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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안동 대명산구곡 

산골서 시작해 
낙동강 물결 따라 
흘러가네 

조선 후기에 강필효가 경영한 대명산구곡(大明山九曲)은 봉화 

동쪽 고을 명호면 도천리의 보라골에서 시작해 운곡천을 거쳐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설정됐다. 각 굽이마다 자신의 가족이나 

학문과 관련된 인물들을 떠올렸는데, 소박한 산골짜기에서 시

작해 굽이를 진행할수록 점점 더 큰 세계로 흘러가는 그의 유람

을 따라가 보자.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해은(海隱) 강필효(姜必孝, 1764〜1848)가 경영한 대명산구곡

(大明山九曲)은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의 보라골에서 시작해 운곡천을 거쳐 낙동강 본류에 몸

을 섞은 뒤 물줄기를 따라 흘러 청량산을 지나 안동시 도산면까지 이어진다.

대명산구곡을 경영한 해은(海隱) 강필효(姜必孝, 1764〜1848)는 봉화군 법전면 척곡

리 양지마을 출신의 유학자다. 해은은 1800년 봉화 집 동쪽에 창주(滄洲) 경의재(敬義齋)를 

모방하여 서실을 짓고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와 성혼의 <우계서실의(牛溪書室儀)>를 

써서 걸고 윤증의 <획일도(畫一圖)>를 준칙으로 삼아 운영하였는데, 사방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한다. 봉화 해은구택(海隱舊宅)은 1750년(영조 25) 경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강필

효의 고택이다. 

<대명산구곡시(大明山九曲詩)>의 특징은 구곡의 이름에서 드러나듯 대명의리(大名義

理)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강필효는 서시(序詩)에서만 대명의리를 언급했을 

뿐, 나머지 아홉 굽이의 시에서는 그런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각 굽이마다 자신

의 가족이나 학문과 관련된 인물들을 떠올리며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하류부터 시작해 거슬

러 오르는 게 아니라 상류부터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아홉 굽이를 설정했다. 강필효의 서시

(序詩)를 보자. 

대명산구곡의 제1곡인 마고. 도천리 ‘보라골’ 안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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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이 저 멀리 성황의 성령에 닿으니(海東遙曁聖皇靈)

한 조각 산과 시내도 대명을 숭상하네(一片溪山尙大明)

그 속에 고사리 캐며 사는 선비 있으니(中有採薇高蹈士)

그 속에 몸을 두고 호방한 노래를 부르네(側身天地浩歌聲)

강필효에게 대명산구곡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이

어가는 굽이다. 첫 구의 ‘성황의 성령’은 명나라 황제의 신령이 닿아 머무는 공간이란 의미다. 

조선 외진 산골의 산과 냇물도 명을 숭상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주자의 <무이도가> 서시 둘째 

구의 운(韻)은 청(淸)인데, 강필효는 이를 명(明)으로 바꿨다. 그 산속에서 고사리 캐며 절의를 

지키는 선비는 다름 아닌 강필효 자신이다. 그는 산속에 은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노래

를 부르니, 바로 대명산구곡시다. 

서시 끝에 붙인 주석에서 해은 강필효는 백두대간의 태백산에서 뻗어 내려온 지맥이 이

곳으로 흘러왔음을 설명한다. 해은은 대명산(大明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있어 청정한 땅

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도 이 부근에 대명산이라는 지명은 없고, 현대 지도에도 대

명산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현지에서 조사할 때도 대명산이라는 지명은 찾기가 어려웠

다. 제1곡이 있는 첫 굽이의 뒷산을 주민들은 ‘이명산’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산 

이름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강필효가 구곡원림을 경영하면서 대명산으로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제1곡 마고 

신선과 도사 사는 깊은 산골 

대명산구곡의 첫 여정은 제1곡 마고(麻姑)다. 낙동강 상류의 봉화군 명호면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도천리 ‘보라골’에 있다. 밖에서 보면 안에 사람 살 곳이 있을까 

싶을 만큼 작은 산골 안에 상보라, 중보라, 하보라 등에 모두 50가구쯤이 살아간다. 강필효의 

할머니는 난을 피해 이곳에서 살았던 인연이 있었다. 

