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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을 찾다!

문화·교육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순천시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탐색하며 문화

적 가치를 찾는다. 순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순천의 전통향기를 찾는 나그

네 길을 떠나기로 했다. 고택의 중심에서 농촌마을의 전통적인 고유문화가 비롯

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고택의 탐색으로 본 미풍과 상부상조와 이웃들 

간의 돈독한 정을 찾으며, 고유의 인간애를 이루어온 미풍양속을 찾는다. 

문화재의 등록이 되지 않는 고택들의 숨어있는 일화나 애환도 인터뷰를 통해 

아쉬움으로 남기고, 보다 획기적인 자료수집 및 연구는 차후 전문가들에게 맡

기고자 한다.

인생의 전반전을 마친 동무들이, 제2의 인생길을 고향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

는다는 것은 보람이고 행복이다.

2021년 12월, 길동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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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면, 흥성 장씨 고택

1. 마을 정착 유래 및 개요

아담한 산골짝 마을은 유래가 깊다. 뒷산 300년 수령의 소나무 300그루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안이다.

가.  임진왜란의 수모를 겪으며, 마을 뒷산 점골 가마터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잡혀갔다. 집성촌 안씨 촌락이 전면 이주 후에 흥성 장씨들이 들어왔다 

한다. 마을에는 600년 된 정자나무가 있으며, 뒷산의 수백 년 소나무 군

락 숲에 안씨 묘소가 있다. 매년 가을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역사가 숨 쉬

는 곳이다. 뒷산자락은 백운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백 년 전에는 뒷산에서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다는 전설도 있다. 시내와 비교적 가까워 산업화시

대에는 교육과 직장을 위해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갔다. 지금은 노인들과 

새로 이주한 주민들 약 200여 명이 삶터를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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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유재란 이후, 무오사화로 피난길에 오른 흥성 장씨 가족이 화순에서 서

면 청소골(추동), 압곡마을로 이주하여 장씨 집성촌을 이루었다(흥성 장

씨 마을 앞 제각, 선산 묘소, 장씨 족보, 가족사 등을 통해 확인). 농업을 

주업으로 삼던 시절, 압곡마을은 골짜기를 기준으로 앞뒤의 논들이 제법 

많았다. 덕분에 넉넉한 농사로 타 동네에 비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생태를 유지했다. 선교사들이 1910년부터 들어와 마을에 교회

를 세웠다. 교회는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였다.

 다.  약 400년 전 이주한 흥성 장씨 일가 집성촌으로 유지되고 있다. 1960년

대 60호 중 40호가 장씨였으며 종갓집 장손 장찬호 일가는 마을 촌장 역

할로 마을의 안녕을 유지하였다. 종갓집은 비교적 넉넉한 생활로 이웃들

의 삶을 돌보며 질서유지와 현안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했다. 집

성촌이기도 하고, 학식도 갖춘 촌장의 통솔력으로 현대사의 여순사건과 

6.25동란의 아픔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위기를 넘겼다. 다만 오래된 

기와한옥 고택들이 최근 대폭 개량되어 옛 정서를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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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곡마을 유래와 집성촌

*서면 면사를 참조함

가. 위치

압곡마을은 서면사무소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다. 강청마을에서 

보면 호남고속도로 순천I.C 너머 노루재 북쪽 기슭이다. 동쪽으로 용림마을이 

있고 북쪽으로 분두봉이 있으며, 그 너머 율리와 건천마을이 있다. 뒤쪽 동편에

는 옥녀봉이 있다. 그리고 마을 인근 좌측에는 호남고속도로와 지방도 840호

가 지나가고, 우측에는 국도 17호가 통과한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마을을 경유

하지 않아 대중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일제강점기 흉년에는 생활이 어려워 조례 

주민들과 해룡면 일대에서까지 노루재를 지나 압곡마을 앞을 통과하여 건천마

을 뒤 진등재 너머 고롱골까지 가서 땔나무를 해서 이고 지고 순천장에 팔아 생

계를 유지하였다. 또 먹을 것이 부족하여 송쿠(소나무의 속껍질인 송기를 이르

는 말_편집자 주.)를 벗겨 죽을 쒀 먹거나 쑥을 캐어 밀가루나 쌀가루로 쑥버무

림 하여 허기를 면했다. 마을 당산 모퉁이에는 지게꾼들이 옹기종기 떼를 지어 

쉬었다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로였다.

나. 설촌유래

압곡마을은 조선 현종(1659-1674)이 즉위하고 인조의 계비 장열왕후 조씨 

상사에 복제 논란으로 당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반대편에 섰던 홍덕 장운거가 

당쟁을 피해 화순에서 다시 장남을 데리고 1670년에 압곡으로 피신하여 살았

다고 한다. 그러다 1674년에 부모를 찾아 나선 뒤로 종적이 없었으나 그 아내 광

산 김씨가 두 아들을 기르며 수절하고 살았다고 전한다. 처음에는 현재의 압곡

마을 동편 ‘넘은골’에 왕씨, 안씨, 강씨가 살았다고 한다. 이곳은 가마터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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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분청사기편이 밭에 굴러다닌다. 여기서 자기를 굽던 도공들이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 간 것으로 추정된다. 넘은골에는 도둑이 자주 들어서 1690년경

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전해온다. 

다. 유적‧유물‧노거수 

1) 물레방아 터 :  1875년경에 정그랭이 데레비보를 이용한 물레방아를 황씨

가 운영하였으나 중단되고 그 뒤 1925년경에 장호규가 월평

에 물레방앗간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밤으로 거지들이 방앗

간 담벼락에 의지해 자다가 실화로 소실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산이 탕진되었으며 1965년에 생을 마친 뒤로 없어졌다.

2) 제각 :  홍덕 장씨 제각 경원재와 남원 양씨 영사재가 있다.

3) 비 :  통훈대부사헌부지평남원양공천부기행비 효열부윤씨실적 지량장광호

공적비가 있다.

4) 노거수 :  느티나무 1그루와 팽나무 1그루가 있다. 

라. 전설

옥녀봉과 개구리봉

옥녀봉 계곡에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렀다. 그 계곡에 선녀들이 평화스럽

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선녀들을 보고 아름다

움에 반해 혼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무꾼은 옥녀봉을 떠나지 못하고 사라진 옥

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그만 몸이 쇠약해져 쓰러지고 말았다. 

마음씨 고운 어린 선녀가 쓰러진 나무꾼을 발견하고 정성껏 간호하여 살려냈다. 

정신을 차린 나무꾼은 선녀를 꼭 붙잡고 사랑을 고백하며 놓아주지 않았다. 그

러나 선녀는 인간세계와 선녀세계가 다르므로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완강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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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였다. 그래도 나무꾼은 놓아주지 않고 사랑을 하고 말았다. 애틋하고 정성

어린 사랑에 감동된 선녀도 나무꾼을 마침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둠을 

틈타 함께 멀리 떠나 버렸다. 날이 밝자 어린 선녀가 나무꾼을 사랑하여 함께 떠

난 것을 안 다른 선녀들이 사방으로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못에 살던 큰 개

구리 가족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못을 지키며 선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려도 선녀들이 돌아오지 않자 개구리는 선녀를 찾으러 나섰다. 산등성이까

지 올라가 찾았으나 선녀를 찾지 못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다. 허기진 배를 

안고 찾고 또 찾았으나 선녀는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기운이 다하여 최후를 마

쳤다. 평화를 바랐던 이 개구리가 한이 맺혀 바위가 되었는데 지금도 선녀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바위를 ‘개구리바구

(북바구, 뚜꺼비바구)’라 부르고 그 산봉우리를 개구리봉 또는 ‘분두봉·북바구·

북방몰랑’이라고 부른다. 그 뒤로 선녀와 나무꾼이 돌아와서 하늘로 올라간 선

녀를 그리며 산중턱에서 북을 치며 옥황상제께 사죄하였다고 한다. 그때 선녀가 

치던 북이 바위가 되어 ‘북바구리’라고 부른다. 옥녀봉과 개구리봉을 잇는 산줄

기는 비녀와 같아 ‘비네’ 또는 ‘빈대등’으로 불렸다. 

마. 지명

1) 가장굴 :  압곡마을 우측 산비탈, 가장을 하던 곳. 까장굴, 고름장터라고도 

부른다.

2) 개구리바구 :  압곡마을 뒤 산봉우리에 있는 바위. 깨구리바구, 북바구, 뚜

거비바구라고도 부르고 그 산몰랑을 분두봉이라 한다. 

3) 괴앵골 :  굉골 압곡마을 동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일명 옥녀봉), 괴(고양

이) 형국이라 함.

4) 노루재(장치) :  압곡 남쪽에서 순천 왕지동으로 가는 고개, 노루 형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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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여수로 내려가는 국도 17호 오휘도로와 신시

가지로 통하는 시내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변하였다.

5) 농암 :  압곡마을 뒤 동남쪽에 있는 산골짜기. 농바구가 있어서 농바골이라 

부른다. 

6) 동산 :  압곡마을 왼쪽 바로 뒤에 있는 산청룡등이며 당산 위쪽이다.

7) 따밭골 참샘 :  넘은골 소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고 그 소에서 나오는 샘이 

참샘이다. 지금은 소 형태가 거의 없다.

8) 똥섬 :  정그레미와 무등골 사이의 작은 산. 지금은 도로공사 사무실터가 

되어 형체가 없어졌다. 

9) 무등골 :  압곡마을 건너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공동산 안쪽. 

10) 배암골 :  안산 남쪽에 있는 길게 뻗은 골짜기. 

11) 범바구 :  개구리바구 밑에 있는 범처럼 생긴 바위. 

12) 비상등 :  압곡마을 위쪽 안씨 선산이 있는 곳 백호등이다.

13) 서당골 :  공동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와 들.

14) 압곡 :  압곡리.

15) 압실 :  압곡리.

16) 압-들 :  압곡 앞에 있는 들. 

17) 새피땅 :  비상등 바로 좌측 편편한 산기슭.

18) 송저등 :  가장골 옆 작은 동산 위에 큰 노송이 있는 곳.

19) 솟돌바구 :  압곡마을 뒤 노루재로 가는 작은 길과 넘은골 냇물이 만나는 

지점의 논 언덕에 있는 커다란 바위. 농바구라 부른다. 논을 

합하면서 한쪽에 묻혀 있다.

20) 옥녀봉 :  용림 뒤 넘은골 동쪽과 왕조동 현남마을 뒤에 솟은 두 봉우리. 

