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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청송 주산지(注山池)는 농업용 수리(水利)시설이다. 주산지는 농업용 수지

이지만 못 안에 자라는 왕버들과 주변 산세 그리고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물안개 

등 신비한 경 이 세간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김기덕(1960-2020) 감독의 

화 <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의 촬 지로 유명하며,1) 계 마다 바 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경치를 보기 해 사진작가들을 비롯하여 한 해 30만 명 정

도가 찾는 명소이다. 

오늘날 주산지는 주왕산국립공원(1976. 3. 30 지정) 경내에 치함으로써 주변

의 개발이 제한되어 청정한 자연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2) 주산지 주변에는 

*  이 논문은 2020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20S1A5B5A16082188).

** 경북 학교 남문화연구원 연구 빙교수.

1) 2003년 제작하여 개 한 불교 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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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보호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3) 이런 배경에서 청송 주산

지는 명승(名勝)으로 지정되었다.4) 한 주왕산 권역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다

양한 지질 상과 아름다운 경 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지정되기도 하 다. 

주산지는 산곡형(山谷型) 수지로 해발 365m 고지에 있다. 주산지는 공 

이후 어떤 심한 가뭄에도 바닥을 드러낸 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리시설로서의 주산지에 해서는 이제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산지의 경 과 련한 연구,5) 주산지가 치한 마을의 당산숲 연구6) 등 농업 

외 인 연구가 있고, 최근 농업수리의 에서 주산지를 연구한 보고서 2편이 

있다. 그  하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이고,7) 다른 하나는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주 하고 청송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심이 되어 연구한 

보고서이다.8) 자는 청송 주산지가 갖는 농업유산이자 무형유산으로서의 승 

양상과 가치를 살핀 것으로, 한 해 처음 수문을 열기 에 주민들이 송덕비 앞

에서 올리는 제사와 ‘못맥이(못 역사)’9) 행사가 통 수리문화의 모습을 잘 간

직하고 있는 의미있는 농업유산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후자는 주산지의 송덕비 

독을 비롯하여 비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한 검토, 그리고 지역민 제보와 

고문헌 등을 통해 이제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주산지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제시

2) 지도상 치는 주왕산국립공원 남서부이며, 태백산맥의 서쪽 사면 주산재 별바  아래 산

기슭이다.

3)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호), 하

늘다람쥐, 삵, 올빼미, 까막딱따구리(속칭 목탁새), 황조롱이(속칭 바람개비매), 고라니, 

구리, 노루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2013. 3. 21. 명승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등록된 문화재 명칭은 ‘청송 주산지 일원 

(靑松注山池一圓)’이고, 문화재 치는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산41-1 외 8’이다.

5) 한상열ㆍ주성 , 2010 ｢주왕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인식에 기 한 주산지 왕버들 군락의 생

태경  복원방향 탐색｣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4(2).

6) 최재웅․김동엽ㆍ이상 , 2016 ｢청송군 이 리 당산숲의 경  특성  보  방안｣ �청송

문화� 5.

7) 국립무형유산원, 2019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용역: 농경ㆍ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

경상도 지역�, 225-233면.

8) 청송문화원, 2020 <주산지 역사문화 연구(최종보고서)>, 미간행.

9) 보막이를 남지역에서 ‘보맥이’라고 하듯 못막이를 일컫는 지역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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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하지만 주산지에 한 의문 은 여 히 많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주산지의 축조  이용 과정을 조선 후기 역(驛)의 설치에 주목

하여 그 역사를 살피고자 한다. 주산지가 치한 이 리(梨田里)10)에는 주산지

가 축조되기 10년 인 숙종 신묘년(1711)에 이 평역(梨田坪驛)이 신설되었

다.11) 역이 개설되면 역의 운 을 해서 통사회에서는 국가로부터 역토(驛

土)가 지 되고, 역리(驛吏)와 역민(驛民)들은 지 된 역토를 이용해 역을 운

하 다. 따라서 주산지의 축조는 바로 이러한 역토의 운용  경 과 하게 

연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통사회의 역제(驛制)  역토에 한 연구는 역사학에서도 그 게 활발하지 

않다. 특히 역토의 수리(水利) 련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까지의 수리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조선 후기에 한정할 경우, 주로 농업사  이 강

하고,12) 사회사  에서도 역민들보다는 지역의 지배계층인 특정 성씨 심

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13) 역제와의 련성을 논 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

다. 그런 에서 이 연구는 이제까지 논의된 이 거의 없었던 역 의 역토 경

10) 2019년 3월 1일 부동면(府東面)을 주왕산면(周王山面)으로 개칭할 때 이 리(梨田里)도 

주산지리(注山池里)로 이름을 바꿨다.

11) �청송부읍지(靑松府邑誌)�, 역원(驛院)조 참조.

12) 조선 후기에 한정할 경우 표 인 연구는 이태진, 1986 ｢16세기 川防(洑) 灌漑의 발달｣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최원규, 1992 ｢조선후기 水利기구와 經營문제｣ �국사

논총� 39; 김용섭, 1990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 이앙과 수리문제｣ �조선후기농업사연

구 Ⅱ�, 일조각; 김재호, 2016 ｢정조  수원화성 수리(水利)시설의 특징과 수리사 (水

利史的) 의의｣ �역사민속학� 51 등을 들 수 있다.

13) 사회사 연구는 지역의 사림이나 특정 지배계층 심의 을 갖고는 있으나 구체 인 

연구성과는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 존하는 수리시설  비교  축조 시기가 오래된 

것은 개 특정지역 사족이나 지배계층이 주체 다는 사실이 두루 확인된다. 표 으로 

남지역의 경우 17세기 안동 부사에 의한 반변천(半邊川)의 송제(松堤) 축조, 18-19세

기 주시 이산면 괴헌(槐軒, 金瑩)가의 내성천(乃城川) 개발, 17세기 문경시 산북면 

상리 장수(長水) 황씨들의 천(錦川) 상보(大上湺) 축조, �농가월령(農家月令�의 

자인 고상안(高尙顏)의  강(潁江) 수정보(水晶洑) 축조, 17세기 하양읍 동래 정씨

들의 건흥제(乾 堤) 축조, 17세기  이시분(李時馩)의 산청군 양천강 장란보(長卵洑) 

축조 등을 들 수 있다. 주시 사례는 김 , 2007 ｢낙동강 범람의 사회  향: 槐軒家의 

19-20세기 문서를 심으로｣ � 남학�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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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리의 문제에 주목한다. 역의 설치와 운 의 바탕에는 역토라는 토지가 

있었으며, 수리시설의 축조는 역토 경작의 요한 건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

다. 특히 주산지와 같은 산곡형 제언(堤堰) 축조는 기존 수 (水田)의 수리안

답화와 몽리면 의 확 를 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한 (旱田)의 경우라도 

수해 방지를 통한 경작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역제와 연 된 수리시설의 축조는 그 이용과 리 방식에도 크게 향

을 미쳤을 것으로 단되는데, 주산지의 경우 이를 둘러싼 독특한 수리문화를 

승한 것으로 보인다. 개와 운용을 포함한 기술경제 인 측면만이 아니라 수

리시설을 리하는 사회조직 인 측면, 나아가 수자원을 이용하는 념 인 측

면에서도 고유한 인식이나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상된다.

2. 송덕비( 德碑)를 통해 본 주산지의 축조과정

주산지 축조에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공제언성공송덕비(李公

堤堰成功 德碑)’(이하 ‘송덕비’라 칭함)이다. 이 송덕비는 주산지의 안쪽 바  

에 세워져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못 양지’라고 부른다.14) 비석은 개석(蓋石)

과 비신(碑身)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臺石)은 주산지 물과 바로 하고 있

는 자연 바 를 이용하 다. 비신의 크기는 면 폭 33cm, 측면 폭 11cm, 높이 

80cm이다. 비문은 비신의 4면 모두에 새겨져 있는데, 면은 비석을 세운 시기

와 비명(碑名), 그리고 간략한 송덕시가 있고, 후면은 주산지의 축조에 여한 

인물들의 명단과 사업 기간  동원 인원에 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비석 좌

면에는 주산지를 개축(改築)한 사실을 새겼으며, 우면에는 비석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 던 감독  이름을 새겼다. 비문의 구체 인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15)

14) 못의 양지 방향 즉 햇볕이 드는 양지쪽이라는 의미이다.

15) 본 논문의 그림 1, 2, 3, 6은 필자가 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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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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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면 비문

이 비석 명칭은 면 앙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공제언성공송덕비(李

公堤堰成功 德碑)’이다. 여기서 ‘이공(李公)’은 월성이씨 이진표(李鎭杓)이다. 

이 비석은 면 우측의 ‘건륭삼십육년신묘시월일입(乾隆三十六年辛卯十月日立)’

에서16) 알 수 있듯이 1771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면 좌측에는 ‘일장 수

(一障貯水) 유혜만□(流惠萬□) 불망천추(不忘千秋) 유일편갈(惟一片碣)’17)이라

는 송시( 詩)가 있다. ‘□’ 자는 ‘人’으로 추정된다.18) 이 게 볼 때 주산지의 

16) 건륭(乾隆)은 청나라 고종 건륭제의 연호로 1736년부터 1795년까지 60년간 쓰 다.

