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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on-site survey of Gimcheon Bangcho pavilion(芳草亭), the features of garden design(庭園意匠) 

including geographic conditions, landscape modeling of Nujeong(樓亭) and Jidang(池塘, Pond), and scenic interpretations in 

Nujeong Jeiyoung poetry(樓亭題詠詩) have been carefully researched and the findings are presented below.

Bangcho pavilion is located in a village called Wonteomaeul, which belongs to the feng shui state of golden hairpin and 

floating lotus. It has long been the cultural hub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s among the villagers. The Head House 

of Jeongyanggong(靖襄公宗宅), the main house(本第) of the Yeonan Yi Clan(延安李氏), is about 150m away from Bangcho 

pavilion, an artistic space whose landscape modeling is of the form called Nujeong. The name ‘Bangcho' reflects the noble 

man(君子)'s determination: “I yearn for the place where honey parrots fly and the fragrant grass grow.”

From the two story structure of the pavilion where there is an additional floor installed to the central ondol room by a 

four-sided subdivision door, one can detect the aspiration of the men for pursuing an open view. One can also observe the 

efforts in designing the room to be used for multiple purposes from a private place to an office for periodic publication of 

a family lineage document called Garyejunghae(家禮增解) . Bangcho pavilion's main sight of interest is Mrs Choi's Pond(崔氏潭), 

the one and only garden structure that comprises the twin round island of square pond(方池雙圓島) among the existing Jidangs 

in Korea. In this special Jidang, there are two coexisting islands that represent a well thought out garden facility for symbolizing 

conjugal affection and unyielding fidelity between master and servent(主從). In addition, the three inflows and one outflow 

facing the Ramcheon valley is regarded as an ideal garden design optimized for performing the function of a village bangjuk 

which is the site for undercurrent creation and ecological reprocessing. At present, Giant pussy willow is the only circular 

vegetation identified in the area of Bangcho pavilion, although this plant species is about to wither away judging from the 

signs of decrepitude that seems to persist for two out of three weeks. The old pine tree that appears in the 1872 Jeiyoung 

poetry of Byeongseon Song(宋秉璿) no longer exists.

Anjae(安齋) Jang Yoo(張瑠)'s ｢Eight Scenary on Bangcho pavilion(芳草亭八詠)｣ and its expansive reproduction ｢Ten Scenary 

on Bangcho pavilion(芳草亭十景)｣ from Gwagang(守岡) Lee Manyoung(李晩永) depict vividly the pastoric scenery of an 

idyll(田園景) that stretches throughout the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 of the province of Gimcheon and Guseong surrounding 

the Bangcho pavilion. The Bangcho pavilion sutra aims to establish Bangcho pavilion and the village of Wonteomaeul as the 

centre of microcosmos by dividing and allocating its scenic features according to the four seasons and times(四季四時), the 

eight courses(八方) and the meteorological phenomena, and it is the incarnation(顯現) of landscape perception upon the Byeol-seo 

Scenic site of Bangcho pavilion, the cultural hub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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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문헌고찰과 현지조사를 통해 김천 방초정의 입지, 누정과 지당의 조형성 그리고 누정제 시의 경관의미 등 정원의장적 특질을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초정이 입지한 원터마을은 금잠낙지형(金簪落地形) 또는 연화부수형(蓮花浮水形)의 풍수형국으로, 방초정은 소통과 교유문화

의 거점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연안이씨(延安李氏)의 본제(本第) 정양공종택(靖襄公宗宅)과 약 150m 이격된 누정형 별서 

방초정의 당호 ‘방초’에는 “향긋한 풀이 무성한, 앵무가 사는 곳을 희구하겠다”라는 군자(君子)의 지조가 새겨져 있다. 

둘째, 중앙 온돌방에 사방분합문을 달고 마루를 가설한 누각형 구조의 방초정은 열린 경관을 추구한 적극적 조망의지 뿐 아니라 

｢가례증해(家禮增解)｣ 간행 등 공적 용도의 공간성 또한 주목된다.

셋째, ‘최씨담(崔氏潭)’은 현존하는 국내 지당 중 전형적 ‘방지쌍원도(方池雙圓島)’를 갖는 유일한 정원유구로, 지당 내 공존하는 

두 개의 섬은 주종(主從) 간의 의리와 부부애를 형상화한 정원시설일 뿐 아니라, 3개소의 입수구와 감천으로 향한 1개의 

출수구는 저류 및 생태적 재처리 등 마을방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적합화된 정원의장이다. 

넷째, ｢방초정8 (芳草亭八詠)｣과 이를 확대 재생산한 ｢방초정10경(芳草亭十景)｣에서는 방초정을 중심으로 김천과 구성면의 자연 

및 취락의 목가적 전원경(田園景)이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방초정 집경시는 사계사시(四季四時)와 기상현상 및 팔방(八方)

을 고려한 경물포치를 통해 방초정과 원터마을을 소우주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 다. 이는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으로서 방초정 

별서명승에 대한 경관인식의 현현(顯現)이다.

주제어: 누정(樓亭), 방지쌍원도(方池雙圓島), 방초정10경(芳草亭十景), 방초정8 (芳草亭八詠), 정원디자인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누정(樓亭)은 시적 교유의 현장임과 동시에 당대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던 곳이자 후학을 양성하는 강학공간이었다. 

누정과 누정문화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발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문화의 큰 맥이다[1]. 누정의 기

능은 연구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시대변

천과 누정의 운 주체에 따라 차이를 띤다. 지역의 사회적․역

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개인적 경험 또한 누정의 형식이나 

기능 등의 개별성을 견인(牽引)해 왔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원터마을에 소재한 방초정(芳草亭, Bangcho 

pavilion)은 1625년 건립되어 한 차례 이전과 수차례 중수를 

거듭해 왔다. 방초정은 오래 전 경북관광을 목적으로 한 소개

책자의 표지모델로 쓸 정도로 경관이 수려한 경북의 대표 누

정으로 알려졌는데, 외형 못지않게 누정 조 에 담긴 의미 또

한 흥미롭다. 방초정은 국토교통부가 기획한 한(韓)스타일 생

태건축모델 중 하나로 꼽히는 누정일 뿐 아니라, 배후마을인 

원터마을은 김천의 대표 집성촌으로 지금도 주민 대부분이 연안

이씨(延安李氏)로 구성된 동족부락이다. 조경학적 측면에서 방

초정은 조선중기 경북을 대표하는 누정으로 그 독창적 양식은 

김천의 대표 누정으로 꼽는 만취정(晩翠亭)․모성정(慕聖亭)․

무송정(撫松亭)․쌍호정(雙湖亭) 등의 누정 조 에 많은 향

을 끼쳤다[2]고 회자될 정도로 매우 선도적이다. 특히 누정 전

면에 조성된 2개의 원도[雙圓島]를 갖는 방지(方池)는 그 유

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의장으로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방초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단지 

