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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趙參) 선생의 자(字)는 노숙(魯叔)이며 호(號)는 무진정(無盡亭)으로 생육신의 한 사람

인 어계 조려 선생의 손자이다. 진산공 조동호(趙銅虎)의 셋째 아들로 1473년 태어났다. 공

이 과거에 응하기 위해 일찍 뜻을 세우고 독서에 전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종이 밥상

을 들여놓았으나 공은 밥상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글만 읽고 있었다. 점심상도 그대로 치

워졌다. 해가 지니 허기가 나므로 종에게 아침밥상을 재촉하니 종이 사실대로 말하자 크게 

웃었다고 한다.

이 글은 1589년 편찬되고 1600년에 간행된 『함주지』1)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서원을 세운 신재 주세붕 선생과 『함주지』를 편찬할 당시 함안군수를 지낸 문목공 정구 

선생이 크게 칭송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추록한 글에 중종(中宗)이 이렇게 책을 좋아한다

1) 함주는 함안의 옛 지명으로 함주지는 옛 함안의 지리, 인물 등을 적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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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에 당나라 역사책인 당감(唐鑑)을 상으로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함안 조씨대종회 

인물란에 보면 예조좌랑으로 재직할 때 중용과 대학, 당감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독서를 좋아한 공은 1489년 17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으며 1507년 문과에 급제한 후 함

양, 창원, 대구, 성주, 상주 등의 목사(牧使)와 부사(府使)를 역임했고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 겸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을 지냈다. 그러나 성주목사를 나갔다가 용퇴하고 

돌아와 무진정(無盡亭)이란 정자를 짓고 수양에 전념했으니 자연과 벗 삼아 사는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진정의 기문을 신재 주세붕 선생이 지었는데 선생의 글 중에서도 백미

로 꼽힌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선생은 다섯 고을의 원님을 역임하시다가 일찌감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으시고는 이 

가운데 편안히 거처하면서 푸른 산, 흰 구름으로 풍류의 병풍을 삼고, 맑은 바람, 밝은 달

로 안내자를 삼아 증점(曾點)의 영이귀(詠而歸) 같은 풍류를 누리고 도연명의 글과 같은 시

흥(詩興)을 펴시면서 고요한 가운데 그윽하고, 쓸쓸한 가운데 편안하고, 유유한 가운데 스

스로 즐기시면서 화락하게 지내셨다. 그 즐거움이야말로 많은 녹봉을 받는 높은 벼슬자리

와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대체로 벼슬이 비록 영화롭기는 하나 욕(辱)이 따르는 것이므로 

연못에 비친 나무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무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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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퇴(勇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잠시 이 고을 일로서 말한다면 이방실 장군은 

세상을 뒤엎을만한 충성으로 서울[개성]을 회복하여 우리나라를 참혹한 변란으로부터 구

제하여 그 공적이 막대하였지만 살아서 횡액(橫厄)을 면치 못하였고, 어세겸 정승 같은 분

은 온 나라를 빛내는 문장으로 임금의 정사를 도와 많은 선비들의 기둥이 되어 그 명망이 

더없이 높았지만 죽은 후에 또한 화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선생의 낙과 비교한다면 부끄러

움이 있지 않겠는가. 선생은 이런 일들에서 보는 바가 있었음인가? 그리고 선생은 눈앞에 

있는 산을 가리켜 죽은 후에 갈 곳으로 삼았으니 이 또한 천명을 아신 것이다. 천명을 알았

기에 능히 용퇴할 수 있었고, 용퇴할 수 있었기에 능히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니 정자

의 경치도 무진하고 선생의 즐거움 또한 무진한 것이다. 무진한 선생의 즐거움과 무진한 

정자의 경치가 모였으니 정자의 이름은 선생의 이름과 더불어 무진할 것이 분명하다.2)」

과연 함주지에 나오는 삼수정이나 부존정 등 다른 정자는 모두 자취가 없지만 무진정은 아

직도 옛날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주세붕 선생의 혜안 또한 대단한 것이다.

옛 전통을 그대로 살린 함안낙화놀이

조선 초기의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무진정에는 후손들이 남쪽 들판에서 흘러 북쪽으로 

돌아나가는 늪(沼)의 물길을 돌려 만든 3,000여 ㎡의 아담한 연못이 있다. 연못 안에 세 개

의 섬을 쌓고 그 안에 영송루를 짓고 구름다리를 놓아 운치를 더하는데 옛날부터 심은 아

름드리 고목이 시원한 바람에 아름다운 경치를 더해준다. 이 연못에는 해마다 사월초파일

이면 낙화놀이가 벌어지는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이 함안낙화놀이도 

무진정의 명성을 더해준다. 액운을 태워 없애고 한 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낙화놀이는 조상

의 지혜가 얼마나 슬기롭고 선조의 놀이가 얼마나 품격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전통문화이

다. 연못 주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불에 붙은 숯가루가 바람에 날리고 연못에 비치는 장

관을 구경한다.

이 낙화놀이의 생명은 숯가루인데, 음력 3월 중순에 물오른 참나무를 통째로 자른 뒤 흙구

덩이에 넣고 일주일 동안 불을 때서 숯을 만든다. 이 숯을 가루가 되도록 곱게 간 후 광목

을 넣고, 한지에 말아서 두께 1.5㎝, 길이 15㎝의 실을 만든다. 실은 두 가닥을 꼬아서 타래

를 만든 후 이천 개나 되는 타래를 연못에 매달고 불을 붙이면 숯가루가 거꾸로 타오르면

2) 함안문화원, 1986, 『咸安樓亭錄』, pp. 1032~1034.



서 떨어지는 불꽃이 연못을 가득 채우는 장관을 연출한다. 2시간 이상 진행되는 낙화는 때

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우수수 떨어지다 바람이 불면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하는데 무수한 

숯가루가 반딧불이보다 더 영롱한 빛을 내면서 평생 잊지 못할 명장면을 만든다.

2012년 KBS〈한국재발견〉의 ‘청풍이 머무는 선비의 고장, 함안군’편과 EBS〈한국기행〉의 

‘아라가야 불꽃을 피우다’편에 낙화놀이가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

다. 이것은 화약불꽃놀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전통이 그대로 녹아 있는 놀이로 

가치가 상당히 높다. 1889년부터 1893년까지 함안군수를 지낸 오횡묵 군수가 일기체로 기

록한 『함안총쇄록』에 사월초파일 낙화놀이를 구경한 기록이 있고, 또 오 군수가 직접 시를 

지은 것도 남아 있다.

무진정에서 펼쳐지는 함안 낙화놀이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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