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송 답사 계획

늦가을 볕과 함께 함양을 찾아가다

일시 : 2019년 11월 16일(토) ~ 17일(일)
장소 : 함양 일원

집결 장소 : 함양 동호정 주차장
집결 시간 : 2019년 11월 16일 10:00
이동 수단 : 버스 또는 자가용(답사중 도보)

Ⅰ. 답사지 및 주요 일정

11월 16(토)
일출 07:06 일몰17:23
08:30

광주 출발

10:00

동호정 주차장 집결

10:00 – 12:00 화림동 계곡(거연정, 동호정, 농월정 / 거연정~동호정 2Km 구간 걷기 포함)
12:30 – 13:30 점심(안의원조갈비집 055-962-0666)
13:30 – 15:00 안의면 소재지 답사(광풍루, 허삼둘가옥, 안의초 연암 박지원 사적비)
15:00 – 15:20 이동
15:30 – 16:20 남계서원, 청계서원, 승안사지, 일두 정여창 묘소 답사(승안사지는 생략 가능)
16:30 – 17:30 함양 개평마을 답사(일두 정여창 고택)
18:30 – 20:00 저녁(함양객주 055-964-3010)
20시 이후숙박 정일품명가(055-964-8946)
(저녁식사와 숙소가 붙어 있습니다)

11월 17일(일)
일출 07:07 일몰17:22

08:00 – 09:00 식사(함양객주)
09:00 – 09:30 이동
09:30 – 11:00 함양 상림 답사
11:00 – 12:00 함양읍내 답사(학사루, 함양 석조여래좌상-함양중학교)
12:00 – 13:00 점심(함양 예당 055-963-1600)
13:00 – 14:30 이동(지안재, 오도재 고갯길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
14:00 – 15:00 벽송사 답사
15:00 – 15:20 이동
15:20 – 16:00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16:00

집으로

Ⅱ. 주요 장소
16일(토)
동호정 주차장 :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845-4
거연정 휴게소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567
안의원조갈비집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광풍로 125(055-962-0666)
남계서원 :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승안사지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263
일두 정여창 선생 묘소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산10-9
일두고택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50-13
함양객주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39-2(055-964-3010)
정일품명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39-2(055-964-8946)

17일(일)
함양 상림공원 주차장 : 경남 함양군 교산리 1069-4
함양 예당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3길 5(055-963-1600)
지안재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 119-7
오도재 :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 123-21
벽송사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177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768-6

Ⅲ 답사지
1. 화림동(花林洞) 계곡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 안의면
원래 화림동 계곡의 풍광은 ‘팔정
팔담(八亭八潭)’이라 여덟 개의 정
자와 여덟 개의 담이 있는 계곡이
라는 의미인데, 정자와 담이 많은
계곡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곳에서 영남의 선비들은 사화와
당쟁으로 산수에 은둔하고 시서를
논하며 풍류를 즐겼다. 예로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 하였는데 함
양은 안동에 버금가는 선비의 고장
으로 사대부들의 학문과 문화가 만
발했다. 그중에서도 정자가 즐비하

화림동 계곡 안내도

게 들어서 있는 화림동은 함양 유
림의 선비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화림동 계곡은 해발 1,508m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금천(남강의 상류)이 서상-서하를 흘러
내리면서 냇가에 기이한 바위와 담.소를 만들고 농월정에 이르러서는 반석위로 흐르는 옥류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무릉도원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장장 60리에 이른다. 가히 우리나라의 정
자문화의 메카라고 불리어지는 곳답게 계곡 전체의 넓은 암반위에 수많은 정자들과 기암괴석
으로 어우러진 곳이다
농월정(弄月亭)은 수많은 반석들로 가득차 있다. 이들 수많은 너럭바위 위를 혹은 옆을 쉴
새 없이 흐르는 투명한 물....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조선 선조때 문과에 급제 예조참판을 지
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진주대첩시 분전 장렬히 전사한 이 고장 출신 지족당 박명
부 선생이 머물면서 시회를 열기도 하고 세월을 낚기도 했다는 곳이다. 농월정 정자는 후세
사람들이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정자인데 이름 그대로 달을 희롱한다는 뜻으로 우리 조
상들의 풍류에 대한 면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농월정의 윗쪽에는 창인 청소년 수련원 이 있고 수련원 옆에는 황암사 라는 사당이 있다. 이
는 정유재란시 황석산 의 산성에서 왜군과 격전을 벌이다 장렬히 순직한 인근의 주민들과 관
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던 사당을 함양군에서 2001년도에 복원한 것이다.
농월정 에서 2km 정도를 가면 서하면 호성마을의 경모정이 나온다. 경모정 은 고려 개국공
신 배현경의 후손들이 1978년도에 건립한 정자로서 소와 어우러진 주변의 넓은 암반들로서
많은 행락객들이 쉬어 가는 곳이다
여기서 1km정도 올라가면 차일을 덮은 듯 냇물의 가운데 바위섬으로 넓게 펼쳐진 암반과
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동호정이 마주 서 있다. 차일암 주위에는 보기만 해도 빨려들
것 같은 짙은 담록색의 못이 있다. 동호정은 조선 선조때의 성리학자인 동호 장만리(章萬里)의
공을 추모하여 1890년경 후손들이 중심이되어 건립한 것으로 장만리공은 임진왜란시 왕을 등
에 업고 의주에서 신의주까지 피란하였으며 후일 선조가 그 충절을 가상히 여겨 정려를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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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황산마을 입구에 정려비각이 있다. 이 곳 차일암 은 암반이 평평하고 넓어 년중 불자
들의 방생이 끊이지 않는 곳이도 하다
동호정을 뒤로하고 1km가량 더 오르면 또 하나의 선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름하여 거연정
(居然亭) 계곡. 이름 그대로 자연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옛 선비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거연정 주위에는 바위를 뚫고 자라는 거대한 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또 바위틈 곳곳
에 피어 있는 꽃들도 행인의 바쁜 발걸음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연경관 속에 정자
가 들어가 있는 한폭의 그림 같은 곳이다. 거연정은 1613년에 중추부사를 지낸 전시숙의 공
적을 기리기 위하여 후손들이 건립한 것으로 정자로 가기 위하여 화림교(구름다리)를 건너는
데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검푸른 소와 기암괴석의 암반이 수려하다.
거연정의 50m 아래에 있는 군자정은 조선 성종때의 성리학자이며 조선5현의 한분이신 정여
창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후세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선비들이 계곡을 끼고 앉아 시문을 주
고받았던 곳이다

