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젊어서 아내와 생이별한 노수신

조선 중종 대에서 선조 대까지를 살다 간 조선의 문신 노수신은 대사간, 부제학, 대사헌,

이조판서, 대제학 외에 좌·우·영의정 등 삼정승을 모두 역임하는 등 인생 경력이 무척 화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만날 때까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을 여러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다. 충북 괴산군에 있는

수월정 또한 그가 유배생활을 할 때

기거하던 곳이다.  

노수신의 첫 번째 시련은 을사사화

(乙巳士禍) 때 찾아왔다. 노수신은

인종 즉위 초에 대윤(大尹)의 편에

서서 소윤 이기 일파를 탄핵하여 파

직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명종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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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노수신 적소와 연하구곡 중 9곡



위와 함께 소윤(小尹) 윤원형이 을사사화를 일으키면서 정국이 반전되는 바람에 노수신은

이조좌랑의 직위에서 파직되어 충주로 낙향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충주 낙향으로

끝나지 않았다. 을사사화가 원인이 돼 결국 전남 순천으로 유배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른

바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죄가 가중되어 다시

고도(孤島)인 진도로 이배되어 19년간 섬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당시의 심정에 대해

노수신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이 섬에 들어온 뒤로 몇 번이나 이 글을 썼던가 

한 장 글을 쓸 때마다 온 넋 끊어지니 남은 넋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제 이미 십오 년을 지나니 편지를 써본들 어찌 할 건가 

생각건대 부모님 이 글 받으시면 읽으시고 또 옷깃 적실 것이라 

옷깃 적시실 날 언제 그치려나 하늘이 나를 버리기 바라노라”  - 『소재집』 권4

유배생활 15년이 지나도록 그는 고향 생각, 울분, 원망 등의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했다.

생이별한 부인 이 씨 또한 외롭고 가슴 아프기는 마찬가지여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머리 얹고 부부가 되었건마는 소리 삼켜 오래도록 서로 이별하였네

다음 생은 아직 점칠 수 없고 동혈기약은 이미 지키기 어렵게 됐구려 

눈물로 편지 젖어 먹이 퍼졌고 줄 삐뚤고 사연들이 어지러웁다 

편지 받고 혼자 있음 가련해 하니 따를 만한 자식 하나 없어서라네.” - 『소재집』 권1

노수신은 17세 때 스승인 이연경의 딸과 결혼하여 16년이 지나도록 아이 하나 없는 상태

에서 부인과 생이별했다. 생이별한 세월이 또한 짧지 않아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것이다. 

노수신은 유배생활 19년차인 51살 나이에 처가와 가까운 괴산 칠성면으로 이배됐다. 문

정왕후가 죽고 소윤(小尹) 윤원형이 실각하는 등 정국이 크게 변한 결과였다. 비로소 부

부는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늦게 다시 만난, 동갑내기였던 두 부부는 오래도록 함께 했다.

부인 이 씨는 유배를 마친 남편 노수신이 벼슬길에 다시 올라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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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나누며 살다가 76살 되던 해 3월에 죽었다. 노수신 또한 부인이 떠난 후 한 달도 안 된

4월에 죽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던 만큼 남은 생을 알뜰하게 함께 했고 다시 헤어지

기 두려웠는지 아내를 금세 따라가 버린 것이다. 노수신이 죽자 당시 사관은 예를 갖춰 그

를 추모했다.

유배지에서의 20년 학문 

노수신은 20여 년간의 유배생활 속에서도 독서를 하고 문장을 저술하며 학문을 연마했

다. “그의 시(詩)는 뛰어나고 기발하고 정묘하여 일가견을 이루었으므로 한 편의 문장을

지어낼 적마다 사방의 학자들이 전송(傳誦)하였다.”고 선조수정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유

배지에서 그는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의 시는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가

처음 유배생활을 시작할 무렵 충주로 낙향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해마다 십이월이 찾아오면 화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고 

형제간에 무고함을 기뻐하고 혼정신성 건강하심 경축하였지 

나라는 어지럽고 몸은 형극에 있으니 집안 소식 또 누가 전해주려나 

깊고 깊은 산속에 홀로 앉아서 빈 마음만 북쪽 향해 부모님께 드리네.” - 『소재집』 권1

수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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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신의 시는 유배생활 19년차인 51살 나이에 처가와 가까운 괴산 칠성면으로 이배된 후

에는 다소 밝아졌다. 외딴 섬이 아니라 고향에서 다소 자유롭게 유배생활을 할 수 있게 되

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은 속리산 자락에 은거하고 있던 18년 연장자인 거유 성운을 찾아

오랜만에 학문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우연히 산음의 흥이 일어 먼 길을 돌아 곡구의 여막을 찾노라 

추위가 와도 소나무는 빼어난데 섣달을 끼고 버들은 가늘게 퍼지네 

어찌 굳이 술을 싣고 물으리오 이미 십년간 책 읽는 즐거움을 알았는데.” - 『소재집』 권5

청춘을 유배지에서 모두 보낸 후에야 자유의 몸이 된 노수신은 선조가 새로 즉위한 후 다

시 등용되어 조선의 삼정승 자리를 모두 거치는 영화를 누렸다. 유배지에서 공부하고 시를

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그의 내공이 화려한 벼슬길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 괴산 산막이마을에는 노수신이 유배생활을 하던 노수신 적소, 수월정이 남아 있다. 적소

(謫所)는 귀양살이를 하는 곳을 말한다. ‘귀양살이’는 천민들이 살던 곳으로 유배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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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귀향살이’에서 유래했다. 고려시대 때는 천민

집단거주 지역인 향·소·부곡 중 ‘향’(鄕)으로 유

배를 보냈기 때문이다. ‘귀향살이’가 발음하기

좋게 ‘귀양살이’로 변한 것이다. 

노수신은 괴산 칠성면 산막이마을에서 1565

년부터 1567년까지 유배생활의 마지막 시기

를 보냈다. 그가 귀양살이를 했던 산막이마을

은 ‘죄인’이 머물러야 할 만큼 수백 년 전부터 오지로 기록되던 곳이다. 

훗날 노수신의 10대 직손인 노성도가 선조의 자취를 따라 산막이 마을을 찾았는데 마을

을 둘러싼 달천의 비경에 반해 ‘연하구곡’이라 이름 짓고 ‘신선의 별장’이라 칭했다. 노수신

의 적소인 ‘수월정’은 산막이 마을 안쪽에 남아 있다. 1950년대 괴산댐이 생기면서 수월정

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그대로 마을 위쪽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 괴산군 칠성면의 산막이 옛길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산막이 옛길은 칠성댐

건너편인 괴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칠성호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시작된다. 약

3㎞ 정도의 거리로, 옛길 끝이 칠성면 사은리의 산막이 마을이다. 마치 영월 청령포를 연상

시키는 산막이 마을은 과거에 분청사기 가마가 있고 이를 굽던 도공들은 가마 옆에 산막

을 치고 기거했던 곳이다. 산막이라는 마을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이 산막이 옛길 끝에 노수신 적소 ‘수월정’이 있다.

수월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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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된 유적(물) 노수신 적소

간접 관련된 유적(물) 연하구곡, 산막이 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