17) 이 문구는 략 ‘둑을 막아 물을 가두어, 만인에게 혜택을 베푸니, 천년이 되어도 잊지 않

기 해, 한 조각 돌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8) �청송군지(靑松郡誌)�(昭和12[1937]), 제언(堤堰)조 ‘주산지(注山池)’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在府東面東十里周圍一千一百八十尺水深八尺英廟朝林枝萱 李震杓同築

岩上有碑銘曰一障貯水流惠萬人片碣千秋惟一不忘”. 따라서 재 비문의 진 부분은 ‘人’

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만 비문의 체 내용은 실제 비문의 내용을 잘못 옮긴 부분이 있

다. ‘ 묘조(英廟朝)’와 ‘편갈천추유일불망(片碣千秋惟一不忘)’ 부분이 그 다. ‘ 묘조

(英廟朝)’는 ‘경종조(景宗朝)’로, ‘편갈천추유일불망(片碣千秋惟一不忘)’은 ‘불망천추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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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와 련한 주인공은 이진표이다. 비명 자체가 그의 이름을 따르고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비석 면의 내용만 보면 이진표가 독자 으로 주산지를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비석의 후면을 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산지 축조에 참여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비석 후면과 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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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후면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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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면 비문

비석의 후면에는 요한 두 가지 사실이 새겨져 있다. 하나는 주산지 축조에 

참여한 주요 인물 명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산지의 축조 연 이다. 먼  축조에 

참여한 주요 인물 명단을 보면, <표 2>에서 보다시피 가장 먼  이진표가 언

되고 있다. 비문 첫머리에 처사(處士) 월성(月城) 이진표(李鎭杓)와 그의 아들 

두 명, 그리고 손자 세 명이 언 된다. 두 명의 아들은 석 (錫玹), 석 (錫瓘)

이고, 세 명의 손자는 성배(聖培), 배(瓘培), 의배(義培)이다. 

이진표는 고려말 익재(益齋) 이제 (李齊賢, 1287-1367)의 후손으로 천석군의 

편갈(不忘千秋惟一片碣)’로 바로 잡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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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는데, 주산제 축조에 많은 가산(家産)을 출연하고 힘을 보탰다. 그 은혜에 

동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해진다.19) 오늘날 이진표의 후손

을 비롯한 월성 이씨는 주산지리에 거주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주산제 축조를 주창한 수창(首倡)에 해당하는 명단인데, 충장군

(首折衝 軍) 임지훤(林枝萱)과 인시참 (典洕寺參奉) 임지 (林枝英), 그리

고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 임차명(林次明)과 임만휘(林萬輝), 통정 부(通政大

夫) 조세만(趙世萬) 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명단의 말미에도 자식들 이름

을 새겼다. 이리하여 체 으로 이름을 밝힌 인물은 모두 16명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주산지 축조에 참여한 인물의 명단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 

이름을 함께 기록하 다는 이다. 이 후손들은 실제 주산지 축조에 참여한 것

이 아니다. 그런데도 비문에 포함된 것은 주산지 축조 후 50년이 지난 시기에 

비석 건립이 이루어져, 비석 건립의 실질  주체가 바로 이 직계 후손들이기 때

문이다. 

둘째, 주산지 축조를 주창한 인물 에서 조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본의 

안동 임(林) 씨이며, 그들은 벼슬과 직이 있다는 사실이다. 수창자 명단 맨 앞

의 임지훤의 품계는 충장군(折衝 軍)으로 무신(武臣) 정3품 당상 에 속한

다. 그리고 임지 은 인시참 (典洕寺參奉)인데, ‘ 인시’는 존재하지 않은 

19) 청송문화원, <주산지 역사문화 연구(최종 보고서)>에서는 이진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

고 있다. “이진표의 후손인 월성이씨 40世 이성희李星熙(1956生)씨에 의하면 1890년  

집안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가승을 비롯한 자료들이 멸실되어 선 의 생몰년 등을 상고

할 수가 없다고 하며,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자료로 처사 이진표의 자는 운

필雲弼이며 생몰년은 미상이다. 고려말 익재益齋 이제 李齊賢의 후손으로 에 걸쳐 

경주 아배동阿陪洞에 살다가 25世 이면李勉이 청송 부남면 오산鰲山으로 이거하 으며, 

그 후 손자인 27世 이천상李天祥이 부동면으로 이거하여 이 동에 정착하 다. 32世 이

진표에 이르러 천석군의 부자가 되었는데 주산제 축조에 많은 가산家産을 출연하고 힘을 

보태 완공을 하니 주산제로 은혜를 입은 동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한다. 이진표는 세

수歲壽 90을 넘겨 수직壽職으로 가선 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받았다고 하며 후손들이 이

동에 세거하 으며 이성희씨의 선고 39世 이상열李相烈(호 상 호필鎬苾)은 교육자로

서 1987년까지 이 동에 거주하 다고 한다.” 청송문화원, 앞의 보고서, 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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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으로 ‘ 연사(典涓司)’의 오기로 여겨진다. 연사는 조선시  궁궐 청소나 수

리를 담당하는 청으로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조선 후기 선공감(繕工監)의 

기능과 유사하 다. 선공감에서는 토목, 선(營繕),20) 시탄(柴炭) 등의 공 을 

맡았다. 참 (參奉)은 종9품이다. 다음으로 임차명은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으

로 내자시는 조선시  왕실에서 소용되는 각종 물자를 장하던 서이다. 곧 

왕궁에서 사용하는 , 가루, 술, 장, 기름, 꿀, 채소, 과실과 궁 의 연희  

직조 등의 일을 맡았던 청이다. 직장은 종7품의 원이다.

이 듯 연사참 과 내자시직장이 수창자 명단에 오른 것은 주산지 축조 문

제가 궁궐의 청과 연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  한다. 연사는 토목이나 

건축 담당 청이었던 만큼 주산지 축조에 필요한 토목공학  기술 부분을 담당

하 고, 내자시는 주산지 축조작업에 동원되었던 인력들의 각종 물자 보  측면

을 담당하 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지훤, 임지 , 임차명, 임만휘는 친척 계라는 사실이다. �안동임씨세

보(安東林氏世譜)�21)에 의하면, 임지훤은 청송 (靑松派) 66세(世)로 숙종(肅

宗) 병인(丙寅)생이고 종(英宗) 갑자(甲子) 9월 26일에 졸하 다. 따라서 임

지훤의 생몰연 는 1686~1744년이다. 그리고 벼슬은 도정(都正) 직에 올랐다

고 한다. 아울러 주산지 축조 련 사항도 족보에 언 되어 있는데, 련 기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공이 먼  제창하 고, 월성(月城) 이진표(李震杓), 함안(咸安) 조세만(趙世萬) 

그리고 종제(從弟) 지 (枝榮), 당질( 姪) 차명(次明), 족손(族孫) 만휘(萬輝)가 노

고를 꺼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 힘써 주산지 제언을 쌓았다. 그런데 이 고장은 작고 

수원도 부족하여 힘드는데, 인가(人家)에서 생활을 기  데라고는 단지 일 년 농사

계획일 뿐이거니와, 이 못이 있음으로써 확실하게 가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

 둑을 막아 가둔 물이 만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것이 아니겠는가. 동민들 한 

20) 건축물 따 를 신축하고 수선하는 일을 가리킴.

21) 안동임씨 청송 (진사공 )의 세보는 3가지가 한다. 을축보(乙丑譜, 1925년), 을사보

(乙巳譜, 1965년), 경진보(庚辰譜, 2000년)가 그것으로 임지훤에 한 기록내용은 3가지 

본이 모두 동일하다. 자료 제공자 임해식(1948년생,  덕문화원장, 덕문화원, 20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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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은혜에 감사하여 로 과 가을에 향사를 지내고,  신동(新洞) 제방을 쌓으

니 역시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후생(後生)들이 향사를 지내고 있다. 공의 성명이 

주산지 제방 바   비석에 실려 있기에 이에 하여 갖추어 기록해 둔다.22)

 

 인용문에 의하면 수창자 명단에 등장하는 임씨들은 모두 안동임씨 청송  

집안 친척들이다. 임지훤을 심으로 지 (枝榮)은 사  동생이고,23) 차명(次

明)은 오  조카이며, 만휘(萬輝)는 집안 손자이다. 더불어 지 은 토목사업을 

장하는 연사의 참 이고, 차명은 물자 수 을 장하던 내자시의 직장이었다. 

직의 품계로 보면 직장은 종7품이고 참 은 종9품으로 차명이 수창자 명단 앞

에 등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친족 계보로 볼 때 지 이 차명보다 연장

자이자 윗 이다. 따라서 비석 명단에서 지 이 먼  기재된 것으로 단된다. 