2. 거연정(居然亭) (경남유형문화재 433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2006번지
시대 : 조선시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화림재 전시
서(全時敍)선생이 1640년경 서산서
원을 짓고 그 곁인 현 거연정 위치
에 억새로 만든 정자를 최초로 건
립하였으며 1853년 화재로 서원이
불타자 이듬해 복구하였으나 1868
년 서원철폐령에 따라 서원이 훼철
되자 1872년 화림재 선생의 7대손
인 전재학 등이 억새로 된 정자를
철거하고 훼철된 서산서원의 재목
으로 재건립하였으며 1901년 중수
가 있었다.
거연정은 함양군 안의면에서 26번

거연정 전경

국도를 따라 전주방향으로 9㎞ 정

도의 거리에 위치하는 봉전마을 앞 하천내에 있는데, 이곳은 옛 안의 3동의 하나인 화림동 계
곡으로서 농월정, 거연정, 용유담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거연정은 봉전마을 앞을
흐르는 남강천의 암반위에 단동으로 건립되어 있다.
거연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누각건물로 내부에는 벽체(뒷벽)를 판재로 구성한
판방을 1칸 두고 있는데, 각주로 네 귀퉁이를 받치고 대청과 방 영역을 머름을 두어 구분하고
있다. 방 상부는 간단하게 인방재를 건너고 판재로 막아 천정을 만들었다. 현재 3면에 낸 문
은 모두 없는 상태이다. 4면 모두 기둥의 바깥쪽으로 약 30㎝ 정도를 연장하여 계자난간을 둘
렀고 출입은 배면쪽 자연암반에 2단을 시멘트 계단을 덧붙여 사용하고 있다. 마루에는 장마루
가 깔려 있는데, 이것은 원래 우물마루였으나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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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의 암반위에 조성하였으므로 굴곡이 심한 암반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주초를 쓴 기둥
도 있고 쓰지 않은 기둥도 있다. 기둥은 모두 원주로서 누하주는 직경이 큰 재목을 틀어지거
나 울퉁불퉁한 채로 대강 다듬어 사용하였다. 마루위의 기둥은 하부에 4각형으로 모를 줄인
초석 형태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기둥에 비해서 대들보와 도리는 부재치수가 크고 견실하며
서원의 재목을 쓴 곳은 누상부 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4면의 추녀 끝부분에는 활주를 세워
건물의 안정감을 높혔고 기둥상부에는 간략히 보아지로 처리하였다. 창방과 처마도리 장혀 사
이에는 소로를 끼워 장식하였다. 정면 어칸 상부는 창방을 사절하고 처마도리와 장혀 안으로
지지하고, 계자난간도 끊어서 출입하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높이고 있다.
가구는 5량 구조로 대들보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도록 하였고 종보위에는 종도리 장혀
가 바로 올려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좌·우측면에서는 충량을 보내 대들보위에 얹었는데 충량의
머리부분은 가공없이 직절(直切)하였다.
지붕은 겹처마에 합각지붕형식이다.

3. 함양 군자정(君子亭) (경남문화재자료 380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590
시대 : 조선시대
서하면 봉전마을은 정여창 선생의
처가가 있는 마을이다. 정선전씨
입향조인 화림재 전시서 공의 5대
손인 전세걸, 세택이 일두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1802년 이곳에 정자
를 짓고 군자가 머무르던 곳이라
하여 군자정으로 칭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의 보수가 있었으나 내용을
알 수 없다. 군자정은 거연정으로
부터 하류쪽으로 150m 정도의 거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나 정면의 주칸을

군자정 전경

5자, 측면의 주칸을 4자 정도로 잡
아 규모는 작은 편이다.

군자정 역시 천연의 암반위에 단동으로 세운 중층 누각건물로서, 내

부에는 방을 들이지 않고 모두 틔워 놓았다. 정면의 우측으로 판재로 만든 계단을 두어 누로
오르게 하였고, 4면 모두 기둥의 바깥쪽으로 약 15~18cm 정도를 연장하여 계자난간을 둘렀
다. 마루는 장마루가 깔려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우물마루였으나 후에 변형된 것이다.
천연의 평탄한 암반위에 조성하여 초석은 쓰지 않았고, 기둥은 모두 원주를 사용하였는데 누
하주는 직경이 큰 재목을 틀어지거나 울퉁불퉁한 채로 대강 다듬어 사용하였다. 기둥상부에는
익공없이 직절시키고 모서리를 궁글린 보아지로 처리하였다. 창방과 처마도리 장혀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장식하였다.
가구는 5량 구조로 대들보위에 보방향으로는 판재를, 도리방향으로는 2단의 각재로 짠 十형의
부재로 종보를 받도록 하였고 종보위에는 대공없이 종보가 바로 종도리장혀과 종도리를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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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좌, 우측면에서는 충량을 보내 대들보위에 얹었는데 충량의 머리부분은 직절하였
으며 단청은 올리지 않았다. 홑처마에 팔작지붕형식이다.

4. 동호정(東湖亭) (경남문화재자료 381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842
시대 : 조선시대

동호정 나무계단

동호정과 차일암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몽진을 도와 공을 세운 동호 장만리를 기리기 위하여 그의 9대손으로
가선대부오위장을 지낸 장재헌 등이 중심이 되어 1895년 건립한 정자이며 1936년에 중수가
있었다.
동호정은 함양군 안의면에서 26번 국도를 따라 전주방향으로 7km 정도의 거리에 국도와 연
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동호정은 남강천 담소중의 하나인 옥녀담에 있으며 화림동 계곡의 정
자 중 가장 크고 화려하다.
강 가운데에는 노래 부르는 장소(영가대), 악기를 연주하는 곳(금적암), 술을 마시며 즐기던 곳
(차일암)을 포함하며, 차일암이라고 불리는 수백평의 널찍한 암반이 있어 이곳이 풍류를 즐기
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동호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세워진 단동의 중층 누각건물이다. 내부에는 배면의 중
앙칸을 막아 구성한 판벽이 남아 있는데, 거연정과 마찬가지로 방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면의 좌측으로 통나무를 깎아 만든 계단을 두어 누로 오르게 하였고, 4면 모두 기둥의 바깥
쪽으로 약 30cm 정도를 연장하여 계자난간을 둘렀다. 마루는 장마루가 깔려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우물마루였으나 후에 변형된 것이다.
천연의 평탄한 암반위에 조성하여 초석은 쓰지 않았고, 기둥은 모두 원주를 사용하였는데 누
하주는 직경이 큰 재목을 틀어지거나 울퉁불퉁한 채로 대강 다듬어 사용하였다. 마루위의 기
둥은 하부에 4각형으로 모를 줄인 초석형태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4면의 추녀 끝부분에는 활
주를 세워 건물의 안정감을 높혔고 기둥위에는 2익공계의 공포로 장식을 하였으며 창방과 처
마도리 장혀 사이에는 원형의 화반을 끼워 장식하였다.
가구는 5량 구조로 대들보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도록 하였고 종보위는 반자를 설치하
여 격을 높였다. 종보의 보아지는 초각하여 익공을 꾸미고 종보에는 봉두를 달아 익공위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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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종보를 익공으로 장식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로 정자를 화려하게 꾸미고자 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좌, 우측면에서는 충량을 대들보위에 얹었는데 충량의 머리는 용두를 초각하였고
가구에는 모두 단청을 올렸다. 겹처마에 팔작지붕형식이다