조선조 정원의 원형에 관한 조사[3], 김천의 최씨담에 얽힌 전

설과 관련된 칼럼[4] 등을 통해 그 존재만 일면 부각된 정도

이다. 관련 연구논문 또한 16~18세기 누정 문화경관의 의미

론적 해석[5], 명승자원으로서 별서정원의 가치[6] 및 조선시

대 경북지역 정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7]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고찰된 바 있다. 한편 최근 ｢방초정8 (方草亭八

詠)｣과 누정 내 시판으로 걸린 ｢방초정10경(方草亭十景)｣ 제

시의 출전이 확인됨으로써 방초정 연구의 동력이 부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초정의 입지와 구성 및 조망 특성을 살핌

으로써 조선중기 경북의 대표 누정으로서 방초정이 갖는 정원

디자인적 특질과 경관의미 등을 추찰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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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대상 방초정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경북 김천

시 구성면 상원리 원터마을 초입에 입지하고 있다(Figure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구성면 상원리를 중심으로 상좌원리에 

이르는 경관역이며, 좁게는 방초정 전면에 조성된 최씨담(崔氏

潭)과 최씨부인정려각(崔氏婦人旌閭閣)을 포함한 방초정 일원

이다. 내용적 범위는 방초정 관련 주요 경물과 방초정의 건립 

및 중수 관련 문헌기록 그리고 누정제 시 등을 통해 추적 가

능한 누정의 조성 및 향유 기록 등을 아우른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고문헌과 관련 서적 등의 문헌고찰, 고

지도와 항공사진 분석, 현장답사를 통한 측량과 관찰 그리고 

원형추적과 관련된 연안이씨 후손 및 지역민과의 인터뷰를 병

행하 다. 분석의 순서는 문헌과 고지도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입지 및 형국 등 연구대상에 대한 추적 가능한 범위 내 원형 

이해를 선행한 후, 현장답사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실상을 

조사 분석하 다. 현장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차례

의 답사를 통해 본제 및 배후마을인 원터마을의 현황을 파악하

고 방초정 내․외부 건축 및 조 을 살폈으며, 지당의 형태와 

입․출수구의 위치와 크기 등을 줄자 및 스태프로 측정하 다. 

이밖에 Yu et al.(1989)이 제시한 도면 범례상의 식물과 현재

의 식물상을 비교 파악하 다. 또한 ｢방초정8 ｣과 ｢방초정10

경｣의 해석과 분석은 소표제와 집경시의 내용 그리고 방초정을 

시점으로 한 조망구조 분석을 통해 접근하 다.

Ⅱ. 조영자 및 원터마을 탐구

1. 조영자 방초(芳草) 이정복(李廷馥)

조 자 방초 이정복(1575~1637)은 정양공(靖蘘公) 숙기(淑

琦)의 5대손으로 원터마을에서 태어났다. 호는 당호와 같은 방

초로 초야의 풀과 같은 생을 희구하 음을 알 수 있다. 18세 때 

성묘 도중 임진왜란이 터져 지례 능지산(陵旨山) 선 (先塋) 

아래에서 피난하던 중 선조가 피난길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곧 현지로 달려가 임금을 시종하려 했으나 이미 적이 사방에 

깔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십오공신희맹록

(十五功臣 盟 )에 공신으로 기록되었고 그의 충의를 가상히 

여겨 김천승(金泉丞)이란 보직을 내렸으나 사양하 다. 후에 

잠시 출사하여 벼슬은 부호군(副護軍, 종4품)을 역임하 으며 

귀향 후 유학에만 전념하 다. 이정복은 이런 와중에도 방초정

을 조 하 고 이곳에서 석학들과 교류하며 강학과 후학양성

에 매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터마을과 방초정의 입지

1) 마을의 자연경관 개관

원터마을은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면서도 조선시대 경

북 지역 사대부가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방초정을 중심으로 주변 1㎞ 내외의 대부분 

지역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측으로는 삼인산 자락이, 

북측으로는 비단산과 모산 자락이 모여 산지가 형성되고 있다. 

Figure 1. Location map Figure 2. Left full scene(Researcher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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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변은 선상지상의 곡간지로 구성되고 전답은 내륙평탄

형으로 구성된다[6].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방초정 제 시의 소

표제이기도 한 제1경 일대감호(一帶鑑湖)나 제2경 십리장정(十

里長亭)은 범람이 자주 우려되었던 감호(鑑湖) 일대의 풍수해

를 막기 위해 조성된 누정과 관련된 비보(裨補) 임수(林藪)와

도 매우 관련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방초정과 최씨담 주변에 

조성한 왕버들 또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방초정이 감호 방면으로 더욱 인접하 던 초건시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방초정과 최씨담의 비보적 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2) 방초정의 풍수형국

원터마을은 풍수지리학상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형

으로, 낮은 산이 마을 3면을 포근히 감싸고, 앞에는 넓은 들판

이 펼쳐져 있다. 예부터 김천을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을’이

라 했는데, 이때의 세 산(三山)은 북쪽으로 황간과 경계를 이

룬 황악산(黃嶽山, 1111m), 남쪽으로 성주와 동쪽으로 선산과 

경계를 이룬 금오산(金烏山, 977m), 남쪽으로 거창, 서쪽으로 

무주와 경계를 이룬 대덕산(大德山, 1290m)을 이르며, 두 내

(二水)는 또한 대덕산과 우두령에서 각각 발원해 지례면에서 

합류해 북류한 감천(甘川)과 황악산에서 발원해 동류하는 직

지천(直指川)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다시 북동쪽으로 농소

면․개령면․감문면․아포읍을 거쳐 낙동강에 합수됨으로써 

감천유역의 개령평야와 직지천유역의 금릉평야 등 기름진 땅

을 이룬다(Figure 3). 

