촌마을은 순자강(섬진강)을 마주한 전형적인 배산임수 국면인데, 진산인 동악산은 소가 강가에 누워 한가로이 되새김질 

하는 와우형(臥牛形)으로 해석되며, 함허정 일원은 목동(牧童)이 강가에서 피리를 부는 형국으로 와우(臥牛)가 적초(積草案,

풀더미)를 구비하여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처로 회자된다. 특히, 함허정 뒷동산은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혈맥으로 

거북(또는 자라)의 등 위에 앉은 건물[龜形]이 함허정이며, 절벽 아래 남측의 하중암도(河中巖島)인 구암조대(龜巖釣臺)와 

용암(龍巖)은 거북이 지향한 해중 신선경(海中 神仙景)으로 해석된다.

둘째, 함허정은 곡성8경의 제3경 순강청풍(鶉江淸風)과 제9경 설산낙조(雪山落照)의 풍광시점장이면서, 곡성 입면8경의 

제2경 함허순자(涵虛鶉子)와 제3경 천마귀암(天馬歸岩)의 풍광시점이기도 하다. 한편 음양접합과 같은 ‘산태극(山太極) 수태극

(水太極)’으로 배열된 순자강5곡의 제4곡 경물로서 도학 및 성리학적 토포스로 본 초월적 풍경이자 감각적 투시를 통한 

굽음의 미학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비변사인방안지도(18C 중엽)와 옥과현지(1788년) 등에 순자강5곡 중 제2곡 합강정과 

제4곡 호연정(함허정), 그리고 제3곡 무진정이 묘사되었음을 볼 때 순자강5곡 경물은 피안(彼岸)과 차안(此岸)의 세계를 

넘나들며 선경세계로 귀의하는 장소정체성은 물론 조선후기 명소적 연계경관으로서의 지명도를 엿볼 수 있다.

셋째, 비워둠의 미학이 절묘하게 드러난 함허정은 상수리나무․굴참나무․소나무 등 노거수 수림경관, 구암조대와 용암,

첩석(疊石) 등 바위경관, 군촌마을 문화경관 등이 지근경(至近景)으로 펼쳐지고, 중경요소로 순자강 평호(平湖)와 마산봉,

고리봉 등이 산악경관으로 조망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고리봉․마산봉․무등산․설산 등이 개방성 강한 180° 조망범위로 

펼쳐진다. 특히 군지촌정사의 사랑채인 망서재(望瑞齋)의 당호는 “서석산(瑞石山)을 전망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는데, 조산인 

무등산과 설산을 앙경(仰景)하는 등 다채로운 차경(揖景, 環景, 遠近, 仰俯景觀)에 대한 조망지향적 의도가 중층적(中層的)

경관짜임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넷째, 실존[住居․講學處]과 이상향[樓亭․齋室]이 접합된 군지촌 정주환경의 살림집[제월당], 강학처[군지촌정사], 누정[함

허정], 재실[구암사, 청송심씨 4현 배향] 및 묘역 등은 ‘생성–풍요–초월–회귀’로 이어지는 사대부들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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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적 연계경관으로 인식된다. 특히 함허정 관련 시문은 순자강 일대의 가경 예찬과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호혜적 자연관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주지할 때, 함허정은 자연귀의와 안분지족의 요체이자 거점처이며, 수심양성(修心养性)하는 은일지소

로서의 현학성이 형이상학적 의미경관으로 표출된다.

주제어 : 군지촌(涒池村), 순자강(鶉子江), 함허(涵虛), 호연정(浩然亭)

Ⅰ. 서론

16세기 조선의 누정원림(樓亭園林)은 그 어떤 조경 장르보

다도 사람과 자연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 넘나들며 벗트기를 

이룬 ‘호혜적(互惠的) 자연관’을 극명히 보여주는 문화경관이

다. 원림은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원림 

자체로도 완벽한 소우주를 이루었음은 익히 주목되는 현상이

다. 전남 곡성은 인근의 담양지역에 비해 전해오는 누정이 많

지 않고 간신히 명맥을 이어온 누정마저도 소멸되거나 파편화

된 상태로 해체와 상실과정을 거치고 있다. 곡성군 입면 제월

리에 위치한 함허정(涵虛亭)은 곡성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누정으로[1], 이곳 역시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예외는 아

니어서 주변은 ‘섬진강변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16㎞ 구간의 탐방로가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1) 타이어공장 

및 근경으로는 거대한 한옥체험공간이 건립되어 함허정 일원

의 경관적 왜소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에 잔존하는 

누정은 새로운 시대문화에 부흥하기 위한 향유와 소비의 단계

에 들어서 조영 초창기의 생성과정을 보여주는 경우는 매우 드

물다. 이러한 외형적 특성과 변용 및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함허정은 비교적 탄생과 생성시기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입지특성을 보인다. 즉 이곳은 남원·곡성·옥과 세 고

을의 산이 남북으로 만나 하늘이 이룬 별천지라 했을 뿐 아니

라[2], ‘삼공불환(三公不換)의 승경(勝景)’으로도 회자된 바 있

다[3]. 특히 순자강이 반달꼴로 누정을 끼고 돌며 펼쳐지는 조

망과 국내 아름다운 집자리 가운데 하나인 군치촌정사(涒池村

精舍)와의 일체감을 이룬 자연과 하나가 된 호혜적 누정원림의 

면모에 주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장소 및 경관특성이 반영되

어 근년에는 ‘광주․전남의 8대 정자(亭子)2)’로 선정되기도 하

였다.

주지하다시피 누정원림의 조형배경에는 인격수양과 휴식을 

위한 삼재사상(三才思想)이 녹아있다. 하늘․땅․사람의 조화

와 협응(協應)이야말로 고금(古今)에 구애 없이 추구한 우주

관이자 자연관이며, 삶의 토대가 된 사상으로 이에 따라 집을 

짓더라도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배산임수를 택하였으며 

조망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경관적 면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치를 찾아냈으니, 현상이 실체로서 구현된 기(氣)를 관찰하

여 원리라 할 수 있는 도(道), 즉 이(理)를 마음속에 궁구함이

다. 이는 주자가 제기한 이기설이며,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 또한 “비록 도가 대허(大虛)에 있어 본래 형상은 

없으나 능히 형상을 나타냄은 오직 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3)

라고 한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이렇듯 트인 공간은 마음을 여

유롭게 하고 하늘로 시야를 열어 자신의 심성을 펼 수 있는 조

건이 되는데, 이는 정명(亭名) ‘함허’의 본질로서, 이 또한 자연

과 일체화되고자 한 호혜적 자연관 표출의 기반인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곡성 함허정의 입지 및 조망적 조영 특

성의 분석과 해석의 일환으로, 함허정의 경관짜임4)에 드러난 

호혜적 자연관과 경관짜임이 어떠한 형태 및 방식으로 표출되

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청계동로 

908번지(구. 1016번지)에 위치한 ‘함허정(전남유형문화재 제

160호)’을 비롯한 지근거리의 ‘군지촌정사(중요민속문화재 제

155호)’와 함허정의 조영자를 배향한 구암사(龜巖祠) 등 일원

이며, 시각적 영향권은 함허정과 군지촌정사에서 조망되는 경

관상이다. 내용적 범위는 조영자 고찰, 풍수형국 및 당호와 편

액 그리고 시각구성상 드러난 경관짜임과 드러나지 않은 의미

경관적 특성 등을 아우른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장조사․문헌조사․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루어

