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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울산팔경

1. 울산팔경의유래와 전승

중국 동정호 남쪽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합쳐지는 곳의 여덟 승경을 뽑은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영향을 받아 울산지역의 빼어난 여덟 경관을 뽑아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남긴 최초의 인물은 설곡(雪谷) 정포(鄭�, 1309~1345년)였다. 중앙

의 관직을 지내던 그가 울산에 내려오게 된 것은 충혜왕 복위 3년( 1 3 4 2 )에 울주군수

로 좌천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름을 잊으려고 술에 탐닉하기도 하였으나, 울산의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직접 구경하고「울주팔경(蔚州八景)」이란 제목으로 8수의 사

(詞)를 지으니, 그 뒤를 이어 이곡(李穀, 1298년~ 1 3 5 1년), 이원(李原, 1368년~ 1 4 2 9

년), 권상일(權相一, 1679년~ 1 7 5 9년) 등이차운 작품을 짓게 되었다.

『설곡집』에 실린「울주팔경」은「태화루(大和樓)」, 「평원각(平遠閣)」, 「장춘오(藏春

塢)」, 「망해대(望海臺)」, 「벽파정(碧波亭)」, 「백련암(白蓮�)」, 「개운포(開雲浦)」, 「은

월봉(隱月峯)」이라는 소제목의 사 8수로 되어 있다.1 ) 이곡의「차정중부울주팔영(次

鄭仲孚蔚州八詠)」8수도 대상은 마찬가지이나『가정집』에 수록된 순서가「태화루」,

「장춘오」, 「평원각」, 「망해대」, 「백련암(白蓮巖)」, 「벽파정」, 「개운포」, 「은월봉」으로

되어있서정포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2 )

두 사람의 작품은『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제영’조에 수록되어 일

찍부터 알려졌으나, 이원과 권상일의 작품은『용헌집(容軒集)』과『청대집(淸臺集)』

에만 수록되어 있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다.3 ) 더군다나 이원의 작품은

「울주팔경」이라는 큰 제목이 없이 소제목만 있어서 울산팔경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용헌집』, 권 2에 실린 일련의 작품들, 즉「차울주태화루시

(次蔚州太和樓詩)」, 「평원각」, 「백련사(白蓮社)」, 「벽파정」, 「은월봉(隱月峰)」, 「망해

대」는 모두 무산일단운(巫山一段雲)체의 사로서 정포의「울주팔경」을 차운한 것이

분명하다.4) 그러나 그런 사실이 숨겨진 채 문집에 실린 것은 문집을 편찬할 때 작품

을 온전하게 다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이원이 애초에‘울주팔경’이라는 큰 제목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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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포, 『雪谷集』권 하, 「蔚州八景」.

2) 이곡, 『稼亭集』권20, 「次鄭仲孚蔚州八詠」.

3) 이 작품들은 송수환역주, 『태화강에 배 띄우고(蔚山景勝 漢詩選集)』(울산광역시, 1999)에수록되어 있다. 

4) 이상의 시들은이원, 『容軒集』에 실려있다. 



소제목으로 작품을 지었는데 그 중 6수만 남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원의 문

집에서는「백련암」이「백련사」로 바뀌고, 울산팔경 중「장춘오」와「개운포」가 없어

진 육경(六景)만을살필 수 있지만 그것이 울산팔경을 읊은 것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권상일의 작품은「차설곡팔영(次雪谷八詠)」으로 되어 있는데, ‘무산일단운체(巫山

一段雲�)’라는 세주(細註)를달아 그것이 사 작품임을 명시하였다. 「평원각」, 「태화

루」, 「장춘오」, 「은월봉」, 「벽파정」, 「백련암(白蓮菴)」, 「망해대」, 「개운포」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5) 설곡의 팔영에서‘백련암(白蓮巖)’이던 것이‘백련암(白蓮菴)’으로

바뀌어 있다.

『울산읍지』에는「벽파정」이「삼산(三山)」으로, 「개운포」가「제승정(制勝亭)」또는

「처용암」으로 제목이 바뀌어 수록되어 있으나 이것들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 벽

파정은 삼산에 있던 정자이고, 제승정은 개운포에 있던 정자이며, 처용암은 바로 개

운포 앞 바다에 있는 바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지금 삼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삼산

이 예전에 실재하던 산이지만 흔적이라고는 현재의 삼산동(三山洞)이라는 동명뿐이

다. 과거에는 태화강 남쪽에 우뚝 솟은 바위산으로서 오산(鰲山) 또는 외오산(外鰲

山)이라 불려졌다. 『울산읍지』에 따르면 이곳에는 참대나무가 우거지고 벽파정(碧波

亭)이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6) 이 산은 일제시대에 군용

비행장을 만들 때 없어져 지금은 그 흔적조차찾을 길이 없다.

울주군수를 지낸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 1536년~ 1 5 8 4년)의「울주팔경시발(蔚

州八景詩跋)」에 따르면,7 ) 1 6세기에 이미 울산팔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

로 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긴 이제신이 향인

(鄕人) 신간(申侃)에게 정포의「울주팔경」을 판자에 새겨 걸도록 하였고, 그로 말미

암아 다시 울산팔경이 세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신의 노력으

로, 오늘날에오히려 그 팔경의 위치를 거의 정확히 짐작할 수 있게 됐다.

한편『세종실록』「지리지」의 경상도‘울산군’조에도‘팔영’이라고 하여 울산팔경

이 소개되어 있는데, 내용이 정포의 그것과는 다르다. 팔영은 곧, 성 다락의 뿔피리

소리[城樓畵角], 전함의붉은 깃발[戰艦紅旗], 동쪽봉우리의 해돋이[東峯日出], 남쪽

포구의 밝은 달[南浦月明], 산속 절의 솔바람[山寺松風], 강가정자의 매화에 내리는

눈[江亭梅雪], 낚시터의 성긴 비[釣臺疎雨], 염촌[鹽浦]의 맑은 연기[鹽村淡烟]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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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상일, 『淸臺集』권2, 次雪谷八詠.

6) 『울산읍지』(1934), 권 1, 명승, 「三山 一名外鰲山 在府東南十里 全石爲山 列成三峯 間有苦竹成林 下有村野

登臨有涉蓬萊氣象 古有碧波亭」. 앞으로『울산읍지』는 특별한언급이 없는 한 1 9 3 4년본을가리킨다.

7) 이제신, 『淸江集』권2, 蔚州八景詩跋.



이름만 나열되어있다.

2. 울산팔경을읊은 작품의 경향

울산팔경을 다룬 작품 중 정포와 이곡의 작

품 등『울산읍지』에 실린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한 내용이 소개한 바 있다.8 ) 여기에

서는 울산팔경을 읊은 작품의 제재가 된 대상

의 성격과 작품의 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태화루

『울산읍지』에는 태화루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설명되어 있다.

태화루는 부(府)의 서쪽 2리에 있다. 황룡연

의 북쪽 바위 벼랑 위에서 큰 강을 굽어본다.

멀리로는 바다를 누르고 가까이는 큰 들을 꿰

뚫는다. 올라가서 보는 아름다움이 매우 기이

하고 빼어나다. 옛날 태화사의 종각이었으나

절은 없어지고 공해(公�)에 소속되었다. 선조

임진년( 1 5 9 2 )의 왜란 때 병화로 액을 당하였

고, 후에객관의 문루에 편액을 옮겨 달았다.9 )

태화루는객사의 남쪽 문루인데, 서거정(徐居正)이편액을 썼다.10) 

이 인용문에 따르면, 태화루는 원래 태화사라는 절의 종각이었으나, 절이 없어지

고 난 후 관청 건물로 편입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병화를 입었다. 그 후 울산 객사의

남문루를 태화루라고 불렀는데 그 편액은 서거정이 쓴 글씨였다는 것이다. 원래 태

화루의 위치는 태화교 북쪽의 벼랑 위 어디쯤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동헌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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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이락, 1988, 「울산팔경고」, 『향토사보』창간호, 울산향토사연구회.

9) 『울산읍지』권 1, 명승, 「太和樓 在府西二里 黃龍淵北石崖上 俯臨大江 遠�海天 近通大野 登覽之美 最爲奇

絶 舊太和寺鍾閣寺廢屬公 �宣祖壬亂 厄于兵火 後移揭三字扁于客�門樓之上」.

10) 앞의 책 권 1, 구해우, 「太和樓 客舍南門樓 徐四佳書扁額」.

태화루(학성관 남문)

태화루현판



있던 객사도 없어져서 서거정이 쓴 편액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이휴정

(二休亭)에소장되어있다.

이 누각을 다룬 작품들은 대개 태화루에 올랐을 때 느끼는 개인적 감흥을 다루고

있어서 여타 누정시의 세계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음 작품은 이원의「차울주

태화루시(次蔚州太和樓詩)」이다.

官解初尋寺 관직에서 풀려나 처음으로 절을 찾으니

僧閑不閉門 스님은 한가롭고 문을 닫지않았네.

山光水色映晴軒 산 빛과 물빛이 갠 집에 비치는데

詩景自成繁 시에담긴 경관은 절로 많아지네.

古調聞瑤瑟 옛 곡조가 아름다운거문고에서 들리는데

高吟倒綠尊 높이읊조리며 푸른술통을 기울이네.

歸來長笛月明昏 돌아오며 긴 젓대 부니 달이 밝다 어두워지는데

前路曲通村 앞길은 굽어마을로 통하네.

제목으로 보아 이원은 사(詞)와 시(詩)를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단에

서는 관직에서 벗어난 시인이 태화루를 찾은 모습을 제시한 후 그곳에서 바라보이는

산과 물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시에 담을 내용이 풍

부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후단에서는누각에서 거문고, 시, 술이어울린 풍류를 즐긴

다음 달이 뜬 밤에 숙소로 돌아가는 굽은 길을 제시하였다. 이 시는 시인이 직접 현

장을 답사하여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2) 평원각

평원각은 황룡연 가에 있었다고 하니,1 1 ) 태화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듯한데 지금은 흔적도 찾을 길이 없다. 태화루보다좀더 강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것을 다룬 작품들은 대개 흐르는 강물이나 배와 관련된 내

용을 담고 있다. 정포와권상일의「평원각」은 다음과 같다.

閣外臨江寺 정각(亭閣) 밖에는강에 임한 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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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平遠閣 在黃龍淵上 今廢」(앞의책 권 1, 구해우). 



