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으로 초대합니다.
정읍(井邑)은 ‘샘 고을’이다. 물이 맑고 깨끗할뿐더러 풍부해 드넓은 옥토를 적
셨다. 내장산과 두승산같은 큰 산이 끝나고 동진강을 따라 호남평야 너른 들판
이 시작되는 지형이어서 일찍이 농경문화가 발달했고 물산이 풍부했다. 크고 작
은 영봉을 거느린 내장산은 이름만큼 많은 보물을 감추고 있다. 봄이면 파릇한
애기단풍, 여름이면 울창한 수목과 계곡, 가을 산을 뒤엎는 단풍은 전국에서 탐
방객을 모으고 있다.
풍부한 물산과 전라도 여인들의 손맛이 어우러져 음식이 발달했다. 들르는 곳
곳마다 ‘맛 집’인 이유다.
정읍은 또한 교통의 요지다. KTX역인 정읍역은 이웃 고창과 순창, 부안 그리고
전남 장성과 영광, 담양까지를 아우른다.
정읍은 혁명의 땅이다. ‘바른 세상과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읍에서 나고 자
랐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떨쳐 나섰다. 고운 최치원이 지금의 태인 일대를 아
우르는 태산군수를 지냈고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직전 정읍현감을 지내고
삼도수군통제사가 됐다. 120년 전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보국안민(保國安民)’
을 내걸고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이 모두 정읍 출신이
다. 정읍은 또한 증산교와 보천교 같은 민족종교의 산실이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끊임없이 샘솟는 곳이 또한 정읍
이다. 현존하는 유일의 백제가요인 ‘정읍사’부터 최초의 가사문학 정극인의 상
춘곡, 최근의 문인들까지 문학의 뿌리도 깊다. 풍류가 넘쳐 우도농악의 발원지
이며 차 문화도 저변이 넓고 두텁다.
옥정호 자락에 피고 지는 구절초의 흐드러진 풍경,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솔
티숲,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월영습지는 정읍이 가진 자연의 향기다.
또한 조성하고 있는 국내최대 라벤더농장은 정읍의 향기를 한층 더 다양화시키
고 정읍을 향기공화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내장산의 비경이 뿜어내는 자연의 향기와 세상의 변혁을 위해 떨쳐 일어선 사람
의 향기. 샘물처럼 솟는 문화의 향기. 풍부한 물산을 배경으로 한 맛의 향기가
풍성한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2020년 11월
정읍시장

▼ 라벤더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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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향기
•감춰진 것 많은 산 내장산, 곳곳이 비경이네
•사철 뿜어내는 내장산 비경을 흠뻑 누리는 절, 내장사
•내장산을 품었거나 품겼거나, 벽련암
- 정읍 차향 1,000년 이어온 자생 차 군락

•한류의 시작, 장금이 고향길 따라 만든 대장금마실길
- 옥정호에서 가장 경치좋은 곳에 지은 난국정

•국가생태관광지, 월영습지와 솔티숲
- 생태자원의 보고, 월영습지
- 아름다운만큼 아픈 역사를 간직한 솔티숲

•인생 샷을 건질 절경, 구절초테마공원
역사와 문화의 향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전형적인 배산임수에 잘 지은 양반집, 김명관 고택
•절개높은 선비의 봄노래여, 상춘곡
•천년의 사랑, 정읍사
- 정읍사공원 망부상

동학농민혁명의 향기
•동학농민혁명의 길을 걷다
- 탐관오리 조병갑이 고혈을 빨아 쌓은 보, 만석보터
- 관아로 쳐들어갑시다!, 말목장터
- 만석보를 허물어라, 만석보 혁파비
- 녹두장군의 숨결이 느껴질 듯, 정읍 전봉준 유적
- 창고문을 열어라, 고부관아
- 고부관아터
- 고부향교
- 탐관오리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 군자정
- 이름없이 쓰러져간 용사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 승리의 깃발을 올려라, 황토현 전적비
- 동학농민군의 기개와 함성을 한 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삶의 향기
•1,000년 차향이 흐르는 거리, 쌍화차 거리
•그 맛 비길 바 없네, 정읍 막걸리
- 작은 주조장마다 맛 좋은 막걸리로 유명세

•손색없는 국민 관광지, 내장산 문화광장
- 전국으로 입소문 난 캠핑장
- 샘골 정읍의 물, 귀갑약수
- 내장산 노래한 배호의 노래비
-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정읍시립박물관

•샘 고을 정읍의 맛
- 정성으로 키운 단풍미인 한우와 쌀
- 맑은 물, 부부 사랑, 약초가 우려낸 맛, 단풍미락

황토현 전적
정읍은 혁명의 땅이다. 어디든 동학의 정신,
동학의 향기가 흐른다.

내장산은 남원의 지리산, 영암의 월출산, 장흥의 천관산, 부안의 변산과 함께
예로부터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혀왔다.
어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8경 중 하나로 손꼽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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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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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것 많은 산

내 장 산,
곳곳이 비경이네
넉넉지 못한 시절, 봄 농사를 짓기 전 사내와 아낙들이 어울려 봄 벚꽃 여행을
갔다. 산사로 가는 길, 웬만한 신작로에는 벚꽃이 흔했다. 여름에는 관광버스
를 대절해 해수욕장에 갔다. 고된 농사일에 지친 몸을 모래찜질로 달래기도
했다. 전국 어디든 올망졸망한 바닷가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몰렸다.
가을에는 단풍구경을 갔다. 설악산 단풍이 꽤 이름났지만 단풍구경은 내장산
단풍을 제일로 쳤다.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이 되레 단풍 길을 물들였다. 내
장산은 그래서 단풍의 대명사가 됐고, 내장산 단풍이 절정에 오르는 날은 신
문의 단골 뉴스가 됐다.
봄 벚꽃, 여름 해수욕은 시들해졌다. 푸켓이며 보라카이에 밀렸고, 호캉스에
도 밀렸다. 그러나 가을 단풍만은 여전하다. 내장산 단풍은 올해도 온 산에
물감을 뿌려놓을 터다.
내장산은 남원의 지리산, 영암의 월출산, 장흥의 천관산, 부안의 변산과 함께
예로부터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혀왔다. 어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8경 중
하나로 손꼽기도 한다.
우리 조상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어디, 몇 경하는 식으로 표현하길 좋아했다.
십이경·십경·팔경·오경·삼경 등이 대표적이다.
12

▲ 내장산의

가을 | 마치 물감을 뿌려 놓은 듯 불타는 내장산 단풍은 가을 단풍의 대명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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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산 | 내장산은
▼ 우화정 | 날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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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 뿐 아니라 영봉과 계곡이 아름답기로 소문나있다.
돋아 하늘로 승천했다는 고사에서 따온 우화정은 마치 하늘을 날 듯 날렵하다.

정읍에도 빼어난 풍광의 9경이 있고, 시군 홈페이지와 홍보책자에는 8경이니 10
경이나 하는 분류가 넘쳐난다. 특히 이들 경승지는 8개를 하나로 묶어 팔경으로 표
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고 한다.
내장산은 감춰진 것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내장산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 만추에 붉디붉은 단풍만 품고 있는 게 아니다.
내장산은 원래 이 산의 본사인 절 영은사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靈隱山)으로 불렸
다. 하지만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여 안 내(內), 감출 장(藏) 자의
내장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높이 763m의 신선봉을 주봉으로 하는 내장산은 봉우리들의 높이가 700m 안팎이
지만 봉우리 정상이 저마다 독특한 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호남의 금강’이라 불려
왔다. 서래봉, 연지봉, 까치봉, 장군봉 등 높이 650m 이상의 연봉들을 거느리며 위
치와 계절에 따라 천변만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장산’ 혹은 ‘내장사’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단풍을 떠올린다. 절 입구에서 뒤편의 서래봉에 이르는 대협곡에
단풍이 물들 때의 아름다움은 가히 일품이다.
단풍 뿐 아니라 비자나무 숲과 굴거리나무 군락 숲도 매우 아름다운 산이다. 계절
역시 가을만 아름답고 눈부신 게 아니다. 단풍나무들이 신선한 초록의 향연을 펼
치는 봄, 여름의 내장산도 지나칠 수 없다.
애기단풍나무들이 우거져서 이룬 터널을 따라 걸으면 진녹색의 물결이 황홀하다.
한여름의 녹음이 지치도록 푸르른 내장산은 화려한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답다.
15

내장산에서도 금선폭포와 도덕폭포같은
폭포를 품은 금선계곡과 백암계곡 등을 유명
한 곳으로 꼽는다. 열개가 넘는 등산 코스는
짧게는 1.5km에서 길게는 14km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다. 체력이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서 트레킹이 가능하다.
내장산이 가을 단풍 명소에서 4계절 명소가
된 데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최초로 조성된
자연관찰로 덕분이다. 비교적 평탄한 산길을
따라 노약자와 어린이 탐방객들에게 적합한
산행코스를 걷노라면 내장의 진면목을 흠뻑
느낄 수 있다.
내장사 입구 탐방안내소를 출발하여 내장사
와 원적암, 사랑의 다리를 거쳐 벽련암을 구경
하고 일주문으로 내려오는 탐방코스다. 거리
는 약 3.9km, 소요시간은 걷는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시간 반이면 너끈하다. 자
연관찰 코스여서 곳곳에 내장산의 식생을 공
주차장에서 내장사로 향하는 길에는 상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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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는 철이면 관광객들의 탄성이 예사다.

▶내장산의

부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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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여 ‘상사화(相思花)’라는 이
름을 가졌다.
사랑을 이룬 사람이든, 이루지 못한 사람이든 꽃말보다 상사화
꽃에 취해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휴대폰을 들이댄다.
상사화면 다 같은 상사화로 여기지만 내장사의 상사화는 ‘내장
상사화’라고도 하고 ‘백양꽃’이라고 부른다. 내장산에서만 볼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다른 상사화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자태가 여느 상사화에 비해 빼어나다.

▼ 내장사

상사화

▲ 내장산 | 눈 내린 내장산의 조각공원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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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 뿜어내는
내장산 비경을 흠뻑 누리는 절,

내장사
동쪽으로 장군봉과 연자봉, 신선봉으로, 남쪽
으로는 영취봉과 연지봉, 서쪽으로는 불출봉
과 서래봉으로 에워싸여 자리 잡은 절이 내장
사다. 내장사 영봉의 한 가운데, 마치 연꽃 한
가운데 자리한 내장사는 내장산이 사철 뿜어내
는 진경을 흠뻑 누린다.
내장사는 636년(백제 무왕 37), 지금으로부터
무려 1,400여 년 전에 영은 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옛 내장사는 660년(백제 의자왕 20) 처음 세워
졌는데 고내장이라 한다. 벽련사 자리가 고내
장, 즉 옛 내장사 자리라고 한다. 현재의 내장사
는 본래 영은사 자리인데, 영은 조사가 지을 당
시 50여 동의 대가람으로 창건한 절이었다. 가
람이 50여 동이었다니 그 규모가 가히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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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95년(고려 숙종 3) 행안 선사가 건물을 중창하고, 1539년(조선
중종 34)에 조정의 명으로 불살랐다고 한다. 1557년(명종 12) 희묵이 법
당과 요사 채를 다시 지었는데 선조 25년 임진왜란의 와중에 불타 없어
졌다.
절의 역사를 기록한 사지가 전해지지 않지만 내장사는 1639년(인조 17)
부용이 절 건물을 개축하였다. 그 뒤 1779년(정조 3) 영운이 대웅전을 중
수하고 요사를 개축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매곡이 대웅전을 중수하고 명부전을 새로 지었는
데 6·25전쟁의 참화를 견디지 못하고 전소됐다. 이 일대가 한국전쟁 당
시 치열한 전투 지역이었던 탓이다.
1957년 다시 요사를 늘려 새로 짓고 1958년에는 대웅전을 새로 지었다.
이때 지은 대웅전 건물이 바로 이웃 입암에 있던 보천교 건물 정문인 보
화문을 사용해 지은 건물이다.
보화문을 뜯어 옮겨 지은 내장사 대웅전은 다른 사찰과 달리 높이 3m
가량의 기둥이 모두 돌로 이뤄졌으며 못을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지
어진 목조건물이었다.
원래 보화문은 2층 건물이었지만 해체해 옮겨 지으면서 1층으로 고쳐 세
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장사 대웅전은 2012년 10월 알 수 없는 화재
로 전소되고 만다. 새로 지어진 대웅전은 옛 건물에서 돌기둥만 그대로
두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천교 본당격인 십일전은 지금의 서울 조계사
법당이 되었다.
▲ 내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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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대웅전이 된 십일전은 지을 당시 들어간 건축 비용만 50여 만 원이었다
고 한다. 하지만 경매에 내놓자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 조계사에서 사들일 때는
500원에 낙찰된다. 1937년 3월부터 십일전 건물을 답사하던 불교계는 십일전 매입
을 결정하고 그해 10월 옮겨짓기를 마쳤다.
내장산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는 것은 단풍철 만산홍엽의 장관을 구경하는 것 말고
도 많다. 입구에서 산길을 따라 내장사까지 걷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매표소에서
표를 사들고 입장하고 나면 오른편에 셔틀버스 정류장이 보인다. 걷기 불편하다
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매표소에서 일주문까지 걷는 게 좋다.
보통 걸음으로 40분에서 한 시간 남짓하면 충분하다.
매표소를 지나 우화정까지 걷다보면 왼쪽으로 개천이 하나 흐른다. 정읍천이라고
부르는데 수량이 다르긴 하지만 늘 물이 흐른다. 개천에 빠진 단풍잎은 작고 앙증
스럽다. 애기 단풍이다. 애기단풍은 산 너머 장성 백양사가 유명하다지만 내장산애
기단풍에 비길 바 아니다. 애기단풍은 잎의 크기가 작게는 어른 엄지손톱에서부터
크게는 아기의 손바닥만 한 것까지 작고 귀여워 붙여진 이름이다. 단풍나무의 종류
가 아닌 하나의 별칭이다. 애기단풍은 작지만 눈이 시리도록 붉은 게 특징이다.
단풍 길을 따라 오르면 우화정을 만난다. 우화정은 내장사 입구 작은 호수에 자리
하고 있다. 호수를 둘러싼 산세와 호숫가에 심어진 단풍나무들이 잔잔한 호수에
반영되어 만들어 내는 가을풍경은 특히 아름답다. 내장사 홍보 팸플릿에 빠지지 않
고 나오는 그림이다.
우화정은 소동파의 전적벽부에 나오는 우화등선이라는 고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날개가 돋아 올라 승천했다는 뜻이다. 옛 신선들이 이곳에서 바둑을 두다가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전설로 인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24

▲ 내장사 다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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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정 주변을 흔히들 삼홍(三紅) 명소라고도 부른다. 산이 붉게
타서 산홍(山紅)이요, 단풍이 맑은 물에 비춰서 수홍(水紅)이다. 단
풍 속에 있는 사람도 역시 붉게 보이니 인홍(人紅)이다.
우화정을 품은 호수, 내장산의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다. 새벽이면 물안개가 피어올라 신비감을 더해줘 사진
작가들의 단골 촬영지이기도 하다.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소가 이곳
을 내장산 절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곳으로 꼽은 이유다.
우화정에는 전설도 전해온다.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글 읽기에
정성을 다하여 동네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던 한 홀아비 선비가 칼
바위에 앉아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우뢰와 함께
하늘에서 어여쁜 선녀가 내려와 선비와 함께 두 개의 날개로 둔갑하
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다. 우화정이 위치한 우화산은 예쁜 선녀가
시가지를 향하여 춤을 추고 있는 산으로 효자가 오르면 선녀가 천
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곳이라 한다.
우화정에서 몇 걸음 옮기면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다. 탐방센
터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면 내장사 일주문까지가 단풍터널이다. 내
장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가장 감탄사를 연발하는 곳이다. 가을 단
풍이 붉게 물들면 단풍터널은 인간세와 멀어진 별유천지요 무릉도
원이다.
◀우화정

단풍터널은 일주문 내장사 300여 미터에 단풍나무 108그루가 도열
하듯 서있는 곳이다. 108그루가 심어진 이유는 108번뇌를 뜻한다.
27

단풍터널이 본래 있던 것은 아니고 60여 년 전인 1958년 당시 이곳 내장면 면장을 지내
던 유귀남이라는 분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화려한 단풍터널과 108그루가 주는 즐거움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이라는 애별리고(愛別離苦),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을 뜻하는 원증회고(怨憎會苦) 같
은 인간사 108번뇌를 잊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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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터널을 걸으면 당나라 시인 이백(李白)이 <산중문답(山中問
答)>에 남긴 시 한수가가 떠오를 법 하다.
問余何事栖碧山

문여하사서벽산

笑而不答心自閑

소이부답심자한

桃花流水杳然去

도화유수묘연거

別有天地非人間

별유천지비인간

무슨 까닭에 푸른 산에 사느냐 묻는다면
말없이 웃겠지만 마음은 스스로 한가롭기만 하네
복숭아꽃 물 따라 멀리 흘러가는 곳
다른 세상이로되 인간 사는 곳은 아니네
단풍과 산세의 유혹을 견디고 내장사에 들어서면 대웅전보다 절
을 둘러싼 내장산 영봉이 포근하게 감싸 반긴다.
절 마당에 우두커니 서있는 것만으로도 내장산의 정기와 풍취를
▲ 단풍터널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산세와 풍수를 알 리 없는 관광객에게도 “참
잘 잡은 자리”라는 말이 절로 터진다.
가을 산이 불타는 즈음이라면 ‘만산홍엽’이 혼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 대웅전은 화재 이후 새로 지은 건물이다.
현재의 대웅전은 화재 이후 정읍시 예산을 합해 25억원을 들여 정
면 5칸과 측면 3칸, 50평 규모로 새로 지은 법당이다. 화재 3년 뒤
인 2015년 8월 복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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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에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길에 눈 여겨 볼 곳이 서보단이다. 서보단은 단풍터널
을 지나 휴게소 맞은편에 있는데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국립공원에 흔한 자연보호 헌장
탑쯤으로 여기고 지나치는 이들이 많다.
조선을 집어삼키려던 일제는 1895년 10월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한참이 지나긴 했지만
1903년 7월 15일 일제의 야욕과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규탄하는 호남유림대회가 이곳 내장
산에서 열렸다.
이 유림대회는 칠보 무성서원이 앞장섰는데 서원에서 호남지역 향교에 보낸 통문을 전달
받고 모인 유림 54명이 벽련암에서 단(檀)을 쌓고 북쪽을 향해 통곡하며 복수를 맹세하
였다. 이때 유림들이 모여 쌓은 단을 서보단 또는 영모단이라 했다.
유림들의 왕실에 대한 충절과 항일정신이 오롯히 드러나는 유적인 셈이다.이를 기리기 위
해 1991년 서보단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서보단사적비를 세웠다. 서보단기념
탑은 1995년 8월 12일 건립했는데 높이 4.3m의 기념탑에는 1903년 호남유림대회에 참가
한 이들의 모습이 조각돼 있다.
내장산은 민초들의 호국정신이 숨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장사에서 금선계곡을 따라
1.5km 정도에 있는 용굴이다. 용굴은 길이 8m, 높이 2~2.5m 정도 되는 평범한 동굴이다.
그러나 이 동굴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선조 25) 7월 경기전 참봉 오희길(吳希吉)의
제안으로 태인현 출신의 손홍록(孫弘祿)과 고향 친구인 안의와 조카 손숭경, 하인 30여 명
과 함께 전주의 사고(史庫)에 보관되어 있던 태조 영정과 왕조실록을 이 동굴로 옮겨 3개
월 동안 지킨 곳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는 전국에 4곳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곳이 이미 왜군에 의
해 불타고 오직 전주사고만 남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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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단

기념비 |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규탄하는 호남의 유림들이 단을 쌓고 복수를 다짐한 것을 기념해 세운 비석이다.

▲ 서보단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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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림들과 민초들이 실록을 이고지고 옮겼을 터다. 잘 닦인 고속도로와 아스팔트길
로도 60km가 훨씬 넘는 먼 길을 왜군의 습격과 험로를 헤치고 몇날 며칠 밤낮으로 실록을
옮긴 민초들의 의지가 읽히고도 남는다.
용굴로 실록을 옮긴 3개월 뒤인 9월 28일에는 다시 비래암(飛來庵)으로 옮겼다. 내장산에
서 1년 18일간 전란과 소실의 위험을 넘긴 태조어진과 실록은 바닷길로 해주를 거쳐 영변
의 묘향산 보현사(普賢寺)로 옮겨 왜난을 피했다.
왜란이 끝난 뒤 보현사의 전주사고본 실록을 다시 영변의 객사로 옮겨두었고, 1603년 5월
에는 실록을 다시 인쇄하기 편하도록 강화도로 옮겼다. 전쟁이 끝난 뒤 전주사고본 실록
과 이를 바탕으로 재 인쇄된 4질을 합한 5질의 실록을 봉안하기 위한 5사고가 정비되나 전
주사고는 계승 복구되지 못했다.
민초들의 충정과 고초로 조선왕조실록은 온전히 후세에 전해져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인의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계승하고 공유하
기 위해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열고 있는데 그 첫 행사를
내장사에서 성대하게 연 것이다.
내장산에는 위기 속에서도 실록을 지켜낸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실제 실록이 보관됐던
곳을 따라 걷는 조선왕조실록길이 있다. 내장사옆 금선계곡의 작은 물줄기를 따라 용굴
암, 은적암까지 이어지는 2km 구간이다. 산길을 따라 걸으면 작은 다리들이 놓여있는데
이름도 실록교다. 손흥록, 안의등 선비들의 일생과 활약을 기록한 안내판이 실록길을 따라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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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굴암 ▶

▶용굴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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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사 대웅전과 극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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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을 품었거나
품겼거나,

벽련암
내장산과 내장사를 제대로 보려면 벽련암에 올라야 한다. 벽련암
은 내장사 일주문에서 우측으로 열린 넓은 길을 따라 30여분 올라
가면 내장산 서래봉 중봉 330m고지에 있다. 내장사 가는 길에 비
해 다소 가파르지만 꼭 한번은 가봐야 할 곳이다. 돌담을 돌아 절
마당에 올라서는 순간 “와~”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단풍이 온
산을 불태우고 있는 가을에 왔다면 더욱 그렇다.
벽련암은 고내장(古內藏)이라하여 본래 내장사가 있던 곳이라
고 하지만 현재는 내장사의 부속 암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
구 본사 선운사의 말사인 벽련암은 백제 의자왕 20년, 660년 환해
(幻海) 선사가 창건하고 백련사(白蓮寺)라 불렀다. 조선 중종 때인
1539년 조정에서 폐찰령이 내려 주변의 영은사, 즉 지금의 내장사
와 함께 불태워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읍조에 ‘백련사 혹은 내장사라고 하는 절이
내장산에 있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을 내장사라고
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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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련암 | 내장산

중턱에 자리잡은 벽련암 마당에 올라서면 와~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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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련사지 안내판

▲ 진공당

주련

▲ 벽련암

가는 길

일제 강점기인 1925년에는 계종(啓宗)이 내장사를 이 절로 옮겨와 한때 두 절 살림을 겸
했다. 계종은 이 때 극락보전과 요사를 중수하고 절 이름을 정식으로 벽련사라 하였다.
1938년 혜순이 내장사를 짓자 벽련사라는 현재 자리에 남게 되었다. 1951년 1월, 6·25전
쟁의 와중에 내장사와 함께 불에 탄 것을 1986년에 복원했다. 현재 절 건물은 이 때 지은
것이다.
건물로는 극락보전과 삼성각 등이 있고, 유물로는 경내 서쪽 편에 탑 형태의 부도가 남아
있다. 추사가 쓴 벽련암이라는 현판이 있었으나 6·25전쟁 중에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하니
아쉽다. 옛 절터가 1985년 8월 16일 전라북도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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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련암은 웬만한 절집보다도 큰 암자다. 내장사 일주문에서 오른쪽으로 난 산길을 오르
면 나타난다. 표지판에 800m라고 하는데 제법 가파른 산길이다 보니 빠른 걸음으로도
40분은 걸린다. 산길을 따라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어느 계절이든 내장산은 신선한 바람
과 물소리, 새소리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벽련암에 도착하면 키 높은 석축이 앞을 가로막는다. 야트막한 돌담이 정감을 준다면 절
집 키높은 석축은 경이와 위안을 준다. 벽련암 석축은 전설이 전해온다. 석축을 쌓을 때
희묵대사라는 스님이 서래봉 정상에서 돌을 던지면 그의 수제자인 희천이 이를 받아 쌓아
올렸다고 한다. 서래봉은 그 높이가 624m다. 벽련암은 서래봉의 중봉 330m고지에 있다.
벽련암 선원 앞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노거수가 버티고 있다. 노거수를 지나 절집으로 들
어서는 누각이 ‘벽련선원(碧蓮禪院)’이다.
선원을 지나 절 마당에 서면 탄성부터 나온다. 서래봉 거대한 봉우리 아래 안긴 벽련암의
주변 풍광 때문이다. 내장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벽련선원 누각에 올
라 바라보는 풍광은 더욱 경이롭다.
이곳에서 마주 보이는 봉우리가 장군봉(696m)이다. 장군봉은 케이블카를 이용해 오를
수 있는데 장군봉 전망대에서 마주보는 벽련암과 서래봉 풍광도 빼어나다.
벽련암 단풍나무는 내장산 단풍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가을 벽련암의 백미다. 높이가 무
려 15m에 이르고 수령도 300년이 족히 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치솟듯 뻗어나간 단
풍나무 가지가 고즈넉한 벽련암의 풍광과 잘 어울린다.
절 왼쪽에는 진공당(眞空堂)이 있다. 진공당으로 가는 길에 친절하게도 건물 주련을 간판
으로 세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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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影掃階塵不動 대나무 그림자는 쓸어도 움직이지 않고
月輪穿沼水無痕 달은 호수에 비춰도 물에 흔적이 없고
如淸水在於深井 맑은 물은 깊은 생에 있고
智慧存於明者心 지혜는 마음 밝은 데 있다
三日修心千載寶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百年貪物一朝塵 백 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내장산 풍광을 오롯이 가슴에 담았으니 재물을 탐할 마음이
없으련만 ‘백 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라’고 경계
하고 있다.