이 듯 송덕비의 비문을 심으로 볼 때 주산지는 궁궐에서 직을 맡았던 안

동임씨들과 지역 부호인 월성이씨 이진표 그리고 함안조씨 조세만 등이 합심하

여 축조한 것으로 정리된다. 안동임씨와 함안조씨는 임진왜란의 난을 피해 동시

기에 입향(入鄕)하 다. 안동임씨 입향조는 62세(世) 임동(林東)으로 조선 종 

1543년 안동 길안면 산하리(山下里)에서 출생하 다.24)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22) �안동임씨세보(安東林氏世譜)� 하권(1925), 11-13면. “公首倡 月城李公震杓氏 咸安趙公

世萬氏 及從弟枝榮 姪次明 族孫萬輝 不殫勞苦 收集物財 勉力 築主山堤堰. 而玆鄕則

無水源力多 人家所恃生活  但一年農計 而已有是澤 而確免旱災 豈非一障貯水流惠萬人

耶。洞民亦感其惠 世世春秋享祀文 又築新洞堤堰 亦如是 後生被恩享祀之矣. 公之諱啣載

在主山堤堰岩上碑面 故準此而備 焉.”

23) �안동임씨세보�에서 임지 (林枝榮)은 확인되지 않는다. 세보에 락되었거나 이름이 잘

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24) 안동임씨 시조는 신라 20명의 개국공신  한 명인 동군(錦東君) 국자 의(國子大宜)

를 역임한 동방(彤芳)이다. 조(中祖)는 복성군(福成君) 세(世)이고, 분 조(分派祖)는 

고려 공민왕 때 서사인(中書 人) 사성(大司成)을 역임한 박(樸, 55세)이다. 13세까

지 경주에서 세거하다가 14세 (欞) 이후 안동(安東)에서 살게 되었다. 본 (本貫)을 

안동으로 정한 것은 50세 주흥(朱 )이 고려 고종조(高宗朝)에 몽고의 침공을 받아 호골

장군(虎骨 軍)으로 이를 격 하고 강화에서 송도로 돌아와 안동군(安東君)을 작 받

았으며, 52세 세(世)가 충혜왕(忠惠王) 때 기장군(大箕 軍)으로 마 과 싸워 사하

여 충목왕(忠穆王) 2년에 복성군(福城君)  도 서(判圖判書)를 추 받아 향(貫

鄕)을 안동(安東)으로 하게 되었다. 안동임씨 종회 홈페이지(안동임씨.com); 주산지

리 이 사거리 소재 <증가선 부동지 추부사(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갈 임공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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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피해 주산지리 골로 왔다. 이때 함께 들어온 성씨가 김녕김씨와 함안조

씨인데, 덕군 달산면에서 온 김 남(金賢楠) 그리고 동면에서 온 시정(寺

正) 조수도(趙守道)와 함께 주산지리 갈 골과 왕거암 사이의 계곡 애자암(崖紫

巖) 아래 삼성굴(三姓窟)에서 피난했던 것으로 한다. 이를 계기로 임동은 이

(梨田) 마을에 정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유학을 가르쳤고, 선 의 묘역까지 

이 리로 옮겨 세거지(世居地)로 삼았다. 이후 안동임씨 인구가 늘어나고 토지 

소유도 월성이씨에서 안동임씨로 차 바 면서 마을의 세력도 안동임씨 심으

로 변하 다.25) 안동임씨, 함안조씨, 김녕김씨 3성은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학계

(學契)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 으며, 이 계는 1970년 까지 이어졌다.26)

송덕비 후면 마지막에는 주산지의 축조 시기가 새겨져 있다. <표 2> ‘강희오십

구년경자팔월시역신축십월일필역(康熙五十九年庚子八月始役辛丑十月日畢役)’의 

내용으로 보아 주산지 축조공사는 경종(景宗) 즉 년인 1720년 8월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1721년 10월에 마쳤음을 알 수 있다. 체 공사 기간은 15개월이다. 주

산지 축조에 동원된 인력은 ‘□작자육십육명(□作 六十六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66명이다. 이는 단히 정확한 인원수인데, 주산지를 축조한 후 50년이 흐

른 뒤에 건립한 송덕비라는 을 감안한다면 이 게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축조 인력이 지역 내 수리공

동체 구성원 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주산지

의 수원을 함께 공유하고 이용하는 몽리집단이 공동으로 주산지를 축조하 기에 

그런 사정이 반 된 것으로 여겨진다.

(葛田林公遺墟碑)> 참조. 

25) 청송문화원, 앞의 보고서, 28면.

26) 제보자 임득지(林得址, 1939년 출생, 주산지리 거주 안동임씨 15  종손, 주왕산면 주산

지리 자택,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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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석 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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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좌면 비문

끝으로 <그림 3> 비석 좌면에는 주산지의 개축(改築)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표 4>와 같이 새겨져 있다. 비석 좌면 비문은 체 4면 에서 가장 많이 훼손

되어 이제까지 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비석의 좌면은 수지 방향이고 

석의 끝이라 사람들의 근이 어려워 그 내용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

다. 독은 한두 차례 시도되었지만27) 첫 행과 둘째 행의 간 아랫부분이 특히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청송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에 의

해 다시 독이 이루어졌다.28) 독한 비문 내용은 <표 4>와 같다. 구체 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제언은 임지훤이 시작하고 이진표가 축조한 것인데, 세월이 오래됨으로써 쓰러

지고 무 져서 거의 폐지(廢池)상태에 이르 다. 이에 갑진년(甲辰年) 가을, 김희만

27)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2016 �이야기로 만나는 주왕산국립공원 문화자원�, 청송문화원, 

98면; 국립무형유산원, 앞의 책, 229면.

28) 청송문화원, 앞의 보고서,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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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喜萬)이 동네 체의 생리(生利)를 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하여 개축한 

뒤 마을에 양여(讓 )한지라, 비석 좌측에 새겨 길이 표하고자 한다.

계해년(癸亥年) 2월 김호규(金澔奎)는 기록한다. 감사는 임응환(林應煥)과 윤계륜

(尹啓崙)이다.29)

이를 통해 볼 때 주산지는 축조 후 허물어졌다가 갑진년에 김희만이 다시 개

축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갑진년(甲辰年) 가을’이 언제일까 하는 

이다. 축조 시기와 가장 근 한 갑진년은 1724년이다. 만일 갑진년을 1724년으

로 해석한다면 주산지는 축조 후 정확히 3년 뒤에 개축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

와는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다. 송덕비 좌측면의 비문이 나머지 삼면과 비교할 

때 서체가 다르고, 비문 내용에 축조가 이루어진 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폐

지(廢池) 상태가 되었다고 한 을 고려할 때 축조 후 2년 뒤인 1724년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30) 이 주장은 갑진년을 1904년, 계해년을 1923년으로 비정

하 다. 그리고 주산지 송덕비는 2차에 거쳐서 각자(刻字) 과정이 있었던 것으

로 간주하 다.31) 하지만 송덕비를 건립한 후 150년이 지난 뒤에 추기(追記)하

다고 보는 것은 다소 상식에 어 난다.32)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주산지 개축 

연도는 재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산지가 개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이 듯 송덕비는 주산지에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정리하면, 주산

29) 의 보고서, 19-20면.

30) 의 보고서, 20면. 

31) 의 보고서, 22-23면. 비문에 등장하는 4명(김희만, 김호규, 임응환, 윤계륜)의 인물을 

지역 문 과 세보(世譜) 등의 자료를 통해 살핀 결과 2명(김희만, 김호규)에 한 정보

는 찾을 수 없었고, 나머지 2명은 평윤씨 홍남공  32세(世) 윤계륜(1868-1927), 그리고 

�안동임씨세보�에서 73세(世) 종훈(鍾勳, 1858~1928)이 자(字)가 응환(應煥)이므로 임

응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32) 비문의 양식으로 볼 때, 1771년 1차 각자 과정에서 비석의 좌측면을 남겨둔 채 면, 후

면, 우측면 순으로 내용을 새겼을 것이라는 은 설득력이 약하다. 비문은 비석의 4면에 

시계방향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 인데, 만일 후 에 추기 과정이 있었다면 비문의 

마지막 내용인 ‘立石監 林時化’ 부분은 좌측면에 새겨지고, 추기한 내용은 우측면에 새

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므로 2차의 추기 과정이 있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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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조선 후기 1720년(경종 즉 년) 8월에 축조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721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축조의 주체는 지역의 부호 던 이진표와 조세만, 그리고 

임지훤을 비롯한 안동임씨들이다. 특히 지역의 한 성씨가 집단 으로 수리시설 

축조에 참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안동임씨 에는 연사 참 과 내

자시 직장이 포함된 도 특이한데, 주산지 축조를 한 역할 분담이 체계 으

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축조공사에 동원된 인원은 체 66명으

로, 이들은 모두 주산지 몽리집단에 속하는 마을 주민들로 단된다. 주산지는 

축조 후 허물어졌다가 다시 축조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송덕비는 축조 

후 50년이 지난 1771년에 건립되었다. 