Figure 3. Situation of feng shui of Bangcho-pavilion [5]

배후마을인 상원리 원터마을은 조선시대에 지례현 하북면이

었으나 1914년 원기․두릉․수도곡을 합쳐 석현면에 예속되었

다. 상원리에는 연안이씨 정양공종택(靖襄公宗宅)이 감천과 하

원천의 합수지점 안쪽에 있다. 마을 안에는 불천위 사당이 있

고, 이승원 등을 배향한 도동서원, 숭례각에는 ｢가례증해(家禮

增解)｣ 목판이 보존되어 있으며, 입향조 제실인 모제는 마을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방초정 관련 문헌기록으로 1907년 간행

된 송병선의 ｢연재집(淵齋集)｣ 행장에 “고종9년(1872) 37세 9월 

황악산에 오른 뒤 방초정을 방문하고 가야산의 최치원 유적지

를 찾아보다”라는 글이 있다[8]. 이를 통해 방초정이 황악산을 

등지고 가야산이 원망(遠望) 되는 곳에 터 잡아, 인근 산악 명

소 탐승(探勝)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872년 지방도를 보면 사면이 준령(峻嶺)에 둘렀고 감천(甘

川)이 그 중심부를 흐른다(Figure 4-c). 산세[靑色]와 하천[黑

色淡彩] 및 읍치를 확대하면 관청건물의 표현이 자세하다. 현

재와 비교해도 공간감의 차이 및 산맥의 끊어짐은 있으되 매우 

유사한 배치이다. 방초정의 풍수형국은 ‘연화부수형(蓮花浮水

形) 혹은 금잠낙지형(金簪落地形, 금비녀가 땅에 떨어진 형상)’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금비녀는 재물을 상징하니 비녀가 

땅에 떨어지면 쇳소리를 내어 주위를 끌기에 명성이 날 숨은 

선비 혹은 고위직에 박탈될 인물을 낸다고 한다. 또한 쇠가 땅

에 떨어짐으로 오행의 상생 즉 토생금(土生金)의 이치에 부합

해 많은 자손이 번성한다고 한다[11].

a. Current map [9] b. Local map in 1872

(Jire map in Gyeongsang) [10]

c. Local map in 1872, expanded partial [10]

     Figure 4. Bangcho-pavilion in maps

구성면사무소와 파출소 중간에서 대항방면 도로에 연안이씨

가의 또 다른 누정 모성정(慕聖亭)1)이 있다. 모성정 앞 하천을 

하원천(下院川) 또는 벽계천(碧溪川)으로 부르는데, 하천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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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황산벽계(黃山璧溪)’ 및 ‘굴암천석(屈岩泉石)’이라 새긴 

바위글씨가 있어 주목된다. 황산벽계의 황산은 황악산을, 벽계

(碧溪)는 벽계동(碧溪洞, 現 상거리) 벽계천을 뜻한다. 모성정 

앞 바위의 구명( 名)이 굴암(屈岩, 1677년 숙종3년 지정)으로 

전체적 의미는 시인묵객들이 한적한 시골의 목가적 장소에서 

벽계천의 푸른 물을 바라보며 시회와 풍류를 즐기던 장소임을 

뜻한다. 따라서 방초정과 모성정이 입지한 구성면은 황악산에

서 발원한 청정한 물과 바위틈에서 솟는 샘물이 어우러진 임천

정원(林泉庭苑)의 명소이자 풍류처(風流處)로서 자부심이 내

재된 곳임을 알 수 있다.

3) 원터마을과 정양공종택

방초정은 문화재청(2009)에서 시행한 ｢전국 별서정원 명승

자원 지정조사｣[12]에서 별서원림으로 규정된 바 있듯이 본제

(本第) 정양공종택이 방초정과 약 150m 이격되어 있으며, 현

재까지도 후손 이철응(李哲應)이 수호하고 있다. 방초정은 마

을 초입에 위치한 랜드마크이자 마을의 중심적 커뮤니티 공간

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전통마을이 대개 그렇듯 원터마을 또

한 강한 역성을 지닌다. 이는 경계와 입구를 규정하는 방식

으로 표출되는데, 원터마을은 어귀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사회

적 역, 개인적 역, 의식( 式), 또는 정신적 역 등이 펼쳐

진다. 방초정과 그 앞 지당은 사회적 역의 일부로 주로 남성

들의 활동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원리의 세 마을 중 원터2)

는 마을 인근에 관용숙소 던 상좌원(上佐院)이 있어 유래된 

이름이고 상좌원 위쪽에 있어 상원(上院)이라고도 했다. 또 다

른 마을 마두리(馬斗里)는 과거 상좌원이 있을 때 원(院)에 머

물던 길손이 말(馬)을 매어 여물을 주던 곳이라 마두리라 했으

며 두릉(杜陵)으로도 불린다. 또 원터 안쪽 수도곡에는 옛날 

수두사(水豆寺)라는 절이 있었고 스님들이 도를 닦아 수도곡

(修道谷)이라 한 것이 마을명으로 굳어져 현재는 무티실로도 

불린다[2].

Ⅲ. 방초정의 조영 특성

1. 방초정의 조영

1) 당호( 號)

당호 ‘방초(芳草)’3)는 ‘향기롭고 꽃다운 풀’ 혹은 ‘어질고 충

성스러운 사람’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당나라의 시인 최호

(崔顥, 704~754)의 ｢등황학루(登黃鶴樓)｣에 출전한 ‘방초처처

앵무주(芳草萋萋鸚鵡洲)’ 즉 “향긋한 풀 무성한 저곳은 앵무주

로다”라는 시에서 차용하 다. 이는 “향긋한 풀이 무성한 앵무

가 사는 가경(佳景)을 희구하며 살겠노라”는 작정자의 뜻이 투

된 것으로 유추되며4) 이 시구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광한루

로 나가 경치를 구경하는 대목에도 등장한다. 현판(Figure 5)

은 관지로 보아 김대만(金大萬)의 육필(肉筆) 임을 알 수 있다. 

금릉이 옛 지명인 김천에는 아직도 최호나 이백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금릉․방초정․황악산․봉황대’ 등과 같은 지명이 유

난히 많으니 이 또한 매우 흥미롭다.

Figure 5. Name signboard(Researcher photography)

2) 방초정의 구조

방초정의 원 위치는 3번 국도[남김천대로]에 가까웠다. 퇴락

한 건물을 1689년 손자인 이해가 중건했으나, 1723년 홍수로 

유실되었고 1727년 남동향으로 재건하 다. ｢가례증해｣5)에 따

르면 1736년 큰 홍수로 재 유실되어 경호(鏡湖) 이의조(李宜

朝)가 1788년 현 위치로 이건한 기록이 있다. 후손과의 인터뷰

에 따르면(권○○, 男, 인터뷰 당시 69歲, 김천 감문면 태촌리 

거주), 아무나 누정에 오를 수 없었던 과거에는 친인척인 어른

도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결코 등루(登樓)가 허락되지 

않았다 한다. 이렇듯 누정은 주인에게만 허락된 사색의 공간이

자, 뜻이 맞는 벗들과 교유하는 선비들의 사랑방이었다. 반면 

마을 전면중앙에 포치된 점과 그 당당한 위용으로 미루어 사적 

공간이기에 앞서 공적 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

다. 누정 뒤로는 ｢가례증해｣를 찍던 판목 보관소인 숭례각이 현

존하며 간행자 이의조가 방초정의 중건자임을 상기할 때, ｢가례

증해｣와 방초정이 갖는 연관성6)을 추론할 수 있다.