5. 농월정(弄月亭)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농월길 9-13
조선중기 때의 학자인 함양 안의
지족당 박명부공이 광해군 때 영창
대군의 죽음과 인복대비의 유배에
대한 부당함을 직간하다가 파직되
자 고향에 돌아와 은거생활을 하면
서 방대한 너럭바위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이곳에서 서당을 짓고 심신
을 수련하였다. 2003년 10월에 전
소되어 2015년 현재의 모습으로 건
립되었으며, 정자 앞 오른쪽 암반에
지족당 선생이 지팡이를 짚고 노닐
던 곳이라는 뜻의 “지족당장구지소
(知足堂杖廐地所)”라는 글자를 새겨

농월정 전경

놓았다.
달 밝은 고요한 밤에 암반 위에 냇물에 비친 달빛은 한 잔의 술로 달을 희롱한다는 선비들의
풍류와 멋을 함축하고 있으며 계곡의 위쪽으로 황석산 등산로가 시작된다.

6. 안의 광풍루(安義光風樓) (경남유형문화재 제 92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강변로 303
시대 : 조선시대
이 누각은 안의면 소재지 진입로
입구인 금호강변에 우뚝 서 있으며
조선 태종12년(1412)에 당시 이안
(현재의 안의면)의 현감인 전우(全
遇)가

창건하여

선화루(宣化樓)라

하였다.
그 후 조선 세종7년(1425) 김홍의
(金洪毅)가 현재의 위치로 이건 하
였고, 조선 성종25년(1494)에 안의
현감 일두 정여창(鄭汝昌) 선생이
중건하고

광풍루(光風樓)로

안의 광풍루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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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정유재란때 소실된 것을 조선 선조34년(1601)에 안의 현감 심종침이 복원하였고, 조
선 숙종9년(1683)에 현감 장세남(張世男)이 중건하였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으로 5량 구조 팔작지붕 겹처마 목조와가로 되어 있다. 우람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다.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祏, 1686~1761)
관아재 조영석은 영조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분으로 인문화에
서는 당대의 제1인자였
다. 단적인 예로 나라에
서 세조와 숙종의 초상
화를 중모하는 일이 생
겼을 때 –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말았지만

–

유생능화자(儒生能畫
者), 즉 선비로서 그림
에 능한 자로 지목되어
제작에 참여하라는 왕
의 부름을 두 차례나
받았는데 그 논의 과정
에서 대신이나 왕 모두

관아재 조영석의 대표작 현이도

조영석 만한 화가가 없다는데 아무 이론 없이 동의했다. 그리고 조영석 자신도 인물화에 대해
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듯 심재의 송천필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다.
관아재 조영석은 속화와 인물화에 뛰어났는데, 항상 경재에게 말하기를 “만약 만리강산을
그리게 하여 일필휘지로 필력이 옹혼하고 기세가 흐르는 듯하는 데서는 그대에게 미치지 못
하겠지만,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핍진하고 정교하게 그리는 데서는 그대가 받드시
조금은 저에게 양보 하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1738년 53세에 안음현감을 제수받은 관아재는 3년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연임하여 1743년
58세까지 무려 6년간 근무했다. ……… 관아재는 안음현감 재임 동안 문인으로 많은 시와 문
을 남겼다 ……… 그런가 하면 지금도 함양 안의(안음)에 가면 볼 수 있는 안의의 명소인 광
풍루(光風樓) 제월당(霽月堂)을 중수하고 스스로 현판을 써서 걸어놓고는 또 기문을 지어 달기
도 했다 (유홍준 화인열전1 내 비록 환쟁이라 불릴지라도)

7. 함양 허삼둘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 207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허삼둘길 11-7
시대 : 근대(19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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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통 한옥을 흔히 ‘양반이
살던 집’ 또는 ‘사대부의 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이 실시된 이후 사회 전반에 커다
란 변화가 생겼다.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없어지고, 주택의 규모와 형
태를 규제하던 제도가 철폐되면서
누구든지 솟을대문에 사랑채를 갖
춘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재산을 모은 일부 상인과
부농들은 과거 양반들만 누릴 수
있었던 주택의 양식을 본떠 화려한
집을 지었다.
그 대표적인 결과로 상류계층 주택
의 건축요소를 모방하여 솟을대문

함양 허삼둘 고택 배치도

을 세워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며
권위를 갖추고자 했지만, 사실 양반들이 지켜온 내면적인 모습인 유교적 생활방식과 권위 및
위엄은 갖출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지은 주택은 규모가 크고, 장식적이고, 사랑채가 독
립되어 있다는 점은 상류주택과 유사하지만, 안채를 중심으로 건물을 배열하는 등 그 평면 형
태는 지역 서민의 주거방식에 뿌리를 두었다.
이 가옥은 대문채를 시작으로 한옥 목조 기와지붕의 여섯 동(棟)으로 이루어졌다. 중심 공간
의 배치는 남쪽에 ‘ㅓ’자형 사랑채를 두고, ‘ㄱ’자의 안채와 그 옆으로 ‘一’자형 곳간채를 자연
스럽게 연결하였다. ‘一’자형 안행랑채를 배치하여 튼 ‘ㅁ’자형 평면 구성을 이루었고, 안채는
별도로 담장을 둘러 구분했다. 사랑채와 대문채 사이에 바깥사랑채를 배치하여 집안에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넉넉한 공간을 두었다. 사랑채 앞과 안채 옆으로는 아주 넓은 후원의 일종
인 텃밭을 두었고 그 주위에 담장을 둘렀다.
허삼둘가옥은 부농의 집이면서도
전형적인 양반가옥의 특징 또한 함
께 지녔다. 기본적인 건물 종류 형
식인 솟을대문, 누마루를 갖춘 사랑
채, 그리고 바깥행랑채와 안행랑채
등이 품위를 더해준다.
우리나라 전통가옥 구조에서는 건
물 한끝에 부엌을 만드는데 허삼둘
가옥의 안채는 부엌을 건물의 중심
에 놓고 좌우로 방을 연결했다. 전
통가옥 중에서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형태다. 부엌 입구 역
시 다른 가옥에서는 볼 수 없는 특
별한 형태로, 여자들이 한복 치마를