굉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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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그렁이 :  압곡 냇물 건너 서쪽 들

22) 형제봉 :  용림 남쪽에 솟은 두 봉우리, 곧 옥녀봉이다. 

3. 마을 주위의 유물 전설과 특징

가. 뒷산 최고봉, 갱골과 선녀봉(옥녀봉)

압곡(鴨谷) 오리계곡이다. 전설로 내려오는 뒷산 옥녀봉 아래에는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던 연못이 있었다. 많은 학이 내려앉았고, 그곳 새암으로 뒷 계곡

에 100만 평의 들이 형성되어 농사를 짓고 있다. 웬만한 가뭄에도 농사는 풍년

을 이룬다. 앞뒤 뜰로 압곡마을은 비교적 넉넉한 삶을 꾸렸다.

산골짝에 계곡물이 많다는 것은 살기 좋다는 징표이다. 특히 사시사철 샘물

이 솟는 옹달샘은 약수라고 소문이 나서 순천시민들이 자주 와서 물을 길어 가

기도 했다. 여성 노인들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여, 장수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13

고택으로 만난, 순천의 고유문화 탐색



나. 북방몬당의 두꺼비 바위

뒷산 북방산 마루에 매우 커다란 두꺼비 바위가 현존한다. 봉화불을 피웠다

는 전설도 있고, 산에 오르면 멀리 한려수도 바다가 펼쳐져 보인다. 두꺼비 바위

는 집 형태를 하고, 바위 밑에는 20여 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 소나기에도 몸

을 피할 수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다. 두꺼비의 웅크린 자세로, 언젠

가 튀기만을 준비하여 마을에 큰 인물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실제로 

장군, 교수, 학자, 정치가, 교육자 등의 많은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다. 마을 뒷골, 점등 도자기터(가마터)

1980년대까지 뒷골에는 가마터 흔적과 도자기 그릇 파편이 논밭을 일굴 때 

발견되곤 했다. 임진왜란 전까지 큰 가마터였는데 도공들이 임진왜란 때 끌려갔

으며 이들은 일본 도자기 발전에 공헌했다고 전한다. 아직도 밭에서 옛 도자기 

파편이 나오기도 하지만, 문화재 발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라. 정자나무, 600년 표지판

동구 밖 600년 된 느티나무, 정자나무는 마을 수호신이다. 당시 안씨들의 집

성촌이었는데 정자나무가 곧 마을의 역사를 말하며, 여기서 매년 정월보름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동네사람들은 겨울을 제외한 계절

마다 나와서 마을 앞을 지키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담소하며 소일한다. 나무는 

아이들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놀아도 될 만큼, 아담한 놀이터의 가지 

형태를 가졌다.

마. 100년 역사의 압곡교회

정자나무 앞에는 100년 전통의 압곡교회가 있다. 110년 전, 순천에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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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은 압곡에 작은 교회를 설립했다. 마을의 크기와 삶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집성촌의 텃세로 종가 규율 및 유교정신이 강하여 원주민들보다는 인근

의 율리, 건천, 화정, 당본의 신자가 훨씬 많았다. 마을의 세대수가 줄면서, 압곡

교회는 소규모 교회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바. 효부 마을을 전통을 잇다

마을 앞에는 효부상을 받은 비석과 장씨들 제각이 들어섰다. 효부비를 보며 

아낙들은 허리를 굽혀서 절을 올린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는 효부와 수절한 여

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열녀 효부상 | 기원당 명수시비 및 조씨 효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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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열녀비

4. 서면 압곡리 압곡마을 흥성 장씨 고택 특징

- 정종민 멘토

이 고택은 서면 압곡마을에 있는 장씨 종가집이다. 무오사화 이후, 안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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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으로 이주하면서 화순의 흥성 장씨들이 이주해온다. 그로부터 흥성 장씨들

의 집성촌이었다. 한옥 고택의 특징은 음지에서의 일상적 구조이다.

100여 년 전에 지어진 본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팔작(八作)지붕이다. 

고택 바로 뒤쪽에 있는 노거수와 당산나무, 마을 뒤쪽 고개 너머 옹기를 구웠던 

터 등 마을의 역사와 더불어 이집의 전통을 말해준다. 남부지방의 특성인 한일

자 형태의 집으로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오래 전에 지어진 만큼 지붕과 차양을 개량한 것을 제외하면, 본래의 고택 모

습을 잘 유지하여 보여주고 있다. 실 배치를 보면, 큰방, 작은방, 부엌, 그리고 부

엌에 달린 방의 순으로 일자 형태이다. 중앙 한 칸은 대청으로 쓰다가 방으로 전

용 된 듯하다. 좌우 대칭으로 양쪽 방을 툇마루까지 확장하였다. 툇마루에서 작

은 방으로 연결 된 문은 당초 지어질 때의 목재문으로써의 원형을 보존한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한지를 붙였을 곳에 유리를 끼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면 창의 

형태가 아(亞)자형 살을 활용하여 유리를 끼웠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방형으로 음(안채)의 공간이라서 사각을 사용했으며 앞쪽으로 사랑채

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까래도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회벽이 돋보인다. 

사용상의 편리함으로 차양과 물받이가 설치되었으며, 상당히 높게 쌓은 토방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뒤란에 있는 아궁이가 특이하다. 최근에 지붕을 칼

라 강판으로 기와화 하여 보수하였고, 부엌을 개량한 것이 아쉽다. 사랑채가 있

어야 할 자리에 아래채를 시멘트벽돌 생활집으로 지었는데, 본채와 아래채가 어

울리지 않는 것이 흠이다. 보존 상태가 이나마 다행으로 장기적인 보존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토방이 일곱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보기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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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조이다. 주위에는 대나무 숲이 울창하고, 오래된 팽나무 노거수가 역사를 

전하고 있다.

18

순천문화재단 순천문화연구 소모임활동보고서



5. 마을의 인물 찾기

가. 종가댁 자녀들의 출세기

현재 거주하는 장손 장종수(82세)는 장손으로 집안을 지키며 농업과 과수원

을 경영하며 살아왔다. 종가댁은 많은 자녀들의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답과 임야를 소유하는 마을의 부잣집으로 통한다. 마을사람들을 종가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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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에 적극 협조하여 일을 도왔다.

자녀들은 대부분 당시 어렵다는 순천고와 순천여고를 다녔으며, 유명대학을 

나왔다. 차남 도수(1942)는 순천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유진아트 대표이사

를 지냈다. 셋째 병수는 순천고와 고려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제약 상무

이사와 대표를 지냈다. 넷째 강수는 근화제약에서 임원을 지냈다. 딸들도 교육

자로, 교육가족 등으로 마을에서 부러움을 받는 자랑스런 가족으로 칭송이 자

자했다. 

사람들은 종가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고택의 명당자리 덕분이라고 입에 올리

기도 했다. 유교정신의 가정교육으로 모두 겸손하며, 어른에 대한 공경사상이 

매우 높았다.

나. 마을 주요 인물 

그 외에도 순천시의회의장, 우체국장, 교육장 그리고 육군장교, 대학교수, 문

학박사 등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교육계에도 초‧중‧고 교장들을 많이 배출하

였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고 있다.

마을 전체가 아담한 골짜기에서 알을 품은 듯한 형상이어서, 예로부터 풍수

지리적으로 명당으로 불린다. 최근까지도 종가를 중심으로 한 미풍양속과 계, 

두레 등의 전통문화가 잘 이어졌다고 마을이장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다만 사

람들이 도회지로 많이 나갔지만 최근에는 타지 사람들의 귀촌으로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늘어났다며 신나했다. 전통문화를 듣

고 배우고 익힌 이 마을사람들은 도회지 어디를 나가서도 아름다운 ‘도’를 이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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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을 정기

압곡마을은 평화롭게 농업을 이루며 근현대를 잘 살아왔다. 특히 60년대부

터 2000년대까지는 주로 장씨 고택을 중심으로 평화 질서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마을 촌장역을 해온 장씨 고택 장자들의 지혜와 통솔력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마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조율했고, 마을의 대

소사도 당연히 의논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적인 활약이 눈부셨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지원했고, 장학금 등으로 인물 키우

기에도 앞장섰다. 여순사건 당시에도 좌우 치우침 없이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큰 

피해 없는 시절을 지냈다. 일부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손가락총을 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설득력을 갖춘 고택 어른들의 지혜가 빛났다고 전한다. 이는 

미풍양속의 전통과 유교정신의 가정교육과 사람답게 살려는 상부상조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우리나라 전통의 마을 정신이 아닌가 한다. 

7. 남기는 말

 

압곡마을에 사람들이 살게 된 시기는 조신시대 초기로 추측된다. 주변의 수

려한 산들과 마을 앞의 광활한 평야가 주민들을 모이게 하였고, 마을명이 압곡

이라 뒷산에는 새들(특히 오리)이 모여 살았으며,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있어 주

변의 흙이 곱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마을 앞 정자나무에서는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이면 이곳에 모여 제를 지내

고 다음해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왜구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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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을을 점령하고 식량이 바닥나 퇴진할 때 주민들이 귀향해(특히 흥성 장씨) 

왜구의 침입을 막는 데 힘을 모았고 든든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터가 

좋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그야말로 흥성(興盛)한 장씨 일가들이 지역과 나

라에 큰 역할을 했었다.

 - 장순성 연구원

압곡 장씨 제각 | 경원제(제각본채)

압곡 장씨 제각 | 상화문(제각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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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곡 장씨 묘소 | 가족묘지 (경원당) 및 통선랑장공가계세덕비 

압곡 장씨 묘소 | 가족묘지(봉안당) 및 사정공원섭묘비

압곡 장씨 묘소 | 봉안당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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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암, 옥천 조씨 고택

1. 개요 및 특징

옥천(주암) 조씨의 활동내역은 순천지역에서 빼어나다. 그럼에도 순천 조씨라

는 이름으로 불리는 조씨들의 뿌리와 형성과정 등은 궁금했다. 물론 이미 유적

으로 인정받은 일부의 건축물과 인물들이 있지만, 옥천 조씨들이 언제 입향을 

하였는지, 또 어떤 마을 형성과정을 통해서 순천은 물론 중앙무대에서 활약하

게 되었는가를 찾아 여러 번 탐방하였다. 과연 그 뿌리 깊음과 왕성한 터전에 감

탄하였다. 현재 두 갈래의 종손 고택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암면 대구3길 17번

지 조광우(옥천 조씨 25대손)님의 고택을 통하여 옥천 조씨와 마을의 전통적 관

계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고택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직 지방유적으로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지자체에서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주인 아주

머니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귀에서 쟁쟁거린다. 

