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탐욕을 삼켜버린 물길의 전설

충북 제천에 있는 의림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저수지 중 하나로 손꼽히

는 곳이다. 의림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

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옛날 의림지가 생기기 전에는 그 자리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다. 하루는 이집에 탁발(托鉢)

승이 찾아와 시주할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집주인은 탐욕스러울뿐 아니라 심술 또한 사

나웠기 때문에 시주를 할 생각이 없었다.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면 스님이 그냥 가

버리려니 하였는데 탁발승이 가지 않고 계속 목탁만 두드리자 집주인은 화가 났다. 심술

이 난 집주인은 거름 두엄에 가서 거름 한 삽을 퍼다 탁발승에게 주었다. 거름 냄새가 진동

했다. 그런데도 탁발승은 화를 내지 않고 거름을 바랑에 받아 넣고는 머리를 한번 조아리

더니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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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을 집안에서 보고 있던 이 집 며느리가 얼른 쌀독에 가서 쌀을 한 바가지 퍼서

탁발승을 뒤좇아 갔다. 

“스님, 스님. 잠깐만요!”

탁발승이 걸음을 멈추고 여자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스님, 저희 아버님의 결례를 용서하세요. 대신에 급히 제가 쌀 한 바가지를 가져왔으니 받

아 주십시오.”

스님은 그것을 받고서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목숨을 구하였소이다. 조금 있으면 천둥과 비바람이 칠 텐데, 그러

면 빨리 산속으로 피하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고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면 살 수 있소이다.”

며느리는 탁발승의 말을 기이하게 여기며 돌아왔다. 와서 보니 시아버지가 하인을 불러 놓

고 쌀독의 쌀을 축낸 범인이 누구냐며 호통을 치고 있었다.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다. 

“아버님, 스님이 하도 딱해서 제가 쌀을 퍼다 주었습니다.”

“네가 내 재물을 축내는구나.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라 할 수 있느냐?”

시아버지는  크게 노하여 며느리를 광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의림지 전경



하였다. 광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울리더니 세찬 바람과 비가 쏟아지기 시

작하였다. 며느리는 광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요란하게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치더

니 잠겼던 광문이 덜컹 열려버렸다. 그때 며느리는 탁발승의 말이 생각나 얼른 광을 빠져

나와 동북쪽 산골짜기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신없이 달리던 며느리는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남편 생각이 나서 뒤돌아보지

말라던 탁발승의 말을 잊고 집이 있는 쪽을 뒤돌아보고 말았다. 그 순간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리더니 며느리의 몸은 돌로 변해갔으며 집이 있던 자리는 푹 꺼져 버리더니

온통 물이 고이고 말았다.

물이 고인 자리가 지금의 의림지가 되었다. 또한 며느리가 변해서 된 돌은 신라시대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바위라는 연자암(燕子巖) 근처 어딘가 서 있다고 전해진다. 

농경문화의 시발지, 의림지

의림지(義林池)는 삼한시대에 축조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고구려 때 제천의 이름이 내토현

인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명 임지라고도 불리었다. 992

년(고려 성종 11)에 군현의 명칭을 개정할 때 제천을 의원현, 또는 의천이라 별칭하였다.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고 다만 구전으로 신라 진흥왕 때 우륵이 시축하였다는 일설

이 있고 그로부터 700년 뒤에 현감 박의림이 축조하였다는 설도 있으나 모두 고증할 수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 몇 차례 수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세조 때에 충청도 관찰사 정인지

가, 순흥에 귀양 와 있던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운동에 대비하여 제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면서 호서, 영남, 관동 등 3도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크게 보수하였다고 한다.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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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정 경호루



직접 관련된 유적(물) 제천 의림지와 제림

간접 관련된 유적(물) 영호루, 경호루

1914년부터 5년간에 걸쳐 3만여 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축을 하였고 1972년 대홍수로

서쪽 둑이 무너지자 이듬해에 복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호반 둘레 약 2㎞, 면적 158,677㎡, 저수량 6,611,891㎥, 수심은 8~13m의 대수원지로

289.4정보의 농지를 관개하고 있다. 이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한

국 고대의 중요한 수리시설로서 그 역사가 오래이며 수구(水口)를 옹기(甕器)로 축조하여

당시의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제천의 명승지로서 호수 둑에는 노송과 수양버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1807년(순조 7)에 세워진 영호정과 1948년에 건립된 경호루는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특히 특산물로 빙어가 있는데 산란하는 해빙기에만 볼 수 있고 회어(膾魚)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명물이다.

이곳 의림지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에 민속 행사가 진행된다.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윷놀이, 연 만들기, 지게목발걷기, 널뛰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달집태

우기 등 세시풍속 놀이와 다채로운 민속 공연이 열린다. 또한 함께 열리는 ‘전국 의림지 알

몸 마라톤대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인 의림지와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솔방

죽 일원에서 매년 개최되는데 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행사인데다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각광받고 있다. 

288

제천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 제천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