門前渡海船 문 앞에는 바다를 건너는 배이네.

千年遺怨柳堤邊 천년토록 원망이 남은 버드나무 둑 가에는

芳草綠�� 싱그러운 풀이 무성하게 푸르네.

畵棟暉朝日 채색한 용마루는 아침해에빛나고

朱欄泛暮烟 붉은 난간은 저녁 연기에 떠 있네.

遊人登覽意茫然 노니는 사람 올라와 보니 뜻이 아득해지지만

滿眼好山川 눈에 가득한 산천이 좋다.

秋晩藏霞壁 놀을 감춘 벼랑에 가을이 저무는데

江淸載月船 맑은 강에는 달 실은배로구나.

朱欄畵棟此山邊 붉은 난간과 그림 같은 용마루가 이 산 가에 있었는데

遺址草空� 남은 터에는 풀만 덧없이 무성하네.

遠海昇紅旭 먼바다에는붉은 해가 떠오르고

平郊散白煙 평평한 들판에는 흰 연기가 흩어지네. 

雪翁稼老俱茫然 설곡 노인과 가정 노인이 함께 아득한데

斜日映淸川 비스듬히 비추이는햇살이 맑은 개울에 비치네.

정포의 앞 작품은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중심으로 정각에 올랐을 때의 상쾌한 기

분을 그려내고 있다. 권상일의 뒤 작품은 평원각의 옛터에서 이곳의 경치와 감흥을

노래하였던 정포와 이곡을 회고하면서 비애감에 젖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뒤의 작품을 통해서 보면, 권상일이 울산부사로 왔던 영조 1 0년( 1 7 3 4 )에 이미 평원

각이 없어져 버렸음을알 수 있다.

3) 장춘오

장춘오는 황룡연의 남쪽 언덕에 있었는데 아름답고 이상한 꽃과 참죽과 차나무가

겨울이 지나도 싱그러웠다고 한다. 겨울에도 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이곳을 제재로

한 작품은 대개 화초 감상 등 풍류와 관련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은자연스럽

게 형성된 언덕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법하지만, 현재는 태화강 남쪽에 주

택가가들어서그 흔적조차찾기어려운실정이다. 다음작품은이곡의「장춘오」이다.

是處花多少 이곳에 꽃이 얼마나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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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家酒有無 그대집에는 술이 있는가?

人間紅紫已難留 인간세상에 붉은빛이 이미머물기 어려움을

曾見�庭隅 일찍이 가까운 뜰 모퉁이에서 보았네.

世事將頭白 세상일에 장차 머리가 희어지려 하고

餘生業舌柔 남은생애라서 벌써말이 부드럽네.

携壺日日渡溪流 술병을 가지고 날마다 시냇물을 건너는데

藜杖不須扶 명아주 지팡이를 반드시 짚을 필요는 없네.

이 작품은 꽃이 다 진 겨울철에도 꽃을 피우고 있는 장춘오의 꽃을 감상하기 위해

술병을 가지고 찾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4) 망해대

망해대는 문수산 자락의 망해사에 있던 돈대이다. 거기에서는 멀리 개운포 앞 바

다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따라서 이곳을 묘사하는 작품

은 대개동해바다를 바라보는 감흥을 담고 있다. 다음작품은 정포의「망해대」이다.

絶壁凌晴漢 벼랑은 갠 하늘을 깔보고

高臺控大洋 높은대는 큰 바다를 잡아당기네.

遙看水色接天光 멀리보이는 물빛은 하늘에 닿아

百里共蒼蒼 백리가 함께푸르네.

石室知秋早 돌집이라 이른 가을임을 알겠고

松扉報曉忙 소나무 지게문은 바쁜 새벽임을 알리네.

幽人呼客瞰東方 유인(幽人)이동방을 바라보라고 손님을 부르는데

紅日上扶桑 붉은해가 부상(扶桑)에서올라오네.

이 작품은 전단에서 망해대에서 바라보이는 탁 트인 바다의 모습을 그리고, 후단

에서는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동해의 일출을 그려내고 있다. 

5) 벽파정

벽파정은 삼산에 있던 정자로서 그 주변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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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포나 이색 당시에는 이미 정자가 없어지고 유지(遺址)만 남아 있어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그 퇴락함을탄식하고 있다. 다음작품은 정포의「벽파정」이다.

疊石�秋岸 쌓인 돌은 가을 언덕에 기대었고

叢篁臥晩汀 대나무 떨기는 저녁 물가에 누워 있네.

舟人云是碧波亭 뱃사람은 여기가 벽파정이라하는데

碑壞已無銘 비석은 깨어지고 명문(銘文)은이미 없어졌네.

雨過沙痕白 비가 지나가니 모래 흔적은 희어지고

烟消水色靑 연기가 스러지니 물빛이 푸르네.

當時歌調不堪聽 당시의 노래를 차마 들을 수 없어

倚棹涕空零 돛대에 기대어 부질없이 눈물 흘리네.

이 작품은 이미 정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벽파정의 옛터에서 정자가 존재하던

당시를 그리워하며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백련암

백련암은 울산의 진산(鎭山)인 무룡산의 서쪽에 있던 바위이다. 김대유(金大有)의

「군자정기(君子亭記)」에 따르면, 무룡산의 오봉(五峯) 아래 시여평(詩餘坪) 위에는

사람처럼 선 바위가 있고, 아래에는 웅덩이가 있어서 옥샘[玉井]이라 했다. 고려 충

숙왕 9년( 1 3 2 2 )1 2 )에 흰 연꽃의 서기(瑞氣)가 있어서 그 바위의 이름을 삼았고, 중종

2 7년(1532) 8월에 한 쌍의 연이 생겨나 동서로 잎이 뻗더니 그 위에 큰 사발 같은

흰 꽃이 피어 겨울이 지나도록 지지 않아서 고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1 3 ) 그 후

군자정은 허물어져 버리고 부근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게 되었는데, 과객들의칭송을

번거롭고 귀찮게 여긴 어느 벼락부자가 이 바위를 쇠망치로 깨뜨려 버리고 옥정에

뿌리를 박은 백련도 뽑아 버렸다고 한다.1 4 )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연암동(蓮巖洞)이라는 동명만 남아 있을 뿐이다.

다음 작품은 이원의「백련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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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문에는“忠宣王 1 4년 壬戌”이라고 되어 있으나, 충선왕은 재위 기간이 4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이것

은“忠肅王 9년 壬戌”의 잘못이다. 

13) 김대유, 「君子亭記」(『興麗勝覽』(1937) 권 6 ) .

14) 강길부편저, 1985, 『향토와 지명』, 정음사, 205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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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作蓮花蘂 구름은 연꽃의 꽃술이 되고

波生竹 文 물결은 대자리의 무늬에서 일어나네.

老禪面壁默無言 벽을마주한 늙은 스님은 고요히 말이 없으니

妙法恨難聞 묘법(妙法)을듣기 어려운 것이 한스럽네. 

白髮身將老 흰머리에 몸은 장차늙어 가는데

紅塵眼欲昏 붉은티끌에 눈이 침침해지려 하네.

何時結社學高談 언제나 결사(結社)하여고담(高談)을배우려나?

今日又殘� 오늘도 또 황혼이 스러지네.

이 작품은 전단에서 신비한 설화를 간직한 백련암 주변의 암자에서 스님에게 묘법

을 듣고싶지만 스님은 선정에 들어말이없어한스럽다는마음을드러내고있고후단

에서는늙어가는자신의 모습을돌아보면서불

법의진리를배우고자하는희원을담고있다.

7) 개운포

개운포는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나타난 바

닷가의 포구이다. 따라서 이곳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대개처용의출현과관련된시상을담고

있다. 다음작품은권상일의「개운포」이다.

遠浦滄溟� 먼 갯가에 푸른 바다가 넓은데

奇巖小竅通 기이한 바위는 작은구멍으로 통하였네.

雲收日出有神翁 구름걷히고 해 나오자 신옹(神翁)이있었으니

來自水宮中 수궁에서 왔다네.

鶴峀月空白 학성(鶴城)에는달이 환하게 밝은데

鷄林花自紅 계림(鷄林)에는꽃이 절로 붉었네.

流轉樂府永無窮 흘러전해지는 노래는 길이다함이 없고

詭服舞春風 기괴한 복장이 봄바람에 춤을 추네.

이 작품은『삼국유사』에 수록된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처용암에수궁과

통하는 작은 통로가 있다고 파악한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개운포처용암



8) 은월봉

은월봉은 황룡연의 서남쪽, 즉 태화루에서 강 건너 마주 보이는 남산 1 2봉의 주봉

으로 산성뫼[山城山] 비녀봉[釵峯또는 飛來峯] 등으로도 불리는데,1 5 ) 비록 야트막한

산이지만 달빛이 여기에 이르면 가려져서 비친다고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따라

서 이곳을 다룬 작품들은 대개 은월봉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시상을 펼치고 있다. 다

음 작품은 정포의「은월봉」이다.

天近明河影 하늘이 가까워 은하수 그림자가 환한데

峯高隱月華 봉우리가 높아 달빛이 숨네.

扶�遠上碧嵯峨 지팡이 짚고 멀리 푸르고 높은 산에오르니

細路入雲斜 오솔길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기울었네.

古樹含秋色 옛 나무는 가을빛을 머금었고

空巖拂晩霞 빈 바위는 저녁놀을 떨치네.

深林知有梵王家 깊은 숲에 절이 있음을 알겠거니

鐘鼓隔山阿 범종과 법고 소리가 산언덕 너머에 있네.

이 작품은 은월봉에 가려진 달의 모습과 봉우리 주변의 경관에 초점을 맞춘 다음,

산 넘어 들려오는 범종과 법고 소리에서 산 속 어딘가에 절이 있음을 알겠다는 내용

을담고 있다.

이처럼 울산팔경시의 대상이 된 경승들은 개운포와 은월봉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

어지거나 자취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울산팔경시의 전통은 고려후기로부터 지금까지

울산지역을 찾은 많은 문인들의 울산지역에 대한 애정과 감흥이 어우러져 있는 훌륭

한 정신문화의유산임을부정할 수 없다.

<성범중, 울산대학교국어국문학부교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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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석근, 1998, 「울산에 남겨진명시열람」, 『향토사보』9집, 울산향토사연구회, 169∼1 7 0쪽.