방초정 우측으로 임진왜란 때 자결한 조 자 이정복의 부인 

최씨정려각이 1932년 세워졌고, 그 앞쪽에 지당을 놓았다. 여느 

누정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구조로 2층 누각 중앙 온돌방에 

사방분합문을 달아 마루를 가설하 다. 분합문을 들어 올리면 

마루, 내려닫으면 방이 되는 적극적 공간 활용의 예는 경북지

방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것으로, 중앙의 방은 주로 호남지

방에서 발견되던 구조이기 때문이다. 벽체 없는 사면의 한지 

문은 자연채광 및 환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개방감

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Figure 6). 더불어 360˚ 

탁 트인 조망을 위한 최적의 공간호환성의 이점을 통해 300여 

년 동안 상원리 선비들과 교유한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남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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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iling of facade b. Wood floor of east side c. Ondol room of center d. Fireplace

e. Upstairs room

f. Plane layout of Bangcho-pavilion

i. Entry stairsg. Bunhammun(分閤門) h. Wood floor of forward

   Figure 6. Major each part of Bangcho-pavilion(Researcher photography)

정시 30여 수가 현액(現額)되어 있다. 박종필(朴鍾弼, 1849~ 

1898)7)의 ｢방초정에서 차운하다(次芳草亭韻)｣라는 시의 기구

(起句)는 “큰 들 높은 누정 더욱 새로워 보이는 것은(大野高亭

見益新)”으로 시작되는데, 이 때 ‘높은 누정[高亭]’이란 어휘에

서 부감(俯瞰)의 위치에 있는 방초정의 건축형태가 읽혀진다. 

이렇듯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 팔작지붕인 방초정은 정자 

보다는 누각에 가깝지만 누각으로 보기에는 다소 규모가 작은 

편이다. 또한 중앙의 온돌방을 위해 누하(樓下)에 돌로 쌓은 

방형 축대가 있고, 축대 위쪽[樓下]에는 자그마한 방형 아궁이

와 반대편의 굴뚝까지 구비하고 있다. 전통건축에서 2층에 온

돌을 가설한 사례는 희소한 것으로 보아 매우 독특한 발상의 

전환이며, 아궁이를 놓아 불을 지피면 동절기에도 능히 사용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최씨담

1) 조성 유래

방초정 전면에 포치된 지당 중앙에는 2개의 섬을 놓고 지안

(池岸)에는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 Kimura)을, 중도에는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L.)를 심었다. 현존식생은 조성 

초기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쇠락하고 있는 노거수 왕버들

은 조성 초기의 산물임이 짐작된다. 최씨담으로 불리는 이 못

은 정방형에 가까운 방지(方池)로 수면에는 직경 약 4m의 둥

근섬(圓島) 두 개를 배치하 다. 방초정 옆 정자각에는 ‘절부부

호군 이정복처증 숙부인 화순최씨지려(節婦副護軍 李廷馥妻贈 

淑夫人 和 崔氏之閭)’라 쓴 비각과 ‘충노석이지비(忠奴石伊之

婢)’라 쓴 작은 비석이 있다. 최씨담에 대한 사연은 경상도읍

지(지례현읍지) [13], 조선읍지 , 연안이씨부사공파세보(卷

六) , 김천시사(下, 1999) [14] 등에 전하는데 그 핵심은 최씨

부인 열녀비와 몸종 석이(石伊)에 관한 전설이다.

절부(節婦)로 후세에 빛나는 화순최씨(1576~1592)는 이정

복과 혼례 후 임진왜란을 당해 왜적의 핍박에 대항, 연못에 투

신했고 그녀의 몸종 석이도 주인을 따랐다. 당시 반상(班常)의 

도에 따라 노비의 비는 세우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 내용이 세

상에 알려지자 지역 유림들이 조정에 상소해, 인조는 1632년 

어필(御筆) 정려문을 하사했고 정려각이 방초정 옆에 세워졌

다. 1975년 최씨담 준설공사 중 ‘충노석이지비’라 쓴 작은 비가 

발견되어 전설로만 떠돌던 노비의 존재가 사실로 입증되었고, 

이 비 또한 주민들에 의해 약 38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주인의 

정려각 옆에 비로소 서게 되었다. 

원래 최씨는 김천 능지(陵旨) 명북동(椧北洞) 소재 연못에 투

신한 후 그 연못을 최씨담으로 칭했다. 묘소 또한 그곳에 있으

니 현 방초정 앞 연못은 최씨가 투신한 본래의 최씨담은 아닌 

것으로 유추된다[15]. 부인의 투신 이후 남편 이정복은 방초정

을 건립하고 최씨가 투신한 연못을 경모(敬慕)하고자 하는 심

정으로 마을 둠벙을 확장 개축한 후 ‘최씨담’이라 명명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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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방초정 전면에 최씨담이 있지만 

방초정의 원 위치가 3번 국도 인근이었다는 증언을 감안할 때, 

조성 초기에는 방초정과 원터마을 사이에 최씨담이 있었을 개

연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부재로 인해 방초

정과 최씨담의 원 부지를 구명할 후속연구 또한 요망된다. 

요컨대 방지 내 공존하는 대응적 두 개의 섬은 ‘최씨도(崔氏

島)․석이도(石伊島)’를 상징하는 것이자, 이승에서 못다 이룬 

부부의 연(緣)을 현현(顯現)하고자 한 의도의 조 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지당 최씨담과 2개의 둥근섬은 주종(主從) 간의 

끈끈한 의리와 부부간의 애달픈 인연이 형상화된 정원시설임

을 알 수 있다(Figure 7).

a. View at the right-hand 

side(winter)

b. View at on 2th wood floor of 

Bangcho-pavilion(summer)

Figure 7. Landscape view of the Choi’s pond 

(Researcher photography)

2) 형태 분석

최씨담 및 중도 호안은 막돌바른층 쌓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수구로는 북서측의 뒷산에서 유입된 우수와 마을의 오수가 

분리되어 유입된다. 그밖에 서측의 농로에서 유입되는 2개의 

측구를 더하고 있다. 한편 출수구는 남동측 모서리에 형성된 

익수구를 통해 농지를 가로질러 감천으로 흘러나가게 설계되

었다(Figure 8-a, 8-c~e). Ahn(2006)은 최씨담이 마을의 유출

수를 생태적으로 재처리 여과함을 밝혔다. 특히 ‘오염원의 침전

과 여과․식물에 의한 탈질(脫窒)작용’ 등을 통해 최씨담은 마

을의 생활하수와 우수 그리고 비점오염원수 등이 하천으로 유

입되기 전 한 번 더 걸러주는 수질정화시스템의 기능을 발휘하

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6].

