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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길이 살아 있는

고택
종목 사적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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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

시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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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수백 년 세월을 간직한 은행나무 집 

아산시 남쪽으로 설화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산의 남서쪽 기슭에는 예안 이씨 동족마

을이, 동쪽으로는 신창 맹씨의 터전이 자리하고 있다.  

아산 맹씨 행단은 글자 그대로 ‘맹씨 집안이 사는 은행나무 집’이다. 이곳은 조선 초기 세

종 때 영의정이자, 검소와 효행으로 명성이 높은 맹사성이 살았던 집으로, 우리나라 민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사성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최영 장군의 손

자사위이다. 시와 문장에 뛰어났고 음악을 좋아하며,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알려졌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본래 맹씨 행단은 고려 말기 충절의 상징인 최영 장군이 지었다고 한

다. 최영 장군의 손녀사위가 되는 맹사성에게 물려주었으며, 이후 맹씨 일가에서 수백 년간

대를 이어 살아왔다고 한다.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의 한 명으로 유명한 맹사성은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생활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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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청렴한 그는 오직 나라에서 주는 녹미(요즘의 월급)

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지만 가난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그의

생활에는 한 점의 티도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대감이 그의 집을 찾았다. 처음 맹사성의 집을 찾은 대감은 초라한 집

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한 나라의 정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니….’ 

안으로 들어간 대감은 더욱 놀랐다. 여기저기서 빗물 새는 소리가 요란하고, 맹정승 부부

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릇 갖다 놓기 바빴다. 대감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아 말을 제대

로 잇지 못했다.

“정승께서 어찌 이처럼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 거하신단 말이오!”

지인의 그 말을 들은 맹사성은 ‘허허’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조선에는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그런 백성

들 생각을 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로서 부끄럽소. 나야 그에 비하면 호강이 아니겠소?”  

맹사성이 청렴한 생활을 하며 살던 그 집이 바로 아산 맹씨 행단으로 남아 있다. 맹씨행단

은 은행나무 때문에 붙여진 택호이다. 행단이란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공자가

아산 맹씨 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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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아래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고사를 따라 공자처럼 은행나무 아래에서 학문을

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초가삼간 속에서 꽃피운 학문

맹사성은 양촌 권근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1386년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조에서 관

직 생활을 시작했다. 조선 건국 후에도 태조에서 세종에 이르기까지 역대 임금의 신임을 얻

어 고위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그는 태종실록 편찬을 감독했고 팔도지리지를 편찬

하였으며, 예악을 정비했는데 박연을 중심으로 한 젊은 관리들은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고유의 전통음악을 버리고 중국음악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맹사성은 전통음악

과 중국음악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방향으로 음악을 정비했으며 유명한 ‘강호사시가’를 직

접 쓰기도 했다.

또한 충효 사상의 철저한 실천가였던 맹사성의 효행은 『삼강행실도』에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맹사성은 어머니의 상을 당하게 되자 물 한 모금 먹지 않았다. 7일 만에 장사를 치른 후 어

머니의 묘 옆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죽만 먹으면서 정성으로 시묘살이를 마쳤다. 어머

니 묘소 앞에 잣나무 한 그루를 심어 두었다. 그 후 봄을 맞아 자라던 잣나무를 산돼지가

물어뜯어 말라죽게 된 것을 보고 종일토록 통곡을 하였다. 그 이튿날 맹사성이 산소를 찾

아올 때 호랑이가 그 산돼지를 물어 죽였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알고 정문을 세워 그의 효행을 기렸다. 

역사의 숨결 그대로 남아

맹씨 행단에는 고택과 가묘인 세덕사, 구괴정,

은행나무 등이 있다. 

고택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H자형 맞배집이

다. 기단은 막돌허튼층쌓기의 낮은 기단으로

네모뿔대의 초석을 놓아 네모기둥[方柱]을 세

웠다. 기둥 위에는 공포( 包)를 짜 얹었는

데, 주두(柱頭)는 굽면이 비스듬하고, 첨차 마루와 안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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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遮)의 끝은 비스듬히 끊기고 밑면은 연화두형(蓮花頭形)에 가깝게 초각(草刻)하였다.

살미[山彌]는 앙서[仰舌]로 되었는데 이들의 모양은 조선시대 초기 양식을 띠고 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앞에 행랑채와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사랑채가 있었고, 지금의 건물

도 좌측이 세 칸, 우측이 한 칸 더 튀어나와 있어 지금과 같은 완전한 H자형은 아니었다. 

맹씨 행단의 우측 뒤 일각문 너머에 맹씨 집안의 가묘인 세덕사가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되

어 있다. 세상에 덕을 베푼다는 뜻의 세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이다. 맹사성

의 조부 맹유와 부친 맹희도, 그리고 맹사성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구괴정은 고택의 후원에 있는 정자 건물로, 맹사성이 황희, 허주와 더불어 후원에 괴목 9주

를 심어 ‘구괴정’이라 부르고, 그 터를 삼상평이라 불렀다는 데서 유래한다. 또 이들과 더

불어 집 마당 가에 단을 만들어 은행나무를 두 그루 심었는데, 현재 마당 가에 있는 은행

나무가 바로 그 나무라고 한다. 고택 뒤에는 맹사성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유물전시관

이 있다. 

1969년에 맹씨 행단이 사적 제109호로 지정되었으나 맹사성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

는 유물은 1990년에 전세(傳世)라는 조건을 달아 중요민속문화재 제225호로 지정되었

다. 유물은 옥적(玉笛)·백옥방인(白玉方印)·채석포도문일월연(彩石葡萄文日月硯)·수정

죽절비녀(水晶竹節비녀)·목칠도형배(木漆桃形杯) 등 5점이다. 

옥적은 배옥으로 만든 세 마디 대나무 모양의 피리이다. 일제강점기 네 토막으로 부러져

백동관으로 싸서 수리하였다. 특히 이 옥적은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가졌던 맹사성의 면모

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크기는 길이 50㎝, 직경 2.7㎝이다. 

백옥방인은 손잡이에 사자를 큼직하게 새긴 옥도장이다. 인면 중앙에 위 아래로 원 두 개

안에 백문으로 아호(雅號)인 듯한 ‘죽관(竹觀)’이라고 음각하고, 세로로 좌측에 ‘만산명월

세덕사 맹씨 행단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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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山明月)’ 우측에 ‘일단화풍(一團和風)’이

라고 양각하였다. 크기는 높이 8.2㎝, 인면

4.2×4.1㎝이다. 

채색포도문일월연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자색벼루의 일종이다. 여러 색이 섞인 자색 돌

주위에 포도덩굴, 풀숲의 개구리, 포도송이,

덩굴에 매달린 원숭이와 바위 위에 있는 원숭

이 두 마리 등을 사실적으로 양각하였다. 그리고 연면의 가운데 부분에는 달과 해를 의미

하는 원을 겹쳐 홈을 팠다. 크기는 25×15.5×2.5㎝이다.

수정죽절비녀는 부녀자가 사용하는 큰 비녀로 끝 부분은 결실되었다. 유백색 수정을 대나

무 뿌리 모양으로 깎아 수정 대롱에 꽂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23.8㎝이다. 

목칠도형배는 오래 묵은 해당화의 밑둥치로 만든 표주박으로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사용

하였다. 안팎으로 옻칠을 하였고 고리 끈을 달았던 구멍이 있다. 크기는 지름 8.8∼9.3

㎝, 높이 5.2㎝이다.

맹사성 유물(전세맹고불유물)

직접 관련된 유적(물) 아산 맹씨 행단

간접 관련된 유적(물) 맹사성 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