“허물어지기 전에 몇 번 순천시와 상의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결국 아래채 일

부가 철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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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택의 문화적 탐방 주요 내용

  

가. 의의 

교육, 공직, 정치 등 다양한 인물을 배출한 주암의 옥천 조씨 가문의 맥을 잇

는 마을로 종가댁의 300년 숨결이 살랑거리는 곳으로 집터와 마을 우물터, 연

못 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1980년대의 돌로 만든 해시계, 사랑채와 주인

의 마을을 향한 배려도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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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의 형성 유래

마을 앞에 600년 수령의 느티나무, 그리고 고택 주변 300년 된 은행나무 일

곱 그루가 역사를 전하고 있다. 

다. 주소지 

순천시 주암면 대구3길 17

라. 거주자 

조광우(옥천 조씨 25손) 님이 실제 거주한다. 3남이지만 꿋꿋하게 고택을 지

키며, 조상을 모시고 있다. 

옥천 조씨 고택

 박씨(600년) - 김씨(400년) – 옥천 조씨(350년)

*편집자 주 : 구술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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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조씨 고택 본채

마. 주요 탐색 대상

1)  고택 

내부구조는 어느 대감집 규모에 뒤지지 않으며 천석꾼의 위풍당당함이 느껴

진다. 또한 고풍스럽고 섬세한 선비집안을 암시한다.

- 본채 :  30년 전에 결국 개조(지붕개량)해버렸다. 무거운 기와를 버틸 수 없

었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 아래채 :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

2) 우물 2개(마당가, 대문 밖)

우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달아났다. 대문 밖에는 큰 우물이 사계절 내내 옹달

샘처럼 솟아난다. 옛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시던 우물이었다. 마을 산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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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공동우물이 마르는 날이 없었다. 물길이 흔하지 않아 우

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침 종가댁 대문 밖에서 샘이 발견되어, 

마을사람들은 물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런데 여느 집과 다르게 종가댁 사랑채의 

마당가에는 우물이 하나 더 솟아난다. 한 집 식구만 먹을 수 있을 만큼 졸졸거

리며 흐른다. 재미있는 것은 마을 우물과 마당 우물이 같은 물줄기에서 나뉜다

는 것이다. 두 우물물은 연못으로 흘러간다. 우리나라 고택에서는 좀체로 보기 

쉽지 않은 우물 형태이다. 역사적 혹은 문화적 연구에도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

한다.

마당 우물

3)  연못 형성

가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아담한 연못이 있다. 연꽃잎이 무성하다. 

마을 어르신들에 의하면 불이 나거나 가뭄이 들 때는 유용한 소방수로 쓰이고,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귀한 저수지 역할도 했다 한다. 아름드리 은행나무 사이에

서 잘 보전된 연못 속에 붕어, 잉어와 같은 가까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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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수지리적 지형

좌청룡 우백호의 마을 형상에서, 기를 품고 있는 안채와 사랑채의 위엄은 대

단했다. 특히 안채는 마당과 뜰방의 폭을 크게 두었고, 뜰방과 마루 위의 한옥 

또한 높다랗게 기둥을 세웠다. 주인 말로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높였을 것이

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아 안채에서 멀리 보성강 자락과 들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터를 높게 한 것처럼 보인다. 옛 양반들의 가옥 특징은 앞이 훤하게 트

이도록 집 건축을 하였다.

5)  해시계와 사당

가옥 마루 밑에서 해시계가 발견되었다. 그것도 돌로 금을 긋고 숫자를 새긴 

해시계의 원리 그대로다. 괘종시계가 없던 시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딱히 시

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아마도 문물에 밝은 종가댁에서는 돌을 이용하여 

세종대왕이 만든 해시계를 제작하였던 듯하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 제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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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00년대로 유추하여진다. 뿐만 아니라 마당가의 돌탑과 조각품 등도 유물

적 가치가 있어 보인다. 잘 보관해줄 것을 몇 번이고 청하였지만, 뚜렷한 보상이 

없는 한 오래 가기는 힘들 듯하여 보는 이의 마음이 안타깝다. 안채 위쪽에는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 충효에 대한 지극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3. 고택 종가에서 전하는 옥천 조씨 입촌 유래

가. 양벽정

“양벽정은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매우마을에 옥천(순창) 조씨 참의공파 10세

조 삼탄 휘 대춘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정자입니다. 양벽이란 푸른빛을 물 위에 

뜨게 한다는 뜻(출렁거릴 양樣, 푸를 벽碧)이라고 합니다.”

양벽정은 1545년(영종 1년) 을사사화를 피해 옥천(순창) 조씨의 10세조 삼

탄 휘 대춘 할아버지께서 벼슬(행평원현감)을 버리고 낙향하여 광천강변에 지

은 정자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집으로, 정면에 ‘양벽정’이라

는 현판이 있고, 왼쪽에 ‘호남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양벽정이 있는 

취암절벽 아래 바위에는 선유록 놀이하면서 기록한 글이라는 음각과 함께 김인

후, 조대춘, 백광훈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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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재란 때 소실된 후 1736년(영조 12년) 중창하였고, 그 후 다시 퇴락한 것

을 정묘년(1927년) 봄에 후손 종덕과 기영이 여러 종인들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중건을 하고 수석과 화목을 심고 가꾸어 면모가 새롭다. 참봉 김용순이 정자중

건기를 짓고 계안을 만들어 영구히 보전할 계책을 세웠다. 후손 치수, 동귀, 동

후가 중건사실기를 지었다. 

양벽정 오른쪽 언덕에는 휘 대춘 할아버지가 술에 취한 모습을 바위에 새긴 

취암과 취암각이 있다. 취암각기는 후손 동후가 썼다. 취암각기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취암은 우리 삼탄선조의 유상이라. 슬프도다. 정자를 세운 것이 이미 오래라 

유상이 녹태 가운데 묻혀 마풍세우하니, 손자된 도리로 어찌 마음이 아리지 않

겠는가! 이에 한동을 세워서 풍우를 가리니 거의 만에 일이나마 위로가 되도다. 

400년 전 선조의 진상이 후손의 안목에 엄연하였으니 지금 이후로 신령께서 완

이하며(빙그레 웃으시며)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척강(오르고 내림)좌우 하리니 

다행이로다. 이로써 감히 존모(존경하여 그리워 함)의 뜻을 취하고자 우와 같이 

기록하노라. 계묘 4월 입하일 14세손 동후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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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암면의 유래 

주암면은 순천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의 형태는 마름모꼴을 하고 

있다. 광주로부터 남동쪽으로 50km, 순천시내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으며 서쪽에 밤실산(598m), 서남쪽에 모후산(918m), 동남쪽에 조계

산(884m)과 오성산(608m), 동쪽에 유치산(530m), 북쪽에 한동산(648m)이 

병풍처럼 둘러 있다. 인구는 2015년 6월 현재 1,891세대 3,585명이며 면적은 

93.79km로 순천시 전체면적의 10.3%를 점하고 있다. 

주암면은 고대에는 마한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 둔지현에 속하였다. 

통일신라 신문왕 5년(685년)에는 가음현이라 불리운 적이 있었고 경덕왕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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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년)에는 부유현이라 칭하여 동복현, 구례현과 함께 곡성군 영역에 속해 있

다가 995년인 고려 제6대 성종14년에 승주군으로 예속되었다. 고려 제10대 정

종 2년(1036년)에는 승평군 주암면으로 불리다 1309년인 충선왕 원년에 승평

목 주암면이라 하였다. 조선조 제26대 고종 32년(1895년) 5월에 전국을 23부

로 개편 당시 순천군 주암면, 조선 제 27대 순종 2년(1908년) 주암면(住岩面)으

로 개칭하였다. 1910년 융희 4년에는 곡성군 석곡면 영귀와 마전이 주암면으로 

편입되었고 1949년 8월 15일 순천읍이 순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승주군이 주암

면으로 되었다. 1983년 2월 15일에는 곡성군 석곡면 운룡리가 주암면에 편입되

었고, 1995년 1월 1일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순천시 주암면

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주암면 연혁

삼국시대  백제군 둔치현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성군 부유현

고려 성종 14년(995) 승주군 부유현

고려 정종 2년(1036) 승주군 주암면

조선 고종 32년(1895) 순천군 주암면

1949.08.15. 승주군 주암면

1995.01.01. 순천시 주암면

* 2015년 6월 현재 1,891세대 3,585명 거주

현재 법정리는 20개로서 행정, 갈마, 주암, 오산, 창촌, 복다, 문길, 요곡, 구

산, 죽림, 고산, 대광, 광천, 비룡, 운룡, 한곡, 어왕, 백록, 대구, 궁각이다. 행정리 

35개, 자연마을 64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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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면의 문화재로는 구산 용수제(지방무형문화재 제32호), 성황신 김총영정

(지방민속자료 제27호), 조순탁 가옥(지방민속자료 제30호), 정헌재(지방민속자

료 제31호), 상호정(문화재자료 제49호), 석등(문화재자료 제50호), 석불입상(문

화재자료 제51호), 승주향약재(문화재자료 제90호), 조승훈 가옥(문화재 자료 

제178호)이 있으며 숙종 32년(1706)에 창건하여 6신(臣)을 제향하고 있는 겸천

서원 등이 있다. 

4. 옥천 조씨 고택 한옥의 특징

 - 정종민 멘토

옥천 조씨는 건곡 조유의 후손이다. 건곡은 조선을 세울 때 불사이군(不事二

君)을 고수한 두문동 72현 중 한사람이다. 원래 지금의 순창(옛 지명 옥천)으로 

입향하였다. 이후 후손 삼탄 조대춘이 벼슬을 하다가 을사사화(1545)에 연루되

어 낙향, 취암절벽에 양벽정을 짓고 은거하였으며 살림집으로 대구마을에 터를 

잡아 일가를 이루었다.

이집은 종갓집다운 품격을 보인다. 6채 6마당이 오롯한 대갓집이다.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하게 분리되는 공간의 위계성은 물론, 남녀 생활공간의 분리 또

한 확실하다. 집 앞 연못은 천원지방(天圓地方)에 따른 도교적 성향으로 원래 못 

안에 삼신선산 중 봉래산인 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퇴락하여 

잡초가 무성하다.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로 통하는 문이 있고 안채로 들어가

려면 중문을 통과해야 한다. 안채는 보기 드문 정면 7칸 집으로 팔작지붕이다. 