허삼둘 가옥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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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툇마루 모서리에서 신을 벗고 디딤돌을 밟고 올라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 단 낮
춘 통로의 모양이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꺾인 부분의 벽의 여백에는 선반을 만들어 부엌살림
과 관계되는 물건을 수납했다. 부엌은 거의 부채꼴에 가까운 오각형 공간인데 부엌 뒷면을 판
자벽으로 만들고 상부에는 꺾인 격자형의 살대를 댄 광창을 만들어 꾸몄다. 모서리는 접어 꺾
인 부분의 지붕에 조그마한 박공으로 모를 정리했다. 부엌 안은 중간에 기둥 둘만 서 있어 넓
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널판 사이 틈새로 햇빛이 들어와 비교적 환하다. 부엌 뒷벽 북쪽에는
판문을 달아 후원 텃밭에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한 안주인을 위한 배려가 인상적이다

8. 승안사지 삼층석탑(보물 제 294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구라동구길 4-107
시대 : 고려시대
고려시대 석탑의 다양한 양식중 신
라 이래의 조각 양식을 충실히 계
승하면서 부분적인 면에서 고려화
가 뚜렷한 작품이다. 기반부는 이중
으로 되어 있고 하층 기단은 지대
석과 중석, 갑석을 한 돌에 새겨 모
두 네개의 돌로 구성되었다.
중석은 높고 각 면에는 우주(隅
柱), 탱주(撑柱)가 1주씩 조각되어
있다. 갑석은 턱이 얕고 윗면에는
단의 받침이 있다.
상층 기단 중석은 모두 4매의 판석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탱주로 양분

승안사지 삼층석탑

된 각 면에는 부처(佛), 보살(普薩),
비천상(飛天像) 등이 2구씩 8구가 양 각되어 있다. 탑신부는 옥시노가 옥개석이 각각 별석이
며, 각 층 옥신에는 우주형이 얕게 조각되어 있고 초층에는 사천왕상이 각 면에 하나씩 조각
되어 있다.
옥개석은 옥신에 비해 두터워 둔탁하고 육중한 느낌을 보이는데 처마 윗선은 거의 수평을 이
루다가 네 귀에서 반전을 보이며 낙수면의 경사가 심한 편이다. 옥개 받침은 각층 4단인데 처
마밑에 넓은 공간을 두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상륜부(相輪部)는 노반(露盤), 복발(覆鉢), 앙화
(仰花)가 남아있는데 복발에는 중앙에 2조대선이 둘려져 있다.
이 석탑은 원래의 위치에서 두번에 걸쳐 이동 되었는데 1962년 옮겨 세울때 초층 옥신 윗면
의 원형 사리공에서 원통형 사리함, 녹유사리병, 비단조각과 주머니, 유리구슬 등이 발견되었
다. 원통형 사리함 밑에 놓였던 주머니 안에서 홍치(弘治) 7년(조선 성종 25년 : 1494) 중수에
관한 내용을 적은 한지 묵서중수기(韓紙 黑書重修記)가 발견되어 이 장신구는 이 때에 장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승안사지 석조여래좌상(경남유형문화재 제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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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구라동구길 4-107
시대 : 고려시대
이 불상은 수동면 우명리에 위치한 승안사지에 있는데 승안사
지 3층 석탑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의 개천 주위에 하반신
이 묻힌채 상반신만 남아있다.
오른팔등에 파손이 있고 하체가 매몰되어 있으나 상체의 상태
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머리칼의 표현은 불분명하나 유난히 큰 코와 일자로 다문 입
이 인상적이다. 머리부분은 신체와 비례가 맞지 않아 매우 어
색한 느낌을 준다.
또한 선각에 가까운 띠 주름식의 옷주름은 형식화 되어있고,
좁은 어깨, 평판적이고 직선적인 신체의 윤곽선 등은 생동감
이 없지만 당대의 거구 불상에 나타낸 조형성을 잘 드러낸 고
려시대의 석불좌상이다

승안사지 석조여래좌상

9. 함양 남계서원(사적 제 499호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시대 : 조선시대
조선 명종7년(1552)에 개암 강익이
문헌공 일두 정여창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하고 남계서원이라 칭
하였으며 명종21년(1566)에 사액서
원이 되었다.
중종때의 학자로서 서원 창시자인
주세붕이 중종38년(1543)에 문성공
안향을 위해 창건한 백운동서원(일
명 소수서원)이 최초의 서원이고,
그 다음이 남계서원이다.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그 후 나촌(九羅)에 세

남계서원

워져 광해군4년(1612)에 옛터인 현

재의 자리에 중건하였다. 그 후 숙종3년(1677)에 문간공 동계 정온 선생을 서편에 배향하고
숙종15년(1689)에 개암 강익 선생을 동편에 배향하였다.
또 별사에는 뇌계 유호인과 송탄 정홍서을 배향하였다가 고종5년(1868)에 별사를 훼철하였다.
이 서원에는 유생들을 수도케 한 어정오경등 서적이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 구성은 제향공간으로 사당, 동무, 내삼문이 있고 강학공간으로 강당, 동재, 서재, 장판각,
풍영루 등이 있으며, 배치형식은 급한 경사지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축선 배치를 하고 있
다.
양재는 경사지에 배치되어 1칸은 방, 1칸은 누마루형식의 대청으로 하였으며 동재를 양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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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헌, 서재를 보인재, 영매헌이라 하며 전면에 현판이 걸려있다.
동재앞에는 연못이 있고 서재앞에는 신도비와 맞배지붕의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강당의 측면
에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판장벽과 판장문으로 된 우진각 지붕의 장판각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서원의 출입구인 풍영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5량구조 팔작지붕 겹처마이고 하부기둥은
8각형의 장대석 석주로 하였고 2층 누마루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최근 지정된 한국의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영주 부석사