3. 역(驛)의 신설과 주산지 축조의 배경

주산지를 가 언제 어떻게 축조하 는가에 해서는 앞서 살폈듯이 송덕비를 

통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은 비문에 나타나지 않는

다. 주산지의 축조 배경을 약간이나마 추측하게 하는 자료는 1721년 주산지가 

축조되기 10년 인 1711년에 이 평(梨田坪) 역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하는 

�청송부읍지(靑松府邑誌)�의 기록이다. 이 평은 이 리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

로 부동면(오늘날의 주왕산면) 소재지이며, 주산지의 몽리구역이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청송읍지는 3종류가 있는데, 18세기 엽에 편찬된 �청송

부읍지�, 1787년 편찬된 �청송부읍지�, 1899년 편찬된 �청송군읍지�가 있다.33) 

이  편찬 시기가 가장 이른 18세기 엽의 읍지에는 이 평역 련 기사가 없

고,34) 1899년 편찬 읍지는 이 평역 련 기사가 있긴 하지만 치만을 기록하

고 있어서 간략하다. 이에 비해 1787년 편찬된 �청송부읍지�에는 청운역(靑雲

驛), 문거역(文居驛), 화목역(和睦驛), 이 평역에 한 기록이 상당히 풍부한 

33)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지리지 종합정보’ 참조. 

34) �청송부읍지(靑松府邑誌)�(18세기 엽 편찬) ‘역원(驛院)’조에서는 문거역(文居驛), 화

목역(和睦驛), 청운역(靑雲驛) 3개 역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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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데, 각 역의 치를 비롯하여 역리(驛吏), 역노(驛奴), 역비(驛婢)의 숫자를 

제시하 다. 특히 이 평역에 해서는 숙종(肅宗) 신묘년(辛卯年, 1711년)에 설

립되었음을 별기하고 있다.35) 련 기록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역명
역마(驛馬)

리(吏) 노(奴) 비(婢)
마(中馬) 복마(卜馬)

청운역 2 5 400 51 49

문거역 2 5 220 66 36

화목역 2 5 135 8 3

이 평역 2 - 202 1 1

<표 5> �청송부읍지(靑松府邑誌)�(1787년 편찬) 역(驛) 상황

<표 5>를 통해 보면, 이 평역은 다른 3개의 역에 비해 작은 규모 다. 역마

(驛馬)의 경우, 다른 역은 마 2필과 복마 5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평역은 

마만 2필이다. 그리고 리(吏)ㆍ노(奴)ㆍ비(婢)를 합친 역호(驛戶)36) 숫자는 

화목역(146호)보다는 많으나, 청운역(500호)과 문거역(322호)보다는 은 204호

이다. 

청송에 치한 이들 4개 역은 모두 안동의 안기도(安奇道)의 속역(屬驛)이었

다. 안기도의 역은 � 남역지(嶺南驛誌)�37)에 의하면 속역이 11개이다. 안기도

의 할 범 는 안동-청송-진보- 해 방면과 의성-의흥 방면의 역로이다. 속역

은 청송의 4개 역을 포함하여 안동의 소역(琴召驛), 운산역(雲山驛), 송제역

35) �청송부읍지(靑松府邑誌)�(1787년경 편찬) ‘역원(驛院)’조, “梨田坪驛---( 략)--肅廟辛

卯設立”.

36) 역호란 역역(驛役)을 담당하는 호구로서 역속(驛屬) 혹은 역민(驛民)이라고도 한다. 역

호로는 역리(驛吏 는 站吏), 역노비, 군(館軍), 일수(日守), 서원(書員) 등이 편성되

었다. 조병로, 2005 �한국근세 역제사연구�, 국학자료원, 119면.

37) 1894년 11월부터 1895년 1월에 걸쳐 경상도 각 역도(驛道)와 목장에서 편찬한 지리지  

사례책을 합철한 것으로 안기도(安奇道)의 경우는 사례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역도

에 비해 기술이 비교  소략한 편이다.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kyujanggak.snu.ac.kr/geo/insp), 지리지 종합정보 ‘ 남역지(嶺南驛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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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蹄驛), 진보의 각산역(角山驛), 양의 양역(寧陽驛), 의성의 철 역(鐵坡

驛), 청로역(靑路驛)이다. � 남역지(嶺南驛誌)�의 ｢안기도사례(安奇道事例)｣는 

안기도 소속 12개 역의 마필(馬匹), (位田), 복호(復戶)를 비롯하여 상납질

(上納秩), 각종 행차 때 지출, 황(官況), 입마(立馬) 비용 등을 기록하 는데, 

각 역의 마필, , 복호 규모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역명
역마

답(①) 진천(②) 복호(③)
역토 체

(①-②+③)상  하

안기역(본역) 2 2 10 70결1부2속 19결7부 146결59부 197결53부2속

소역 1 1 4 43결 17결97부3속 63결11부2속 88결13부99속

청운역 1 1 2 33결72부3속 15결     48부9속 19결20부12속

이 평역 1 7결24부2속 35부 20결60부 27결49부2속

송제역 1 50결72부9속 30결17부 5결4부9속 25결59부18속

화목역 2 39결13부2속 14결 15결45부3속 40결58부5속

문거역 2 31결 2결81부 15결65부 43결84부

각산역 2 43결 6결9부6속 61결90부 98결80부94속

양역 1 1 35결98부3속 8결 19결80부 47결78부3속

운산역 3 1 54결 24결 14결80부6속 44결80부6속

철 역 3 1 70결91부5속 30결9부 24결35부7속 65결17부12속

청로역 1 2 1 78결80부2속 30결 58결26부1속 107결6부3속

<표 6> � 남역지(嶺南驛誌)�의 안기도(安奇道) 상황

<표 5>와 <표 6>을 비교하면 마필의 경우 보유 수가 18세기 말기보다 19세기 

말기에 다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운역은 상마 1필이 늘어나긴 하 으나 

마와 하마는 각 1필로 어 체 으로 축소되었고, 이 평역은 마 1필이 

었다. 화목역과 문거역은 복마 즉 하마가 없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청송부읍

지�와 � 남역지�는 편찬 시기가 100여 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역의 

규모가 반 으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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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역지�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 진천, 복호로 구성되는 역 (驛田)의 

규모이다. 은 마 을 가리키는 것으로 역마를 사육하여 비시키는 입마

(立馬) 상자에게 지 된 토지이다.38) 조선 기에는 공수 (公 田)도 지 되

었는데, 공수 은 역사(驛 )의 수리나 사신지공비(使臣支供費) 등 역 운 에 

필요한 반 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 된 토지 다.39) 공수 과 마  

같은 역의 토지 지 은 �경국 (經國大典�에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제도화되었

으나40) 실제 지 액은 규정 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 된 토지 

에는 수해로 인한 천반포락지(川反浦落地) 혹은 천반복사(川反覆沙)되어 진황

(陳荒田)이 된 경우가 표 인데, <표 6>의 ‘진천(陳川)’은 바로 이를 가리키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지 된 답의 결수는 진천을 감한 것이 

된다. 그리고 복호는 복호결(復戶結)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법의 실시를 후

하여 각 읍의 인리(人吏)나 역리(驛吏), 역졸(驛卒), 군(館軍)에게 지 된 토

지로 공물(貢物)을 면제하고 세(田稅)를 내는 면부출세(免賦出稅)의 토지이

다.41) 간략히 결에 한 부역 즉 동미를 면제한 것이 복호이다.

<표 6>을 통해 볼 때, 보유한 역마의 규모는 이 평역의 경우 마 1필만을 

보유하여 안기도 속역 에서 가장 규모가 작다. 이 평역에 지 된 역토는 

답 7결24부2속, 진천 35부, 그리고 복호 20결60부로 실제 지  토지총액은 27

결49부2속이었다. 이는 11개 속역 에서 청운역, 송제역 다음으로 규모가 작은

데, 청운역과 송제역의 사례는 오류가 있는 듯하다.42) 오류를 바로잡으면 이

38) 마 은 역마의 크기와 숫자에 따라 마는 7결, 마는 5결 50부, 소마는 4결씩 차등 

지 되었으며, 역의 긴요도에 따라 가 되기도 하 다. 조병로, 앞의 책, 373면.

39) 공수 은 로(大路) 20결(結), 로(中路) 15결, 소로( 路) 5결씩이 지 되는 것이 원

칙이었다. 의 책, 367면.

40) �경국 � 권2, 호 (戶典) 제 (諸田)에 역의 토지지  규정이 있다. 의 책, 366면에

서 재인용.

41) �속 (續大典)� 권2, 호 (戶典) 요부(徭賦)에 규정이 있다. 의 책, 341-342ㆍ385- 

387면 재인용.

42) 청운역과 송제역의 복호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안기역지�(1870)와 비교할 때 

청운역과 송제역을 제외한 안기도 소속 다른 역들의 복호는 � 남역지� ｢안기도사례｣와 

동일하다. 그런 에서 볼 때 청운역의 복호는 ‘45결48부9속’을 ‘48부9속’으로, 송제역은 

‘15결4부9속’을 ‘5결4부9속’으로 잘못 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운역의 역 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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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역은 속역 에서 역토 규모와 마필수가 가장 은 역이다. 

