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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연당을 조성하다

1984년 12월 24일 중요민속자료 제208호로 지정된 무기연당(舞沂蓮塘)의 무너진 석축을 

다시 쌓는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환채(80세, 男) 옹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1

대조이신 국담(菊潭) 주재성(周宰成) 공께서 1717년에 판 무기연당에 털 끌 만큼이라도 잘

못된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렇게 온갖 걱정을 하면서 두 달이 지

나가고, 마침내 2012년 8월 10일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주환채 옹은 늦게까지 남은 자재

를 철거하고 연못에 물을 채워 물고기를 풀어준 다음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주환채 옹은 무기연당으로 서둘러 나갔다. 선조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연못에서 그동안의 있었던 일을 하늘에 고하고 땅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아 발 앞은 보이지 않고 왼쪽의 건물만 어슴푸레 눈에 들어왔다. 그곳

은 하환정(何換亭)이었다. 마음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이번에는 하환정중수기가 눈에 들어

왔다. ‘아- 하환이라니.’ 공의 아들인 감은재(感恩齋) 주도복(周道復)이 지은 하환정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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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삼공불환(三公不換)의 의미를 담아 하환정이라 이름 지었다고 했다. 

고대 중국 엄자릉, 즉 엄릉이라고도 부르는 엄광(嚴光)은 높은 학식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

터 후한 광무제와 함께 수학한 죽마고우였다. 광무제가 후한을 일으켜 천하를 통일할 때 

그는 은거해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광무제는 그의 학식을 아는지라 전쟁이 끝난 후 높은 

이상과 도타운 덕을 지닌 그를 곁에 두고자 여러 번 청했지만 엄광은 응하지 않았다. 그래

도 광무제가 계속 간청하자 한번은 궁궐에 들게 되었는데 문무백관이 모두 뜰 아래 엎드려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걸어 대전까지 올라가 광무제에게 “아. 문숙(文叔)이 이게 

얼마만인가?” 하면서 하대했다.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자 광무제가 오랜만에 친구와 회포

를 풀려고 하니 모두 물러가라고 한 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엄광이 

광무제의 배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고 있었다고 한다. 후에 송나라의 대복고(戴復古)가 

이를 두고 조대(釣臺)란 시를 지었는데 『강호소집(江湖小集)』이란 시집에 남아있다.

1)

엄광이 삼공의 벼슬을 준다 해도 강산에 은거하는 즐거움만 못하다고 했는데 이점은 국담  

공도 마찬가지였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공은 의병 200명을 모집해 대구로 갔

는데 관찰사 황선이 감동해 관군 3천 명을 주며 분치령을 지키게 했다. 많은 군졸이 모였는

데 쌀과 솥뚜껑이 없어 공이 사재로 솥뚜껑 400여 개를 만들고 백미 300석을 사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난이 끝나자 군사들이 마을 입구에 정충비를 세워주었다. 큰 인물임을 알

고 나중에 관찰사 황선과 암행어사 박문수가 임금님께 간청해 세 번이나 벼슬을 내렸는데

도 공은 끝내 부임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지냈으니 어찌 바꾸겠느냐는 하환(何換)을 실천

한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으로 보답하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물러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정신임을 보여준 인물이다. 

1)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2007.11.30 <낚시고사> 엄자릉 낚시터에서 전문 인용.



선비정신이 깃든 풍욕루

중국 초나라 왕족의 후예로서 춘추전국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인 굴원(屈原)은 뛰어난 학식

을 가졌으며 초나라 회왕의 좌상으로 활약했다. 제나라와 동맹해 강국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합종파였으나 연횡파인 진나라 장의와 내통한 왕자와 왕의 애첩 때문에 뜻을 이루

지 못했으며 결국 초나라는 제나라와 단교하게 된다. 이때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던 굴

원은 장의를 죽이기 위해 귀국했으나 이미 장의는 풀려났고 회왕은 진나라로 진격하다 죽

고 말았다. 뒤이어 장남 경양왕이 즉위하고 막내 자란이 재상이 되는데 자란은 아버지를 

죽게 한 장본인인 탓에 이를 비난하다가 결국 양쯔강 이남으로 추방당하고 만다.