제2절 경승과 제영

울산지역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이었으므로, 옛날부터 울산팔경

을 비롯한 빼어난 경승을 대상으로 한 제영들이많았다. 근래에뜻 있는 분들에 의해

각종문집에 산재해 있던 울산지역과 관련된 한시들을 수집하여 간행함으로써 이것

들을 한꺼번에 살피고 감상할 수 있게되었다.1) 

그러나 울산의 경승을 읊은 수많은 작품들을 한정된 지면에서 다 살필 수는 없다.

따라서 반구대와 작천정 주변, 그리고나머지 몇 곳을 읊은 제영에 한정하여 그 면모

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1. 반구대와주변 경승

1) 반구대의경관과 비각

반구대(盤龜臺)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산( 2 6 5 m )의 끝에 있는 3

층의 석대(石臺)이다. 물위에 떠 있는 산의 형상이 엎드린 거북 같아서 이렇게 불린

다. 이곳은 고려 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년)가언양에 유배되었을

때 올랐던 곳으로‘포은대’라고도 한다. 반구대 아래에 있던 반고서원(槃皐書院)은

숙종 3 8년( 1 7 1 2 )에 세워져 정몽주, 이언적(李彦迪, 1491~1553년), 정구(鄭逑,

1 5 3 3 ~ 1 6 2 0년) 세 분을 배향하다가 영조 4년(1728) 불이 나서 이듬해 중건하였다.

고종 8년( 1 8 7 1 )에 훼철되어 1 9 0 1년 언양군수 최시명(崔時鳴)이 유허비(遺墟碑)를 세

웠고, 최근에는다시 반구서원(盤龜書院)이라는이름으로복원되었다.

반구대 물가 절벽에는‘반구(盤龜)’라는 큰 글씨 외에도‘포은대(圃隱臺)’, ‘옥천

선동(玉泉仙洞)’등의 글씨와 이곳을 찾았던 순상(巡相) 부윤(府尹) 등 수많은 사람

들의 이름과 시들이 새겨져 있다. 반구대 위에 있는 비각에는 언양군수 최시명이 짓

고 김효동(金孝東)이 써서 광무 5년( 1 9 0 1 )에 세운「반계서원유허비(磻溪書院遺墟

碑)」와 송찬규(宋燦奎)가 짓고 권필운(權珌運)이써서 고종 2 2년( 1 8 8 5 )에 세운「포은

대실록(圃隱臺實錄)」, 「포은대영모비(圃隱臺永慕碑)」가 있다. 이 비문들은 대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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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환 역주, 1999, 『태화강에 배 띄우고(蔚山景勝 漢詩選集)』, 울산광역시 ; 이병직 편, 1999, 『울산제영

집』, 울주문화원. 뒤의책(『울산제영집』)은 한시 원문만 수록되어 일반독자가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포은 정몽주가 노닐던 유서 깊은 장소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은대영모비」에는 정몽주가 중구일에 반구대에서 지은 시와 송찬규, 권필운의

차운시가실려 있다. 정몽주는1 3 7 5년 후반기부터 1 3 7 7년 3월까지 언양에 유배되어

있었던 만큼 그의 시는 1 3 7 6년의 중구일에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에 실린

송찬규와 권필운의 시는 정몽주의 도덕과 행의(行義)를 사모하면서, 그의 발자취가

남은 이곳을 찾게 된 감회를 읊고 있다.

반구대는 일찍부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곳을 대상으로 한

제영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는 않는다. 이곳에서음영한 작품들은 대개 지방관으로

재임한 사람이나 언양지방에 유배되었던 인물들이 지은 것이다. 언양에 유배되었던

인물로는 정몽주, 김흥경(金興慶, ?~1374년) 등이 있었다. 먼저「포은대영모비」에

실린 정몽주의시를 보자.

客心今日轉凄然 나그네의 마음이 오늘은 더욱 처량하여

臨水登山�海邊 장기(�氣) 서린바닷가에서 물에나아가고 산에오르네.

腹裡有書還誤國 뱃속에 책이 있어도 도리어 나라를 그르쳤고

囊中無藥可延年 주머니 속에 약이 없어도 살아갈 만하네.

龍愁歲暮藏深壑 용은 저무는 한 해가수심스러워 깊은 골짜기에 숨는데

鶴喜秋晴上碧天 학은 맑은 가을이 기꺼워 푸른 하늘로 올라가네.

手折黃花聊一醉 손으로 국화를 꺾어 잠시 한 번 취하는데

美人如玉隔雲烟 옥 같은 미인(美人)은구름 너머에 있네.2 )

이 시는 유배지에서 중구일을 맞아 언양의 반구대에서 느끼는 처량한 감회를 담고

있다. 무르익은 가을에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등고(登高)해야 할 좋은 시절인데도

시인은 유배지에서 쓸쓸히 바닷가의 산수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안타까워하

고 있다. 좋은 계책을 쓸 길이 없으나 건강은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하면서, 물속

에 잠겼는지 보이지 않는 용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시키고 있다. 마지막 연에는 그

래도 좋은 계절을 저버리지 못하고 국화를 꺾어 한 잔 술에 취해 보지만 임금 계신

궁궐은 구름 너머 아득하기만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표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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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시는「圃隱臺永慕碑」에는 제목이「登盤龜臺重九日有感懷」인데, 정몽주의 문집인『圃隱集』권 2에는「彦

陽九日有懷 次柳宗元韻」으로 되어 있다.

3) 권해, 「題彦陽盤龜臺」이 시는 1985, 『嶠南誌』권 45, 「언양군」, 산천, 오성사, 770~771쪽. ; 장지연 편,

1980, 『大東詩選』권5, 아세아문화사, 상책, 674~675쪽에수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권해(權�)의「반구대」3) 시를 보자. 권해는조선 후기의 문신으로현종 6

년(1665)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암행어사·대사간·대사헌·형조참의·호조

참의 등을 지낸인물이다.

造物何年效此奇 조물주가 어느 해에이런 기이함을만들었기에

至今山骨化爲龜 지금까지 산의 뼈대가 거북으로 화하였는가?

中天露滴銅仙掌 하늘의 이슬은 구릿빛 신선의 손바닥에 방울지고

絶頂雲藏綺皓碁 꼭대기의 구름은 기호(綺皓)4 )의 바둑을 감추었네.

潭黑定知龍臥處 못이검으니 용이 누운 곳임을 분명히 알겠고

明月應有鶴歸時 달이밝으니 마땅히 학이 돌아갈 때가 있으리.

層臺盛夏偏蕭爽 층진대는 한여름에도 매우시원하고 상쾌하여

斜日淸樽上馬遲 지는해 맑은 술에 말에 오르는 게 더디네.

이 시는 반구대 주변의 산과 내의 아름다움

과 여름철의 시원한 기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에 시원하기까지하여 이곳을 떠

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회적으로표현되어 있

다. 그런데 이 시의 운자가 뒤에서 살펴볼 집

청정(集淸亭)의 차운시와 같은 것으로 보아,

권해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이미 최신기(崔信

基)의 집청정이 지어진 후이였다. 따라서 그는

이 정자에 올라 거기 걸려 있는 편액의 시에서

차운하여 글을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반구대주변의 정자와 제영

반구대 주변은 산과 물이 깨끗하고 맑은 천혜의 절경이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수

경정(修敬亭)·집청정(集淸亭)·모은정(慕隱亭) 등정자가 있어서 시인 묵객들이 시

를 읊으며 자연을 완상하던 곳이기도 하다. 수경정은 현재 없어지고, 집청정과 모은

정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 지나간 자취를 어느 정도나마 짐작하게 해 준다. 또반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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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호는 상산4호(商山四皓)의한 사람이었던 기리계(綺里季)를가리킨다.

반구대



를 감싸고 흐르는 대곡천을 따라가면 수려한 경치가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반구

대 이외의 지역에도 여러 정자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백련정(白蓮

亭)5 )과 송천정(松川亭)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모은정과 송천정은 2 0세기 이후에

세워져 역사가 일천하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삼백 년의 역사를 지닌 집

청정, 백련정과관련된 제영들만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집청정의제영

집청정은 반구대 바로 북쪽에 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

자에 올라보면, 반구대의거북 머리 형상에 해당하는 언덕이 눈앞에 마주 보이고, 그

아래에는 맑은 대곡천의 물이 수정처럼 푸르게 펼쳐져 있다. 이 정자는 원래 포은이

한 번 시를 쓴 후 이름난 구역이 천고에 깊이 감추어진 것을 애석히 여긴 운암(雲庵)

최신기(崔信基)가 세운 것으로써, 창고와 부엌을 두어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 수양할

수 있는 별업(別業)을갖춤과 동시에 벗들이 강마(講磨)하는장소로 삼았던 곳이다.6 )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한 것을 후손들이 다시 일으켜 3 0 0년 동안 이어진 아름다운

자취와 남긴 향기를 찾아서 좇을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한다.7 )

여기에 걸린 편액의 한시들 중 최신기의 후손들이 지은 시는 대개 조상의 덕에 대

한 칭송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에 반해, 벗이나후배들이 쓴 시는 이곳의 경관과 풍치

를 다루고 있다. 

吾祖當年卜此奇 우리 선조께서 그 해에 이곳을 잡은게 기이한데

岩如�戟石如龜 바위는 창과 같고 돌은 거북같네.

白雲影護三賢社 흰 구름의 그림자는 세 선생을 모신집을 호위하고

流水聲涵四皓棋 흐르는 물소리는 상산사호(商山四皓)의바둑판을 적시네.

瓊月�朧依舊日 옥 같은 달은지난날처럼 흐릿하고

儒風彬蔚已前時 유학자의 풍도(風度)는이전처럼 빛나네.

滄桑往事憑誰問 변해 버린 지난날을 누구에게 물으랴?

百感�中夢寐遲 온갖 느낌이 가득한데 꿈속에도 더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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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련정은『울산읍지』등에서수옥정이라고도하였는데, 지금은 대개 백련정이라 부르고 있다.

6) 최현채, 「集淸亭重建記」편액, 「昔我雲庵先生崔公愛圃翁之一經品題 惜名區之千古秘閉起亭於臺之陰 而扁其

楣曰集淸 經���廚 備藏修之別業 爲朋友講磨之所」.

7) 앞의 글, 「三百年美蹟遺芬如可尋逐 眞孝思不忍荒廢之意也」.



特地風烟最此間 특별한 곳의바람과 안개가 이곳에서 가장좋은데

洞天幽邃盡環山 골짜기는 그윽하고 깊어 온통 산으로 둘러싸였네.