최씨담은 폭 25.6m, 길이 30.0m, 수심 1.0m~0.2m로 바닥상

태는 진흙이며[17], 전형적 방지쌍원도(方池雙圓島)를 갖는 국

내 유일의 현존 지당이다. Gwon(1999)은 조선시대 민간정원의 

지당형태는 중도가 있는 경우, 섬의 수에 따른 부가(附加)와 

둥근 섬을 기본으로 사각형으로 치환(置換) 변용된 점을 디자

인 수법으로 파악한 바 있다[18]. 주지하다시피 민가정원에서 

흔히 보이는 네모난 못 중앙에 둥근 섬으로 표현되는 방지원도

형 지당은 천원지방이라는 성리학적 우주론의 반 이자, 사각

의 못은 음을, 둥근 섬은 양을 상징한 것으로 음양의 결합을 통

a. Plane map(Researcher repurpose) [3]

b. Bancho pavilion nearby aerial photo [5]

c. Inflow water path(Northwest corner edge) [16]

d. Inflow water path(West side bank edge) [16] e. Go out water path(Southeast corner edge) [16] 

 Figure 8. Irrigation Facilities and System of Choi’s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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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ju head house ‘s Twin island of pond(雙島池), 

Hangae village, Seongju [19]

b. Suwon Hwaseong’s Hanamji, 1796[10]

(Proportion of Eungu-Do, Hwaseongseongyeok-Uigwe)[20]

      Figure 9. Form of ponds similar to ‘Twin island of square pond(方池雙島)’

한 만물생성의 이치가 응축된 음양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전남 강진군 성전면의 원주이씨(原州李氏) 서주(西疇) 이빈

(李彬, 1492~1542)이 조성한 백련지는 백련당을 중심으로 조

성된 궁상지(弓狀池)와 방도를 갖고 있다. 경북 성주의 한개마

을에 입지한 한주종택은 조43년(1767)에 한주(寒洲) 이진상

(李震相, 1818~1886)에 의해 건립되고 1866년 중수한 건물이

다. 이곳 측정(側庭)에 존재하는 장방지는 원도인 두 섬을 각

각 석교로 연결하 고 섬 하나는 뭍과 연결시켜 원형에서 왜곡

된 상태이다(Figure 9-a).[19] 

또 동일 읍치 던 성주관아 내 백화헌(百花軒) 후원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쌍도정(雙島亭)8)에도 방지쌍방도(方池雙方島)

가 등장하나, 현재 관아는 소실되었고 쌍도정 터는 흙으로 메

워진 상태이다. 한편 수원 화성성역의궤 은구도(隱溝圖, 1796

년경 제작)에서 상남지(上南池)는 방지원도로, 하남지(下南池)

는 방지쌍원도로 묘사했으나(Figure 9-b) 현장은 남아있지 않

다. 따라서 방초정 최씨담은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지당 중 방

지쌍원도(方池雙圓島)의 전형을 오롯이 간직한 유일한 정원유

구임이 확인된다(Figure 8-a). 

3) 호안 식재수종

Yu et al.(1989)은 방초정 주변에 왕버들 3주를 비롯해 잣나

무․전나무․눈향나무․사철나무 등의 상록수와 은수원사시․

밤나무․회화나무 등의 낙엽활엽교목 및 배롱나무․불두화․

무궁화 등의 낙엽활엽관목 그리고 열녀비 전면과 방초정 전면 

화오(花塢)에 작약․원추리․국화 등의 초본식물이 식재된 것

으로 보고한 바 있다[3]. 이후 27년이 지난 현재 목본식물 중에

는 왕버들과 배롱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쇠퇴했거나 존재치 

않는다. 조  당시 유일한 원형식생으로 판단되는 왕버들 3주

는 존재하나, 그 중 남측 호안의 2주 중 1주는 주간(主幹)이 크

게 손상되고 얼지가 자라는 등 거의 고사상태에 이르렀으며 나

머지 1주도 활력도를 잃고 상하층부가 균형을 잃은 실정이다. 

또한 동측 호안 상에 식재된 왕버들은 비교적 상태는 좋으나 

수세가 호안 쪽으로 기울어 석주형(石柱形) 지주대에 얹혀있

어 보존관리가 요망된다(Figure 10-b~c). 중도 상에 각각 식

재된 전나무는 모두 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측 섬에는 소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생육상태가 부진하다. 한편 서측 중도

와 방초정 전면부 북측 호안의 배롱나무는 근년에 교체된 것

으로 보인다. 북측호안 서측에는 Yu et al.(1989)의 자료와는 

달리 회화나무 대신 은행나무가 현존한다(Figure 10-a). 그밖

에 남측 호안에는 최근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와 주목 

치수(稚樹)가 관찰되며, 또한 수중에서는 마름은 관찰되나 연

(蓮)은 심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a. Map of planting species(Researcher 

repurpose) [3]

b. Red leaf willow of 

east edge

c. Red leaf willow of 

south edge 

Figure 10. Planting of Choi’s pond bank edge

(Researcher Photography)

<Legend of a: 1. Ginkgo biloba L.(ginkgo), 

2. Lagerstroemia indica L.(crápe mỳrtle), 

3. Salix chaenomeloides Kimura(Red Leaf Willow)

3. 집경시로 본 경관 특성

방초정 2층 누상에는 이곳에 등림했던 시인들이 이 일대의 

가경(佳景)을 찬미한 제 시 38개가 게판되어 있어 후손들은 

물론 이곳을 찾던 시인묵객들이 보여준 방초정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암 송시열의 9세손인 송씨형제의 

｢방초정판상운(芳草亭板上韻)｣ 2기가 눈길을 끄는데, 그 중 송

병선(宋秉璿, 1836~1905)의 ｢한보방초정판상운(閒步芳艸亭板

上韻)｣[21]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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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들녘 가을 정에 푸르스름한 달빛 曠野秋亭碧月新 

나는 산뜻한 안개 속에서 옛사람 그리네 我煙蕭灑想前人 

노송과 버들의 땅은 한 울퉁불퉁인 듯 老松高柳亦差地 

한 경치 시로 묻나니 방 의 일세 一景問詩芳艸春 

이 판상시는 송병선이 임신년(1872년) 가을 외사촌인 김성례

(金聖禮) 이덕하(李德夏) 등과 함께 직지사와 황악산 및 수도

산 등 김천의 명소를 유람하고 쓴 황악산기(黃岳山記) 나 수

도산기(修道山記) 와 동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

에서는 누정의 가을풍경 속에서 충절의 선비 이정복을 추념한 

것이다. 시 속에서 노송과 버들을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최소한 1872년경까지는 최씨담 인근에 왕버들과 함께 노송이 

있었음이 유추된다. 

