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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학동 마을에는 바보 만복이가 사는데요. 글쎄 그 동네 시내

나 웅덩이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바보한테는 꼼짝도 못해서 그 사

람이 물가에 가면 모두 그 앞으로 모여든 데요. 모여들어서 잡아

도 가만있고 또 잡아도 가만있고 만복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지 뭡니까. 올 가을에는 거기 가서 만복이하고 물가에서 하루 

종일 놀아볼까 합니다. 놀다가 나는 물고기가 되구요!  - 정현종 

시인 『바보 만복이』

 거창은 경상남도의 북서단에 위치한 군이다. 군의 북서쪽에 위

치한 삼봉산· 덕유산·남덕유산 등은 소백산지를 이룬다. 이를 경

계로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등과 접해 있다. 청정 산하에서 재배

하는 사과 포도로 유명하며 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수승대, 고풍스

런 황산마을, 백두산 천지와 생김새가 똑같은 (거창군) 가조면 등 빼

어난 명승지가 즐비한 곳이다. 

| 여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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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창군은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한 ‘제6회 그린시티’ 공모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환경분야 최고의 권위를 지닌 그린시티 제도는 자치단체의 자

발적 환경관리 역량 제고와 친환경 지방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거창군은 지역 내 마을과 연계한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으로 

생태공원, 생태습지원, 심소정생태학습장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로 

육성하고, 차별화된 청정고장으로 이미지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조용헌 칼럼니스트는 거창을 가리켜 도시인의 성정을 맑게 해

주는 반야般若와 같은 고장이라고 말한다. 탤런트 윤승원은 “화하

반일객花下半日客. 거창의 풍광과 사람(꽃)이 너무 좋아 거창에 오

면 망아忘我의 경지가 되고 만다.”고 말한다. 정현종 시인이 노래했

듯이 거창은 연못 속의 물고기와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는 웰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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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다. 한편, 거창은 교육환경이 아주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귀농인들이 거창에 둥지를 틀고 있다. 

2

 필자는 거창군 가북면 회남淮南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간 거창군

의회 군의원으로 거창군민을 위해 봉사하다가, “거창문화발전에 일

익하고 싶어” 2년 전 거창 한 모퉁이에 채널경남(방송사·신문사)을 

세웠다. 2년간 나는 거창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남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거창군의 ‘이야기꺼리’를 찾아 나섰다. 이 나그네 길에서 정

동영 전 통일부장관, 거창이 좋아 거창을 소재로 문학작품을 생산

해낸 작가들, 이른바 거창 여행 마니아들을 만났다. 나는 이 분들에

게 거창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았는가를 물었다. 또 거창전

통시장 상인, 노포老鋪  맛집 주인 등을 만나 ‘맛의 비밀’과 삶의 애

환을 전해 들었다. 이 내용들을 잘 다듬어 채널경남 개국 2주년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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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권의 책으로 펴내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내 딴에는 꽤 부

지런을 피우며 거창 저자거리를 쏘다녔다. 

 

 채널경남 개국 2주년을 맞이하여 독자님들에게 떡 한 소쿠리 돌

리는 것보다 거창 비하인드 스토리 졸저拙著를 선사하고 싶어 부랴

부랴 취재노트 속의 사연들을 끄집어내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거창시장 고봉밥, 보릿고개 시절 먹었던 국시기, 거창군 가조면 노

포 할매의 요리솜씨, 위천면 황산마을 노모의 담북장, 톱스타 최불

암이 맛본 거창 고유의 별미, 김오곤 한의사가 경탄해마지 않았던 

북상면 사모바위, 거창 산하 필부匹夫들이 생산해낸 정직한 농산물 

등을 이 책에 담았다. 

 의욕만 앞섰지 공부가 턱없이 짧은 탓에 책이 엉성하기 짝이 없

지만 독자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다소 부족한 것이 있

다 하더라도 한 시골촌부가 발로 쓴 지역 답사기라 생각하고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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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읽어주기 바란다. 

 이 책에 실린 내용에는 많은 오류도 있으리라 믿는다. 또 사계의 

권위자들이 보기에는 어설프고 단면적인 논리 전개일 수도 있을 것

이다. 앞으로 공부에 공부를 거듭, 거창의 진면목을 파헤치도록 하

겠다.  

 

癡人猶戽夜塘水 치인유호야당수.

‘어리석은 자는 지금도 밤이 되면 저수지의 물을 퍼 올린다’ 어느 

스님이, 어느 촌부가 묵묵히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선기禪機를 엿본

다는 말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창 야산에 비바람에 허물어진 비

문碑文을 발견하면 유심히 살펴, 그 비문 속에 담긴 의미를 기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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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널경남은 개국 2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더 품격 있고 알찬 ‘거

창 레저 스토리텔링 발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강호제현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란다.

2015년 10월 20일

淮南齊에서 류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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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은 옛부터 크게 일어날 밝은 곳, 매우 넓은 들, 넓은 벌판, 즉 넓고 

큰 밝은 들이란 뜻에서 거열居烈, 거타居陀, 아림娥林으로 불리어 오다가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거창居昌으로 처음 불리운 후 주변영역과 분

할, 합병되면서 여러 지명으로 부르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부

스토리텔링 거창여행이 재밌다



01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거창에 흠뻑 취해…’ 

크게 일어날 밝은 곳

 거창군은 옛부터 크게 일어날 밝은 곳, 매우 넓은 들, 넓은 벌판, 

즉 넓고 큰 밝은 들이란 뜻에서 거열居烈, 거타居陀, 아림娥林으로 불

리어 오다가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거창居昌으로 처음 불리운 

후 주변영역과 분할, 합병되면서 여러 지명으로 부르다 오늘에 이

르고 있다.

 거창군은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백산맥의 준

령을 경계로 경상북도·전라북도와 접경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유일한 고원지대인 진안고원에 연속된 산지지대의 일부이

다. 낙동강의 지류 황강 상류에 넓게 펼쳐진 거창에 처음으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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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자취가 미친 것은 신석기시대 말기로 추측된다. 최근에 이 지

역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는 강을 따라 올라온 최초의 주민들이 

남긴 유물일 것이다. 청동기시대에 와서는 인류가 이 지방 거의 전 

지역에 널리 퍼져서 각처에 선돌·고인돌 같은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에는 거타 또는 거열이라는 이름으로 문헌에 나타났

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유물과 유적을 남겼다. 그

중 대표적인 유물로는 서울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창출토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 거창읍의 거창양평동석조여래입상(보

물 제377호)·거창상동석조관음입상(보물 제378호), 위천면 상천리

의 가섭암지마애삼존불상(迦葉庵址磨崖三尊佛像, 보물 제530호), 마리

면 말흘리의 송림사지석조여래좌상, 북상면의 갈계리삼층석탑(경상

남도 유형문화재 제77호)·농산리석조여래입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36호), 가조면 수월리의 고견사석불(古見寺石佛,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63호) 등이 있다. 특히 현 거창군청은 옛 아림사지娥林寺址로 신

라시대의 석재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거창은 이러한 조상들의 문화적 영향으로 경상남도의 대표적 

교육도시로 유명하다. 현재 거창에는 2개의 대학교, 7개 고등학교, 

11개 중학교(분교 포함), 17개 초등학교 등 군의 크기에 비해 많은 

수의 학교들이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매우 높다. 그래서 인지 인근 

도시로부터 꽤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온다. 