정읍 차향 1,000년 이어온 자생차 군락
대웅전 오른쪽에는 삼성각이 있다. 삼성각 뒤편에는 벽련암
차밭이다. 차밭 하면 이웃 전남의 보성이나 경남 하동을 떠올
리게 된다. 혹은 제주를 떠올린다. 하지만 내장산을 품고 있는
정읍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이곳 벽련암 자생 차밭 때문이
다. 정읍 차향은 1,000년을 이어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 정읍에서 생산된 차가 지방 토산품으로 진
상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1454)과 《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정읍현
에서 생산된 차는 지방 특산품으로, 고부면에서 생산한 작설
차는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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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련암 | 벽련암은 내장산을

온전히 품은 절이다. 내장사의 옛절이라해서 고내장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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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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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밭 | 내장산 자생차는 1,000년 넘게 정읍의 차향을 지켜왔다. 내장산은 특히 좋은 토양과 큰 일교차로 자생차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수성당제 ▲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는 일본인 오가와(小川)가 정읍에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식 차밭인 천원다원(川原茶園)을 조성하기도 했
다. 여기서 생산된 차는 1923년부터 전량 오사카로 수출했다.
정읍 자생차가 명성을 얻은 것은 일본이나 인도 등의 외래 차나
무 품종과 섞이지 않은 자생 품종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벽련암 차밭 외에도 정읍에는 두승산 관음사, 입암산을 비롯한
10여 곳 30여 ㏊에서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이곳 차나무의 수
령은 300~400년에 이른다. 정읍의 차 역사를 1,000년으로 보는
이유다. 정읍은 내장산과 섬진강 물줄기, 토양과 큰 일교차, 기후
조건 등 자생차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웅전 오른쪽에 있는 천불전. 그 앞에는 사자 네 마리가 탑을 떠
받치고 있는 오층석탑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에는 연지(蓮池)가 있다. 연지 가운데 관음보살상이 자애로
운 모습 그대로 서있다. 벽련암을 두고 차마 돌아서기 아쉽다면
다시 절 마당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된다. 내장산을 품었는지,
내장산에 안겼는지 모를 풍광에 압도된다. 내장산에 가거든 벽련
암에 반드시 들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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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시작,
장금이 고향길 따라 만든

대장금
마실길
드라마가 시작되면 수돗물 사용이 끊겼다. 주부들
이 수돗물을 잠근 채 TV앞에 둘러앉아 드라마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거리도 한산했다. 최고 시청률
55.5%, 평균 시청률 41.6%를 기록했다. TV를 가
진 열 집 가운데 다섯 집꼴로 이 드라마를 시청했
다는 얘기다. 출연자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았
고, 매실음료가 동나는 등 이런저런 마케팅도 러시
를 이루었다. 드라마가 종영되자 이번에는 해외에
서 난리가 났다. 중국과 홍콩, 대만은 물론 일본에
서도 드라마를 수입해 방영하고, 이란에서는 드라
마 시청률이 90%를 넘기도 했다.
드라마 ‘대장금’ 이야기다. 대장금은 조선시대 중

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MBC에서 방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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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길

다. 지난 2003년 9월 15일부터 2004년 3월 30일까

▶대장금

종의 신임을 받은 의녀 장금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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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금

마실길

대장금 마실길은
장금마을을
중심으로 맑고
푸른 옥정호의
비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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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의 대장금 열기는 대단했다. 후난(湖南) 위성TV를 통해 첫 방송을 시작한
2005년 9월 대장금은 단 열흘 만에 시청률을 동 시간대 최고인 12% 선까지 끌어올리는 기
염을 토했다. 밤 10시에서 1시간40분간 방영시간 동안 전 중국에서 무려 1억6천만 명이 잠
못 든 채 따창진(大長今), 즉 대장금의 언행 하나하나에 탄성을 내 질렀다.
“왜 중국에서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느냐”는 시청자들의 불만도 많았다고 한다. ‘휴
대폰 벨소리는 “오나라, 오나라~” 하는 대장금 주제곡으로 하고, 컴퓨터 탁자 주변은 온통
드라마 사진들로 가득 채우고, MP3는 전부 대장금 음악이며, 대장금 노래를 한국말로 1분
간은 따라할 수 있고, 밤마다 대장금을 보느라 팬더 눈이 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장금 비디오나 CD는 물론 동명소설 ‘대장금’도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음식점들은 앞 다
퉈 ‘장금 요리’ 메뉴판을 내걸고 여성들 사이에선 ‘장금이 가방’이 인기패션상품이 됐다.
대도시 성형외과의원들은 대장금 역을 맡은 이영애 사진을 들고 와 “똑같이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젊은 여성들이 줄을 이었다.
해외에서 드라마 시청률만 대박이 난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다룬 한국음식도 덩달아 인기
를 구가했다.
지역마다 대장금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드라마가 촬영된 지역과 세트는 물론 지역마다 대
장금 인연 찾기에 나섰다. 언론과 연구자들은 한류의 기원을 드라마 대장금에서 찾는다.
하지만 정작 대장금의 고향으로 알려진 장금마을을 아는 이는 드물다.
장금마을은 푸른 옥정호수를 둘러싸고 있다. 행정 주소 상으로는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장금산 아래 마을이다. 장금리가 장금리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장금이 어의로서 이름을
크게 떨치고 난 후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
금이가 장금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장금이의 본명대신 ‘장금마을에서 온 사람’이란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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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이라고 불렸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대장금 열풍 이후 마을이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마을사람들도 장금마을의 유래를 잘 모른다.
장금은 조선 중종 때의 의녀(醫女)다. 대장금은 의녀로서는 유일하게 임금의 주치의 역할
을 했고, 중종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을 맡겼을 정도로 신뢰받았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실제 중종실록에 보면 장금이가 임금이나 대비의 병환을 치료하거나 상을 받았다는 기록
들이 전해진다. 중종 17년(1522년) 9월 5일 ‘대비전의 증세가 나아지자, 상이 약방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장금에게는 각각 쌀과 콩 10석씩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금이 장금산 아래 이 마을에서 궁에 든 기록은 뚜렷치 않다.
장금은 마을에서 살면서 재 너머 순창 설 대감 마을에서 틈틈이 약에 쓰이는 약초들을 배
우고, 약을 달이고 술을 담그는 방법을 배워 두었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는 장금이가 사
람들의 병을 잘 낫게 한다고 소문이 났다. 장금이는 같은 마을 홍침이라는 의원을 따라
궁에 들게 되었는데 홍침은 당시 조정을 쥐락펴락 하며 권세를 누리던 유자광의 먼 인척
관계였다.
유자광(柳子光)은 세종 21년(1439)에 태어나 중종 7년(1512)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서자라
는 이유로 두 번이나 1등 공신에 오르고도 정작 관직에는 나아가지 못한 불운한 인물이다.
“고변과 음해로 정적을 숙청해 영달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유배지에서 삶을 마친 간신” 이
라는 게 그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다.
서얼 출신인 유자광은 본댁에서는 제대로 사람대접을 받을 수 없자 어릴 적부터 자신의
고모가 살았던 정읍 옹동과 산내 장금 마을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어려서부터 장금마을
의 내력을 잘 알고 있던 유자광은 본인이 궁에서 임금의 수라간과 가무예술을 담당하는
사옹관과 장악원정이란 직위를 맡게 되자 장금마을 사람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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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금 마실길 안내도

첩첩산중에 자리한 장금리는 온갖 희귀한 약초들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었고 장금마을 사
람들이 일찍부터 재 너머 순창 설 대감 마을과 왕래를 하면서 의술을 익혀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터였다.
장금이와 마을 사람들이 의술을 배운 설 대감댁은 예로부터 의술로 이름을 떨친 집안이
었다. 설경성이란 의원은 고려시대의 유명한 어의로서 충렬왕의 병을 치료했다. 이름이
높아 중국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에게 불려가 그의 병을 완치하고 그의 시의가 되었다. 이
공로로 벼슬까지 하고 내려온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집
을 설 대감댁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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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광은 자신의 인척인 홍 씨 집안의 홍침을 궁중으로 불러들이면
서 같은 마을의 장금이를 비롯한 몇 몇의 여자아이들을 함께 데려가게
된 것이었다.
유자광의 배려로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눈썰미가 뛰어나고 용모 또한
예뻤던 장금이가 임금의 수라간과 건강을 점검하는 내의녀 역할까지
도맡게 되었다.
장금이가 살던 시절 장금마을은 세 뼘 하늘과 세 뼘 밭뙈기와 재 넘어
설 대감 마을로 통하는 산길이 전부였을 뿐이다.
장금이와 어의 홍침이 살던 마을 장금리는 옥같이 푸른 옥정호수를 둘
러싸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어디에서든 산색과 하늘색으로 시간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옥정호가 보인다.
이런 첩첩산중 마을 장금리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일
제강점기 때 운암댐 건설이었다. 운암댐이 건설되고 장금리는 호수를
낀 멋진 호반마을이 되었다. 비단 이곳 뿐 아니지만 장금산 아래 몇 몇
마을이 물에 잠겼다. 이 마을 사람들도 마을이 물에 잠기자 부안 개화
도로 혹은 서울로 떠났다.
타향살이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다시 돌아와 마을을 이룬 곳이 현재
의 장금마을이다. 장금산 때문인지, 장금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마을
이름말고도 마을로 가는 터널은 장금터널이고, 다리는 장금교다.
운암 댐 건설로 생긴 옥정호(玉井湖)는 섬진강 상류에 있는 인공호수
다. 정읍 산내면에서 이웃 임실군 운암면까지 걸쳐 있다. 그래서 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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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옥정호라고도 하고, 운암댐이라고도 한다.
정읍과 김제시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가 하면 호남평야의 목을
축여준다. 일제강점기 너른 들녘에서 농사를 지어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댐이다. 수력발전으로 전기도 만든다. 물을 가득 담
으면 4억3000만 톤이나 된다.
진안 마이산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물이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서
막힌다. 그 댐이 1965년에 만든 섬진강다목적댐이다. 1965년 새 댐을
만들면서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세운 운암댐은 그 기능을 잃었다.
장금마을인 장금리는 황토 마을이다. 황토마을에서 장금산 자락과 옥
정호 경관을 둘러보는 마실길이 장금 마실길이다. 옥정호 호숫가 풍경
을 따라 펜션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도 늘었다.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장
금산에 약초가 많다고 소문나 약초 캐는 이들도 많다.
대장금마실길의 총 길이는 약 22km에 이른다. 마실길은 다섯 개의 코
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황토마을을 둘러보는 1,2,3 코스와 종성리 산호
수 마을까지 연결된 4,5 코스가 있다.
대장금마실길을 따라 가는 옥정호와 장금산에는 다람쥐와 멧돼지도 산
다. 고라니와 너구리도 널리 흩어져 산다. 옥정호에는 붕어와 잉어, 쏘가
리, 매기는 물론 뱀장어도 산다. 특히 옥정호 붕어는 맑은 물에서 씨알이
굵고 맛이 좋아 호수 주변에 붕어탕집이 많았다. 상수원으로 지정되면
◀ 대장금

마실길

대장금 마실길은 총 길이가 22km에 이른다.
장금마을을 중심으로 다섯 코스가 있다.

서 옥정호를 오가던 유람선도, 낚싯배도 사라졌고 붕어집도 없어졌다.
대장금마실길 가운데 1코스는 황토마을에서 시작된다. 다섯 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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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국정 | 난국정은 1928년 지역 유림들이 세운

정자로 옥정호의 비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가운데 1,2,3 코스는 황토마을 부근을 도는 코스다. 계절마다 다른
풍광이 마실길을 유혹하지만 가을이라면 단풍이 아름답다. 봄이면 애기
단풍이, 계절 따라 피고 지는 들꽃 향기도 좋다.
마을입구에서 옥정호에 비친 하늘색에 취해 잘 닦인 길을 따라 걸으면
난국정이 나온다.
난국정은 춘란추국의 뜻을 기린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난국정앞에
는 난국정 세운 뜻을 이렇게 적고 있다.

옥정호에서 가장 경치좋은 곳에 지은 난국정
“옥정호, 이 호반에 춘란추국(春蘭秋菊)의 뜻을 기리는 정자를 일으키니
이름은 난국이요. 군봉(群峰)이 사방으로 둘러있고 호수는 강바람에 따
라 은파(銀波)를 치니 가히 선구의 가경이라.
아름다움을 관상하며 청유함에 있어 정자를 지은 것은 무진년(1928년)
가을이요, 비석을 세운 것은 기묘년(1939년) 봄이라.
섬진다목적댐 준공으로 1965년 현 위치로 자리를 옮겨 늘어서 있으니 산
수가 수려하고 고색창연한 경치의 뛰어남은 실로 호남의 명승지라.
1928년 전주와 군산, 김제, 고창, 정읍 등 도내 각처의 유림 80여명이 뜻
을 모아 고상한 향기어린 춘란과 정절의 효상인 추국을 상징하는 난국계
(蘭菊契)를 조직하고 6칸 목조와가(瓦家)를 건립하여 춘추로 모여 담론
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90여 성상(星霜)을 면면히 이어옴.”
난국정을 지은 내력을 적은 비석에 적힌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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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옮겨짓기는 했으나 가장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옮겼으니 난국정에서 바라보
는 풍광은 가히 일품이다.
대장금마실길을 걷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로도 손색없다.
대장금마실길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걷기에 편하다. 호반 길을 따라 걷는 길도, 우거
진 숲속길도 험하지 않아 좋다. 숲길을 따라 걷는 길은 삼림욕이 따로 없다.
난국정에서 장금산 쪽으로 가다보면 대장금 약수터가 있다. 대장금 약수터는 황토마
을 입구에도 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주는 약수는 둘레길 산책길에 활력소다.
4,5 코스 길은 종성리 둘레를 도는 길이다. 1~3 코스에 비해 구불구불 오르막길로
시작되는 4,5 코스는 옥정호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코스다.
옥정호 드라이브 길을 따라 체험마을이 있는 산호수 마을과 임병찬 창의유적지가
있는 코스다.
임병찬은 현재 지명으로 정읍시 산내면 영동마을, 이 곳 산내면 종성리에서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자의 사당인 ‘영소전’을 짓고 제자를 가르쳤다.
임병찬은 특히 후일 의병운동을 할 생각으로 가산을 정리하여 이 곳 산중에 병기참
과 탄약제작소, 숙영지를 분산 설치하고 의병들의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무예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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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금 약수터 ▲

▲ 대장금 마실길

힌 곳이다.
임병찬은 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6월 최익현과 함께 태인 무성
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나 진압하러 온 부대가 국왕의 명을 받은 조선의 병사임을
알고 싸울 수 없다며 전투를 피하다 결국 일본군에 의해 최익현
과 함께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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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7월 대마도에 감금된 최익현과 임병찬은 단식과 자살기도로 저항하다 결국
최익현은 순국하고 임병찬은 감금 6개월여 만인 1907년 1월 귀국하게 된다. 1910
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후 임병찬은 1912년 고종의 밀명을 받고 독립의군
부를 결성하며 전국적인 의병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계획이 발각되고 다시 거문도로 유배되어 결국 1916년 5월, 66
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임병찬은 민족의 지조와 선비의 절개를 고수한 애국자다. 그러나 임병찬은 밀고자
의 오명도 함께 안고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였던 김개남을 전라감영에 밀고하여 체포되게 만
든 장본인이다. 동학접주 김개남(1853∼1894)과 임병찬은 친구 사이였다. 김개남
의 ‘개남(開南)’은 ‘남조선을 개벽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그는 열혈남아로서 불꽃
처럼 살았다. 전봉준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는 남원부사 이용헌 등의 목을 가차 없
이 베었다. 그의 부대가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일었다. 당시 양반관료들에게 그는
‘공포’ 그 자체였다.
옥구출신인 임병찬은 김개남과 이곳 산외의 이웃마을에 살았다. 평소 그들은 밤을
패어가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김개남이 청주성 공격에 실패하고 매
부 집에 숨어들었을 때, 임병찬은 사람을 보내 “자네가 있는 곳보다는 회문산 자락
인 우리 집(정읍시 산외면 종송리)이 높고 험하니 더 안전한 이곳으로 와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주감영에 ‘김개남을 잡아가라’고 알렸다.
동학접주 김개남의 피체지, 즉 붙잡힌 곳이 이곳인 이유다. 김개남은 1894년 12월
임병찬의 집에서 잡혀 전주남문 밖에서 목이 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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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금길도 대장금길이지만 옥정호 수변도로를 드라이브 하는 것도 일품이다.
옥정저수지는 늘 맑고 푸르다. 맑고 푸른 저수지를 따라 달리면 산과 호수, 마을이 있
는 듯 없는 듯 어우러져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때로 하늘이 아슴아슴 아득
하다가 손에 잡힐 듯하고, 호수물은 반원을 그리면 멀어지고 다가오기를 반복한다.
특히 옥정호는 새벽 물안개가 으뜸이다. 옥정호 주변 봉우리에 사진작가들이 진을 치
고 새벽을 기다리는 이유다.

▼ 장금마을에서 바라본

옥정호 | 옥정호는 새벽 물안개가 으뜸이다. 사진작가들이 진을 치고 새벽을 기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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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태관광지,

월영습지와
솔티숲
내장산은 이름 그대로 숨겨진 보물이 많다. 서래봉
을 비롯한 영봉과 계곡, 단풍터널같은 명소뿐 아니
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한
월영습지와 솔티숲도 내장산이 간직한 보물이다.
생태관광지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자
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
하는 자연친화적 관광을 말한다.
대규모 관광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는 ‘환경
보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여행’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관광지다.
순천만등 전국에 생태관광지가 여럿 지정돼 있지만
월영숲과 솔티숲은 그 가운데서도 이른바 ‘언텍트
시대’에 맞는 천혜의 생태관광지다.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했을 뿐 아니라 곳곳마다 아기자기한 이
야기가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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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영습지 | 월영습지는

화전을 일구던 곳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태고의 자연이 복원된 생태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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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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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원의 보고 월영습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는 지난 2011년 국립환경
과학원 산하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 조사에서 처
음 발견됐다.
이후 동·식물 서식실태와 습지 기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절대 보전 등급 Ⅰ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 뒤 2013년부터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 2014년 송산·쌍암동
일원 37만 4960㎡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산 정상부 일대 ‘계곡 사이의 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
습지로,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쓰다 버려둔 폐경지가 자연 천
이에 의해 복원된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
계를 형성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월영숲에는 특히 멸종 위기종 1급인 구렁이와 수달, 2급 삵,
담비, 하늘다람쥐, 수리부엉이 같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
식물과 포유류·조류·육상 곤충 등 동물 122종, 식물 154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이
들 생물종에게 중요한 생태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
부에서 습지 탐방을 할 때 진짜 구렁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월영습지가 도심 가까운 곳에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던 데는 슬픈 사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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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습지 일대는 과거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던 곳이다.
그러나 1968년 이른바 ‘김신조 간첩 사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습격사건이 일어나
자 정부에서 산속 깊숙한 곳에 사는 마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사람도 살
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은 채 반세기 가까이 방치하다보니 자연적 천이(遷移)와
복원이 이루어져 습지가 된 것이다. 사람이 떠난 곳에 ‘자연’이 찾아든 셈이다.
월영습지는 내장사 입구에 있는 월영마을로 가는 길이 보편적이다. 월영마을에
는 외지 관광객을 위해 주차장을 잘 갖췄다. 월영마을을 거쳐 평지를 조금 걷다
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1.6km 정도 걷는 길이다. 자연 그대로의 길이다.
흔히들 국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니 번듯한 길을 내고, 데크길도 깔았
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면 실망이다.
산새소리와 물소리, 자연이 선사하는 소리를 들
으며 평평한 오솔길을 걸으면 가파른 오르막길
이 나온다. 한참을 오르면 원시숲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습지가 나타난다.
작은 월영습지는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용출수와
빗물이 고여 형성된 저층형 습지다. 원시 자연이
복원됐다는 습지가 무슨 대단한 구경거리일까
싶지만 철따라,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 가지와 새
순을 내밀고 뒤엉킨 자연의 경이를 느끼기에 습
지만한 곳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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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만큼 아픈 역사를 간직한 솔티숲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정읍 솔티 달빛 생태숲도 꼭 한번 걸어볼만한 길이다. 솔
티숲 국가생태관광지는 고창 운곡람사르습지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다. 그만큼
보존가치가 높고 경관 또한 빼어나다는 뜻이다.
솔티숲은 송죽마을에서 출발하면 된다. 송죽마을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아 붙여
진 이름이다. 옛 이름은 ‘소나무 터’를 줄인 ‘솔티’였다. ‘솔티애숲 달빛 탐방’길은 울
력으로 농사짓던 길과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던 길을 생태 숲길로 복원한 곳이다.
송죽마을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생활하던 화전민 터와 작은 공소가 남아 있는 천
주교 성지 중 하나다.