‘삼산이수’로 대표되는 김천의 자연은 감천 변에 조성된 방

초정에서의 조망경관을 통해 문학작품으로 승화되었다. 방초정

을 시점(視點)으로 한 집경시로는 ｢방초정8 (芳草亭八詠)｣과 

｢방초정10경(芳草亭十景)｣이 알려져 있다. 안재선생문집(安齋

先生文集)  권지일(卷之一)[20]에 전하는 ｢방초정8 ｣의 제

자인 안재(安齋) 장유(張瑠, 1649~1724)는 우암 송시열을 사사

한 문장과 학식이 뛰어난 선비 으나 출사치 않고 향리에서 강

학과 저술로 일생을 보냈다. 방초정 누상(樓上)에는 12.5×48.5㎝ 

크기 총 10개의 ｢방초정10경｣에 관한 소표제가 목판에 새겨져 

주련으로 걸려 있다(Figure 11). 최근 김천향토사학자에 의해 

｢방초정10경｣이 연안인(延安人)이며 구성면 출신인 수강(守

岡) 이만 (李晩永 1877~1963)의 수강문집(守岡文集) 에 수록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一帶鑑湖 十里長亭 金烏朝雲 修道暮雪 螺潭 火 牛坪牧笛 窟臺丹楓 松岑翠林 鷹峰落照 眉山半輪

  Figure 11. Bancho-pavilion’s 10 types of landscape(芳草亭十景) that hangs pavilion inside(Researcher photography)

Scenery Landscape content Os Op Orientation Distance Time Season

 1 一帶鑑湖
Landscape and to fishing in the spring near the 

river figure
whole block(一帶)

Guam lake

(鑑湖)
southeast middle day Spring

 2 十里長亭
Images of towering pavilion to serve as a major 

milestone journey

Bangcho pavilion

(方草亭)

Long pavilion

(長亭)
center near day Spring

 3 金烏朝雲
Be fresh heart when Geumo mountain under cloud 

cover

Mt. Geumo

(金烏山)

Morning 

cloud(朝雲)
northeast long morning Summer

 4 修道暮雪 The snow scenery of nearby Sudo mountain
Mt. Sudo

(修道山)

Evening 

snow(暮雪)
south long evening Summer

 5 螺潭 火
Fishing scene caught by lighting a fire in fish and 

turtle pond

Nhadam

(螺潭)

Fishing fire

( 火)
southeast middle night Fall

 6 牛坪牧笛
Shepherd's pipe sound in plains to hear from the 

pavilion

Woopyung

(牛坪)

The Cowboy's 

Flute(牧笛)
east middle day Fall

 7 窟臺丹楓 Red maple leaves around down to every arbor
Guldae

(窟臺)

Autumn foliage

(丹楓)
north  middle day Winter

 8 松岑翠林
The sound of birds coming from a green forest of 

pine trees
Peak of Pine(松岑)

Green forest

(翠林)
southeast middle day Winter

 9 鷹峰落照 Scenery of sunset below the Eungbong
Hawk like 

mountaintop(鷹峰)

Glow of the 

setting sun(落照)
west long evening

10 眉山半輪 Crescent moon has risen in Mi mountain
Mt. Eyebrowish 

(眉山)

Semi circle

(半輪)
northwest long night

Os: secondary Object, Op: Primary Object, 

Note: Middle distance landscape: 100-500m, Long distance landscape: 500m more

Shaded part is the same as eight Poem of Bancho-pavilion(芳草亭八詠)

Table 1. Sight analysis of Bancho-pavilion’s 10 types of sce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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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의 ｢방초정10경｣은 누정 주변 산야를 아우른 김천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 다. 특히 방초정을 중심으로 가야

산(1,433m)․수도산(1,317m)․금오산(977m) 등의 고산을 원

경으로, 주변 하천․계곡․평야의 경관요소를 중경으로 삼아, 

방초정을 소우주의 중심으로 상정한 정경(情景)이 읽혀진다. 

｢방초정8 ｣은 ｢방초정10경｣의 소표제 8편과 동일하며, 사

시(四時) 별로 2편씩의 시를 의도적으로 배분했다. 또한 ｢방초

정10경｣과 비교할 때 ‘응봉낙조(鷹峰落照)’와 ‘미산반륜(眉山半

輪)’은 배제되었지만 대개 운자(韻字)는 일치하고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전작(前作)인지 규명할 확증은 없지만 ｢방초정10경｣

이 ｢방초정8 ｣ 제  후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방초

정 10개 승경의 주경관 요소는 호수․산․수림․단풍 등의 자

연 경물, 구름․눈․노을․초승달 등의 자연 현상, 장정(長

亭)․어화( 火)․목적(牧笛) 등 인문경관적 요소로 적절히 배

분되어 있으며, 그 시각 또한 아침 - 낮 - 저녁 - 밤 등 주경과 

야경을 포괄한다. 방초정의 집경은 중국 소상팔경의 어촌석조

( 村夕照)와 응봉낙조(鷹峰落照)로, 강천모설(江天暮雪)은 수

도모설(修道暮雪)로 변용되었지만 그 외 제 은 소상팔경의 시

각적 결속어를 배제하고 삼산이수로 충만한 김천 일대 산림 및 

취락경관의 목가적 서정성을 잘 묘사하고 있다. 

Ⅴ. 결 론

문헌고찰과 현지조사를 통해 김천 방초정의 입지, 누정과 지

당의 조형성 그리고 누정제 시의 경관의미 등 정원의장적 특

질을 추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초정은 황악산․가야산․감천 등이 배산임수의 요

건을 충족하며, 금비녀가 땅에 떨어진 금잠낙지형으로, 누정이 

자리한 원터마을은 감천과 하원천이 마을을 위요한 연화부수

형의 풍수형국으로 해석된다. 

둘째, 방초정은 마을의 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이자 연안이씨

의 본제 정양공종택과 약 150m 이격된 누정형 별서로, 당호 방

초는 ‘향기롭고 꽃다운 풀’ 혹은 ‘어질고 충성스러운 군자’를 뜻

하며 조 자의 호이기도 하다. 이는 가경 속에 터 잡았으되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어진 선비의 장소임을 함의하는 중위법적인 

표현으로 재해석된다. 따라서 선조의 기상과 인품을 제재로 한 

선현칭송에 뿌리를 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방초정은 중앙 온돌방에 사방분합문을 달아 마루를 가

설한 누각형 2층 구조로 적극적으로 열린 조망을 추구한 조망

의지가 읽혀진다. 뿐만 아니라 ｢가례증해｣ 간행과 같은 공적기

능과 사적 장소로의 활용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공간활용의 의

지 또한 확인된다. 

