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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임을 보내고 나만 혼자 남아

원호유허비(元豪遺墟碑) 및 관란정(觀瀾亭)은 단종에게 끝까지 절개를 지킨 생육신 중

한 사람인 원호가 단종을 추모하여 단을 마련하고 아침저녁으로 망배하던 곳이다. 원호

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이곳에서 단종을 기렸다. 세월

이 흐른 후 원호의 후손과 유림들이 원호의 충의를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유허비를 세우

고 사당 관란정을 창건한 것이다.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고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다. 그것은 수양대군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그때 집현전에서 정사를 돌보던 원호는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낙향해 버렸다. 

그 후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후, 단종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

자 원호는 이번에는 영월의 서쪽편에 있는 사내평으로 숨어들었다. 원호는 청령포를 바

라볼 수 있는 사내평 언덕에 단을 쌓고 청령포를 향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단종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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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했다. 사내평은 단종이 유배된 강원도 영월과 원호가 있는 충북 제천과의 경계지역이

었다. 

원호가 절을 하고 있으면 늘 마을의 한 청상과부가 빨래를 하러 하천가에 나오곤 했는데

매일 같이 원호의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이 하루는 원호에게 물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날마다 여기 나와서 절을 하며 우시는 겁니까?”

원호가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법이다. 내가 여기에 와

서 우는 것은 나의 옛 임금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인 또한 원호의 말을 듣고 울면서 말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청상과부로 혼자 지내기가 어려워 장차 다른 사람에게 시

집을 가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공의 말씀을 들으니 비록 비천한 몸이라도 깨닫는 바

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여인은 끝내 수절하고 재가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원호는 손수 가꾼 채소며 과일 등의 음식을 빈 박통에 담고 또 풀잎에 편지를 적어 단종이

유배되어 있는 청령포 쪽으로 띄워 보내곤 했다. 

원호 유허비 및 관란정



“나뭇잎에 글을 적어 함지박에 넣었으니,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여라. 이제야 생

각하니 임이 울어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슬러 흐르도록 나도 울어 보내리라.”

단종은 물살을 따라 내려오는 원호의 박통을 건져 편지를 읽고 애절한 충의에 눈물지었다.

비록 함께 있지 못했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것이다. 

하지만 단종이 결국 유배지에서 스무 살도 안 된 나이에 억울하게 죽자 원호는 슬픔을 이

기지 못하고 묘소 곁에 여막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곡하며 3년 상을 홀로 치렀다. 3년 상

을 치른 후에는 산중으로 들어가 아무도 만나지 않았으며 세조가 사람들을 보내고 호조

참의라는 관직을 주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진사에 합격한 두

아들에게도 학문을 금지하고 벼슬길에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다.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단

종이 있던 동쪽으로 반드시 머리를 두었으며 평생 저술한 서책과 시문을 모두 태워버렸다. 

그렇게 10여 년을 보내던 원호는 1463년(세조 9) 67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울며 절하던 곳에 남아 있는 유허비와 관란정 

원호가 단종을 그리워 망배하던 곳은 지금의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지역이다. 지금

그 곳에는 1845년(헌종 11) 원호의 후손들과 유학자들이 세운 원호유허비와 관란정이 서

있다. 원호의 이야기는 원호유허비에 상세히 나와 있다. 

관란정은 원호의 충의를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서 정면 2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겹처마 양식이다. 처마를 받치기 위하여 장식하는 공포는 간결하게 짜여 있

다. 기단은 자연 암반 위에 토단으로 하였고, 주초는 정평 주초로 하였다. 

가구 형식(架構型式)은 5량가(五梁架)이고, 단청은 모로 단청으로 하였다. 

공포 형식은 주간에서는 2익공식(二翼工式)으로, 귀포에서는 3익공식(三翼工式)으로 하

였다. 좌향은 동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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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유허비각 원호 유허비 관란정



원호의 후손들과 유학자들이 그의 충의를 기리기 위하여 유허비의 좌측에 건립하였다. 이

자리는 원호가 단을 쌓고 문안을 드리던 곳으로 그의 호를 따서 관란정이라 하였다. 그 뒤

1941년에 개축하였으며 1970년과 1987년에 다시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1629년(인조 7) 사내평의 움막 터에 정자를 건립한 후 관란정이라 명

하고 현판을 사액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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