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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송시열의 나라였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는 송시열 유적이 남아 있다. 송시열이 태어난 곳은 충북 옥천군이지

만 그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바로 괴산군 청천면이다. 이곳에는 화양서원

터와 만동묘 터가 남아 있다. 

송시열은 조선후기 정치계와 사상계를 호령했던 인물이다. 조광조와 더불어 조선을 유교

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었으며 조선을 송시열의 나라라고 연상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그

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조선사회는 그가 양성하고 그의 사상을 계승한 후진들에 의해 움

직이는 나라가 되었다. 

송시열은 1607년에 태어났다. 어머니 곽 씨는 명월주를 삼키는 태몽을 꾸었고 아버지는

공자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송시열은 어린 시절 아버

지로부터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다.

“주자는 훗날의 공자다. 율곡은 훗날의 주자다.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율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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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야 한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송시열은 학문적으로 율곡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는 1633년(인조 11)

생원시(生員試)에 장원급제하여 최명길의 천거로 경릉참봉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1635

년 봉림대군(鳳林大君, 훗날 효종)의 사부가 되었다. 이듬해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扈

從)하여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고, 1637년 화의가 성립되자 낙향해 버렸다. 

“어떻게 오랑캐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에게 명분을 버리고 화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벼슬에 뜻

을 잃었다. 그러나 송시열의 제자였던 봉림대군은 즉위하자, 사부였던 인연으로 송시열을

불러들어 곁에 두고자 했다. 송시열은 벼슬을 거듭 사양하다가 뒤늦게 벼슬길에 다시 나

섰다. 효종(봉림대군)과 송시열은 북벌에 대한 뜻을 같이 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어야 합니다.”

효종은 북벌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송시열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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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벌이야말로 국가 대의입니다. 청에 대한 치욕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효종이 급서하는 바람에 송시열은 북벌에 대한 꿈을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효종

의 스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던 송시열이었지만 효종의 죽음으로 인해 입지가 달라졌

다. 북벌정책도 바로 중지되었다. 실망한 송시열은 다시 벼슬을 버리고 화양동으로 은거

해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산수를 즐기며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에 주력했다. 그 후 다시

우의정에 올랐다가 사직하였고 유배를 갔다가 석방되기도 하는 시련을 거치다가 결국 정

계에서 은퇴하여 다시 화양동에 은거하였다. 

또한 83세 되었을 때 숙종이 궁녀였던 장씨(장희빈)가 낳은 아들(훗날 경종)에게 원자의

호칭을 주려하자 이를 반대하다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국문을 받으러 서울로 압

송되던 중 숙종이 희빈 장씨를 총애하여 이미 중전을 폐하고 이를 반대하는 인물들이 죽음

을 당한 사실을 듣고는 침통해 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송시열은 사약을 내리려 제주

로 가던 금부도사 행렬과 정읍에서 마주쳤다. 아들 송기태가 말했다. 

“국가에서 형벌을 쓸 때 현일(弦日)을 꺼리니,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이미 죽음에 대한 각오가 섰기에 미루지 않았다. 

“내가 병이 심하여 잠시를 기다릴 수 없으니, 어명을 받는 것을 늦출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대쪽 같은 모습을 잃지 않던 송시열은 자진하여 사약 두 사발을 마시고 파란

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83세였다. 

괴산 송시열 유적은 1999년 12월 29일 사적 제417호로 지정되었다. 이 유적은 송시열이

만년에 은거하였던 화양동계곡에 있는 화양서원(華陽書院)과 만동묘(萬東廟)를 비롯하

여 화양계곡의 암벽들에 새겨진 애각유적들, 그리고 선생의 묘소를 하나의 사적으로 묶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송시열이 은거하던 화양계곡에 서원을 세우다

청천면 화양동 계곡의 수많은 유적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화양서원

이다. 화양서원은 송시열이 은거하던 장소에 세운 서원으로 1695년(숙종 21)에 노론의 영

수 송시열을 제향하기 위하여 그의 문인인 권상하·정호 등의 노론계 관료와 유생들이 힘을

합쳐 세웠다. 이곳에 서원을 세우게 된 것은 송시열이 병자호란 이후 은거하면서 학문을 연

마하고 후진을 양성하였던 곳이기 때문이다. 화양서원은 전국에 걸쳐 44개소에 이르는 송

시열 제향 서원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 되었다. 사액은 1696년(숙종 22) 9월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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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화양서원의 창건과 그 내력을 적은 묘정비는 비신의 높이 210㎝, 너비 75㎝, 두께 47㎝이

며 충청북도 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되었다. 이 묘정비는 1716년(숙종 42)에 건립된 것으

로, 송시열을 추모하는 뜻에서 서원을 건립하게 된 내력과 어필 사액을 받기까지의 사실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비는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철폐령에 따라 건물이 헐

리게 되면서 비 또한 매몰되었다가 광복 후 찾아 다시 세운 것이다. 