넷째, 방초정의 조망대상이기도 한 최씨담은 현존하는 국내 

지당 중 전형적 방지쌍원도를 갖는 유일한 정원유구로, 지당 

내 공존하는 두 개의 섬은 주종 간의 끈끈한 의리 및 부부애를 

형상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정원시설이다. 나아가 3개소의 입수

구와 감천으로 향한 1개의 출수구야말로 저류는 물론 생태적 

재처리의 기능을 갖는 마을방죽으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된 최적합화된 정원의장으로 판단된다. 현재 방초

정 일원의 유일한 원형식생은 왕버들로 확인되나 현존하는 노

거수 3주 중 2주는 노쇠하여 고사 직전이며, 1872년 송병선의 

제 시에 등장하는 노송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섯째, 안재 장유의 ｢방초정8 ｣과 이를 확대 재생산한 수

강 이만 의 ｢방초정10경｣에서는 방초정을 중심으로 김천과 

구성면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담은 취락의 목가적 전원경이 

집약 응축되어있다. 방초정 집경시는 사계사시와 기상현상 그

리고 팔방을 고려하여 경물을 배분 포치시킨 것은 내부인에게

는 방초정과 원터마을을 소우주의 중심으로 삼음이며, 외부인

에게는 별서명승 방초정에 대한 경관인식의 현현이 아닐 수 

없다.

 주 1) 1929년 이현기가 상좌원 출신인 선조 초당(草 ) 이장원(李長源, 

1560~1649)을 기려 굴암바위 위에 세운 누정이다.

 주 2) 농촌의 전형인 원터마을은 연안이씨 씨족부락으로 1510년경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 관 숙소 상좌원이 있어 ‘원터'라 불렸

다. 한국전쟁 때 초등학교가 점령되었고 99칸 종가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심했으나 방초정과 작은 종가 등은 현존한다.

 주 3) 방초란 녹음방초(綠陰芳草)의 계절 봄이 무르익는 시절, 녹음이 짙

어지고 풀꽃들은 지천으로 피어나 바람결에도 은은한 향기를 흩날

리는 오월이 연상된다. 사계 중 봄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방초는 예

부터 ‘군자의 미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방초정의 

주인은 사시 내내 이곳에서 군자의 미덕이 풀꽃향기처럼 번져가기

를, 자자손손 그 향기가 이어지질 염원했음을 반증한다. 

 주 4) 당나라의 시인 온정균(溫庭筠, 812~870)의 ｢주천자(酒泉子)｣라는 

시에 “녹음이 짙어지고 방초는 그치고 버들은 흐드러졌다(綠陰濃 

芳草歇 柳花狂)”는 내용이 있고, 송의 진윤평(陳允平, 生沒年 未詳)

의 ｢주금당 북성한원즉사(晝錦  北城韓園卽事)｣라는 시에도 등장

한다.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은 ｢초하즉사(初夏卽事, 초여름

에 즉흥으로 읊다)｣에서 “녹음유초승화시(綠陰幽草勝花時)”라고 

했으니, 둥그런 기슭에 돌다리 초가가 있고 흐르는 물은 졸졸 양 

언덕을 지나간다. 갠 날 따뜻한 바람에 보리 기운 나고 숲 그늘 그

윽한 풀이 꽃 필 때보다 좋아라. 삼산이수(三山二水)는 원래 이백의 

‘등금릉봉황대’에 나오는 구절로 이백이 최호의 ‘등황학루’를 좋아해 

지은 ‘등금릉봉황대’는 동진의 수도인 금릉에서 당의 수도인 장안을 

바라보며 수심에 잠기는 내용이다.

 주 5) 가례(家禮)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줄인 말로, 조선에서 예는 곧 

법이고 예가 무너짐은 국법이 흔들림을 뜻했다. 이의조(李宜朝)가 

관혼상제의 예를 통일시키고자 조34년(1758) 주자가해(朱子家

解)에 우리의 예설을 열거, 증보, 해석하고 설을 첨가해 조47년

(1771) <가례증해초본>을 완성한 주자가례의 주석서로 14권 10책 

목판본이다. 양면양각 475매 목판으로 각판기술이 우수하고 양호

한 보존상태로 가례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현재 연안이씨 명성재에 

보관되어 있다. 이는 정조16년(1792) 황악산 직지사에서 거목의 느

티나무를 공인 김풍해 등이 판목작업을 시작해 3년 후인 정조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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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완성했으며, 김장생에서 이재에 이르기까지 노론의 방대한 

가례를 집성한 예서이다. 조목마다 경전의 전거(典據)를 밝혔고 선

유들의 해설과 자신들의 견해를 덧붙 다. 편집서의 성격이지만 풍

부한 내용과 보편적 해설로 널리 보급되어 조선가례사 연구에 매

우 귀중한 자료이다.

 주 6) 첫째, 향리에 묻힌 선비가 선친의 유지에 따라 과업을 완수한 점이

다. 당시 치열한 당쟁의 빌미 던 예송논쟁에 대해 무려 13년간 전

력투구 끝에 ｢가례증해｣를 간행함으로써 예송논쟁에 사실상 종지부

를 찍게 했다. 이는 실로 방대한 자료의 조사․고증․편집을 요하는 

것으로 수많은 선비들의 참여를 위한 회합의 장소로 방초정이 상당

한 기여를 했음이 유추된다. 둘째, 인근 사찰 직지사와의 협력관계이

다. 겉으로는 억불숭유정책을 썼지만 학문세계에서는 유학자와 승려 

간의 협조가 원활했음을 반증한다. ｢가례증해｣ 목판은 직지사에서 

제공한 느티나무를 썼고, 판각작업도 상당한 기술지원이 있었음이 

추정된다. 나아가 방초정 건립도 ｢가례증해｣ 간행과 시기가 겹치는 

것을 볼 때 승려들의 지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이의조의 

선비정신이다. 무리지어 논쟁에 휩쓸리기보다 전적들을 총망라한 고

증을 통해 시대적 고민을 통쾌히 해결했다고 할 수 있으니, 방초정 

중건에도 그의 선비정신이 재현되었을 것은 자명한 귀결이다. 

 주 7) 휘 만용(萬鏞), 자 치량(致良)․율제(栗齊). 과거가 위기지학(爲己之

學)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농사를 짓고 독서에 몰두했다. 송병선의 문인

으로 저서 사례집류(四禮輯類) , 유고집 율제집(栗齊集) 이 있다.

