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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물을 건널 수 있겠는가?

우화교 신사비(羽化橋 新事碑)는 1754년(영조 20) 단양군수로 있던 이기중이라는 자가

고을 사람들을 위해 단양천에 돌다리를 축조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영춘

현감을 지낸 남유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기중이 단양군수로 부임했을 때 단양천에는 다리가 없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100년

쯤 전에는 석교가 있었다고들 했다.  

“에전의 그 다리는 위에 올라가 수풀과 산을 바라보노라면 경치가 좋아서 마치 무릉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우화교라 불렀답니다.”

“우화교라?”

“그렇습니다.”

“그후로는 계속 다리가 없었단 말인가?”

“그동안 군에서 해마다 인력을 투입하고 물자를 내서 흙과 나무를 얹어 다리 모양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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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비가 내리면 금방 무너져 헛되이 낭비만 했습니다.”

이기중은 물을 바라보았다. 예천에서 굽이굽이 흘러들어온 물이 개천이 되고 개천으로 말

미암아 소를 이루고, 또 소가 휘감아 흐르는데 개천을 따라 바위가 늘어서 있었다. 물이

툭 터졌다가 확 쏟아지듯 흐르니 물이 만드는 풍경이 가히 선경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문

제는 개천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었다. 부임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 이기중은 정사가 안

정되자 다리를 놓을 계획을 세웠다. 

“어찌하면 백성이 이 개천을 건너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고을의 물자를 동원하여서 다리를

놓으리라!”

이기중이 창고를 열어 공인(工人)을 고용하고 연석을 마련하며 도랑을 뚫어 다리를 놓기

시작하자, 군민들이 기뻐하며 장정들은 스스로 노동력을 내놓고 노인들은 곡식을 내놓았

다. 고을 남쪽의 두세 개 주현에서도 재물을 출연하고 비용을 보태 석 달이 채 못 걸려 공

사가 완성(完成)되었다. 실로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세운 다리였다. 다리에는 삼

문(三門)을 두었는데 무지개가 개천 위에 걸린 형상이고 너비는 말이 나란히 지나갈 정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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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는 옛 이름 그대로 우화교라 하라. 다리를 건너면 마치 신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

하니 이 다리는 날개깃이 달려있는 듯하구나.”

석교가 생긴 후에 백성들은 여름이나 가을에도 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선비들이 다

리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노닐며 누각 안에서 띠를 풀고 드러누워 하늘을 우러르는 모습은

선계를 연상케 했다. 

얼마 후 이기중은 다리를 세운 일을 글로 적어 남기고자 남유용에게 청하였다. 남유용은

말했다.

“십수 년 전에 내가 이곳에 와서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다리가 없었네. 그래서 이렇게 시

로 읊었지. 신선이 노닒에 구름이 아롱지고 / 신선이 아니 오매 바람만 불도다 / 내가 좇고

자 하나 다리가 없도다!”

이기중이 웃으며 화답했다. 

“신선에게도 기다림이 있는가?”

“바람을 몰아 학을 타는 것도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하하.”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남유용이 글을 짓고 그 글을 새겨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우화교

신사비로 남아 있다. 

우화교는 없고 우화교 신사비만 남아

우화교 신사비에는 다리의 사연과 함께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1753년(영조 29) 12월 3일에 다리가 완성되어 

이듬해 1754년(영조 30) 4월 의령 남유용이 쓰고 

6월 15일에 비석(碑石)을 세우다.”

우화교 신사비에는 우화교 인근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리를 설치할 때 참여하였던 사람들

과 목공, 석공, 토공 등의 이름까지 자세히 새겨져 있다. 비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단양지역의 유력한 사족(士族)이었는데 이들이 비석 건립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

며 석공 및 각공 등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특이한 경우였다. 

우화교에는 우화루가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했는데 이 정자는 다리를 건설한 단양군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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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의 아들 이윤영이 건립한 것이다. 이윤영은 일찍이 벼슬을 단념하고 산수와 문묵(文

墨)으로 일생을 보낸 인물이다. 특히 아버지가 단양군수를 지낼 때 단양을 찾아 많은 시

문(詩文)을 남겼는데 자신의 호를 단릉이라고 지을 정도로 단양을 사랑하였으며 단양에

터를 잡고 살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화교는 원래 돌로 만들어진 석교였으나 훼손되었고 후일 시멘트 콘크리트로 가설하였으

나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지난 1985년 충주댐 완공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우화교와

단양천(丹陽川)도 수몰되어서, 현재는 비석만 이전하여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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