▼ 솔티숲 |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숲 곳곳에 체험장이 마련돼 가족단위 관광에도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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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벽돌 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
하고 길하나 제대로 없던 오지 산골 마을이었다.
제법 관광객들이 오가는 지금도 마을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 한적하
고 예스럽다. 마을회관앞에서 내장산 영봉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면
돌담이 지천이다. 터를 일구어 집을 짓고, 집터에서 나온 돌로 둘러 담을
세웠다.
마을 회관에 차를 세우고 왼쪽으로 다리를 건너들면 바로 솔티숲길이다.
입구부터 짧은 대숲이 탐방객을 반기다. 대숲을 지나면 소나무 숲이 그림
처럼 펼쳐진다. 늘씬한 편백나무 숲이 솔숲을 호위하듯 도열해 있다.
이렇듯 솔티 옛길에는 늘씬한 편백나무가 늘어선 구간도, 짧은 대숲 길도
있다. 어디서든 사진 찍기에 좋은 길이다.
솔티길은 더구나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로 다진 길이다. 도시의 여느
반듯한 길처럼 중장비를 동원해 닦은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이요, 세월의
길이다.
솔티숲길은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처연한 근대사를 간직하고 있다. 원래
는 주민 쉼터였던 ‘빨치산 본거지’가 대표적이다. 6·25전쟁 때 빨치산들
이 마을 앞 월영습지가 있는 봉우리에서 망을 보다가 국군이 온다는 신호
를 하면 바위 아래로 숨어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숨어들었는데 아
기가 울까 봐 입을 막아서 죽은 애도 많았다는 거다. 밤에는 빨치산에게,
낮에는 우리 군경 토벌대에게 시달렸던 시기다. 빨치산 대원들은 인민재
판으로 동네 주민들을 총살하기도 했다. 송죽마을에서 인민재판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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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티숲

소나무길 | 솔티숲은 그 아름다운만큼이나 아픈 과거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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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티숲으로 끌고 가 죽였다는 말도, 인민재
◀솔티숲

판소로 칭하는 곳에서 재판하고 처형했다는 말
도 있다.

입구 송죽마을 숲

인민재판소를 지나면 초빈이 나온다. 관을 땅 위
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 두는 ‘초빈(草殯)’은 동물
이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새끼줄로 겉을 잘 묶
어뒀다가 2~3년 뒤 육탈이 되면 뼈를 정리해 땅
에 다시 묻는 장례 풍습이다.
풍장은 주로 육지보다 섬 지역에서 행해지던 장
례풍습이다. 한데 섬 지역에서 행해지던 초빈이
왜 이런 산간에 있을까. “주로 무덤 자리에 물이
차거나, 땅이 얼어 있는 경우에 좋은 바람을 쐬
라는 뜻으로 초빈을 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곳 초빈은 50년대만 해도 흔했다고 한다. 하지
만 지금 숲길에 있는 초빈은 유골 대신 마네킹을

◀내장생태탐방마루길

넣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 연을 날리던 자리인 연 터는
명상의 숲이 되었다. 명상의 숲은 편백숲이다.
편백나무 숲이 마치 녹색의 커튼처럼 숲을 열어
젖힌 채 관광객들을 맞는다. 편백숲에는 아이들
을 위한 짚라인도 갖췄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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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숲길도 걷고, 이런 저런 체험활동을 하기에 적격이다.
고즈넉한 숲길을 걷다 편백나무 숲에 앉아 명상에 젖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솔티마을에는 마을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에 ‘생태 밥상’이라며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도 유명하다. 모시 잎을 넣어 지은 모시 밥도 있는데 모시는 솔티마을의 소득
원이기도 하다.
솔티마을 대부분의 농가가 모시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린다. 모시야말로 약을 치
거나, 김을 매지 않아도 돼 농사일이 힘에 부치는 노인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작물이
다. 모시는 풀을 베어다 껍질을 벗겨내 천으로 짜기도 하고, 잎을 따서 떡에 넣기도
한다. 이곳 솔티마을에서 재배하는 모시는 전량 떡으로 빚어진다.
마을 입구에 있는 떡집은 전국으로 소문난 집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모시농사를
짓게 된 것도 이 떡집 때문이다.
솔티숲은 내장호 호반의 내장산조각공원에 나무 데크로 만든 내장생태탐방마루길
에서 출발하는 길도 있다. 솔티마을까지 40분 남짓 걸린다.
숲길에 들기 전 생태탐방 마루길에 오르면 내장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조각공원
작은 문을 나서면 숲길이 나타난다. 옛길 그대로다 보니 잘 닦인 둘레길과는 다르다.
겨울이 되면 솔티숲길에는 1~2m씩 폭설이 내리는 일도 잦다. 주민들은 ‘내장산을
못 넘어간 눈들이 성질이 나서 패대기 친’ 때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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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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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샷을 건질 절경,

구절초테마공원
가을이면 구절초가 지천으로 핀다. 덕유산 향적봉에도 피고, 가평 자라섬에도 핀다. 문화재
라고는 하나 없는 세종시 장군산 자락 영평사에도 핀다. 아예 영평사 가는 길에 피는 구절초
가 문화재라는 말도 한다.

어디 그뿐이랴 고향 가는 길에도 피고, 지금은 문 닫은 꿈 많던 시절 모교 운동장에도 핀다.
아예 꽃이 피지 않는 곳이 드물다.
한데도 구절초하면 정읍이
떠오른다.

구절초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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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절초

테마공원 | 테마공원의 절경은 푸른 소나무 숲 사이로 하얗게 핀 구절초 군락이다.

어디나 피는 꽃이건만 정읍 구절초 공원에 피는 꽃이 유명한건 소나무
숲과 섬진강 물줄기와 어우러진 때문이다.
해마다 구절초 축제를 여는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은 독특한 지형도 한
몫 한다. 물이 돌아 이름 붙여진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영주의 무성
마을처럼 강물이 육지를 휘돌아들며 섬처럼 보이는 속칭 물돌이동이다.
이웃 순창 복흥면 내장산과 추령봉에서 발원한 추령천이 백양산에서 흘
러내린 물을 받아 들여 이곳 산내면 매죽리 구절초테마공원을 크게 휘돌
아 간다. 테마공원을 휘돌아 내린 맑은 물은 옥정호로 흘러들어간다.
구절초는 소나무 숲에 피어 더 아름답다. 소나무는 줄기가 높고 색깔이
어두운 반면, 구절초는 키가 50cm 안팎으로 작달막하다. 꽃도 하얗다.
소나무와 구절초의 서로 다른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돼 빚어내는 경관인
셈이다.
구절초테마공원은 애초에 망경대라 불린 곳이다. 전국 경승지에 망경대
라 불리는 곳이 많다. 구절초가 아니라도 빼어난 경관이니 망경대라 불
린 이유가 자명하다. 2003년에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다가 2006년에 구
절초 테마공원으로 조성됐다. 수려한 호변경관을 지닌 옥정호의 41.5ha
공원면적에 약 15ha의 구절초가 소나무 숲에 자생하고 있으니 규모 또한
방대하다.
구절초는 구일초라고도 하고 선모초(仙母草)라고도 한다. 야국(野菊),
황국자(黃菊仔)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름은 주로 약재를 언급한 책에 나
온다.
꽃이 피는 곳과 꽃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 구절초, 산구절초, 바위구절초,
포천구절초, 한라구절초, 서흥구절초, 낙동구절초, 정읍구절초 등이 있다.
73

어디나 피고 애써 꾸미지 않은 꽃이어서 일까. ‘순수,
어머니의 사랑’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다. 꽃은 우리가 주
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이 많지만 연한 분흥색 꽃도
있다.
순수한 꽃에 이끌려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경우도 있지만
뛰어난 효능 덕에 차나 술을 담그는데도 쓰인다.
구절초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 한방과 민간
에서 약제로 쓰이는 귀한 식물이다. 한방에서는 건위, 신
경통, 정혈, 식용촉진, 강장, 부인병 등의 약재다.
본초강목에 구절초는 간장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며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꽃은 차
(茶)를 만들어 마시거나 말려서 베개 속에 넣어 사용하면
머리를 맑게 하여 투통을 없애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생약 구절초는 줄기와 잎을 말린 것으로 한방과 민간에
서는 꽃이 달린 풀 전체를 치풍과 부인병, 위장병에 처방
한다.
구절초 공원에서 머지않은 섬진강 줄기에서 평생을 시 쓰
며 살아온 김용택 시인은 ‘구철초 꽃 피면은 가을이 오고,
구절초 꽃 지면은 가을이 간다’고 노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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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초 꽃 / 김용택
하루해가 다 저문 저녁 강가로

하루해가 다 저문 저녁 강가에

산그늘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산 너머 그 너머 검은 산 너머
서늘한 저녁달만 떠오릅니다

해 저무는 물가에는 바람이 일고
물결들이 밀려오는 강기슭에는

구절초 꽃, 새하얀 구절초 꽃에
달빛만 하얗게 모여듭니다

구절초 꽃, 새하얀 구절초 꽃이
물결보다 잔잔하게 피었습니다

소쩍새만 서럽게 울어댑니다.

구절초 꽃 피면은 가을 오고요
구절초 꽃 지면은 가을 가는데

▲ 구절초 | 시인 김용택은

‘구절초가 피면 가을이 오고, 구절초가 지면은 가을이 간다’고 노래하고 있다.

75

구절초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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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초 꽃 축제는 추령천과 솔숲을 배경으로 한 전국 최대의 구절초
군락지를 배경으로 열린다. 가을과 함께 열리는 축제다.
추령천은 은어가 사는 청정한 하천이다. 가을의 낭만과 서정을 느끼기에
이만한 곳이 드물다. 추령천은 물이 맑고 풍광 또한 수려해 여름철 피서객
들의 발길도 잦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이색적인 풍경을 선보이는 구절초 축제에는 매년
60만 명, 많게는 8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찾는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출사명소다.
여기서는 어느 곳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도 작품이다. 사진작가가 아니어
도 사진 찍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비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저
아무 곳에서든 카메라를 들이대면 작품이 된다.
사진 한 장이 곧 ‘인생 샷’이 될 수 있는 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눈앞에 펼
쳐진 구절초 꽃밭 덕이다.
구철초 축제가 열리는 가을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같은 SNS의 ‘인생
샷’에는 구절초 꽃밭이 단연 1등이다.
소나무 아래 하얗게 펼쳐진 순백의 구절초는 평범함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
다. 구절초가 내뿜는 진한 향기는 풍경과 어우러져 오랜 기억으로 남는다.
구철초 축제기간에는 구절초향기와 절경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가 풍성하다. 꽃피는 계절이면 어느때든 들러볼만 하지만 기왕이면 축제
기간에 들러야 하는 이유다.
이벤트와 체험 외에 구절초 축제의 특징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행사다.
특히 농·특산물 장터에서 구매한 물품은 판매장에서 주차장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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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식 장터와 구절초상품 홍보판매장, 먹거리장터, 푸드 트럭
등 볼거리와 먹거리도 다양하다.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각종 공연도 축제기간 펼쳐진다. 상상해보라. 푸른 솔숲에 흐
드러지게 핀 구절초, 추령천의 맑은 물, 산과 계곡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낭
만적인 공연을.
추령천이 흐르는 작은 들녘에 매년 새로운 테마로 선뵈는 유색벼 아트경관도 이색적이다.
구절초 꽃밭에서 인생 샷을 건졌다면 추령천 징검다리에서 다시 한 번 인생 샷을 건져 볼
만 하다. 여느 도시에나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징검다리를 놓는 바람에 흔한 다리가 되
었지만 추령천 징검다리는 다르다. 도회적이거나 문명과는 거리 먼 맑은 물과 솔숲을 배경
삼아 건너는 징검다리는 인생 샷이 아니라도 오래 간직될 동화, 그 자체다.
구절초 축제장에서 능교로 가는 길에 출렁다리는 관광객들의 재미를 더한다. 출렁다리는
추령천을 가로지르는 106m 길이의 현수교다. 구절초가 흐드러진 주변 산야를 출렁다리를
건너며 감상하는 기분도 남다를 게 분명하다.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1.2km에 이르는 탐방
로로 만들어 단순한 꽃 감상 축제가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힐링의 공간이다.
구절초 축제장 주변으로 등산 트레킹 코스도 있다. 수변 트레킹 코스는 데크로 잘 단장해
놓았는데 출렁다리 입구를 지나 내려가면 능교가 보인다. 능교는 옛 신작로 길에 놓은 시
멘트 다리로 영화 남부군 촬영지다.
남부군은 1950년대 빨치산에 가담한 종군기자 이태가 빨치산과 토벌대 사이에서 갈등하
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안성기, 최진실, 최민수같은 배우들이 열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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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① 유색벼 아트경관
② 구절초 풍경
③ 구절초 축제장
④ 구절초 테마공원 내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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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서원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국내의 다른 8곳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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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화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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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서원하면 일반인들의 머리에 쉽게 떠오르는 건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다. 대원군
이 전국의 서원을 모두 문 닫게 했다는 정도다.
19세기말, 고종을 대신해 권력을 휘두르던 대원군은 전국 서원 가운데 47개만 남기
고 전부 없앴다. 전라도에서는 정읍의 ‘무성서원’ 장성의 ‘필암서원, 광주의 ‘포충사’
세 곳 만이 살아남았다.
서원은 본래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들에게 제사 올리기 위해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 기구였다. 요즘으로 치면 사
설 교육기관과 지방자치 기구를 합한 곳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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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림의 정치 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교류와 제사의례가 강조되어 다른 교
육 유산과 구별되는 게 서원만의 차별성이다.
흔히 서원과 비교되는 향교는 당시의 공립학교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서원과 향교를 구분 짓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교육의 목적에 있는
데, 향교가 관료 양성을 위한 교육을 펼쳤다면 서원은 성리학에 대한 연구와 인성
교육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중국에서 들어온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학자 안향
을 배향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을 세운 것이 처음
이다. 그 뒤 전국의 향촌으로 확산된 서원은 세금과 각종 군역을 면제받는 특혜가

▲ 무성서원 | 무성서원은

신라시대에 세워져 성리학과 선열에 대한 제향을 담당하던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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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다. 하지만 서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수입이 줄고 백성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폐단이 생겼다.
개혁을 내세운 대원군이 세도정치를 척결하고, 신분과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
하는 등의 개혁안을 실행하면서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였다.
무성서원은 고려시대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최치원(崔致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
기 위하여 사당을 지은 것이 처음이다. 최치원이 살아있을 당시 지어진 사당이어서 생사
당이라 한다. 처음에는 사당의 이름을 태산사(泰山祠)라 하였다.
고려 말에 쇠약해졌다가 조선 성종 14년(1483) 정극인(丁克仁)이 세운 향학당이 있던 지
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
그 뒤 1549년(명종 4) 신잠(申潛)의 생사당을 짓고 태산사에 배향하였다. 이어 1630년(인
조 8) 정극인과 송세림(宋世琳)·정언충(鄭彦忠)·김약묵(金若默)을, 1675년(숙종 1)에는
김관(金灌)을 추가 배향했다.
1696년(숙종 22) 최치원과 신잠의 두 사당을 병합한 뒤 이름을 무성(武城)이라 고쳤다.
이때부터 선현들을 제사지내던 제향공간에서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서원의 역할을 시작
한 셈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에서 살아남은 무성서원은 그 뒤 중수와 보수를 거듭했다. 현재 남
아있는 건물은 강당인 명륜당과 사당인 태산사, 현가루(絃歌樓)와 장수재(莊修齋) 등
이다.
신라후기의 학자였던 최치원을 제사지내기 위해 이곳에 사당,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의
사당을 지은 연유는 최치원이 이곳 군수를 지낸 때문이다.
최치원은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 만한 지식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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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에 당나라에 유학가 29세에 귀국한 뒤 헌강왕 때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
서감사(侍讀兼翰林學士守兵部侍郎知瑞書監事)라는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신라는 이미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지방 호족세력이 대두하면서 중앙정부
는 세금 한 푼 제대로 거두지 못해 창고가 비고, 재정은 궁핍했다. 889년(진성여왕 3)에
는 농민들이 사방에서
봉기해 사실상의 내란
에 돌입했다.
이를 계기로 최치원은
내란이 일어난 이듬해
인 890년 이곳 태산군
태수로 부임하게 된
다. 태산군은 최치원이
부임할 당시 지금의 태
인 뿐 아니라 북면과

고운 최치원 ▶
신라시대의 학자(857~?).
경주최씨의 시조.
자 고운·해운. 글씨를 잘 썼으며
<난랑비서문>은 신라시대의 화랑도를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 현종 때 내사령에 추증되었으며,
문묘에 배향, 문창후에 추봉 되었다.
조선시대에 태인 무성서원,
경주의 서악서원 등에 종향되었다.
저서에 《계원필경》 《중산복궤집》
《석순응전》 《법장화상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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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 태인, 옹동, 산내, 산외면 같은 곳을 관장하는 행정구역이었다.
이곳을 ‘태산선비문화권’이라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일대에는 선비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
다.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부임한 이래 선비기질의 유풍이 계승된 때문으
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정극인, 송세림, 김약묵, 신잠, 이항 같은 선비인
맥이 이곳 태산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무성서원뿐 아니라 주로 광해군 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김대립등 여
섯 선비를 배향한 송산사와 조선말기 최익현을 배향한 시산사 등의 사
당이 서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재해 있다.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있을 때 들렀다는 피향정을 비롯한 수많은 누각과
정자 또한 태산문화권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다. 보물로 지정된 ‘태인 고
현동 향약’과 조선시대 최초의 가사 작품으로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賞
春曲)의 산실이기도 하다.
무성서원을 에워싼 산허리에는 불후헌 정극인을 기리고 상춘곡을 음미
해볼 둘레길이 있다.
무성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찾는 이들
이 늘었다.
무성서원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국내의 다른 8곳 서
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 무성서원

이때 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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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능했던 한국의 성리학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로 인정받았다. 함께 등재
된 서원은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
동의 도산서원, 전남 정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충
남 논산의 돈암서원 등이다. 이를 증명하는 표지석이 입구에 서있다. 무성서원을 이전에
왔던 사람이라면 보지 못했을 세계유산 기념비다.
새로 단장한 주차장에서 무성서원으로 들어서면 홍살문이 반긴다. 홍살문이 아니면 여느
마을 입구와 다를 바 없다. 홍살문 양옆으로 민가들이 촘촘하다.
서원 하면 풍광 좋은 자연을 떠올리지만 무성서원은 여느 서원과 달리 마을과 접해 있을
뿐 아니라 마을을 향해 열려있다. 건물배치에서부터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었던
셈이다. 이는 신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무성서원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었단다. 실제로 무성서원은 명문가의 자녀들보다는 이 일대 평민의 자
녀들에게 열린 교육기관이었다.
유네스코 유산등재에 앞서 실사단이 했다는 말이 의미 있다.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를
발 벗고 나선 이치백 무성서원 원장은 “당시 중국인 실사단이 중국에는 이보다 크고 훌륭
한 서원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한국의 다른 서원에 비해서도 그 규모가 초라하
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원을 둘러본 중국인 실사단이 “(무성서원은)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훌륭한 서원
이다. 그 규모는 작지만 힘 있고, 가진 자가 아니라 평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 서원”
이라며 극찬했다는 것이다.
다른 서원이 가진 자나 엘리트 교육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대치동 학원이었다면 무성서
원은 서민을 위한 동네 학원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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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성서원 현판

홍살문 안으로 들면 제법 고풍스런 서원의 향취가 풍긴다.
홍살문이라는 게 원래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라기보다 입구의 상징이었으니 서원의 경내에
들었음을 실감케 해준다.
홍살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기둥의 색을 붉은색으로 칠했고 윗부분에 설치한
화살모양의 나무살 때문이다.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치고 화살은 나쁜 액운을 화살 또는
삼지창으로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서원이나 향교에 주로 세웠으며 집안의 재실에도 설치한곳이 더러 있다. 능과 묘에도 설
치했으며 충신, 열녀, 효자 등을 배출한 집안이나 마을에도 홍살문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신성시 되는 장소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현가루다. 전면에서 보면 3칸, 측면은 2칸인 2층 누각의 건축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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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사
▼ 현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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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성서원 입구

외삼문 대신 1891년에 건립한 현가루는 현가불철(鉉歌不輟)에서 따온 이름이
다. 직역하면 가야금을 뜯으며 노래를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뜻으로만 보면 예
술관에 어울릴 법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학문을 계속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니 곧은 선비를 길러내던 서원 누각에 안성맞춤이다.
무성서원의 중심건물은 ‘명륜당’이다. 강당, 즉 강학을 하던 곳이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의 강의동 본관이다. 명륜당 현판은 임금이 내려주었다는 사액이다.
사액을 받으면 3,000평의 땅과 30명의 일꾼과 곡식을 지원받고 세금도 면제하였다
고 한다. 사액은 1696년 숙종 22년에 받은 것으로 이때 서원의 이름도 ‘무성서원’으
로 바꿨다.
강당 앞에는 수백 년쯤 되는 은행나무가 버티고 있다. 암수 대칭을 이룰법하지만
중심에서 벗어나 곧게 자란 은행나무는 이곳을 거쳐 간 선비들의 올곧은 절개를
닮았다.
강당 뒤쪽에는 사당인 태산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강당이 교육의 공간이라면 사당
은 제향의 공간이다. 사당에는 최치원을 중심으로 불우헌 정극인 등 7명 위패를 모
셨다.
태산사로 향하는 내삼문은 높이가 낮다. 사당에 들어갈 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
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최치원은 이곳의 태수를 지냈다. 신잠은 조선 중종 때 태인 현감을 지낼 당시 덕행
을 베푼 뒤 강원도 고성 군수가 되어 태산을 떠났다.
정극인은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 무성서원에서 후학을 기르는데 힘썼다. 시문에 뛰
어난 정극인은 <상춘곡>, <불우헌곡>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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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가사문학이라 일컫는 상춘곡을 이곳에서 정극인과 함께 기리고 자랑스
레 여기는 이유다.
송세림은 연산군 때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당시 집안에 상을 당해 초상
을 치르던 중 병을 얻어 벼슬을 그만두었다. 덕분에 갑자사화를 면했다. 증종 때 다
시 관직에 나아가 능성 현령을 지냈다. 그 뒤 형조 참판에 오른 사람이다. 정조 20
년에는 청백리로 천거되었다.
김약묵은 증종 때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명종 때 한산 군수가 되었다. 한산
군수를 지내던 1552년, 검소하고 근면하며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1557년에 양
주 목사로 부임해 태산을 떠났다.
김관은 광해군 7년에 진사 시험에 합격 했지만 광해군의 폭정으로 벼슬길에 나가
기를 포기하고 초야의 지식인으로 살았다.
기숙사랄 수 있는 강수재 앞에는 병오창의기적비가 우뚝 서있다. 병오창의는 1906
년 면암 최익현과 둔헌 임병찬이 을사늑약에 항거해 의병운동을 일으킨 것을 기념
하는 비석이다.
병오창의는 전북 최초의 항일 의병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성서원은 교육기능
뿐 아니라 향약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지역민 결집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
사회 결집 역할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는 병오창의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
가다.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니 거창한 건축물이나 빼어난 풍광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이 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를 곱씹으면 그 의미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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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가루앞

