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8일 화요일제20558호�� 기획

화순군한천면 모산리에위치한죽수서원은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

기 위해 1570년에 지역 유림들의 발의로 창건

되었고 같은 해에 죽수(竹樹)라는 사액을 받

았다 1630년에는 사계 김장생의 건의로 양팽

손 선생의 위패를 추가 배향하였다 죽수서원

은이렇게선현배향과지방교육의일익을담당

하여 오다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훼철되었다

그후 100여년이지난 1971년제주양씨후손

들이도곡면월곡리에복원하였다가 1983년다

시 한양조씨 문중에서 현재 위치로 이설한 것

이다

학포 양팽손(梁彭孫)은 능성(綾城능주)에

서 부친 양이하(梁以河)와 모친 해주 최씨(海

州 崔氏) 사이에 태어났으며 자는 대춘(大春)

시호는 혜강(慧江)이다 13세 때 지지당 송흠

(宋欽)에게 수학하였으며 송순(宋純)나세찬

(羅世贊) 등과 동문으로서 학문을 연마하였

다

1510년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생원시에 합

격하고 1516년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했으

며 현량과(賢良科)에도 발탁되었다 이후 사간

원 정언(正言)이조전랑홍문관 수찬(修撰)과

교리(校理) 등의주요관직을역임했으며 호당

(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정언으로 재직할 때 수원부사를 지낸 이성언

(李誠言)을 탄핵한 일로 인하여 대신들의 의계

(議啓)로써직책이변동되었지만 조광조김정

등신진사류들로부터는언론을지켜낸강직한

인물로평가받았다

1519년 10월과도하게책봉된중종반정공훈

자의 공적박탈 조치인 위훈삭제(僞勳削除)로

촉발된급진개혁파조광조일파에대한훈구파

의 대규모 반격사태인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김정등을위해상소의주도자(疏頭)로

서나섰다

기묘사화는기득권침탈에대한훈구파의위

기의식과개혁파의급진적도학정치실현에따

른조정의반감이복합된결과로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삭탈관직된 후 1519년 향

리인능주로낙향하여중조산기슭의쌍봉리에

작은집을짓고 학포당(學圃堂)이라이름하고

독서로 소일하였다 이 무렵 친교를 맺은 인물

들은 기준(奇遵)최산두(崔山斗) 등의 기묘명

현들이었다

특히 능주로 유배되어 사약을 받기까지 달

포동안 조광조와는 매일 경론을 하였고 그의

사후에는양산보와함께시신을수습하여쌍봉

사골짜기에후히장례를치러주었다

1539년에 다시 관직을제수받았으나사양하

고 나아가지 않다가 1544년 김안로(金安老)의

사후에 용담현령(龍潭縣令)에 잠시 부임했다

사임하고이듬해별세하였다

그림에도 일가견을 가진 선생은 안견(安堅)

의 산수화풍을 계승하였으며 호남 남화의 전

통을 개척해낸 선구자로 지칭되고 있다 저술

로는 학포유집 2책이 있으며 회화작품으로

산수도 1점이전해진다

학포공의 3남인송천양응정(梁應鼎)은 성균

관대사성을지냈으며말년에처향(妻鄕)인 광

산구 박뫼마을에 정착하여 아들 양산숙 등쟁

쟁한의병장을배출하는의향의터전을일구는

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학예실장

소쇄원은 음양의 원리로 구성되어 우주자연인간을 하나로

아우른정원이다 오늘날에는자연유산역사유산문화유산이어

우러져최고의힐링체험을할수있는대한민국최고의민간정원

이라고할수있다

소쇄원은 옛부터 식영정환벽당과 함께 일동삼승경(一洞三勝

景)의하나를이루어왔다 소쇄원은자연을그대로살려지으면서

도 우주자연인간이 어우러진 예도문화를 담아내고 드러낸 전

통유산이다 소쇄원 제월당 광풍각이름그자체가한편의시인

별서정원이다 소쇄(瀟灑)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제월(霽月)

은 비갠하늘의상쾌한달이란뜻을 광풍(光風)은 비갠뒤해

가뜨며부는청량한바람이란뜻을담고있다

소쇄원은 양산보양자징(양산보 아들)양천운(양산보 손자) 3

대에걸쳐조성되었다 정유재란으로소실되어이후복원중수하

였으며 현재까지 15대에걸쳐후손들이보존관리하고있다

소쇄원은내원과외원으로공간구성을하고있다내원은광풍

각 제월당 담장 고암정사와부훤당터를포함하고있으며외원

은후간장 오곡문 오암 오암정 지석리 자축총바리봉황금정

창암동을포함하고있다 소쇄원의계곡물은북쪽산사면에서흘

러내려담장밑을지나소쇄원의중심을관통해흘러간다소쇄원

의주요 조경수목에는대나무 매화 동백 오동 배롱 산사나무

측백 지차살구산수유황매화등이있으며초본류에는석창포

창포 맥운동 꽃무릇 국화 등이 있다 건축물로는 제월당 광풍

각이 대표적이다 조경물에는 너럭바위 우물 탑암 2개의 연못

외에도기다란담장 담장밑의계곡물통과석축등이있다

소쇄원을 음양론적으로 연구한 논문 스토리텔링을 위한 소쇄

원의음양론적해석에관한연구(조인철 2013)에따르면 소쇄원

은다음몇가지음양론적세계라고하겠다

소쇄원은 드러남과 가림의 측면에서 주변의 여러 원림들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애양단(愛陽壇)과 광풍