 물론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물, 그리고 맑은 공기 등 청정 도시

로도 거창은 유명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도시라는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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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문학의 최고 도시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인문학

人文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의미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문학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잘 산다는 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거나 편한 삶만을 말하는 게 아

니라 인간다운 삶, 질 높은 삶, 창의적인 삶, 절대적인 행복과 자유 

그리고 삶과 죽음의 초월 등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창의성 없이 편하게만 산다면 편안한 동물과 다름없고, 기술적인 

면만 추구해서 경제적으로만 잘 산다면 물질은 풍부하지만 인간성

은 실종된 삭막한 삶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환경을 더 나은 쪽으로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거창이라는 사실을 지금 거창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인지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거창군이 교육문화 중심지 활성화로 매

력 있는 거창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거창군은 거창군종합사회복

지관 소강당에서 열린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선도지구)’ 

주민설명회에서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 문

화예술인 등 60여 명을 초청, 거창읍 북부에 위치한 10개 학교와 그 

주변의 경계를 허물고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

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교육 문화 

서비스 공간의 광역적 활용기회를 마련하자고 전문가들에게 설명

했다. 

 또한 인문학은 근대과학에 대해 그 목적과 가치를 인간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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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는, 인간과 인류 문화에 관한 모든 정신과학을 통칭하

는 단어다. 이런 학문이 발달하자면 주위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거

창은 험준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봉우리·고개·거수巨樹·호식

虎食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전설·민담이 많으며, 영남 우도의 학

풍과 관련된 인물전설과 야사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은 역사적으로 진한과 변한, 신라와 가야, 신라와 백제, 신라와 후백

제 사이에 위치해 지리상 군사요충지였다. 임진왜란 때에도 명나라 

군사의 주둔지였으며 의병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산성이 많이 

축조되어 이와 관련된 축성설화가 다소 전승되고 있는 등 도시 자

체가 거대한 유물과 문화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자연과 문화적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문학의 중요 도

시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영 전 장관과 삽겹살

 거창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있다.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전 통일부장관(이하 전 장관이라고 호칭). 

정 전 장관은 2014년 4월 2일 오전, 거창양민학살사건으로 억울하

게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제26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에 참석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이란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

서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사건을 말한다.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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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친 정 전장관은 오

후 1시 거창대성고등학교

로 향했다. 거창대성고등

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유

명인사 릴레이 특강에 강

사로 초빙되어, 강연 차 

이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대성고 실내체육관에서 

‘10년 후 통일’ 주제로 강

연을 했다. 

 오후 5시, 정 장관은 채

널경남 방송사(거창읍 소

재)를 방문, ‘류영수와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에 출연, 류영수 사회

자, 필자와 대담을 나눴다. 

 그는 ‘채널경남’ 대담을 통해 “거창과의 인연, 거창의 한恨, 거창

양민학살사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 신문이 지역문화발전

에 기여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등을 토로했다. 이어 정 전 장

관은 ‘채널경남’ 취재팀과 거창군 고제면에 위치한 거창귀농학교

로 향했다. 거창귀농학교는 예비 귀농인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도

와주는 농업교육센터이다. ‘채널경남’도 동행했다. 차 안에서 정 전 

장관은 거창 산하를 바라보며 연신 탄복했다. “정말 좋군요. 하늘도 

무척이나 맑고 나무도 푸르고! 저는 어릴 적에 전북 순창에서 살았

습니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유년시절은 순창에서 보냈으니 

거창사과를 사랑한다는 정동영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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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말년에는 거창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방이 온통 산, 그 산에서 

서기가 넘쳐흐르는 정말 청정한 곳 거창, 저는 정말 거창을 사랑하

고 싶군요.” 

 밤 7시, 거창 귀농학교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가 열렸다. 김향란 

거창군의원 외 거창시민단체 인물걸물(?)들이 총집합했다. 정동영 

전 장관 손에 돌미나리, 씀바귀, 상추…  한 장씩 쌓여진다. 여기에 

시골쌈장 듬뿍, 숯불 삼겹살 조금, 정 전 장관이 신원 막걸리 한 사

발 들이키고 입을 크게 벌려 쌈 삼겹살을 먹는다.

 “이 채소들 농약을 안 뿌린 것인가 봐요? 별미입니다 별미. 해발

이 높은지 으으으 춥군요.”

 대자연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으로부터 내면

의 소리가 들려온다.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귀농학교 뜨락에서는 이름 모를 무명초

가 대바늘과도 같은 기상으로 하늘로 솟구치며 자라고 있었다. 정 

전장관이 인사말을 했다. 

 “거창귀농학교 한대수 교장선생님, 불초 소생을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줘 감사합니다. 공기도 좋고 귀농학교 학생 여러분 마음도 

넉넉하고, 낙원에 온 기분입니다. 두 달 전에도 거창에 왔습니다. 오

늘 또 거창에 오고, 하하하 이러다 거창하고 정 들겠습니다, 사람들

도 참 좋고, 거창에서 살고 싶네요.” 이 말에 귀농학교 학생들이 농

을 한다. “아예, 지역구를 여기로 옮기시죠!”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

해 주시겠습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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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와 담소를 나누는 정동영 전 

장관. 정 전 장관은 현재 고향 전

북 순창에서 통일씨감자농사를 

하고 있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 합동 위령

제. 매년 4월경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 일원에서 봉행

된다.

거창군 고제면의 거창귀농학교 

실습 장면. 귀농학교, 체험, 친환

경 유기농 등 지속가능한 생명농

업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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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수  거창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정동영  거창에 제 이름과 같은 분이 계셨죠? 

류영수  별명이 불곰! 김동영 의원이 계셨죠.