유네스코 문화유산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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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배산임수에 잘 지은 양반집,

김명관 고택

김명관 고택은 정읍시 산외면 청하산 아래 있다. 정읍에서도 산외는 외진 곳이다. 외진 곳
인 만큼 방문객들이 쉬 찾기 힘들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고택 옆에 이 건물을 본떠 지은 체험관에도 이용자가 늘고 있다.
고택은 외진 산중 동진강 상류에 자리 잡았다. 김명관 고택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김동수 가옥’으로 알려진 김동수의 6대조인 김명관이 조선 정조 8년,
1784년에 지은 집이다. 한양에서 내려온 김명관이 청하산 아래 명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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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무려 10여 년에 걸쳐 이 집을 지었다고 한다. 창하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동진강 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
산임수의 명당이다. 집은 동남쪽을 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대
문 앞쪽으로 30여 평의 연못을 파놓았는데 몇 해 전 관리사와 주
차장을 지으며 메웠다. 국가문화재 제265호로 지정된
이 집은 조선 중기 상류층 주택의 면모
를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 김명관 고택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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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에 보수나 개수를 하지 않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온 이 집은 마당의 크기와 위치,
대문간에서 안채에 이르는 동선의 관계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고택의 전체 규모는 고택 앞에 세워진 안내판으로 짐작 가능하다. 솟을 대문을 품은 행랑채
안쪽으로 안채와 안 사랑채, 바깥사랑채, 안 행랑채는 물론 사당까지 갖췄다. 요즘 흔해진
드론을 이용해 고택을 조감해보니 마치 오롯한 마을 하나다.
하지만 집을 둘러보면 소박하기 이를 데 없어 뵌다. 다른 양반집에서 보기 힘든 파격도 여
럿이다.
이 집은 흔히 아흔 아홉칸 집이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이지만 현재는 아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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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에 미치지 못한다. 양반 가옥, 혹은 규모가 큰 집을 아흔 아홉칸 집이라 이르는 것은 조선
시대 궁궐을 제외한 어떤 집도 100칸을 넘지 못하도록 한데서 연유한다. 양반가의 기둥 역
시 도리 기둥, 즉 둥근 기둥을 쓰지 못하게 했다. 역시 왕궁에서나 쓸 수 있는 기둥
이 도리 기둥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긴 행랑채에 솟을대문이 반긴다.
행랑채의 길이가 예사롭지 않다. 솟을대문은 여느 양반가와 다를 바 없지
만 집 규모에 비해 위압적이지 않고
겸손하다.
▼ 김명관

고택 | 김명관 고택은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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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을대문옆 작은 바윗돌이 놓여있는데 지나치기 쉽다. 양반가 대문 앞에 낯선
바윗돌을 의아해하기도 하다. 하마석이다. 하마석은 말을 타고 내리는데 필요한
디딤돌이다. 하마석 하나로 고택에 살던 양반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고도 남
는다.
대문에 들어서면 사랑채가 반길 법 하지만 담장이 길을 막는다. 담장을 둘러 작은
정원을 만들고 담장 중간에 문을 내어 사랑채로 통한다. 사랑채와 행랑채, 바깥으
로 통하는 공간을 차단한 독특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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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의 사랑채는 고풍스럽고 아담하다. 사랑채는
남성들의 공간이다. 이 집 바깥주인이 위세를 부렸
을 법 하지만 소박한 집채가 대대로 살아온 주인들
의 품성을 느끼게 한다.
사랑채는 팔작지붕으로 대청마루와 온돌방으로 만
들어진 구조다. 지붕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어
▼

안 사랑채

한옥의 멋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사랑채 마루에서
뒷문을 열어젖히면 넓은 뒷마당이 보인다.

▶사랑채에서

바라본 뒤안풍경

99

▲ 김명관

고택 항아리 | 양반집 살림살이 규모를 말해주는 항아리와 장독대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뒷방을 지나 탁 트인 뒤뜰 담장이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 그림이
다. 고택 구석구석이 모두 인생 샷을 건질 장소지만 사랑채 뒷문틈새로 뵈는 풍경을 배
경삼아 찍어 오래오래 간직할 만 하다.
사랑채를 지나면 안채다. 안채는 좌우 전면의 돌출된 부분에 각각 부엌을 배치한 독특
한 형태다. 안방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도록 배려된 공간구성
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안주인의 공간인지, 며느리 공간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방과
부엌의 규모는 물론 불 때는 아궁이의 크기와 모양도 구별해내기 힘들만큼 닮아있는 게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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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루에 앉아 북쪽 창문을 활짝 열면 뒤편의 넓은
텃밭과 아름답게 꾸며진 장독대 주위의 화단이 한눈
에 들어온다. 일부러 뒷산 창하산의 자연을 빌려 쓰려
는 것이었을까. 안채 뒷문으로 청하산이 가득하다.
안채 앞에서 뒤돌아보면 안채와 안 행랑채는 ‘ㄷ’ 자형
두 개가 연결된 형태라는 걸 발견하다. 이 역시 여느
양반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라고 한다. 행
랑채가 마치 안채를 감싸 안은 형태다.
안 행랑채는 전면에는 대문과 중문 좌우에 방과 광, 측
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항아리를 보관한 곳간과 농자
재를 보관하는 곳이 나란하다. 양반가라 하지만 넓은
농토와 식솔을 거느린 농경중심의 세력가였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안 사랑채에서 작은 문을 나서면 마치 동네 골목길 같
은 골목길이 나온다.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을 빚어낼
터이지만 여름철 이 골목에 들어서면 능소화가 돌담장
을 타고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능소화는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나 심을 수 있는 귀
한 꽃이었다고 한다. 꽃 이름이 거창하다. 능소화는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란 뜻을 가진 꽃이다. 양반들이
이 꽃을 좋아해서 ‘양반 꽃’이라고도 했다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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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들은 이 나무를 함부로 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과거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하거나 암행어사 모자에 꽂아 붙인 꽃으로 ‘어사
화’라고도 한다니 그 위세를 알만하다. 이곳 고택에 능소화가 자지러지게 핀
이유다.
김명관 고택은 고즈넉한 풍경뿐 아니라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
직하고 있는 고택이다.
건축사적 의미를 빼고도 능소화와 돌담이 아름답다.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협문을 넘나들며 어디든 마루에 걸터앉아 창문 가득 담긴 풍경을 감상하는 것
도 재미다.

▼ 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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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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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소화

능소화는 양반집 마당에나
심을 수 있는 귀한 꽃이었다.
양반들이 좋아해
양반꽃이라고도 했다.

9

1

안채

6

사당

2

안사랑채

7

측간

◀사랑채

3

안행랑채

8

협문

4

바깥사랑채

9

호지집 1

5

바깥행랑채

10

호지집 2

마루

김명관 고택은 중요민속자료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집 전
체를 둘러보면 조선시대 위세 높은 양반집 같은 격식이나
법도, 위엄이 아니라 오밀조밀 알뜰한 살림살이의 분위기
가 물씬 풍긴다. 10년에 걸쳐 정성 들여 지었다는 집답게
집 전체와 집채 하나하나의 공간 구성은 독창적이고 탁월
하다. 양반집의 위세나 허세 없이 빈틈없는 살림집으로 느
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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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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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 전경 | 김명관 고택은 청계산을 등지고, 섬진강 상류 맑은 물 가까운 곳에 지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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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 높은 선비의
봄노래여

상춘곡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ᄒᆞ고
ᆫ
녯사ᄅᆞᆷ 풍류(風流)ᄅᆞᆯ 미ᄎᆞ가
ᆯ 못미ᄎᆞ가
ᆯ .’

대학입시를 치른 사람이라면 고등학교 시절 무던히도 씨름하던 가사다.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가 봄 경치를 읊은 가사라지만 그 의미와 고어풀이에 봄 경치는 간
데없던 터였다.
상춘곡은 불우헌 정극인이 지은 가사다. 노래를 현대어로 풀어보면 대략 이렇다.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이내(나의) 생활은 어떠한가?
옛 사람들의 풍류에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세상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 많건마는,
그들은 왜 자연에 묻혀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나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노라.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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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인은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태인에 숨어살
며 이런 봄노래를 읊었다. 벼슬이나 세상사, 조정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에 초연함을 일부러 드러냄이었을까.
정극인 선생은 1401년 음력 8월 6일 경기도 광주 두모포에서 태어났다.
호는 널린 알려진 불우헌 외에도 다각, 다헌이라 썼다. 선생은 태어난
두모포에서 자라다가 17세가 되어 관향인 영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학문을 닦았다. 1437년 선생은 태학생 시절에 유생들과 뜻을 모아 “불교
의 악폐를 끊고 여승 행호를 죽이라”는 상소를 앞장서서 올렸다. 이를
불우헌 정극인(1401∼1481)

본 세종이 선생을 죽이려 하자 영의정 황희가 나서 죽음을 면했다고 한
다. 선생은 낙향하여 이곳 태인에 사는 고부 임씨와 혼례를 치르고 초가
삼간을 지어 살았다. 선생은 후진 양성에 힘썼다. 이 즈음 초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며 지은 가사가 바로 상춘곡이다.
상춘곡은 서사·춘경·상춘(賞春)·결사 4분단으로 이뤄진 가사다. 첫 분
단인 서사에는 산림에 묻혀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을 풍월주인(風月主
人)으로 노래하였고, 제2단은 봄경치를 즐기면 스스로 흥에 취한 정황
을 노래하고 있다.
제3단은 산수구경을 하며 술에 취한 즐거움을, 제4단은 자연귀의와 안
빈낙도를 노래하고 있다.
선생은 1453년에는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했다. 1469년 사간원 정언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였다. 그 뒤로도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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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하다가 예종 임금 때 정언 벼슬에 올랐다.
같은 해 11월 28일에 예종이 승하하자 낙향을 결심하였으며 이에 성종 임금은 예조판서
에게 명하여 선생을 도성 문밖까지 배웅하게 하였다 한다. 이후에도 성종은 향촌에서 영
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향리의 후학들을 교육한 공으로 선생에게 벼슬을 내리고 칭찬하
였다.
선생이 지은 <블우헌가>와 <불우헌곡>은 임금의 성은에 감사하면서 태인에서의 자
연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1481년 음력 8월 16일, 81세로 일생을 마쳤다. 선생의 사후
200년이 지난 1696년(숙종 22)에는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선생이 이곳 무성서원이 있는 곳, 당시 태인현 고현동으로 낙향한 것은 부인의 고향이
이곳인 때문이다. 한데 왜 고향 광주나 관향인 영광이 아닌 태인현으로 낙향했을까.
선생이 언제 낙향했는지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선생의 장남인 정삼준의 기
록과 조선 초기 사회생활을 통하여 추정해볼 수 있다고 한다.
조선 초기 결혼제도는 남귀여가혼으로 집안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신부 집에 가
서 신접살림을 하다 자식이 생기면 처가에서 본집으로 들어가는 제도였다. 오늘날까지
결혼을 장가간다, 즉 장인 집으로 간다 혹은 장가든다고 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처
가에 아들이 없을 경우 계속 같이 살며 처가봉사를 맡기도 했다는 것이다.
선생의 장인인 임은은 고려시대에 태어나 조선 초기 현감을 지낸 분으로 사회적 지위와
부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생 외에도 다른 한명의 사위 등이
처가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보아 장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였거나 아들이 없어 두 사위
가 재산을 상속받고 처가 마을에 정착하였을 가능성도 크다는 게 사학자들의 견해다.
선생의 묘는 무성서원에서 가까운 은석마을 뒷산 산비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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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춘곡

테마공원 | 불우헌 정극인이 살았던 마을앞 테마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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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춘곡

둘레길 | 정극인이 살던 원촌마을을 둘러싼 성황산 능선을 따라 닦은 둘레길이다.

묘의 뒤쪽에는 부인의 묘가 있다.
묘지와 가까운 원촌마을 입구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앞에는 정극인의
동상과 상춘곡 가사비가 세워져 있다.
태산선비문화사료관 뒤로 ‘불우헌 상춘곡길’로 이름붙인 둘레길이 있
다. 원촌마을을 둘러싼 성황산 둘레길이다. 이 길을 따라 정극인의 발
자취와 그가 남긴 상춘곡을 음미해볼만 하다. 특히 둘레길 곳곳에 정
극인의 상춘곡을 원문과 풀이 글을 새겨 세워놓은 안내판이 보인다.
땀 식힐 겸 쉬어가며 선생의 봄노래를 음미해 보는 것도 묘미다.
사료관에서 잘 닦인 계단 길을 따라 오르면 송산사가 보인다.
송산사는 1788년(정조 12) 김대립(金大立 1550∼?), 김응빈(金應嬪
1553∼1632), 김정(金鼎 1587∼1632), 김감(金敢 ?~?), 김급(金汲 1591
∼1643), 송치중(宋致中 ?~?) 등 여섯 명의 조선 중기 인물을 향사한 사
당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이 사당도 헐렸는데 1954년 이곳
에 다시 지었다.
송산사에 배향된 인물들은 광해군의 폭정을 피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
하거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을 벗 삼으며 세월을 보내던 이들이
다. 이들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송정(松亭)’에서 시 읊고
노래하며 지냈다 한다.
송산사에서 둘레 길을 따라 산중턱으로 오르면 송정이다. 송정은 앞면
과 옆면이 각각 3칸, 9칸 팔작지붕 누정으로 사방에 마루를 두르고 가
운데 난방이 가능한 한 칸짜리 방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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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누정에서 보기 힘든 구조라 특이
하다. 이를 환도실이라 부른다.
송정에는 ‘송정 10현도’라는 그림이 걸려
있다.
송정 아래 솔밭에서 10명의 선비가 둘러
앉아 학문을 논하는 모습이 묘사된 그
림으로 조선 중기의 서화가로 10현 중의
한 사람인 송민고가 그렸다 한다. 현재
의 그림은 조선 고종 때 어용화사, 즉 임
금의 초상화를 그리던 채용신이 본떠 그
린 그림이다.
송정 아래 도랑의 바위 위에는 또 다른
정자가 있다. 후송정이다. 후송정은 고
종 광무 3년(1899년) 김직술이 처음 지
었다. 원래는 송정의 10현을 추모한다는
뜻에서 십송정이라 불렀는데 언제부터
인지 후송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바위에는 후송정이 암각 되어 있고 현재
의 건물은 1985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둘레 길에 들었다면 시산사에 들러 면암
최익현 선생의 충절을 새겨도 좋다.
1905년 일제는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을
집어삼키게 된다. 이에 1906년 전국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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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사 ▲

여 개가 넘는 서원중에 오직 무성서원만이 의병을 일으키고 일
제에 항거하였다. 이때 의병을 일으킨 면암 최익현(1833~1906)
선생의 충의 정신을 기려 1907년 태산사를 세웠다. 일제가 이를
두고 볼 리 없었다. 강제로 철거되었다가 1975년 시산사로 이
름을 바꿔 세우고 그의 문인 김기술, 김직술을 추가로 배향하
였다.
면암 최익현은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항소하다가 제주
도로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일제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
을 일으킨 죄로 대마도에 끌려가 순절했다.
둘레길 정상에는 상춘대가 있다. 상춘곡에 읊은 봄의 정취를
느껴보라는 뜻일까. 상춘대에 오르면 칠보의 들과 산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온다.
둘레길을 내려와 마을을 벗어나는 길에 정읍시가 운영하는 물테
마 공원에 들러도 좋다. 이곳에는 상춘곡 물놀이시설이 있다. 마
치 경주 포석정 돌도랑을 본뜬 물 놀이시설이다. 상춘곡과 불
후헌 정극인을 기리려는 뜻이 곳곳에 스며있는 셈이다.
둘레길 표지판에서 쉬엄쉬엄 상춘곡을 음미해보면 좋을테지만,
아니라면 어느 기회든 꼭 한번 읽어봄직하다.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ᄒᆞ고
ᆫ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이내 생활 어떠한가?

녯사ᄅᆞᆷ 풍류(風流)ᄅᆞᆯ 미ᄎᆞ가
ᆯ 못미ᄎᆞ가
ᆯ .
▲ 불우헌 정극인

옛 사람들의 풍류에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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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春氣)ᄅᆞᆯ ᄆᆞ내
ᆺ 계워 소ᄅᆡ마다

세상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건마는

교태(嬌態)로다.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樂)을 ᄆᆞᄅᆯᆞ 것가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기운을 끝내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
로구나.

자연에 묻혀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앏픠 두고,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예 풍월 주인(風月主
人) 되어셔라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ᄋᆡ 다ᄅᆞ소
ᆯ 냐.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겨움이 [나와] 다르겠는가.

시비(柴扉)예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보니.
사립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 위에 앉아보니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어 살

소요 음영(逍遙吟詠)ᄒᆞ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ᄒᆞᄃ
ᆫ ,ᆡ

고 있노라.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읊조리니,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한중 진미(閑中眞味)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맛을 알사람 없이 나 혼자
로구나.

도화 행화(桃花杏花)ᄂᆞᆫ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복숭아 꽃과 살구 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쟈스라.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녹양 방초(綠楊芳草)ᄂᆞ ᆫ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답청(踏靑)으란 오ᄂᆞᆯ ᄒᆞ고 욕기(浴沂)란 내일(來日)ᄒᆞ새
풀 밟기는 오늘 하고, 시냇물에서 노는 것은 내일하자.

칼로 ᄆᆞ아
ᆯ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
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ᄉᆞᄅ다
ᆸᆞ .

아ᄎᆞ에
ᆷ 채산(採山)ᄒᆞ고 나조ᄒᆡ 조수(釣水)ᄒᆞ새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해서

칼로 마름질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ᄀᆞᆺ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갓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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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ᄅᆞᆯ 부치 들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을 세어 가며 먹으리라

소나무 사이로 좁은 길에 진달래 꽃을 붙들고,

화풍(和風)이 건ᄃᆞᆺ 부러 녹수(綠水)ᄅᆞᆯ 건너오니

봉두(峰頭)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보니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落紅)은 옷새 진다.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ᄂᆡ

맑은 향기는 잔에 스미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벌어져 있네.

준중(樽中)이 뷔엿거ᄃᆞᆫ 날ᄃᆞ려 알외여라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小童) 아ᄒᆡ 다려 주가(酒家)에 술을 믈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ᄒᆡᄂᆫ ᆞ 술을 메고,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연하 일휘(煙霞日輝)ᄂᆞᆫ 금수(錦繡)ᄅᆞᆯ 재폇ᄂᆞᆫ ᄃᆞᆺ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비단을 펼친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유여(有餘)ᄒᆞ샤
ᆯ .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뭇거뭇했던 들에 이제 봄빛이 흘러
넘치는구나.

공명(功名)도 날 ᄭᅴ우고 부귀(富貴)도 날 ᄭᅴ우니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미음완보(微吟緩步)ᄒᆞ야 시냇ᄀᆞ의 호자 안자
시를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예 엇던 벗이 잇ᄉᆞ올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명사(明沙) 조ᄒᆞᆫ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
流)ᄅᆞᆯ 굽어보니 ᄯᅥ오ᄂᆞ니 도화(桃花)로다

단표 누항(簞瓢陋巷)에 흣튼 혜음 아니 ᄒᆞᄂ.ᆡ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물을 바라보니, 떠

소박한 시골 생활에도 헛된 생각 하지 아니한다.

오는 거시 복숭아 꽃이로다.

아모타 백년 행락(百年行樂)이 이만ᄒᆞᄃ
ᆫ ᆯ ᆞ 엇지ᄒᆞ리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져 ᄆᆡ이 긘 거인고

아무튼 평생을 누리는 즐거움이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

무릉도원이 가까운 듯하다. 저 곳이 그곳인가?

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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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사랑,

정읍사

얼마나 간절했으면 동구 밖에 돌이 되었을까. 행여 즌데를 디딜세라, 짐이 무거울세라 장
사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애태우는 여인의 마음이 절절하다.
남편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어디 백제땅 정읍에만 있었을까. 정읍 여인의 사랑이
야기는 ‘정읍사’ 덕에 천년을 두고 흐른다.
정읍사는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 이후 옛 백제(舊百濟) 땅 노래로 짐작되는 백제가요
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요 중 가장 오래 된 것이다. 3연 6행 형식인 정읍사는 조선

116

▶ 망부상 | 장사하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시대에 궁중음악으로 쓰였다. 《악학궤범(樂學軌範)》 에 실려 전해오
고 있다. 악학궤범은 한글로 쓰인 일종의 음악책이다.
정읍사를 소개한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 백제 ‘정읍’에는 “정읍은 전
주의 속현이다. 고을사람이 장사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그 아내가 산의 돌(바위)에 올라 바라보며 남편이 밤에 오다가 진흙
탕물이라도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림 속에 안녕을 기원
하는 가요 한편을 지어 불렀다”고 쓰였다. 풀어보면 이렇다.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시어
멀리멀리 비춰 주소서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긔야 어강됴리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
임 가시는 곳에 날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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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에는 행상의 아내가 돌로 굳었는지, 후세 사람들이 아내의 지
극한 정성을 흠모해 여인을 닮은 바위에 이름을 지어 붙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망부석이 남
아 있다고 전해진다.
망부석 전설은 여러 지방에서 전해온다.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니 그 애절함과 덕이
심금을 울린 터이다.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신라 눌지왕 때 충신 박제상(朴堤上)의
118

아내에 대한 전설이다. 박제상이 일본에 볼모로 있는 왕자를 구
출하고 자신은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여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
내는 높은 바위 위에서 멀리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그대로
돌부처가 되었는데 그 바위를 사람들이 망부석이라 불렀다는 전
설이다.
한데도 정읍사 망부석이 천년을 이어오며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전하는 건 현존하는 정읍사 대문이다.

정읍사공원 망부상
백제 땅 행상의 아내가 행상나간 남편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곳이
바로 정읍사 공원이다. 정읍사(井邑詞)가 생긴 곳에 조성한 공원
이어서 정읍사 공원이다.
정읍시내에서 정읍천을 건너 언덕길을 오르다보면 정읍 시내가
훤히 내려다뵈는 곳이다.
정읍사공원을 이곳 초산의 북쪽 기슭에 자리를 잡고 망부상을
▲ 망부상과

조형물

행여 진 데를 디딜까 걱정하며
염원했던 ‘달아 높이 솟아라’ 를
상징하는 달 모양 상징물이
망부상 뒤에 서있다.

