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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춘천은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험준한 협곡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부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앙 정계에의 복귀를 염두에 둔 유배나 은둔의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뛰어난 산수자연의 경관은 역대의 수많은 은둔자적, 유배자적

심경의 여행객들이 춘천을 찾아와 그들의 문학 작품을 남기게 했다. 이 글에서는 춘

천 근교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고려 중기 이자현의 청평사 은둔

과 조선 후기 김수증의 곡운구곡 은둔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평사와 곡운구곡에서

이자현과 김수증이 은둔생활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유적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창작된 은둔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이자현의 청평사 은둔생활

청평사(淸平寺)는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오봉산(五峰山)에 있는 사찰로서

고려 광종 24년(973) 영현선사(永賢禪師)가 개창(開倉)하여 백암선원(白岩禪院)이라

고 하였으며 산 이름은 경운산(慶雲山)이었다. 춘천지역에서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

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그 후 문종 22년(1068) 외척세력이었던 인주 이

씨 이자연의 아들인 이의(李顗)가 춘주도감창사(春州道監倉使)로 부임해 와서 새로

절을 짓고 보현원(普賢院)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의의 아들인 이자현(李資玄 106

1～1125)이 선종 6년(1089) 암자와 정원을 조성한 후 산 이름을 청평산, 절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으로 고치고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은둔생활을 했다. 이자현

에 의해 청평사는 고려시대의 선종(禪宗) 또는 거사불교(居士佛敎)의 중심지가 되었

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자현까지의 이러한 사적은 김부철(金富轍)이 짓고 탄연(坦然)이 쓴 <청평산문

수원기비(淸平山文殊院記碑)>로 전해져 오고 있다. 고려 충숙왕 14년(1327)에는 중

국 원(元) 나라 황후가 불경과 재물을 시주하고 원 나라 황태자의 복을 빌게 하였는

데 그러한 사적을 이제현(李齊賢)이 짓고 이암(李嵓)이 글씨를 쓴 <청평산문수사시

장경비(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라는 비석을 세운 사실로도 유명하다. 두 비석은 문

장이 고려시대 명문장가인 김부철과 이제현이 지은 것으로서 『동문선』에 수록되

어 일찍부터 널리 알려졌으며 글씨 또한 한국 서예사에 있어 명품으로 꼽히는 금석

문으로서 청평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조성된 고려시대의 정원은 계곡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암자와 정자를 배치하고, 수로를 끌어다 오봉산의 봉우리가 절묘하게 비치도록 한

영지(影池)란 연못을 만들었다. 이 고려 정원은 일본 쿄토(京都)의 사이호사(西芳寺)

고산수식(枯山水式) 정원보다 200여 년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기 명종 때에는 보우(普雨)가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아 극락전을 위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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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殿閣)들을 더 짓는 등 대대적인 중창 사업을 벌이고 절 이름을 “경운산만수성청

평선사(慶雲山萬壽聖淸平禪寺)”라 하였다. 이때의 유적, 유물로 유명한 것이 <극락

전(極樂殿)>과 <회전문(回轉門)>(보물 164호), <청평사지장시왕도(淸平寺地藏十王

圖)>(일본 히로시마의 코메이사(光明寺) 소장)이다. 극락전은 일제시대에 국보로 지

정되었던 것으로서 조선시대에 궁실 외에는 허용되지 않던 건물에 금칠(金漆), 흑칠

(黑漆), 주칠(朱漆)을 하여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게 한 것이었다.

그 후 청평사는 퇴락하여 <청평산문수사시장경비>는 20세기 초 사라져 버렸으며

<극락전>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으며 <청평산문수원기비> 역시 파손된 채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는 영지, 고려 정원, 회전문, 삼층석탑, 진락공부도(眞

樂公浮屠), 환적공부도(幻寂公浮屠), 석조계단, 암자 터 등의 문화재와 이자현이 새

긴 것으로 전하는 “청평식암(淸平息菴)”이란 각자(刻字)가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적으로 인하여 청평사 경내는 강원도 기념물 5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청평사 계