풍광이 빼어난 곳은 아니지만 큰길에서는 이 계곡이 잘 드러나지 않고 물이 넉넉한데다 

농토도 적당히 있어 난을 피하기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유명한 십승지와 비슷한 역

할을 했던 모양이다. 이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강필효는 이곳을 대명산구곡의 첫 굽이로 삼았

다. 

일곡이라 마고에서 작은 배를 띄우니(一曲麻姑泛小船)

깃발 꽂고 휘장 치고 평천을 내려가네(雲幢彩幔下平川)

신선 도사 사는 곳 지금은 어디 있는지(仙關道窟今安在)

조모께서 피난할 때 음식 장만하신 곳(壽母當年供竈煙)

강필효는 이곳에서 작은 배를 띄웠다. 깊은 산속의 계곡이라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띄

울 수는 없었다. 상상의 배를 타고 구곡으로 들어섰다. 돛을 단 배를 타고 평천(平川)을 떠내려

갔다. 평천은 보라골 계류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자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 마지막 구

곡 시에도 평천이 등장한다. 

선관(仙關)과 도굴(道窟)은 신선들이 사는 공간이다. 동시에 강필효의 조모가 난을 피

해 들어와 살던 신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대명산 아래의 작은 골짜기는 이렇게 해서 강필효에 

의해 신성의 영역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제2곡 갈천

순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강마을 

마고동천(麻姑洞天)을 떠난 시냇물은 하류로 흘러간다. 보라골 맑은 물이 인적 없는 산

대명산구곡의 제1곡인 마고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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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이라 갈천 하늘 봉우리 우뚝 솟았고(二曲葛天卓立峯)

푸른 이내는 예로부터 봄의 모습 띄었네(靑嵐終古帶春容)

이 생애 무회씨 세상에 미치지 못하니(此生不及無懷世)

천추를 아련히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라(悵望千秋意萬重)

해은 강필효는 제2곡인 갈천에 들어서며 아름다운 강 풍경을 보았다. 마을 앞으로는 산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봄날의 푸르스름한 이내는 세상

에 없는 선경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 무회씨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나 다름없이 보였다. 욕심 없

고 덕으로 다스리던 순박한 그 세상. 그런데 자신의 생이 무회씨 세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그 백성들처럼 청정하고 순박하게 살 수 없다는 아쉬움이다. 

갈천 마을의 하늘을 의미하는 갈천(葛天)과 무회(無懷)는 도교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

이다. 무회씨(無懷氏)나 갈천씨(葛天氏)는 도가(道家)에 나오는 성왕(聖王)들이다.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에 보면 “무회씨의 백성이런가? 갈천씨의 백성이런가?” 하는 구절이 나온다. 무

회씨는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려 백성 모두 욕심 없이 편안했고, 갈천씨는 교화를 펴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가 이루어져 천하가 태평했다고 한다. 따라서 ‘무회씨와 갈천씨의 백성’이라 함은 

욕심 없는 순박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제3곡은 조대

은어를 낚을까, 세월을 낚을까 

갈천을 지난 운곡천 물줄기는 1.5km를 흘러 명호면 소재지를 길게 휘감고 돌면서 드디

어 낙동강 본류에 합류한다. 운곡천이 낙동강으로 몸을 섞는 그곳,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입구의 운곡천에 걸린 도천교에서 오른 쪽 물가를 눈길을 주면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큼

직한 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깊은 소를 이루고 있어 낚싯대 드리우기도 좋은 곳이다. 낙

동강에 안동댐이 들어서기 전인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은어 떼가 

있어 장관을 이뤘다고 한다. 제3곡 조대(釣臺)가 바로 여기다. 해은은 노래한다. 