만든 것은 백제시대에 현은 지금의 ‘새암바다’이고 거기에서 북쪽
으로 10리 이니, 대게 초산의 북쪽 기슭이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고 한다.
공원에는 망부상이 세워져 있다. 이 망부상은 보통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 2.5m의 화강암 석상이다. 1986년 12월에 세웠다.
약긴 긴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양쪽으로 쪽을 짓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서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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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떠나 장사 나간 지아비를 기다리는 모습 그대로다.
망부상이 굽어보는 정읍시내 어디쯤에서 천을 건너 금세라도 기다리던 사내가 나
타날 듯 하다.
망부상 뒤편에는 정읍사 망부상 이야기를 8폭의 부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마치
8폭 병풍처럼 두른 이야기의 벽은 1,000년 전 이야기가 눈앞의 현실처럼 전해온다.
그림을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렇다.
소금 행상을 하면서 노모와 샘 바다에 정착한 도림이 월아 낭자를 흠모하게 되면
서 보름날 큰샘거리 숲정이, 왕버드나무 아래에서 애타게 구애를 한다.
월아 낭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도림과 호족 집안의 정혼자 해장이 목숨을 건 내
기를 하게 되는데 망해봉 산꼭대기에서 도림이 두려움에 떨며 단소 소리로 호랑이
를 퇴치하며 이기게 된다.
목숨을 건 내기에서 살아 돌아온 뒤 도림과 월아 낭자는 보름달 휘엉청한 숲정이에
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샘바다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된 도림과 월아는
결혼 후 아들을 낳고 행복한 한 때를 보낸다.
마지막 이별이 되어버릴 남편이 소금행상을 위해 대처로 떠나는 날 어린 아들과 동
구 밖에서 월아는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된다.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며 달님에게 남편의 안위를 빌어보지만 소금
행상을 나갔던 남편 도림은 백제군에 징발 당해 병사가 된 후 신라군과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인다. 남편 도림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게 뻔하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않았고 월아는 정읍사 노래를 읊조리다 망부석이
되어버린다.
6만7,000여 평에 조성된 정읍사 공원은 망부석의 애절한 사연 말고도 둘러볼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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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사

문화제

1,000년을 이어오는 백제여인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는 해마다
치러지는 문화재에서 새롭게
음미되고 계승되고 있다.

많다. 정읍사 사우(祠宇)도 꼭 들러야 할 곳이다.
사우는 1994년에 망부상 서편 기슭에 짓고, 백제 여인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집을
떠나 장사하러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리다가 지쳐 망부석이 되어버린 여인을 위해
해마다 정읍사문화제 때 제사를 지낸다.
정읍사공원에는 망부석과 정읍사노래비, 정읍사 사당 외에도 정읍사예술회관, 정
읍사국악원, 시립미술관, 야외공연장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정읍 문화예술의
산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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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사

이야기 벽 | 정읍사 공원 입구에 세워진 정읍사 노래비.
노래비 뒤에는 정읍 여인의 애틋한 이야기가 부조로 새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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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곳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농민봉기와 전국적으로 혁명의 기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된
황토현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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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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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
혁명의 길을 걷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취는 전라북도는 곳곳에 남아있다.
정읍에 황토현 전적지와 만석보가 있다면 이웃 고창에
는 무장 기포지와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있다. 부안에
백산이 있고, 김제에는 구미란 전투지와 원평집강소가
있다. 이는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의 근거지이자 그 기세
가 전국으로 들불처럼 타오른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정읍은 그 가운데서도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곳이
다.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농민봉기와 전국
적으로 혁명의 기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된 황토현 전투
가 있었던 곳이다.
정읍은 더구나 전봉준의 주요 활동무대이며 손화중, 최
경선 등의 출생지다.
정읍은 ‘동학’의 성지일뿐더러 동학 정신과 자부심이
살아있는 곳이다.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는 ‘녹두장
군 휴게소’다. 내장산 입구 공원은 ‘전봉준공원’이다.
정읍 그 자체가 ‘동학’인 셈이다.
정읍 곳곳 동학의 유적을 따라 걷는 길은 1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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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과 모악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동진강을 이루는 곳,
이곳에 조병갑은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 만석보를 쌓았다.
강물을 따라 멀리 백산이 보인다.

억눌린 시대를 살았던 동학농민들의 함성과 숨결을 느끼는 길이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동학정신을 일깨우는 일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탐방하는 코스는 여럿이다. 부안 백산성에서 시작해 만석보와 만
석보혁파비, 말목장터를 거쳐 전봉준 장군이 살던 집을 들르는 길을 추천하는 이도 있고,
고부 관아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도 있다.
어떤 코스를 택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의 숨결을 오롯이 느낄 터지만 기왕이면 혁명의 시
발이 된 만석보터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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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 조병갑이 고혈을 빨아 쌓은 보, 만석보터
만석보터는 정읍 이평면 소재지에서 신태인 쪽으로 가다 보면 만난다. 이평면 소재지는 전
봉준과 농민들이 고부관아 습격을 결의하던 말목장터가 있던 곳이다. 만석보는 동학농민
혁명이 시작되기 이태 전인 그러니까 1892년(고종 29)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趙秉甲,
1844~1911)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축조한 관개용 보다.
조병갑은 주민들을 동원해 보를 쌓고도 임금은커녕 그 보의 수세를 무겁게 매겨 착복했다.
이렇게 착복한 곡식이 700여 석(石)에 달하였다. 조병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갖은 구
실로 가뜩이나 궁핍한 주민들의 고혈(膏血)을 짜냈다. 이에 분개한 군민들이 전봉준을 지도
자로 삼고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우리 근대사의 일대 전기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시초가
되었다.
만석보 터를 알리는 비석은 도로에서 가깝다. 여느 기념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만석보유지
비와 대형 비석이 이곳이 만석보 터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만석보유지비(萬石洑遺址碑)는
정읍천과 태인천이 만나 동진강을 이루는 물줄기를 배경 삼아 서있다. 이 비석은 지난 1973
년에 국내 자생적 동학기념 단체로는 처음 설립된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세운 것으로 이
지역의 한학자이자 서예가인 강암 송성룡 선생의 글씨다.
강암선생(1913∼1999)은 한학자인 아버지 밑에서 5세 때부터 유학과 한학, 서예를 익혀 평생
을 한학자로 사신 분이다. 구양순과 추사 등 대가들의 오서체를 두루 섭렵해 현대적인 감각
을 가미한 독특한 서체를 구사했다고 한다. 만석보유지비뿐 아니라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
일문’의 현판을 비롯해 공공건축물과 문화재에 그의 글씨가 많다. 강암은 특히 전주시장을
지내고 재선 전북도지사로 재임 중인 송하진 지사의 선친이다. 선친의 문재를 이어받아 송
지사 역시 시서에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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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왜 만석보터 비석은 ‘만석보지’가 아니고 만석보유지일까. 대개 건물이나 인공축
조물이 헐리거나 없어진 자리의 표현은 지(址)자만 쓰는 것이 보통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
은 부안 백산성터는 성지(城址)이고 부안 변산의 실상사 터는 실상사유지가 아니고 실상
사지(實相寺址)다. 익산 미륵사 터 역시 미륵사지(彌勒寺址)다. 한데도 유독 만석보터 만
석보지가 아니고 만석보유지가 된 것은 그대로 써놓으면 소리 내어 읽는데 힘든 탓이다.
강암선생의 고심과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비석 뒷면에는 이 비석을 세운 연유를 적었다. 비문을 쓴 강암선생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
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洑)를 막고’라는 대목에 쌍기역 받침을 했다. 조병갑의 학정에
피땀을 흘리며 보를 막던 농민들의 애환이 힘겨웠던 탓일까.
대형 비석 돌에는 양성우 시인의 시 ‘만석보’가 새겨져있다. 조병갑의 학정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본 것을 보았다, 들은 것을 들었다 말하지 못한 채 죽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다 낫 갈아들고 만석보를 허물고, 고부관아에 쳐들어가 옥문을 열고, 창고 문을 부수
는’ 과정을 마치 보고들은 양 노래한 시다. ‘보리쌀 한 톨이 없어도 억새풀 묵은밭 천수답
다랭이 물세를 내야’ 했던 농민들의 심경이 만석보터를 들르는 이들 가슴에 박혀든다.
다소 장문(長文)인 시인의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처절하고 비감한 전개가 오롯이 담겨있
다. 양 시인은 광주의 한 여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발표해 교단에서 쫓겨나고 다른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까지 했던 군사정부 시절 대표
적인 저항시인이다. 1988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민당 공천으로 서울 양천
에서 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비석에 새긴 시를 읽기에는 벅차다. 길기도 하거니와 높은 비석 돌에 새긴 글을 읽기에는
여간한 인내심으로 힘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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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보

/ 양성우

제가 거둔 곡식은 제 것이 아니었다

들리는가 친구여 갑오년 흰눈 쌓인 배들평야에

차라리 오뉴월이면 송장메뚜기라도 잡아먹지

성난 아비들의 두런거리는 소리

오동지섣달 길고 긴 밤 그 허기진 배 오죽했으리

만석보 허무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대 지금도

모진 목숨이 원수였고 조병갑이 원수였다

그 새벽 동진강머리 짙은 안개 속에

이방 포졸 떴다 하면 닭 잡고 개 잡아라

푸른 죽창 불끈 쥐고 횃불 흔들며

쑥죽 먹는 신세라도 사또조상 송덕비 세워주고

아비들은 몰려갔다 굽은 논둑길로

사또에미 죽었으니 조의금 천 냥을 어서 내라

그때 그 아비들은 말하지 못했다

못살겠네, 못살겠네 보리쌀 한톨이 없어도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억새풀 묵은밭 천수답 다랭이 물세를 내고

아픔을 아픔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죽자사자 낸 물세를 또 내고 또 내라고 하고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못 내면 끌려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들은 것도 들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아아 전창혁이 곤장 맞아 죽던 날 밤엔

날 저문 남의 땅 황토언덕 위에 눈물뿐인 오목가슴

만석보 긴 둑에 무릎 꿇고 앉아 하늘에 빌었다

주먹으로 치며 달을 보고 울었다

고부 장내리 사람들. 차라리 마을마다 통문이나

그때 그 아비들 가을걷이 끝난 허허벌판에

돌릴까? 이 야윈 가슴팍에 비수를 꽂을까?

반벙어리 다 죽은 허수아비로 굶주려도 굶주림을

아비들은 주먹으로 허공을 가르고 아 아

말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전창혁이 곤장 맞아 죽던 날 밤엔 피눈물만 있었다

못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주눅들고

그 산비탈 밤은 밤으로만 남아 있었고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주눅들어서

칼은 칼로만 남아 있었다 겉늙은 전라도

죽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고

굽이굽이에 굶주림은 굶주림으로만 남아 있었고

빌어먹을 이놈의 세상 밤도망이라도 칠까?

증오는 증오로만 남아 있었다 먼지 낀 마루 위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한숨만 쉬었다

아이들은 앓고 신음소리 가득히

제 똥 싸서 제 거름 주고

그릇에 넘쳤나니 오라 장돌뱅이 어둠 타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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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껍질 풀뿌리로 살아남아서 장성 갈재 훌쩍 넘어

김도삼이 정익서 그리고 앉은뱅이 두루마기

서둘러 오라 맞아죽은 아비 무덤 두 손으로 치며

펄럭이며 왔다가 가고 그 밤이면 개들이

전봉준은 소리 죽여 가슴으로 울고

짖지 않았다 개들도 죽은 듯이 짖지 않았다

분노는 분노로만 남아 있었고

장날이 되어야 얼굴이나 볼까?

솔바람소리는 솔바람소리로만 남아 있었다

평생을 서러움에 찌든 사람들 찰밥 한 줌

구태여 손짓하며 말하지 않아도 누구누구

못 짓는 무지렁이 대보름 진눈깨비 내리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았다

대목장터에 큰바람이 불었다 쇠전머리에

그 손님들을 찬바람 서릿길 깊은 밤이면 썩은새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감나무집 작은 봉창에 상투머리 그림자들

때가 차고 부스럼딱지 개버짐 피었으니

몇몇이던가를 구태여 손짓하며 말하지 않아도

가자 가자 용천배기 손뼉치며 가자

알 것은 알았다 아이들까지도

김제 태인 알렸느냐? 최경선이를 불렀느냐?

▼ 양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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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시비 | 국어교사였던 양성우는 죽창을 들고 일어선 농민들의 울분과 좌절을 마치 보고 들은 듯 노래했다.

지푸라기 날리는 저녁 말목장터에

또 한 번 지른 함성으로 동헌 지붕이 불에 탔다

으스름 보름달 서럽게 밟고 낫 갈아 아비들은

창고문을 열어라 감옥문을 부숴라

침대를 찍었다 드디어 때가 찼으니

조병갑이를 놓치지 마라 갈기갈기 찢으리라

증오를 증오로 갚기 위하여 온몸에 불타는 피

죽창이 없으면 괭이로 찍고

아우성치며 아비들은 몰려갔다

몽둥이가 없으면 발로 밟으리라

안개 낀 새벽 해묵은 피고름 비로소 터지고

자네 김개남이 앞뜰로 가고

증오를 오히려 증오로 갚기 위하여 아비들은

자네 손화중이 뒤뜰로 가게

몰려갔다 살얼음 거친 들판 꽝꽝 울리며

앉은뱅이 이빨 물고 치는 북소리

나무껍질 풀뿌리로 살아남아서 그 겨울 노령남북

고부산천 회오리치며 크게 울렸나니

모여든 아비 아비들은 몰려갔다

여우 같은 조병갑이 옷 바꿔 입고

곰배팔이도 눈비바람 칼날같이 몰아칠지라도

어디론가 흔적 없이 뺑소니치고, 분바른 계집들

그 누가 무단히 죽어간다더냐?

후들후들 떨며 목숨을 빌었다 맨땅에 엎드려

동트는 고부읍내 천둥번개로

이제 와서 그 흙탕물 어찌 두고 보랴

두둥둥 북치고 꽹과리치고

원한 쌓인 만석보 삽으로 찍으며

온몸에 불타는 피 아우성치며 꽹과리치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소리소리쳤다

보아라 말발굽소리 크게 울리며

만석보를 허물어라 만석보를 허물어라

흰말 타고 달려오는 전봉준을 보아라

터진 봇둑 밀치며 핏물이 흐르고 여러 사람이

남은 처자 불쌍하여 눈 못 감고 죽은

한 사람처럼 얼싸안고 울었다 차라리 노래보다

만 사람의 붉은 피 두 손에 움켜쥐고 어이 어이

몸부림으로 그 한나절 용천배기 어깨춤 추고

말잔등 찬바람 뚫고 한걸음에 여기 왔다

어절씨구 곰배팔이 곰배춤 추며

이노옴 조병갑아

어절씨구 어절씨구 곰배춤 추며

자네 손화중이 동문으로 가고

허허 이게 참으로 몇 해 만인가?

자네 김개남이 남문으로 가게

한쪽에선 가마솥에 흰밥을 찌고

한 번 지른 함성으로 삼문이 부서지고

한쪽에선 만석보 허물고 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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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갑이 허겁지겁 도망친 이야기로

아비들은 빼앗은 관청마당 높은 담장 밑에

모두들 오랜만에 신명이 났다

날선 죽창 세워 두고 모닥불 쬐며

허허 이게 참으로 몇 해 만인가?

아이들이 부르는 청승맞은 노래를 들었다

한쪽에선 가마솥에 흰밥을 찌고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이윽고 산마루에 큰 달이 뜨니

병신 되면 못 가리

해묵은 어둔 밤을 비로소 끝내기 위하여

학정의 대명사가 된 조병갑은 두고두고 그 오명이 남아 동학농민혁명의 주범으로 회자(膾炙)
된다. 하지만 당시 힘없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한 탐관오리가 어디 조병갑뿐이었을까마는
그의 학정을 열거하면 이렇다. 마치 흥보가에서 놀부의 심술 타령을 듣는 듯하다.
농민에게 황무지를 개간하면 세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추수 때가 되면 강제로 세금을
받았다. 군민들에게 불효, 불목(不睦), 음행(淫行), 잡기(雜技) 등의 죄명을 씌워 2만 냥 이상
을 빼앗았다. 조병갑의 아버지 조규순은 고부와 인접한 태인 군수를 지낸 적이 있는데 아버
지의 송덕비각(頌德碑閣)을 짓는다고 1,000냥 이상을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였다.
대동미를 농가에서 거둘 때는 좋은 쌀 16말을 표준으로 하여 거두고 조정에 상납할 때는 나쁜
쌀을 사서 바치게 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 문제가 된 만석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도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농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새로운 보를 쌓게 하고 가을에 가서 1두락에
1~2말의 수세를 받아 거둔 쌀이 700석에 이르렀다.
조병갑의 학정을 일삼은 행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다. 그곳에서도 역시 학정을 일삼았는지 당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흔적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경상남도 함양읍 상림 북측 역사인물공원 앞
에 ‘군수조후병갑청덕선정비’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조병갑의 선정비다. ‘조선말 조병갑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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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향교

내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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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을 편케하고 봉급을 털어 관청을 고치고 세금을 감해 주며 마음이 곧고 정
사에 임했기에 그 사심 없는 선정을 기리어 1887년(고종 24) 7월에 비를 세웠다’는
내용인데, 1892년 4월 고부군수로 부임하여 갖은 포악한 착취를 한 그가 불과 몇
년 전 함양군수로 재직할 때 선정을 베풀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어디 조병갑뿐이랴 옛 관아가 있는 곳에는 곳곳에 영세불망비와 선정비가 즐비하
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다기보다는 관리의 강요에 의해 세워졌거나 일부 향
리들이 아부의 수단으로 세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 비석들은 지역주민들의 한숨
과 눈물로 세워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치원이 태인군수로 왔다가 세웠다는, 여름이면 연꽃향이 은은해 찾는 이가 많은
태인의 피향정에도 조병갑이 저지른 탐학의 징표가 남아있다. 아버지 조규순의 선
▼ 피향정 연꽃

태인 피향정에도 조병갑이 저지른 학정의 흔적이 남아있다.
아버지 조규순의 선정비를 이곳에 세웠는데 성난 농민들이 이 비석을
훼손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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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그가 나서서 세운 ‘현감조후규순영세불망비’이다. 그런데 그 비석의 윗
부분이 파손돼 있다. 조병갑의 학정 이후 사무친 백성들이 분풀이를 한 것이다.
조병갑은 효도랍시고 한 일이지만 대대손손 부친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걸 보면 황토현 전적지를 정비했노라며 전두환이 세운 기념비에
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돌아 쪼아낸 흔적을 떠올린다. 아무리 불변의 돌로 새
겨도 진실이 아니면, 그 자체가 오명으로 남는 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조병갑이 촉매가 되었지만 당시 국가의 병폐에서 비롯된 저항
이었다. 당시 조선은 크고 작은 백성들의 저항과 민란의 시기였다. 그만큼 나라
가 썩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고부군수의 학정 때문인 듯 평가하니 조병갑의 입
장에서는 억울했던 모양이다. 1898년 8월 18일자 「독립신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해명성 기사를 싣게 한다.
“민요(백성들의 소요)는 고부 민요 수월 전에 고산 등 각 군에서 먼저 일어났고
동요(교조신원 운동)는 보은 등 각 군 지방에서 1893년 가을에 일어나고, 갑오
동요는 전봉준이가 사월에 무장에다 방을 걸고 고창 등 각 군에서 작요한 것은
그때 감사 김문현 씨의 등보가 있었으니 고부 동요가 아닌 것은 가히 알겠으며
또 민요로 말할진대 백성이 관장의 탐혹을 못 이겨 일어났다 할진대 조병갑 씨
가 범죄 사실이 없는 것은 그때 명사관 조명호, 안핵사 이용태, 염찰사 엄세영,
감사 김문현 제씨가 다섯 번 사실했으되 소위 장전이라 이르던 1만6,000냥 내
에 2,800냥은 당초에 허무하고 1만3,200여 냥은 보폐가 분명한지라 만일 안핵
사 이용태 씨가 빨리 장계를 했더라면 조병갑 씨는 다만 민요로 논감만 당했을
것을 이용태 씨가 무단히 석 달을 끌다가 비로소 무장군 동요 일어난 후에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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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를 하여 그해 정월에 갈려 간 조병갑 씨로 하여금 오월에
와서야 파직되고 귀양 간 일을 당하게 했다고 했으니 저간의 시
비는 세계 제 군자가 각기 짐작을 하시오.”
한마디로 동학농민혁명은 조병갑의 잘못이 아니라 안핵사 이용
태가 이를 빨리 처리하지 않아 빚어진 것이라는 핑계다. 훗날 조
병갑의 아들은 일제강점기 신문기자로 활동했다고 한다. 해방
후에도 일간신문의 부국장으로 활동했는데 6·25가 터지자 전주
로 피난 와 전주에서 발행되던 신문에 정기 칼럼을 쓴 기록이 남
아있다고 한다. 부자 3대가 이 고장 전북과 끈질긴 인연을 이어
간 셈이다.
만석보유지비에서 다시 도로로 나와 태인 쪽으로 다리를 건너
면 두 물, 즉 태인천과 정읍천이 만나는 삼각주에 거대한 인공 섬
이 보인다. 만석보 쉼터다. 이 쉼터는 당초 두 물길이 만나는 삼
각주에 불과했으나 농어촌공사가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생긴
토사를 산처럼 쌓아 만든 인공 산이다. 잘 정비된 쉼터에 차를
대고 산에 오르면 도도히 흐르는 동진강을 마주하게 된다.
내장산에서 발원한 정읍천과 모악산에서 발원한 태인천이 만나
동진강을 이루는 자리다. 두 물줄기가 만나 강을 이루는 곳에
만석보가 있었다고 전한다. 만석보유지비가 이곳에 세워진 연
유다.
물줄기를 따라 눈을 들면 양옆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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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보 유지비 ▶
만석보가 있던 자리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뒤로 보이는 동진강 물길
어디쯤에 만석보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들 평야다. 이 평야의 끝, 소실점을 이루듯 우뚝 솟은 작은 봉우
리가 백산이다.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이 모여 동학농민혁명의 전
열을 다진 곳이다. 다시 눈을 오른쪽으로 돌려 가물가물한 소실
점이 죽산이다. 흔히들 동학농민군의 군세를 일컬어 ‘서면백산
이고, 앉으면 죽산’이라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말은 다르
다. 드넓은 배들 평야에서 농사일에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 눈을
들면 백산이요, 쭈그려 앉으면 죽산이 눈에 잡힌다하여 생긴 말
이란다.
쉼터 전망대에서 내려다뵈는 동진강 물줄기 한가운데 만석보가
있었다고 전한다. 쉼터 안내판에는 친절하게 동진강 사진에 점선
으로 만석보가 있던 자리를 표시해준다. 한데 의문이 생긴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과연 당시의 토목기술로 그 긴 보를 쌓을
수 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말목장터에서 만난 주민은 “어릴적
만석보가 있던 동네에서 자랐다”며 현재의 만석보 비석 안쪽으
로 구 제방이 있고 이곳을 뚬뚜막이라 불렀는데 이 일대 어디쯤
이 만석보터라고 말한다.
어릴 적 동네 어른들이 만석보 진흙 속에 박힌 소나무 말목을 캐
내 제방에서 캐낸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단다.
한데 만석보가 어디면 어떠랴, 두 물이 만나는 어디쯤에 조병갑
의 독려로 보를 쌓고, 넓은 배들 평야에 풍년을 기원하며 물을
댔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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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로 쳐들어갑시다! 말목장터
만석보터에서 나와 이평면 소재지까지는 자동차
로 10여분 거리이다. 배들 평야를 양편으로 가르
는 길을 달려 만석보혁파비가 있는 곳을 지나면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이 말목장터다. 이평면 소
재지라고는 하지만 면사무소와 최근 새로 지은
체육관, 세월을 견딘 낡은 건물 몇 채가 전부다.
하지만 한때 말의 쉼터까지 갖춘 장터였다고 한
다. 말의 쉼터까지 갖추었으니 장터치고는 규모
가 컸던 게 분명하다. 1894년 정월, 고부의 농민
들이 학정을 참다못해 조병갑을 쫓아
냈지만 조병갑이 다시 손을 써 고부
▶ 말목장터