최근에 지붕기와를 칼라강판으로 바꾼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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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를 중심으로 좌측의 곳간채와 우측 행랑채가 좌우 대칭을 이룬다. 뒷

산 봉우리와 조산과의 축으로 안채 사랑채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풍수지리적

인 측면에서 배산임수를 취하였다. 이집은 남부지방의 특성인 일자 형태로, 보

기 드물게 정면 7칸의 대갓집이다. 툇마루가 전통마루인 우물마루이고, 부엌의 

문도 판장문으로 특이하며 보존이 양호하다. 안채의 대청 역시 본래의 우물마

루를 잘 보존했으며, 툇마루 끝에 누마루 형식인 고상마루가 있다. 부엌도 옛 모

습 그대로이다. 또 사랑채의 기와는 한식기와나 초가에서 일제강점기나 그 후에 

일식기와로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바깥우물과 안우물을 연결하여 사용한 것이 

아주 특이하다. 집안 우물은 우물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것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공간이다. 또 주위 석축도 일품이다. 집안의 유물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보존이 시급하다. 사랑채는 5칸으로 기둥이 원형으로 남성들의 공간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벽에는 귀남전사(龜南田舍)와 일심(一心)이란 한자가 쓰

여 있다. 안채 좌측 상단에 사당채가 자리 잡았다. 한 칸 맞배지붕으로 소로수

장집이다. 내부에는 선조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이곳에서 일 년에 한번 제

사를 모신다고 한다. 앞에 툇마루가 있고, 신위를 모신 곳은 약 60cm를 높였

다. 벽면은 한지로 마감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면 

충분히 향토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집이므로, 원형보존을 위한 관계당국의 

시급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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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 옥천 조씨 고택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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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가댁의 전통문화와 이야기들

가. 마을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마을 앞 당산나무는 수령 600년을 지키고 있다. 당산나무 옆에는 아담한 정

자가 지어져 있었다. 한 노인이 소매를 잡아 끈다.

“이 정자 옆에서 동네사람들은 보릿고개를 잘 넘겼어. 겨울 지나며 식량이 떨

어지는 집이 솔찮했당게. 아이들 배고프다고 보채고 어미는 안달나면, 그 비싼 

장려쌀을 빌어먹어야 하는디 그때마다 가실에 갚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만 쥐어 

짰당게. 산에 가서 칡 캐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보릿죽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하루 한두 끼로 배를 채우고 냉수만 마시던 시절, 저기 저 조선달 집에서 늘 솥

을 걸고 보릿죽을 끓여 놓았지. 점심때 와서 고픈 배 달래라고. 참말로 고맙지, 

고마워!”

노인도 어릴 적 그 보릿죽을 먹었단다. 그런데 그냥 오면 안 된다. 우물에 가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이거나 들고 와서 큰 통에 물을 붓고 나면 보릿죽을 한 바가

지 퍼갈 수 있었단다. 물이 귀한 동네도 아니고, 우물이 멀지도 않은데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지혜였다. 열두시, 종소리에 뛰어오면 줄서기 바쁘

고 밀고 밀려서 사고 나기 십상이다. 그래서 종가댁 선비는 물을 조심조심 가져

와서 차례대로 죽을 퍼가도록 한 것이다. 옛 어른들의 지혜로움이 한껏 돋보이

는 전통문화였다. 그러니 동란과 민란이 일어나도 선비 집에는 그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었다. 

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동네 경사

가난한 마을에도 곳곳 아이가 태어났다. 한 집에 열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가난은 더욱 생활을 옥죄게 된다. 걱정이 태산이다. 아이를 낳고도 쉬지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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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먹지도 못하는 농촌에서 미역국은 그림의 떡이었다. 종가댁 어른은 이래서는 

안 된다며, 탯줄 친 집에는 반드시 쌀과 미역국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만이라도 

일하지 않도록 남자들에게 꼭꼭 주의를 주었단다. 그 미역국이 어디 산모에게만 

갔겠는가. 온 식구들 푸짐한 식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종가댁의 대소 행사

에는 온 마을사람들이 너나없이 와서 일을 거들었다. 참 오래도록 고마운 일이

기 때문이다. 이런 미풍양속이 곧 우리 순천의 인정이었고 하늘 뜻 이어가는 순

수하고 향기 나는 전통이 아니겠는가. 순천사람의 품성이 되었다.

다. 동네 초상은 모두가 함께 치른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이다. 매끼를 걱정하는 

와중에 수백 명의 손님을 치러야 하는 장례는 매우 무거운 짐이었다. 마을 촌장

은 아무리 품앗이라 해도, 버거운 초상문화에 지혜를 더한다. 

몇 명 청년들을 불러 모아 그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마을과 이웃들이 도울 수 

있는 분량을 정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촌장이 먼저 쌀과 

물품 등 지원품을 보내고 앞장서 나가면, 설사 그 집과 사이좋지 않은 사람들

도 따라나설 수밖에 없다. 마을을 화합시키는 지혜가 가득하다. ‘솔선수범’, 마

을을 통치하는 최고의 전략이다. 손수 희생과 봉사에 앞장서는 종가댁은 그래

서 대대로 존경을 받는다. 시골에서는 지금도 초상이 나면 한 가족처럼 함께 일

손을 돕는다. 상부상조의 미덕은 역시 시골의 자랑이다. 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온 시골 아이들의 삶 또한 그러하다. 우리들의 삶 속 인문학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순천이다.

라. 기다리며, 나누는 교훈

며느리의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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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아버님께서 이웃동네에 사는 어떤 아저씨와 반나절을 말없이 앉아계

셨어요.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 궁금했다. 귀를 기울였다.

“아침 일찍 찾아온 그 분은, 집을 짓고 싶다고 했어요. 성주를 하는데, 기둥감

을 찾던 중, 우리집 산에 큰 소나무가 기둥에 안성맞춤이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기침만 두어 번 하시고는 점심때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점심을 내어오

게 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다 나가려는 그 사람을 “점심은 하고 가야지”하고 잡아 앉혔단

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후 흔쾌히 나무를 베어라고 허락했다. 멀리서 온 손

님을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점심까지 기다리게 하여, 접대한 후에야 허락하여 

보낸 것이다. 과연 선비다운 삶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배려가 온 가족들의 문화

예절 교육이고, 온 동네를 살리고, 옥천 조씨들의 가문을 빛내는 것이리라. 이번 

문화탐방은 우리들의 귀한 삶의 공부가 되었다.

마. 제사 문답을 마을사람들의 선물로 받다

종가댁 어른이 별세하자 많은 사람들이 몹시 아쉬워했다. 특히 마을사람들 

중 형편이 조금 나은 몇 사람이 모였다. 즉석에서 “조씨 어른의 제사는 우리가 

모신다”라고 다짐을 하고, 돈을 모아 문답을 샀다. 그 문답에서 나오는 수익금으

로 제사를 모시도록 했다. 지금은 조씨 종가로 넘겨서, 문답의 소득으로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전통이다. 삶에서 피어난 향기이다. 죽어서 

더욱 아름다운 꽃이 전설처럼 종가댁에서 피어나고 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이며, 

본받아야 할 미래의 전통이다. 큰 어른을 모시려는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더욱 

사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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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천 조씨의 주요 현대사 인물들 

조연하, 조순승, 조보훈(부지사), 조순용(차관급) 외 많은 인물들이 지역과 중

앙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7. 남기는 말

조선초 입순천한 유림 조유 선생과 그의 후손들이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화를 입고 순창을 경유하여 이곳 주암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두려움을 무릅쓰

고 정의를 위해 투신한 조씨 일가들에 감동이 저려온다. 또한 가문의 대를 이어 

가진 자들의 나눔과 배려에 깊은 애향심도 돋보인다.

명당의 기본 조건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구조가 잘 갖춰진 주암면 대구마

을의 고택 조광우(옥천 조씨 25대손) 선생의 부친께서 무산자(無産者)에게 나눔

의 정을 베푼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

집의 구조는 옛 대감들이 살았던 형태 그대로 살아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본채(안채), 사랑채, 행랑채, 곳간채, 솟을대문, 뒤뜰의 사당으로 구성되었다. 복

원 수리하여 문화재로 등록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다.

- 장순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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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룡 신대, 매곡 배숙과 미강서원

1. 개요 및 특징

신대마을은 사라졌다. 신대지구가 신도시로 개발되어서, 배숙 매곡집으로 유

명한 선비촌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럽

게 변모했다. 신대마을의 전통은 마치 댐건설의 수몰지처럼 흔적을 감추었지만, 

그 정신만은 오래도록 살아 숨 쉴 것이다. 배숙의 매곡집은 남도문학의 뿌리이

자 중요자료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룡 신대마을의 유래와 변형되고 

새로 탄생한 미강서원의 발자취는 순천의 문화전통에 오래 남을 것이다.

2. 신대마을 유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는 1566년경 성주 배씨 매곡공(星州裵氏梅谷公) 

배숙(裵璹 1516-1589)이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한 곳이다. 배숙(裵璹)은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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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순천(順天) 승평교수관으로 재직하였는데, 1566년 경상도 성주(星州)

로부터 가족 모두 순천으로 이거(移居) 하였다. 그 후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1730년경 매곡공 배숙의 후예 배대보(裵大寶)공이 입촌(入村)하여, 그 후손들 

광옥(光玉)·봉화(鳳和)·봉언(鳳彦)·봉환(鳳煥) 등을 중심으로 신대마을이 형성

되었으며 경주 정(鄭씨)들과 함께 집촌(集村)을 이루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수원 백(白)씨 후예가 입촌하여 매곡공 배숙이 배향되어 있던 미강

서원(美岡書院) 부근 미계라는 곳에 작은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그 뒤 의령 남

(南씨), 장수 황(黃)씨, 남원 양(梁)씨 등 소수의 성씨가 입촌하여 약 60-70 가

구가 오손도손 평화롭고 정겹게 생활하며 삶을 일구고 살았다.