삼곡이라 강가 누대 낚싯배에 올랐는데(三曲江臺上釣船)

산고월소 새긴 글자 몇 년이나 되었는지(山高月小刻何年)

그리운 분의 글자를 찍어낼 사람 없으니(無人拈出懷仁字)

칠리탄의 물소리가 다시 가련하게 들리네(七里灘聲更可憐)

속을 돌고 돌아 1.5km 정도 내려가면 보라교

에 이르러 도천과 만나고, 이 물길은 약 650m 

정도 더 내려가 제법 큰 줄기인 운곡천(雲谷

川)으로 흘러든다. 여기 합수 지점에서 918번 

지방도와 35번 국도도 만나는데, 이 삼거리가 

근처가 바로 제2곡인 갈천(葛川)이다. ‘갈천’

은 흔히 두 갈래 물줄기가 갈라진 곳에 쓰이

는 지명이다. 

갈천마을의 시냇가 바위에는 ‘갈천동

천(葛川洞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강변의 35번 국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마을 사람들이 글씨를 탁본 뜬 다음 다시 근처 바위에 새겼다. 현재 이 

바위글씨는 갈천 삼거리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청량산 방면으로 150m 정도 내려간 지점의 오

른쪽 바위벽에 새겨져 있다. 높이 20m 정도 되는 벼랑 중간쯤에 있으나 글씨가 워낙 희미한데

다가 암벽이 낙석 방지용 철망으로 덮여 있어 글씨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대명산구곡의 제5곡인 

갈천의 냇가 풍경. 

‘갈천’이라는 석각이 새겨진 암벽. 

낙석방지용 철망에 가려 확인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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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간다. 강물의 수량도 점점 많아진다. 주변 풍광을 감탄하며 조대에서 6km 정도 내려오면 관

창2교 직전 왼쪽으로 거뭇한 바위 벼랑이 눈길을 잡는다. 그 아래의 시퍼런 못이 바로 용이 살

았다고 전해오는 제4곡 백룡담(白龍潭)이다. 

강필효는 이 부근을 이렇게 설명한다. “백룡담은 조대 아래에 있다. 양쪽 언덕의 산이 

모두 층층의 바위로 되어 있어 강물이 깊고 푸른데, 그 안에 용이 살고 있다. 대개 일찍이 용이 

비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듯 백룡담 시퍼런 물속은 금방이라도 용이 

솟구쳐 오를 듯하다. 용이 비늘을 드러냈다는 것은 여기서 용이 승천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곡이라 백룡담은 양쪽 언덕 바위인데(四曲白龍兩岸巖)

온 강에는 꽃이 날리고 푸른빛 하늘하늘(滿江花雨碧毿毿)

잠시 한번 비를 내려 산의 모습 깨끗하니(須臾一洗山容淨)

변화는 원래 백 길 깊은 못에서 비롯되네(變化元從百丈潭)

강필효는 길목에 앉아 굽이치며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를 굽어보았다. 강줄기 양쪽의 

바위 병풍이 드리워진 아름다운 선경이 펼쳐져 있었다. 때는 봄인데 봄바람이라도 불었는지 마

침 꽃비가 우수수 휘날리고 나서 강에 드리워진 산 빛은 한층 푸르러졌다. 강필효는 언덕에서 

이 풍광을 바라보며 변화의 근원이 뭘까 유심히 생각했다. 그 답은 넷째 구에 나온다. 변화가 

해은 강필효는 셋째 굽이 바위에 이르러 낚싯배에 올라 건너편 강가의 바위를 살펴보았

다. 원래 거기에는 봉성현감 정수연이 이 바위에 썼다는 ‘산고월소(山高月小), 수락석출(水落

石出)’이라는 글씨가 있었으나 너무 흐려서 볼 수 없었다. 산고월소, 수락석출이라. ‘산이 높으

니 달은 작게 보이고 강물이 줄어드니 돌이 드러나네.’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고고한 정신을 