(김동영 전 의원, 거창군이 배출한 정치거목이다. 통일민주당 사무총장, 통

일민주당 부총재를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 타계)   

정동영  제가 MBC 기자 시절 자주 만났습니다. 이름이 똑같아 친

하게 지냈지요. 참 화끈하시고 통이 큰 정치인이었습니다. 김영

삼 대통령이 삼국지의 ‘유비’라면 김동영 선생은 ‘장비’였지요. 또 

거창하면 생각나는 게, 거창고, 대성고, 거창여고! 거창하면 교육

도시로 명성이 자자하지요. 이렇게 거창이 멋진 교육도시가 된 

데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많아서겠지요. 

김향란(거창군의원)  거창은 슬픈 역사를 지닌 산골마을입니다. 거

창 양민 학살사건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영靈들에 대한 명예회복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고작 거창군 신원면에 추모공원을 만든 정도입

니다. 국가의 배상문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정 전장관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동영  그동안 국회에서는 제주 4·3문제 특별법 등을 다뤄왔습

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거창사건을 저지른 연대장과 대

대장을 무기징역 등에 처한 사실이 있어,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

면서도 국가는 60년 동안 배상을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네

요.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일원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7·18·19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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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내용을 담은 특별 법안을 계속 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

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끈질기게 거창사건과 관련한 법안을 물고 

늘어지는 변호사 출신 우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서울

에 올라가면 우 의원을 만나 이 문제를 전하겠습니다. 국가가 잘

못됐다고 판결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마땅히 거창양민학

살사건에는 산청과 함양지역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이 같은 목소리가 박

근혜 정부에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돕

겠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했다. 별들

이 밤하늘에서 우박처럼 지상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대단합니다, 저 별이 북두칠성이죠? 맞죠? 제가 기자생활을 오

래 한지라 얼치기풍수 정도는 됩니다. 풍수학에서는 말하죠. 만물

은 기氣의 형성이며 활기로 활동한다고요. 하늘에는 천기가 있고 

땅에는 지기, 땅 속에는 생기가 흐르죠. 제가 앉아 있는 이곳에 생

기가 철철 흐르고 있네요. 거창귀농학교 터는 정말, 명당인 것 같습

니다. 북두칠성 기氣를 100프로 받아들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니, 천

하제일길지입니다, 하하하. 오늘 거창귀농학교에 온 김에 이 학교

의 건학이념, 커리큘럼이 뭔지 제가 좀 취재하겠습니다.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김향란 군의원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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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면에서 이곳으로 오려면 대전 → 대전・진주간 고속도

로 → 무주IC → 30번 국도(무주군청방향) → 용화면 → 설천면 → 라

제통문(좌측방향) → 무풍면(우측 고제면 방향) → 삼봉산슈퍼 옆길 → 

거창귀농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거창군 고제면 용초길 26번지. 

전화 055-944-5646. 이메일 gwinong@gmail.com.

(정 전 장관이 김향란 의원 큰아들에게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물려준다)

정동영  거창귀농학교의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운영

하지요?

학교 관계자  거창귀농학교는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인 삶을 추구

하면서 농촌과 농업의 활성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지향하며 생태적 가치와 올바른 삶을 

공유하고, 주체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농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귀농인을 육성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짜여진 교육일정에 의해 

귀농교육을 하지 않고 비귀농인들이 체험하기 쉽게 수시모집을 

하여 학교를 운영합니다. 예비 귀농인들의 휴가나 연휴, 휴일에 

귀농학교에 입교하여 현장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귀농을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론 강좌를 엽니다. 작목별

로 현장 농민들이 실습과 함께 하는 전문교육과 귀농의 가치와 

생태환경에 관한 이론 강좌, 농촌현장에서 접목 시킬 수 있는 민

중한의학 강좌 외 전통문화 강좌를 합니다. 

류영수  거창귀농학교에서는 수시로 산약초 교실을 열지요?

학교 관계자  산약초의 식별과 효소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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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정동영  제가 만일 거창귀농학교에 입소한다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학교 관계자  농업과 관련된 고품격 강의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

면 농촌문화의 이해, 농민의 입장에서 본 한국농업의 현실, 선진

유기농업의 이해, 사람과 땅을 살리는 귀농, 농업의 위기와 변화

하는 농민의식, 성공하는 귀농전략 등. 그리고 분임토의 및 분임

소조활동이 이루어지며 밭 만들기, 과수농가 실습체험을 하게 됩

니다. 자세한 것은 거창귀농학교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역 농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거창군이 도

시민 귀농·귀촌지로 가장 높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07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귀농·귀촌 인구를 

조사한 결과 거창군이 1천29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함양군 1천93명, 하동

군 959명, 창녕군 94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산청군 803명, 합천군 

678명, 함안군 533명, 의령군 477명, 남해군 473명 등 순을 보였다.)

거창군 한 관계자는 “거창을 찾는 도시민은 부산과 대구, 서울·

경기지역 주민이 대부분”이라며 “거창은 주거 환경이 좋은데다 주

택과 농지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싸고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점

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거창군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해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 거창군은 최근 농업·농촌 생활 지침서인 『설렘…그리고 

감동의 시작, 거창군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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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희망자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농

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에는 귀농 

전 준비사항과 거창군 일반현황, 귀농귀촌 지원시책, 귀농귀촌 교

육, 농지·주택·금융 등 귀농 귀촌인이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정

보를 담고 있다. 문의: 거창군.

정동영  귀농학교가 위치해 있는 고제면, 지명이 참 고풍스럽고 

특이합니다?

류영수  고제면 저 너머에 경북 김천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제면

에 김천으로 가는 성초역이 있었답니다. 이 길목에 한 도승이 높

이 6미터, 길이 11미터의 큰 돌다리를 놓았답니다. 이름하여 높

은 다리, 한문으로 쓰면 높을 고高 다리 제梯, 그래서 고제라고 합

니다. 고제면은 거창군의 북쪽 끝에 자리하여 대덕산과 삼봉산으

로 뻗은 소백산맥이 전북과 경계를 이루고 대덕산에서 동남쪽으

로 내미는 가지는 경북과 경계를 이룹니다. 

정동영  특산물은?

류영수  고제면하면 사과랍니다. 거창군 고제면에 사는 하완기 

씨 사과가 알아주지요.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탑프루트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동영  탑프루트가 뭡니까? 

류영수  ‘최고 품질의 과일’이란 뜻입니다. 고제 사과가 맛있는 이

유는 해발이 높아 일교차가 큰 까닭에! 거창 고제 사과는 해발 

200~600m의 고랭지에서 재배돼 다양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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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고랭지 채소도 잘 되겠네요? 