영주 봉황산

영주 소수서원

회헌 안향, 신재 주세붕

안동 봉정사

안동 천등산

안동 도산서원

퇴계 이황

양산 통도사

양산 영축산

안동 병산서원

서애 유성룡

공주 마곡사

공주 태화산

달성 도동서원

한훤당 김굉필

해남 대흥사

해남 두륜산

경주 옥산서원

회재 이언적

순천 선암사

순천 조계산

함양 남계서원

일두 정여창

보은 법주사

보은 속리산

정읍 무성서원

고운 최지원, 불우헌 정극인

장성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

논산 돈암서원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10. 일두 정여창(一蠹 鄭汝昌)
정여창(鄭汝昌, 1450년 음력 5월 5일 ∼ 1504년)은 조선전기의 문신, 성리학자, 작가이다. 율
정(栗亭) 이관의(李寬義)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1456년(세조 11년) 이시애의 난으로 아버지 정
육을이 전사하자 세조의 특명으로 의주판관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그 뒤 점필재 김종직
(佔畢齋 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1490년(성종 20년) 학행으로 관직에 나갔으나 그해의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연산군의 스승이었으나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배소에서 사망한다. 그 뒤
갑자사화로 부관참시된다.
사후 복권되고, 중종조에 이르러 동국도학(東國道學)의 종(宗)으로 숭상됨에 이르러 문묘에 종
사되었다. 자는 백욱(伯勗), 호는 일두(一蠹), 수옹(睡翁), 시호는 문헌(文獻), 본관은 하동(河
東)이다. 학역재 정인지, 하성위 정현조, 정숭조, 선조임금의 생모 하동부대부인은 그의 일족
들이었다. 연산군의 세자 시절 스승이기도 하다. 이관의,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이며, 경상남도
출신이다.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현 중의 한 사람이다.
동방 18현(東方 十八賢) 종사 순서
-1021년(고려 현종 12년)에 최치원(崔致遠) 종사
-1022년(고려 현종 13년)에 설총(薛聰) 종사
-1319년(고려 충숙왕 6년)에 안향(安珦)을 종사(從祀)
-1517년(중종12년) 정몽주는 조선 최초로 문묘에 종사
-1610년(광해군 2년)에는 대간과 성균관 및 각 도 유생들의 지속적인 상소에 의하여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오현으로 문묘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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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년(숙종 7) 이이, 성혼 두 사람의 문묘종사가 57년의 논쟁 끝에 결정
-1717년(숙종 43년) 김장생을 문묘에 배향토록 명함.
-1756년(영조 32년) 송시열, 송준길의 문묘 종사를 명함. 노론정권이 이뤄낸 최대성과.
-1764년(영조 40년) 박세채를 문묘에 종향하라고 하교.
-1796년(정조 20년) 홍준원 등이 상소하여 김인후의 문묘 종사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다
-1883년(고종 20년) 조헌과 김집을 문묘에 배향.
11. 함양 일두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 186호)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50-13
시대구분 조선초기
현재의 일두고택 일곽은 언제 조성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여창선생의 생가 터를 기반으로
현재의 일곽을 형성되었다고 전해
지고 있다. 즉, 정여창선생이 태어
나기 전인 1500년대 이전부터 건물
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여창선생

사후

100여년이

지난

1690년대에 경사가 있는 대지에 주
향을 남서향으로 하여 안채를 중심
으로 건물이 앉혀지고, 그 일곽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
의 중문채는 그 당시 대문채였을

일두고택 사랑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로는
좌측편의 문칸은 7자(尺)정도로 잡고, 방-1은10자(尺), 방-2는 8자(尺), 6자(尺), 6.5자(尺)로
나타나고 있다. 원래는 방-1을 대문이 설치된 어칸으로 잡고, 좌우 문칸과 방-2를 문간방으로
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가차후 사랑채가 건립된 이후 마루부분이 증축되면서 대문
은 협칸으로 가고, 어칸은 방으로 변경하여 지금과 같은 평면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18세기 이후, 국정의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지방의 권문세가들은 가사규제에도 불구하고 건
물의 규모와 형식면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게 되는데, 1843년에 건립된 사랑채 또한 이러한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랑채의 영역의 확장은 대문채(현 중문채)의 측면에 경사지형의 터
를 닦아 남동향으로 사랑채는 배치하고, 그 전면으로 대문채 우측면에 석가산과 별당을 건립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두고택은 명문세가인 하동 정씨 종택으로 정여창선생 사후 약 100여년이 지나 지금의 안채
가 건립되었고, 또한 안채와 사랑채의 150년의 시차를 두고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조선중기와
조선후기의 한옥에 대한 건축양식사(建築樣式史)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좌 안동’, ‘우 함양’이라는 안동과 영남유림의 맥을 같이하는 중심에 정여창선생이 있다. 그만
큼 성리학적 기반 하에 일두고택 일곽이 형성되어 가는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랑채에 걸려 있는 편액과 큰 글씨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누마루 상부에 ‘탁청재(濯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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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라는 편액 걸려 있는데, 그 뜻은 흐트러진 마음을 맑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대청마루에는 큰 글씨로 ‘문헌세가(文獻世家)’, ‘충효절의(忠孝節義)’, ‘백세청풍(百世淸風)’
등이 게판되어 있어, 이 집안의 가풍을 알
수 있다.
일두고택 일곽의 배치특징을 통하여서도
그 면모를 알 수 있다. ‘채’와 ‘담’에 의하
여 형성된 건물배치는 유교의 철저한 교리
인 ‘남녀유별(男女有別)’에 바탕을 두고 엄
격하게 그 영역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
다. 즉, 사랑채에서 안채로 통하는 영역은
담장과 곳간채, 중문 등으로 내․외를 구분
하는 방법이 탁월하고, 각각의 쓰임새를 적
절하게 조화시켰다. 즉, 사랑채 옆의 협문
에서 나지막한 담장으로 외부인의 시야를
막아 안주인 영역인 안채의 영역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문채 영역은 안채
에서 하인들을 경영하는 장소인 동시에, 외
부인의 출입을 제어하는 완충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바깥주인과 안주인이 상호

일두고택 배치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중문채에 연결시켜

놓으므로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는 전이공간의 기능도 가진다.
사랑채 영역에는 성리학의 자연관을 대표하는 조원을 형성시켜 놓았다. 대청마루와 누마루
정면의 담장너머로 마을 앞 조산이 펼쳐지고, 측면으로는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조망되고, 담
장 안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작은 석가산(石假山)이 자리한다. 사랑채 앞마당 화계에 심겨진
작은 관목과 누마루 앞의 휘어진 소나무와 담장 내에 조성한 석가산을 통하여 이 집을 둘러싸
고 있는 자연을 대우주으로 설정하고, 집안 내부를 소우주로 설정한 성리학적 철학이 담겨 있
다. 누하주는 팔각기둥으로 하고 그 위에 누상주는 원기둥으로 세웠다. 이것은 사각주초 위에
팔각기둥을 놓고, 그 위에는 원기둥 등을 놓은 것은 성리학의 삼재(三才), 즉 땅(地), 사람(人),
하늘(天)의 기호가 적용된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함양 일두고택(咸陽 一蠹古宅)은 생가 터에 안채가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채’와 ‘담’의 영역으로 성리학의 자연관과 윤리관에 입각하여 공간의 구조를 적절하게 배분하
는 수법은 전통한옥의 건축양식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경북 안동지방의 □자형 공
간구성과 또 다른 튼□자형 공간구성으로 남부지역 전통한옥 공간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
축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 함양일두고택 조사보고서에서 발췌)