지닌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여울 물소리도 가련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해은은 또 칠리탄(七里灘)을 노래한다. 부춘산(富春山)에 있는 험한 여울인 칠리탄은 

부귀영화를 뒤로 한 은거의 상징이다. 후한의 엄광(嚴光)이 소년 시절에 유수(劉秀)와 함께 공

부했는데, 유수가 광무제(光武帝)가 되자 이름을 바꾸고 은거하였다. 엄광의 어진 덕을 그리워

한 광무제가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신하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양 갖옷을 걸치고 동

강(桐江) 여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그를 찾아냈다. 광무제는 엄광에게 관직을 주겠다고 초

빙했으나 엄광은 끝내 출사하지 않고 부춘산 여울에서 낚시질하며 숨어살았다. 엄광이 낚싯대 

드리웠던 부춘산 여울은 그 길이가 칠 리나 길게 이어진다고 해서 칠리탄으로 불렸고, 엄광이 

낚시하던 곳은 조대(釣臺)라는 지명이 되었다. 

제4곡 백룡담

숨어 살던 백룡이 승천한 아름다운 못

조대를 지나면 이젠 낙동강 물줄기를 따른다. 낙동강 물굽이는 바위 병풍을 휘돌며 흘

 대명산구곡의 제3곡인 조대. 낚싯대 드리우기 좋은 곳이다. 

대명산구곡의 제4곡인 백룡담. 거뭇한 바위 벼랑 

아래의 깊은 못에 용이 살았다고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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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백 길의 못이다. 거기서 백룡이 비늘을 드러내 승천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강필

효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순박한 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청

정한 세상, 유교의 도가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이다. 

제5곡 청량산

낙동강 물가에 피어난 어여쁜 연꽃이여!

백룡담을 뒤로 하고 낙동강 물길을 따라 3~4km 정도 내려가면 왼쪽으로 특이한 산세

의 산봉우리들이 왼쪽 어깨너머로 보이기 시작한다. 곳곳에 기암절벽이 우뚝우뚝 빼어난 경관

을 자랑하는 청량산(淸凉山, 870m)이다. 강필효는 이 산을 다섯 째 굽이로 삼았다. 

오곡이라 청량산은 땅이 더욱 깊으니( 曲淸凉境益深)

늘어선 봉우리들 숲과 같은 형세일세(群峯羅列勢如林)

오가산 봉우리 밑에 백운암이 있으니(吾家山下白雲塢)

백년 만에 다시 찾아 도심을 강론하네(百載重尋講道心)

강필효는 낙동강 푸른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청량산이 보이는 굽이에 다다랐다. 올

려다보니 줄지어 솟구친 봉우리들이 숲처럼 빼곡하게 솟아 있었다. 강필효는 청량산을 우러르

며 퇴계 이황을 떠올렸다. 오가산(吾家山)은 퇴계가 이 청량산을 부르던 이름이었다. 

강필효는 노래 뒤에 주석을 달아 “당나라 이발이 광려에 은거하며 이가산(李家山)이라 

이름 하였는데, 퇴계 선생이 청량산을 또한 오가산(吾家山)이라 일컬었다. 산에 백운암이 있는

데 곧 선생이 독서하던 곳이다. 오래도록 폐허가 되었는데 몇 해 전에 비로소 새로 지어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백운은 퇴계가 머물던 백운암을 일컫는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청량산의 백운암을 찾아 퇴계가 전해준 도심(道心)을 공부했다. 퇴계가 전해준 도심은 오랜 세

월이 흘러도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전해온다는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제6곡 광평

고인돌의 넓은 덮개돌에서 유래한 박석마을

청량산 입구의 마을이 바로 나루터가 있던 제6곡 광평(廣坪) 마을이다. 이 강마을은 이

름처럼 펑퍼짐하고 넓은데, 지금의 청량산 상가지구 일대가 그 마을이다. 광평마을은 넓은 돌

 대명산구곡의 제5곡인 청량산. 