이 평역의 역사를 조  더 상세하게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는 1871년에 작성

된 ｢안기역지(安奇驛誌)｣이다. 이 역지는 앞서 언 한 � 남역지�와 달리 � 남

읍지(嶺南邑誌)�43)에 합철(合綴)된 것이다. ｢안기역지｣에는 12개 속역에 한 

규모와 치 등을 비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이 평역의 역사에 

해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첨가되어있다. 

(이 평역 치는) 청송부 동쪽 30리 주아산(注兒山, 오늘날의 주왕산을 가리킴) 

아래이다. 에는 각산역(角山驛, 진보에 치)에 합쳐있었는데, 강희(康熙) 30년

(1691, 숙종 17) 신미(辛未)년에 이 평 사람들이 조정에 을 올려 따로 설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름을 이 평역이라 부르게 되었다.44) * 호 안 설명은 필자 추가

이에 의하면 1721년 주산지가 축조되기 10년 인 1711년 이 평역이 신설되

었고, 그 20년 인 1691년에 지역주민들이 자발 으로 나서서 역의 설치를 상

언(上 )하 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기존의 역로체계는 이 평 지역이 각산

역에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 평 지역민들이 각산역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한 결

과 그 요구가 20년 후에 실 된 것이다. 기존의 각산역에서 분리하여 신설한 것

인 만큼 이 평역의 규모는 작아 안기역도에서 가장 소규모 으며, 신설 후 160

년이 흐른 1870년에는 더욱 축소되어 보유 마필수는 등마 1필, 마 답은 5

결57부에 그치게 되었다. ｢안기역지｣의 안기도 소속 역들의 역호, 마필, 역  등

의 상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지총량은 63결20부12속, 송제역은 ‘35결59부18속’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43) 1871년(고종 3) 국 인 읍지 편찬사업으로 상송된 경상도의 읍지(邑誌), 역지(驛誌), 

목장지(牧場誌), 진지(鎭誌) 등을 합철한 경상도도지(慶尙道道誌)이다. 서울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홈페이지 지리지 종합정보 남읍지 참조(http://kyujanggak.snu.ac.kr/geo/).

44) ｢안기역지(安奇驛誌)｣ 이 평역(梨田坪驛) “靑松府東三十里 許注兒山之下 古合於角山驛 

而康熙三十年辛未梨田坪人 上 各設因號梨田坪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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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인정

(人丁)

노

(奴)

비

(婢)

일수

(日守)

마필

(馬匹)

마

(馬位)

복호

(復戶)

입거목

(入居木)

안기역 1,163 32 7 7 3등마 14필 60결 146결 22필26척7

소역 202 18 - 3 3등마 8필 25결2부7속 63결11부2속 20필26척7

송제역 195 12 - 2 등마 7필 12결83부 15결4부9속 9필13척3 4분

운산역 152 12 - 7 등마 10필 30결 14결8부6속 8필

철 역 178 15 - 8 3등마 10필 14결91부 24결35부7속 8필

청로역 283 39 5 2 3등마 11필 35결 58결26부1속 20필

청운역 617 17 1 1 3등마 6필 16결 45결48부9속 10필26척7

문거역 203 21 - 2 등마 6필 28결19부 15결65부 8필

화목역 181 3 - 1 등마 6필 27결 15결15부3속 7필13척3

각산역 318 25 - 1 등마 8필 36결30부4속 61결90부 7필13척3

양역 197 24 8 2 등마 6필 24결 19결80부 6필26척7

이 평역 230 - - 2 등마 1필 5결57부 20결 7필30척3 2분

<표 7> ｢안기역지(安奇驛誌)｣의 안기도(安奇道) 상황

｢안기역지｣의 내용은 1870년의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마 의 경우 보

유 마필에 따라 지  토지 결수(結數)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이 규정

에 미치지 못하 는데, 이 평역의 경우는 외 으로 규정 로 따른 것으로 보

인다. 등마 1필의 경우 5결50부의 마 을 지 하는 것이 규정인데 5결57부

이다. 복호는 지역에 따라 지 액이 달랐지만 이 평역의 인정(人丁)이 230명인 

을 감안하면 20결이라는 복호는 은 편이다. 

마 은 역 근처의 토지를 지 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마호가 자경하

다. 하지만 반드시 그 지 못할 경우도 있어 마 을 바꿔주도록 요청하는 사

례도 많았고, 마호가 소작제 방식으로 경 한 경우도 많았다.45) 이 평역의 마

 역시 이 평역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마 이 주산지의 몽리답

에 속했을 것으로 단된다. 

45) 조병로, 앞의 책,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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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송군지(靑松郡誌)�(소화 12, 1937)에 의하면 이 평역의 역호는 임

(林)씨와 조(趙)씨가 담당하 다고 한다. 따라서 갑오개 으로 역참제(驛站制)

가 폐지될 때까지 이들 성씨가 이 평의 주요 역호 던 것을 알 수 있다.46) 여

기서 임씨는 주산지리의 주요 성씨인 안동임씨 임동(林東)의 후손이며, 조씨는 

임동과 함께 이 마을에 입향한 함안조씨 조수도(趙守道)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주산지는 이 평역의 신설과 함께 축조과정에서부터 곧 안동임씨들이 

역의 운 과 련하여 이용하 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그

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 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역도(驛道)와 역로(驛路)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국 으로 편성된 역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47) 그런 

에서 이 평역의 신설은 다소 특별한 다. 특히 지역민들이 자발 으로 역의 

신설을 요청하 다는 사실은 역제사(驛制史)에서 찾아보기 드문 사례이다. 이

평역은 청송의 청운역과 해의 덕남역(盈德南驛) 간에 치한다. 이 평역

에서 청운역까지는 40리, 이 평역에서 덕남역까지도 같이 40리이다. 이 평

역이 신설되기 에는 80리의 청송과 덕을 오갈 때 역이 없어서 불편이 따랐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에서 역간 거리 특히 험난한 태백산맥을 넘어야 하는 

역로 조건이 역의 신설을 요구한 요한 이유 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고 조

선 후기 덕지역은 해가 심지로 내륙의 안동지역과 물자 교류와 인구이동

이 확 되어 역의 신설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지역은 소( )안동으로 

불리면서 안동지역과 인  물  소통이 활발하 고,48) 보부상들에 의해 청송사

46) 각 역마다 특정 주요 성씨가 역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평역은 임조이성

(林趙二姓), 청원역은 황김윤○강오성(黃金尹○姜五姓), 화목역은 김성(金姓), 각산역은 

조박김삼성(趙朴金三姓)이었다. 청송군지편찬 원회, 1937 �청송군지(靑松郡誌)� 역원

(驛院)조.

47) 세종  국 44역도 537역, �경국 �(성종 15, 1484) 편찬시기 42역도 540역, � 회

통(大典 通)�(고종 2, 1865) 편찬시기 40역도 543역으로 국 역수의 변화는 크게 없었

다. 신 경기도와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 역의 이설(移設), 복설(復設), 합설(合設) 등

의 변화가 많았다. 조병로, 앞의 책, 62-64면; 배기헌, 1992 ｢조선후기 역 에 하여: 역

의 내부구조  성격 변화와 련하여｣ � 구사학� 43, 57면.

48) 해는 조선 태종 때 도호부가 되었으며, 조선 기에 양ㆍ청기의 두 속 을 거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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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농산물 그리고 소 을 비롯한 어물 등의 이동이 활발하 다. 그런 에서

이 평역은 역로와 상업로가 일치하는 이 이 있기도 하 으며,49) 역이 갖는 본

래 기능과 더불어 물류 이동  교류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축척 1:50,000 지도를 통해 보면, 청운역과 이 평역 

사이의 도로는 주산천을 따라 남쪽으로 난 것과 북쪽 주왕산 방면으로 통하는 2

갈래의 연로(聯路)(<그림 4> ①, ②)가 있었다.50) 그리고 이 평역과 덕남역 

사이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북쪽의 주산지를 지나 주산령(主山嶺)을 넘어 

덕군 달산면 산리로 통하는 고갯길(<그림 4> ③)과 남쪽의 피나무재(柀木

峴)를 넘어 주왕산면 내룡리와 항리를 거쳐 덕군 달산면 옥계리로 통하는 고

갯길(<그림 4> ④)이 있다. 이  자(③)는 신작로가 개통되기 까지 가장 주

요한 교통로이자 역로 다. 그래서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 길은 덕의 해

산물과 청송의 농산물을 물물교환하던 옛길로 고개 턱 별바  근처에는 개설

된 장터가 있었고51) 주막이 주산지 못둑과 별바  아래 있어서 걸어 다니는 사

람에게뿐만 아니라 소에게도 먹이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52) 

북으로 강릉ㆍ삼척ㆍ울진 지방, 남으로 일ㆍ경주 지방, 서쪽으로 청송ㆍ안동 지방과 연

결되어 사족(士族)들 간에 왕래가 잦았다. 이들은 서로 인척 계를 맺어 고기ㆍ소 과 

같은 해산물을 내륙의 안동권에 공 해 주는 도 많았다. 이 듯 해 지방은 도처에 

사족의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소안동( 安東)’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1675년(숙종 

1) 속  양(英陽)이 분리되어 독립함에 따라 약간의 역 축소가 있었으나 해는 고

려와 조선시 를 통해 동해안의 군사ㆍ행정의 심지 다.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민족

문화 백과사 � ‘ 덕군’ 참조(https://100.daum.net/encyclopedia/).