졌다. 현장조사는 함허정과 군지촌정사를 시점 또는 시점장으

로 한 조망특성을 고찰하여 경관짜임을 이루는 물리적․의미

적 요소를 추출하고, 함허정 주변 노거목의 수고와 흉고둘레를 

측정하였다. 문헌조사는 청송심씨가문에서 전해오는『사현실

기(四賢實記), 1799』등 고문헌과 함허정에 게판(揭板)된 편액 

등 제영시를 분석 또는 해석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고지도 원문검색을 병

행함으로써, 고지도는 ‘비변사인방안지도․옥과현지(1788년)․

옥과읍지(1871년․1890년대 말)’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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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는 조영자의 16대손이자 현재 곡성종회장이며 함허정의 수

호인 심우경(78歲, 광주광역시 우산동)과 회장단 임원 및 현재 

군지촌정사의 주인이자 종부(宗婦)인 김순남(83歲) 그리고 군

촌마을 주민 한남렬(73歲)과 곡성의 향토사학자 박혜범(62歲)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Sahyunsilgi』the Original book

Ⅲ. 결과 및 고찰

1. 함허정과 군지촌정사의 조영 및 변천

함허정은 조선중기 남원․해주목사를 역임하고 병조참판에 

오른 청송인(靑松人) 심안지(沈安智)의 손자 제호정(霽湖亭)

심광형(沈光亨, 1510～1550)이 중종38년(1543) 후학을 위해 군

지촌정사를 짓고, 그곳에서 100m 가량 이격된 서편 동산에 지

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려 건립한 누정이자 장수지소(藏修之

所)이다[4].『성호보휘(姓號譜彙)․곡성향토지리지, 학행(學

行) 신증(新增) 옥과(玉果)편』에도 심광형의 출생 및 인물됨

이 확인된다.5) 면암 최익현(勉菴崔益鉉, 1833∼1906)은『청송

심씨사현실기(靑松沈氏四賢實記), 序)』6)에서 “단종(端宗)이 

손위(遜位)하자 정대한 뜻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자취를 감추

었고 제호정공은 도의를 지켜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서 살면서 

진실로 기미(幾微)와 정세(情勢)를 알았으니 가히 군자가 될 

만하도다”라고 칭송한 대목에서 조영자의 은일지사(隱逸之士)

및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이 감지된다. 이후 증손 청안현

감(淸安縣監) 심민각(沈民覺 1589～1643)이 1636년 쇠락한 누

정 아래인 현 위치로 이건하였고, 이후 5대손 호연정(浩然亭)

심세익(沈世益) 등이 중수하여 아우와의 돈독한 우정을 칭송

한 뜻에서 ‘호연정’으로 개칭하였다. 그런데 누정에 게판된 옥

과현감 최원(崔瑗)의 기문에는 다른 설이 기록되어있으니, 정

명(亭名)은 원래 심광형의 호를 따 제호정(霽湖亭)이라 했는

데, 심민각이 현 위치로 이건하며 ‘호연정’이라 현액했다는 것

이다. 조선 순조 때 재상인 두실(斗室) 심상규(沈象奎)가 호연

정이라는 현판을 걸며 ‘호연(浩然)’이라 했는데 후에 함허정으

로 환원되었다. 한편 고종 때 발간된 읍지『고종시(高宗時)』

에 호연정 외에도 세연정(洗然亭)이라는 기록이 발견되며[5],

현재 함허정은 1980년 청송심씨곡성종회에서 중수한 것으로 

정명의 변천은 Table 1과 같다.

Interested persons and time
Name of the 

pavilion
Construction Act and details Remark

Sim Gwang Hyeong(霽湖亭 沈光亨) 
/ the 38th year of king 

Jungjong(1543)

Hamheo-pavilion

After Gunjichonjeongsa(涒池村精舍) construction,
Jangsujiso(藏修之所) is thought to be

-

Sim Gwng Eon(鈍庵 沈光彦)
Called by the target of 'Samggonbulhwan(三公不換)' called 
"the old poetry(古詩) 3 premier(三公) and even then he 
could not change, just the place that nature forever."

-

Sim Min Gak(龜岩 沈民覺) Old site(舊址) is built to move down as the decadent
Sim Gwang Hyeong the 
great-grandson(淸安縣監)

Sim Se Ik(浩然亭 沈世益)․Sim Se 
Rip(善養堂 沈世立)․ Sim Se 

Il(霽月堂 沈世日) 

Hamheo-pavilion
(Nickname, 

Hoyeon-pavilion)
Rebuilt(重修)

The fifth generations,  Sim Se 
Ik(沈世益)

Sim Sang Gyu(斗室 沈象奎) 
/ Prime minister when king Sunjo  

Hoyeon-pavilion
Hoyeon-pavilion(浩然亭), plaque while I wrote three 

characters 'Hoyeon(浩然(' ie 'Hamheo' referred
-

Grandson of Sim Sang 
Gyu(沈象奎)

? 'Seol-pavilion(雪亭)' is building a pavilion nearby
Lee Nam Kyu(修堂 李南珪, 

1855∼1907) Sudangjip(修堂集) vol. 
8 Sangryangmun(上樑文)

Since 1980, the current Hamheo-pavilion The overall remuneration

Table 1. History of the pavilion [Hamheo-pavili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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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지촌(涒池村) 일원의 풍수 형국

“도선국사는「옥룡자유산록(玉龍子游山錄)」에서, 곡성에 

당도하니 천하를 유람하며 각 고을의 명당들을 둘러보았지만 

곡성에는 어느 지역보다 쉽게 눈에 띄는 혈이 많다[6]” 라고 

하였듯 군지촌정사 일원의 입지 또한 주목되는 혈처(穴處)이

다. 군지촌의 형세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굴착한 성 밖의 

해자(垓子)처럼 순창의 적성강을 벗어난 섬진강과 오산 성덕

산에서 발원한 옥과천이 합류하여 마을을 외호(外護)한 형국

의 자연마을이다. 이처럼 자연풍광이 빼어난 곳에 포치된 함허

정과 군지촌정사는 전형적인 선비들의 삶의 장소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과 그 문화적 가치는 인근의 담양소쇄원과는 차

이를 보인다.7) 특히 이곳은 인간이 자연 속에 안주한 정주환경

으로서 고유한 장소성을 띈다. 군촌이 입지한 제월리(霽月里)

의 ‘제월’은 ‘비 갠 후 맑은 달빛을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

는 군자의 표상이며, 한편으로는 순자강이 달처럼 둘러싸고 흐

르는 지형적 특성을 담은 입향조의 촌명(村名) 작정 의지가 반

영된 것이다. 군촌은 앞강이 반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동악산

[主山]․설산[案山]․순자강[臨水]’을 거느린 배산임수의 혈

처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향토사학자 박혜범의 인터뷰에 따

르면 “함허정의 남동향으로 뻗은 동악산은 마치 소가 강가에 

누워 한가로이 되새김질을 하는 와우혈(臥牛穴) 형국이며, 함

허정이 앉은 동산은 목동(牧童)이 강가에서 피리를 부는 형국 

또는 와우(臥牛)가 적초안(積草案, 풀더미)을 구비한 형국으로 

양자 모두 태평성대를 의미한다”고 한다. 시선을 좁혀 함허정

의 고유형국을 보면 ‘자라(鼇)가 용궁으로 비정(比定)되는 순

자강으로의 입수혈(入水穴)’로, 함허정은 그 자라의 등 위에 지

은 건물[鼇形]이고 함허정 앞에 곡류로 형성된 남측의 하중도

(河中島)인 일명 제월습지로 불리는 ‘뱃길들’은 자라가 지향한 

이상향으로 해석된다. “세종31년(1449) 편찬하기 시작해 문종

원년(1451)에 완성된『고려사(高麗史), 지(志)』에 함허정 일

대의 지명 중 ‘소내오도(小乃烏島)’와 ‘절음도(折音島)’라는 지

명이 등장하나, 금호타이어 공장이 들어선 뒤 대내오도는 연륙

되었으며 절음도 또한 골재 채취가 시행되면서 백사장은 사라

졌다[7]”고 한다.