곡 앞에 동양 최대의 사력식 담수호인 소양호가 들어섬으로써 호수와 더불어 이루

는 오봉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유적은 관광객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귀족 문벌가문의 자손으로서 벼슬길을 버리고 청평사에 은둔한 이자현의 이야기

는 이인로의 『파한집』에 당시 절도사였던 곽여(郭璵)가 찾아 와 주고 받은 시와

함께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어 청평사가 후대의 많은 문사들이 찾아오는 명찰(名刹)

이 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불만을 가지고 방랑하던 김시습

(金時習)이 몇 차례 찾아와 머물기도 해서 은둔(隱遁)의 사찰로서 청평사는 더욱 유

명해진다. 이자현과 김시습의 청평사 은둔을 소재로 한 한시들이 문학적 전통을 이

루며 후대의 문사들에 의해 계속 창작된다.

퇴계(退溪) 이황(李滉 1501～1570)은 <과청평산유감병서(過淸平山有感幷序)>에

서 청평사에 은둔한 이자현의 사적(事蹟)을 자세히 소개, 논평하고 있으며 상촌(象

村) 신흠(申欽 1566～1628)도 청평사를 찾아와 이자현과 김시습의 은둔을 시로 읊고

있다. 청음(淸陰) 김상헌(金尙憲)도 1635년 청평산을 유람하고 『청평록(淸平錄)』

을 남겼는데 이자현이 “식암(息庵)”에서 참선한 것에 대하여 시를 읊고 있으며 자하

(紫霞) 신위(申緯 1769～1847)도 춘천 부사로 재임하면서 청평사를 방문하여 <청평

산문수원기비>를 탁본하는 한편 이자현과 김시습의 은둔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이자현과 김시습 두 인물을 거론하지 않고는 청평사를 소재로 한 시를 엮어 나갈

수 없을 만큼 이들은 후대 시인들의 청평사 시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象徵)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은둔의 사적(事蹟)은 역대 문사들의 시들 속에 계속해서 언급

되면서 하나의 문학적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평사는 한국 문학사

에 있어 은둔자 문학의 중심지란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찰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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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1 <곽여와 이자현이 주고받은 시>

<곽여의 시>

청평산 산수 소상강 물가와 같은데 / 오랜만에 만나 옛 벗을 보네 // 30년 전 함께

급제하였더니 / 천 리 밖에 각각 떨어져 사네 // 뜬 구름이 골짜기 들어와도 아무 일

없고 / 밝은 달 시냇물에 비춰도 紅塵에 물들지 않네 // 눈을 마주하여 오래도록 말

없는 곳 / 담담히 옛날의 精神 서로 비치네(淸平山水似湘濱 邂逅相逢見故人 三十年

前同得第 一千里外各棲身 浮雲入洞曾無事 明月當溪不染塵 目擊無言良久處 淡然相

照舊精神)

<이자현의 시>

따스함이 산 골짜기에 찾아와 어느새 봄 되니 / 홀연 신선의 지팡이에 돌아 은자

를 찾았네 // 백이,숙제 세상 피한 것 천성을 보전하기 위함 / 후직(后稷)과 설(契 )

이 나라 일 힘쓴 것 제 몸 위함 아니네 // 조칙을 받들어 지금 패옥을 쟁그랑 울리니

/ 어느 날 벼슬 버리고 紅塵을 떨어낼까 // 어찌하면 이곳에 함께 숨어 살면서 / 옛

날의 ‘불사신(不死神)’을 기를 수 있을지(暖逼溪山暗換春 忽紆仙杖訪幽人 夷齊遁世

唯全性 稷契勤邦不爲身 奉詔此時鏘玉佩 掛冠何日拂衣塵 何當此地同棲隱 養得從來

不死神)

자료 2 김시습의 청평사 관련 한시

<유객(有客)>

청평사에 나그네 되어 / 봄 산에 마음대로 노니네 // 새 우는데 외로운 탑 고요하

고 / 꽃 지는데 작은 시냇물 흐르네 // 아름다운 열매 제철이라 빼어나고 // 향기로

운 버섯 비 온 뒤라 부드럽네 // 읊조리고 거닐며 선동(仙洞)에 들어서니 / 나의 백

년 묵은 시름 녹는구나(有客淸平寺 春山任意遊 鳥啼孤塔靜 花落小溪流 佳菓知時秀

香菌過雨柔 行吟入仙洞 消我百年愁)