퇴계 이황이 사랑했던 산이다. 

 청량산박물관 뒤뜰에 

보관하고 있는 고인돌의 

덮개돌. 이 돌 때문에 마을을 

박석(博石)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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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박석(博石)이라고도 불렸다. 박석은 이 마을에 있는 북방식 고인돌을 

일컫는데, 덮개돌(369×240×47~45cm)이 널찍해서 얻은 이름이다. 고인돌은 다리 앞의 관리

사무소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35번 국도를 확포장 하는 과정에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그 옆에 새로 지은 청량산박물관 뒤뜰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육곡이라 광평은 푸른 굽이 둘렀는데(六曲廣坪繞碧灣)

마을 연기 아득히 강의 관문 뒤덮었네(邨煙漠漠鎖江關)

퇴계께서 그 날 읊으셨던 그 시의 의미(退翁當日題詩意)

구름 창에 한가롭게 깃들 마음 보노라(看取雲牕棲畝閒)

해은 강필효는 대명산구곡을 유람하다 저녁 무렵 여기에 도착해 하룻밤 묵었던가보다. 

광평 마을에 다다른 강필효는 눈을 들어 주변 풍광을 바라보았다. 낙동강 물은 광평에서 푸른 

호를 크게 그리며 휘돌아 흘러갔다. 때마침 산골 강마을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아득하게 피

어올라 두 산 사이를 흘러가는 강줄기를 뿌옇게 뒤덮었다. 얼마나 평화스런 풍경일까. 퇴계는 

어느 서리 내리는 계절에 청량산을 찾았다가 이 박석마을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밤에 일어나 

달을 보고 노래를 읊었다. 강필효는 그 시를 떠올린 것이다. 

천 길 솟은 예쁜 벼랑 맑은 시내 안고(千丈瓊崖抱玉溪)

밤이 추워 서리 찬데 달은 뜨고 지네(夜寒霜冷月高低)

다른 해 이 땅에 벗과 함께 찾아와서(他年此地來幽伴)

구름 창문 열고서 작은 땅에 거하리라(會闢雲窓一畝棲) 

제7곡 고산

낙동강 굽이치며 흘러가는 깊은 협곡 풍광 

청량산을 벗어나 명호강을 따라 나있는 35번 국도를 따라간다. 청량산 입구인 광석나

루터에서 국도를 따라 안동 쪽으로 2km쯤 내려가다 만나는 갈림길. 여기서 ‘농암종택’ 이정표

를 따라 좌회전해 들어가면 도산면 가송리 쏘두들 마을이 나온다. 이곳서부터 도산서원까지 

이어지는 강변길 역시 퇴계가 말년에 지나던 ‘퇴계 예던 길’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에는 붉은 빛깔이 도는 층암절벽이 강 양쪽으로 수십 길 높이로 일

어서 있다. 바로 고산협(孤山峽), 가송협(佳松峽)이라고 불리는 제7곡 고산(孤山)이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강 양쪽의 바위가 하나로 붙어있었는데, 용이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전설이 

있다. 협곡 사이에 있는 깊은 소(沼)로부터 쏘두들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 두 절벽 사이로 가

까이 가면 강 건너편 벼랑 아래에 앉은 정자 하나가 선경으로 다가온다. 퇴계의 제자인 성재(惺

齋) 금난수(琴蘭秀, 1530~1604)가 경영하던 고산정(孤山亭)이다. 강필효는 풍경도 빼어나고 

퇴계와 금난수의 사연도 있는 이곳을 대명산구곡의 한 굽이로 삼았다. 