굴원이 강남을 헤매다가 「어부사시」를 지었다. 내용을 보면 호숫가에서 시를 읊고 있는데 

어부가 나타나 ‘그대는 삼려대부의 벼슬에 있었는데 어찌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는다. 굴원

은 세상 사람이 다 혼탁한데 나 홀로 맑고, 대중이 모두 취해있는데 나 홀로 취하지 않았으

니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한다. 어부가 성인은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능란하게 세상의 추

이에 응한다며 혼탁하면 같이 혼탁하고 취했으면 같이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다. 

이에  굴원이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어서 쓰고,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떨어서 입는다(新沐者必彈冠 新浴者必振衣)’라고 하면서 흐르는 물에 몸을 던져 고기 뱃속

함안 무기연당은 주재성의 생가에 있는 조선후기의 연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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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사지낼지언정 세속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어부가 ‘창랑의 물이 맑

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

兮 可以濯吾足)’라고 하면서 웃으며 사라졌다. 풍욕의 욕은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떨어서 입는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며 풍욕은 ‘바람에 몸을 씻는다’는 것이니 한시도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의 의지와 선비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풍

욕루 앞에 연당으로 내려가는 돌로 된 계단이 있고, 이를 탁영석(濯纓石)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탁영은 갓끈을 씻는다는 것이니 연당의 물에 갓끈을 씻겠다는 것은 곧, 그 물

이 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거처가 맑다는 것은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니 이 역시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풍욕루의 지붕 아래에는 ‘敬’이라는 글자가 있다. ‘敬’은 국담공보다는 선대인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선생과 관련된 글자이다.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경렴정(景濂亭)이 있는데 거기서 죽계천을 건너 바라보면 위에 흰색으로 조각한 백운동(白

雲洞)이란 글귀가 있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敬’자가 새겨져 있다. 이 바위가 바로 ‘敬’자바

위인데 영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이 바위의 유래를 “경(敬)자는 유교의 근본정신인 경천애인

(敬天愛人)의 머리글자이며, 세조 3년(1457) 단종 복위운동 실패로 참절당한 여러 사람들

의 시신을 죽계천 백운담에 수장시킨 후로는 밤마다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므로 유

생들이 밤 출입을 꺼리자 주세붕 선생이 영혼을 달래기 위해 글자 위에 붉은 칠을 하여 제

를 드리니 그때부터 울음이 그치게 되었다.” 고 소개하고 있다.

1455년 왕위를 빼앗은 세조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많은 이들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특히 1457년 순흥부사였던 이보흠은 금성대군이 순흥으로 귀양 오자 의기투합해 영남지

방의 인사들과 함께 단종복위 운동을 펼치다가 금성대군 휘하의 노비가 밀고해 단종과 금

성대군도 사약을 받아 죽고 이보흠도 참형에 처하게 된다. 이때 순흥을 현으로 강등하고 

인근 30리의 주민을 모두 처형하라는 명이 내리면서 죽계천의 핏물이 7km나 흘러가는 정

축지변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이 수장된 곳이 바로 ‘敬’자바위가 있는 백운담이다. 1543년 

지금은 소수서원인 백운동서원을 세울 때까지도 억울한 영혼이 ‘敬’자바위를 떠돌아 민심

이 흉흉했기에 주세붕 선생이 직접 친필로 경자바위에 ‘경(敬)’자를 쓰고 글자 위에 붉은 칠

을 한 후 제사를 지내주었더니 더 이상 혼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재 선생이 거처하였고, 현재 영정이 모셔져 있는 칠원면의 무산사에도 바위에 새겨진 것

과 똑 같은 ‘敬’자 간판이 걸려있다. 그리고 풍욕루에도 같은 간판이 걸려 있다. 더욱이 경



(敬)은 주역에 나오는 「군자는 ‘敬’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義’로써 행동거지를 방정하게 해

야 한다. ‘敬’과 ‘義’가 바로서면 덕이 외롭지 않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는 구절의 바로 그 敬이다. 경의(敬義)는 주자학에서 강조되었는데 신재 선생의 뒤를 이어 

풍기군수를 지낸 퇴계 이황 선생도 죽계천에 취한대(翠寒臺)를 짓고 경의(敬義)를 강조하

면서 학문의 요체라 했다. 또한 한 손에 칼, 한 손에 책이라는 좌우명으로 임진왜란 때 의

병의 기초를 닦은 남명 조식 선생도 만년에 ‘敬’의 두 글자를 창문과 벽 사이에 크게 써두었

다고 하니 곧 선비가 마음을 닦는 요결이었던 것이다.