 

3. 군지촌 일원의 경관짜임

1) 순자강오곡(鶉子江五曲)과 함허정

곡성의 주산인 동악산과 남원의 고리봉 사이를 흐르는 순자

강8)은 옥과천과 남원에서 흘러든 요천의 합류점인 매도(梅島)

일대까지의 섬진강 구간을 일컫는다. 예부터 섬진강은 지역마

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는데, 순창 적성강(赤城江)․구례 잔수

강(潺水江)․광양 섬진강이라 하였으며, 유독 곡성을 관통하는 

섬진강 상류를 순자강(鶉子江)이라 하였다. 메추리 순(鶉)에 

자(子)라는 경칭을 썼는데, 이는 “무릇 성인(聖人)이란 메추리

처럼 일정한 거처도 없고, 병아리처럼 적게 먹으면서도 새처럼 

날아다니며 행적도 남기지 않는다. 천하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

면 모두가 번창하지만 천하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덕을 

닦으며 한가히 지낸다(夫聖人 鶉居而鷇食 鳥行而無彰 天下有

道 則與物皆昌 天下無道 則修德就閒)”라는 장자의 글을 인용

한 것이다9). 순자강에 오곡이 설정되었음은 구암사의 내력을 

전하는『사현실기』를 통해서 최근 확인되었다. 1799년 가을 

진사 정윤길(鄭潤吉)이 기록한『구암사서사(龜巖祠敍事)』에

는 순자강 일대에 ‘호호정(皡皥亭)․합강정(合江亭)․무진정

(無盡亭)․호연정(浩然亭)․청계정(淸溪亭)’ 등 오곡(五曲)이 

설정되어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순자강5곡은 기존 대부분의 

구곡(九曲) 등과 달리, 계류를 거슬러 내려가며 곡이 설정되었

으며, 각 곡의 경물은 특이하게도 모두 정자를 곡의 거점으로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1914년 일제총독부의 행정개편으로 남

원부에 예속되었던 옥과현이 ‘곡성․순창․남원․담양’ 등으로 

분할되어 사라졌지만, 현재 행정구역상 오곡의 위치를 추적하

면 함허정과 군지촌을 중심으로 여타 4개의 곡은 인근의 산과 

순자강이 S자 모양으로 어우러지며 ‘산태극(山太極) 수태극

(水太極)’으로 배열된 형상이다. 이는 순자강에 대입한 5개 정

자의 배분을 통해 ‘순자강에 담긴 메추라기의 어원’처럼 청송심

씨를 비롯한 이 지역민들이 소박하고 청렴하게 살며 후학을 양

성함으로써 자연의 도가 행해지며 번창함을 기원한 포치형국

임이 지각된다.『사현실기』에는 호호정과 청계정은 깊숙하긴 

하나 사방이 탁 트인 기운이 없고 합강정과 무진정은 트이긴 

했으나 깊숙한 느낌이 없어, 무릇 함허정만이 깊숙하면서도 사

방이 막힘없이 산과 들의 운치를 갖춘 곳이라 지적함을 볼 때 

함허정의 파노라믹한 전망성을 높이 사고 있음이 주지된다. 이

렇듯『사현실기』에 기록된 순자강오곡의 위치 및 역사적 의

의 그리고 존재유무를 요약하여 재구성한 Figure 2와 같이 5곡

이 설정된 곡의 위치와 순자강의 흐름을 종합할 때, 함허정의 

입지는 천지음양(天地陰陽)과 상하좌우가 화합된 묘한 길지와 

형국을 통한 호혜적 자연관을 현시(顯示)할 수 있는 요처(要

處)임이 재차 확인된다.

Figure 2. Five-heeled map of the Sunja-River 
Source: Daum map excerpts researchers then re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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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ime Construction & related figures Purpose Location
The presence or 

absence
1 gok

Hoho-pavilion
(皡皥亭)

1742
Yang Eung Su

(白水 楊應秀, 1700∼1767)

Teaching younger
Confucian groups meeting 

place

Sunchang County 
Pungsan-myeon

Hyangga-ri(香佳里)
Not existing

2 gok
Hapgang-pavilion

(合江亭)
1636

Jeong Un Bung(北溟 鄭雲鵬 1615~)
Yu Paeng Ro(柳彭老 1564~1592)

Hide the place, the city 
recites place

Uibyeongjang that the 
memorial gave their lives

Gokseong County 
Okgwa-myeon

Hapgang-ri(合江里)
-

3 gok
Mujin-pavilion

(無盡亭)
1751

Yun Jeong Geun(無盡 尹廷根)
Im Je(白湖 林悌, 1549~1587)

Hide the place, the city 
recites place

Namwon City 
Daegang-myeon 

Bangsan-ri
-

4 gok
Hoyeon-pavilion

(浩然亭, 現 함허정)
1543

 Sim Gwang Hyeong
(霽湖亭 沈光亨, 1510~1550)

A place of elegance, where 
to hide.

Gokseong County 
Ip-myeon Jewol-ri

Current hamheo 
-pavilion

5 gok
Cheonggye-pavilion

(淸溪亭)

16C 
Late

Yang Dae Bak
(忠壯公 梁大撲, 1544~1592)

Cheonggye jeongsa
Where to teach the younger

The best place for 
fishing(釣魚)

Gokseong County 
Singi-ri

Sasugok(泗水谷) Entrance

Cheonggye 
jeongsa(淸溪精舍) 

site,
Not existing

Table 2. Outline of the Sunja-River Five-heeled

2) 군촌마을과 군지촌정사

함허정보다 8년 앞선 조선 중종30년(1535)에 건립된 군지촌

정사의 현재 건물은 18C 중엽의 것으로 가전(家傳)된다. 심광

형이 영세거주지로 새 터를 잡고 ‘군지촌’이라 촌명한 후, 저택

을 개인적인 서재 또는 사숙(私熟)의 강학공간으로 이용하면

서 사랑채의 당호를 ‘군지촌정사’라고 하였다. 촌명인 ‘군지촌’

즉 ‘군촌’은 중국 순(舜)임금이 정한 12개 주(州) 중 하나를 분

주(分州)할 때 스스로의 낙향을 순임금의 분주에 비견하여 자

손이 번영을 이어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일대는 군촌(君

村)․평촌(坪村)․곡촌(谷村)으로 칭하던 것을 합쳐 1914년 

제월리로 개칭하였다[8][9].