감나무 | 전봉준이 농민봉기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자리에 있던 감나무. 본래 있던
감나무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쓰러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보관돼있다.
이 나무는 자목(子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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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부임한 이튿날,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관아로 쳐들어간다. 고부관아로 쳐들
어가기 전에 모였던 곳이 이곳 말목장터다.
면사무소 맞은편 광장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이곳에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을 올
린 곳이라는 안내판이 있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이 감나무 아래에서 모여든 농민들에
게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에게 무리한 수세를 거둬들이고 만석보를 쌓으려 강제 동
원하는 등의 탐학과 수탈의 실정을 알리고 고부관아로 쳐들어갈 것을 주장했다고 전
한다.
유비와 장비, 관우가 복숭아나무 아래서 형제의 의를 맺었다면, 전봉준은 떫은 감나무
밑에서 당시의 고부군민들의 처지를 토로하며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내걸고 결의를
다진 것이다. 그 추운 겨울 찬바람 속에서 동토 만석보를 헐고, 고부관아로 쳐들어가
조병갑을 처단하자는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이른 봄 새순을 틔우는 어린 감나무 앞에 서면, 나풀거리는 잎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봉두난발의 머릿결로 죽창을 든 농민들의 웅성거림 같다. 감나무 아래 모인 농민들은
전봉준의 사자후를 듣고 고부관아로 치달았다.
120여 년 전 농민들의 절규와 한탄, 분노가 새겨져 있는 말목장터 감나
무는 2001년 4월 전라북도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감나무는 높이 21m, 둘레 1.8m이고,
수령(樹齡)은 180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의 현장
을 농민들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켰을 감나무는 2003년 전
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진 고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현재의 감나
무는 당시 비바람과 번개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의
가지를 살려낸 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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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을 지킨 감나무를 쓰러뜨린 제14호 태풍 ‘매미’는 이때까지 국내 관측
사상 각종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당시까지는 1959년 9월15일부터 18일까지 추
석 연휴 한반도를 강타한 ‘사라’의 기록도 갱신했다. 매미는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
도 최대 순간 풍속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말목장터 감나무를 앗아가 버린
것이다.
말목장터가 있는 이평면 소재지는 만석보와 배들 평야에서 멀지 않다. 배들 평야는
이런저런 시설물이 들어선 현재도 멀리 백산과 죽산, 그 반대쪽인 모악산과 내장산
이 가로막는 곳까지 지평선을 이룬다.
이평면이라는 지명이 생긴 이유는 이렇다. 조선을 집어삼킨 일제는 토지조사를 목적
으로 지명과 지번을 공부에 적었는데 당시 배들 평야를 오얏이(梨), 평평한 평(坪)으
로 곡해해 옮겨 적었다는 것이다. 한자 뜻으로 하면 이곳이 배 밭이라는 뜻인데 아무
리 사방을 둘러봐도 배밭은 커녕 배나무 한그루 찾기 힘들다.
한데도 이곳이 배들이 된 연유는 동진강을 통해 배가 오갔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으
로 추정한다. 풍부한 수량과 너른 들녘에서 수확한 쌀을 실어내려
는 목적이었을 터지만 동진강에 배가 들고 나니 배가 ‘배들’ 혹은 ‘배
들녁’이라 불렀을 법하다. 그 뜻과 지형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일제가
다른 한자음으로 옮겨 지금과 다른 지명이 돼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말목장터는 농민군이 고부관아로 쳐들어가는 첫 출발지
였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감나무와 말목장터를 찾는 이들이 줄을 잇
는다. 특히 100주년 기념으로 장터와 감나무 안내판이 세워지고 정
자도 세웠다. 한데 정자 이름이 삼오정이었다. 삼오정은 삼강오륜(三

▲ 말목장터

綱五倫)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삼강오륜이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지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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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왕정의 하수인 탐관에게 유린당하는 농민들의 의거 장소에 한가한 삼강오륜을

내세워야 했는지 의아하다. 다행히 현재는 삼오정 간판을 떼어내고, 말목정으로 바꿔 달
았다.
말목장터를 중심에 둔 이평면 소재지는 100주년 이후 사람들이 찾아들자 주민들이 나서
상호 바꾸기에 나섰다. 아무리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지만 감나무 한그루가 관광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여겼던지 ‘서울식당’은 ‘만석식당’으로, 식육점의 이름도 ‘동학식육점’으
로 바꾼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동명당 한약방’은 이름을 바꿀 수 없었던지 상호 상단에 ‘만석’을 붙였다.
유홍준 교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널리 읽히면서 유 교수가 격찬(?)한 말목다방을 찾는
이가 많단다. 역사문화 답사라고는 하지만 답사 길에 한적한 시골다방에 앉아 진한 커피
한잔의 여유를 느끼려는 것일까. 하지만 말목장터에 말목다방이 없어진지 오래다. 그 자
리에는 여느 시골 소재지에서 본 듯한 슈퍼마켓이 낯선 여행자를 맞는다.

▲ 만석식당

▲ 동학식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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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보를 허물어라, 만석보 혁파비
만석보에서 이평면 소재지로 가는 길에 예동마을이 있다. 배들 평야 초입마을이
다. 이곳에 만석보 혁파비(萬石洑革罷碑)가 있다. 혁파비라면 보를 허문 걸 기념
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라는 뜻이다.
조병갑이 이미 농사 짓기에 충분한 물을 가둘 보인 예동보가 있음에도 농민들
을 강제로 동원하여 새로운 보, 즉 만석보를 막아 농민을 수탈하자 배들 평야
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됐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배들 평야는 물이 풍부
하고 논이 평평해 기존 보만으로도 농사짓기에 충분했다. 한데 노동력을 빼앗
고, 수세까지 뜯어내는 일은 배
들 평야 초입에 있는 예동마
을 농민들에게 절박한

만석보 혁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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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였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전봉준 장군을 필두로 만석보를 부수었
다. 조병갑을 대신해 온 고부군수 안길수가 고종 광무 2년인 1898년에 농
민들이 일부를 부수고 남은 만석보를 마저 철거했다. 보를 헐자 농민들의
원성이 사라졌다. 그 해 9월 마을 주민들이 군수 안길수의 ‘만석보혁파 선
정비’를 세우게 되었다.
만석보를 헌 군수 안길수의 선정비를 세웠을 정도면 조병갑의 신보축조
가 얼마나 농민들의 원성을 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 후 이 비석은
100여 년 동안 방치되어 비문의 형태조차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주
민들에게도 잊혔던 이 비석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비
바람을 막을 비각을 세우게 되었다.
혁파비와 함께 비각 안에 세워진 다른 한기의 비석은 조병갑이 부임하기
훨씬 전인 1862년(철종 13) 5월 건립한 ‘군수 김우현 휼민선정비(郡守金侯
佑鉉恤民善政碑)’다. 조선말기 지방관들이 자신의 선정을 기린다며 대부
분 억지로 선정비를 세우게 했는데 군수 김우현 선정비에 담긴 진실이 궁
금하다.
혁파비각 바로 옆에는 동학농민혁명 최초 봉기 상징조형물이 있다. 1893
년 1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고부 일대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조병갑
의 학정을 명분삼아 제폭구민(除暴救民) 하겠다며 사발통문을 돌려 봉기
를 계획하였다. 이듬해 1월 봉기에 참여할 농민들을 모으는 걸굿이를 하
였는데 첫 걸굿이가 예동마을에서 있었다. 1월 10일 곧바로 고부관아로
쳐들어갔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 예동마을이다. 만석보나 황토현 전적지
못지않게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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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장군의 숨결이 느껴질 듯, 정읍 전봉준 유적
말목장터에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의 녹두장군이 살던 집까지는 자동차로 10여분 거리
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 논밭을 가로질러 달려도 반나절이면 충분한 거리다. 조소마을앞 길
가에 세워진 크막한 ‘전봉준 장군 유적지’ 푯말을 보고 마을로 접어들면 초가집 두 채가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전봉준이 살던 집이고, 하나는 관리사무소다. 한데 이곳에 들르는 사람마다 관리사
무소가 전봉준 집으로 알고 들어서기 일쑤다. 녹두장군집 세배는 되고 기둥도 깔끔하게 다
듬어서 여간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다.
전봉준 장군 고택, 혹은 유적이라 표현하는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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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집이다. 전장군의 집이 있던 조소마을은 물론 이 일대 동학농민군에
연루된 농민들의 집은 모두 불살라 없앴으나 이 집만은 불길을 피해 남았다고 한다. 초라하
게 남아있던 이 집을 1974년에 해체하여 수리할 때 상량문에 ‘무인 2월 26일(戊寅二月二十六
日)’이라는 글자가 발견되었다. 1878년(고종 15)에 지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집은 전형적인 초가 3칸의 돌담 집으로 남쪽을
향해 터를 잡았다. 원래 방 1칸, 광 1칸, 부엌 1칸인
전형적인 조선말기의 농가다. 초라한 초가삼
간에 더한다면 초가흙담으로 둘러진 마당
▼ 전봉준

유적 | 전봉준이 살았던 집이다. 이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에 연루돼
모두 불살라졌으나 이 집만은 불길을 피해 남았다.
1974년 해체해서 다시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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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 헛간이 딸린 구조이다. 1974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보수했다. 집은 사적 제293호
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당시 정화사업을 한다며 장군이 살던 집을 중심으로 옆집과 앞집을 사들여 200여 평에 이
르는 집터에 잔디를 심고 집 안담을 헐어 이어놓아 정원까지 갖추게 됐다. 방문객들이 이
정원에서 녹두장군 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 집은 한때 녹두장군 생가로 알려
지기도 하고, 표기하기도 했으나 전봉준의 생가는 고창에 있다.
지금은 전봉준장군 유적이라 표현하지만 한 때는 이곳이 전장군의 생가, 혹은 전봉준 선생
집이라 표기했다. 어떤 이는 녹두장군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떤 이는 선생, 어떤 이는 장
군이라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다.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관계자의
설명이 가장 명확해 보인다. 선생이라 부른 것은 일반 민중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고, 장
군이라 함은 무장을 갖춘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것이다.
전봉준은 동학교도로 당시 학정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지도자였으며, 봉기한 농민군을 이
끌어 우리 근대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았으니 장군이다. 두 호칭을 혼용하는 게 되레 자연
스러운 일이다.
전봉준 장군의 집 앞에는 우물이 있다. 여느 마을 우물과 다르지 않게 마을 어귀에 있는 이
우물은 ‘전봉준장군 고택 우물’이라 부른다. 고택과 함께 수리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 사각
석축으로 쌓은 뒤 널빤지 뚜껑을 만들어 닫았다. 지금은 물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전봉준
이 살았던 시기에 존재했으니 이 우물 또한 숱한 현대사의 현장을 지켰을 게 분명하다. 만
석보 축조에 강제 동원된 사내들을 기다리며 물을 긷고 빨래를 빨며 아낙들은 이 우물가에
서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을 터다.
전봉준은 아버지를 따라 13살 되던 해에 이 집에 옮겨와 살았다. 아버지 전창혁(1827~93)
은 전봉준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다. 전창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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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봉준

유적 앞 우물 | 전봉준이 살던 집 앞에 남아있는 우물,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전봉준이 이 물을 길어 마셨을 게 분명하다.

고부관아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돌아와 장독에 걸려 죽었다. 그 사유는 이렇다.
조병갑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당시 관례대로 군수직을 사직하고 고부를 떠난다. 이 때
에 조병갑의 하수인으로 아부를 일삼던 고을 선비들이 돈 2,000냥을 거두어 부의를 내
기로 하고 그 책임을 고부 향교의 장의를 맡고 있던 김성천과 그에 앞서 장의를 지낸 전
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에게 맡긴다.
아버지 전창혁이 지낸 장의는 요즘으로 치면 향교의 부책임자 되는 자리다. 향교는 교장
격인 전교 밑에 두어 명의 장의를 두었는데 학교의 교감과 행정실장의 일을 했다. 하지
만 김성천이 부의로 맡긴 돈 2,000냥을 모조리 쓰고 나서 “조병갑은 이 고을 군수로 있
으면서 추호도 좋은 정치를 한 적이 없으며 기생 어머니의 죽음에 무슨 놈의 부의냐”고
큰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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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산이 풍부한 고부 관아가 그립던 조병갑은 백방으로 손을 써 고부로 돌아왔다.
부임뒤 김성천의 일을 알게 된 조병갑은 전창혁과 김성천을 잡아들이라 했지만 김성천은 이
미 죽어 애꿎은 전창혁만 모진 매를 맞고 관아에서 나온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뜬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창혁이 죽게 된 연유를 조병갑의 학정에 고부의 많은 농민이 대규모 집
회를 갖고 조병갑에게 등소(等訴, 수령에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의하는 일)하기로 결의
하고 등소의 대표로 전창혁, 김도삼, 정일서 등 세 사람을 뽑고 그 우두머리로 전창혁을 내
세운다.
▼ 전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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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 전형적인 초가 3칸 집인 이곳에서 전봉준은 세상의 부조리와 농민들의 울분을 가슴에 새겼다.

등소를 받아 든 조병갑은 세 사람을 ‘난민’이라는 이름을 들씌워 잡아 가두고 다른 농
민들은 몽둥이질을 해 쫓아 보낸다. 세 사람은 전주감영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고
부 감옥으로 돌아오는데, 이들을 ‘엄하게 문초하라’는 조처가 내려진다. 세 사람은 또
다시 모진 난장질을 당했고, 그러다 전창혁은 감옥에서 장독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설 가운데 어느 것이 옳든 조병갑의 모진 매질에 숨진 게 분명하고, 그 아들
전봉준에게는 깊은 상처와 함께 탐학을 일삼는 썩은 관리로부터 농민들을 해방시켜
야겠다는 결의를 다졌을 게 분명하다.
아버지 전창혁은 출생지가 정확치 않다. 당연히 전봉준의 출생지 역시 정확하지 않
은 이유다. 출생지로 알려진 고창군 죽림리 당촌에는 천안 전씨 혹은 당촌 전씨들이
모여 살았는데 지금도 당촌 마을에는 조상 묘가 남아있다. 이 마을 입구에 서당이
있었는데 전창혁이 이곳 훈장을 지내다 아들 봉준이 열세 살 되던 해 마을을 떠났다
는 것이다.
그 뒤 전창혁은 지금의 정읍 산외면인 태인 동곡리로 가서 살았다는데 동곡리 지금
실은 동학농민군 3대 지도자의 한 사람인 김개남 장군의 고택이 있는 곳이다. 또 태
인 감산면 황새마을에서도 살았다는데 이 마을은 그의 아내와 성씨가 같은 언양 김
씨의 집성촌인 금구현 거야마을과 가깝다. 가난하지만 의식 있는 농촌지식인인 전
창혁의 아들로 자라 세상의 부조리와 농민들의 아픔을 오롯이 느끼고 분노하며 자
란듯하다.
그 시절 여느 농가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장군의 집을 둘러 보고 있노라면 그가 일
생에 걸쳐 느꼈을 희로애락이 파노라마처럼 스친다. 후세의 수많은 문인들이 동학
과 녹두장군 전봉준을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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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품에는 전봉준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그렸다. 하지만 그 불세출의 영웅의 이면에
는 따뜻한 인간애와 번민이 수없이 교차했을 게 분명하다. 전봉준이 이집에서 살았을 즈
음에 「백구(白鷗」라는 시를 지었다. 아버지를 따라 서당에서 글을 깨우쳤으니 가능한 일
이다.

백구(白鷗)
스스로 모래밭에 마음껏 노닐 적에
흰 날개 가는 다리로 맑은 가을날 홀로 섰네.
부슬부슬 찬비는 꿈결같이 오는데
때때로 고기잡이 돌아가면 언덕에 오르네.
수많은 수석은 낯설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었는지 머리 희었도다.
마시고 쪼는 것이 비록 번거로우나 분수를 아노니
강호의 고기떼들아 너무 근심치 말지어다.
自在沙鄕得意遊 雪翔瘦脚獨淸秋
蕭蕭寒雨來時夢 往往漁人去後邱
許多水石非生面 閱幾風霜已白頭
飮啄雖煩無過分 江湖漁族莫深愁
열세 살 나이에 이처럼 섬세한 시를 지었을까 믿기지 않을 정도다. 국사범으로 붙잡혀 모
진 고초 끝에 사형을 언도받고 죽음에 앞서 지은 절명시와는 그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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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문을 열어라, 고부관아
1894년 음력 1월 10일. 양력으로는 2월 보름.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고부군의 동학도
들과 농민군들이 낫과 쟁기를 들고 무장 시위를 벌였다.
봉기한 농민군의 대오는 형편없고, 손에 든 무기래야 농기구가 전부였지만 목소리는 단
호하고 힘찼다. 두 해전 고부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의 학정이 불러온 분노였다.
농민군에 놀란 조병갑이 사라지면서 고부농민봉기는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이 났다. 옥문
을 열어 억울한 이들을 풀어주고 숨어 있던 아전들은 붙잡아 벌주고 못된 짓한 사또들이
▼ 두승산에서 바라본 배들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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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세운 불망비에나 분풀이한 뒤 농민들

전주 관찰부의 전라감사 김문현도 사태수습보

에게 수세미를 돌려주는 것으로 봉기군은 해산

다는 재물 긁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었다. 부자들

했다.

을 잡아다가 동학교도라는 구실로 매질을 하고

봉기군이 해산하자 정부는 장흥부사 이용태(李

재물을 우려냈다. 고부 관아를 쳐들어간 일과는

容泰)를 안핵사(按覈使)로 임명하여 내려보냈

무관한 사람들까지 끌려와 곤장을 맞거나 재물

다. 안핵사는 조선후기에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을 빼앗겼다.

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아

결국 첫 고부봉기 두 달여 만인 3월 20일 다시 항

치였다.

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전봉준은 김개남, 손화

이용태는 역졸 800명
을 대동하고 고부에 내
려와 주모자를 색출한
다는 구실로 마을마다
수색을 해댔다. 닥치는
대로 농민들을 체포하
고 재물을 약탈하는가
하면 젊은 여자들을 겁
탈하는 등 악행을 저질
렀다. 심지어 안핵사의
위세로 군수 박명원에
게도 협박과 공갈을 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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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관아

중, 최경선 등과 함께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

여드니 “앉으면 죽산(竹山)이요 서면 백산(白山)

민을 기치로 재봉기를 천명하는 창의문을 발표

이라”했다. 앉아있으면 농민군이 들고 있던 죽

했다. 농민들의 분노는 조병갑에 머물지 않고 곧

창이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서 있으면 그들이 입

중앙정부의 탐관오리들에게 향했다. 전봉준의

고 있던 흰옷으로 인해 산 전체가 하얗게 뒤덮였

창의문에 호응하여 인근 10여 읍에서 1만여 명이

을 것이리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동원되니 고부봉기
의 2막이 시작되었다.

농민들이 죽창을 든 것은 사즉생의 각오였다.

나주와 화순, 영광, 장흥, 순천, 해남에서도 탐

훗날 시인 김남주는 죽창가로 이들의 정신을 기

학과 폭정에 신음하던 이들이 모두 전봉준의 뒤

렸다.

를 따랐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불붙은 농민혁명
은 기포를 하자마자 무장이 나가떨어졌다. 이미

죽창가

전봉준으로부터 통문을 받았던 인근 지역 접주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들을 뒤따라 흥덕,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등지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의 농민군이 합류했다. 하지만 고부는 터가 좁고

되자 하네

산에 둘러싸여 전투에 불리했다. 전봉준은 고부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북쪽 동진강변에 있는 백산을 항쟁의 거점으로

아랫녘 웃녘에서 울어 예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삼아 백산성에 모이기로 했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무장의 손화중, 태인의 김개남, 금구의 김덕명 대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접주 등이 이끄는 남접 농민군 8,000명이 집결했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을은 반

다. 이 세상을 갈아엎자고 백산으로 몰려왔다.

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 되면 못 가리.”

되자 하네
_김남주

죽기를 각오한 흰 옷의 백성들이 죽창을 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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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백산성에 모인 농민군은 8,000명, 혹은 1

군의 잇단 승리로 각 지역의 치안과 지방 행정은

만 명이라 하지만 그 규모보다 동학농민혁명의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전라도 관

첫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기점이라는데

찰사 김학진은 그해 6월에 동도대장 전봉준을

의미가 있다. 백산은 고부관아에서 북쪽에 위치

감영으로 불러 관찰사와 관민의 화합을 위해 각

한 높이 47.4m의 작은 언덕으로 북쪽으로는 동

군(郡)에 집강을 두기로 허락했다. 집강소 설치

진강과 만경강의 두 강역으로 보호되고 있고 넓

와 함께 폐정개혁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동학

은 평야의 한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관측과 방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어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또한 당시 백산에는 관곡(官穀)을 저장하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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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있어 군량 조달도 쉬웠다. 농민군이 몰려들

고부관아 터

자 지도부는 백산에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

고부관아 터는 1914년 일제에 의해 부군제 실시

大將所)를 설치했다. 비로소 지방 단위별로 본격

에 따라 정읍군에 편입될 때까지 고부관아가 있

적인 농민군이 조직되었다.

었던 곳이다. 1894년 고

동학농민군은 잇단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읍, 흥

부봉기 때 전봉준을 중

덕, 무장, 영광, 함평을

심으로 한 농민군이 점

점령했다. 4월 23일에는

령하여 탐관오리를 몰

장성의 황룡촌에서 다시

아냈던 역사적 현장이

관군을 격파하는 전과

다. 하지만 관아는 고부

를 올린다. 농민군은 다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시 정읍, 금구, 원평 등지

전부 철거되었다. 학교

에서 전열을 가다듬어 전

마당으로 들어서면 만

주성으로 진격해 전주성

감이 교차한다. 운동장

을 빼앗았다. 동학농민

한가운데쯤은 조병갑이

기세등등하게 오가던 곳이었을 게다. 죄 없는 사

다 세력이 큰 고을이었다. 인근지역 쌀의 집산지

람들이 잡혀와 곤장을 맞고, 고통에 피울음을 울

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다. 탐관오리들이 고부의

었을 터다. 어느 날은 농민들이 두렵고 긴장된

수령으로 가는 것을 열망하였다. 중앙권력의 든

걸음으로 몰려와 물세감면을 진정했을 터다. 횃

든한 뒷배가 있어야만 고부군수 자리를 차지할

불을 든 농민들이 물밀 듯이 치닫던 날에는 조병

수 있었다.

갑이 줄행랑을 쳤던 곳이다.

농민들에 쫓겨 달아났던 조병갑이 백방으로 손
을 써 다시 부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부관아 터에 학교를 지은 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말살하려는 일제의 만
행이 분명해 보인다. 운동장 한켠에 보이는 초
석, 기단석 등 석조물이 이곳이 역사적 현장이었
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관아 터가 있는 고부는 지금은 정읍시에 딸린 면

오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군수가 자주 교체되고
임기를 채우고 떠난 사람이 별로 없었다. 지원자
가 많아서 1년에 군수가 몇 차례 바뀌기도 하였
다. 고부군 역대 수령들의 재임기간을 보면 1573
년(선조 6)부터 1755년(영조 31)까지 약 180년
동안에 무려 133명의 군수들이 교체되었다.