盤龜老石當危檻 반구대 늙은돌은 높은 난간을 마주하고

龍臥深潭噴駭灣 용이누운 깊은 못은 놀랠 만한 물굽이에 물을 뿜네.

��竿絲垂月引 흔들리는 장대 줄은달빛에 드리워 당기고

悠悠身勢伴雲閑 느긋한 신세는 구름과 짝하여 한가롭네.

列仙淸福君能享 여러신선들의 맑은복을 그대가 능히 누리니

霞外高標我欲攀 놀 밖에서 노니는 고상한 모습을 내가 따르고 싶네.

앞의 시는 최신기의 6세손 최찬수(崔讚壽)의「집청정차운(集淸亭次韻)」으로 조상

의 아름다운 언행을 본받자는 마음의 다짐을 표현하였다. 뒤의 시는 진사 이덕표(李

德標)가 쓴 작품인데 친구로서 정자의 주인이 누리는 맑은 복을 부러워하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덕표와 최신기는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인다.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따르면이덕표는 숙종2 5년(1699) 식년시에서진사가되었다

고 하니, 최신기가이 정자를지은것은1 8세기초 중반무렵이었을것으로보인다.

나. 백련정의제영

백련정은 반구대에서 대곡천을 따라 올라가서 두동면 천전리 각석을 훨씬 지난 곳

에 위치해 있다. 백련정 주위에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이 정자를 앞에서 둘러싸

고 있다. 또한자갈밭이 널려 있고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 경관이 매우 청정하고

수려한 곳이다. 정조 8년(1784) 생원 도와(陶瓦) 최남복(崔南復, 1759~?)8 )이 백련

암(白蓮庵)이 있던 자리에 정자를 지어 백련서사(白蓮書舍)라이름짓고 교학에 힘썼

다. 이 정자에는 기(記)나 상량문과 같은 글이 남아 있지 않아 언제 중수되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자에 걸려 있는 시들만 보아도 이 정자가 오랫동안 수

많은 지역 문인들의 시회(詩會)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최남복의 시「수옥정운(漱玉亭韻)」을 보자.

九曲深深一逕回 아홉굽이 깊고 깊은데 한 가닥 길이 휘감아 돌고

煙霞多處是亭臺 안개와 놀이많은 여기가 바로 정자라네.

雲屛細雨眞容出 가랑비에 구름 낀 병풍바위는 참모습을 드러내고

한
문
학

속
의

울
산

2 0 7

8) 최남복은기묘년( 1 7 5 9 )에 태어났다. 자는경지(景至), 호는도와(陶窩)이다. 경주에거주하는 최찬의 아들로 정

조 1 6년(1792) 식년시에서3등으로합격하여생원이되었다(서울시스템, 1997, 『사마방목』CD-ROM 참조). 



水鏡涵天正面開 하늘을 적시는 거울 같은 물은 정면을 열었네.

晩托�奇思晦跡 늘그막에 기이한 곳에 의탁하여 옛 자취를 생각하고

初如淡泊�幽懷 처음부터 담박한 듯하여 그윽한 회포가 기껍네.

優遊恐負莊修志 한가로이 노닐다가엄히 수양하는뜻을 저버릴까두려우니

獨抱瑤徽感歲催 홀로 아름다운 구슬을 품고 세월의 빠름을 느끼네.

무인년(순조 1 8년, 1818) 중추에 쓴 이 시는,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그려

낸 다음 이 정자를 지은 뜻이 본인의 인격과 학문의 수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

고있다. 그러나 이런 언표는 자기 자신의 나태함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지, 아름다운 자연 속에 기거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멋까지를 부정한 것

은 아니었다. 정자에 걸려 있는「백련구곡가 병소서(白蓮九曲櫂歌 幷小序)」를 통해

서 보면, 그가 백련담 주변을 얼마나 아끼고 즐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시는

최남복이 1 8 0 8년에 여러 사람들과 태을담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주자의「무이도가

(武夷櫂歌)」에서 차운한 것으로9 ) 모두 1 0수의 칠언절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시에

해당하는첫째 수를 보자.

蓮華瑞色秘神靈 연꽃의 상서로운 빛깔에는신령스러움이신비한데

中有乾坤萬象淸 가운데에 건곤이 있어 만상이 깨끗하네.

獨倚漁舟歌�� 홀로 고깃배에 기대어 노를 치며 노래하니

滄洲千載溯遺聲 천년토록 너른 물가에서 남긴 소리를 거슬러 오르네.

백련정 주변 전체를 개괄하는 이 시는 신비한 자연 속에서 고기 잡고 즐기는 시인

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시를 제외한 나머지 9수는 각기 정자 앞 백련담 주변의 경

물과 시인의 행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층대(層臺)·계류(溪流)·분류(奔流)·용천(龍泉)·운경(雲�)·잔암(殘

庵)· 완완(��)·암아(巖阿)·소요(逍遙)의 아홉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때로는 거

기서 느끼는 아름다운 정회를 담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 속에서 배울 점을 취하기도

하며, 때로는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다음에는도와의 시에 차운한 몇 수의 시를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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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남복, 『陶窩集』권 1, 시. 白蓮九曲櫂歌 幷小序, 「戊辰秋七月旣望 縛草爲筏 泛于太乙潭 使兒輩聯唱漁父詞

溯�宛轉 逈有懷人不見之歎�手 次武夷櫂歌韻以自遣且以奉告同遊諸君子」.



九曲淸溪路轉回 아홉굽이 맑은 개울에 길은 돌아드는데

鹿門深處有高臺 녹문산(鹿門山) 깊은곳에 높은 대(臺)가있네.

雲含紫洞山容隱 구름이 붉은골짜기를 감싸니 산의모습이 숨고

雨洗蒼苔石面開 비가푸른 이끼를 씻어내니돌의 얼굴이 열리네.

杖�逍遙塵外樂 지팡이 짚고소요하니 세속밖의 즐거움인데

琴碁灑落箇中懷 거문고와 바둑이 쇄락하니 그 가운데 회포가 일어나네.

從遊半朔多眞意 함께어울린 지 반 달인데 참된 뜻이 많으니

却忘人間日月催 도리어 인간세상에서 세월을 재촉하는 것을 잊어버렸네.

疊石鳴泉九折回 쌓인돌에 우는 샘물은 아홉 번 꺾여 도는데

深而爲瀑屹爲臺 깊어서 폭포되고 우뚝 솟아 대(臺)가되었네.

地應有待曾�秘 땅은응당기다림이있어아끼는비경(秘境)을내었을것이요

天豈無心剩�開 하늘이 어찌무심히 쓸데없이 이곳을 깎아열었으랴?

十載經營勞杖� 십년동안 경영하느라 고생도 많았는데

一朝突兀爽襟懷 하루아침에 우뚝하여 가슴속이 상쾌하네.

優遊�或�庭訓 한가로이 노니는 것이

혹시어버이의 가르침을 더럽힐지 몰라서

肯�思多恐日催 선친의 뜻을이을 생각은 많은데 날짜 가는 것이 두렵네.

앞의 시는 신미년(순조 1 1년, 1811) 가을에 도와의 문인 유방식(柳邦植)이 쓴 것이

다. 이곳을당의 시인 맹호연이 은거하였던 녹문산에 비유하고 있으며, 이런청정한

자연 속에 있으니 세월이 흐르는 줄도 잊어버릴 지경이라고 했다. 뒤의 시는 도와의

아들 세병(世秉)이쓴 것이다. 이정자를 세운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천

지신명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선친의 뜻을 이어 정자를 경영하지만 그

뜻을 어기게 될까 노심초사하는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정자는 2 0 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자

를 지을 당시에 정자의 주인이었던 도와 최남복의 희망찬 의지와 풍류가 담긴 시에

서부터그 정자의 유한(幽閒)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문인과 아들 등의 작품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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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괘천과주변 경승

1) 작괘천 주변의 경관

작괘천(酌掛川, 勺掛川)은 영남 알프스라 불

리는 일군의 준봉 가운데 하나인 울주군 상북

면의 간월산( 1 , 0 8 3 m )에서 발원하여 등억리를

거치고 삼남면 교동의 작천정 앞을 지나 태화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의 이름이다. 이 시

내의 주변에는 간월산 중턱의 홍류폭포를 비롯

하여 호박소[臼沼] 등 아름다운 경관이 하늘을

찌를듯한산의 위용과 어우러져주말이면등산객들이많이찾아올라가는길목이다.

작괘천 주변의 바위는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술 마시며 시를 읊은 장소였고, 이곳

을 찾은 시인들은 그 흔적을 바위에 남겨 놓아 작천정 주변의 바위에는 이루 헤아리

기 어려울 정도의 인명과 제영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 새겨진 시문들은 대개 포은의

유배지가 여기에서 멀지 않았으므로 그의 유풍을 계승하려는 뜻을 드러내거나, 작괘

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주변의 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곳의바위에 새

겨진 시는 대개 2 0세기에 쓴 것들이지만, 기록에는 그 이전의 것들도 있어서 이 주

변의 경관이 매우 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권해( 1 6 3 9년~ 1 7 0 4년)

와 남경희(南景羲, 1748~1812년)의「작괘천(酌掛川)」1 0 )이다. 권해는 경상도암행어

사를 지낼 때 언양에 들러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남경희는 장사랑(將仕郞)

남용만(南龍萬)의 아들로 경주에 거주하면서, 정조 원년( 1 7 7 7 )에 증광진사와 증광문

과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이 정언(正言)에 그쳤던 인물로서, 거처가 경주인 만큼 거기

에서 가까운 이곳의 승경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후자를보자.

此地多經蠟�遊 이곳에는유람객이 많이지나갔는데

蒼茫遺迹說仙� 넓고 아득한 남은 자취에서 신선들을말하네.

沙埋鑿鑿嫌全露 모래는 깎인 곳을 메워 온통 드러남을 꺼리고

水鎖淙淙欲不流 물은 소리나는것을 감싸 흐르지 않으려 하네.

造物爲誰工琢鏤 조물주는누구를 위해 교묘하게쪼고 새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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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두 작품은『嶠南誌』권45, 「언양군」에 실려 있고, 남경희의 작품은『울산읍지』에「酌川」이라는 이름으

로도 실려 있는데, 모두 송수환 역주, 앞의 책에 재수록되어 있다.

작괘천



高人終古管淸幽 고상한 사람은 예로부터 맑고 그윽함을 주관하였네.