류영수  그렇습니다. 요즘 서울 주부 사이에 절임배추가 인기잖

습니까? 절임배추의 지존이 고제면에 있습니다. 고제면 봉계리 

덕유농장주인이 그 주인공인데, 이 농장 절임배추는 백두대간 

180m 천연지하 암반수를 사용하여 제품의 신선함과 깨끗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자란 배추인지라 

맛이 아삭아삭합니다. 

정동영  허허 군침이 돕니다.  

류영수  또 고제면에는 약초도 많이 납니다. 두릅, 오미자, 더덕 

등이 잘 됩니다. 봄에 한번 내려오세요. 두릅에 초고추장, 거창 

막걸리로 풍류를 한번 즐겨 봅시다. 하하하.

정동영  좋죠. 이태백의 월하독작月下獨酌이 아니라 두릅합작合酌

을 한번 해 봅시다.

류영수  오늘 좋은 밤이었습니다. 장관님 오셨다고 별들도 총총

하군요.

(정동영 전 장관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곤 양팔을 벌리고 거창 창공의 북두

칠성 기운을 흠뻑 들여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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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2일, 고제면 봉계리에 위치한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장에서 

삼봉산권역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사과꽃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사과꽃나들이 행사는 분양농가와 고제면 주민들이 참여해 사과테마파크 

체험장에서 사과나무 이름표 달기, 사연 적기, 문자 사과 예약, 고랭지 

쑥캐기, 밀납초 만들기, 사과꽃누름 공책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

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기차기 왕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1등 참가자

에게는 사과 10kg 1박스 증정권을 시상한다.

 거창군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사과테마파크는 북쪽의 대덕산

(1290m), 서북쪽의 삼봉산(1254m)의 수려한 경치 및 신선한 공기, 고제

면 주민들의 시골인심까지 얻을 수 있는 체험장이다. 한편 거창사과테

마파크에서는 체험장 1.5ha에 1,088주의 사과나무 중 홍로300, 후지

300주를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1그루당 100,000원

이고 수확량은 30kg 이상 보장한다. 신청은 거창군 사이버농원 홈페이

지(www.farm.go.kr)에서 하면 된다.

거창군 고제면 사과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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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거창은 ‘영험바위’ 공화국

‘갈 때까지 가보자’ 김오곤 한의사의 탄성

 오승은이 쓴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된다. 

 ‘동승신주’東勝身洲에 오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바다 한 가운데 

섬에 화과산花果山이 있었다. 온갖 날짐승과 길짐승에 향기로운 풀

과 꽃, 나무숲이 우거져 일 년 내내 시들 때가 없으며 세상의 온갖 과

일 열매가 무르익는 화과산이란 이름 그대로 꽃과 과일의 천국이었

다. 이 산 꼭대기에 신기한 바윗돌 하나 서 있는데, 그 바윗돌은 천지

가 처음 열린 이래 하늘과 땅의 정기를 끊임없이 받으며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차츰 신령한 기운이 서리더니, 어느 날 바윗돌이 갈라

지면서 둥근 공처럼 생긴 돌알을 한 개 낳았다. 바위에서 튀어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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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알은 바람을 쐬더니 그 즉시 한 마리의 돌 원숭이로 변했는데, 금

빛이 번쩍거리는 두 눈, 쫑긋쫑긋하는 두 귀와 입, 코를 다 갖추고 팔

다리까지 생겨 그 자리에서 걸어 다닐 줄 알게 되었다….’

 이 책에 의하면 손오공은 바위 속에서 태어났다. 옛 사람들은 바

위 속에 혼령精靈이 있다고 믿었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 위치

한 카르나크 열석列石이 있다. 가장 작은 것이 60cm, 가장 큰 것이 

6m나 되는 2,000여 개 이상의 선돌이 3개 열로 나뉘어 약 4km에 

걸쳐 동서로 뻗어있다. 제1열을 1,099개의 선돌이 11열 1,167m의 

길이로 제2열은 1,092개의 선돌이 10열 1,120m의 길이로 제3열은 

594개의 선돌이 12열 880m의 길이로 늘어서 있다.

 고대 프랑스 사람들은 카르나크 열석을 신으로 모셨다. 여자들

은 다산多産을 기원하며 엉덩이를 드러낸 채 신비롭게 늘어서 있는 

카르낙 열석에서 미끄럼을 탔다. 또한 열석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

어 있어서 그 주위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어 열석을 신비하게 여겼다. 바위 속에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길

래 여인의 생산을 도와주고 난치병을 치료케 하는가?

 바위가 생명의 탄생과 관련되는 신앙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인

도에서도 신혼부부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거석에 기도하며 특히 

남부의 살렘 지방에서는 고인돌 속에 수태력을 가진 조상들이 머물

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불임여성들이 고인돌에 꽃이나 향을 바

친 후 돌에 몸을 대고 비빈다. 중앙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족들도 비

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멍이 나 있는 바위의 구멍 안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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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혼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는 여자가 있으면 그녀를 통해서 태

어나려고 엿보고 있다고 믿는다. 돌이 생명을 준다는 믿음은 불임

여성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형태

로 나타난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성석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선

돌에 문지르는 풍속과 돌미륵의 코를 떼어다 가루를 내어 머는 풍

석도 암석이 생명을 준다는 신앙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기를 태어

나게 해주는 바위는 선돌, 선바위, 기자암, 붙임바위. 미륵 등으로 

불린다.

 최근 힐링도서 『휴휴명당』을 펴낸 조용헌 박사에 따르면 “바위

에는 광물질이 함유돼 있고, 이 광물질은 지자기를 지상으로 분출

한다. 사람이 이런 바위에 앉아 있거나 잠을 자면 지자기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다. 인체 혈액 속의 미네랄의 주요 성분이 철분인데, 

철분으로 인해 지자기가 피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좋은 기를 받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뇌신경이 활발해지

는 이치다. 뇌세포가 활발해지면서 뇌신경의 특정 부분을 건드리면 

몸속의 병들이 치유 된다고 민간요법 연구가들은 말한다. 2014년 

여름, 채널 A 인기프로 ‘갈 때까지 가보자’ 서주현 방송작가한테서 

전화가 왔다. 

 “‘갈 때까지 가보자’ 촬영팀, 산세 수려한 거창군에서 촬영하고 

싶어요, 카르나크 열석 같은 대박바위, 거창군에 없나요?”

 “거창은 가히 바위 공화국입니다. 도처에 고인돌과 영험 가득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민중들의 메시아 미륵바위, 뭇사람 심금을 울

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가득 찬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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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곳만 강력 추천한다면?”