소재지에 불과하지만 갑오년 당시에는 정읍보
▼ 고부관아터 |

조병갑이 학정을 일삼던 고부관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부초등학교가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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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기간이 1년 반 정도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서도 1628년(인조 6)부터 1644년(인조
22)까지 17년 동안에 17명의 수령이 교체되어 평균 1년도 채 못 된다. 이 때문에 고부의
유생들이 “풍수지리에 의한 부임역로(赴任歷路)에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지만 풍수지리
보다는 물산이 풍부한 게 그 원인이었다.
물산이 풍부한 부촌이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그걸 탐학하는 자들이 많아서 백성들은 힘
들여 농사만 지었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결실은 실은 없었다. 힘없는 농민들은 그저 흡혈
귀 떼처럼 달려대는 수령과 관속들의 탐욕에 배는 주리고, 피골은 상접해 울분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고부향교
고부관아 터를 찾은 방문객들이 산기슭에 솟은 기와건물을 보고 관아로 오해하는 게 향
교다. 고부관아 터, 즉 고부초등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왼쪽 기슭에 향교가 있다. 이 향교
▼ 고부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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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03년(조선 태종 3)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이 지역 유학교육을 위하
여 창건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597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새로 지은 건물이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 양사재, 동재(東齋), 서재(西齋), 사마재(司馬齋), 전직사(典
直舍), 내삼문(內三門) 등이 있다. 향교의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의 향교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전답과 노비, 전적 등을 지급 받
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향교는 교육 기능이 쇠퇴하고 대신
선현에 대한 제향을 통한 교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
일제강점기 이곳 향교땅 일부가 고부초등학교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대성전으로 오르는
가파른 돌계단 옆에는 키 큰 은행나무가 서 있다. 제 몸을 가누지 못해 대형 쇠기둥에 의
지하고 있지만 성균관 명륜당 은행나무, 광주향교의 은행나무와 함께 이곳 고부향교의
은행나무는 3대 명물로 일컬어지고 있다니 눈여겨 볼만하다.
▼ 고부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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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 군자정
고부관아터, 즉 지금은 고부초등학교에서 나오면 맞은편으로 고부면사무소가 보인다.
이 면사무소 아래 군자정이 있다. 군자정은 연정이라고도 한다. 정자앞 연못 한가운데 연
꽃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군자정은 1764년(영조 40)에 이세형이 수리하고, 1900년에는
조규희가 연못을 파내고 고쳤으며, 1901년에 다시 지었다고 전해온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군자정이 지어진 것은 고을의 운세와 관련 있다. 오랜 세월 관통해
온 풍수신앙인 셈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조선 중기 이후 고부마을에 인재가 나지 않아 과
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없었다. 고부군수마저 부임한지 1년도 안 돼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는 연정이 황폐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에 이후
▼ 군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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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지금은 고부초등학교에서 나오면
맞은편으로 고부면사무소가 보이는데 이 면사무소 아래 군자정이 있다.

선이 1673년(현종 14)에 연못을 파고 정자를 수리하였다.
연못을 판 탓인지 그 후로 고부에서 인재가 나왔다는 것이다. 일설에는 현재 자리에 있는
고부향교의 위치가 고부 관아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운이 막힌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래서 1765년(영조 41)에 동헌을 지금의 고부초등학교로 옮겼다고 한다.
어떤 연유에서 지어졌는지 알 길은 없지만 군자정의 연못은 연향이 그득하다. 돌다리를
건너 정자로 들어서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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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 이름 없이 쓰러지고 잊힌 농민군들의 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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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 세운 무명용사탑

하지만 풍요로운 고부고을에 내려와 고을의 명문세가들을 거느리고 이곳 군자정에
서 풍류랍시고 주연을 즐겼을 탐관오리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하다.
정자 뜰에는 허리 잘린 비석이 즐비하다. 농민들의 고혈을 짜 억지로 세웠을 송덕비다. 관
찰사, 군수 같은 벼슬아치의 이름이 여지없이 잘려나갔다. 영세불망, 즉 세월을 거듭하여
영원토록 그 공덕을 잊지 말라고 돌비석에 새긴 벼슬아치들의 욕심이 불과 몇 세대도 건
너지 못하고 오욕으로 남아 탐학을 증명하고 있다.

이름없이 쓰러져간 용사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고부면 죽산 마을. 죽산 마을은 만석보 터나 황토현 전적지는 물론 말목거리에 비해 이름
조차 낯설다. 하지만 동학의 발길을 따라 걷는 이들에게 방문을 권하는 곳이다. 죽산 마
을을 찾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뫼 녹두회관’이 보인다. 녹두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은 탓에 이름은 익숙하지만 여느 마을회관과 다를 바 없다. 한데 녹두회관보다 회관앞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이 방문자의 발길을 막아선다.
1994년 9월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
나로 세운 탑이다.
가운데 쓰러진 동료를 끌어안고 죽창을 든 농민군의 형상이 보인다. 농민군 주변에는 각
자 크기가 다른 비석들이 세워져 있다. 각 비석마다 낫, 괭이, 삼지창, 죽창 등 농민군이 쓴
무기와 동학을 뜻하는 ‘東’자와 표정과 질감이 서로 다른 농민군들의 얼굴이 새겨 있다.
전봉준이나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장군 등은 혁명의 주역이다.
숱한 역사책과 소설과 시로 이들의 영웅담이 쓰였고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혁명에 참여
했던 수십만의 농민군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고 이름 없이 잊혀 갔다.
죽산 마을 위령탑은 이름 없이 쓰러지고 잊혀져간 농민군들의 혼을 담아낸 것이다. 어떤
사적이나 기념물보다도 값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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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에서 다시 마을 어귀 쪽으로 오다보면 ‘송두호의 집’이 있다. 송
두호의 집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이 된 사발통문이 작성되었다는 집이다. 사발통문은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고지문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 말기인 고종 때 들어 민중저항이나
임오군란과 같은 관을 상대로 한 항쟁에서 사발통문 형식의 선전 격문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동학군의 통문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사발통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발통문은
1968년 12월 이곳 고부 죽산 마을 송후섭의 집 마루 밑에 70여 년 동안 묻혀 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되었다.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간부 20여명이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의 집에
모여 고부 성을 격파하고 군수와 악행을 일삼는 이속들을 제거하며 전주감영을 함락시
키고 서울로 쳐들어올라갈 것을 결의한 내용이다.
맨 오른쪽에 ‘계사년 11월 일’ 이라는 작성시기가 쓰여 있고 그 옆에 거사에 참여하는 사
람들의 서명이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명을 원형으로 하는 것은 거사의 주모자를 숨
기기 위하여 사발을 얹고 그 옆으로 돌아가며 쓴 때문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사발통문을 작성하며 응징하려던 조병갑이 사발통문을 작성한 달의 말에(11
월 30일) 익산군수로 옮겨가는 통에 바로 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조병갑이 1894년 1월
9일 다시 고부군수로 발령을 받게 되고 고부 민란은 1894년 1월에 그 막을 올리게 된다.
송두호의 집을 나서 다시 마을 어귀로 향하는 길에 양귀비꽃이 서럽게 붉다. 그날 농민
들의 애환과 단심(丹心)이 꽃으로 피어난 것은 아닐까?

승리의 깃발을 올려라, 황토현 전적비
1894년 4월 7일 새벽, 황토재 마루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고개 아래까지
뒤쫓아 와 주둔하고 있는 감영군 진영을 향하여 포를 쏘아대며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해발 35m 구릉지에 불과한 곳이지만 기습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감영군은 우왕좌왕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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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 빠졌다. 농민군은 감영군을 뒤쫓아 영관 이경호 등을 죽이는 등 감영군을 격퇴했다.
이 싸움에서 죽거나 다친 관군의 수가 1,000여 명이라고도 하고, 200여 명이라고 하는 이
도 있다. 고부에서 첫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였다. 이날 황토현 전투는
동학농민군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관군의 사기를 꺾음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
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둔 경과는 이렇다. 앞서 3월 20일 무장에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같은 남접계 동학지도자들을 중심으로 4,000여 명
의 동학농민군들이 들고 일어섰다.
▼ 황토현전적

전봉준 동상 | 황토현은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맞아
최초의 승리를 거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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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태인 주산리에서 태인 접주 최경선이 이끄는 300여 명의
농민군, 말목장터에 집결해 있던 수백 명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고부
관아를 점령하게 된다. 고부 관아를 점령한 농민군들은 화약고를 불
태우고 옥에 갇힌 농민들을 풀어준 뒤 3월 25일께 백산으로 진출하
였다.
농민군이 백산에 진을 치자 금구와 부안, 고창등지에서 농민군이 속
속 집결하였다. 농민군은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손화중·김개
남을 총관령으로, 또 최경선을 영솔장에 임명하는 진용을 갖추었다.
이어 태인과 부안관아를 점령하였다. 부안관아의 무기고를 열어 무장
을 강화한 농민군 1만여 명은 전라감영군이 진압하러 내려온다는 정
보를 듣게 된다.
전주 관찰부로 향하던 농민군은 진로를 바꾸어 부안과 고부의 접경
지대에 근접한 성황산에 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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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현 전투 하루 전인 4월 6일 농민군과 감영군은 태인의 화호나루 부근에서 최초로 마
주 싸웠다. 이때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체하며 후퇴하였다. 다시 농민군이 고부의 매교
로 물러나자 백산에 있던 감영군이 뒤쫓아 왔다. 농민군은 또다시 거짓으로 패한 체하며
황토현에 진을 쳤다. 뒤쫓아온 감영군 역시 황토현 인근에 진을 쳤다.
황토현은 덕천면 하학리와 이평면 도계리 사이 높이 35m에 불과한 야트막한 언덕이다.
이곳 황토현에 농민군의 대승을 기념하여 탑을 세웠다.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은 1963년 박
정희 정권 때 세워진 동학 최초의 기념물이다. 탑신에 새긴 시도 비장하다.
그날 녹두장군의 뜨거운 피가 돌고
배들 농민들의 징소리가 들린다
◀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군 최초의 승전 터에 세워진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동학정신이 새겨진
기념탑이 황토현에 서있다.

그날 만석보 농민들의 피진 함성이 들려오고
고향 용두봉 독고봉이 일어선다
황토현 전적지의 상징인 기념탑은 7.5m 높이로 탑신 앞면에
는 ‘제폭구민 보국안민(除暴救民保國安民)’이란 글자가 세
로로 쓰여 있다.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겠다는 동학농민
혁명의 결의다. 탑신의 글씨는 강암 송성용 선생이 썼다. 뒷
면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는 노랫말이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보리’라는 노랫말과 함께 새겨
져 있다.
황토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다. 황토현에 기념관
을 짓게 된 것은 1983년 전두환 시절이다. 전두환은 재임시
167

유독 전씨 조상과 관련된 현양사업을 많이 했은데 전봉준
장군 역시 자신의 조상으로 여겨 이곳에 ‘전봉준 장군 유적
정화사업’을 지시했다.
기념관 앞 마당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벌인 사업을 기
념하는 탑이 세워져 있다.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이다.
유적을 정비하는 일을 하필이면 정화사업이라 했는지 궁금
하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른바 사회정화사업을 많이 벌였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지 5년만인 1987년 완공한 이 사업은
당시로써는 대단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황토현 전적기
념관은 전쟁유물 전시관을 비롯해 전봉준 장군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동상과 기념 조각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유홍준교수는 그의 책에서 “유화로 그린 녹두장군
초상은 성난 얼굴에 도포를 입은 형상으로 되어 있어 마치
표독스런 양반지주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
념조형물 부조에 대해서도 “농민군의 행렬이 오동통하게 살
찐 소풍 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전쟁장면은 어리숭한 원
근법으로 유치하기 그지없다.”고 평했다. 아닌게 아니라 학
정에 시달린 농민들의 모습이 살찐 모습이다
기념관에는 전봉준이 쓰던 유품 가운데 벼루와 붓, 패랭이,
갓, 신 등이 보존돼 있다. 또 갑오실기, 전봉준공초기, 용담유
사, 동경대전 같은 사료, 당시의 사진과 무기, 책등이 전시돼
있다. 동학농민군 최초 승전지인 황토현전적지는 동학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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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기념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동학농민혁명의 모든 과정 - 유물 - 기록을
전시 및 보관하고 있다.
120여 년 전 농민혁명군이 왜 삽과, 괭이,
죽창을 들고 떨쳐 일어섰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동학농민군의 기개와 함성을 한 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의 발자취를 따라 황토재, 즉 황토현 전적에 왔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동학농
민혁명기념관이다. 120여 년 전 농민군이 삽과, 괭이, 죽창을 들고 떨쳐 일어섰는지를 생
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말목
장터의 감나무다. 제1전시실 안내 데스크 옆에 서있는 말목장터의 감나무는 녹두장군 전
봉준이 말목장터에 모여든 농민들에게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농민 수탈의 실정을
알리고 농민봉기의 필요성에 대해 사자후를 토해내던 현장에 있던 나무다. 수령 18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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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첫 전시실은 ‘19세기 자각하는 농민들’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기운이
움트던 당시의 정세와 농민들의 피폐한 현실이 발길을 붙잡는다.
제2전시실은 동학농민혁명관련 기록화로 꾸며져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모의부터 고부에
서 전주성까지 농민군의 여정이 처연하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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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전시관

비록 무명옷에 대나무를 깎아 만든 무기였지만 농민군들은 혁명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혁명의 꿈은 일본군에 가로 막히고 끝내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
어린이 전시관은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이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로 돌아가
듯 동학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싸우고 꿈이 가로막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린
이 눈높이에 맞춰 잘 전개돼있다.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농민군이 쓰던 무기와 녹두장군이 붙잡혀 가던 호송 가마 실
물도 전시돼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한다.
황토현 승리를 발판삼아 혁명의 꿈을 키우던 농민군은 공주전투에서 패해 논산, 금구, 태
인 등에서 일본군과 완강히 싸웠으나 또다시 패했다. 전봉준은 재기를 노리며 순창 쌍치
피노리에 들렀다가 부하였던 김경천의 밀고로 붙잡혀 한양으로 압송된다. 1895년 3월 30
일 최후를 마치니 향년 41세였다.
당시 압송되는 전봉준의 눈빛이 강렬하다. 전봉준은 죽기 전 절명시를 남겼다.
때가오니 천하가 모두 힘을 같이 했건만
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할 바를 모를 내라.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일 뿐 나에게는 과실이 없나니
나라를 위하는 오직 한마음 그 누가 알리
時來天地皆同力
運去英雄不自謀
愛民正義我無失
爲國丹心誰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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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차 거리가 경찰서 주변에 조성된 것은 40여 년 전이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방이 거의 유일한 만남과 사교의 장소던 시기다.
도심마다 한집건너 한집이 다방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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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 차향이 흐르는 거리, 쌍화차 거리

쌍화차
거리

정읍시내 한복판 경찰서 앞 새암로에는 쌍화차거리가 있다. 숭늉대신 아
침저녁으로 커피를 달고 사는 커피민족(?)이 된지 오래고, 전통차마저 명
맥을 이어가기 힘든 시절에 쌍화차가,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10여 곳 넘게
거리를 이루고 있다면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다.
더구나 도심재생이다. 스토리텔링이다 하여 최근에 급조해
낸 거리도 아니다. 역사가 40년을 족히 넘는다. 전국으로
소문이 나면서 “정읍에 가면 쌍화차 한잔은 마셔야 한
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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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탕 거리 ▶
경찰서와 세무서가 있는 세암로에는
1,000년 차향이 흐르는 쌍화차 거리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177

쌍화차 거리는 더구나 전국의 다른 특화거리와는 다르다. 강릉 안목해변을 따
라 펼쳐진 커피거리는 전국적인 명소가 된지 오래다. 전국 어디든 문밖으로만 나서
면 커피숍이 즐비한데도 강릉 커피거리를 찾는 이유는 뭘까. 한곳에 모여 있어 명
소가 됐다는 이도, 아름다운 동해 해변을 끼고 있어서 그렇다는 이도 있다. 모여 있
기로 치면 여느 대학가나 관광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커피거리가 생긴 연유도 극
적이지 않다. 관광객들이 해변을 배경삼아 달달한 자판기 커피 한잔씩을 뽑아 마시
다보니 상가에 자판기가 늘었고, 처음에는 자판기거리라 불렸다. 커피 장인들이 하
나둘씩 몰려들어 카페를 열면서 명소가 됐다는 거다. 그에 비하면 정읍 쌍화차거리
는 역사가 있다.
쌍화차 거리가 경찰서 주변에 조성된 것은 40여 년 전이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되면서 다방이 거의 유일한 만남과 사교의 장소이던 시기다. 도심마다 한집건너 한
집이 다방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경찰서와 세무서까지 있다 보니 다방이 많았다. 이런저런 사유로 경찰서나
세무서에 들렀다가 문밖거리에 있는 다방은 요긴한 장소였다. 이른 아침 출출한 배
를 채우기에는 쓰디쓴 커피보다 걸쭉한 쌍화차가 제격이었다. 커피에 비해 값도 비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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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차에 들어가는 약재인 지황도 정읍에서 생산된 지황을 최고로 친다. 한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정읍에 쌍화차가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친숙한
이유의 하나다.
지황은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재로 한방에서는 ‘몸을 보호하
고 만성피로를 없애며 허약체질과 여성의 갱년기 현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경
옥고의 원료다. 허준선생의 동의보감 3대 명약 가운데 하나인 경옥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생지황과 인삼, 복령, 꿀 가운데서도 으뜸이 지황이다.
동의보감에 경옥고는 ‘노인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효능과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난다’고 한다. 회춘약도 이런 회춘약이 없는 셈이다. 실제 효능이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허준선생이 거짓하지 않았을 터니 놀랍다.
쌍화차의 쌍화(雙和)는 ‘서로 합치다’ 또는 ‘서로 짝이 되다’라는 뜻이다. 부족한 기
운을 서로 보충한다는 의미로 음과 양의 두 기운을 조화시킨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고 한다.
쌍화차는 쌍화탕에서 유래한 궁중에서 나온 처방이다. 900여 년 전 중국 송나라 철
종때 펴낸 책 ≪태평혜민화제국방≫에 처음 쌍화탕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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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약, 숙지황, 당귀, 천궁으로 구성된 황기, 계지, 감초, 생강, 대추로 조합된 합방한
처방으로 9가지 약재로 이루어진 탕재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피곤하고 기와 혈이 상했을 때, 중병을 앓은 뒤 허로
가 생겨 기가 부족해서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적혀있다.
다른 한약서인 ≪방약합편≫에는 ‘기와 혈이 함께 손상되었거나 방사 후 노역, 노역 후 방
사, 큰 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결핍과 자한을 다스린다’고 한다.
쌍화차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집은 ‘모두랑’이라는 찻집이다. 현재도 경찰서 맞은편에 매
일 문을 연다. ‘모두랑’ 이후 하나 둘씩 문을 열었다. 어느 거리든 ‘원조’니 ‘진짜 원조’니 하
며 분쟁이 다반사지만 쌍화차거리 이웃 상가 어디도 굳이 원조를 우기지 않는다.
경쟁이 있다면 누가 쌍화차를 제대로 우리고, 다식을 잘 내느냐다. 그래서 쌍화차 거리
어느 집이든 경쟁적으로 차를 다리고, 다식을 낸다. 차 한 잔으로는 왠지 서운해서 구운
가래떡이나 제철 과일을 함께 내놓는다. 푸짐하기 이를 데 없는 가래떡은 알맞게 구워 바
삭하고 말랑하다. 입가심으로 식혜나 오미자차를 내기도 한다. 가래떡을 내기 어려운 여
름철에는 바삭하게 볶아낸 땅콩을 내놓는다.
쌍화차 거리의 쌍화차가 그냥 오래된 전통차가 아니라 건강 한방차요 마음이 따뜻해지
고, 대접받은 기분까지 드는 이유다.
아예 차 마시는 절차를 엄격히 따져 ‘다도’와 ‘다례’를 지키는 녹차조차 티백을 쓰지만 쌍
화탕은 직접 다려서 낸다.
다려내는 과정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쌍화차는 작약, 산사, 생강, 천궁, 황기 같은
21가지 재료로 만든다. 한방에서 다려내던 쌍화탕보다 들어가는 약재가 더 많다.
정성을 다해 다린 차를 내주는 찻잔도 사기그릇이나 유리잔이 아니라 곱돌그릇이다. 미
리 다린 쌍화차를 곱돌 잔에 담아 적당한 만큼 데우고, 여기에 밤과 은행, 대추, 호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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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을 얹는다. 생밤은 조청에 달콤하게 졸여서 넣는데 쌍화차 안에서 통통하게 불어
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별미다. 보양식이 따로 없다.
어느 집, 누구와 마주앉아 마시든 따끈한 쌍화차 한 잔에 세파에 찌들어 무거워진 세상근
심도 금세 가벼워진다. 진한 쌍화차에 들어 있는 달콤한 밤과 대추, 은행 따위를 훌훌 떠
먹으면 헛헛했던 속까지 든든하다. 곱돌 찻잔에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와 감미로운 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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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잔이 은은하게 몸을 데우면 팍팍한 세상도 견딜 만하다.
7080세대의 커피 문화였던 옛날 다방에는 달걀노른자가 들어
간 쌍화차가 있었다. 한약재 향이 희미한 쌍화차였지만, 마시
고 나면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요즘에도 쌍화차에 달
▼

정읍시내 쌍화차 집

정읍에는 무려 50여 곳의 쌍화차 집이 성업중이다.
전통찻집 차마루도 그 가운데 하나다.

