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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54

시대  고려시대

||||||||||||||||||||||||||||||||||||||||||||||||||||||||||||||||||||||||||||||

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피난 시 임시수도였던 청주의 취경루

청주가 교육도시임을 주장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 중에 망선루(望仙樓)라는 건물이 있다.

망선루는 고려시대 공민왕 때 과거시험의 합격자 방이 붙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 과거시

험은 홍건적의 침입을 받아 전국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고려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고 새로

운 시대를 준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이 침입해 오

자 공민왕은 수도인 개경을 두고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복주(지금의 안동)까지 내려

갔던 그는 전황이 호전되기 시작하자 상주

로 옮겨 머무르면서 환도를 준비했다. 

“지금 개경은 황폐화되었으니 임시수도를

어디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라.”망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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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개경과 가까운 수원으로 갈까 하였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적이 밀려들어올 때 수원이 가장 먼저 항복한 곳이라 사람들의 마음을 믿기 어렵사오며,

또한 바닷가여서 섬나라 왜가 침범할까 우려가 되옵니다. 이에 반해 청주는 3도의 중심 요

충지에 있어 곡식을 운반하기 쉽고 또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이므로 왕의 행차가 머무르

시기에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하겠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의견대로 3도의 요충지이자 양곡 운반이 편리한 청주에 머무르며 환도를 기

다리기로 했다. 공민왕이 머무르는 동안 청주는 임시수도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

무렵 공민왕은 청주 관아의 부속 누정인 취경루(聚景樓, 현재 망선루)에 올라 친히 과거시

험을 주관하였다. 

“생명의 땅 청주에서 오늘 33인의 인재를 발탁하니 이 또한 길운이다. 아름답다 청주여, 고

상하다 취경루여! 비록 피와 통곡소리 가득한 전란을 겪었지만 고려는 다시 일어설 것이

다. 우리의 미래가 그대들과 같은 인재들에게 달려 있다 하겠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

직 나라와 백성을 바라보는 신하들로 끝까지 충성하라!” 

왕은 합격자 명단을 취경루에 붙이도록 했다. 이날 급제자는 모두 33명으로, 이중에는 훗

날 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는 젊은 시절의 정도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왕은

1362년 8월부터 1363년 1월까지 청주에 머무르다가 2월에 드디어 환도했다. 

경치를 끌어들이는 곳에서 신선을 기다리는 곳으로

청주 망선루의 본래 이름은 취경루였다. ‘경치를 끌어 들인다’는 뜻이다. 취경루가 지금의

망선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시대 때였다. 누정 이름을 지금의 망선루로 바꾼

인물이 한명회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누각은 오랫동안 헐어 있었는데, 천순(天順) 신사년(세조 7)에 목사 이백상(李伯常)이 새

로 중수하고, 한명회(韓明澮)가 누각의 편액을 고쳐서 망선루라 하였다.”

한명회는 청주가 본관이나 여러 정황상 청주에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다. 한명회 가문은

시골(청주)서 상경해 성공한 이른바 경화벌열(京華閥閱)이다. 따라서 한명회는 한양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명회와 관향(冠鄕) 청주와의 인연은 실록 곳곳에서 발견

된다.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澮)를 청주에 보내어 제방을 쌓을 만한 곳을 살피게 하였다.”(遣

上黨府院君韓明澮于淸州, 審堤堰可築處) 『세조실록』



한명회가 누각 이름을 왜 망선루로 고쳤는지는 분명치 않다. 추측

하건대 누정을 새로 중수한 이백상이 한명회에게 새 이름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백상과 한명회는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성종실록

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올 정도다. 

“비록 선왕조에서 허통(許通)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백상 부자는 한

명회의 집에 가신(家臣)처럼 출입하였으므로, 한명회가 그 혼서(婚

書)를 가지고 입계(入啓)함으로써 즉시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

였으니…” 『성종실록』

즉 이백상의 아들이 서자의 신분으로 과거를 볼 수 없었는데, 한명

회가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손을 써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따라서

청주목사 이백상이 취경루를 중수하고 평소 친분이 깊고 또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한명회에게 누각의 새 이름을 부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더구나 한명회는 본관이 청주였다.

망선루를 노래한 한시가 1편 전해진다. 조의제문으로 유명한 김종

직이 지었다. 제목이 ‘서원의 망선루에서 김 교수효정에게 화답하여

두 수를 짓다’(西原望仙樓和金敎授孝貞二首)라는 긴 한시로, 김

종직의 시문집인 점필재집( 畢齋集)에 실려 있다. 

낭비의 명승지가 마한에 인접했는데 / 娘臂名區接馬韓

찌는 더위에 종일토록 때묻은 안장에 앉아 왔네 / 炎蒸竟日擁塵鞍

갑자기 문장을 만나니 흉금이 상쾌해지고 / 忽逢詞伯襟期爽

점차 서울이 가까워지니 마음이 넉넉해지네 / 漸近神州意緖寬

사야가 아득하니 의당 먼 데를 바라봐야겠으나 / 四野茫茫宜望遠

백 년 동안 관직 종사에 감히 편안함을 훔치리오 / 百年役役敢偸安

좋이 초나라 곡조 따라 긴 젓대를 부노니 / 好憑楚調吹長笛

머물러 한바탕 즐기는 걸 괴이케 여기지 마소 / 莫怪淹留 一歡

망선루 위에서 흥이 한창 무르녹으니 / 望仙樓上興方

흰 머리털 쇠한 낯을 어찌 부끄러워하리오 / 白髮蒼顔肯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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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망선루 내용. 

仙과 僊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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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술로 의당 하삭의 백 잔을 기울이리니 / 美酒須傾河朔百

미인은 위성곡 삼첩을 노래하지 말아다오 / 佳人莫疊渭城三

끊어진 언덕 묵은 비석은 낙타를 위문할 만하고/ 荒碑斷壟駝堪吊

밝은 달 아래 맑은 바람은 학을 탈 만도 하네 / 明月淸風鶴可

우상의 오묘한 곡조에 화답하려 하는데 / 擬和虞庠要妙曲

문득 가뭄 걱정하는 농부의 말이 시름겹구나 / 却愁憂旱野夫談

인용문 중 ‘낭비’는 청주를, ‘우상의 오묘한 곡조’는 당시 청주향교 교수(敎授)인 김효정(金

孝貞)의 시(詩)를 칭찬하여 이른 말이다. 

근현대기의 망선루는 자주 이전했다. 지금의 중앙공원 망선루는 제일교회 측이 부대 건물

로 사용하던 것을 청주시에 기증하면서 공원 안으로 이건(移建)됐다. 2000년 밀레니엄 때

의 일이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망선루

간접 관련된 유적(물)

망선루 정면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