12. 함양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49
시대 : 신라 진성여왕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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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면적21ha (연장1.6km,폭80~200m)
* 상림의 전설 - 최치원의 치적과 효성(상림 숲에 뱀, 개구리, 개미를 몰아 냄)
최치원은 신라 헌강왕 원년(857년)경주 사량부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 설화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문창이라는 곳의 영으로 부임하면서 치원을 잉태한
지 넉달만에 금돼지로부터 변을 당했다고 한다. 그 후 육개월만에 치원을 낳았는데 그의 아버
지는 차마 이 아기를 기를 수가 없어서 치원을 내다 버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아이를 보자
기에 싸서 무인도에다 갖다 버렸다. 그런데 밤만 되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젖을 먹여
키웠고 낮이 되면 오색 무지개가 찬연한 하늘에서 큰 학 한 마리가 날아와서 치원을 품고 있
었으므로 짐승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어 아무 탈없이 자라나게 되었다.
치원이 무인도에서 책을 읽을 때 소리가 어찌나 낭랑했던지 중국의 황제 귀에까지 들려서 황
제는 신라국에 학사를 보내어 시로써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신동이라는 칭호를
받은 최치원은 12세 되는 해 당나라에 유학을 하여 명성을 떨쳤고 6년만인 18세 되던 해에는
중국에서 당당하게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였다.
중국에서 관리로 일하다가 황소가 난을 일으켰을 때는 황소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관군 총지
휘관 고변의 비서관이 되어 종사관의 자격으로 황소격문을 써서 유명하다. 스스로 황제라 칭
했던 황소가 그 격문을 읽다가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이라서 놀란 나머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
서 의자에 앉은 채로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는 얘기가 전한다. 결국 황소가 반란의 명분을
찾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 격문이다.
그는 28세 되던 해(885년) 당나라 헌종황제의 만류를 뿌리치고 귀국하고 말았다. 그는 기울어
져가는 신라를 어찌할 수 없음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조그마한 고을에서 여생을 마
치기로 작정하고 지원하여 전북 태인과 정읍, 충남의 서산을 거쳐 천령군(지금의 함양군)태수
로 부임하였다.
그의 치적 중에서 상림은 함양을 대표하여 내세울 수 있는 곳이다. 풍치가 아름답고 지방민의
휴식처로 알맞은 곳이며 많은 수종이 있다. 치원 자신이 손수 지리산과 백운산에서 활엽수를
캐어다가 풍수해를 막기 위한 방제화 방풍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상림공원의 신도비를 읽어
보면 신라말 함양의 태수로서 그 공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숲을 좋아하지만 숲을 찾을 때에는 이러한 해충을 조심해야 함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
실이다. 특히 숲에서 잠깐만 앉았어도 개미떼가 어디서 나왔는지 금방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림 숲에는 뱀이나 개미같은 해충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림은 숲속의
어디를 가나 마음놓고 앉아서 쉴 수가 있다. 뱀에게 물릴 염려나 벌레들 때문에 귀찮은 일은
없다. 상림의 땅이나 숲을 형성한 나무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이
다. 같은 지질일 것이고 같은 수목일 것이다. 그런데도 상림만이 이러한 해충이 없는 까닭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지극한 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숲을 형성한 것은 신라 진성여왕 때이고 그 목적은 수해가 자주나고 지방민의 괴로움이 심
해 치수의 일환으로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다. 농경 사회에 서 농경지의 안
전과 농민을 위하고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숲이 우거져 휴
양지, 휴식처로도 적합하여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최치원은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 나갔으며 돌아와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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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알려 근심하시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어머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고 어머님
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아 어머니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하늘이 낸 효자로 알려
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불편은 조금도 없게 해 드리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님은 혼자서 바람을 쏘일겸 상림 숲에 산책을 나가서 풀숲에 않아 놀다가
뱀을 보고 깜작 놀랐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숲에서 뱀을 보고 놀란 이야기를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치원은 어머니에게 송구함을 금치 못하여 상림 숲으로 달려가서 숲을 향해 이
후로는 상림 숲에는 뱀이나 개미같은 모든 해충은 일체 없어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 숲에 들
지 말라. 고 주문을 외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최치원의 지극한 효성으로 인한 주문 때문에
모든 해충이 사라지고 모여들지를 못한다고 한다. 치원의 지극한 효성은 하늘도 감동하고 땅
도 감동하고 심지어 하찮은 미물도 감동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그를 하늘이 낸 효자라 아
니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최치원이 상림숲의 조림을 마치고 숲속 어디엔가 나무 가지에 조림하던 금호미를
걸어두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다. 그리고 숲을 만들고 떠나면서 상림 숲에 뱀이나 개미가 나타
나고 숲속에 설죽이 침범하면 내가 죽을 줄 알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뱀은 아직 나타나지 않
지만 가끔 개미가 보이고 숲속에는 설죽이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고들 한다.
그 외에도 함양의 학사루를 최치원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최치원이 자
주 등루하여 시부를 읊었다하여 학사루라 명명했다고도 전한다.

13. 함화루(경남유형문화재 제 258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숲길 101
시대 : 조선시대
원래는 함양읍성의 남문으로 망악
루(望嶽樓)라는 현판을 가지고 있었
는데 이 명칭은 남문에서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까닭에

이름하였다고

한다.
1932년 고적보존회의 대표였던 함
양읍 죽곡리 거주 송계 노덕영(盧悳
泳)이 사재를 들여 현재의 위치에
이건하여 함화루(咸化樓)라고 개칭
하였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 2층 누
함화루

각의 팔작지붕이며, 공포는 이익공

식에 구조는 목조 오량가이다. 2층의 내부는 단청을 칠 하였으며, 퇴량에는 용신을 단청으로
그렸다. 2층의 출입은 목조 계단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2층에는 난간을 둘렀다. 하층에는
벽이 없고 기둥만이 서 있는데 기둥은 굽은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루로 이용될 때에는 하층에 벽과 문짝이 시설되어 있었는데 현재에는 벽과 문짝은 사라지고
기둥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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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부분은 기둥만이 있어 현재는 정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14. 함양 학사루(경남유형문화재 제 90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4
시대 : 통일신라(현건물은 조선시대)
학사루의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 문창후 최치원 선생이 이
지방에 태수로 재직시 자주 이 누각
에 올라 시를 읊은 곳으로 후세 사
람들이 학사루라 불렀다고 전하므로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본다.
학사루 서쪽에 객사가 있었고, 지방
관리가 정무를 보면서 피로한 마음
을 풀기 위하여 학사루에 올라 시를
짓고 글을 쓰며 심신을 달랬던 곳으
로 알려지고 있다
함양 학사루