<청평산(淸平山)>

청평산 산 빛 옷에 어리는데 / 쓸쓸히 엷은 노을 지는 빛을 던지네 // 바위에 내리

는 물 허공에 뿌려 가벼운 안개 이루고 / 봄 새삼덩굴 나무를 감아 푸른 장막을 이

루었네 // 아름다운 모래밭의 풀 인간 세상은 멀고 / 아름다운 나무의 꽃 세상 근심

도 적네 // 산꼭대기에 초가집 엮고 살기 다만 좋으니 / 이제 아름다운 은둔으로 세

상과 어긋남 없기를(淸平山色映人衣 慘淡煙光送落暉 巖溜洒空輕作霧 春蘿拱木碧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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幃 玉沙瑤草人間遠 琪樹瓊花世慮微 只好誅茅棲絶頂 從今嘉遯莫相違)

<제청평산세향원남창 2수(題淸平山細香院南窓二首)>

아침 해 떠오르며 밝은 빛 드러나니 / 숲속 훤한 곳 새들은 떼를 불러 우짖네 //

먼 봉우리에 뜬 푸른 빛 창 열고 바라보니 / 이웃 절 조용한 종소리 산 너머에 들리

네 // 파랑새는 약 짓는 신선의 소식 전하고 / 푸른 복숭아 꽃은 떨어져 이끼에 아롱

지네 // 정히 신선이 조회하고 돌아오는 것에 맞추어 / 소나무 아래 한가로이 작은

도가(道家)의 책 펼치네(朝日將暾署色分 林霏開處鳥呼群 遠峯浮翠排窓看 隣寺踈鍾

隔巘聞 靑鳥信傳窺藥竈 碧桃花落點苔紋 定應羽客朝元返 松下閑披小篆文)

석양의 산 빛 묽은 듯 다시 짙고 / 지친 새 돌아갈 줄 알아 저녁 종소리 좇네 //

바둑판 걷지 않고 찾아 온 손 맞으며 / 선방은 잠가 둔채 구름 뒤덮기를 기다리네

// 절 못엔 천 길의 산봉우리 거꾸로 비치고 / 절벽엔 만 길의 물 달음질치며 날으네

// 이러한 청평산의 신선 지경의 운치 / 어이하여 시끄러이 지난 발자취 물어보랴

(夕陽山色淡還濃 倦鳥知歸趁暮鍾 碁局不收邀客訪 丹房慵鎖倩雲封 方塘倒揷千層岫

絶壁奔飛萬丈淙 此是淸平仙境趣 何須喇喇問前蹤)

<청평사(淸平寺)>

절 앞 시냇물 졸졸 소리 내어 울리는데 / 높은 법당에 법고 소리 울리네 // 구름

절구엔 새 터의 곡식 절로 찧고 / 기와 화로엔 한가로이 해묵은 송령 달이네 // 뜰

앞의 잣나무는 남은 경지가 아니고 / 창 밖의 푸른 산은 세속의 정이 아니네 //

<낙도음> 백 편은 불법의 이치를 다 궁구하였으나 / 이자현 선생을 환기시키는 이

아무도 없네(寺前溪水響瑽琤 金碧高位鼓板鳴 雲碓自舂新壤粟 瓦爐閑煮老松苓 庭前

栢樹非餘境 窓外靑山不世情 樂道百篇窮法理 無人喚起李先生)

3. 김수증의 곡운구곡 은둔생활

곡운구곡(谷雲九曲)은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용담리 일대의 곡운(谷雲) 김

수증(金壽增 1624～1701)이 은둔생활을 하면서 축조했던 곡운정사(谷雲精舍)와 화

음정사(華陰精舍) 및 곡운영당(谷雲影堂)이 있는 유적지이다. 현재의 행정 구역은

화천군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춘천부에 소속되어 있어 문헌에는 춘천

지역으로 표기되고 있다. 화음정사지는 유적지 발굴조사를 마치고 강원기념물 제63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화천군에서는 이 일대의 유적지를 복원하여 관광 문화

유적지로 개발하고 있다.