칠곡이라 고산은 맑은 여울 내려가니(七曲孤山下玉灘)

석문에서 황홀하게 새벽문을 다시 보네(石門怳復晨門看)

고인이 나보다 은거할 곳 찾았는데(古人先我尋薖軸)

아침 내내 물에 대하여 초막이 차갑네(臨水終朝草閣寒)

석문(石門)은 고산협곡이고, 새벽문(晨門)은 은자가 사는 곳이다. 강필효는 고삽협곡

을 바라보며 옛날 이곳에 은거하던 금난수를 떠올렸다. 차가운 초막은 금난수의 정신을 말한

다. 한편 주자는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 석문오(石門塢)라는 시에서 “아침이 열리면 

구름 기운에 안기고 / 해 질 녘이면 담쟁이 넝쿨 무성하네 / 새벽문에 기대어 홀로 웃는 이 / 어

찌 공자님의 마음을 알까” 하고 노래했다. 

퇴계의 제자인 금난수가 경영하던 고산정. 고산과 어우러진 

강변 풍경이 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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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곡 월명담

밝은 달빛은 오늘도 강물을 비추네 

고산정에서 1km 정도 내려가면 정면의 암봉을 만나면서 크게 오른쪽으로 휘돌아 흘러

가는 굽이에 이른다. 바위봉우리들 아래 제법 깊고 널찍한 담이 이루어져 있으니 제8곡 월명담

(月明潭)이다. 월명소, 월명당 등 여러 이름이 있을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전하는 말로는 이 

깊은 담에 용이 살고 있어 가뭄이 심할 때 고을 수령이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고 한다. 

팔곡이라 월명담은 못의 형세 열렸는데(八曲月明潭勢開)

오뢰봉 아래에는 물이 돌아 흘러가네( 雷峯下水巴回)

낙일과 한화의 시구를 거듭 읊조리며(重吟落日寒花句)

남은 생을 여기 와서 의탁하고자 하네(托意餘生此地來)

이곳 월명담은 강필효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굽이다. 그의 제8곡 시의 주석에서 “월

명담은 오뢰봉 아래에 있다. 못이 깊고 모래가 흰데, 못 가에 가서 보면 깊고 간략하여 창주(滄

州)의 의취가 있다. 나의 친영이 그 북쪽 산기슭에 있기 때문에 분암(墳菴)을 지어 그곳에 가서 

여생을 보내려 하였다.” 하고 설명하고 있다. 

창주(滄州)는 푸른 물가라는 뜻으로,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산수 좋은 땅. 신선

이나 은자(隱者)가 사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분암(墳菴)은 분묘 밑에 있는 재실을 말한다. 그

는 경관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부친의 산소가 가까운 이 굽이에 집을 짓고 살며 낙일(落

日)과 한화(寒花,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피는 꽃)를 읊조리며 말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제9곡은 면만우

은거하기 좋은 곳, 농암종택이 새터를 잡았네

제8곡인 월명담을 뒤로 한다. 한가로운 강변 풍광이 계속 이어진다. 이 길은 강가의 깎

아지른 암벽이며, 푸른 물살, 그리고 미루나무 서있는 강변 풍경 등이 자연 그대로다. 월명담에

서 강변길을 1.5km 정도 내려가면 우측에 의젓한 고택이 반긴다. 농암종택(聾巖宗宅)이다. 상

류에서 흘러온 낙동강 물줄기는 깎아지른 벼랑을 따라 흐르다 농암종택 앞을 흘러 학소대에 

부딪치면서 크게 한번 휘돌아 굽이도는데, 이 굽이가 바로 대명산구곡의 극처인 제9곡 면만우

(緜蠻隅)다. 

<어부가>를 남긴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종손이 살고 있는 농암종

농암종택에서 내려다본 

면만우. 

대명산구곡의 제8곡인 월명담. 밝은 

달빛이 드리워지는 경치가 좋은 곳이다. 