성리학자로서 영남학파의 종조였던

점필재 김종직이 이 곳의 군수로 부임하여 학사루에 걸린 유자광의 시판을 철거토록 하여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고조되어 조선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를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 곳이다. 왜구의 침입으로 사근산성이 함락될 때 학사루가 소실되었으며 조선 숙종
18년 (1692)에 군수 정무(鄭務)가 중수한 기록이 있다.
1910년 이 곳에 함양초등학교가 세워질 때도 학사루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함양초등학
교의 교실, 군립도서관 등으로 이용되던 것을 서기 1979년에 현 위치로 이건 하였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2칸의 2층 누각으로 팔작기와지붕이다.
김종직 [金宗直, 1431 ~ 1492]
김종직의 자는 계온(季溫), 호는 점필재(佔畢齋),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김숙자(金淑滋)의 아
들로 어머니는 밀양 박씨이다. 1431년 6월 밀양부 서쪽 대동리(大同里)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김숙자는 선산에 은거한 길재(吉再, 1353~1419)에게 성리학을 배우면서, 정몽주 길재로 이어져 내려온 사림파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계승하는 기틀을 닦았으며, 김종직 또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워 사림파의 학문적 전통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성종이 즉위한 후 집현전의 예에 의거하여 예문관의 인원을 늘려서 문학하는 선비를 선발하
여 충당시켜 모두 경연관을 겸하게 하였는데, 김종직은 수찬(修撰)에 선발되었다. 이후 김종직
은 어머니의 봉양을 이유로 지방 관직을 자처하였고, 함양군수(咸陽郡守)로 나가게 되었다.
1471년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은, 관내의 정자에 유자광(柳子光, 1439~1512)이 쓴 시를 걸
어둔 것을 발견했다. 김종직은 “그 따위 자광(子光)이 감히 현판을 걸었단 말이냐.”하고는, 즉
시 명하여 거두어서 불태워버리게 하였다. 이 사건은 1498년 무오사화를 주모한 유자광이 김
종직에게 복수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1475년 김종직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승문원 참교(參校)에 제수되었지만, 어머니가 연로함
을 이유로 사직하고 선산부사(善山府使)에 제수되었다. 함양군수, 선산부사 등 영남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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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문하에는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등 훗날 사림파를 대표
하는 학자들이 몰려들었다.
學士樓下梅花始開花病中吟得二首
(학사루 아래 매화가 처음 피었으므로 병중에 두 수를 읊다) 김종직
學士樓前獨立仙 학사루 앞에 홀로 서 있는 신선이여
相逢一笑故依然 서로 만나 한번 웃으니 예전 그대로일세
肩輿欲過還攀慰 견여 타고 지나려다 다시 잡고 위로하노니
今歲春風太劇顚 금년엔 봄바람이 너무도 거세게 부는구나
春慵和疾過淸明 춘곤에다 병까지 겹쳐 청명을 지내노니
官況愔愔睡易成 벼슬살이 조용하여 잠 이루기도 쉬워라
吟到梅邊幽興動 매화 곁에 가서 읊다 그윽한 흥치 일어나자
吏胥爭道使君醒 이서들이 서로 사군이 깨었다고 말하네

15.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 376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배움길 11
시대 : 고려시대
이 불상은 현재 함양중학교 경내에 있는 고려시대
의 석불좌상이다. 대좌 높이까지 포함하여 4m가
넘는 거대한 조각으로서 풍화작용으로 파손이 심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
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한데 얼굴과 오
른손, 무릎 및 대좌의 일부가 깨어져 있다.
머리부분이 마멸되어 꼭지부분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음각된 눈썹과 두툼한 입술, 그리고 풍
만한 턱은 불상의 원형을 짐작하게 한다.
목에는 삼도가 새겨졌고 둥근 어깨에 우견편단(右
肩扁袒)의 대의(大衣)를 입은 형상으로 표현하였는
데 옷 주름이 평행 밀집선으로 음각된것은 고려초
기 조각에 자주 보이는 기법으로서 조각 기술의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퇴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오른팔은 굵고 우람하며, 손은 깨졌지만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왼손도 무릎위에 선정인을 하였던것 같다. 불상형식은 황주 철조여래좌상
(黃州 鐵造如來坐像)이나 보통사지 출토 철조여래좌상과 같이 고려초의 조각으로 추정되는 일
련의 철불 등과 동일 유형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대좌는 상, 중, 하대를 갖춘 사각대좌로 상대의 앞뒷면이 깨졌고 양축면에 복판연화문(複瓣蓮
花文)이 3개씩 조각되어 있다. 중대에는 각면마다 커다란 면상(眠象)이 2개씩 배치되었고, 하
대의 복연좌는 비교적 선명히 남아 있는 편이다. 대좌의 형태는 고달사지 석불대좌(보물 제8
호)와 유사하며, 특히 연잎의 조각이 서로 닮아 주목된다.