김수증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아우이자

척화파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장손으로서 두 아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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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흥(金壽興 1626∼1690)과 김수항(金壽恒1629∼1689)이 모두 영의정을 지낸 조선

후기 문벌가문 안동 김씨의 인물이다. 김수항의 아들로서 명문 장가였던 김창협(金

昌協), 김창흡(金昌翕) 등의 백부로서 이들 안동 김씨 일문이 곡운구곡 지역에 자주

왕래하며 시문을 남겼고, 김수증 사후 김창흡이 은둔한 곳이어서 조선후기 문벌가문

의 은둔생활 유적지로서 유명한 곳이다.

특히 근래 유준영 교수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곡운구곡도>가

김수증이 이 지역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화가 조세걸(曺世傑)을 초청하여 주변의 실

경(實景)을 그리게 한 그림이란 점을 밝혀내면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유적지의 발

굴과 연구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곡운구곡 지역과 관련하여 미술사, 성리학, 건축

학, 조경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되었다.

김수증의 은둔생활 이후 이 지역에 관한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70년 김수증이 평강현감으로 부임하다가 곡운(谷雲)의 풍광을 듣고 이곳에 정

사를 짓고자 하였는데 1673년 성천부사로 있으면서 다시 찾아와 농수정사를 완공하

였다. 그런데 이때 이곳에 매월당 김시습의 유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1674년의 갑인예송(2차 예송논쟁) 이후 김수흥, 김수항 등이 유배되자 김수증은

1675년 성천부사를 사직하고 이곳에 들어와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원래 실운이었

던 이 지역의 지명을 주자(朱子)가 운곡(雲谷)에 은거하였던 예를 모방하여 곡운(谷

雲)이라 개명하고, 주위의 산수자연에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모방하

여 “곡운구곡”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1676년에 주희의 <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

六詠)>을 차운하여 읊은 <곡운제영차회옹운곡운(谷雲諸詠次晦翁雲谷韻)> 8수는 김

수증의 대표적인 은둔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김수항이 영의정으로 관직에 복귀하자 김수증도 회양부사가

되었으나 1681년 사직하고 곡운에 은거하여 1682년 조세걸을 초청하여 <곡운구곡

도>를 그리게 하였는데 겸재 정선 이전에 이미 제작된 실경산수화라는 점에서 학계

의 주목을 끌고 있는 작품이다. 곡운구곡과 농수정을 포함한 열 폭을 비단 위에 담

채(淡彩)로 그렸는데 10년 후인 1692년에 아들과 조카에게 매 폭마다 제화시(題畵

詩)를 짓게 하여 10수의 시를 첨가하게 된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김수항은 송시열과 함께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으며 김수흥

도 유배되었다가 1690년 병사하는 등 당화(黨禍)로 인한 가문의 비극을 겪게 된다.

1690년 김수증은 다시 곡운에 들어 왔다가 4～5리쯤 서남쪽 화악산 기슭으로 더

들어간 화음동으로 이주하였다. 화음동은 송시열의 청주 화양동(華陽洞)과 대조가

되는 명칭으로 붙인 것으로서 성리학적 철학관이나 음양소식관(陰陽消息觀) 등에

입각하여 삼일정(三一亭), 부지암(不知庵), 유지당(有知堂), 무명와(無名窩) 등의 건

축물을 구축하며 여 화음정사를 조성한다.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심성(心性)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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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위하여 화음정사 내의 바위에 인문석(人文石), 천근석(天根石), 표독립대(表獨

立臺), 월굴암(月窟巖)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글씨를 새겨 놓았으며 태극도(太極圖),

팔괘도(八卦圖), 하도낙서(河圖洛書) 등의 그림도 새겨 놓았다. 그리고 유지당을 지

어 제갈량과 매월당의 화상을 모셨다. 이때 화음정사의 건축, 조형물을 두고 읊은

<화음제영(華陰諸詠)>과 같은 시는 화음동에서 추구한 은둔자의 철학적 사유를 담

고 있는 대표적인 은둔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무렵에 김수항의 아들 김창협은 백운산 기슭 포천에, 김창흡은 설악산 수렴동

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백부 김수증이 있는 화음동을 자주 왕래하

였다. 1692년에는 아들, 조카들과 사위 등의 일족이 화음동에 모여서 앞서 조세걸에

게 그리게 했던 <곡운구곡도>에 제화시를 첨부하여 시화첩을 만들었는데 안동 김

씨 가문의 명사들이 당화(黨禍)로 인한 은둔생활 속의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서 의의

가 있다.