군지촌정사는 남향한 생활지원공간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

a. Layout and views of the Gunjichon-jeongsa

b. Visual target as Mangseojae

c. In view of Mangseojae

Figure 3. Arrangement of Gunjichon-jeongsa & Target and visual view point as a Mangseo-jae 
Source: [10] The researchers then extracted r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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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一)자형 겹집구조로, 홑처마팔작지붕인 안채는 제월당

(霽月堂)이라는 당호를 걸고 있다. 전후퇴를 둔 평면구조로 2

칸 뒤쪽 칸에는 도장방과 작은방이, 앞으로는 대청이 있다. 대

문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2칸 방이 있고 서쪽에는 외양간과 헛

간이 있다[11]. 대문간채 동측에 자리한 사랑채 즉, 군지촌정사

는 3칸 전후퇴로 홑처마팔작지붕 와가(瓦家)로 주변의 강변과 

안산 등의 차경(借景)에 적극적이다. 특히 사랑채는 ‘군지촌정

사’ 외에 ‘망서재(望瑞齋)’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Figure

3-b), 이는 “서석산을 전망하는 재실”을 함의한 적극적인 조망

의지가 당호에 내재되었음이 직감된다. 이곳에서는 약 30㎞가

량 떨어진 서석산(瑞石山, 무등산)이 조망되도록 담장을 배제

했는가 하면, ‘좌향(坐向)의 조정․개방적으로 구성된 2면의 

대청과 마루․높은 기단․접근성까지 조망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배려’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Figure 3-c처럼 순자강의 일부만 노출될 뿐 전정(前庭)에 식재

된 배롱나무와 태산목 등이 시각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전정의 수목을 제거하더라도 하중도(河中島)에 식재

된 메타세쿼이아군락으로 인한 시각적 차단은 여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의 망서재라는 당호가 무색할 뿐이다.

3) 제호(霽湖)의 함허정

함허정은 정면 4칸․측면 2칸으로, 3면이 트인 마루 1칸․방 

2칸․바닥을 한단 높인 반 칸 쪽마루․함실아궁이로 구성되었

다. 구조는 목가구 형식으로 평탄한 대지 위에 외벌대의 낮은 

기단을 흙다짐한 후 덤벙주초를 놓고 외진주는 원주(圓柱), 내

진주는 방주(方柱)를 세웠다. 정내에는 조선후기 명필인 창암 

이삼만(蒼巖李三晩, 1770∼1847)이 육필한 현판 1점을 비롯하

여, 기문 1점 및 시판 18점이 걸려 있다10). 함허정 우측은 순자

강과 드넓은 평야를, 전면은 동악산 천마봉(天馬峯)을 마주한 

남동향 좌향으로, 군지촌정사와는 직선거리 94m, 도보거리 

104m 가량 이격되었는데 누정으로 오르는 길목 좌측에는 연자

방아가 있다.

함허정은 과거 옥과현감이 부임하면 반드시 봄철 향음례(鄕

飮禮)를 베풀던 승경처로, 곡성8경11)의 제3경 순강청풍(鶉江淸

風)과 제9경 설산낙조(雪山落照)의 풍경 조망을 위한 최적의 

시점장일 뿐 아니라, 곡성군 입면8경12) 중 제2경 함허순자(涵

虛鶉子, 함허정에서 조망되는 순자강)과 제3경 천마귀암(天馬

歸岩, 동악산 지맥인 천마산 암봉의 풍경)을 조망하기 위한 최

적의 시점이기도 하다.

Figure 4. Flat major tree planting of the Hamheo-pavilion 
(However, B is a wooden perimeter of the chest height)

a. Plan Map of Border Defense Council of
Joseon(備邊司印方眼地圖), Honam map, Okgwahyeon

b. Which partially enlarged map

Figure 5. Hamheo-pavilion on Bibyeonsain-Grid map 
Source: Excerpt from reconstructed after [12]

a. Okgwa-hyeonji(1788) b. Okgwa-eupji(1871) c. Okgwa County-eupji(Late 1890s)

Figure 6. Seen through the old maps Hamheo-pavili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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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잔존하는 수목의 매목조사 결과 함허정을 중심으로 

전면과 측면에는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4주와 굴참

나무(Quercus variabilis) 5주의 노거수가 확인되었는데, 이들 

총 9주의 수관이 이루는 녹음으로 여름철에는 외부에서 누정의 

윤곽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함허정 측면의 굴참나무

는 수고가 약 20m에 달하며 흉고둘레가 무려 395㎝[흉고직경 

125.8㎝]로 그 판근(板根)이 누정 일곽 담장 내부로까지 돌출

되어 있다. 일부 수목은 최소한 함허정 중건기인 1636년 이후

부터 이곳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노거수의 평균 흉

고둘레는 218㎝이며, 이에 따른 평균 흉고직경(B)은 69.5㎝에 

이른다(Figure 4 참조). 또한 함허정 배면의 암정(巖頂)으로는 

참나무류와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비변사인방안지도』를 보면 현재 동악산과 순자강에 배산

임수한 함허정이 표현되고 있다(Figure 5 참조). 1788년경 제

작된 것으로 보이는『옥과현지』및 1871년경 제작된『옥과읍

지』또한 호연정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다. 이 지도에서는 순자

강5곡 중 제2곡 합강정(合江亭)과 제4곡 호연정이 명확히 그려

져 있다(Figure 6-a～b 참조). 또한 1890년대 말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되는『옥과군읍지』에서는 합강정과 호연정 외에도 제

3곡 무진정(無盡亭)이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6-c 참조).13)

이를 통해 합강정과 호연정 등 관내의 누정뿐 아니라 남원 무

진정이 표현되고 있어, 당시 5곡으로 설정된 누정의 지명도를 

가늠할 수 있다.

4) 구암사(龜巖詞)

구암사는 군지촌정사로부터 남동쪽으로 360m 가량 이격된 

마산봉 아래 똥맷등 뒷골에 위치하며 ‘사우(祠宇)인 구암사․

내삼문․강당․담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향인물은 청송

심씨 4현인 망세정 심선(忘世亭沈璿)․그의 증손인 제호정 심

광형․심광형의 손인 두암 심민겸(杜菴沈敏謙, 1570～1646)․

종질인 구암 심민각이 모셔진 사우로 배후로는 묘소가 입지한

다[14]. 고종5년(1868) 훼철되었으며 광무10년(1906) 사우가 

있던 곳에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져 보존되어 오다가, 1965년 

후손인 상연(相演)․상귀(相貴)․균택(均澤)․홍섭(洪燮) 등

의 노력으로 복원되었는데 40여 년 유지되던 건물이 쇠락하여 

2006년 청송심씨곡성종회의 노력으로 확장․중건하였다. ‘구암’

이란 함허정 중건자인 심민각의 아호(雅號)이면서, 누정 아래 

강변에 돌출한 지명인 구암(龜巖)의 중의법적 표현이기도 하다.

사우 배후의 사현(四賢)의 묘소에서 조망하면 원경(遠景)에

는 좌측 서석산으로부터 검장산․오지봉․국수봉․수양산․설

산․아마산․무랑산 등의 연봉이 파노라믹하게 제월리를 위요

하고 있으며, 중경(中景)으로는 너른 평야와 순자강이 펼쳐진

다. 근경(近景)으로는 함허정과 군지촌정사가 바로 정면으로 

조망되니, 마치 침묵하는 죽은 자(死者)의 공간이 산자(生者)

의 공간을 응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따라서 구암사는 

단순한 제향공간이라기 보다는 그 위용이나 당호로 볼 때, 함

허정 또는 군지촌정사와의 연거(燕居)를 통해 미래와 소통하

는 시설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추정된다. 이는 함허정과 군지

촌정사 그리고 구암사가 호혜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일체감

적 표현의 배치 특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단초가 된다.