연못 이름의 유래

연못의 이름인 무기(舞沂)도 국담 공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 세월과 무관치 않다. 논어(論

語) 선진편(先進編)을 보면 공자가 제자와 나눈 이야기가 나온다. 공자가 어느 날 자로, 증

석[증점], 염유, 공서화의 네 제자와 함께 앉아 세상이 너희를 알아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

으냐고 물었다. 자로는 삼 년이면 제후의 나라를 기근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염유는 삼 

년이면 사방 육칠십 리의 백성을 풍족하게 할 수 있지만 예악은 군자를 기다리겠다고 하

고, 공서화는 종묘의 일과 회동이 있을 때 단과 장보를 쓰는 작은 벼슬자리에 있겠다고 했

으니 모두 조정에 나가 벼슬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증석에게 묻자 

거문고를 내려놓은 후에 답하길 늦은 봄에 봄옷이 다 지어지면 관을 쓴 사람 대여섯, 어린

아이 예닐곱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쐰(浴乎沂 風乎舞雩) 후 노래를 

읊조리다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에 공자가 감탄하고 ‘나도 곧 점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舞沂’는 무우(舞雩)와 기수(沂水)에서 따온 말이니 이는 곧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국담 공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실로 자연에 묻혀 살아가고자 한 

뜻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 「하환정중수기」」에 신재 공의 선친께서 처음 무릉

에 자리를 잡으신 후 국담공의 조고이신 주부(主簿)공께서 동쪽 오리(五里)에 무우(舞雩)와 

같은 좋은 경치가 있는 지역이 있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으니 대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

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증거이리라.

무기연당의 본래 이름은 국담(菊潭)이다. 공께서는 1728년 이인좌의 난이 끝나고 돌아와 

하환정을 짓고 연못에 돌로 된 석가산(石假山)을 쌓고 이를 양심대(養心臺)라 했다. 그리고 

연못을 국담이라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다. 이 국담을 보면 네모나게 못을 만들고 그 안의 

섬은 동그랗게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대의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 즉 하늘은 둥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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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네모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 중구에 있는 원구단은 천자가 제사지내는 단인

데 역시 하늘에 제사지내는 단은 둥글고 땅에 제사지내는 단은 네모이다. 태백산의 천제단

도 둥근 모양과 네모난 모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국담을 두고 하늘과 땅을 담았다고 하

는데 연못의 외곽 석축은 네모나고 연못 안의 석가산은 둥그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다. 그리고 양심대 아래 바위에는 백세청풍(百世淸風)을 새겼는데 오랫동안 부는 맑은 

바람은 곧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맑고 높은 선비가 지닌 절개를 상징하니 다시 한 번 선비의 

철학을 다짐한 것이라 하겠다.

연못의 건너편에는 충효사(忠孝祠)가 있다. 이인좌의 난 때 공을 세운 국담공은 1783년 충

신의 정려를 받았고, 선친의 명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영조대왕이 승하하자 3년 동안 임금이 계

시던 북쪽을 향해 곡을 하며 정성을 다한 감은재 

선생은 1859년 효자의 정려가 내려졌다. 1761년 

사림의 공론으로 무기연당의 북서쪽에 기양서원

(沂陽書院)을 세워 국담 공을 향사했으나 서원철

폐령으로 훼철되니 1971년 충효사를 세워 감은재 

선생과 함께 총 다섯 분을 향사하고 있다. 충효사 

옆에 1984년 감은재공이 복상하는 모습을 그린 

영종대왕국휼복상도(英宗大王國恤服喪圖)를 모

신 영정각을 따로 지어 뜻을 기리고 있다.

함안박물관에는 무기연당 외에도 국담공이 살던 

주씨 고가, 국담공과 감은재공의 정려가 함께 있

는 정려문 그리고 기양서원까지 그려져 있는 「하

환정도(何換亭圖)」와 「영종대왕국휼복상도」가 보

관되어 있다. 

관련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하환정(중요민속자료 제208-1호)/ 풍욕루(중요민속자료 제208-2호)/ 국담(중요민속자

료 제208-3호)

관련이야기 소스  무기연당 명칭 유래, 하환정 풍욕루 유래

함안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하환정도(何換亭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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