마을 이름 신대(新垈)는 우리말 ‘새터’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신대마을을 

중심으로 몇몇 지명으로는 종골, 뫼골, 연포정, 언논, 불뫼, 창터, 참샘이 등이 

있었다.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선정된 신대마을은 2008

년부터 대규모 택지단지 조성사업(신대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체 주민들이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3. 미강서원(美岡書院)과 명덕사(明德祠)

미강서원(美岡書院)은 조선중기의 학자인 매곡 배숙의 학문과 유덕을 기리는 

곳이다. 배숙은 성의, 정심, 수신, 제가의 중요성을 설파한 유학자다. 이 격물, 치

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8조목은 유학의 방법론과 목적이 모두 

함축되어있는 덕목이다. 이는 사서오경(四書五經)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

는 문장으로 매곡 배숙의 사상적 근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그는『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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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經)』과『근사록(近思錄)』을 중심으로 후생에게 강론하였고, 특히 소학을 학문

의 기본으로 삼아 소학을 깨치지 않고는 대학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한 교육자

이기도 하다. 

미강서원의 주위 환경을 둘러보면 순천시의 신도심인 신대지구 택지개발이 

한창이며,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들어서고 있다. 전체

적으로 아파트와 상업빌딩들이 단정하고 품위 있는 채색으로 물들여져, 산뜻하

고 새로운 모습으로 신도심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접근로에 따라 다르지만 미강서원은 해룡면 해광로에 위치한 커다란 사각 모

형의 극장(CGV) 앞을 지나다 보면 극장 건물 남쪽으로 200여 미터쯤 오른쪽 

옥봉산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다. 건너편은 광양과 여수, 목포 방면으로 쭉 뻗은 

고가도로와 나지막한 야산에 녹음과 단풍이 빛을 발하고 있으며, 서원 뒷산 옥

봉(玉峰)은 미강서원을 품은 듯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다.

미강서원으로 들어가는 척강문 아래 열다섯 개의 계단은 인조대리석으로 놓

여 있어 초기 미계등(美溪嶝)에 건립한 옛 모습을 재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서원 안쪽으로는 배숙의 묘와 석탑, 묘지비를 세웠고, 동쪽으로는 그 후손(령

담, 세영, 석, 원희와 그 아들 4형제)을 모셨다. 주위는 기와를 얹은 나지막한 돌

담으로 감싸 평안함을 주고 있다.

서원 입구 척강문(陟降門)을 보면 원목의 자연스런 색감과 분위기로 단아하

고 따뜻하게 방문자를 맞이하고 있으며, 내삼문을 지나 명덕사(明德祠)를 살펴

보면 위치한 높이가 조금 낮다는 생각은 들지만 권위와 위용을 중시하지 않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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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미강서원의 모습

미강서원은 1566년(명종 21년) 옥봉(玉峰) 기슭 ‘매곡당(梅谷堂)’으로 초립

(初立)하여 대원군 때인 1868년(고종 5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는 등 우여

곡절을 거친 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317번지 미계등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1942년 8월 재건을 통해 1947년 3월 ‘미강재(美岡齊)’를 중수하고(1), 1970년 

확충 건립된 미강서원 내에(2) 1974년 배숙의 배향소인 명덕사를 신축하여 명실

상부한 미강서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

역 신대지구개발에 따른 국가토지수용령에 따라 2007년 오늘의 자리(해룡면 

해광로 175, 신대리 2140번지)로 재차 이거하게 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원 초입 외삼문인 척강문을 들어서면 ‘미강서원(美

岡書院)’ 현판이 걸린 강당이 나오는데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를 

띠고 있다. 서원은 외삼문의 왼쪽 측면에 문이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며, 사당으

로는 명덕사가 있어 배숙을 배향하고 2월과 8월 중정(中丁)일에 향사(享祀)를 

지낸다.

배숙(裵璹)의 본관은 성산(星山), 처음 이름은 숙(塾)이었다. 자는 수옥(壽玉), 

호는 매곡(梅谷)으로 성주 금원리에서 출생하였고, 부친 배경보(裵景輔)는 성종 

갑오년(1474년) 과거에 급제하여 장사랑(將仕郞)을 지냈다. 모친은 한양 조(趙)

(1)　1977년 성주배씨매곡공파세보, 성균관 구 서문
(2)　1999년 성주배씨매곡공파세보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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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경화(慶華)의 딸이다. 큰형은 배게(裵垍), 둘째형은 배탄(裵坦)이다. 아홉 살 

때 숙부 배선보(裵善輔)에게 소학을 배웠으며, 당시 숙부께서는 조카 배숙(裵

璹)(3)이 장차 큰 인물이 되겠노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15세인 1530년 숙부의 추천으로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회재 선생이 배숙을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선생에게 소개하여 인

사드리게 한 일이 순천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553년(명종 8년) 회재 선생이 윤임 등의 옥사에 연루되어 윤원형의 모함으

로 평안도 강계에 유배되었다가 돌아가시자 배숙은 회재 선생의 옥산 본가로 찾

아가 조문한 후 심상으로 삼년상을 치렀다고 한다. 훗날 스승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자 회한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시로 담았다. 

수지폐상명(誰知肺上銘) 누가 알랴 마음속에 새긴 명문

종발안중정(終拔眼中釘) 마침내 눈에 박힌 못을 뺏으니

경경강관월(耿耿江關月) 빛나고 빛나는 강관의 달

영혼야불명(靈魂也不冥) 영혼은 아 어둡지 않으리

회재 이언적은 1491년생으로 동방오현(東方五賢) 중 한 사람이다. 김종직의 

제자로 3조 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영남사림(嶺南士林)의 태두로 존경받던 인물

인 외삼촌 우재 손중돈(愚齋 孫仲暾)을 스승으로 모셨다. 회재 선생은 조선 성리

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주희(朱熹)의 주리론(主

理論)적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하여 이황에게 전한 인물이기도 하다.

배숙은 1532년 17세의 봄, 경주에서 이언적 문하에 있다가 부친이 위독하다

는 소식을 듣고 성주로 달려갔으나 임종을 막을 수는 없었다. 

(3)　당시는 배도(裵壔)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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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년 21세에 숙부 배선보의 소개로 참의 곽천우(參議 郭天佑)의 딸 현풍

(玄風) 곽씨와 결혼하였으며, 현풍 곽씨는 훗날 의인으로 추증되었다.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가 배영담(裵齡聃, 1537-1611)이며 둘째가 제담(齋聃, 

1540-1580), 셋째가 통덕랑(通德郞)을 지낸 지담(枝聃, 1543-1596)이다.

배숙은 1546년(명종 1년) 31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자 스승인 판중추

부사(判中樞府事) 이언적을 찾아가 감사의 예를 올리고 부친의 묘소를 찾아 참

배하였다. 이듬해 1547년에는 모친상을 입어 삼년상을 치르는 도중 형님까지 

세상을 뜨는 아픔을 겪었다. 이때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이 나고 자란 마

을인 현풍의 솔례촌으로 이거하여 변화를 모색하려 했으나 1553년(명종 8년) 

스승 이언적마저 세상을 떠 마음으로 삼년상을 치르는 바람에 10여 년 동안이

나 학문을 뒷전으로 미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인 곽씨의 권고로 다시 

학문에 전념하여 이듬해 1557년(명종 12년) 성균관의 유생이 되어 7년간 성리

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로 있으면서 승려 보우(普雨)를 탄핵하는 ‘척요승보

우소(斥妖僧普雨疏)’를 올려 당시 유교와 불교의 대결구도 속에서 불교를 옹호

하는 문정왕후와 불교계에 대항하는 일처럼 간주되기도 하였다. 문정왕후 사후 

율곡 이이(栗谷 李珥) 등 유교계의 상소로 승려 보우는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제

주 목사를 통해 사사 당했다.

1564년(명종 19년) 배숙의 나이 49세 때 당대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이 추천

하여 승평교수관으로 순천에 오게 되었다. 부임한 배숙은 자신의 호 매곡(梅谷)

에 걸맞게 그 곳에 매화나무를 심고 살았으며, 이는 오늘날 순천 매곡동(梅谷

洞) 지명의 유래로 알려져 있다. 그 후 다시 자리를 잡은 매곡당의 위치에 대해

서 청사 정소의 「매곡당속기 梅谷堂續記」 중 ‘순천부의 동쪽 10리쯤 태산(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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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회룡접호(回龍接虎)의 땅에 매곡당이 있다’고 했으며, 배숙이 매화를 사랑

한 이유는 ‘매화가 일찍 피고, 일찍 시들기 때문이다’라면서 ‘영욕이 때가 있음

을 살피며 그 향기를 머금고 뿌리를 감춤이 출처가 바름을 알기 때문’이라고 기

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 매곡당은 지금의 옥봉 기슭 매안마을 언저리로 보

인다.

배숙은 재직 당시 구암 이정(龜巖 李楨) 부사와 함께 한훤당 김굉필을 기리는 

경현당(景賢堂) 재건과 매계 조위(梅溪 曺偉)와 한훤당이 건립했다가 사화(士禍)

의 여파로 사라진 임청대(臨淸臺)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배숙은 그 뒤

로 20여 년의 여생 동안 매곡당을 중심으로 순천의 선비들(승평사은 昇平四隱 

또는 강남사은 江南四隱)과 함께 모여 시학을 논하였고, 선비의 기본이 되는 유

학과 성리학을 논하며 갈파하고 생활하였으니 비로소 순천 땅에서도 참다운 학

문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다.

배숙은 회재 선생 문하에서 글을 깨우쳐 대학을 배웠는데 그 중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의 앞글자인 ‘성정수제(誠正修齊)’ 넉 자를 좌

우명으로 삼았으며 스승의 유훈을 이어받아 심성(心性)의 학문과 천명(天命)의 

설을 구심점으로 인간의 도리를 강구했다. 성의와 정심은 궁구(窮究), 즉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자세를 말하며, 진지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라 할 수 있다. 매곡의 학문과 덕행은 순천뿐 아니라 호남 일대에 명성이 높았다

고 한다. 그래서 1580년(선조 13년)에는 순천 유생들이 그의 학행을 포상할 것

을 요청하는 등장(等狀)을 올렸고, 이듬해에는 광주 생원 이여정(李汝楨), 남원 

진사 이대주(李大冑) 등 전라도 내의 대표적 유생들이 연명한 등장을 전라감영

에 내기도 하였다.

순천의 성산성주 배씨의 입향조(入鄕祖)가 되는 배숙은 순천땅에 지내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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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순천 최초 인쇄본이었던 문집 매곡집(梅谷集)을 집필하였으며, 배숙과 정소, 

허엄, 정사익을 함께 일컫는 강남사은(또는 승평사은)이 일궈낸 학문업적은 오

늘날 순천을 교육도시로 부상시키는 흥학(興學)의 씨앗이 되었다.