Figure 7. Research designation placed nearby
Source: Daum map excerpts researchers then reconstructed

4. 함허정의 경관짜임

1) 당호 함허(涵虛)

함허정의 정명 ‘함허(涵虛)’는 당나라의 시인 맹호연(孟浩然,

689∼740)의 시「臨洞庭上張丞相(동정호에 이르러 장승상께 

올리다)」중 기련(起聯) “八月湖水平涵虛混太淸(8월에 잔잔히 

빛나는 동정호는 허공을 담아 태청과 뒤섞이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명칭 ‘호연(浩然)’ 역시 이 시의 작가의 

자(字)인 ‘浩然’에서 차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함허정에

서 조망한 순자강의 평호를 동정호에 비견하였음이 추론되는 

한편, 정명의 ‘함(涵)’은 ‘젖다’ 혹은 ‘머금다’라는 뜻이며, 허

(虛)는 불교의 공(空), 도가의 무(無)와 비슷한 개념이다. ‘無’

자는 무성한(橆) 수풀(林)이 불(灬)에 타 없어진 모양이므로,

‘있는 것’이 ‘虛’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空’자는 천지간이 허

공이므로 본래가 허한 채로 있음이다. ‘虛’는 형용사적이고 ‘無’

는 동사적이며 ‘空’은 명사적이기에, ‘無’의 결과인 ‘空’을 형용

한 것이 ‘虛’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장자는 마음만 ‘허’하게 하

면 지극한 도는 저절로 가슴 속으로 모인다고 하였다. 마음에 

물욕이나 잡념을 없애면 도가 그 빈자리를 채움을 함의한다.

‘허실(虛實)’이라는 말이 있듯, ‘허’의 반대개념이 ‘실’이다. ‘실

(實)’한 것이 ‘물(物)적인 것’이라 한다면, ‘허’한 것은 ‘심(心)

적인 것’이다[15]. 이 같은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함허정의 정

명은 ‘물 머금을 함(涵)’에 ‘빌 허(虛)’,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

한 것’ 혹은 ‘비어 있기에 충만한 것의 경지’를 이르는 심원한 

뜻을 내포한다. 이는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풍광 즉, 순자강의 

물빛에 젖는다’ 라는 뜻이며 혹자는 ‘비어있는 모든 것이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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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水涵虛耶虛涵水耶)14)’라는 의미로, 명리에서 마음을 비운 

‘유학자가 자연의 풍광 즉 순자강의 물빛에 젖는다’라는 천지조

화 및 성리학적 가치관에 뿌리를 둔 명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정의 경관처리기법 중 기본 또한 ‘허(虛)’의 개념이다. 일

찍이 빙허루(憑虛樓)의 기문을 쓴 손순효(孫舜孝) 왈(曰), “루

(樓)가 비어있으면 능히 만 가지 경관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이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능히 선한 것을 많이 담을 것이다”라

고 하였다. 만약 누정이 허하지 못하면 경관을 누정 한 점에 모

으거나[聚景], 누정에서 많은 경관을 보이게 하거나[多景], 자

연경관을 누정 주위에 둘러있도록 하거나[環景], 자연경관을 

누정 속으로 들어오게[挹景] 함은 불가능하다. 허한 누정이 되

려면 입지조건이 중요한데, 동산이 계류와 접하여 절벽이 생성

된 곳, 그 절벽 위에 누정이 있어 마루 끝에 앉으면 멀리 푸른 

산이 보이고 눈 아래로 푸른 물이 보일 것이니, 이때의 느낌이 

바로 허의 개념이다. 또한 입지조건과 건물구조에 의하여 허의 

개념이 달성될 뿐 아니라 누정 주변에 있는 물에 의해서도 이

루어진다. “비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잠겨있다”라는 뜻으로 

건립된 동명이정(同名異亭)인 경남 김해 함허정의 기문을 쓴 

탁영(濯纓) 김일손(金馹孫, 1464∼1498)은 “누․성곽․산봉우

리․구름․수목 등이 물속에 거꾸로 잠기지 않은 것이 없다”라

고 하여 물과 관련된 허의 개념을 표현한 바 있다[16].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관념세계를 함허정․함허루․함허동

천 등 조망점 및 시점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관 향유문화로 

투영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경주 양동마을의 심수정(함허

루)과 관련하여 숭정5년(1632년) 장석영이 지은 ‘심수정기’ 기

문에 “재는  이양(二養)이요, 헌은 삼관(三觀)이며, 루는 함허

(涵虛)이다[齋曰二養軒曰三觀樓曰涵虛]”에서도 추적할 수 있다.

2) 함허정 편액에 담긴 경관상

누정에 게판된 수많은 편액은 문사들이 교유하며 시정(詩

情)을 나눴을 당시의 풍경을 대변한 주관적인 감정표현이기는 

하지만, 차운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해당 누정에 대

한 누적된 객관적인 경관상을 이해함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심

광형의 9세손 홍교진사(汞橋進士) 심두영(沈斗永)이 쓴 시에

서는 함허정에서 조망한 순자강과 일대의 가경(佳景) 및 그 속

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담담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홍교 진사 두영 汞敎 進士 斗永

넓은 들 밝게 갠 하늘 고목은 시름하듯 野曠夭晴古木愁

우리집 9세조 정자가 여기 있네 吾家九世一亭留

굽이친 장강에 용바위 솟아있고 長江中屈龍巖山

툭 트인 서쪽에는 서석산 떠 있구나 大界西虛瑞石山

낚시하는 늙은이 술 가져오라 소리치고 村老投竿呼遠酒

농부는 손님 맞아 배에 태워 돌아오네 農人迎客載歸舟

만약 이번같이 천 번을 맺어진다면 若爲如此千回構

흐르는 물 높은 산과 만년을 함께하리.15) 流水高山共萬秋

당시 곡성에 거주하였음을 추측하게 하는 기대승(奇大升)의 

시「안문보에게 주다(贈安文寶)」2수는 순자강 가의 높은 다

락집을 표현하였다. 이 다락집이 바로 함허정이며, 금암(金巖)

을 향해 물살이 굽이친 모양은 서석산(瑞石山, 무등산)으로 사

료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쏘기를 서로 다투고 옥술병을 기울이니, 命鵠相爭臥玉壺

높은 산에 지는 해가 가는 길을 덮누나. 高岑落日掩征途

멀리 알겠어라 순자강 강가의 달이, 遙知鶉子江頭月

그대 술잔 비추고 또 나를 비추리. 照却君杯又照吾

 

금암으로 함께 향해 물살을 굽어볼 때, 共向金巖俯水紋

삽시간에 온화한 바람 들판 구름에 뿌리네. 和風一霎灑郊雲

높은 다락(高樓)에서 구경하자 그윽한 흥취 더하니,

高樓延賞增幽致

산 너머 안개 빛은 석양을 띄었네.16) 山外烟光帶夕曛

심광형의 12세손 심계택(沈繼澤)이 쓴「근차함허정(謹次涵

虛亭)」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삼공불환(三公不換)의 

승경’으로 후손에 유전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있으니,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정자에 오르면 티끌만한 근심도 남지 않고, 亭臺縹紗絶塵愁

점차 차오르는 천지의 호연한 기운만 남는구나. 涵養乾坤浩氣留

이곳은 일찍이 나의 선조들이 학문을 닦던 곳, 是我祖先曾學問

흐르는 세월 속에 영고성쇠17) 다 겪었네. 任他流俗自沉浮

삼공18)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강산, 江山不換三公地

초동목부 짝을 지어 한 뱃길 오가는구나. 樵牧同遵一路舟

바라건 데 후손들이 잘 지켜갈 수 있다면, 願使後孫能守保

전해온 가문의 효우 오래도록 이어가리.19) 承家孝友萬春秋

또한 종형인 심광언이 본도감사가 되어 함허정을 찾아 수려

한 풍광을 대하며 “고시(古詩)에 소위 삼공(三公)과도 바꿀 수 

없다더니 바로 이곳이 그 강산이로다”라고 제영하기도 하였다.