山林不妨人煙近 산림은 인가가 가까워도 무방한데

洗耳何須學許由 귀를 씻는 데 어찌 반드시 허유(許由)를배우리요?

이곳은 예로부터 바위의 모양새가 신기하여 신선이 바가지를 걸었다는 전설이 전

해지는 곳인 만큼1 1 ) 조물주의 재주가 신기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거기에 겸하여

굳이 인간세상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고대의 은자였던 소부(巢父) 허유(許

由)의 고사가 어린 기산(箕山) 영수(潁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자세를

이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있다.

2) 작천정의유래와 제영

작천정은 울주군 삼남면 교동의 작괘천 가에

위치한 정자이다. 작괘천의 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언양에서 양산으로 통하는 국도에서 정

자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일제시대에 심은 수십

년 된 벚나무들이 터널을 형성하고 있어서 봄

이면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정자가 들어서게 된 배경은 언양

지역 선비들의 문학적 모임과 관련된다. 정자

에 걸린 송옥(松屋) 오병선(吳昞善)의「작천정

기(酌川亭記)」에 따르면, 1887년 언양의 선비

들이 모은 시계(詩�)가 1 8 9 5년에는 언양현감 정긍조(鄭肯朝)에 의해 시사(詩社)로

개편되었으나그 회합장소를 구하지 못하다가 1 8 9 8년에 최시명(崔時鳴)이언양군수

로 온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여 1 9 0 2년 7월에 작천정을 세웠다고 한다.1 2 ) 현재의 작

천정은 1 9 4 3년 겨울에 중수된 것이다.

현재작천정에는2 0여 개의편액이걸려있는데대다수가한시이고, 거기에기문5편

과 상량문 1편이있다. 이중 한시는 작천정주변의아름다운경관과거기서느끼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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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병선, 「酌川亭記」편액, 「其所謂酌之而爲川名以仙人之掛酌於是也」.

12) 최시명이 1 8 9 8년에 언양군수로 부임하여 정긍조 현감이 하지 못한 사업을 부활하고 시사조직을 개편하니

회원이 1 3 4명에 달하였다고 한다(1998, 『삼남지』, 삼남면, 306쪽). 이를통해서 보면, 작천정을 회합장소

로 했던 언양시사의 규모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작천정



흥이중심이고, 기문은작천정이세워지기까지의과정에대한기록이중심을이룬다.

四十居然客 마흔 살을 살아온 나그네가

詩成結社樓 시를 짓고 시사(詩社)의다락을 이루었네.

環區連一石 둘러싼 구역에는 하나의 바위가 이어지고

滿酌掛中流 가득 찬 술잔은 가운데 냇물에 걸려 있네.

地勝惟千古 지경(地境)이빼어나 천고를 생각하고

名高得此秋 이름이 높아 이 가을을 얻었네.

��從有所 신발과 지팡이가 좇을곳이 있으니

不較世人愁 세상 사람들과시름을 비교하지 않으리.

오병선의 이 시는 1 9 0 2년 7월 상한에 작천정이 완공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시

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모임 장소 곧 작천정을 이루게 된 데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정자 앞의 아름다운경관을 묘사한 후, 이제는갈 곳이 있는 만큼 세상사람들과시름

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뿌듯한 자부심을 담고 있다. 편액 속에 있는 효간(曉

澗) 최한욱(崔翰旭)의시 한 수를더 보자.

形勝西南地 서남쪽 경치가 빼어난 곳에

鑿山築一樓 산을 파서 한 누각을 지었네.

淸閒如佛界 맑고 한가하여부처의 세계와 같은데

嘯�盡名流 시를 읊으니 모두 명류(名流)들이네.

霧暗朝若夕 안개가 어둑하여 아침이 저녁과 같고

川寒夏亦秋 시내가 차가워 여름에도 가을기운이네.

箇中多壯觀 그 가운데 빼어난 경치가 많으니

正好滌塵愁 참으로 먼지와 시름 씻어내기에 좋네.

이 시는 수련(首聯)에서 작천정이 서 있는 곳의 지정학적 위치를 먼저 말한 다음,

함련(�聯)에서는 주변의 맑고 한가로운 분위기와 이곳을 찾아 시를 읊는 사람들의

면모를 그려내고 있다. 경련(頸聯)에서는 아침안개가 자욱하여 저녁인 듯하고 차가

운 시내로 인하여 여름에도 가을처럼 서늘한 기운이 일어나는 곳임을 말하고, 미련

(尾聯)에서는 그런 산수의 변화 속에 또 빼어난 경치가 많은 만큼 세속의 먼지와 시

름을 씻어내기에좋다고 하여 마치 선경(仙境)에든 듯한 느낌을 그려내고있다.

전
통
문
화

2 1 2



이처럼 산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작괘천과 그 아름다운 산수를 배경으로 하여

조성된 작천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제영들은 이 고장 사람들의 산수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살펴보기에적절한 작품들이라 하겠다.

3. 기타의 제영

이상의 몇몇 경승 이외에도 산과 바다가 함께 배경으로 갖추어진 울산지역에는빼

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대단히 많고, 그것들을 읊은 제영들은 이루 헤아리기 어

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기에, 그 중에서 대표적

경승인입암(立巖)과어풍대(御風臺)를소재로한 작품만을간략히살펴보기로하겠다.

奇巖削鐵十尋餘 쇠를 깎은 듯 열 길이 넘는 기이한 바위가

倒揷潭心畵不如 못 가운데 거꾸로 꽂혔으니 그림도 그것만은 못하리.

日暮煙橫層半露 저녁 연기가 퍼져 층진 것이반쯤 드러나는데

駕鵝飛上落銜魚 날아오른 들 거위가 고기를 물려고 내려오네.

��巖底是龍湫 바위 밑 물이도는 곳이 바로 용추(龍湫)인데

應訝騷人隔歲遊 아마 시인이 이태만에 노니는 것을 의아해 하리.

却恐風雷起平地 문득 평지에서 바람과 우레가 일어날까 두려우니

須催歌吹下芳洲 모름지기 가인과 악공을 재촉하여물가로 내려가리.1 3 )

이 시는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년~ 1 4 9 2년)이 울산의 통판(通判)을

지내고 있을 때, 절도사를 모시고 선바위[立巖]에 가서 지은 작품이다. 첫째 수는 깎

아지른 듯한 바위가 못에 거꾸로 꽂힌 모습이 그림보다 멋짐을 밝히고, 저녁 무렵에

여느 물가처럼 물새가 고기 잡으러 오는 태평스러운 모습을 그렸다. 둘째 수는 전반

에서 이런 좋은 경치를 옆에 두고도 해를 걸러 찾아오는 자신의 모습에 의아해 하리

라는 의문을 제기하여 고을 백성들을 위해 일하느라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후반에서는 물가이기 때문에 언제 바람과 우레가 일지

모르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는 말로 끝내고 있다. 이 부분은 편안해 보

이는 세상사에도 언제 갑작스러운 환난이 닥칠지 모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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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종직, 「八月十五日陪節度使遊立巖」( 3수 중 1수와 2수), 『�畢齋集』권3. 



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는 자연의 경승을 읊은 시에

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민관으로서의자세를 드러

내고 있기도 하다.

隱約三山在眼前 삼신산(三神山)이흐릿하게눈앞에 있는데

鸞簫��下雲邊 난새의 피리소리가 구름가로 내려오는듯하네.

�然欲御長風去 시원스럽게 거센바람을 타고 떠나

脫�人間萬事捐 인간세상의 온갖일을 벗어나고싶네.14) 

이 시는 김안국(金安國, 1478년~ 1 5 4 3년)의 작품으로 어풍대를 소재로 하고 있다.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동해에 있다고 전해지는 삼신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이 느껴지고 상상의 새인 난새가 부는 피리 같은 울음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하다고 했다. 마치 신선이 된 듯하여 시원스럽게 바람을 타고 인간세상의 온갖 번

잡스런 일을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 이 시는 신라시대에 임금[御]이 나

와서 풍류[風]를 즐긴 곳[臺]이라고 하는 이곳의 전설1 5 )과는 달리‘바람을 탄다[御

風]’는 의미에서 형상화되고 있으며 빼어난 승경 속에서 느끼는 상쾌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시에 붙은 시서(詩序)에의하면, 이돈대는 최치원(崔致遠)의유적

지인 해운대나 이색(李穡)의 관어대(觀魚臺)에 못지 않은 경승으로 수많은 유람객들

이 있었으나 그 때까지 이름이 없어서 어풍대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1 6 ) 따라서 김

안국이 처음으로 어풍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곳의 경치는 아

름답기로 유명하여 이곳에서 돌아오는 배를 바라보는 경치, 즉‘어풍귀범(御風歸

帆)’이 방어진십이경(方魚津十二景)의하나로 꼽히기도 한다.1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울산지역의 경승을 읊은 시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특징

과 장점을 지니면서 그곳을 유상(遊賞)하는 사람의 심회와 처지에 따라 다양한 관점

에서 형상화되었다고하겠다.

<성범중, 울산대학교국어국문학부교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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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안국, 「登御風臺」, 『慕齋集』권 1. 

15) 1979, 『울산문화재』, 울산문화원, 276쪽 ; 김석보, 1979, 『울산유사』, 소문출판사, 320∼3 2 1쪽 참조. 

16) 앞의 책, 같은 곳, 「臺在蔚山海邊 南則崔孤雲海雲臺 北則李牧隱觀魚臺 景勝相甲乙 古今遊賞者多矣 �無名

稱 豈非一大欠事 因名之曰御風臺 非敢自擬於牧老崔仙也聊寄意耳」.

17) 한석근, 1994, 「동면팔경과 방어진십이경」, 『향토사보』5집, 울산향토사연구회 : 이 내용은『울산동구지』

(울산동구청, 1999)에도나와 있다.



제3절 기문의 세계

기(記) 또는 기문(記文)은 어떤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서 뒷날 그 사실을 잊지 않으

려고 쓰는 글의 양식이다. 울산에전해지는기문은 대개 특정한 건물 등을 새로 짓거

나 중건, 중수할 때 쓴 영건기(營建記)이다. 영건기는 보통 공사기간, 공사비용, 주

동자와 보좌자의 성명을 기록하는데, 사실을 기록한 뒤에는 간략한 논의를 적어 글

을 맺는 것이 올바른 체, 즉 정체(正體)라고 인식되어 왔다.1 ) 울산지방의 기문들은

관아에 부속되었던 구축물에 대한 기문과 경승지에 세워진 정자 건물에 대한 기문으

로 대별할 수 있다.