 “거창군 북상면에 위치한 사모바위를 추천합니다. 바위가 엄청

나게 크고 바위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전

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많은 도인들이 이 바위에서 도를 깨우쳤

으며 뭇 여인들이 이 바위에 치성을 드려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왜 바위 이름이 사모인가요?”

 “바위 생김새가 마치 벼슬어치들이 쓰는 사모같아요.”

 사모紗帽란 조선시대, 문무관文武官이 평상복에 착용하던 모자를 

말한다. 검은 사紗로 만들며, 뒤에 뿔이 2개 있다. 지금은 흔히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쓴다. 사모바위는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행기숲

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도로 옆으로 신댕산이 있는데, 신댕산 봉

우리에 위치해 있다. 두 개의 바위가 겹쳐 있는 모습이 사모처럼 생

겼다 하여 사모바위라 부르고, 모암帽巖이라고도 한다. 앞이 둥그스

름하고 뒤가 불룩 솟아 있는 사모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사모

바위에는 사모의 양쪽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 전설에 따르

면 이 바위로 인해 아들 못 낳은 여인네들이 효험을 봤다고 한다. 

이 마을 촌로의 증언이다. “그래 인자 그 이 또 거석(사모바위)을 보

면 그라고 나서 보먼 치내동네나 이, 저, 그 이웃에는 머시마가 마

이 낳다 안카나…”

 이 바위의 정기로 인하여 갈계리 은진임씨 문중에서 인품과 학

식이 출중한 인물과 벼슬아치, 효자열부가 많이 났다고 한다. 그런

데! 이를 시샘한 이웃 마을 사람들이 바위 뿔 모양 한쪽을 내리치어 

바위 뿔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 때 피 묻은 봉황새 한 쌍이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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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이 떨어진 곳에 (봉황의) 핏자국을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날라 갔

다고 한다.

 “그때 봉황새가 날아가는 그 바위가 떨어지민선, 거참 봉황새가 

그 안에서 참 쫓기민서 냉긴 핏자국이 그 참, 바위가 떨어지민선, 

불그스레하게 인자 피가 묻었더라꼬. 그런 거석이 있어서 지금까지

도 거참, 꺼무터터하여(거무티티하게) 그 피와 같은 그 형용이 있는 

참, 이런 전설을 냉기놓고 있고…”

 며칠 후 채널 A ‘갈 때까지 가보자’ 촬영팀이 사모바위를 찾았다. 

프로 진행자 한의사 김오곤 박사가 사모바위 위에서 양 팔을 하늘 

높이 쳐올리고 고함을 쳤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좋은 기가 흐르는 바위는 난생 처음 봅니

다! 온 몸 속으로 바위의 슈퍼 에너지가 쑥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촬영팀은 헬리캠(무인항공기)을 이용 사모바위를 다각도로 촬영

했다. 멀리 덕유산과 황산마을 수승대가 보인다. 김오곤 박사는 사

모바위에서 오랫동안 깊은 숨을 쉬고 있다.

 “정신을 숨에 집중하여 인연법에 따라 들숨과 날숨을 올바르게 

행하면 몸과 마음과 말도 이에 따르게 되지요. 사모바위 기운 엄청 

세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명상호흡을 하면요. 마음과 몸이 안

정되면서 몸과 마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징표가 생기게 됩니다. 거

창군수님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사모바위를 명상수련도량으로 

발전시켜 보시라고, 이 사모바위에서 기수련을 하면 백두대간의 엄

청난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창군은 가히 바위 공화국이다. 사모바위 외에도 이색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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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한 바위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위천면 수승대 거북바위 옆에 

있는 ‘제시석題詩石’에는 퇴계 이황이 쓴 오언율시가 새겨져 있다.

수승이라 새로이 이름 바꾸노니 

봄을 만난 경치는 퍽 아름답고나

머언 숲속의 꽃들이 방긋 거리고 

그늘진 골짜기에 아직도 흰 눈이 쌓여 있네

수승을 찾는 눈 미우하여 그리움만 더할 뿐일쎄 

다른 해 술 한 통 지니고서 크게 내 마음 그려볼거나.

억눌린 민중을 위하여… 미륵바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54-5. 옥계정 앞에 미륵바위가 있다. 

140여년 느티나무 아래 서 있다. 가슴에 도산 미륵불道山 彌勒佛이

라고 명문되어 있다. 미륵불에 변태로 껍질만 남은 곤충의 껍질이 

붙어져 있다. 『거창의 바위』 저자 정태준은 이 미륵바위를 다음과 

같이 품평하고 있다. 

  “이 미륵은 다른 미륵불과는 달리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발

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모두 다 들어줄 것 같은, 유난히도 큰 귀에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미륵은 억눌린 거창 민중의 고통을 모두 

해소시켜주려는 메시아처럼 거창 전역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미륵불은 인도 바라내국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석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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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가르침을 받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받은 후에 

도솔천에 올라가 지금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륵신앙은 대승불교의 종말론적 구원신앙의 대표적인 형태

로써 우리나라에서는 3국시대 이후 널리 유행했다. 민중시인 김지

하가 미륵신앙의 신봉자이다.

 그는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는 세계(용화

세계)를 염원했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지 59억 7천만년이 지나서 사

바세계에 나타나 화림원 안의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여 3회의 설

법을 통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월성계곡 가는 길에 암반을 타고 흐르는 물 흐름이 마치 눈이 흩

날리는 모습 같다 하여 분설담濆雪潭이라 부르는 명소가 나온다. 바

위 벼랑을 끼고 돌아 흐르는 물길 아래 누운 반석이 물결에 패이고 

패여 물고기 비늘 형상을 이룬다. 분설담 위쪽에는 마치 양 날개로 

병사들의 사열을 받고 있는 듯한 당당한 위풍의 장군바위가 서 있

다. 17세기 화가 진재 김윤겸金允謙의 진경산수 화첩에 그려진 경

치를 그대로 빼닮았다. 금원산 지재미골 초입에는 문바위와 보물 

530호인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이 있다. 문바위門岩는 옛 가섭사 일

주문에 해당하는 가람 수호신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일 바위로는 가

장 큰 바위로 알려져 있다. 바위 앞면에는 고려 말 불사이군不事二君

의 지조를 지켜 순절한 이원달 선생을 기려 ‘달암 이선생 순절동達

岩 李先生 殉節洞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가섭사지 뒤의 돌계단

을 오르면 바위굴이 있고 안쪽 남향 바위에 삼존불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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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부처가 두 보살을 좌우로 거느린 