함허정과 관련된 시문분석을 종합하면20), 함허정에서 조망한 

순자강의 모습과 일대의 자연예찬 및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

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 등 호혜적 자연관의 묘사가 주를 이

루며, 유학자로서의 호연지기와 성리학적 가치관이 응축되었음

이 확인된다.

3) 시각구성에 드러난 경관짜임  

담장돌림으로 위요되어 남동향으로 좌향한 함허정은 저택

(邸宅)으로부터 ‘거리적 떼어놓음’을 통하여 군촌과는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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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공간적 위치를 점한다. 이 공간적 거리는 단순한 거리 

이상의 다의적(多意的) 공간효과로, 따로 또 같이 있는 듯한 

경관효과를 창출한다. 저택이 입지한 군지촌에서 지근거리에 

함허정을 건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거리적 떼어놓음’이라는 

시각적 구별과 ‘대상화 수법’이 의도된 조영 효과를 얻고 있다.

거리적 떼어놓음 수법은 진입자와 최종 도달지인 누정 간에 

‘공간적 거리’를 둠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거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산수화의 여백처럼 허공으로 빈 상태의 일정한 

격리된 공간을 뜻한다[17]. 함허정에서는 서출동류(西出東流)

하며 반달모양으로 굽이친 순자강이 거대한 연못으로 조망된다.

남동향으로 좌향한 함허정에서 조망했을 때, 좌측으로 남원 

고리봉, 정면(主山)으로 동악산 마산봉, 우측으로는 설산, 시야

가 좋은 날이면 남서쪽으로 30㎞ 가량 이격된 서석산(瑞石山,

현재 무등산)까지 거침없이 조망되는 180° 열린 시야를 확인하

였다(Figure 8 참조). 또한 함허정 아래 강상(江上)의 용암(龍

巖)과 조대(釣臺)는 조영당시 작정자의 호연지기를 짐작케 하

는 경물이다.” 수양(首陽) 최원기(崔瑗記)의 서(序)에서도 이

러한 함허정 승경을 묘사하였는데[18], “뒤로는 준령(峻嶺)이

요 평호(平湖)를 띄었고 우측은 요림(遼林)이요 좌측은 첩석

(疊石)이라 경치는 대체로 합강정(合江亭)과 같으나 앞이 탁 

트여 시원함이 더 낫다. 거북과 용바위가 일어나고 엎드림이 

각각 그 형상인데, 거북바위는 조대가 되고 용바위는 신록(神

菉)이 있어 또한 장관이다. 시험 삼아 한번 난간에 기대어 바라

보니 완연히 태황(太皇,上帝)이 되어 태공(太空)을 비기고 태

곽(太廓)의 집에 임한 듯 하고 무극(無極)의 들에 놀려 장중

(掌中)의 천지를 구경하듯 하다”라고 하였다21). 이로써 이 글

에 등장한 구암조대는 그 왜소한 규모에 비해, 함허정 및 구암

사와 매우 긴요한 관련이 있는 경물임이 간파된다(Figure 9 참조).

Figure 9. Guam-jodae (which can cast a fishing spot)

Figure 10. A view from the river Sunja Hamheo-pavilioneo-pavilion and Gunjichon

a. View of Mt. Seol b. Goribong views in Namwon

c. View of Mt. Seoseok in Gwangju
(Present Mt. Mudeung) d. Masanbong views of Mt. Dongak

Figure 8. Landscape view of the Hamheo-pavi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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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향토지리지, 누정편』에는 “고을 동쪽[옥과면] 25리 

되는 군호(涒湖) 위에 누정이 있다. 큰 강을 임하여 앞으로는 

모래가 펼쳐졌으며 뒤의 높은 산에는 촉석이 솟았다. 누정 바

로 아래로 마치 거북이도 같고 소 같기도 한 바위가 수면 위로 

솟았으니, 그곳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울 수 있는 까닭에 ‘구암

조대(亀巖釣台)’라고 한다. 또한 돌 하나가 조대 곁에 있는데 

석면(石面)이 마치 깎은 것 같으며 장광(長廣)이 삼척 남짓하

고 ‘용(龍)’자를 거꾸로 썼으니, 글자의 크기는 손바닥 보다는 

크며 용암(龍巖)이라 부르고 신이 썼다는 전설이 있다[19]. 구

암조대 측면에 거꾸로 각자한 ‘龍’자는 2004년 순자강에 보(洑)

를 설치하면서 강물 속으로 잠긴 상태이다. 군촌마을 주민 한

남렬(73歲, 男)으로부터 누정 아래 섬진강변에 있을 것으로 추

정되는 용암[龍巖, 龜巖釣臺 刻字]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보를 해체한 후 순자강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용암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요원한 상태이다.22)

Ⅳ. 결론

문헌 및 현지조사, 청송심씨 후손 및 향토사학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탐색한 곡성 함허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경관짜임과 

의미경관 특성을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함허정은 문사 심광형이 조선 중종30년(1535)에 군촌

에 처소 및 강학을 위한 군지촌정사를 창건한 이후, 1543년 학

문연구와 유식(遊息)을 위해 지은 누정이다. 1636년 증손 심민

각이 쇠락한 누정을 뒷동산 정상에서 현 위치로 이건하였고,

1686년 심세익이 중수하면서 호연정(浩然亭)으로 개칭하였으

나 후에 수차례 중수를 거쳐 함허정으로 환원되었다.

둘째, 함허정과 군지촌정사가 자리한 군촌마을은 S자 형태

로 굽이치는 순자강을 마주한 전형적인 배산임수 국면이다. 진

산인 동악산은 소가 강가에 누워 한가로이 되새김질 하는 와우

형(臥牛形)으로 해석되는데, 함허정 일원은 목동(牧童)이 강가

에서 피리를 부는 형국으로 와우(臥牛)가 적초(積草案, 풀더

미)를 구비하여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처로 회자된다.

특히, 함허정 뒷동산은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혈맥으로, 거

북(또는 자라)의 등 위에 앉은 건물[龜形]이 함허정이며 절벽 

아래 남측의 하중암도(河中巖島)인 구암조대(龜巖釣臺)와 용

암은 거북이 지향한 해중신선경(海中神仙景)으로 해석된다.

셋째, 함허정 일원은 5곡과 8경 등 승경 거점으로서의 형식

미학적 미를 뛰어넘어 지역의 대표적 상징문화경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함허정은 곡성8경의 제3경 순강청풍(鶉江淸風)

과 제9경 설산낙조(雪山落照)의 풍광시점장이면서, 곡성 입면8

경의 제2경 함허순자(涵虛鶉子)와 제3경 천마귀암(天馬歸岩)

의 풍광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음양접합과 같은 ‘산태극(山太

極) 수태극(水太極)’으로 배열된 순자강5곡의 제4곡 경물로서 

도학 및 성리학적 토포스로 본 초월적 풍경이자 감각적 투시를 

통한 굽음의 미학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비변사인방안지도(18C 중엽)․옥과현지(1788년)․옥

과읍지(1871년) 등에 순자강5곡 중 제2곡 합강정과 제4곡 호연

정(함허정) 이외에 제3곡 무진정이 묘사되었음을 볼 때, 순자

강5곡 경물은 피안(彼岸)과 차안(此岸)의 세계를 넘나들며 동

천세계로 귀의하는 장소정체성은 물론 조선후기 명소적 연계

경관으로서의 지명도가 엿보인다.