걀노른자를 부탁하는 이들이 있다. 몇몇 가게 앞에 ‘계란 동동
수란 쌍화차’를 내걸고 발길을 붙잡는 이유다.
집집마다 내놓는 메뉴가 다르긴 하지만 쌍화차 외에도 대추
차와 오미자차, 유자차, 생강차를 낸다. 이 가운데 인기 메뉴
는 대추차다. 대추차 역시 조청 달이듯이 오랫동안 고아서 진
한 대추탕을 만든다. 달콤하고 은은한 대추향이 일품인 대추
탕 역시 감기에 좋고 긴장 해소에도 특효라고 한다. 차를 다리
는 원료도 전국 각지의 명산지에서 사온다. 남해에서 나는 유
자, 정읍에서 나는 생강, 순창에서 나는 오미자 등으로 직접 차
를 담그는 집이 대다수다.
쌍화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샘골로 쌍화차 거리 외에도 정
읍시내에는 쌍화찻집이 많다. 5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
산된다. 시기동 정읍남로변에 있는 차마루도 그 가운데 하나
다. 차마루는 쌍화탕 거리에서 비켜 있어도 손님이 많다. “좋은
약재를 구입해 정성껏 다리는 게 비결”이라는 게 주인의 설명
이다. 이 집은 인터넷에서 전자 상거래도 활발해 매장 매출과
맞먹을 정도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는 자리가 없다. 젊었을
적 추억에 젖어 쌍화차를 찾는 연세 지긋한 분들이 많지만 가
족단위로 찾아오는 이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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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화탕

거리

정읍 쌍화차는 갖은 약재를
정성스레 다린 약에 가깝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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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우리가 아는 쌍화차는 쌍화탕이었다. 아직도
오래된 다방에서 내놓는 쌍화차는 쌍화탕이라고 한
다. ‘쌍화차 거리’가 되고, 한결같이 ‘쌍화차’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국내 한 유명 제약사가 오래전 내놓은 쌍화탕이 이유
라고 한다. 이 제약사가 상표권으로 등록해 쌍화탕 대
신 쌍화차라고 쓴다.
차마루 사장은 약재를 넣고 다린다는 점에서는 탕이라
부를 수 있지만 탕이라고 부르든, 차라 부르든 맛과 효능
은 같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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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화차

거리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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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맛 비길 바 없네,

정읍
막걸리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하면 흔히 호남평야를 품은 김제를 떠올린다. 호남평야는 한민족
역사 이래 만경강과 동진강을 아우르는 국내최대의 곡창지대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드넓은 호남평야는 일제의 식량공급기지로 전락돼 쌀을 수탈당하는
슬픈 역사의 땅이 되었다.
정읍도 예외는 아니다. 내장산을 발원지로 하는 크고 작은 물줄기와 드넓은 평야에서 물산
이 풍부했다. 조병갑의 학정과 수탈을 부른 배들 평야와 태인과 신태인 역시 곡창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화호와 태인 같은 곡창지대에 일본인 농장이 세워지고, 쌀 수탈을 위한
창고를 지었다. 신태인에 철길을 놓은 것도 수탈을 위한 것이었다. 곡창이다 보니 풍부한
곡식과 맑은 물을 가지고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양주를 빚어 고된 농사일을 이겨
냈다.
그 중에서도 제조공정이 비교적 쉬운 막걸리는 가양주의 으뜸이었다. 막걸리는 술이 가
진 뛰어난 함유성분으로 인해 농민들의 먹거리와 에너지원이 되었다.
곡창인 정읍에 막걸리가 유명한 이유다. 정읍시도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를 추진하고 있
다. 오랜 전통과 술맛을 가진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를 만들어 구도심도 살리고, 정읍의
명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읍에는 특히 막걸리를 만드는 주조장이 8곳이나 남아있다. 신태인막걸리와 북면생막
걸리, 입암막걸리, 정우생막걸리, 송명섭생막걸리, 옹동막걸리, 구절초생막걸리, 산외막걸
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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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막걸리 | 막걸리는

집에서 빚어 마시던 가양주의 대표였다. 물맛이 좋고 물산이 풍부한 정읍 막걸리는 오래전부터 유명했다.

저마다 특색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 ‘정읍막걸리’를 특화하는데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정읍’이라는 지역명도 한 몫 한다.막걸리는 물 맛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물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중 하나인 칼륨과 린산, 마그네슘이 풍부하면 막걸
리 맛이 좋다. 정읍은 지명 그대로 예로부터 물 맛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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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주조장마다 맛 좋은 막걸리로 유명세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막걸리 주조장도 많다. 이동막걸리나 포천막걸리같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막걸리와 견줘 뒤지지 않는다.
청와대 만찬상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마시면서 화제가 된 송명섭 막
걸리가 대표적이다.
막걸리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송명섭 막걸리를 ‘송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송명섭 막걸
리는 송명섭 명인이 직접 빚는 막걸리다. 직접 재배한 밀로 누룩을 만들고, 직접 재배한
쌀로 술을 빚는다. 무첨가 막걸리, 텁텁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막걸리, 단맛이 거의 느껴
지지 않는 막걸리로 유명하다.
우리가 흔히 마셨던 ‘입국’을 기반으로 아스파탐, 구연산 등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달고
신 막걸리에 비하면 ‘무(無) 맛’에 가깝다. ‘무 맛’의 비법은 다른 첨가물은 모두 배제한 채
‘쌀’과 ‘누룩’으로만 막걸리를 빚는데 있다. 드라이한 맛이 강한 송명섭 막걸리는 젊은 층
막걸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막걸리의 최고봉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국으로 팔려나가
고 있다.

▲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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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들

송명섭 명인은 ‘죽력고’로 2003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
었고 2012년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48호로 지정되었다.
죽력고는 육당 최남선이 감홍로, 전주의 이강주와 함께 조선 3대 명주로
꼽았다는 술이다. 대나무를 토막 내 불을 지펴 흘러내리는 대나무즙, 즉
‘죽력’에 대잎과 석창포, 계심 같은걸 넣고 소주를 내려 증류시킨 술이다.
죽력고는 투명한 황색에 단맛과 은은한 대나무향이 상쾌하다. 죽력은 대
나무 잎과 가지를 사흘 동안 고아 내린 것이다. 쌀과 누룩으로 20일 걸려
술을 빚은 뒤, 죽력을 뿌린 소줏고리로 증류해 만든 술이 바로 죽력고다.
대나무를 쓰다 보니 주로 대나무가 많은 전라도 지방에서 빚어진 증류주
인데 송 명인이 빚는 태인 주조장 주변에는 대나무가 많이 난다. 죽력고는
중품으로 마비될 때 약으로 썼다고도 전해진다.
죽력고에 붙은 ‘고’는 최고급 약소주에만 붙일 수 있는 술의 극존칭이다.
흔히 술에는 호산춘, 산사춘처럼 봄 춘자(春)를 붙이기도 하는데 술을 술
(酒)이라 표현하기 부끄러운 양반네들이 마시면 봄기운이 오른다하여 붙
였다고 한다.
산외양조장에서 만드는 ‘순곡 고향생막걸리’도 마니아가 많다. 전주와 정
읍에 고정으로 납품하는 물량뿐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직접 양조장으로
막걸리를 사러 오는 손님이 많다.
산외양조장은 산외면 소재지에서 좁은 마을길을 물어물어 찾아가야 한다.
막상 간판을 보고 들어가도 오래되고 허름한 건물이 이름난 막걸리 주조
장일까 싶어 머뭇거리게 된다.
그러나 양조장 주인의 열정을 확인하면 허름한 건물까지 정이 더 한다.
직접 누룩을 만들어 고집스레 막걸리를 빚는 김 사장은 초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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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양조장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어린나이에 청소도 하
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막걸리 빚는 일을 배웠다.
전북이 내로라하는 양조장은 물론 포천이나 일동 같은 유명
한 막걸리 공장에서도 일했다. 이곳 산외 양조장도 일하러 왔
다가 인수했다. IMF로 어렵던 시기에 “양조장을 인수받아 한
번 해보라”는 사장 말을 믿고 인수받았다. 최근에는 아들 수
복씨가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누룩기술을 이용해 막걸리를
빚는다.
60년도 넘은 허름하게 일자로 뻗어 있는 양조장은 안쪽부터
국실, 발효실, 제성실로 이어진다. 국실은 옹이가 들어찬 소
나무로 만들었고 누룩 판은 오동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산외주조장 막걸리는 순수 만든 누룩을 쓴다. 전국에 양조장
이 대략 850여 곳 있는데 직접 발표한 누룩을 쓰는 곳은 손꼽
을 정도다.
산외 양조장은 주변 양조장에 누룩을 대는데 김씨는 “솔직히
누룩매출이 막걸리 매출을 앞선다”고 말한다.
산외 막걸리는 텁텁한 단맛과 산미가 같이 느껴지는 게 특징
이다. 주조장 바로 앞 소재지는 한우고기로 유명한 한우마을
이다. “한우마을에서 산외막걸리를 곁들여 먹고, 옥정호 운치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장 하는 게 정해진 코스”라고 김 사
장은 귀띔한다.
신태인은 일제 강점기 전만 하더라도 한적한 농촌에 불과했
다. 그러나 일제가 쌀 수탈을 위해 철길을 놓으면서 번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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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일제 농장주의 집과 창고, 강점기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호남평야에 자리 잡은 신태인은 일제의 철
도부설 덕분에 성장한 역전도시다. 신태인은 일제 강점기 호
남지방 곡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도시가
번창하다보니 주조장도 장사가 잘됐다. 그러나 인구가 줄
고, 막걸리 수요도 줄어들면서 3곳의 주조장이 통합하게 된
다. 하호양조장, 중앙양조장, 평화양조장 3개를 통합한 양조
장이다.
주조장도 일제강점기에 건축한 보건소 건물을 수리한 것이
다. 지난 2006년 상영한 영화 ‘타짜’와 2007년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대표 술은 도수 6%의 ‘신태
인 생막걸리’인데 찾는 이들이 많다.
입암은 한때 무궁화호 열차가 설만큼 번화한 곳이었다. 입암
막걸리 역시 목 넘김이 좋고, 부드러우며 숙취가 없다는 평을
들으며 성가를 올렸다. 마을잔치나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대
표선수였다.
‘옹동생막걸리’를 옹동주조장. 구절초 축제로 유명한 산내의
산내주조장도 막걸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 오래된

양조장

오랜 세월 전통을 이어오는 산외양조장.
지금도 전통기법으로 누룩을 직접 만드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양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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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색없는 국민 관광지,

내장산
문화광장

내장산의 수려한 경관을 데칼코마니처럼 담아낸 내장호. 내장호는 늘 내장산을 담고 있
다. 그 맑고 푸른 내장호 아래 내장산 문화광장이 있다. 내장산이 채 품지 못한 관광객들
의 휴식공간이다.
14만6,028㎡, 척관법으로 환산하면 4만4,000여 평에 이르는 광장에는 잔디광장, 패밀리
공원, 별빛광장, 야외무대가 마련돼 사철 관광객을 맞는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북 최대 규모의 복합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도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 내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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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광장 | 내장산의 수려한 경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문화광장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음악분수, 캠핑장등이 고루 갖춰진 국민 관광지다.

천사 히어로즈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곳 지번이 부전동 1004번지인 때문이다. ‘천사 히
어로즈’는 2,280㎡, 약 690평 규모의 실내 돔형 복합놀이시설이다.
실내형 복합놀이를 테마로 가족 단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타워클라이밍, 스크린 야구
장, 트램펄린, 라이딩컨텐츠, 하늘길 걷기 같은 20종 50여개의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웃 내장호 주변에는 내장산조각공원과 내장산생태공원이, 광장 아래쪽으로 시립박물
관이 있어 둘러볼 곳이 많다.

전국으로 입소문 난 캠핑장
문화광장에 있는 캠핑장은 해마다 이용객이 늘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광장 내 3만295여㎡ 규모로 조성된 캠핑장은
내장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눈부시게 푸른 잔디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푸른 잔디
에서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다.
▼

내장산 문화광장 캠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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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즐기는 이들에게 내장산 캠핑장 입소문이 난 이유다.
캠핑장은 지난 2015년 8월 47면으로 개장했는데 ‘힐링 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의 트렌드와 맞물려 찾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확산되
고 있는 ‘언텍트 트렌드’에 안성맞춤인 곳이 이곳이다.
일반캠핑 37면, 오토캠핑 31면, 글램핑 6면, 카라반 3면, 자가 카라반 5면 등 모두
82면의 캠핑장이 마련돼 있다. 화장실과 취사장,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이 넉넉하게
갖춰져 있다.
‘내장산 캠핑대회’도 이곳에서 열린다. “캠핑 좀 해봤다”는 전국의 캠핑족들이 모여
펼치는 경연이다.
행사에서는 텐트 빨리 치기, 캠핑 요리대회, 유명 셰프의 요리 퍼포먼스와 함께 공
연과 문화콘서트도 펼쳐진다.

샘골 정읍의 물, 귀갑약수
문화광장 한 가운데 대형 거북형상이 버티고 서있다. ‘노래하는 내장산 귀갑약수’
다. 귀갑약수는 정읍시가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만든 음수대다.
샘의 고장인 정읍의 상징수(水)로 개발된 것으로, 시민과 외래 방문객이 언제든 이
용할 수 있다. 먹는 샘물이지만 무료다.
귀갑약수는 먹는 샘물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로, 하루 200톤 연간 7만3,000톤의 생
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중 판매 생수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해에 182억5,000만원
(2020년 8월 기준) 상당에 이른다.
15명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와 등대분수, 공주거북 자매 순례길 관망대를
갖추고 있다. 귀갑약수 노래와 내장산 노래, 정읍사 노래 등을 들을 수 있는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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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도 갖추고 있다.
귀갑약수는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입암산 거북바위와 정읍의 고대 지명으로
추정되는 샘바다, 내장산 등을 소재로 한 설화를 품고 있다.
샘바다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공주거북과 내장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목동 간 애틋
한 사랑이야기다.
귀갑약수대에 이런 글귀가 눈길을 끈다. ‘공주거북의 눈과 마주치면 못 다한 사랑
을 나눌 수 있고 꼬리를 만지면 집안이 번창한답니다.’

▼

귀갑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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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노래한 배호의 노래비
문화광장에서 내장산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에 노래비가 있다. 정읍출신하면
떠오르는 가수의 노래비려니 하지만 뜻밖에도 가수 배호 씨의 노래비다.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1971년 스물아홉의 나이로 요절한 배호는 돌아가는 삼각
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비 내리는 명동, 마지막 잎새같은 불후의 트로트 곡을 남
긴 가수다.
그의 노래 덕에 유명세를 탄 삼각지의 한 길 이름을 ‘배호 길’로 했다지만 이곳에 노
래비가 세워진 것은 내장산을 노래한 때문이다. 노래비를 세운 이유를 ‘이 곡을 지
은 작곡가 김강섭씨가 이곳에서 자란 추억을 잊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노랫말은
이렇다.
▲ 내장산

잘 있거라 내장산아
잘 있거라 내장산아 다시 보자 쓰리봉아
달이 가고 해가 간들 사무친 정 잊어질쏘냐
잊지 못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울리지만
보고프면 언제나 찾아오리 잘 있거라 내장산아
잘 있거라 내장산아 간다한들 아주 가리
단풍잎에 맺힌 사연 그 언제나 잊어질쏘냐
아로 새긴 첫사랑에 받은 상처 서럽지만
그리우면 또다시 찾아오리 잘 있거라 내장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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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광장 노래비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정읍시립박물관
문화광장에 있는 정읍시립박물관도 꼭 둘러볼 곳이다. 대다수의 공공 박물관이 도
심에 있는 것과 달리 정읍박물관은 내장산 입구 문화광장에 있다. 1만9,862㎡의 너
른 터에 내장산의 영봉등과 마주하며 자리 잡은 박물관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전시실에는 정읍의 역사와 정읍사를 비롯해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백미인 정극인의
상춘곡, 동학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동학을 이끈 추동력의 하나인 정읍농악
전시실도 있다.

▼ 정읍시립박물관 |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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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고을
정읍의 맛
정성으로 키운 단풍미인 한우와 쌀
젊은이들은 “여행은 사진 찍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도 한다. 그래서 고적을 둘러보고, 풍광에 취하기보다 사진 찍기에 혼을 뺏기
기도 한다. 프로사진작가들이 쓰는 카메라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스마트 폰 카
메라를 들고 있으니 사진 찍기는 일상인 셈이다.
정읍은 유독 사진 찍기, 특히나 인생 샷을 건질만한 비경이 즐비하다. 내장사가
그렇고, 구절초 공원이 그렇고, 옥정호와 김명관 고택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여행에서 빼놓은 수 없는 게 맛있는 먹거리다. 여행계획을 짤 때 ‘맛 집’
부터 검색하고, 찜해두는 이유다.
정읍의 대표 맛은 한우다. 그냥 한우가 아니라 내장산이 머금은 물과 바람과
그 들녘의 심성 고운 농부들이 키운 단풍미인 한우다.
단풍미인 한우는 지난 2003년 ‘단풍미인’ 브랜드를 확정하고 국민들의 식탁에
올린 뒤 2008년과 2009년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0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와 농
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명품한우로 선정됐다.
이런 성과는 일찍부터 선진적인 사육방식을 도입한데 있다. 단풍미인 한우는
2008년 친환경 유기축산타운을 조성해 900마리를 친환경적으로 사육하기 시작
했으며 친환경 사료공장도 갖추고 섬유질사료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친환경 사료와 친환경 시설에서 키운 한우로 육질과 맛이 소문나면서 정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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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주와 수도권까지 직영점과 판매장이 들어섰다.
특히 단풍철뿐 아니라 4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내장산 홍보관과 정읍시내 단풍미인 한
우점에는 ‘단풍미인 한우’를 맛보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풍미인한우는 1+, 1++의 명품 한우만을 취급할 뿐 아니라 정읍시와 단풍미인한우 영농
조합법인에서 그 맛과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등심과 안심 같은 소고기 말고도 단풍미인 한우를 맛볼 메뉴도 풍성하다. 불고기전골, 시
골설렁탕, 차돌박이 된장찌개, 떡갈비정식, 육회비빔밥 뿐 아니라 소고기 물회도 있다. 육
회는 먹어보고, 들어봤어도 소고기 물회는 낯선 사람들이 많다.
소고기 물회는 육회를 바닷고기 물회처럼 야채와 냉면 등에 얹어 먹는 음식이다. 그만큼
소고기의 신선도와 육질이 보장돼야 가능한 음식이다. ‘단풍미인 한우’라서 가능한 레시
피인 셈이다.
업진살, 살치살, 부챗살, 채끝살, 갈빗살, 제비추리같은 이른바 특수부위 한우 맛을 즐기
기에도 단풍미인 한우가 제격이다.

◀▲ 단풍미인 한우

201

업진살은 소의 복부 중앙 아랫부분인 제7갈비뼈에서 제13갈비뼈 아래 연골 부위를 덮
고 있는 근육에서 차돌박이 부위를 제외하고 갈비와 분리하여 정형한 부위다. 소 한 마리
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약 3.4kg 정도에 불과하다. 업진살은 ‘우삼겹’이라고도 하는데 소
고기 부위 가운데 육즙이 가장 풍부한 부위라고 한다.
살치살은 윗등심살 앞부분에 붙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근육을 분리하고 발라낸 것이다.
살치살은 이른바 마블링이 좋은 살코기만 따로 분리한 것이라서 썰어 놓으면 선홍색 고
기위에 하얀 눈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인다.
귀하기로 따지면 제비추리가 제일이다. 제비추리는 소 한 마리에서 250g 정도의 2개가 전
부다.
제비추리는 목뼈에서 갈비 앞쪽까지 길게 붙어 있는 긴 목근을 분리하여 발라낸 것이다.
세상만사가 알고 보면 더 사랑스럽듯 이왕이면 알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겠는가.
‘이팝에 소고기국’은 우리민족 5,000년을 이어온 희원(希願)이었다. 오랜 세월 모진 노동
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희원이 이팝과 소고기국이었다. 그래서 쌀과 소고기

▼ 단풍미인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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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 몸 속 깊은 곳에 DNA처럼 자리잡은 민족의 정서일 뿐 아니라 한민족의 상징
이기도 하다. 자동차며 마늘이나 참깨, 심지어는 미꾸라지까지 외국산이 판을 치지만
중국산 쌀을 수입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말에 온 국민이 발끈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쌀과 소고기가 정읍의 대표브랜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읍은 내장산과 입암산
같은 큰 산과 그 산에서 머금은 풍부한 물, 고르고, 기름지고, 너른 들녘에서 쌀이 풍
부했다. 고부군수 조병갑 뿐 아니라 조선시대 대대로 고부와 태인의 지방관을 탐한 이
유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도 정읍의 쌀을 수탈하고 실어내기 위해 철도를 놓고, 댐을 쌓고, 길을
닦았다. 아직도 일제 강점기 정미소와 일본인 농장주의 흔적이 유독 많이 남아있는 이
유이기도 하다.
너르고 기름진 들녘에서 나는 쌀이 ‘단풍미인(丹楓米人)’이다.
단풍미인쌀은 내장산 청정지역의 맑은 공기와 옥정호의 깨끗한 물로 기른 쌀이다. 옛
날 포구 개간지를 중심으로 정읍에서도 지력이 가장 비옥한 고부 신흥들과 영원 풍월
들 등 5개 단지 900여ha에서 과학적인 토양관리 매뉴얼을 통해 재배되고 있다.
단풍미인 쌀은 생산 초기부터 18개 항목에 이르는 생산 메뉴얼을 만들어 매년 농가들
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정읍이 가진 천혜의 조건 뿐 아니라 과학적이고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뤄지는데 밥맛
이 없을 리 없다.
단풍미인은 전량 계약재배로 정읍시가 3단계로 검사를 실시해 합격판정을 받은 벼에
한해서 전량 수매하고 있다.
엄격한 단계별 검사를 통과하고 합격한 1등급만 전용 저장·가공시설을 통해 포장단위
별로 가공해 단풍미인쌀을 찾는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단풍미인 계약재배
를 통해 생산되는 한해 6,000여 톤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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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 부부 사랑, 약초가 우려낸 맛, 단풍미락
정읍 사람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
왔다. 한해 수백만 명의 단풍 관광객이 몰려들지만 사실 정읍을 대표할 음식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
그래서 정읍이 가진 풍부한 자산을 활용해 브랜딩한 게 “단풍미락(味樂)”이다.
물은 만물을 기르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음식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읍은 물의 고장이니 음식 맛이 없을 리 없다. 정읍(井邑)의 ‘정’자는 우물을 뜻하는 정
(井)이다. 백제시대에는 정읍을 정촌(井村)이라 하였다. 다른 기록에는 ‘입암산 석성(笠巖
山石城)은 둘레가 2,920보요, 안에 시냇물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
다.’고 했다.
음식 맛은 또한 정성이다.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에 나타나듯 정읍 사람의 따뜻한 부부
사랑은 유별나다. 애틋한 사랑의 힘으로 만든 음식이니 정읍음식 맛 또한 일품이다.
또한 옛 문헌에는 정읍에서 약초가 많이 났다고 한다.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했다. 음식
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고 하니 음식이 곧 약인 셈이다. 약초가 풍부한 정읍의 음식은 그
자체로 약이었던 셈이다. 정읍의 이런 자원을 활용해 만든 음식이 바로 귀리떡갈비와 쌍
화차묵은지삼합이다.
귀리떡갈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와 정읍에서 키운 한돈과 한우로 만들어진 떡갈비

◀ 귀리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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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궁중에서는 떡갈비를 육병(肉餠)이라 하였으며 줄여 궁정육병(宮廷肉餠)이라 불렀
다. 고기 떡인 셈이다.
귀리는 정읍이 자랑하는 생산품이기도 하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과 혈
당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고 변비완화에도 좋은 식품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암을 억제하
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쌍화차묵은지삼합은 도라지구이와 묵은지, 쌍화차의 그윽한 향이 베인 수육으로 만든 삼
합이다. 널리 알려진 삼합이 코를 찌르는 홍어향이 감탄을 자아낸다면 쌍화차묵은지삼
합은 쌍화차의 그윽한 향이 베인 수육 맛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도라지는 해독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 맛에 더해 건강까지 챙기는 음식이다.
정읍의 대표음식이 된 단풍미락 귀리떡갈비, 쌍화차묵은지삼합을 맛볼 수 있는 곳은 내
장사 가는 길에 있는 내장산명인관, 정읍역에서 가까운 쌈촌이나 쌍화탕 거리와 가까운
옥돌생고기가 대표적이다.
내장산명인관은 귀리떡갈비와 쌍화차묵은지삼합 맛에 더해 산채정식이 일품이다. 쌈촌
은 단풍미락 귀리떡갈비뿐 아니라 찰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낸 푸짐한 정읍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옥돌생고기 역시 귀리떡갈비와 쌍화차묵은지삼합같은 단풍미락과 옥돌에 찰밥은 지은
옥돌찰밥정식을 맛볼 수 있다.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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