015경북 구곡봉화·안동 대명산구곡 016

여행 길잡이 

봉화와 안동에 걸쳐 있는 대명산구곡(大明山九曲)의 아홉 굽이는 제1곡 마고(麻姑), 제2곡인 갈천(葛川), 

제3곡 조대(釣臺), 제4곡 백룡담(白龍潭), 제5곡 청량산(淸凉山), 제6곡 광평(廣坪), 제7곡 고산(孤山), 제8곡 

월명담(月明潭), 제9곡 면만우(緜蠻隅)다. 

아홉 굽이 중 제1곡 마고와 제2곡 갈천은 봉화의 춘양을 적시고 흘러온 운곡천 하류 주변에 있다. 제3곡 

조대부터 제9곡 면만우까지 일곱 굽이는 모두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다. 이 중에서 제5곡 청량산과 제7곡 고산 

두 굽이는 도산구곡과 겹친다. 제1곡부터 제9곡까지의 거리는 물길로 총 18.5km에 이른다. 전 구간 답사는 

조금 어렵고, 제7곡 고산부터 제9곡 면만우까지는 도보 답사 코스가 잘 돼 있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풍기IC → 5번 국도 → 영주 → 36번 국도 → 봉화 → 918번 지방도 → 봉성 → 명호면 도천리 

윗갈내(좌회전) → 봉명로 → 보라리골 

숙식(지역번호 054) 

청량산 입구의 청량산휴게소(672-1447), 청하식당(672-1385), 산성식당(672-1133), 호수가든(673-1385) 

등의 식당은 민박도 함께 친다. 명호면 소재지에도 숙식할 곳이 있다. 

참조(지역번호 054) 

봉화군청 대표전화 679-6114, 청량산 관리사무소 679-6653 

택 자리는 강물 휘돌아 가는 풍광이 일품이다. 그러나 이곳이 옛터는 아니다. 1975년 안동댐 수

몰지역인 분천리에서 떠난 후 고향을 잃고 마땅한 터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후손들이 30년이 

지나서야 옮겨지은 것이다. 따라서 강필효의 시에는 농암종택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아마

도 당시에도 여기에 있었더라면 강필효는 면만우를 노래하며 농암의 <어부가> 이야기도 빠지

지 않았으리라. 

면만우의 경관은 농암종택에서 보는 맛이 좋다. 상류의 월명담을 지나온 낙동강 물길

은 농암종택 앞에서 바위 벼랑을 만나 벽력담, 한속담에 잠시 머물다 학소대 벼랑에 부딪쳐 다

시 방향을 급하게 바꿔 이후는 퇴계가 사랑했던 미천장담(彌川長潭)으로 부드럽게 흘러간다. 

강필효는 주석에 “월담 아래에 면만우가 있는데, 산이 깊고 물이 돌아 흘러 그윽하고 빼어나서 

은거할 만하다. 이곳을 지나면 도산의 형승이 있다.”고 했다. 

구곡이라 면만우는 지세가 날아갈 듯(九曲緜蠻勢翼然)

산기슭을 우러러보고 시냇물을 굽어보네(仰看岑蔚俯奔川)

흥이 다해 노를 멈추니 산 빛 속이어라(興闌停櫂山光裏)

정상은 높고 높으며 하늘은 넓고 넓네(頂上岧嶢浩浩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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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대명산구곡

좌우로 깎아지른 바위산들이 솟아 있고, 강물은 그 사이를 면면히 흐른다. 강필효는 이 

굽이에 이르러 바위산을 한번 우러른 뒤 강물을 굽어보았다. 그리고 이곳이 대명산구곡의 극처

임을 알았다. 흥겨운 유람을 멈추는 이곳은 강물이 흐르는 깊은 산속이었다. 올려다보니 산 정

상은 높아 하늘을 찌를 듯했다. 물리적인 산의 높이가 아니라, 학문으로 큰 궤적을 남긴 이, 여

기서 정상이란 조선 성리학을 집대성한 퇴계 이황의 유덕을 일컫는 것이리라. 이 낙동강 물줄

기를 계속 따라 내려가면 퇴계의 학풍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도산서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