다섯째, 비워둠의 미학이 절묘하게 드러난 함허정은 상수리

나무․굴참나무․소나무 등 노거수의 수림경관, 구암조대와 용

암, 첩석 등의 바위경관, 군촌마을의 문화경관 등이 지근경(至

近景) 경관으로 펼쳐지고, 중경요소로 순자강 평호(平湖)와 마

산봉, 고리봉 등이 산악경관으로 조망되며, 동에서 서로는 고리

봉(中景, 북동향)․마산봉(中景, 남동향)․무등산(30km, 遠景,

남서향)․설산(11km, 遠景, 서남향) 등이 개방성이 강한 180°

조망범위로 펼쳐진다. 특히 군지촌정사의 사랑채 당호(望瑞齋)

는 “서석산(瑞石山)을 전망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조산인 무

등산과 설산을 정면으로 앙경(仰景)하는 등 다채로운 차경수

법(揖景, 環景, 遠近, 仰俯景觀)과 광역경관에 대한 조망지향적 

의도가 중층적 경관짜임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여섯째, 실존[住居․講學處]과 이상향[樓亭․齋室]이 접합

된 군지촌 정주환경의 살림집[제월당], 강학처[군지촌정사],

함허정[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것 또는 비어 있기에 충만한 경

지를 내포], 구암사[청송심씨 4현 배향] 사우와 묘역 등은 ‘생

성-풍요-초월-회귀’로 이어지는 의미론적 연계경관으로 인식

된다. 특히 구암조대(亀岩釣臺)와 용바위, 거북의 등에 지어진 

함허정은 자연귀의와 안분지족의 요체이며, 함허정에 게판된 

시문 또한 순자강 일대의 가경예찬,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호

혜적 자연관 묘사가 주를 이룸을 주지할 때, 수심양성하는 은

일지소로서의 현학성이 의미경관으로 표출된다.

-------------------------------------
주 1) 함허정 일원은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으로 황토

포장 264m, 데크 탐방로 42m, 돌계단 52단, 파고라 1동이 가설되
었으며, 주변 제월습지는 하폭이 넓고 S자형으로 굽이치는 지역
으로 하천변 버드나무와 내부 퇴적지 및 버드나무 습지초지가 
발달하였다. 2012년 곡성군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 시
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고, ‘생태습지 나들길’은 섬진강과 
보성강에 넓게 분포하는 습지 초지 및 버드나무 숲이 야생동물
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강 
경관을 간직한 점을 특화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경관을 따라가
는 섬진강 생태탐방 나들길 조성사업 중 하나가 함허정 일원에 
탐방로를 꾸미는 일로 추진되었고, 생태관광지라는 미명하에 생
태관광 콘텐츠개발의 일환으로 함허정 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원형경관에 훼손이 가해져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주 2) 광주광역시관광협회는 광주․전남의 8대 정자를 선정한 바, 호가정
(浩歌亭·광주)․식영정(息影亭·담양)․영모정(永慕亭·나주)․함허정
(涵虛亭·곡성)․물염정(勿染亭·화순)․회사정(會社亭·영암)․부춘정
(富春亭·장흥)․세연정(洗然亭·완도) 등이다.

주 3) 이색(李穡) 『서경 풍월루기(西京 風月樓記)』, 『동문선』72권,

“雖道之在大虛 本無形也, 而能形之者, 惟氣爲然”

주 4) ‘경관짜임’이라는 용어의 학술적 정의 및 배경은 한국전통조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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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에 이미 게재된「노재현,신병철(2012). 중용(中庸)의 미학으
로 살핀 도동서원(道東書院)의 경관짜임」및「노재현,허준,최종
희(2014). 경관적 재구성을 통한 “장성 필암서원” 경관짜임의 독
해(讀解)」등의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주 5) 망세정(忘世亭) 심선(沈璿, 1408～1467)의 증손으로 곡성 출신이
며, 일찍이 효행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경사(經史)에 깊이 통달해 
영․호남의 많은 선비들과 교유하였다. 당시 김정국 도백(金正國

道伯)이 “효도는 증자(曾子)를 승습하고 학문은 주자(朱子)의 
정통을 준수하였고, 문장(文章)의 재능과 예법을 행함에 있어 도
의를 바탕으로 자세를 확립했으며 명분과 절의를 중히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고 일으켰다”라고 나라에 천거해 중종이 광양․곡성․
남평․순창 등 4읍의 중학훈도(中學訓導)로 특별 제수하였다. 만년
에 강호의 승경을 즐겨 제호(霽湖)에 함허정을 짓고 수양의 처
소로 삼았다. 정조 기미년(1799)에 사림(士林)들이 그가 가르침
을 편 곳인 제동에 구암사(龜岩祠)를 지어 배향․추모하였다.

주 6)靑松氏家德見根基湥厚樹立宏偉不待言語文字而可傳於後者尙矣何也

蓋忘世公之歷敭中外浩然歛退霽湖公之懷蘊道義棲遲外郡固知幾識

勢君子所可能粤若.

주 7) 풍광이 빼어난 곳에 포치된 함허정과 군지촌정사는 전형적인 선
비들의 삶의 장소였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과 문화적 가치가 
돋보인다. 특히 군지촌정사는 인간이 자연 속에 안주한 정주환경
으로서 고유한 장소성이 감지된다. 반면, 담양소쇄원은 뜻이 맞는 
이들과 벗하며 초야에 은둔하기 위해 원래의 자연인 듯 인공적
으로 조성된 조선시대 별서원림의 대표적 사례이다.

주 8)『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방제천(方梯川)으로 표기했고, 순
자강으로 흘러든 하천으로 성덕산에서 발원한 선각천(仙脚川)이 
옥과현 전역을 유역으로 방제천으로 유입되는데 이곳에 연탄(淵

灘)이 있고 남원 요천과 만나는 곳에 중진(中津)을 표기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방제천으로 표기
되었고, “현의 동쪽 22리에 있다. 즉 순창군 적성진의 하류로서,

동류하여 남원부의 순자진이 된다”라 쓰고 있다. 또한 『동국여
지지』에는 “순수(淳水)․순자(鶉子)”로 표기되었고, “강물은 현의 
북쪽 12리 지점에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 구례현에 이르며 잔수
(潺水)와 합류해 섬진강이 된다. 남원부에 상세히 보인다”라 기
록되었다. 『여지도서』에도 “순자진으로 진안 중대산에서 흘러
나오기 시작해 태인 운주산 물줄기와 합쳐져 흘러 임실을 거쳐 
순창에 이른다. 한 물줄기는 남원 거령천(居寧川)과 합쳐져 적성
강(赤城江)이 되고, 다른 줄기는 옥과의 순자강과 합쳐 흘러 순
자진이 된다. 관아 북쪽 10리에 있다”라고 쓰여 있다. 『대동지지
(大東地志)』 및 『호남읍지(湖南邑誌)』에도 “순자강으로 북쪽 
90리이다. 적성강의 하류가 현을 경유해 북쪽으로 중진이 되었고 
꺾여서는 남쪽으로 구례 경계에 흘러든다”라는 동일한 내용도 
발견된다.