   

저서인 『매곡집 梅谷集』의 서문은 순천부사 류영순(柳永詢)이 썼으며, 장남인 

배영담이 엮어 발간하였다. 불에 타서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초본이 1884년 우

연히 고가에서 발견되어 전서(全書)는 아니지만 1942년 정기(鄭琦)가 서문을 쓰

고 4권 1책으로 재발간되어 오늘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문학자 김현진은(4) “매곡은 『매곡집』에 총 25제 36수의 시를 남겼다. 매곡

의 시 세계는 세 가지 양상을 보인다. 첫째, 은거한 전인(前人)의 삶을 표방하며 

매화 등 군자의 덕목을 지닌 사물을 예찬하고 교감함으로써 근군자 지향을 드

러낸다. 둘째, 궁리격물(窮理格物)의 공부 자세와 덕성 함양을 강조하여 자아성

찰을 통한 도학(道學)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벗들과 일사(逸士) 또는 사은

(四隱)으로 자신들을 지칭하며 유희함으로써 은우지교(隱友之交)의 흥취를 표

출한다. 이러한 매곡의 학문과 시문학은 16세기 후반 순천지역 한문학 수준의 

시금석이라 할 만하며, 매곡을 비롯한 승평사은의 학문과 문학은 이후 승평팔

문장(昇平八文章)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5)

이러한 매곡 배숙의 활동상을 역사에 남기고자 순천시 문화원에서는 2001년 

『순천고전 梅谷集』을 번역하여 펴냈으며, 한국설화연구소에서는 2017년 『조선

의 선비 매곡 배숙』을 발간한 바 있다.

(4)　경상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문학박사, 2018
(5)　대동한문학, 대동한문학회, 2018. 제57집,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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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옥의 특징과 역사적 흐름

- 정종민 멘토

매곡 배숙 선생은 조선시대 순천의 승평사은 중 한 분이다. 퇴계 이황 선생의 

추천으로 순천향교에 승평교수관으로 부임했다. 당초에는 매곡동에 기거하여 

그의 호를 따 매곡동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신대로 이거한 듯하다. 특히 

성리학 중 동인(영남학파)의 학문과 정치성향의 태두인 회재 이언적 선생의 직

계 제자로 북송오자 중 한 사람인 주렴계(돈이)가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태극도

설」을 풀이한 내용을 조선사회에 내놓아 아주 높은 평을 받은 바 있다.

미강서원은 신대지구의 개발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현재의 위치에 

신축하였다. 한옥의 장점은 이전(주요 부재를 해체하여 그대로 옮기는 건축행

위)이 가능하므로 그전 건물을 그대로 옮겼어야 옳았다. 다만 훼손된 부재는 갈

아 끼우면 된다. 그래야 전통성과 함께 문화재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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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 다만 새 건물이라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문화

재 반열에 오를 것을 기대한다. 배숙 선생의 위대한 학문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좋게만 느껴진다. 

결국 이 서원 역시 개발의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옮긴 이곳도 가까이에 영

화관과 유통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현대식 건물들이 점령군들처럼 가까이 있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앞 건물이 조망과 공간의 위계성을 저해하고 있어 아쉽

다. 뒷산을 입수로 하여 해룡들을 보고 경사지를 택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반

감되었다. 바로 옆 배숙 선생의 묘가 있는데, 후손들이 많아 외롭지 않을 듯하

다. 수백 년 전에 가셨지만 그의 학문이 아직까지 그 빛을 잃지 않았으며, 존경

의 마음이 앞선다. 최근에 문중에서 매곡집 국역본을 발간했다.

미강서원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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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은 정면 4칸, 측면 3칸이며 팔작지붕이다. 내부에는 제실이라 별다른 시

설이 없다. 꼭 문화재가 되어야 좋은 것만은 아니라도 문화재가 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혜택이 있어서 좋다. 따라서 옛 건물이 그립다. 조금만 전문가 말

을 참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매곡선생님 삼가 영

면하소서.

5. 승평사은(昇平四隱)

 - 장순성 연구원

순천시의 매곡동은 조선중기 국문학자인 승평사은의 배숙 선생이 매화를 심

고 초당을 지어 그 이름을 매곡당이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昇平四隱이란 순

천의 옛 이름 승평에서 따온 것으로 배숙 선생이 순천 승평교수관으로 부임해 

와 학생을 가르치고 유풍을 널리 진작시켰다고 전해지며, 선생과 함께 교육과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정소, 허엄, 정사익과 더불어 순천에 숨은 고결한 선

비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숙 선생은 1546년 사마시에 합격, 성균관 진사로 머물다 퇴계 이황 선생이 

승평교수관으로 천거해 순천에 오게 되었다. 순천에 온 지 3년 만인 1566년 초

당을 짓고 뜰에 매화를 심었다. 매화는 대나무의 어진 기운과 국화의 은은함과 

함께 중용의 뜻을 품고 있어 매우 좋으며 초당이 꽃피는 날에 완성되니, 곡에 당

이 있고 당에 매화가 있으므로 매곡당이라 부르겠다 하였다. 다만 옛 지형과 서

원의 참모습이 현대적 도시화에 밀려 감춰져서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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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강서원의 옛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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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강서원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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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신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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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사동, 해룡성 고택

1. 개요 및 특징

후삼국시대의 해룡산성에서 역사를 이어온 고택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해

룡산성의 역사는 들어왔지만, 그곳에 아담하고 정겨운 한옥 고택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가슴 설레었다.

1842년 건축에서부터 그 가문을 이어온 이곳에는 마치 박영규 장군의 혼이 

들어있는 듯 안락하고, 품위를 느끼게 하였다. 한옥의 존재 가치성만으로도 좋

은 모델이 되고 우리 지역 문화역사의 산실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

다. 처음 계획된 탐방지역이 아니었지만, 하나 둘 찾아가는 동안 보석 하나를 만

난 것이다.

남평 문씨는 1700년대에 입순천하여 현재 순천문중 14대 종가를 잇고 있다. 

그들이 효를 중시하고 인·의·예·지의 유교정신과 이웃사랑의 홍익인간을 가훈으

로 대대손손 전통을 이어온 터전이 바로 이 고택이다. 이곳이야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에게 고전과 전통의 예를 전하는 교육의 장이

자 소중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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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천만 해룡성 고택

*편집자 주 : 아래 내용은 고택 거주자의 구술을 정리한 것임

여느 고택처럼 대단한 규모는 아니다. 화려함도 거리가 있다. 그저 본채와 사

랑채, 행랑채가 있고 사당과 제실이 있는 기본적인 고택 형식이다. 언뜻 보기에

는 일반 서민층의 가옥구조와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 고택은 1842년(숭정 기원

후 4병오)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집이다.

해룡성 고택은 농포(農圃) 문사중이 지었다. 농포 선생은 통정대부 절충장군 

용호위 부호군과 관찰사겸 순찰사란 교지도 받았다. 선비였지만 갯벌을 개척해 

농사를 짓고 염전을 운영하며 부를 쌓은 천석지기 부자였다. 승평지에 효행사실

기록이 있다. 이 집안은 남평 문씨 풍암공파 삼곡 순천문중 14대 종가이다. 원

래 세거지는 장흥이었으나 1742년경 순천으로 입향해 남평 문씨 풍암공파(삼

곡 순천문중)를 형성하였다. 남평 문씨 가문은 충과 효를 중시했으며 인·의·예·

지를 몸소 실천한 대쪽 같은 선비정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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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인물이 풍암 문위세(文緯世, 1534~1600) 선생이다. 「풍암실기」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그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 

자는 숙장, 호는 풍암이며 본관은 남평이다. 삼우당 문익점(1311-1400)의 9

대손이다. 1534년(중종 29년) 9월 11일 장흥 부산방 춘정촌에서 출생하였다. 

윤효정(해남 윤씨 시조) 직계 외손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외숙부인 귤정 윤구(윤

효정의 장남이며 고산 윤선도의 조부)에게 수학한 뒤, 미암 유희춘(1501-1570)

과 퇴계 이황(1501-1570)에게 직접 안동까지 가서 수학하였다. 「풍암유고」에 따

르면 1547년에는 안동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 선생으로부터 제갈공명의 팔진

도법의 용병술을 배웠으며, 1567년에는 퇴계 선생의 지시로 명옥대(경북 안동

시 서후면 태장리 소재)를 암각하였다. 1567년(명종 22년) 진사가 되었으나 벼

슬길에 나가기보다는 오직 학문연구와 거경궁리, 존양성찰, 호흡수련 등에만 전

심을 다했다. 당대의 명유들과 교유하였으나 1589년(선조 22년) 기축옥사가 일

어나자 모든 교유를 끊고 두문불출,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그러다 1592년 59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선비

정신으로 전라좌도 지방(장흥‧강진‧해남)에서 제일 먼저 의병 봉기하여 다섯 

아들과 집안 노비, 문중 일가 등 수백 명을 모병하여 보성에 도착하였다. 보성

에서 죽천 박광전(친 자형), 삼도 임계영, 화순 김익복 등과 함께 의병(전라좌의

병군단)을 일으키고, 군량미 조달 및 전시작전 분야 양향관(군수작전장군)으로 

참전하였다. 그는 전라좌의병의 양곡관(군량미장군)과 권율 장군의 호남운량관 

등 군량미조달 행적을 인정받아 전라병마절제도위에 제수되었다. 이어 정유재

란 때에는 용담현령으로 왜병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무찌른 공로로 파주목사

에 제수되었다. 이치전투, 장수‧무주‧금산‧성주전투에서 뛰어난 지략을 세워 

‘제갈량’이라 불렸으며, 흰 모시옷을 입은 의병장이란 뜻의 ‘백의 의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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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순천 관련 기록을 보면, 음력 1592년 8월 6일 승평에 도착하여 본부에 다음

과 같은 격문을 보냈다.

“의병을 일으켜 적에 대항하는 것은 인심이 한 가지인데 동궁(세자)이 손수 

편지를 쓰셔서 의병을 격려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극히 간절하시고 그 뜻이 매우 

애통하니 신하된 사람으로서 누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 만분의 일의 힘이라

도 바치려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왜적들이 명나라 군대에 쫓기어 남도로 흩어

져 내려오면 궁한 짐승과 같은 그들과의 싸움에 당할 수가 없을 것이요, 들에 불

이 번지는 듯한 화가 철저할 것이니 가옥이나 재물을 장차 누가 보전할 것인가? 