49) 이 역의 장시는 소화12년(1937) 편찬된 �청송군지�에 의하면 일제강 기 이 까지 개

설되었다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 후기 역 과 장시의 계는 하지만 역로

와 상업로가 일치한 는 많지 않다. 역 에 장시가 형성된 경우는 체 역 의 14.3%이

고. 체 장시의 7.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에서 장시가 함께 열렸던 이 평역은 지

리  사회경제 으로 독특한 배경과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배기헌, 앞의 논문, 

126면 참조. 

50) 도로의 종류를 1등도로(一等道路), 2등도로(二等道路), 달로(達路), 연로(聯路), 간로(間

路), 소로( 路)로 구분하고 있다. 朝鮮總督府, 大正7 �朝鮮五万分一地形圖� ‘靑松’ 참조.

51) 청송문화원, 앞의 보고서, 46면.

52) 의 보고서,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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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그림 4> 이 역 주변 도로 상황

4. 주산지 리  운 의 특징

이 평역은 안동에서 청송을 거쳐 태백산맥 머 덕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 다. 이 평역은 덕남역과 연결되어 안동과 청송 그리고 해를 연결하

으며, 이 길은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동해안을 잇는 역로이자 상업로 역할을 

하 다. 주산지는 바로 이 노변에 치하 는데, 주산지가 축조되기 이 부터 지

역주민들은 이곳이 제방 축조의 최 지임을 익히 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산곡의 형세는 그릇처럼 우묵하여 물을 모으기가 좋고, 산곡 바깥 아래에

는 개천을 따라 넓은 들(이 평)이 있어서 개에 유리하며, 이 평역에서 가까

운 거리에 치할 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노변에 치하여 리의 

용이성이 크다는 장 이 있다. 

주산지는 해발 365m 고지에 축조된 산곡형 수지이다. 산곡 수지 에서

도 보기 드물게 아주 높은 고지에 치한다.53) �청송부읍지�에서는 주산지의 규

53) 간략히 제천 의림지가 해발 320m에 치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주산지는 산곡형 에

서도 고산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의림지의 지리  조건에 해서는 김재호, 2013 ｢제

천 의림지(義林池)의 수리사 (水利史的) 특징과 의의｣ �민속학연구� 32, 65-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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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둘  1,180척, 수심 8척이라고 하 다. 오늘날 주산지의 규모는 동서 방향

의 길이 280m, 남북 방향의 비 90m, 제방 길이 70m, 수심 8m 정도로 몽리면

은 13.7ha(약 200마지기)에 달한다.54) 주산지의 수원은 주산령(해발 620m) 

꼭 기에 있는 별바 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주산지 주변은 서쪽을 제외한 3면

이 700m 이상의 높은 산들로 에워싸여 계곡 곳곳에서 물이 흘러들어 수원이 매

우 풍부하다. 이를 지질학 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산지는 뜨거운 용

암이 엉겨 붙어 만들어진 응회암이 심층을 이루고, 그 에 비응결 응회암과 퇴

암이 쌓여 체 으로 큰 그릇과 같은 지형 구조를 형성하여 물을 장하기에 

좋다.’고 한다.55) 지형을 단순히 외 으로 살피더라도 제내(堤內)는 넓고, 제

방이 치한 곳은 계곡의 폭이 특히 좁아 제방을 쌓았을 때 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송덕비
보①

홈통②

개시작③

못들④

동제당ⓐ

동제당ⓑ

서낭들⑤

갯들⑥

모정

<그림 5>  주산지와 몽리답 주변

5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청송 주산지 일원 (靑松 注山

池 一圓)' 참조. 오늘날의 몽리면 은 경지정리사업과 하천주변정리사업 등으로 확 된 

상태이다.

55) 주산지 지 안내문 참조.



청송 주산지(注山池)의 역사와 수리(水利)공동체ㆍ441

주산지는 산간 고지에 있는 수지라서 농업용수 공 체계 한 독특하다. 

부분의 수지는 제외(堤外)에 설치된 수로와 연결되어 몽리답에 바로 물을 공

하는 구조이지만 주산지는 1차 물을 방류하여 계곡을 흐르다가 다시 그 물을 

작은 보(洑)를 통해 집수(集水)하여 농업용수로 환하는 방식이다. 바 가 많

은 계곡의 지형 조건상 수지 바로 아래에 개를 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보막이 설치가 한층 쉬운 계곡 아래에 개용 보를 축조하 다. 그래서 수지

에서 1차 방류한 물은 600m 정도의 계곡을 흘러내려 해발 325m의 보(<그림 5> 

①번)에 도착한다. 표고차 40m 정도를 산간 계곡의 자연 수로를 통해 흘러내리

는 구조이다. 그런 다음 보를 통해 실질 인 개수로 환한다. 보 남쪽 끝 산

기슭에는 오늘날 권양기(捲楊機, winch)가 설치된 시멘트 수문이 있어서 이를 

통해 계곡수가 도랑으로 진입한다. 도랑은 산기슭을 따라 낸 곳도 있고, 홈

통을 이용해 계곡을 건 가기도 한다. 홈통을 통해 계곡을 건 는 경우 물은 

<그림 5>에서 ①-②-④순서로 흐른다. 다른 흐름은 보에서 400m 정도 흐른 후

에 논으로 개되는 방식이다. <그림 5>에서 ①-②-③-⑤-⑥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다. 이 평(梨田坪)이라 불리는 체 몽리답은 해발 300-310m 치에 분포한

다. 들은 높은 곳에서부터 ‘못들’(④), ‘서낭들’(⑤), ‘갯들’(⑥) 등으로 계단을 이

루면서 나 어진다. ‘못들’은 으로 주산지 못물을 수원으로 하여 붙여진 명칭

이고, ‘서낭들’은 상이 (上梨田) 마을의 동제당이56) 있는 곳이라 그 게 불린다. 

수지 못지않게 보 한 지리  조건을 잘 고려하여 축조되었다. 보동(洑垌)

의 치는 계곡 폭이 특별히 좁고, 물의 낙차가 크며,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이

다. 보를 막기 에는 작은 폭포 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 에다 돌과 시멘트를 

이용해 보를 막았다. 에는 나무 보살(木柵)을 세우고 돌과 흙으로 쌓아 막

은 흙보 으며, 경지정리사업 때 재의 시멘트보로 개축하 다.57) 보동 밖의 

56) <그림 5>의 주산지 입구에 치한 동제당ⓑ를 가리킨다. 상이  마을에서 주 하는 이 

동제당은 주산천과 주산지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합수하는 지  근처에 있으며, 느

티나무와 말채나무 그리고 굴참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함석으로 지은 1칸 크기의 

당집이 있다. 당집 안 제단에는 40cm 높이의 입석이 모셔져 있다. 음력 정월 보름에 

당제를 모시는데, 최근에는 사찰에 의뢰하여 신한다. 최재웅ㆍ김동엽ㆍ이상 , 앞의 논

문,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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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낙차는 략 3m 정도 된다. 보가 치한 곳은 낙차가 큰 만큼 물은 원

거리까지 보낼 수 있고, 보동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수해의 험이 거의 없으며, 

계곡은 좁아 집수(集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들은 철 주산지를 개통하기 에 ‘주산지제(注山池祭)’와 ‘주산지 못역

사(役事)’를 거행한다. ‘주산지제’는 주산지를 축조한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로

서 물의 사용을 알리는 고유제이자 통수식(通水式)이고, ‘주산지 못역사’(못맥

이)는 주산지의 정상 인 상태를 유지하기 한 보수작업이다. 이들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데,58) 3월 삼짇날 무렵 못자리 을 비하기 며칠 에 행한다. 먼  

‘주산지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이장이 삼짇날 무렵에 제일(祭日)을 정하면 주산지리의 10개 반(班)  

한 반이 제사의 유사 역할을 한다. ‘주산지제’를 비하는 반을 ‘유사(有司)반’이

라고 지칭한다. 이 ‘유사반’은 10개 반(班)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는다. ‘유사반’

은 에는 제비(祭費)를 부담하여 제물 비를 하 으나 지 은 마을 기 을 

이용해 제사 비만 한다. ‘주산지제’는 동뜨기 에 지내며, 제 으로 면장을 비

롯한 마을 유지들이 참석한다.59)  

‘주산지제’는 송덕비( 德碑) 앞에서 지낸다.60) 제를 지낼 때는 동제와 흡사하

게 송덕비 주변에 을 치고(<그림 6> 좌측), 산신제를 간략히 올린 후 본제

57) 이 리의 경지정리사업은 1997년 가을에 시작하여 1998년 까지 시행한 것으로 조그마

한 논뙈기를 1,000평 단 로 정리하 다. 작업은 추수 후 시작하여 모내기 에 마쳐서 

농사에는 지장이 없었다. 제보자 임성도(남, 1952년생,  이장, 주산지 휴게소, 

2021.12.21.).