모양이다. 중앙은 아미타여래, 오른쪽은 

관음보살, 왼쪽은 지장보살로 보인다. 연

꽃 수미단 대좌 위의 보존불은 넓적한 얼

굴에 삼각형의 코, 얼굴에 비해 작은 눈과 

입, 크지만 밋밋한 귀가 토속적 인상을 준

다. 좌우보살의 얼굴도 비슷한데 화려한 

옷자락은 조금은 번잡한 느낌이다. (장원

수 경향닷컴 기자 기록)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고반재에는 성

혈암각이 있다. 성혈암각이란 청동기시대 

고인돌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연

암석과 문화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표면과 측면에 인위적으로 새긴 크고 작은 구멍穴을 말한다. 내

오리 성혈암각 역시 아들을 낳게해주는(?) 괴력의 바위이다. 성혈

은 고대 암각화의 일종이다. 암각화는 바위나 큰 단에 혹은 동굴 내

부의 벽면에 사물의 형태, 기호, 성혈 등을 그리거나 새겨놓은 것을 

말하는데 고반재 성혈암각은 여성 생식기 모양의 구멍을 뚫어놓은 

성혈암각화이다. 

 성혈은 풍요와 생산을 의미하는 선사시대의 상징물이지만 조선

시대에 와서는 민간신앙으로 정착돼 득남得男의 기원처로 변모하

게 된다. 즉 칠월칠석날 자정에 부녀자들이 성혈터를 찾아 가서 일

곱 구멍에 좁쌀을 담고 치성을 드린 후 좁쌀을 한지에 싸서 치마폭

월성계곡에 있는 장군바위. 월성계곡 명

당 터에 앉아 마치 병정들의 사열을 받고 

있는 듯한 당당한 위풍으로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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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추어 가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는 민간신앙이다. 고반재의 성

혈은 직경 34㎝, 깊이는 23㎝로 10개가 뚫려 있다. 고반재의 성혈암

각은 동쪽으로 견우와 직녀성이 위치해 있고 국자모양의 6개의 별

자리는 다름 아닌 사람의 무병장수를 관장한다는 남두육성南斗六星 

자리였다. 이들 별자리와 다소 떨어져 있는 나머지 2개의 별자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채널A ‘갈 데까지 가보자’에서 김오곤 한의사가 사모바

위 기를 받고 있다. “거창군수님 이곳에 명상 아쉬람을 

세우세요! 서기瑞氣가 철철 넘쳐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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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 바람이 분다’ 촬영지 수승대 거북바위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한 남자로부터 실연을 당한 여인이 있다. 여기에

다 갑자기 찾아온 시각장애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있다. 그녀에게 참사랑

이 찾아오는데…  이상은 드라마 SBS TV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줄거리이다. 방송언

어의 마술사 노희경 극본 송혜교 조인성 주연. SBS TV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

다’를 거창 수승대 거북바위에서 촬영했다. 거창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승대 현수

교와 거북바위 앞 계곡에서 주인공 송혜교와 조인성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과감하게 열연하는 등 멋진 장면을 담아냈다.

 명승 제53호 수승대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 위치하며, 삼국시대 백제가 신라

에 보내는 사신들을 전별하던 곳으로 처음에는 수송대愁送臺라 하였으나, 1543년 정

월 퇴계 이황 선생이 거창을 지나면서 남긴 사율시에 수승이라 이른 뒤부터 수승대 

搜勝臺로 고쳐 불려오고 있다. 

 명승지에는 요수정과 구연서원(1540년), 관수루(1740년) 등이 물과 솔숲과 어울려 

빼어난 경치를 빚고 있으며, 공연무대가 들어서 해마다 열리는 ‘거창국제연극제’의 무

대가 되고 있어 4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서부경남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여
행

 정
보

조인성, 송혜교 주연의 SBS 수목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

다’의 촬영지가 된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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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조용헌이 찾은 

강선대降仙臺와 정온고택

신선들이 하강해 풍류를 즐긴 곳

조선일보 명 칼럼니스트 조용헌 교수가 거창 ‘마니아’이다. 조 교

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가 흐르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

에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강선대降仙臺라고 말했다.  

강선대는 월성계곡 첫머리에 자리한 최상의 명소이다. 넓고 하

얗게 빛나는 반석 위로 맑은 물이 흐르는 강선대는 옛날 신선이 내

려와 놀았다는 말이 전설로만 여겨지지 않을 만큼 굽이굽이 흐르

는 물길이 아름답다. ‘강선대’는 문자 그대로 신선들이 하강해 풍류

를 즐긴 곳이다. 강선대 앞 계곡에서 황점마을 앞 계곡까지 10km가 

넘는 계곡이라서 서상으로 넘어가는 37번 도로는 어디를 내려서든 

반석이 넓고 크고 작은 소가 있다. 이곳에서 신선들이 탁족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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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이다.

조용헌 교수는 강선대를 이렇게 노래한다. 

“계곡들의 풍광이 수려해서 선풍仙風이 감돈

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디서 살고 

싶소? 라고 물으면 강선대 근처라고 답하리라. 

그곳은 완전 산골 동네라는 느낌이 오는 곳이

다. 아궁이에 장작을 때면서 살 수 있는 동네

다. 

덕유산 자락에 깊이 파묻혀 있다는 산골 느

낌이 도시와 아파트에 질린 현대인들을 치유

해 준다. 인근 위천면의 수승대搜勝臺까지 둘러

볼 수 있다. 계곡도 너무 좋다. 더운 여름에 계곡물은 진가를 발휘

한다. 역대로 영남의 선비들이 좋아했던 산세다. 기백산箕白山, 금원

산金猿山의 바위 암벽에서 나오는 골기骨氣도 힘을 준다.”

조 교수는 강선대 아래쪽에 있는 동계고택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도 사랑한다.

