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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풍류를 아는 시인묵객들이 찾던 그곳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 제천시에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청풍호(충주호)

가 있는데 바로 청풍호 연안에 ‘한벽루’라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다. 한벽루에서는 충주호

가 한눈에 보인다. 

한벽루는 고려 말 충숙왕 때인 1317년에 청풍현 출신의 승려 청공(淸恭)이 왕의 스승이 됨

으로써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다. 이때 청풍의 지위도 올라가 현(縣)에서 군

(郡)으로 승격됐다. 『고려사 지리지 충주목 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본래 고구려의 사숙이현(沙熟伊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내제군(柰提

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현종 9년에 내속하였으며 뒤에 감무를 두었다. 충숙왕 4년

에 현의 승려 청공(淸恭)이 왕사가 됨으로 인하여 올려 지군사(知郡事)로 삼았다. 월악

(月嶽)이 있고 풍혈이 있다.”

그 후 조선시대 18대 임금인 현종 때에 와서 다시 한 번 청풍의 행정 지위가  ‘군’에서 ‘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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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종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현종의 왕비이면서 숙종의 어머니가 되는 명성왕후 김

씨의 고향이 바로 청풍이었기 때문이다. 청풍도호부는 1895년까지 유지됐다. 

본래 한벽루는 그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서 조선의 시인 묵객들은 모두 한벽루를 즐겨 찾았

다. 조선후기 북인의 영수였던 이산해는 청풍의 한벽루에 대해 “아름다운 경치는 호서 제일

(形勝湖西第一洲)”이라고 표현했다. 

한벽루를 시의 제목이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삼은 인물은 김창협인데 무려 열한 번에 달하

고 있다. 그의 시 대부분은 그가 청풍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자연에 몰입

돼 있는 그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 

“밤안개 자욱한 금병산 보소 그림자 깊은 강 빠져 들어가 

흐르는 물결 함께 가지 않으니 도사의 속마음과 흡사하여라 

초라한 복건 하나 머리에 쓰고 사방을 둘러보며 누굴 찾는지 

구름 가의 밝은 달 저게 내 촛불, 바람결 물소리는 나의 거문고” 

『농압집 제3권』

한벽루의 터줏대감은 아무래도 노론계 권상하와 그의 친조카 권섭일 것이다. 권상하는 스

청풍 한벽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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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우암이 예송논쟁 때 유배당하는 것을 보고 청풍으로 낙향, 일체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청풍에 머물면서 한벽루 일대의 가을

풍광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한 피리 소리 들리는 빈 강의 밤 千山에 낙엽지는 가을이라 

외로운 배 어디서 온 나그네 흰 마름 모래톱에서 밧줄을 매네”

호서 제일의 누각이라는 말을 들었던 한벽루는 당연히 그림의 주요 소재가 됐다. 한벽루

를 진경산수식으로 그린 화가로는 겸재 정선, 윤제홍, 이방운 등이 있다. 이중 청풍부사를

지내기도 했던 윤제홍은 다음과 같은 시문을 그림 속에 남겼다. 

“내가 사계절을 한벽루에서 보냈지만, 그 경치의 만 분의 일도 그려내지 못했다. 진경을 그

린다는 것이 이다지도 어렵단 말인가.”

또한 이방운은 문인화가는 아니었지만 당시 청풍부사 안숙의 부탁을 받고 ‘금병산도’를 그

한벽루가 그려진 이방운의 금병산도



린 바 있다. 

“객관 동쪽에 있고 큰 강을 굽어보고 있다.”(在客館東俯臨大江)라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한벽루는 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시인 묵객들을 바라보면서 오

늘에 이르고 있다. 

비움으로써 경치를 불러들이는 누각

한벽루의 아름다움은 ‘비움의 건축’에서 나온다. 우리 선조들은 취경(取景) 즉, 경치를 불

러들이기 위해 누정(樓亭)에 벽과 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마음을 비워야 선행을 쌓을

수 있다.’는 불교 선 사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조선 초기 문신 손순효는 『물재집』에 다

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누각은 비어 있어야 주변의 많은 경치를 불러들일 수 있고, 마음도 비어 있어야 여러 사

물을 포용할 수 있다 (樓虛則能納萬景 心虛則能容衆物).”

우리나라의 정자 역시 누각처럼 문이나 창이 없다.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는 서로 비슷하여 혼동되는 면이 있으나 한자가 둘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누각과 정자는 다르면서 같은 점이 있다. 누각 할 때의 ‘다락

樓’ 자는 마치 이층집 모습을 하고 있다. 바로 누각은 1층은 기둥만 세우고 2층에 마루를

깐 건축물로, 과거 관아에서 부속 건물로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정자는 규모가

누각보다 작으면서 1층으로만 지어졌다. 선비 개인의 피서나 음풍농월 장소로 주로 이용

됐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누각과 정자이지만 모두 문이나 벽이 없다. 

제천 청풍의 한벽루가 그러한 선조들의 취경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벽루는 건축학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누각 본채에 작은 누각이 덧대어 있는 고건

축을 ‘익랑(翼廊) 누각’이라고 하는데, 청풍

한벽루는 남원 광한루, 밀양 영남루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익랑누각’에 해당한다. 

한벽루의 건물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4칸으

로, 덤벙주초(柱礎)와 엔타시스 기둥이 눈에

띄고 있다. 덤벙주초는 기둥을 받치는 주춧 한벽루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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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된 유적(물) 청풍 한벽루

간접 관련된 유적(물) 청풍문화재단지, 금병산도

돌을 다듬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엔타시스는 이른바 배흘림 기법

으로, 기둥 중간 부분이 배(腹)처럼 부른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지승’이라는 지도에 보면

지붕이 3개이다. 

또한 한벽루 본루의 경우 기둥과 지붕을 연결하는 부분인 익공(翼工)이 이중으로 돼 있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익공은 기둥과 지붕을 연결하는 부분의 결구를 말한다. 전문

가들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장식성이 강조된다.’고

밝히고 있다.

누각에는 우암 송시열, 곡운 김수증의 편액과 추사 김정희가 ‘淸風寒碧樓’라 명(銘)한 액

자가 걸려 있다. 송시열, 김정희 외에 하륜, 정인지, 이황, 김창협 등 조선시대 문인 상당수

가 한벽루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고려 말에 지어진 한벽루는 조선시대 들어서 태조, 인조, 고종 등 세 차례 중수됐다. 그 후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주변 지역이 수몰됨에 따라 본래 있던 청풍면 읍내리에서 지금의 청

풍문화재단지 내로 이전되었다. 

청풍문화재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