하루아침에 적의 소유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바쳐 군수품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승평은 큰 고을이어서 물산이 많고 인구도 많으며 또 

가을의 추수기를 당하여 곡식이 구름같이 많은데 어찌 앉아서 풍요로움을 누

리면서 국가를 망각의 저쪽에 버려두겠는가? 유명한 가문의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나라의 은혜를 알고 또 일의 대강을 알 터이니 고유를 기다리지 않겠지만, 

여염의 보통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도 또한 이 뜻을 전하여 넓게 거두고 부지런

히 모아 유사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기일에 맞추어 계속해 원조한다면 승평

부는 곧 한(漢)나라를 일으키는 관중이 될 것이다. 엎드려 원하건대 여러분들은 

이에 힘써 게으르지 말지어다.”

전 만호 장윤 장군이 이때 순천부 수성장이 되었는데 임계영을 부장으로 삼

고 병졸을 이끌고 남원을 향하여 최경회와 더불어 합치기로 기약하였다. 음력 

1593년 1월 17일 조정에서 풍암공을 호남 운량관으로 삼아 본도 바닷가 왼쪽 

고을의 여러 창고의 곡식을 영남 우도와 서울로 옮기게 하였다. 권율 장군의 행

주대첩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1593년 6월 6일 남원에 도착한 권율 장군이 

군량미를 조속히 운송하도록 독촉하여 풍암공이 군량미를 잔뜩 싣고 예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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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란 때 신성포 왜성 축성)에 도착했을 때 진주성으로 퇴각하려는 왜적을 만

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이들 왜적을 신성포 앞바다에서 제갈량의 팔진도

병법(어복진)으로 물리치고 6월 15일 군량미를 남원의 권율 장군에게 운송했

던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풍암공은 승평에서 군량미

를 모집하고 순천 예교에서 남원으로 군량미를 운반하는 등 활약을 했던 연고

가 있어 해룡성 고택에 그 후손 중 일부가 정착하게 되었다. 고관대작의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우국애민의 선비정신으로 민초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기품이 

느껴지는 인물이다.

이러한 가풍을 가진 풍암 선생의 증손자인 모현제 문덕희 선생이 장흥에서 

순천으로 입향하였고, 그 후 농포 문사중 선생이 갯벌 개척과 염전으로 부를 이

루어 순천만의 천석지기가 되어 지은 집이 이곳 해룡성 고택이다. 그들의 부는 

오로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였다. 하지만 해룡성 고택을 찾아오

는 손님에게는 언제나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다. 순천부에 원님이 새로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해룡성 고택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사랑채를 항상 개방

하고 며칠이고 음식을 제공하는 인심 좋은 집안의 명성을 이어 왔다고 한다. 

양쪽에 얕은 산을 끼고 움푹 들어간 자리에 위치한 고택은 평사낙안(平沙落

雁, 넓은 모래벌판에 기러기가 내려앉은 모양)의 형국이다. 해룡성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통일신라 말기에 신라의 지방관리로 해룡성에 부임하였을 때, 당

나라와의 국제무역항인 사비포항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당대 순천의 역사적 정체성은 해룡성을 치소로 하는 국제적 해양도시였다. 

견훤은 해룡성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세웠고, 그의 사위 박영규는 순천 박씨

의 시조가 된다. 박영규는 3명의 딸을 왕비로 납비하게 되는데 왕건의 1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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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원부인, 정종의 제1비 문성황후, 제2비 문공황후가 그들이다. 

해룡성 안에는 고려 성종, 987년경에 승주목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국자감 

태학의 주춧돌로 보이는 터가 있고, 고려 때 전국 12목에 설치한 조창 해룡창이

라는 물류창고 터도 순천대에서 발굴한바 있다. 좌관초, 우관초 명문 기왓장이 

함께 출토되기도 했다. 오늘날 광양항이 해룡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여수

시는 항만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국자감 태학에 해당하는 교육

도시가 되었다. 역사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63

고택으로 만난, 순천의 고유문화 탐색



고려말 1300~1350년 왜구의 침입으로 조창은 폐허가 되어 방치되다가 갯벌

이 육지화하면서 현재는 토성의 흔적만 보일 뿐이지만, 마을뒷산 밭에서는 간

간이 유구가 출토되어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남은 흔적

의 규모는 과거 역사만큼 화려하지 않다. 오랫동안 벼슬길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선비의 기품처럼 그저 한적한 시골의 아늑한 기와집 정도이다. 

해룡성 고택에는 풍암공 문위세가 지은 ‘다부(茶賦)’라는, 차에 관한 시가 전

해 내려온다. 초의선사보다 200년 앞서 지은 것인데 선비로서 차를 마시는 정신

세계와 차에 대한 찬미다.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 근처 가지산 일대에 국가로부

터 하사받은 야생녹차 밭이 존재한다. 보성의 청태전차가 그것이다. 차잎을 수

증기에 쪄서 처마 밑에 말려 발효시킨 후 옹기 속에 숙성시키면 맛좋은 청태전

차가 된다. 그 시조의 일부를 옮긴다. 

“희오신지청량(喜吾神之淸凉)- 차를 마시는 것이 신의 경지에 이르니 정신이 

선정 반야의 경지에 이르러 맑고 깨끗해졌다.

대명월이기우(代明月而寄友)- 밝은 달을 대신하여 친구에게 차를 보냈다.”

3. 도사동 홍내마을 고택 연구

  - 정종민 멘토

이 고택은 도사동 해룡산성(망월산) 아래 홍내마을에 있는 문씨 종갓집으로, 

건립연대가 비교적 정확한 집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1842년(숭정 기원후 4병

오)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고택이다. 이 집안은 남평 문씨 풍암공파 삼곡 순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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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4대 종가이다. 원래 세거지는 장흥이었다가, 1742년 순천으로 이거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이집을 중심으로 의병활동 등 역사적인 일들을 일어난 것과 무관하

지 않다. 이 지역은 후삼국시대 견훤의 사위이자 태조 왕건의 장인이었던 박영

규 선생의 치소였다. 그러니까 당시 승평의 치소 겸 해상무역의 거점이었던 셈이

다. 해룡산성의 역사와 더불어 그 맥을 이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고택 보존에 

좀 더 힘썼으면 좋겠다.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채 복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안채의 지붕은 다행히 한식기와 그대로인데 많이 퇴락되었다. 보수가 시급해 

보인다. 정면 7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홑집이다. 툇마루 앞에 슬라이딩 

문을 설치하여 개조했다. 추위를 막은 것인데 고택의 맛을 반감시킨다. 향은 동

향으로써 좌측에는 곳간채, 우측에는 행랑채와 대문이 있다. 곳간채였을 것으

로 추정되는 건물을 개조하여 민박을 한다.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것으로 정면 3

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그 뒤쪽 약간 높은 곳에 사당채가 자리 잡아 대갓

집의 위용이 보인다. 종손이 민박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 그런대로 보존이 

잘 되었다. 망월산(해룡산성)을 현무봉으로, 동천을 외수로, 앵무산을 조산으

로 삼은 배산임수를 취하였다. 

기단이 높고 툇마루는 우물마루로 구성하였으며 문을 단 것이 흠이다. 그리

고 마당에 잔디를 심어 잘 가꾸었으나 본래의 마당은 비어 있었을 것이다. 전통 

한옥의 마당은 항상 비어 있다. 건축주가 어렸을 적에는 안채 앞에 사랑채가 있

었다고 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안채와 사랑채가 이(二)자와 같이 나란하지 않고 

직각으로 내려와 꺾인 니은자 사랑채였다고 한다. 지금 사랑채가 존재한다고 한

다면, 아주 특이한 배치일 것 같다. 이 부분도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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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내마을 고택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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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내마을 문씨 종가 고택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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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룡성의 지정학적 위치

 - 장순성 연구원

해룡성(海龍城) 고택은 평사낙안(平沙落雁), 즉 넓은 들에 기러기가 내려앉

은 형국의 최고 양택(陽宅 집터, 마을터) 명당자리로 1776년 건축하였다 한다. 

1776년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가 즉위하여 정약용 등의 인재를 등용한 후 

규장각을 설치한 해이며(창덕궁에 내규장각,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각각 설치함. 

왕들의 글과 현판 등을 보관하는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담당), 해외에서는 미국

이 독립선언을 한 해이기도 하다. 

해룡성은 사면이 바다로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천혜의 요새이며 전쟁에서 패

하면 바다로 도주하게 설계된 해자성(海濨城, 일본의 천왕성)이라 한다.

한반도 남해바다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해양수도의 중심자리이기도 하며, 백

제시대에는 여수‧순천‧광양‧돌산의 치소(治所)였다. 통일신라시대 때는 국제

무역항인 사비포 항구였으며, 후백제시대에는 주력군사, 좌장군, 우장군, 해장

군의 주둔지 ‘견훤성’이었고, 고려시대에는 해룡창(海龍倉)이 설치되었다고 한

다. 또한 남해안 중심의 해안 곡창지대로 무역중심지로 해양전략전진기지의 중

심이었다.

풍암공은 임진왜란에 군량미를 모아서 전적지에 옮기는 큰 공을 세웠다. 그의 

후손들 또한 어지러운 나라의 현실에 직면하여 염전과 갯벌을 일구어 부를 축

적하고 이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전쟁터에 보냈으며 의병에 참여해 환난상휼

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함에, 선비의 정신이 감동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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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헌 속의 해룡산성

『순천 인문학』(정종민 저.)에서 발췌

가. 해룡산성(홍두토성)

순천시 도사동 통천마을, 홍두마을 뒤에 위치한 해룡산성은 후삼국시대 견

훤의 사위이자 태조 왕건의 장인인 박영규 선생의 치소였다. 백제 때 사평, 삽평, 

무평, 감평이었고, 통일신라시대는 승평, 고려시대 초기까지 치소가 있었던 곳

으로 추정된다. 순천시 오천동 홍내동에 걸쳐 있는데 총 길이는 약 1.5킬로미터, 

성벽 폭은 10~30미터 정도이고 높이는 낮은 곳은 약 2미터, 높은 곳은 자연 지

세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약 10여 미터가 된 곳도 있다. 성벽 쌓기의 방법으로는 

테뫼식 성벽 쌓기에 가깝다. ‘테뫼식’이란 산허리를 활용하여 쌓는 방식이다.