1. 관아 부속 구축물에 대한 기문

1) 실용을 위한구축물에 대한기문 : 「울주읍성기」와「가학루기」등

이첨(李詹)의「울주읍성기(蔚州邑城記)」2 )는 고려 말기에 심해진 왜구들의 난리로

인해 이 고을의 백성들은 도망가고, 고을의 수령조차 인신(印信)을 가지고 아전 몇

명과 함께 경주에서 지내는 상황에서, 갑자년(우왕1 0년, 1384) 가을 성균사에 이문

화(李文和, 1358년~ 1 4 1 4년)가 경상도를 염문(廉問)하면서 계림부윤 박위(朴�)의

도움으로 토역(土役)을 시작하고, 지주사(知州事) 김급(金伋, 또는金及)의 참여로 1

년만에 이룩한 울주읍성 영건의 전말을 기록한 기문이다. 읍성을 짓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문화는 어린 아이 때 지주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와 놀던 추억이 있으므

로 번화하고 공고했던 이 지방이 황폐해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기문에 나타난 울산지역에 대한 기술을 보자.

울주는 옛 흥려부이다. 산과 바다가 깊기로는 동남쪽에서 제일 장관이다. 본디 땅

이 기름지고 물고기와 소금이 많이 나는 곳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백성 중에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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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吳訥, 1977, 『文章辨體序說』「記」, 홍콩 ; 태평서국, 41쪽, 「大抵記者 蓋所以備不忘 如記營建 當記月日之久

近 工費之多少 主座之姓名 敍事之後 略作議論以結之 此爲正體」.

2) 이 글은『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부」고적조, 고읍성 항목에 기록되어서 울산의 읍지들이나 다른

기록들에서「고읍성기」라고 부르고있으나, 이첨이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울주읍성기」로 기록되었을 것이

기에 이렇게 제목을붙였다.



서 부자가 된 자가 여러 집이 있었다. 그래서군국의 수요가 수천 전(錢)에이르고 바

치는 해산물도적지 않았다. 대개이익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모이고, 백성들이모여

야 세금이 많아지며, 세금이많으면 국가의 자원되는 것이 간절하고 필요하다. 그망

산(望山)의 신을 계변(戒邊)이라 하는데, 혁혁한 신령이 복을 내리므로 국가의 의식

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지금까지 이 고을을 진압하고있다.3)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예로부터 울산의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하

였다는 사실과 고려 말기까지 이 지방의 수호신인 계변(천)신을 국가에서 제사지내

는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문화도 여기에 도착하여 먼저 계변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덤불이 눈에 가득하고 노루와 사슴이 떼를 지어 놀고 있어

서 혹시 도적이 원숭이처럼 숨어 있지나 않을까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던 만큼, 계변

천신에게 공경을 다하고 정성을 드렸으나 그 영험이 드러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읍성이완성된뒤에는계변천신의영험이다시나타난것으로기술되고있다.

이듬해 봄 이월에 이루어지자, 이에신사(神祠)를 수리하여 제사지내고 공관(公館)

을 지어 살게 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헤아려 주었다. 이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국가에

서 아름답게 여겨 비로소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屯田)을 두고 군사를 농사짓는 데

사용하니, 가을에는과연 수확이 배나 되어 성을 사용함이 믿을 만하게 되었다. 성에

올라 바라보면 산과 물이 옛날과 같고 풍경이 다르지 않게 되었으니 넓디넓은 것이

마치 현묘한 공적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듯하다.4 )

이 인용문은 읍성을 완성한 뒤 계변신의 사당을 수리하고 공관을 짓는 등의 일과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사의 수확을 배가시키고 읍성의 효

용성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옛날 울주지방의 모습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읍성을 영건한 후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계변천신의 영험에 기초하고 있

다는 믿음에 바탕하고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울산의 옛 지명 중의 하나인 학성(鶴城)이라는 말은 옛날 이 지역 계변성(戒邊城)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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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첨, 「울주읍성기」, 앞의 책, 같은 곳. 「蔚州古之興麗府 山海奧區 東南第一壯觀也 素號沃饒 且利魚鹽 故民

之坐致富者 比屋皆然 因而軍國之需 多至累千 海錯之貢 亦不爲少矣 夫利之所在 民之所聚 民聚而賦重 賦重而

國家之資焉者切要焉其望山神曰戒邊以赫靈降�血食 至今以鎭于州」.

4) 앞의 글, 같은 곳. 「越明年春二月告成 於是修神祠而灌之 營�宇而�之 度民廛而授之 旣而狀聞 國家嘉之 始

開荒 置屯田 寓兵於農 秋果倍獲 試城可賴也 登城而望之 則山河如昨風景不殊 浩浩然 莫知玄功之所在也」.



의 천신(天神)이학을 타고 신두산(神頭山)에내려와서 사람의 생명과 봉록을 주관했

다는 설화에 기초하고 있다.5 ) 신두산은 현재의 학성공원이 위치한 산으로 생각되지

만, 읍성은학성공원을 둘러싼 울산왜성과는다른 성이다. 도산성(島山城) 또는증성

(甑城)이라고도 불리는 이 왜성은 선조 3 0년(1597) 정유재란때 왜장 가등청정(加藤

淸正)이 새로 쌓은 성으로, 계변성이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두 성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설화는『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와『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받아들여져

서 이 고을의 지명유래 설화로 자리잡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해석되기

도 하였다. 즉, 계변천신을 통일신라 말기에 고려 태조에게 귀부(歸附)하였던 이 고

을의 호족 박윤웅(朴允雄)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6 ) 이 해석의 타당성 여

부는 차치하더라도 울산 사람들의 생명과 봉록을 주관하였다고 하는 계변천신은 이

고을의 수호신으로 인식되어 고을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옛 읍성 안에 있던

성황사(城隍祠)에 성황신으로 좌정되었다.7 ) 따라서‘(신)학성’이라는 고을 명칭의

유래와 관련된 이 설화는 고을을 대표하는 관아의 건물에 대한 기문에 자주 언급되

는 중요한 삽화이면서, 이지방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힌 오랜 연원으로 작

용하고 있다.

계변천신의 영험에 대한 언급은 이미 무신란 시기의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년

∼1 2 4 1년)의 글에도 나타나 있다. 그는 신종 5년(1202) 12월에 동경(東京) (현재의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운문산의 도적들이 거병하자 병마녹사(兵馬錄事) 겸 수

제(修製)로종군하여 신종 7년3월에 반란이 평정되어 개경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곳

에 머물면서,8 ) 초토처치사(招討處置使) 대신 계변천신에게 올린 제문 3편이 문집에

실려 있다. 이 제문들은 계변천신의 영험으로 경주지방의 도적을 토벌하게 해 달라

는 소망을 담거나, 이미도적을 토벌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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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극기, 「太和樓詩序」, 『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 누정, 「世傳戒邊天神 駕鶴降神頭山 主人壽祿 故謂

之鶴城」.

6) 이유수, 1986,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847~862쪽 참조. 이 책에서는, 신두산에 학을 타고 내려온 계

변천신을 신라 말기에 개지변 즉, 계변의 실력자로서 경순왕 4년(고려 태조 1 3년, 930)에 최환을 보내어

왕건에게 항부하였던 박윤웅으로 보고 그를 울산의 창읍조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계변천신이 사람의 생

명과 봉록을 주관했다는 기록도, 후삼국시대의 호족들이 조세의 수취권과 인력의 징발권을 행사하여 사병

(私兵)을 가지면서 성주(城主) 또는 장군이라 칭하면서 그 지역민의 실질적인 지배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실

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다. 

7)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 사묘, 「城隍祠 在古邑城內 卽戒邊神也」. 

8) 이규보, 『東國李相國集』연보, 『고려사』권 102, 열전, 이규보참조.



① 임금의 병사들에게는소리가 있게 하시고 도적의 무리들은 쓸어버린 듯이 하소

서. 바야흐로해초가 푸르기 전에 개선가가 길을 채우게 하소서. 공은반드시 우리의

신께 돌리고 국가의 창고를 기울여서은혜를 갚겠습니다.9 )

② 저희가 군대를 일으키던 날부터 우리의 천신께서 이 지방을 진압하신다는소문

을 들었습니다. 천리를멀다 않고 몸소 사당을 찾아 작은 정성을 펴고 은혜의 후광을

입기를 바랐습니다. 과연 신령께서 감응하심이 머지 않아 도적 괴수의 머리를 매달

게 되었습니다.1 0 )

③ 일찍이 초여름에 의비(義庇)와 발좌(勃佐)는 칼날 아래 머리가 떨어지고, 연말

에 못 미치어 산각(山角)과 득광(得光)은 함정 속에서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소굴을

온통 뒤엎고 불태워 고을이 정밀(靜謐)하게된 것은 모두 시키신 바이니 나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1 1 )

①은 적도를 토벌하기 전에 올린 것인데, 계변천신의 영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

탕으로 도적을 토벌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만약 공을 이루

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보답하겠다는약속을 담고 있다. ②와③은 ①에서 한 약속

과 같이 토벌군이 도적들을 무찌르게 되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다. 변

려문(騈儷文) 형식을사용한 이 제문들에서, 이지방 수호신인계변천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강한 믿음과 신뢰감을읽을 수 있다.

「울주읍성기」의 마지막에는 울주 출신으로 피난 시기에 고향을 그리워하던 낭장

(郞將) 박종주(朴從周)가이미 고향에 돌아와 읍성의 본말을 갖추어 기문을 써 줄 것

을 부탁하기에 이 성의 영건과 관련된 이문화, 김급등과의 친분까지 고려하여이 글

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짓고있다.

울산부사 이충익(李忠翼)의「가학루기(駕鶴樓記)」는 울주도호부 아문(衙門)의 고

각루(鼓角樓)인 가학루의 중건에 대한 기문이다. 이 누각의 이름도 계변천신이 학을

타고 신두산에내려왔다는 설화와 관련이 있다.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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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규보, 『東國李相國集』권 38, 蔚州戒邊城天神祭文, 「使天兵兮有聲 使賊徒兮如掃 方海草兮未綠 奏凱歌兮

盈道 功必歸於我神 國之報兮傾��府」.