1694년 갑술옥사로 김수항이 복권되고 김수증에게도 벼슬이 내려졌으나 사절하고

가문이 처한 비극으로 인한 고독과 비애 속에 만년까지 화음동에 칩거한다. 1701년

김수증이 죽은 후 설악산에 은거하던 김창흡이 1714년에 화음동으로 이주하여 화음

정사를 지키게 된다.

1704년에는 곡운영당이 건립되었는데 김수증을 비롯한 제갈량, 김시습, 김창흡,

성규헌(成揆憲) 등을 배향하면서 곡운서원(谷雲書院)으로 발전되었으나 1868년 대

원군의 서원철폐정책에 따라 철폐되었다. 개인의 정사(精舍)가 후학들에 의해 영당

(影堂)이 되었다가 서원(書院)으로 발전한 예에 해당된다.

김수증의 은둔에 의해 곡운구곡은 후대의 여러 문인,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종종 명사들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1820년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곡운구

곡을 참관하고 『동국명산기』에 <화음산>을 기술하였으며, 1823년에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방문하고 <산행일기>에 곡운영당과 곡운서원의 상

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곡운구곡도의 시 10수를 인용하였다.

1904년 춘천 출신으로서 화서학파(華西學派)의 거두이며 의병장인 의암(毅菴) 유

인석(柳麟錫 1842～1915)이 곡운의 산수를 방문하고 영당에 배향된 인물들을 추모

하였다. 1905년에 유인석은 곡운으로 거처를 옮기고 유중악(柳重岳) 등과 곡운강회

(谷雲講會) 개설하여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1906년 고향인 춘천의 가정리로 돌아간

바 있다. 1921년에는 대한유도회 화천군 사내회에서 곡운영당 터에 <곡운부사김수

증추모비>를 세웠다.

자료 3 김수증의 <곡운구곡>에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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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운제영차회옹운곡운(谷雲諸詠次晦翁雲谷韻)》<곡운(谷雲)>

이 몸이 한가한 구름과도 같아 / 화악산 골짜기에 몸을 맡겼네 // 나아갔다 들어

갔다 하는 것 무슨 마음인가 / 예로부터 나만 그런 것 아니네(是身如閑雲 託此華山

谷 卷舒亦何心 自昔非余獨)”

《화음제영(華陰諸詠)》<삼일정(三一亭)>

작은 다리 한가롭게 오가다가 / 인문석에서 지팡이 멈추네 // 어찌하면 염계(濂

溪)을 일어나게 하여 / 함께 무극(無極)에 대하여 물을 수 있을까?(小橋閒來往 拄杖

人文石 安得起濂翁 與之問無極)

《납월초칠일자경환화음(臘月初七日自京還華陰)》제40수

이 몸은 추위에 굴속으로 칩거한 벌레와 같은데 / 다른 날 화창한 봄볕을 만난다

면 // 추진교 위, 쌍계의 아래 / 예쁜 새, 한가한 나비에 이 몸을 맡기리(我似蟄蟲寒

入窟 他時猶得見陽春 趨眞橋上雙溪下 好鳥閑花屬此身)

《납월초칠일자경환화음(臘月初七日自京還華陰)》제76수

청람대는 필운강과 맞닿아 있는데 / 골목길은 뉘엿뉘엿 석양이로구나 / 적막한 문

앞의 길에는 / 홀로 뼈만 앙상히 남은 몸, 그림자 처량하네(靑嵐臺接弼雲岡 里巷依

依但夕陽 寂寞門前來往路 獨餘殘骨影涼涼)

자료 4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산행일기(汕行日記)>

서원 중에 <곡운화첩(谷雲畫帖)>이 있는데 구곡(九曲)의 천석(泉石)을 그렸다. 그

림을 그린 사람은 조세걸(曹世傑)이고 제어(題語)는 곡운(谷雲)이 한 것이다. <무이

적가(武夷櫂歌)>의 운(韻)을 곡운이 창하여 아들과 조카들이 각각 1곡씩 읊었는데

모두 곡운의 친필로 썼다.