58) ‘주산지제’와 ‘못 역사’는 재는 에만 거행하지만 10여 년 까지만 하더라도 가을로 

일 년에 두 차례 행하 다. 그래서 행사를 달리 춘추향(春秋享)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임지훤의 족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앞의 제보자 임성도 제보. 

59) 제보자 임희성(남, 1963년생, 2019년까지 마을 이장 역임, 주산지리 단 농  회의실, 

2019.08.30.). 

60) 2019년에는 4월 13일(음력 3월 9일)에 지냈으며, 군수도 제 으로 참석하 다. 2020년에

는 4월 9일(음력 3월 17일)에 행하 다. 이때는 코로나(Covid-19)로 인해 동네 유지 몇 

명만 참여하여 간소하게 지냈다. 2019년에는 ‘명승 제105호 주산지, 통문화 보존과 계

승을 한 2019년 주산지 풍년 기원제’ 형식으로 거행되어 청송군수를 비롯한 참석 제

이 10여 명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송덕비 아래 공간이 비좁아서 제단을 별도로 공터에 

차렸으며, 주산지 휴게소에서 2일간 인 면민 동행사를 다양하게 펼쳤다. 



청송 주산지(注山池)의 역사와 수리(水利)공동체ㆍ443

를 거행한다. 제물은 <그림 6> 우측 사진에서 보듯이, 돼지머리, 시루떡, 생선, 

삼실과( 추, 밤, 곳감, 사과, 배), 포, 메, 갱, 탕 등이다. 이  특이한 은 메

를 양푼과 같은 큰 그릇에 올리고 숟가락을 8개 꽂는 것이다. 그리고 헌작 역시 

8잔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다. 제의 맥락상 제 (祭位)가 8 인 것이다. 하지

만 이들 8 의 정체에 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주산지 축조 때 죽은 8명의 동

민을 로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주산지 축조에 공로가 특별히 큰 8명(이진표, 

임지훤, 임지 , 임차만, 임만휘, 조세만 외 이진표의 두 아들 석 과 석 )을 기

린다는 설도 있다.61) 에는 ‘마뜩은(깨끗한) 집’ 9가구를 정해 각각 제물(메

와 제주)을 따로 마련하여 산신단과 8 에게 각각 올렸다고도 한다. 그러다가 

간소화 차원에서 합하기로 하여 메는 큰 그릇에 한 그릇만 올리고 수 를 8개 

꽂는 것으로 바 었으며, 제물도 지 은 동네 기 으로 일  비하는 것으로 

바 었다.62) 

<그림 6> 주산지제

    

‘주산지제’는 동이 트기 에 마친다. 그 후 주민들은 반별로 나 어 할당된 

61) 청송문화원, 앞의 보고서, 15-16면.

62) 앞의 제보자 임성도; 의 책,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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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주변 지역을 정비한다. 이것이 ‘주산지 못역사’이다. 이때 주요 계곡을 

심으로 정비하여 주산지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물이 많이 흘러드

는 계곡은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산태(山汰)를 방지하고 나뭇가지나 토사 등이 

못 안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한다. 그 지 않으면 수지 바닥이 빨리 메워져

서 수량이 히 떨어지게 된다. 에는 ‘주산지 못역사’가 있는 날에는 주

민들은 도석과 잔디 등을 지게에 지고 와서 못 둑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작업

도 하 다.63) 도석이란 수지의 물결 즉 도에 의해 못 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못 둑 안쪽으로 까는 돌을 일컫는다. 못 안에서 이는 작은 도

이지만 둑이 침식되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산지 못역사’에는 몽리답의 유무에 상 없이 1가구당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64) 만일 참석하지 않으면 벌 을 무는 것이 례 다. 벌 을 일컬어서 

‘궐(闕) 문다’라고 한다. 이때의 ‘궐’은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에 한 벌칙에 해당한다. 특히 몽리답이 있는 경우는 두수(斗數) 즉 

두락수(斗落數)를 따져 참여 인원을 배정하 다. 몽리답이 클수록 개량도 많

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궐을 물리지 않고 참석 의무도 느슨해진 상태이

다.65) 재 주산지리 거주 체 가구 수는 180여 가구인데, 이  90여 가구 정

도가 참석한다. 이 게 볼 때 ‘못역사’는 수리시설의 유지ㆍ 리를 한 수리공

동체 구성원들의 책무인 부역(賦役)의 다른 표 이다.66) 주산지리는 안동임씨 

집성 으로 안동임씨들이 주산지의 몽리집단이자 운 리의 주체들이다.67)

63) 의 제보자 제보.

64) 일반 인 수리계의 경우 물을 사용하는 수리계 계원만 참여하는 것이 통  례이지

만, 주산지의 경우는 주산지에서 흘러가는 물을 주민 모두가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

사를 짓는 농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와 상 없는 주민까지도 참여한다. 의 제

보자 제보.

65) 수지의 둑과 여수구는 물론이고 보와 도랑 등이 모두 시멘트로 재축조되어 특별한 

부역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주왕산국립공원 리사무소에서 수지 리를 해주기 때문

이다.

66) 김택규, 1991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남 출 부, 417-419면.

67) 주왕산면의 면소재지인 주산지리(옛 이 리)의 성씨 황은 100여 가구  반 이상이 

안동임씨이다. 일제강 기인 1930년 에는 안동임씨가 98가구 으며, 1990년 에는 총 

190가구  안동임씨가 117호, 김해김씨 21호, 평윤씨 18호, 평해황씨 16호, 기타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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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와 역사를 마치고 난 후 주민들은 함께 식사한다. 이는 일종의 음복(飮

福) 행사이다. 따라서 이 날은 거의 축제에 버 가며 먹고 마시고 논다. 농경세

시(農耕歲時)의 에서 볼 때 ‘주산지제’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바로 에 

행하는 농경의례로서 주산지를 축조한 선조들에게 사용의 시작을 알리고 무탈하

기를 비는 일종의 고축(告祝) 의례이다. 그리고 ‘주산지 못역사’는 한 해 동안 

수리시설을 사용하기 한 실질 인 검과정이자 비과정이다. 이 행사는 못

자리 을 설치하기 1주일  즈음에 통 으로 행하 는데, 행사 후 1주일 이

내에 ‘첫물빼기’ 즉 첫 통수(通水)가 이루어진다. 농사력(農事曆)으로 본다면, 이

때가 바로 실질 인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못자리를 비하는 시기이며, 못자

리 비에 필요한 첫 번째 물을 공 하기 한 행사이다.68) 즉, 주산지를 심

으로 한 수리(水利)공동체에서 한 해 첫 물을 배수하기 에 행하는 기원이자 

비과정이 바로 ‘주산지제’와 ‘못역사’이다. 

오늘날 주산지는 기계  장치인 핸들 조작을 통해 배수량을 조 한다. 이런 

장치가 갖추어지기 에는 수 에 설치된 ‘못종’을 사람이 들어가서 직  여닫아

야만 했다. 통 인 배수방식은 수지 둑 아래에 수굴을 설치하고, 이 수굴에 

수통을 연결하여 ‘못종’을 통해 배수량을 조 하는 구조 다.69) ‘못종’은 밸 의 

일종으로 수통에는 수 에 따라 여러 개의 ‘못종’을 설치하여 수지의 수 를 

조 하 다. 일반 으로 수면에 가까운 ‘못종’부터 차례차례 제거함으로써 수

지의 상층수부터 배수하는 것이 일반 인데, 가뭄이 심할 경우는 수  깊은 곳

에 있는 ‘못종’까지 한꺼번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람이 잠수하여 작

다. 그런 에서 주왕산면 주산지리는 조선 후기에 안동임씨 집성 이었음이 분명하다. 

청송문화원, 앞의 보고서, 28면. 

68) 통 으로 못자리는 양력 4월 순에 설치하고 모내기는 5월 20경에 주로 시작한다. 하

지만 최근에는 육묘장에서 모를 구입하여 모내기를 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농가에서 못자

리를 자가 설치하는 는 거의 없다. 따라서 주산지의 첫 개통일이 에는 못자리 시

기에 맞춰서 정해졌으나 오늘날에는 모내기에 맞추어 5월 17일 즈음으로 미 졌다.