이 산의 정상에는 ‘망월대’라는 정자가 조선시대까지 있어 일명 ‘망월산’이라

고도 하였다. 약 120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도시화의 물결이 미치지 않아, 일부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사학자

들은 복원하기가 용이하니, 하루빨리 국가사적으로 정하여 복원이나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료를 찾아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승평지』 

등 여러 곳에 이 성의 기록이 있고 특히 조선후기 기록 조현범 선생의 『강남악

부』(1784)에 “박영규는 해룡산 아래 홍안동에 웅거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 사료에 “해룡산에는 해룡창이란 창고가 있었

다”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도 주변을 파보면 기왓장이나 도자기 파편들이 발견

되어 최근까지 주민들이 깨진 기왓장을 주워와 놋그릇 닦는데 썼다는 증언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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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꾸준하게 관심의 대상지였다. 10여 년 전에 순천대학교 사학과에서 

토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을 지금

까지 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역사성을 고려하여 사적지 지정을 추진해야 하며, 더 훼손되기 전

에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스토리텔링화하여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고려 

통일의 원동력이 된 이 성과 박영규의 세 딸이 왕비가 된 사연 등을 홍보하면 순

천만국가정원이 한층 더 돋보일 것이라 확신한다. 순천만국가정원과 같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긍지가 될 것이다. (해

룡산성의 역사적 사실 편 참조)

나. 견훤과 해룡산성

『삼국유사』에 보면 진성여왕 5년에 견훤이 서면도통이 되어 서면 강청마을에 

주둔하였다고 한다. 견훤은 해룡산성의 박영규, 그리고 또 다른 호족 김총과 손

을 잡고 승평(순천) 땅에서 힘을 얻어 무진주(광주)로 진출하였고, 영산강 세력

의 호응을 받아 전주로 올라가 후백제를 세운다. 견훤은 큰 힘이 되었던 순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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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족 박영규를 사위로 삼았고, 박씨 집안은 훗날 왕건에게도 딸을 시집보냈다. 

이런 인연으로 어떤 학자는 견훤이 경상북도 상주사람이 아니고 순천사람이라

고 주장하기도 한다. 해룡산성을 일명 견훤성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삼국유

사』에서는 견훤이 큰 지렁이의 기운을 받고 탄생했다는 설화가 전한다. 

공교롭게도 해룡산성의 서쪽에, 우리말로는 통샘인 도사동 통천마을에도 이

와 유사한 이야기가 내려온다. 한편 견훤을 용으로 비유하지 않고 지렁이로 비

유한 것은, 신라가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견훤을 격하한 것으로 보

인다는 것이 후세의 평가다. 통샘가에 사는 큰 지렁이가 밤마다 사람이 되고자 

기도를 올렸다. 간절한 기도에 감명을 받은 천지신명이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

었다. “밤마다 통샘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정갈한 처녀와 혼인하여라. 아이가 태

어나는 날 사람으로 환생하리라”라고 하였다. 

해룡산성 성주에게는 무남독녀가 있었다. 성주의 딸이 저녁 무렵에 물을 뜨

러 갔다가 미소년으로 변한 지렁이와 눈이 맞았다. 그 후 처녀는 앓아 누웠는데, 

이상하게 아랫배가 서서히 불러왔다. 성주가 딸을 다그쳐 자초지종을 알게 되

었다. 몹시 노한 성주는 미소년으로 변모한 큰 지렁이를 죽여 버렸다. 그 사실을 

안 처녀는 통샘에 몸을 던져 목숨을 버렸다. 성주는 뒷수습을 하기 위하여 통샘

을 메워 버렸다고 한다. 통샘 마을의 큰 지렁이가 사람으로 환생하려다 실패한 

탓일까? 견훤은 백제 부흥의 꿈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아들 신검이 자신을 금

산사에 가두고 왕위에 오르자 몰래 도망쳐 나중에 있는 왕건에게 의탁하였다. 

이때 그의 사위였던 박영규도 왕건에게 귀부하여 고려 개국공신이 되었다. 

다. 박영규 전설 

박영규에 대한 이야기는 『동국여지승람』과 『강남악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남악부』의 내용(14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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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는 강남군의 후손이다. 견훤의 사위였고 이 땅의 군장이었다. 해룡산 

아래 홍안동에 웅거하고 있었다. 나중에 고려에 투항하여 좌승의 벼슬을 얻었

다. 죽어서 해룡산 산신이 되었고, 순천 박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이보다 자세하나 줄거리는 비슷하다. 박영규 전설

은 김총 전설과 같은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맥락도 김총 전설의 경우와 통한다. 박영규는 순천 박씨의 중시조로서 

그 세력에 의해 씨족적인 인물이 지역적인 인물로 범위가 확장되어 신격화된 것

이라 볼 수 있다. 

박영규는 견훤의 사위로서, 나중에 왕건의 장인으로서 왕건 편으로 기울어 

고려의 통일에 일조하지만, 한동안 견훤의 강력한 지원세력이었다. 박영규뿐만 

아니라 김총도 견훤에게 벼슬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호족세력들

이 한때 후백제의 견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유 때문인지 순천에는 견훤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특히 홍내동, 오천동 일

대에서 전승되고 있는 견훤성 전설은 위 전설과도 관련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

다. 홍내동 해룡산(망월산)에 토성이 있는데, 이 토성은 박영규 토호세력이 치

소로 사용한 곳이다. 그런데 전설에서는 그 성을 견훤이 쌓았다고 한다. 이것이 

맞다면 이 성은 토호세력이 사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후백제가, 즉 국가적인 

방위사업으로써 쌓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신라 때 견훤이라는 이가 여기 와서 도읍을 했다고 그래. 여기 성터가 다 있

어. 석성도 아니고 토성인디 요리 산몰랑으로 저리 해서 간골이란 디가 있는디, 

옛날 견훤이라고 그이가 여그 와서 도읍을 해서 토성을 쌓아갖고, 조리 저 산몰

랑으로 저리 내동 뒤로 간대바구라고 금성 뒷산 그리 토성이 조르르니 있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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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디 시방도 거그를 파면 기와가 나와. 그때 기와는 시방 기와하고는 틀려. 시

방도 가면 있을 거여. 궁글어 댕기는 것이 있어. 그때 견훤이라고 허는 이가 여그 

와서 도읍을 해갖고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어.”

<제보자 정병숙(남 90세, 오천동), 

1993. 12. 23. 현지조사> 순천시 문화유적 발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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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으로 만난, 

순천의 고유문화 탐색

결 론

과거는 곧 미래다. 과거를 찾아 만나는 것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배우기 위함

이다.

순천은 어떤 도시, 어떤 고장인가? 아쉽게도 마땅한 순천학(順天學)이 기존하

지 않는 바, 순천에 대하여 감히 단정하여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오랜 전통의 문

화와 교육도시라고 일컫고 있지만, 순천이 왜 문화도시이고 교육도시인지에 관

한 논리적 증명은 곤란한 현실이다. 그 근거로써 순천의 숱한 문화재와 역사를 

나열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만으로 순천인의 문화와 숨결을 전부 상징하였다 

주장할 수 있겠는가?

순천이 순천다움의 표상으로 정립되는 것은 지금껏 보아왔던 역사 서적이나 

피상적인 시사가 아닌, 오늘 과거를 살펴 미래를 예측하는 현장답사와 연구로부

터 시작될 것이다. 

<길동무>에서는 순천 태생들이 60년 동안 보고 들어온 순천의 이야기에 의

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현장의 답사를 통하여 무엇이 순천다움인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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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구가는 아닐지라도 순천의 토박이라는 점과 가까이서 보고 들어오며, 나

름의 철학이 담긴 진실을 찾아내고 전통과 미풍양속을 보물 찾듯 찾았다.

실험적 기법으로 우선 세 곳의 고택을 중심으로, 순천사람의 숨결을 만나고 

싶었다. 순천다움은 아무래도 시골의 살림살이와 아직껏 향기가 서려 있는 고

택 중심의 시골생활상이라 믿었다. 종가 고택의 풍습으로 온 마을이 질서 있게 

삶을 꾸려 왔으리라는 기대는 또렷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것이 돈과 권력이 

아니라, 종가댁의 겸손과 공평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 속에서 갖춰진 질서였음을 

고택 네 곳에서 찾아낸 공통분모였음에 우리는 환호성을 지른다. 그것이 바로 

순천의 문화유산이며, 고고한 선비정신이며 순천다움의 씨앗이었다.

세 곳의 고택에서 네 곳으로 늘어난 것은, 역시 순천의 뿌리 찾기였다. 순천 

역사의 뿌리가 후백제시대 박영규 장군에서 시작한다면 해룡산성의 탐방은 필

수적이었고, 다행히 해룡산성의 기를 품고 존재하는 한옥 고택을 만난 것이다.

‘인의예지’의 정신을 품고 살아온 순천의 종갓집, 그리고 고택들의 향기는 온 

마을을 넘실거리며 순천의 곳곳에 뿌려진다. 아울러 온 마을이 상부상조의 정

신과 지도자의 품성으로 안락하며, 나눔과 배려의 예를 갖추며 평화롭게 살아

올 수 있었다. 순천으로 입향한 배경을 볼 때, 무오사화의 피바람을 피해 비교적 

조용하고 넉넉한 평야가 조성된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는 비슷한 공통점을 가

졌다. 그 속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돕고, 미래를 열며 봉사와 기부와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금 등으로 함께 일구고 키워온 인물들이 탄생한다. 여순사건과 동란

을 거치면서도 큰 피해 없이 온 동네가 온전히 살아난 것 또한 마을사람들이 끈

끈한 정을 담고 신뢰하며, 배려 속에 살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배려하는 자비를 갖는다는 공자 

선생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중세와 근대의 종가 고택들에 순천의 혼이 들

어있었다. 순천다움, 순천의 자랑은 역시 누구든 동일한 대우를 갖는 배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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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에 아직 끈끈하게 남아있는 삶의 숨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짧은 기간, 우리가 조사한 순천 전통 종갓집에서 인간답고 순천다운 기개를 

흠뻑 얻는다. 차후의 보다 깊고 차별화된 연구와 학문적 기술은 전문가들에게 

맡긴다. <길동무>는 그저 나그네처럼, 흥겨운 한바탕 여행으로 순천의 보석꾸러

미 하나를 건져냈을 뿐이다.

- 장윤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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