10) 앞의 책, 「戒邊天神謝祭文」, 100쪽, 「愚等自興師之日 聞我天神鎭此一方 不遠千里 躬叩祠堂 一申微素 �荷

恩光 果靈應之不遐 致賊魁之梟首」.

11) 앞의 책, 「戒邊天神前復祭文」, 같은 곳, 「曾於夏初 義庇勃佐 頭落於劍下 未及歲抄 山角得光 尾搖於穽中 傾

巢穴以蕩焚 致方州之靜謐 皆所使也 吾何有焉」.



어찌하여‘학’을 취하여 이름을 지었는가? 고을에 신학성의 옛 터가 있기 때문이

다. 즉, 고려조의 김극기 학사가 전해 준“계변신이 학을 타고 신두산에 내려왔다.”

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고을을 개창한 초기에 그래서 공해(公�)의 이름을 붙일 때

이‘학’을 버리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는 객관을‘학성관(鶴城館)’이라 하고, 정사를

다스리는 동헌을‘반학헌(伴鶴軒)’이라 하며, 북을 다는 누각을‘가학루’라고 일컬

은 것은‘봉이여, 봉이여!’라고 하는 것과 참으로 비슷하니 진실로 이것은 한 마리

봉과 같은 뜻이다.1 2 )

이 글에 따르면 관아에 소속된 건물 중 상당수가 계변천신 하강 설화와 관련된

‘(신)학성’이라는 지명에서‘학’자를 따서 이름을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름은

비록 그러하지만, 실제로이 건물의 중건동기는 다른 데에 있었다.

이충익은 자기가 처음 부임하니 다 허물어진 외동헌인 알안당( 岸堂)만 보이고

외삼문인 가학루가없어 황량한 것을 보고, 뜻과재물을 모아 알안당에 쓸 재목과 기

와를 수습하고 또 가학루를 다시 엮어 보수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가학루 중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펼친 논리이다. 즉그는 궁실의 문 위에

가로 대는 나무인 문미(門楣)는 사람 얼굴의 눈썹과 같다고 했다. 눈썹이 없어도 사

람이 보고 듣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것이 없으면 얼굴이 드날리지 않듯이,

문미가 기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것이 없으면 궁실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방 미(楣)’자를‘나무 목(木)’에‘눈썹 미(眉)’를 붙여서 만든 까닭을 알겠

으니, 따라서 이 고을에 외동헌은 없어도 되겠지만 외삼문은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고 했다. 그렇게하여 이 고을의 고각루인 가학루가 중건된 만큼 이 누각의 흥폐로써

고을의 운수를 점칠 수 있으리라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짓고있다.

이 밖에도실용적인목적을위한구축물에대한기문으로판관(判官) 손기양(孫起陽,

1 5 5 9년~ 1 6 1 7년)의「알안당기」와부사이정인(李廷仁)의「명륜당기(明倫堂記)」가있다.

전자는 판관이 집무할 장소가 없어 구석진 자리에 얽어 놓은 건물인 알안당의 성

격을 그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 풀이한 글이다. ‘알[얼]’은 깎아내어 버리는 것이고,

‘안[언덕]’은 땅 가운데에서 모가 진 곳을 의미하는데, 당이 터를 잡은 곳이 북쪽 언

덕의 모서리를 깎아 평탄하게 한 것이 3분의 2나 되기 때문에 땅의 알안이요, 당의

모습이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으며 우뚝한 곳이 없이 굽어 있으며 여러 나

무들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집의 알안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 글을 지은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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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충익, 「駕鶴樓記」, 『울산읍지』권 6 .



지위인 판관이라는 자리가 위로 병마절도사를 섬기고, 가운데로 편장(�將)과 접하

며, 아래로는 아전과 백성에게 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알안이라는 것이

다. 이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함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뜻을 담

은 것이다.

후자는 울산향교의 부속건물인 명륜당의 마루와 재실이 퇴락했는데도 보수하지

않은 까닭이 수백 년 동안 과거급제자가 적고 사당 옆에 거주하는 하인들이 죽어나

가는 등의 흉사가 이어져 집터가 좋지 않다고 믿는 주민들의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

을 알고, 이 건물을 중수한 다음 풍수지리설이란것이 믿을 바가 못됨을 설파한 글이

다. 명륜당이 성균관이나 지방의 각 향교에 부설되어 있던 건물로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던 강당인 것을 감안하면, 유학진흥을 교육의 근본으로 생각하던 조선시대에

이런 글은 대개 규범적인 내용을 담기 마련이라 하겠다.

2) 풍류를위한 구축물에 대한 기문: 「태화루기」와「태화루중신기」

지금은 건물이 없어지고 현판만 전해지는 태화루는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석

루, 안동의 영호루와 함께 영남 4대 누각의 하나로 꼽히던 건물이다. 따라서 이곳에

는 울산을 찾아오는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올라 주변의 경관을 완상하고 술잔을 주

고받으며, 시를짓던 곳으로 고려후기부터울산팔경의 하나로 꼽히던 대상이었다.

이 누각의 창건과 중수의 전말을 기록한 기문으로는 조선시대 최초의 대제학을 지

낸 권근(權近, 1352년~ 1 4 0 9년)의「태화루기(大和樓記)」와 권근의 외손자로서 무려

2 3년이나 대제학을 지내고『동문선』을 편찬한 서거정(徐居正, 1420년~ 1 4 8 8년)의

「태화루중신기(太和樓重新記)」1 3 )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기문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

인 문인들의 기문이라할 만하다.

이 누각은 울산을 관통하는 태화강의 북쪽 벼랑 위, 즉 지금의 태화교 북쪽 벼랑

위의 로얄예식장 자리쯤에 위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1 4 ) 두 기문은 모두 주변의 경

관을 그리는 것을 서두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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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글의 제목은『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것인데, 서거정의『四佳集』문집, 권 3에는「泰和樓重新記」,

울산의각종 읍지에는「大和樓重修記」로 되어 있다. 

14) 태화루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뒤에 울산의 객관인 학성관의 종루인 남문루를 세워 보관 중이던 태화

루 현판을걸게 됨으로써 그곳이 태화루가 되었다. 일제시대에학성관과 함께 남문루도 헐리게 되어 그 이

름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에 세워진 태화루는 원래의 태화루와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

한 것이었다. 



① 울주는 동쪽과 남쪽이 큰 바다에 닿아 있고 도성과는 거리가 가장 먼 곳이다.

고을 서쪽 몇 리 거리에는 큰 내가 있어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여 바다

로 들어간다. 동쪽으로펼쳐진 곳에 물이 더욱 광활하고 맑고 깊은 곳을 황룡연

이라 하는데, 그 북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우뚝하다. 남쪽으로 굽이치다

가 동쪽으로 돌아가는 곳에는 작은 산이 물의 남쪽에 우뚝한데, 기화요초와 참

죽, 차나무가겨울에도 향기로우니 이곳을 장춘오라 한다. 신라 때에 처음 북쪽

벼랑 위에 절을 지어 태화사라 하였고, 그 서남쪽에 누각을 세웠으니 그 아래는

바로 넓은 강물이다. 산이 들 바깥에 놓여 있는데 바다는 하늘 끝에 닿아 있어,

누각에 올라 바라보는 아름다움이기이하고 빼어났다.15) 

② 나는 일찍이 남방 길에 노닐면서 명승을 두루 찾았는데 촉석루, 영남루, 명원

루, 영호루, 쌍벽루와 같은 누각과 해운대, 월영대, 관어대와같은 돈대들이 참

으로 기이하고 특이하며 매우 빼어난 곳이었다. 마지막에 울주로 가게 되어 태

화루의 형승을 듣고는 한 번 유쾌하게 오르고 싶었다. 울주의강가에 이르러 바

라보니 푸른 언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한 누각이 맑고 푸른 물을 굽어보고 있

기에, 그 높고 웅장한 것을아껴서 물어보니 태화루라고 하였다.1 6 )

①은「태화루기」의 첫부분으로 태화강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승 속에서도

황룡연과 장춘오의 승경, 태화사서남쪽의 태화루에서 바라보는 산과 바다의 아름다

움을 그려냈고, ②는「태화루중신기」의 첫부분으로 영남지방의 승경을 유람하고 마

지막으로 울주에 이르러 벼랑과 물이 함께 어우러진 속에 우뚝 솟은 태화루의 웅장

한 모습에 대한 놀라움을 적고 있다. 두 기문은 모두 첫머리에서 멋진 자연 경관 속

에 자리잡은 누각의 아름다움을 그려냄으로써 이미 없어지거나 퇴락한 누각을 다시

짓거나 고쳐야 할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권근의「태화루기」는 조선 초 태종의 장인이 되는 민제(閔霽)가정종 1년(1399) 봄

에 이곳에 왔다가 누각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퇴락한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 새로
한
문
학

속
의

울
산

2 2 1

15) 권근, 「太和樓記」,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 누정, 「蔚爲州 東南際巨海 去王京最遐 距州之西數里

有大川 南流東折而入海 其東坼也也 水尤宏�而澄深 曰黃龍淵 其北石崖 截然壁立 南�而東廻 有山�然 峙

于水南 名�異卉 海竹山茶 經冬馥郁 曰藏春塢 新羅之時 始置寺于北崖之上 曰大和寺 西南起樓 下臨淵水 山

橫野外 海接天涯 登覽之美 最爲奇勝」.

16) 서거정, 「泰和樓重新記」, 앞의 책, 같은 곳, 「余嘗遊南路 歷訪名區 於樓 得矗石嶺南明遠暎湖雙碧於臺 得海

雲月影觀魚 眞所謂�奇特絶形勝之地也最後 將適蔚 聞大和之樓之勝 欲一快登 到蔚江望見一樓�然 於層崖

絶壁之上 俯臨澄碧 愛其峻壯 訊之 曰大和」.



지을 뜻을 가지고 있다가 3년 뒤에 경상도를 안찰(按擦)하러 가는 안노생(安魯生)에

게 부탁함으로써, 지주사안광연(安光衍)이 감독하여 새로 짓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

록하고 있다. ‘누대와 정관(亭觀)을 설치하는 것이 비록 정사에 관계없는 듯하지만

때때로 유람하여 피로와 안일을 조절하는 일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한 민제의 말처

럼17) 하려는 의도에서 지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부귀하게 살면

서도 아담한 말과 한적한 흥취를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민제가 이 누각에 올라 가

슴이 쇄락해지고 도량이 확 트인 것처럼, 그의이 마음을 미루어서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우리 백성들도 아마 함께 즐기는 마음이 될 것이라고 하여 민제의

이 행위를 유교 국가에서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이념을 실현한 모범적 사례로 파악

하고 있다. 그래서권근은 자기도 민제처럼 이 누각에 올라 풍광을 구경하고 술을 마

시며 시를 읊어 그 빼어난 경개를 기록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 글을끝맺고 있다.