69) 못종 장치가 구비된 배수시설에 한 구조에 해서는 권 , 2019 ｢농업용 못의 배수체

계에 한 농민지식의 통과 변화: 경북 의성군 성산 일 를 심으로｣ �민속연구� 39, 

20면 참조. 다만 수굴과 수통 그리고 못종 등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제내(堤內)와 제외(堤外)를 연결하는 수굴을 수통의 일부로 보아 통칭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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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해야 하는데, 순간 많은 수량이 수통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몸이 

함께 빨려 들어갈 수 있어 매우 험하 다. 그래서 ‘못종’을 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개 ‘못종’을 빼러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가 만일의 사태를 비하 다.70) 

주산지의 배수를 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마을 이장이다. 주산지는 부

터 수리계 조직 없이 이장을 심으로 리해왔다.71) 그리고 주산지 물을 사용

하는 사람들은 구도 수세(水稅)를 내지 않았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

기 어려운 수리시설의 운 리 방식으로 역이 있었던 마을의 역사와 맞닿아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산지의 몽리지역은 오늘날 사과밭으로 바  곳도 단히 

많다. 벼에서 사과로 재배작물이 변화되었으나 주산지 물을 운 리하는 방식

은 변함이 없다. 사과 농사를 짓는 과수원도 오늘날 여 히 수세 부담이 없다. 

주민들은 주산지를 독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주산지의 물이 없으면 농사

를 지을 수 없으므로 집안의 독만큼이나 귀하다는 뜻이다. 그런 주산지 덕분

에 마을은 ‘참나무 장작에 이밥 먹고 사는 동네’로 불린다.72) 인근 마을에서는 

수리시설이 없어서 이밥 즉 밥을 먹기 어려운 것에 비해, 주산지 마을은 비록 

산골이지만 주산지 못물을 이용해서는 벼농사를 지어 이밥을 먹고 사는 제법 잘 

사는 동네가 된 데서 비롯된 향언이다. 

이 듯 주산지는 수리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형성의 토 가 되었

다. 특히 수리계 같은 조직도 없이 공동 리하면서 구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른 지역의 수리시설에서는 보기 어려운 으로 수리사 으로 주목할만

하다. 이 밖에도 정월 보름의 동제 행사에는 ‘마당제(馬 祭)’라고 하는 독특한 

의례가 있다. 마당제는 통 으로 역이 있던 마을에서 주로 섬기던 공동체 의

례  하나이다. 동제당73) 당사( )에는 본당(本 )과 사청(典祀廳)이 있는

70) 재의 주산지 배수조  방식은 기계  시스템으로, 심층수를 배수할 수 있는 것과 간 

수 의 물을 배수될 수 있게 한 2종류가 갖추어져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71) ‘못역사’가 필요할 때는 ‘소사’(이장을 보조하는 직책)가 조용한 녁에 뒷산에 올라가 육

성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고지하곤 하 다. 앞의 제보자 임성도 제보.

72) 의 제보자 제보.

73) <그림 5>의 동제당ⓐ가 이 리 주민들이 부터 모셔오던 동제당이다. 동제당은 본당 

1칸과 부속채인 사청 2칸이 있으며, 주 에 말채나무와 왕버드나무가 숲을 이룬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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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오늘날도 본당에 제를 올린 다음 사청의 마당에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술을 올린다고 한다.74) 이는 모두 주산지의 축조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요구로 역이 신설된 이후 안동임씨 심으로 주산지를 축조하고 

리하 던 동성마을의 통과 연 된 것으로 단된다.

5. 맺음말

 

청송 주산지는 조선 후기에 축조된 산곡형 농업수리 시설로 오늘날 보기 드문 

수리(水利)공동체 문화의 통성이 확인된다. 이제까지 주산지는 경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축조과정과 리  이용방식 등을 

살펴볼 때 역의 설립과 하게 련되어 수리사 (水利史的)으로 매우 의미 

있는 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밝 진 몇 가지 요한 사실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덕비를 통해 밝 진 주산지 축조에 한 역사이다. ‘이공제언성공송덕

비(李公堤堰成功 德碑)’라고 새겨진 비석은 주산지의 축조과정을 상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지역의 유지들과 안동임씨들이 주축이 되어 역할을 분담해가면

서 수지 축조에 극 으로 참여하 음을 알 수 있다. 수지의 축조 시기

(1721년)와 송덕비의 건립 시기(1771년)는 5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주요 인물 명

단에는 그들의 후손들도 포함되어있으며, 개축 과정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 

지역 농업사 연구의 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 지역의 안동임씨들이 주산지 축조의 주체로 나선 배경이다. 이는 읍지

(邑誌)와 역지(驛誌) 등을 통해 확인되는데, 1691년(숙종 17)에 지역민들이 역

의 신설을 임 에게 상언(上 )하여, 1711년(숙종 37)에 이 평역이 신설되며, 

역의 운 과 련하여 역토의 경 을 해 주산지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

사는 정월 보름 자정에 지내며 풍물굿이 동반된다. 제를 마치면 징을 쳐서 마을 주민들

에게 알리는 특징이 있다. 의 제보자 제보.

74) 의 제보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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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주산지의 몽리면 은 이 평역의 마  규모와 흡사하여 이러한 가

설을 뒷받침해 다.75) 그리고 이 평역은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안동지역과 

덕지역을 연결하는 요한 길목이 되었다.

셋째, 지 조사 결과 오늘날까지 주산지를 심으로 한 지역의 통 수리공

동체 문화가 살아 승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부분의 수리시설 리를 한국농

어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면서 수리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던 통

방식의 의례들은 오늘날 부분 단 되거나 약화되었다. 하지만 주산지의 경우 

공동체 심의 의례와 역사(役事) 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소 한 통문화이다. 더불어 부터 수세를 받지 않고 수자원을 공유

하고, 답 소유와 상 없이 주산지 역사에  주민이 참여하며, 별도의 수리계

(水利契) 조직의 결성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리시설을 리하고, 동제에 마

당제가 설행되고 있는  등은 역의 설립에서부터 비롯된 지역의 고유한 통문

화로 단된다. 

이제까지 수리사 연구의 은 지배계층 혹은 사족 심의 지역연구에 집

되었다. 양반으로 표되는 지역 지배계층이 핵심 주체가 되어 수리시설을 축조 

리하 으며 이를 통해 농업경 의 확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 주

된 연구 경향이었다. 하지만 청송 주산지는 이런 흐름과 다소 맥락을 달리한다. 

양반으로 표되는 지배계층이 아니라 역의 운 을 해 역민들이 역토를 경

하면서 농업수리의 핵심 주체가 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서론에서 언 하 듯

이 역토를 심으로 한 경   수리 문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조선 시

기 국 으로 수많은 역토가 존재했지만 련한 연구는 미답의 상태이다. 향후 

수리문화 연구가 한층 넓게 확장되길 기 하며 후속 연구를 약속한다.

주제어 :  주산지(注山池), 역(驛), 역토(驛土), 역민(驛民), 수리시설, 수리

(水利)공동체

투고일(2022. 1 20),  심사시작일(2022. 2. 7),  심사완료일(2022. 2. 21)

75) 주산지 몽리답 규모는 13.7ha로 이는 41,442.5평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두락(斗落)으로 환

산하면 207두락이 된다. 통사회에서 3등  1결의 토지는 29두락으로 207두락은 7.4결에 

해당한다. 이는 <표 6>에 제시된 이 평의 답 규모인 7결24부2속과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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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y and Irrigation Community of Cheongsong Jusanji *

76)

Jaeho Kim**

Cheongsong Jusanji is an irrigation facility and has a special history and tradition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a station. So far Jusanji has been widely known for its 

outstanding scenic view.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method, however, confirm that it i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in the history of 

irrigation facilities.

The history of the construction process of Jusanji can be seen through the monument 

which is at the entrance of it. This monument is called ‘Lee Gong Je Eon Seong Gong 

Song Deok Bi(李公堤堰成功 德碑)’.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Jusanji was 

constructed in August 1720 and completed in October of the following year. It was built 

mainly by Lee Jin-pyo, one of the community leaders, the Andong-Im clan led by Im 

Ji-hwon, and Cho Se-man, etc. It was demolished at some point after the construction 

and went through a process of reconstruction.

According to Eupji(邑誌) and Yeokji(驛誌), etc, the local people suggested to the 

k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station in the region in 1691 and the Ijeonpyeong 

Station was established in 1711. Ijeonpyeong Station was an important post connecting 

the inland area of Andong and the east coast of Yeongdeok across the Taebaek 

Mountains. Jusanji was built for the management of the station land.

The irrigation community’s culture is well transmitted in today's Jusanji-ri where 

Ijeonpyeong(or Ijeon) Station was located. Local residents have annually held rituals in 

front of the monument and have conducted seasonal obligatory labor for the irrigation 

facilities which are agricultural rites and a water ceremony in the modern sen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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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s are a unique traditional culture of the region: a)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shared the water resources of Jusanji without receiving any water tax, b) all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regardless of the ownership of the field, and c) 

the village managed the irrigation facilities without the formation of a separate 

irrigational organization.

The Cheongsong Jusanji has a significant academic value in the irrigation history 

study in that the station workers played a key role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rrigation facility and the station land. So far, the study of irrigation 

history has focused on the ruling class or the local Confucian intellectuals because many 

of the cases were conducted by them. However, in case of Cheongsong Jusanji, the key 

actors were station workers instead of Confucian intellectuals.

Key Words : Cheongsong Jusanji, station, station land, station worker, irrigation 

facility, irrigation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