“강선대에서 남하하면 동계고택이 나옵니다. 뾰족한 문필봉의 기

백산과 통 바위의 암기巖氣가 강하게 뭉쳐 있는 금원산을 바라보고 

자리 잡은 동계桐溪 정온鄭蘊(1569~1641) 선생의 고택. 그곳에 갈 때 

마다 나는 왠지 모를 호쾌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고택은 조선시대 충절로 이름 난 동계 정온 선생의 종택으로 

후손들이 1820년(순조 20년)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 

앞길을 걸어 동계고택 대문 앞에 다다르면 하마석이 있다. 대문에

조용헌 교수. 강호동양학자, 사주명

리학연구가. 주요저서로는 『방외지

사』, 『동양학을 읽는 일요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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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조가 내린 정려旌閭 현판 ‘문간공동계정온지문文簡公桐溪鄭蘊之

門’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솟을대문에 걸려 있다. 안채는 장방형으

로, 잘 가공된 장대석을 두 줄로 쌓은 낮은 기단에 툇마루가 설치되

어 있다. 전면 일곱 칸 중 서쪽 끝에는 두 칸의 부엌이 있는데 넌출

문 위에 격자형 광창이 있다. 동계 정온 선생은 광해군에게 나이 어

린 영창대군을 증살(방에 장작불을 지펴 열기로 죽이는 방법)한 것은 부

당하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 대정大靜에서 10년간 유배 생활

을 했고, 인조 때 발발한 병자호란 이후 척화를 주장하다 화의가 이

뤄지자 낙향했다. 『덕변록德辨錄』과 『망북두시望北斗詩』, 『망백운가

望白雲歌』를 지어 애군우국愛君憂國의 뜻을 토로하였고, 문집으로는 

『동계문집桐溪文集』이 있다. 동계 정온 선생은 대사간, 경상도 관찰

사, 이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말년에 덕유산 모리에 은거하다가 여

동계고택의 사랑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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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마감하였다.

풍수연구가 영산永山 선생은 정온고택을 다음과 같이 감정한다. 

“정온고택 사이의 야산이 금원산의 기운을 적당히 막고 있어서 풍

수지리상 명당으로 꼽힌다. 

 동계 정온고택은 금색 원숭이의 정기가 뭉쳐 있다는 금원산을 

뒤로 하고 (조산) 풍수지리 상 무인이 살기에 좋은 터로 여겨져 왔

다.”

동계고택은 현재, 14대 종부인 최희崔熙 할머니가 지킨다. 최희 

할머니는 400년 동계 가전 전통메주의 맥을 잇고 있다. 할머니의 

친정은 한국 최고의 부잣집이자 12대 만석꾼을 지낸 경주 최부잣

집이다. 어느 날 조용헌 교수가 동계고택에서 하룻밤 묵고 아침밥

상을 받았다.  

“음식 맛은 전체적으로 담백했습니다. 간장 맛이 특이했습니다. 

간장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거의 없으면서도 맛은 고소하고 담백

하더군요. 할머니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니 고택 전체의 구조가 일

조량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고, 거기에다 금원산에서 내려오는 물

맛이 합쳐져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합디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집의 

물은 서출동류의 격조 있는 물이더군요.”

필자도 조용헌 교수처럼 동계고택에서 하룻밤 묵고자 예약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따라 장날이라, 방이 없었다. 누군가가 거창군 북

상면에도 동계고택 같은 정취 넘치는 곳이 있다고 추천한다. 바로 

농촌체험마을 ‘숲옛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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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이 만드는 맛깔스런 음식  맛보기

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농촌을 체험 공간

과 휴양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과 함께 건실한 농

촌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부터 농촌

진흥청의 농촌 지역 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마을의 고유한 전

통 문화 지식을 발굴하여 도시민이 체험하고 학습하게 하는 장을 

마련하여 우리 농가의 독특한 농촌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별로 알거리, 볼거리, 체험(배울)거리, 놀거리, 먹을거

리, 살거리, 쉴거리 등 7거리 자원을 발굴 소개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의 대표적 농촌체험마을 중 하나가 숲옛마을이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 위치한 숲옛마을은 북으로 덕

유산, 동쪽으로 가야산, 서쪽 편에 지리산이 있으며, 송계계곡과 월

성계곡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

한 전통문화유산인 고가와 재실, 정자, 서당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

어 농촌의 독특한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옛스러움이 그대로 

살아 있는 숲옛마을은 오래된 가옥과 역사와 연륜이 있는 갈계숲, 

사모바위 등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거창국

제연극제가 진행되는 위천면 수승대 국민 관광지가 4Km 거리이며 

면내 농촌종합계발 월성권역과 인접하고 있다.  

숲옛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마을에 있

는 정려각, 고가, 서당, 장판각 등 마을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옛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체험, 연 색칠, 연 날리기, 연에 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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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려 색칠한 후에 학교운동장에서 날려보는 등의 겨울체험. 

웰빙식단, 마을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부녀회장이 만드는 맛깔난 음

식 맛보기, 떡메치기, 재래식 떡 만들기로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찹

쌀과 흑미가 혼합된 흑미찰떡 만들기 체험. 12월에서 5월까지 생산

되는 맛있는 딸기 따기 체험. 엿 만들기, 8시간 달인 조청으로 엿을 

만들어 보아요, 엿치기 체험. 갈계숲 생태체험, 갈계숲 양 옆으로 흐

르는 소정천에서 다슬기,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 체험. 블루베리 체

험, 친환경으로 재배한 블루베리를 따고 맛보기, 감자 수확체험, 맛

있는 감자도 캐고 삶아서 맛보기. 옥수수 수확체험, 흑찰옥수수 수

확체험 나만의 컵 만들기, 내가 그린 예쁜 그림을 머그컵에 구워 세

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컵 만들기. 두부 만들기, 마을에서 재배

한 콩으로 맛있는 손두부 만들기 체험 등이다. 

숲옛마을의 모든 식당에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 

정온고택. “거창 정온선생 고택의 내루(안쪽에 있는 보

루) 전면 2분합 넉살무늬 불발기창은 가운데 ‘아亞’자 

창틀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 여름에는 삼면의 창문을 들

어 올려 누마루가 되고, 날씨가 싸늘해지는 계절에는 문

이 곧 벽이 되는 묘미가 나타난다. 창문을 들어 천장에 

걸면 자연스레 마당 한가운데 기둥만 지붕을 받치고 서 

있는 오픈 공간이 된다.” 서정호 공주대 문화재 관리학

과 교수의 말.   

숲옛마을. 숲옛마을은 덕유산 자락이 품고 있고 송계

계곡과 월성계곡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산

골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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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을 차려져 있으며, 고사리와 고추 부각, 오이 무침과 감자볶음 

등 군침이 도는 반찬이 가득하다. 햇살의 강력한 기운으로 자란 재

배된 블루베리, 그리고 이런 체험 등이 좀 힘들다 싶으면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갈계숲을 찾아 고요함을 즐길 수 있다. 