세상과 끊어진 땅 성령(性靈)을 기르기 좋으니 / 늘그막에 마음은 산과 물을 좋아

하네 // 백운산(白雲山) 동쪽 화악산(華岳山) 북녘 / 구비마다 시냇물 소리 귀에 가

득하네 - 임인년 봄 운옹(絶境端宜養性靈 暮年心跡喜雙淸 白雲東畔華山北 曲曲溪流

滿耳聲 壬申春雲翁)

1곡이라 골짜기에 배도 들어올 수 없으니 / 숲은 깊고 길은 끊어져 오는 사람도

적네 // 복숭아꽃 피고 지고 구름과 시냇물로 격절(隔絶)한 곳 / 어느 신선의 집에는

개 짖고 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네 -운옹 1곡 방화계(一曲難容入洞船 林深路絶來人

少 桃花開落隔雲川 何處仙家有吠煙 雲翁 一曲傍花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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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촌(鉏鋙村) 서쪽에서 돌아서 오리곡(梧里谷)을 지나 개울 하나를 건너면 여기

가 곡운의 동구가 된다. 산현(蒜峴)을 넘으면 산을 감아 골짜기를 돌면 물과 바위가

맑고 장한 방화계이다.

2곡이라 높고 험하게 옥으로 만든 봉우리 / 흰 구름 누런 단풍 가을 빛 비치네

// 바위의 잔도(棧道)를 가고 또 가니 신선이 사는 곳 가까워 / 이미 깨닫겠네, 속세

의 시끄러움 만 겹의 산 너머에 있음을 - 아들 창국 2곡 청옥협(二曲崚嶒玉作峰 白

雲黃葉映秋容 行行石棧仙居近 已覺塵喧隔萬重 子昌國 二曲靑玉峽)

방화계에서 5리를 지나 산 하나를 돌아 바위의 잔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왼쪽에

시냇물이 있고 오른 쪽으로 높은 봉우리를 끼고 있는 것이 2곡이다.

3곡이라 신선의 자취는 밤 배를 타고 아득히 사라지고 / 빈 언덕의 소나무에 걸린

달만 저 홀로 천년 // 초연(超然)하게 김시습의 맑고 차가운 정취(情趣) 만나니 / 흰

바위에 날리는 여울물만 가련하네 - 조카 창집 3곡 신녀협(三曲仙蹤杳夜船 空臺松

月自千年 超然會得淸寒趣 素石飛湍絶可憐 從子昌集 三曲神女峽)

청옥협을 지나면 조금 열린 듯한데 시냇물을 따라서 3곡에 도착한다. 옛 이름이

명기정(名妓亭)이었는데 내가 고쳐서 신녀협이라 했다. 물가에 매월당의 옛 자취가

있다.

4곡이라 푸른 바위에 기대어 냇물을 바라보니 / 곁의 소나무 그림자 길게 새털처럼

떨어지네 // 합수져 뿜으며 쉴새없이 내달리니 / 구름 기운이 그저 한 못으로 넘쳐

나는 구나 - 조카 창협 4곡 백운담(四曲川觀倚翠巖 近人松影落毿毿 奔潨濺沫無時歇

雲氣尋常漲一潭 從子昌協 四曲白雲潭)

신녀협에서 작은 개울을 건너 언덕을 돌아 시냇물을 따라가면 4곡에 도착한다.