한편 서거정의「태화루중신기」는 너무나 퇴락한 이 누각에 부축을 받아 올라가니

탁 트인 경치가 다른 누각들보다 빼어나지만, 정포·이곡·권근등 선현들의 빼어난

작품을 적었던 제판(題板)이 모두 없어져 매우 처량한 기분에 잠겨 있다가, 이튿날

밤에 소동파의 적벽강의 놀이에 비견할 만한 태화강의 뱃놀이로 울적한 심회를 풀고

돌아온 경험을 적고 있다. 그 후 읍재(邑宰)를 맡은 박복경(朴復卿)이 태화루를 중수

하여 예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의 행적을 칭송하고, 언제 한 번

그와 함께 이 누각에 올라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싶다는 희망의 표백으로 이 글을

마무리지었다. 서거정도민제와 마찬가지로 이 누정을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며풍영하는 장소로 파악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승경 속에 세운 정자에 대한 기문

관아에 부속된 구축물들과는 달리 자연의 승경 속에 세운 정자들에 대한 기문은

대개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려는 뜻을 담은 것이 중심을 이룬다. 이 범주에 속하

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군자정기(君子亭記)」와「입암정기(立巖亭記)」, 「작천정기

(酌川亭記)」등이있다.

김대유(金大有, 1479년~ 1 5 5 1년)의「군자정기」는 울산팔경의 하나로 꼽히던 백련

암 근처에 있던 정자로서, 반와(盤窩) 김대위(金大渭)가 세운 군자정의 시말을 기록

한 글이다. 군자라고 이름 붙인 것은 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의「애련설(愛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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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권근, 앞의글, 같은 곳. 「樓臺亭觀之設雖若無關政治 然時遊觀節勞日無國無之」. 



說)」에 바탕하여 명명된 것이다. 중종2 7년(1532) 8월에한 쌍의 연(蓮)이 진흙에 뿌

리를 박고 바위에 줄기가 길게 동서로 뻗었는데 그 잎은 배와 같고 그 위에 흰 꽃을

피워 큰 대접 같은 것이 겨울에도 그냥 있어서 고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구경꾼이

늘어섰다고 한다. 그 자리에 지은 이 정자는 동해와 경주의 사이에 있어서 그 산수의

즐거움과 안개 놀의 초췌함이 수시로 바뀌지만 이 정자만은 홀로 정밀하고 깨끗하여

변하지 않음을 칭송하고 있다. 결국 이 기문은 승경 속에 자리잡고 있으나, 승경 그

자체를 칭송하기보다는 연으로 상징되는 군자, 즉 이 정자를 지은 사람의 덕을 기린

글이라 하겠다.

이정인(李廷仁)의「입암정기」는 울주군 범서

읍의 선바위 주변에 있었던 입암정의 시말에

대한 글이다. 백룡담의 한가운데 우뚝하게 솟

은 선바위의 북쪽은 검푸른 절벽이 둘러 있고,

한 줄기 비탈이 남쪽으로 뻗어 작은 터를 이루

므로 마침내 몇 개의 서까래로 자그맣게 지은

것이 입암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자는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바위의 늠름한 자태가

매우 특이한 만큼 그 웅혼한 기상을 높이 평가

해야 한다고 했다. 주객의 대화로 이루어진 해

당 부분을 보자.

정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낙성식을 하는데 어떤 객이 말하기를, “이 바위는 촉석

루만큼 높지도 않고, 기이하기가 수미정에 미치지 못하며, 이 바위는 물 속에 있는

한 괴상한 바위일 뿐이다. 그러니 어찌 이 바위에서 (뜻을) 취하여 정자를 삼을 필요

가 있느냐?’라고 했다.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바위 때문에 정자를 지은 것이

어찌 높고 기이한 점 때문이겠느냐? 저촉석루와 수미정은 모두 산에 기대거나 붙어

있는 것인데, 어찌 이 바위가 물 속에 홀로 선 것과 같겠느냐? 여러 물들이 넓게 흘

러 밤낮으로 부딪치는데 무한의 시간이 지났어도 그 형상이 무너지지 않고, 풍상을

실컷 겪었어도 그 자태가 변하지 않으니, 늠름하기가 무너지는 물결 속에 버티고 있

는 지주(砥柱)와 같고, 엄연하기가 용감히 물러나는 고인(高人)과 같다. 마치 하늘을

뛰어넘어 범할 수 없는 기상이 있는 장수와 같으니 이것을 취해서 정자를 지은 것이

다. 그것은흘러오는 줄기가 없고 그 뿌리는 바닥이 없으며, 올라가려고해도층계가

없지만 바라보면 문득 상쾌해지니, 높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버티는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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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와 입암정



층진 탑과 같고 쌓인 모양은 과일을 늘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 앞으로 넓은 벌판에 닿

아 있고, 산봉우리는 빼어나고 환한데 위로 세 봉우리가 늘어서서 구름과 안개가 어

두웠다 밝았다 하니, 기이하지않다고 할 수 없을것이다.’1 8 )

입암의 우뚝한 모습은 지금도 보는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들지만, 그 늠름한 모습

을 이처럼 그려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관 속의 우뚝한 바위인 만큼, 이

정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 바위가 있으니 정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끝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이「작천정기」이다. 울주군 삼남면 교동의 작천정에 걸린 편

액 중에 송옥(松屋) 오병선(吳昞善), 만취(晩翠) 오인선(吳寅善), 내정(來亭) 장두환

(張斗煥), 화하(花下) 김유일(金裕鎰)의「작천정기」와 김상우(金相宇)의「酌川亭重修

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작천정에 대한 기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오병

선의 기문을 보자.

정해년(고종 2 4년, 1887) 고을의 선비들이 왕희지(王羲之)의 난정고사(蘭亭故事)

를 본받아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하는 계를 모아 난초를 평하고 국화를 읊던 날에

술을 마시며 시를 읊어 어울리지 않음이 없었으나, 정사(亭�)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허물라는 사람이 많았다. 을미년(1895) 봄에 태수 정긍조(鄭肯朝)가 정사를

수행하다가 자연 속에서 쉬게 되었는데, 인하여 시냇가에서 소요하다가 계에 들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냇가의 바위에 이름을 쓰고 언양의 시사(詩社)를 개창하도

록 하였다. 이에 원근의 소리와 기색이 서로 호응하게 됨으로써 온갖 계책을 강구하

여 여기에 정자를 세우려 하였으나 이루지는 못하였다. 무술년(광무 2년, 1898) 최

시명(崔時鳴)이이 고을에 태수로 와서 정긍조 태수가 서두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개

탄하고, 정태수의뜻을 다시 좇아 세 글자를 바위에다 이어 썼으나 정자를 짓는 일을

마치지는 못하였다. 이에 서쪽으로 떠나는 날에 시렁을 놓으라는 경계를 하였으니,

정녕 시사에 관련된 몇 사람이었다.…… 정자는 경자년( 1 9 0 0 )에 시작하여 임인년

(1902) 가을칠월 상한에 준공되었다.1 9 )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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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18) 이정인, 「立巖亭記」, 『울산읍지』권 6, 제영, 「亭成而落之 有客曰 是巖峻不及矗石 奇不如須彌 是不過水中

一怪石而已 則奚取於是巖 而必以亭爲也 余笑曰 是亭之取於巖者 豈獨峻且奇也 彼矗石須彌皆依附於山 而孰

如是巖之獨立於水也衆水洪流 日夜衝撞 而經閱浩劫 不壞其形 飽盡風霜 不變其態 凜然若頹波之砥柱 儼然如

勇退之高人 若將有凌�漢不可犯之像 是之取而亭也 然其來無脈 其根無底 攀之而無階 望之而輒爽 則不可謂

不峻矣 撑如層塔 矗若排果 前臨曠野 峯巒秀朗 上列三峯 雲煙晦明 不可謂不奇也」.



이 기문에서는 1 8 8 7년에 언양의 선비들이 작괘천(酌掛川) 가에서 옛날 왕희지(王

羲之)의 난정고사(蘭亭故事)를 본받아 시계(詩�)를 모으고, 그것이 1 8 9 5년 언양현

감 정긍조(鄭肯朝)를중심으로 한 시사(詩社)로개편되었으나아직 모임터가 될 정자

를 이루지 못하다가, 1898년 정긍조의 뒤를 이은 최시명(崔時鳴)이 울주군수로 온

다음 오병선과 오정규(吳正圭)의 주관으로 1 9 0 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 9 0 2년 7

월에 정자가 완성되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문에 따르면, 작천

정은 다른 정자들과는 달리 언양지역의 인사들이 결성한 시사의 회합장소로서의 역

할을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울산지역에전해지는 기문은 관아에 부속된 구축물에 대

한 기문과 승경 속에 세운 정자에 대한 기문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다시「울주읍성

기」, 「가학루기」, 「알안당기」, 「명륜당기」등실용을 위한 구축물에 대한 기문과「태

화루기」, 「태화루중신기」등 풍류를 위한 구축물에 대한 기문으로 나누어지고, 승경

속에 세운 정자에 대한 기문으로「군자정기」, 「입암정기」, 「작천정기」등이 있다. 각

기문들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실에 대한 기록으

로서 뒷날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서, 울산에전해지는 기문

은 특정한 구축물을 새로 짓거나 중건, 중수할때 쓴 영건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범중, 울산대학교국어국문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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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병선, 「酌川亭記」편액, 「歲丁亥 與州之襟紳 擬王右軍古事 修少長之� 而評蘭賦菊之日 觴�無所會合 多

愆者以無亭�之指定也 乙未春 太守鄭侯肯朝�政 休暇�於泉石 而因逍遙於川上 使�之人題名於川上之石

��之詩社於是乎遠近聲氣之相應 以百計欲亭焉 而未旣矣 戊戌 崔侯時鳴來守是郡慨然於鄭侯之所未遑 以

鄭侯之志爲志 而聯三字於石面 而亭籌未竟 �於鳧西之日 間架之戒 丁寧於社之幾人也… 亭始於庚子 而竣工

於壬寅秋七月上澣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