주 9) 마한 즉, 서진(西晉, 265～316)) 혜제(惠帝, [司馬衷, 263～306])

당시 서진에서 도래한 원명법사에 의해 유입된 법화사상(法華思

想)의 역사에서 비롯된 성인 즉 관세음보살이 출현했다는 성출
산(聖出山, 동악산)과 짝을 이룬 것으로 “성인들이 사는 강”이라
는 뜻이다.

주 10) 현재 함허정 현판은 이삼만의 글씨를 모사한 모조품으로, 진본은 
현재 옥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주 11) 곡성향토지(1968)에 전하는 곡성8경은 ‘동악조일(動樂朝日)․도림
효종(道林曉鐘)․순강청풍(鶉江淸風)․압록귀범(鴨錄歸帆)․태안두견
(泰安杜鵑)․대황어화(大慌漁火)․통명숙우(通明宿雨)․설산낙조(雪

山落照)’ 등이다.

주 12) 곡성군 입면8경은 입면지역의 전래팔경으로 ‘성칠관수(聖七觀水)․
함허순자(涵虛鶉子)․천마귀암(天馬歸岩)․서봉풍림(棲鳳楓林)․동악
당암(動樂堂岩)․사암정당(社菴亭溏)․사암정당(社菴亭溏)․천자매화
(天子梅花)’ 등이다.

주 13) 현존하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의 곡성읍지는 총 5종이다. 고종
20년(1883)경 편찬된 전라도 곡성현의 읍지인 『곡성읍지(谷城邑

誌)』를 비롯해 『곡성군읍지(谷城郡邑誌), 호남읍지(湖南邑誌)

제3책과 제5책(事例) 및 제17책에 수록된 곡성현읍지 2종이 있
다. 전후 시기의 곡성에 대한 기록들과 비교해 사회․경제․문화․역

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곡성의 면모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 14) 누관․성곽․멧부리․수풀․일성(日星)․운물(雲物) 중 그림자가 거꾸로 
잠기지 않는 것이 없었다. 넓이는 반 이랑에 지나지 않으나 물이 
멎고 어리어 태공에 혼합되었다. 최후가 좌상 어공에게 이름을 
청했더니, 어공이 함허(涵虛)라 명명하였다 (中略) 누정에 오르
면 바람과 달이 함께 밝았으니, 물이 허함을 잠겼던가, 허함이 물
을 잠겼던가. 어공의 명명한 것이 이에 비로소 알맞고 최후가 이
를 즐겨함 역시 그 범류(凡流)가 아니었음을 알겠다. 樓觀城郭

峯巒樹木 日星雲物 莫不倒影於其中而蘸焉. 其大半畝而停滀演漾

涵混太虛. 侯請名于左相魚公 公以涵虛爲命(中略)岸巾登亭 風月雙

淸 水涵虛耶 虛涵水耶. 魚公之命名 於是爲稱 而崔侯樂之 亦知其

非常流也.「金馹孫. 涵虛亭記, 濯纓集 卷之三 記」.

주 15)「汞橋進士 沈斗永. 涵虛亭韻 七言絶句」.

주 16)「奇大升. 贈安文寶, 高峯集 第一卷 七言絶句 二首」.

주 17) 榮枯盛衰, 영화롭고 마르고 성하고 쇠함, 개인이나 사회의 성하
고 쇠함이 서로 뒤바뀐 현상.

주 18) 三公, 고려시대의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의 총칭.

주 19) 「沈繼澤. 涵虛亭韻」.

주 20) 1. 민영규(閔泳奎,1846～1922)의 함허정운(涵虛亭韻) : 굽이친 강
줄기 창룡(蒼龍)이 누운 듯(長洲曲析蒼龍偃), 아득한 큰 들판에 
백조(白鳥)가 떠있구나(大野微茫白鳥浮) 문장(文章)과 선이(仙

吏)를 나 먼저 얻어(文章仙吏吾得) 흥겨운 풍류로 몇 해를 지냈
는가(不薄風流度幾秋), 2. 심두영(沈斗永,1767～?)의 함허정운(涵

虛亭韻) : 굽이친 장강(長江)에 용바위가 솟았고(長江中屈龍巖

山) 툭 트인 서쪽에는 서석산(瑞石山)이 떠 있구나(大界西虛瑞

石浮) 농부는 손님 맞아 배에 태워 돌아오네(農人迎客載歸舟)

흐르는 물 높은 산과 만년을 함께 하리라(流水高水共萬秋), 3. 김
성일(金誠一,1538～1593)의 함허정에 제하다(涵虛亭題) : 산엔 
오흥(吳興) 푸르름이 쌓이어 있고(山積吳興翠) 강은 낙월(駱越)

조숫물과 통하는구나(江通駱越潮) 만 리까지 이는 흥취 멀어 아
득하네(萬里興迢迢), 4. 기대승(奇大升,1527～1572)의 안문보에게 
주다(贈安文寶) : 멀리 알겠어라 순자강(鶉子江) 가의 달이(遙

知鶉子江頭月) 그대 술잔 비추고 또 나를 비추리(照却君杯又照

吾) 높은 다락(高樓)에서 구경하자 그윽한 흥취 더하니(高樓延

賞增幽致) 산 너머 안개 빛은 석양을 띠었네(山外烟光帶夕曛), 5.

송병순(宋秉珣,1839～1912)의 호연정운(浩然亭韻) : 장부(丈夫)

는 어디에서 시름을 달램이 좋을까 하니(丈夫何處可消愁) 나도 
모르게 어느새 호연정에 올라와 앉았구나(却向湖然亭上留) 온 
세상은 동남쪽에서 찾아온 봄꽃들로 화사하고(天地東南英氣華)

청명한 가을 유장한 강물에 가슴이 확 트이는구나(胸襟溔渺濯淸

秋), 6. 심계택(沈繼澤,? ～ ? )의 근차함허정(謹次涵虛亭) : 이
곳은 일찍이 나의 선조들이 학문을 닦던 곳(是我祖先曾學問) 삼
공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강산(江山不換三公地) 초동목
부 짝을 지어 한 뱃길 오가는구나(樵牧同遵一路舟)[20].

주 21) 在縣東二十五里涒湖之上前臨大江平沙漠漠後負高山立石矗矗亭下有

石狀如龜大如牛露出水面可坐而垂釣故號龜巖釣臺又有石在臺傍石

面如削長廣三尺許倒書龍字字大過掌號龍巖諺稱天作神篆沈霽湖光

亨始建亭扁曰涵虛以爲藏修之所孝行禮學著于湖嶺本道伯思齋金正

國狀聞有曰孝襲曾氏學遵晦翁云云再從兄左叅贊鈍庵光彦以本道伯

到亭見江山之勝仍言曰古詩所謂三公不換此江山此之謂也六世孫通

德郞柱磶重修之八世孫昌鎭重修之十二世孫雲澤重修之霽湖亭遺集

軼於壬辰之兵燹而四度重修後九世孫汞橋進士斗永作詩懸楣本縣監

崔瑗作序申紫霞緯書篆進士斗永詩曰[21],

주 22) 현재 보의 길이 27m, 높이 1m, 언체 폭 0.5m로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준공되었음이 곡성군청 문화관광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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