5곡이라 깊은 밤에 좋은 시냇물 소리 / 찰찰 옥 같은 소리 먼 숲에 울리네 // 솔문

밖에 산보 나서니 서리 내린 언덕 고요하고 / 등근 달에 가야금 한 곡조 세상을 벗

어난 마음 - 조카 창흡 5곡 명옥뢰(五曲溪聲宜夜深 鏘然玉佩響遙林 松門步出霜厓

靜 圓月孤琴世外心(從子昌翕 五曲鳴玉瀨)

백운담에서 수백 보 위에 산 아래로 집 몇 채가 있는데 종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6곡이라 은자의 거처 푸른 물가를 베개로 하여 / 천 길 깊은 못에 솔 숲이 비치네

// 잠룡(潛龍)은 풍운(風雲)의 일을 상관하지 않고 / 오래도록 물결 속에 누워 절로

한가할 뿐이네 - 아들 창직 6곡 와룡담(六曲幽居枕綠灣 深潭千尺映松關 潛龍不管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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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事 長臥波心自在閒 子昌直 六曲臥龍潭)

명옥뢰와 서로 붙어 있다. 버드나무 가에 깊은 물이 맑고 넓다. 서쪽으로 농수정

이 소나무 숲 사이로 은은하게 비친다.

7곡이라 평평한 못이 얕은 여울에 이어져 있는데 / 맑고 잔 물결 달 빛 속에 볼

만하네 // 빈 산의 고요한 밤 아무도 건너지 않아 / 장송(長松)만 찬 그림자를 거꾸

로 비치고 있네 - 조카 창업 7곡 명월계(七曲平潭連淺灘 淸漣堪向月中看 山空夜靜

無人度 唯有長松倒影寒 從子昌業)

영당 앞에 있다.

8곡이라 맑은 연못 넓게 펼쳐졌는데 / 때때로 구름 그림자만 홀로 물결을 거슬러

오르게 하네 // 진원(眞源)이 지척이라 유별나게 맑고 밝아 / 앉아서 피라미들 바라

보니 그냥 오락가락할 뿐 - 조카 창집 8곡 융의연(八曲淸淵漠漠開 時將雲影獨沿洄

眞源咫尺澄明別 坐見鯈魚自往來 從子昌緝 八曲隆義淵)

영당의 서쪽에 있다.

9곡이라 층층이 쌓인 바위 높기도 한데 / 바위 언덕을 이룬 겹겹의 벽이 맑은 물

에 비치네 // 나는 듯한 여울물 저물녘 세찬 솔바람에 / 신령스런 송뢰(松籟) 소리

자자하게 온 골짜기에 가득 외손 홍유인 9곡 첩석대(九曲層巖更嶄然 臺成重壁映淸

川 飛湍暮與松風急 靈籟嘈嘈滿洞天 外孫洪有人)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가면 좌우로 암석이 기괴한데 그 사이로 물이 쏟아진다. 조

금 위에 작은 탑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길이 백운령 쪽으로 나 있다.

또 농수정에 제한 것은 이러한다.

청람산 한 줄기가 / 스르르 내려와 // 지세는 평평하고 넓어 / 물은 활처럼 굽이지

고 // 우리 집은 그 사이에 자리잡았네 / 정면으로 화악산을 마주하여 // 시냇가를

임하여 농수정을 만들어 / 동쪽으로 와룡담 바라보네(靑嵐山一支 逶迤而來 地勢平

曠 水如彎弓形 吾家據其間 正對華嶽山 臨溪而爲籠水亭 東望臥龍潭)

4. 맺는말

위에서 살펴 본 이자현, 김수증의 춘천 은둔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

닌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은둔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대의 많은 문인, 학자들

이 청평사와 곡운구곡을 찾아와 기행문과 시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은둔문학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춘천 지역은 한국 은둔문학

의 주요 산실로서의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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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 간단히 열거한 몇몇 인물만이 아니라 문헌을 뒤져 보면 유명, 무명의

수많은 인물들이 춘천을 찾아와 속세를 벗어난 탈속(脫俗)의 정신세계를 문학적으

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춘천이란 지역이 지닌 의미를 전통과 단절해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춘천을 은둔자의 유적지이자 은둔문학의 산실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본 것은 발표

자의 독창적인 견해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은둔자가

춘천에서 펼친 내면세계와 그 문학적 표현을 통해 춘천은 단순히 산수자연이 깨끗

하고 아름다운 지역에 그치지 않고 그 산수자연 속에 역사, 문화적으로도 깊고 풍부

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춘천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토대를 결코 얕지 않게 만

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