 주 8) ‘쌍도정도’의 못은 2개의 섬이 있는 방지(方池)이다. 한 곳에는 초당

을 짓고 다른 한 곳에는 소나무를 심어 다리로 두 섬 간과 못 밖까지 

연결하 다. 못 속에 괴석을 놓고 주변에 소나무, 버드나무, 느티나

무, 단풍나무 등을 심어 호안석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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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scenary pome on Bangcho pavilion(芳草亭八詠) Ten scenary pome on Bangcho pavilion(芳草亭十景)

source Jang Ryu(張瑠, 1649~1724) 安齋先生文集 Lee Man-Yeong(李晩永, 1877~1963)의 守岡文集

一

帶

鑑

湖

(春景)

Second poem. 一帶鑑湖 (春)

明沙白石護名區 맑은 모래 흰 돌이 명승지를 도와주고

演漾春波是鑑湖 봄 파도 물 위에 뜨니 이곳이 감호라네

六七冠童歸詠處 6∼7명의 어른 아이 산수 읊으며 돌아가는 곳

水禽山鳥不驚呼 물고기와 산새들도 놀라지 아니하오

檻外鑑湖一帶流 난간 밖 감호 일대가 흐르니

明沙白石短長洲 맑은 모래 흰 돌 길고 짧은 물가로다

桃花氣暖春風靜 도화 기운 따뜻한데 봄바람도 고요하니

時有 郞係片舟 때때로 고기잡이 조각배를 매누나

十

里

長

亭

(春景)

First poem, 十里長亭 (春)

一路高低傍石汀 높고 낮은 큰 길이 석정(石汀) 옆에 있으며

短亭何處是長亭 작은 누정 어디 있는가. 이곳은 큰 누정이네

杜鵑啼罷春山曉 두견새 울음 끝나니 봄 산은 맑은데

多 行人日不停 다소의 행인들이 낮에는 머물지 않네

街頭孤立一長亭 길가 큰 누정 하나 외로이 서 있으니

不語能知遠近程 말하지 않아도 능히 멀고 가까운 이정(里程)을 

알리로다

此去王城凡幾里 여기서 왕성이 무릇 몇 리나 되나

行人到此或驂停 행인이 혹 갈 길을 멈추는구나

金

烏

朝

雲

(冬景)

Seventh poem. 金烏朝雲 (冬)

伯夷之後吉徵君 백이선생 가신 후에 길재선생 계시는데

登彼金烏臥白雲 올라가니 금오산이 흰 구름 위에 누워 있네

人去百年雲自在 선생 가신 백년에도 구름은 절로 있어

朝朝巖畔護淸芬 암반에는 아침마다 맑은 향기를 도와준다

金烏山上起朝雲 금오산 위 아침 해 솟으니

如火如綿自動雯 불인 듯 솜인 듯 스스로 문체가 움직이는구나

莫道人間引雨氣 인간이 우기를 끈다 말하지 마라

玉樓高處降仙君 옥루 높은 곳에 신선이 내려왔나니

修

道

暮

雪

(冬景)

Eighth poem. 修道暮雪 (冬) 

修道山名知也不 수도란 산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山名修道道誰修 산 이름 수도인데 누가 도를 닦는가

可憐修道山人去 가련하게 수도하는 산사람은 갔으니

暮峀 容雪裡浮 해 저문 산의 슬픈 모습 눈 속에 넘치네

山深修道雪添寒 산은 수도산이 깊고 눈은 추위를 더하는데

千樹梨花入遠看 자욱한 배꽃이 멀리 들어와 보이는구나

唱作郢門歌一曲 문에 노래 한 곡 지어 부르니

陽春和氣自成團 양춘의 따사로운 기운이 스스로 둥글구나

螺

潭

火

(夏景)

Fourth poem. 騾潭 火 (夏)

石角杈枒百尺潭 돌머리 목등 달고 백척 깊은 못 속에는

銀鱗玉甲此中涵 물고기와 자라들이 이 못에 잠겨있네

夜來 子知多  밤이 오면 낚시꾼 몇 사람 찾아드니 

岸上疎星點兩三 언덕 위엔 성긴 별 2∼3개 비처주리

火螺潭竟夜明 올뱅이 도랑에 고기잡이 불 밤새도록 밝으니

鴈鴻疑月落沙平 기러기가 달인가 의심하고 모래밭에 떨어지는구나

歸時人問江南景 돌아갈 때 사람들이 강남 경치 묻거든

芳草高亭 有名 방초 높은 누정 가장 유명하다고 하여라

牛

坪

牧

笛

(夏景)

Third poem. 牛坪牧笛 (夏)

山雨依依十里坪 무성한 산비는 십리들에 뿌려지고

揷秧盈處綠煙生 모심은 논에는 푸른 경치 생기네

黃牛背上簑衣子 황소 등 위에 도롱이 입은 아이들이

短笛橫吹不叱行 횡피리 불며가도 꾸지람을 아니하오

亂來牧笛起牛坪 어지러운 목동의 피리 소리 우평에서 일어나니

故使遊人午夢驚 짐짓 유인으로 하여금 낮잠을 깨우는구나

背上誰家髧髮子 소등에 뉘 집 댕기머리 총각이

時時雜 讀書聲 때때로 글 읽는 소리를 섞어 보내는고

窟

臺

丹

楓

(秋景)

Sixth poem. 屈臺丹楓 (秋) 

萬意臺名流不窮 우연히 지은 굴대란 이름 원히 불러지며

何人道屈 靑楓 어떤 사람이 굴대 길에서 푸른 단풍 대할까

人亡臺古楓猶在 사람은 죽고 대는 오래되어 단풍만 남았으니

葉葉迎霜也自紅 잎마다 서리 맞아 스스로 붉어있네

葉葉臺前丹落楓 잎새마다 대 앞에 붉게 떨어지는 단풍잎

秋容恍惚畵圖中 가을 모습 그림 속이로다

有何門外停車客 문 밖에 어떤 수레 멈춘 길손이

坐愛春花二月紅 앉아서 2월의 봄꽃보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느뇨

松

岑

翠

林

(秋景)

Fifth poem. 松岑翠林 (秋)

潤翠東南百丈岑 동남쪽 푸르름이 넘친 높은 산에는

松風時動打深林 때 맞추어 솔바람이 깊은 수풀 진동시키네

初疑萬壑波濤響 처음에는 만학 속의 파도소리 의심하나

卻訝淸音蘿逕琴 맑은 소리 만나보면 여라 길의 거문고이네

東立松岑積翠林 쫑긋 솟은 송잠에 푸른 숲이 가득하니

四時春色永傳今 사시의 봄빛이 길이 지금까지 전하누나

禽聲上下滁亭樂 새소리 오르락내리락 제정의 즐거움이

此地移來入我吟 이 땅에 옮겨 와 나의 읊음에 들어오는구나

鷹

峰

落

照

遙看落照下鷹峰 멀리 낙조가 응봉에 내리는 모습

村掩柴扉寺撞鐘 마을에서는 사립문을 닫고 절에서는 종을 치는구나

齊景牛山空下淚 옛날 제경공이 우산(牛山)에서 눈물을 흘렸다니

朝陽 處更何容 아침 빛 대하는 곳에서는 무슨 얼굴 지을라느뇨

眉

山

半

輪

仰見眉山月半輪 미산에 조각달 우러러보니

姮娥猶不露全身 항아가 아직 전신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第當生魄中天到 생백을 기다려 중천에 이르면

萬國通明不起塵 만국이 통명하여 티끌도 일지 않으리

Appendix 1. Eight poem of Bancho-pavilion(芳草亭八詠) & Bancho-pavilion’s 10 types of landscape(芳草亭十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