각(光風閣)은소쇄원의이러한음의성격을보완하여음양의조화

를이루게하는요소이다 소쇄원의동선은반시계방향으로순환

하게되어있으며 동선상의다양한음양변화는관람객에게감동

을 주는 요소이다 광풍각은 찾아오는 선비를 위한 공간이며 제

월당(霽月堂)은 주인을위한공간이다 당호(堂號)의 관점에서보

면광풍각은양이고 제월당은음이다 광풍각 제월당의관계외

에도 소지(小池)는 맑은 물로 채워짐으로 양 연지(蓮池)는 탁한

물로채워짐으로음이된다

소쇄원은예부터음양론적으로하나로아우르고있는데다가오

늘날에는 소쇄원과 탐방객의 관계를 각양각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를갖고있기에탐방객들이소쇄원에대한느낌을각기달리

할수있고동일한탐방객이라도이전의느낌과다른느낌을가질

수있다 그렇기에탐방객들은이러한음양론적문화유산세계인

소쇄원을많이찾게된다

소쇄원은이같이변화무쌍한자연의세계만있는게아니다 변

하지않는양산보의지조 선비의예도세계가함께하고있다 양

산보의 지조라는 예도가 음(陰)이라면 변화무쌍한 자연 속의 소

쇄원은 양(陽)이다 각각 음양의 세계이지만 하나로 어우러져 나

아가고있기에상생의세계다 양산보를비롯하여많은선비들이

지조(志操)와호연지기예도를끝까지지키는반면에그를둘러싸

고있던소쇄원의자연은변화무쌍한자기변신의모양을보여주

고있지만이러한음양은하나로어우러져나아가고있는데서소

쇄원은상생의세계라고하겠다

소쇄원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상생의 세계이었기에 나아

가 자연에 대한 외경 선비의 예도로 나아가는 세계였다 소쇄원

은 물소리바람소리새소리를 벗 삼아 호연지기를 기르고 예

의효충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예도를 연마하는 세계이기도 하

였다

소쇄원은자연에대한외경 선비의예도로향한세계이었기에

호남사림문화의구심점으로나아갔다 제월당 광풍각에걸려있

는김인후의소쇄원사십팔영등많은편액들은소쇄원이선비교

유의 구심점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소쇄원은 송순 김인후 김윤

제 고경명안영 이후백등수많은명현들과양산보가교유한선

비문화공간이었다

이같이소쇄원은예부터의음양론적세계 상생의세계예도연

마세계 선비교유의세계등자연역사문화원형을그대로간직

하고있어오늘날스토리텔링이아주풍부한대한민국최고의민

간정원이라고하겠다

그렇기에소쇄원은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참가한외국인선

수들이감탄사를연발하면서체험힐링최고의명소로꼽았다 이

들은 푸르름이 감싸돌며 물소리가 휘감아도는 자연 속의 소쇄원

에서 가야금과 대금의 환상적인 연주감상을 들으면서 최고의 힐

링체험이라고감탄사를연발하였다 차문화예법 차향기느끼기

같은 차문화 체험향유코스를 함께 하면서 선수들은 지극히 한국

적인소쇄원의매력에빨려들어가지않을수없었다

남도 전통유산에 대한 과거 재발견 현재 재구성 미래 재창조

는전통유산을전통유산답게하는지름길이자전통유산의세계화

를 통한 문화입국의 원동력이다 소쇄원의 자연역사문화 유산

에대한과거재발견은미완성상태에머무르고있으며그렇기에

현재재구성이나미래재창조는요원하다 소쇄원엿보기가소쇄

원재발견 재구성 재창조를위한불쏘시개가될수있다면좋겠

다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8월1일자 18면 신호남지제6부 ④한국의 전통종교

는불교아닌무교다는 필자가잘못기재됐습니다 필자를조성

제무천문화연구소소장으로바로잡습니다

조성식 한국학진흥원설립추진위기획협력처장

우주자연인간상생의정원예도문화의진수

우리나라최고의원림(園林) 소쇄원은음양의원리로구성돼우주자연인간을하나로아우른민간정원이다 또 오늘날에는자연유

산역사유산문화유산이어우러진힐링체험공간이기도하다 광주일보자료사진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제7부전통 정원과 건축

소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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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포양팽손과죽수서원

김형주

광주문화도시협前사무처장現집행위원

사드철회 성지수호 원불교대책위 광주전남

교구집행위원장

최고의힐링체험공간한국대표민간정원

양산보양자징양천운 3대에걸쳐조성

정유재란때소실복원후후손들보존중

광풍각제월당담장등내원

후간장오곡문오암 등외원

변화무쌍음양론적요소갖춰

사람마다 볼 때마다다른느낌

양산보지조선비의예도세계는불변

호남사림문화구심점스토리텔링풍부

소쇄원안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