비문은 윤봉구가 지었고, 글씨는 당(唐) 안진경의 글씨를 모아 새겼으며 두전 역시 옥저전

(玉箸篆)을 모아 새겼다. 모각(摹刻) 상태가 좋지는 않다.

만동묘

만동묘는 화양서원 서편에 서원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사지내기 위해, 1704년(숙종 30)에 지

은 사당이다. 인조 때 송시열이 명나라 의종의 친필인 ‘비례부동(非禮不動)’이라는 글 한

폭을 받고서 이 글을 화양동 석벽에 새겨 놓고 석벽 위에 공부하는 사당을 지었는데, 송시

열이 죽을 때 그의 제자 권상하에게 이곳에 묘우(廟宇)를 지어 신종과 의종을 제사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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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당부하여 권상하가 유림을 동원하여 지은 것이다. 

조선시대 때 만동묘에서는 봄가을로 제사를 올렸는데 예조판서가 제관이 되고 8도 감사

와 충청도 수령들이 모여 제를 올렸다. 그 규모는 더할 수 없이 어마어마해서 지방 수령 정

도는 감히 들어가기조차 힘들었다. 정문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들

어가라는 임금의 명령이고 보니 화양동 일대에 만동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그러나 만동묘는 노론의 소굴이 되어 상소와 비판을 일삼았고,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 양

민을 토색하는 등 민폐가 심하여,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헐어버리고 신주와 편액

등은 서울에 있는 대보단의 경봉각으로 옮겼다. 그 후 대원군이 실각한 후 1874년(고종

11) 다시 세웠으나 일제 강점기에도 유생들이 모여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므로 총독

부가 강제로 철거하였다. 

만동묘가 철거된 후 그 터에는 묘정비만 남아 오다가 일제강점기 때 땅속에 묻혀버린 것을

발견하여 다시 세웠다. 묘정비는 일제가 고의로 자획을 정으로 쪼아 훼손하여 판독이 어렵

다. 건립 당시 정면 1칸, 측면 1칸의 비각이 있었으나 파괴되었다. 

만동묘는 1983년에 발굴조사를 마친 후, 사당과 삼문, 비각, 담장 등의 중요한 건물은 복

원이 완료되었고, 기타 부속건물도 일부 복원하여 어느 정도 원형을 회복하였다. 만동묘

묘정비는 1978년 10월 27일 충청북도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었다. 

묘소와 신도비 

송시열 유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천리에 있는 묘소와 신도비이다. 신도비는 1779년

(정조 3)에 어제(御製)로 세웠으며,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의 보호각 안에 있다. 묘소는 신

도비로부터 위로 200m 지점의

산 중턱에 있는데, 본래는 수원

에 있던 것을 1697년(숙종 23)

에 지금 위치로 옮겨 이장한 것

이다. 묘역은 약 300평으로 상

석·문관석·무관석·망주석 등이

있고, 묘비 2기가 있는데 하나

는 1736년(영조 12)에 세웠으

며 다른 하나는 1804년(순조 송시열 묘소와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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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세웠다. 1979년 묘소 진입로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 보수·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한

편 신도비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고 하는 속설이 전하고 있다. 

암서재

암서재는 화양구곡 제4곡 금사담(金沙潭) 물가의 큰 반석가에 있는 서재로, 송시열이 정

계에서 은퇴한 후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화양구곡은 청천에서 약 8km

지점에 있는 화양리 박대천(博大川)의 지류인 화양천을 따라 펼쳐진 명승지이다. 이 계곡

의 바위 사이에는 노송이 울창하고 밑으로는 맑은 물이 감돌며 층암절벽이 즐비하여 경치

가 매우 좋다. 암서재는 대지 약 65㎡ 정도에 목조기와로 2칸은 방이고 1칸은 마루로 되

어 있는데, 방 안에는 현판 5점이 걸려 있다. 앞에는 암반 사이에 일각문이 세워져 있다. 일

제강점기 말기에 후손들이 수

리하였고, 1970년에 보수하

여 지금에 이른다. 암서재기

(岩棲齋記)에 따르면 1666년

(현종 7) 8월 암서재를 짓고

송시열이 이곳에 거주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암서재기의 글

씨는 문인 권상하가 쓴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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