- 19 -

16. 벽송사(碧松寺)
이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海印寺)의 말사(末寺)로 신라말경에 창건된후 조
선 중종 경진년(1520)에 벽송 지엄대사(碧松 智嚴大師)가 중창, 『벽송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서산대사 청허휴정(淸虛休靜)이전에 한국선맥을 이어온 벽계정심(碧溪正心)과 벽송지엄(碧松智
嚴), 부용영관 뿐만 아니라 환성지안(喚醒志安), 서룡상민(瑞龍祥玟)등 조선 선맥을 빛낸 8분
의 조사가 이 벽송사에서 수도 정진한 도량으로써 한국선(禪)과 벽송사의 인연은 각별하다
숙종30년(1704) 실화(失火)로 소실(燒失)되었다가 환성지안(喚醒志安)대사가 중건하였고, 철종
원년(1850)에 서룡당 상민(瑞龍堂祥玟)대사가 중수하였으나 1950년 6.25동란때 다시 소실되어
1960년 원응 구한(元應 久閒)스님이 쓰러진 가람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堂宇)로는 법당인 원통전(圓通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장선원(方丈禪院)과 간
월루(看月樓)가 있으며, 전면에는 산문(山門)과 종루(鐘樓)를 배치하였고, 후면에는 산신각(山
神閣)이 있다
또한 경내에는 보물제474호인 『벽송사3층석탑』과 민속자료 제2호인 『벽송사 목장승』, 경상남
도 유형문화재인 벽송당지엄영정(碧松堂智嚴影幀), 경암집책판(鏡巖集冊版), 묘법연화경책판(妙
法連華經冊版)등의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벽송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절 뒤쪽의 창건당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으로 미루어볼 때 그 시기를 신라말이나 고려초로 보고 있으며 현재 3층석탑은 보물 제
474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중종 15년(1520)에 벽송 지엄대사가 중창하여 벽송사라고 전하여지며 한국전쟁때는 인민
군의 야전병원으로 이용된적도 있으며 이때 소실된 이후 곧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벽계 정심의 맥을 이어 조선 불교태고 선맥의 5대 정통이 되었고 부용영관, 원오, 일선등 60
여명에게 선을 가르쳤던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벽송사 나무장승은 그 풍부한 표정에서 민중미학의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빼어난 장승가
운데 하나이며, 순천 선암사 앞에 있었던 나무장승과 쌍벽을 이룰 만큼 조각솜씨도 뛰어나다.
전체 높이는 4m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지하에 1m 정도가 묻혀 있고 썩은 몸통을 지탱하기
위해 둑을 쌓아 1m 정도가 더 묻혀 있어, 드러나 있는 것은 2m 정도였으나 현재는 벽송사
경내에 정려를 지어 보관하고 있다.
왼쪽 장승은 몸통 부분에 '금호장군' 이라 음각돼 있고, 오른쪽 장승은 '호법대장군'이라 음각
돼 있다. 두 장승에 새겨진 명문으로 미루어, 사찰 입구에 세워져 사천왕이나 인왕의 역할을
대신하여 잡귀의 출입을 막는 수문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벽송사 삼층 석탑(보물 제474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177
시대 : 조선시대
이 석탑은 2중 기단위에 방형 3층의 탑신부를 갖춘 전형적인 신라시대의 석탑이지만 건립연
대가 벽송사 창건연대인 조선 중종 15년(1520)과 거의 같은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
다. 지면에는 넓게 지복석(地覆石)을 깔고 그 중앙에 높은 지대석을 얹은 위에 중석을 두었는
데 중석에는 아래에 1단의 얕은 턱을 마련하였으며, 각 면마다 우주(隅柱)와 탱주(撑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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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갑석은 폭이 좁아 중석의 하단 턱과 같은 폭
이며 경사진 윗면에는 네 모서리에 우주형이 있다.
상층기단 중석은 각 면이 한 돌인데 우주가 있으며 탱
주로 양분되어 있다. 갑석은 1매의 넓은 판석인데 아래
에는 부연이 있고 경사진 윗면은 사우(四隅)에서 반전
을 보이고 있다.
탑신부는 옥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단일석인데 옥신에
우주가 얕게 조각되었으며, 옥개석은 전각(轉角)의 반전
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 받침수는 단층과 2층은 4
단이나 3층은 3단이다.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覆鉢)이 남아있다. 이 탑은 건
립 위치가 법당 앞이 아닌 절 뒤편이라는 점도 특이하
며 신라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조선시대 석탑으로 드문
예이다.
벽송사 삼층석탑
벽송사 목장승(경남민속자료 제 2호)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177
사찰입구에 세워 잡혼의 출입을 막고 사원 경내의 금지
된 규제와 풍수비보를 지켜주는 수문과 호법의 신장상
으로 당초에는 사찰입구의 좌.우측에 있었으나 문화재
적 보존가치가 높아 함양군에서 벽송사 경내에 집을 짓
고 이거 하여 보존하고 있다.
건립년대와 작자는 미상이며 벽송사 건립년대인 1520
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재료는 밤나무이다. 왼
쪽의 장승은 머리부분이 불에 타 없어졌고, 입은 홀쭉
하게 꼭 다물어 뺨이 움푹 패였으며, 그 아래 짧은 수
염이 나 있다.
당시의 키는 4m였으나 풍우에 부식되어 현재는 2m정
도며, 몸통의 중간까지 묻혀있고 키가 175cm, 둘레가
125cm로 『금호장군』이라는 글귀가 조각되어 있으며
오른쪽 장승은 짱구모양의 머리에 왕눈과 주먹코를 하
였고, 입 모양은 합죽하며, 입 주위에 불꽃무늬 같은
수염을 표현 하였고, 턱 밑에도 수염이 무성히 나있다.
몸통은

중간까지

묻혀있고

키가

200cm,

둘레는

벽송사 목장승

130cm로 『호법대신』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얼굴의 표정은 과장과 질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 장승의 신앙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17.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보물 제375호)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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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시대
커다란 바위의 한 면을 깎아 불상
을 조각한 높이 5.8m의 거대한 마
애불로 몸체와 대좌(臺座), 그리고
몸체 뒤의 광배(光背)를 모두 나타
내고 있다.
거구의 불상답게 얼굴도 큼직하고
넓적하며 강건한 힘을 느끼게 한다.
귀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목은 비교
적 짧고 목 주위에 3줄의 삼도(三
道)가 보인다. 직사각형의 거대한
체구와 여기에 걸맞는 큼직한 발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등은 거대한 불상의 면모를 과시하

고 있다. 그러나 상체에 비하여 하체가 너무 길며, 손은 신체의 다른 부분, 특히 발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어서 몸의 균형이 고르지 못하다. 목 중간에서 뒤집어진 스카프형 옷깃과 배와
두 다리로 규칙적으로 접어내린 U자형의 옷주름이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 초기 불상들에
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광배에 나타나는 구슬을 꿴 모양의 연주문(連珠紋)과 불꽃무늬, 탑 기단부 모양의 대좌에 새겨
진 기둥모양 등 또한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 불상(佛像)은 커다란 암면(岩面)을 깎아 부조(浮彫)한 높이 5.80m나 되는 거구(巨軀)의 마
애불입상이다. 거구의 불상답게 얼굴도 큼직하고 넓적하면서 강건(强健)한 힘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특징은 이 불상의 장대(長大)한 체구에도 잘 보이고 있다.
장방형(長方形)의 거대한 체구와 여기에 걸맞는 큼직한 발 등은 거불(巨佛)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지만 전성기의 신라(新羅) 마애불보다는 다소 형식화가 진전된 특징을 보여 준다. 장방형의
체구, 사각형의 짧은 상체, 신체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변형(變形)된 시무외(施無畏)·여원인(與
願印)의 두 손과 팔 그리고 통견(通肩)의 불의(佛衣)에 목 중간에서 뒤집어진 스카프형 목깃과
배와 두 다리로 규칙적으로 접어내린 U형 옷주름 등은 바로 고려(高麗) 초기(初期) 불상들의
양식적 특징인 것이다.
이 점은 연주문(連珠紋)과 화염문(火焰紋)이 새겨진 주형거신광배(舟形擧身光背)와 기둥을 새
긴 탑기단부(塔基壇部) 모양의 대좌(臺座)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고려 초기 마애불양식을 대
표할 만한 걸작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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