소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걷다보면 물소리 새소리와 함께 선선

한 바람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든다. 이곳에는 200~300년 

된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500여 그루가 우거져 있는데, 평소에는 

출입이 통제되지만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은 야영객들에게 개방

한다. 이와 관련 숲옛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권향용 씨는 

“7월 말 부터 8월 중순까지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거든요. 야간에

는 국제연극제를 보실 수 있고, 또 금원산에 가시면 무료로 음악제

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덕유산 자락에 자리 잡아 도시보다 여

름 기온이 평균 4~5도 가량 낮은 이곳은 사시사철 농산물 수확 체

험을 할 수 있고 여름 피서지로도 제격이어서 일상 탈출을 꿈꾸는 

체험객들에게 일거양득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자연환경, 전통문

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체험,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지역 농산물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경상남도 각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업무 담당자들이 행

복한 마을 만들기 과정의 현장학습으로 거창군 북상면 숲옛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많은 농업인들이 도시의 이주로 인해 농촌은 공동

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의 마을공동체 의식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숲옛마을은 거창군의 대표적인 마을 만들기이며, 숲옛마을처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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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람들 스스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인식이 필요하고, 경

상남도의 많은 농촌체험 마을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덕유산 자락에 위치하며 1급수 남대천에 쉬리체험과 뗏목체험 

또한 사과나 포도 등 농장체험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는 숲옛마을은 

서울에서 3시간 반 거리, 대전에서 2시간 거리, 대구에서 1시간 반 

거리, 부산에서 2시간 반 거리, 거창읍에서 20분거리로 전국 어디

서나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천혜의 힐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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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정
보

또 다른 고풍 어린 민박집 ‘거창 신 씨 집성촌 황산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渭川面 황산리에 있는 민박전문 전통마을이다. 마을 북쪽

으로는 덕유산 줄기의 호음산(호랑이 虎에 소리 音을 쓴다)이 있다. 마을 동쪽으로는 호

음천이 흐른다. 마을은 1540년 신권이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오늘날 남아 있는 가옥이 모두 기와집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인데 현재 이곳의 

전통가옥은 대부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워진 것이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신

씨 고가(시도민속자료 제17호). 사랑채와 안채는 홑집으로 이루어진 경남지방의 일반적

인 양반가옥과 달리 겹집에 팔작지붕으로 지어졌다. 또한 커다란 돌 받침대 위에 둥

근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벼슬이 높은 양반가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궁궐

과 절 등에서만 사용되었던 고급 장식물이다. 창살과 창호의 장식도 화려하여 안채 

누마루의 각 모서리에는 각기 다른 구름 모양의 장식이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모두 

경남지방의 일반적인 주택 양식인 홑집 대신에 겹집의 팔작지붕으로 지어 집주인의 

부와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랑채는 궁궐이나 절에서 볼 수 있는 고급스런 장

식물로 꾸몄다. 



04 

외갓집 가는 길

제주에 올레길이 있다면 거창에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잊히지 않는 기억이 하나 쯤 있을 법하다. 

내겐 거창에 대한 그것이 가장 깊은 바닥에 자리한 듯싶다. 내 기

억 속의 거창은 한 마디로 풍요롭고 따스한 외가이다.  살면서 겨

우 두어 번 갔던가. 그런 곳이 이렇게 오래도록 내게  따뜻하게 살

아오는지 그 이유는 나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거창을 떠올리

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미소부터 살아난다. 내가 거창을 처음 

본 건 8살 쯤 이었을 거다. 나는 우리 집에서 7남매 중 유일하게 

거창이 아닌 대구에서 태어난 막내였다. 그래서 지금 말로 늦둥이

였던 탓에 늘 엄마 치마 끝에  달려 다니던 처지였다. 그 때 외가

의 혼인 잔치에 초대 받은 엄마의 손을 잡고, 지금 얘기하는 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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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의 길을 따라 간 것도 그 덕분인 셈이다.

 지금 내 나이 오십을 훌쩍 넘겼으니 당시 거창은 우스개로 한국

의 아프리카라 불릴 만큼 오지였다. 서 너 번도 더 되게 시외버스

를 갈아타다가  마지막 버스에서 내린 곳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하얗게 딴딴하던 흙길이 손에 잡힐 듯이 떠오르는 하얀 신작로 

위였다. 

  산만큼이나  흙먼지를 털어놓고 버스가 떠나자 엄마는 어느 새 

걷고 있었다. 11월 초 쯤의 신작로는 어린 내 눈에 끝없이 펼쳐

진 하얀 직선 그 자체였다. 길 양쪽으로 키 큰 플라타너스 가로수

가 열 지어 선 들판 가운데의 직선. 그 위에 두 점이 움직였던 셈

이다…. 지금도 거창 사투리가 유난히 정감 어리고 거창을 떠올리

면 따뜻한 무엇인가 마음 저변에서 일어나는 건, 아마도 그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그 때의 즐거움이며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 동화작가 장정숙의 수필 『거창 외갓집 가는 길』 부분 발췌

 외갓집이라는 말에는 우리네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똥내

음 폴폴 날리는 논길을 따라 외갓집 가는 길, 하늘엔 뭉게구름, 시

냇물 졸졸졸, 천렵 잡는 시골 촌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들, 궁노루가 

곳집에 뛰어들었다가 (사람을 발견하고) 냅다, 도망을 치는… 시골 풍

경… 마침내 외갓집에 도착하면 외할머니는 외손자 손녀를 덥석 안

아 올리며 신명 나게 춤을 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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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기억의 한구석에 자리 잡은 외갓집 추억은 아련한 그리

움의 대상이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거칠고도 따스한 손으로 반겨주던, 개

울가에서 물방개 잡고, 다슬기, 게 잡던 외갓집 추억을 거창군이 재

현했다. 바로 ‘외갓집 가는 길’ 조성이다. 제주에 올레길, 지리산에 

둘레길이 있다면 거창군에는 ‘외갓집 가는 길’이 있다.  ‘외갓집 가

는 길’은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양항교(심소정)에서 시작된다. 심소

정心蘇亭은 조선 세종 때 북벌의 공을 세우고 단성 현감을 지낸 윤

자선尹孜善이 1450년 하향하여 은거하던 중 1459년 세조 4년에 건

립한 정자이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전면에 뒷마루를 두

고 좌측 2칸은 대청, 우측 2칸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자 난간이 

있는 누마루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정자 규모와 내외부

의 공간 구성이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팔작지붕의 

목조와가木造瓦家이다.    

 지금의 건물은 1757년(영조 33) 윤자선의 외손 완산이씨, 밀양박

씨가 다시 지은 것이며, 현판 4개가 걸려 있다. 이어 아림교를 건너

고 문화재인 건계정을 지나 마리면 장백마을, 영승마을, 풍계마을 

등 아직도 시골 풍취가 남아있는 마을을 이어간다.

 외갓집 가는 길은 위천면 남산석재단지를 거쳐 거차마을, 장기

마을을 지나면서 수승대에 이른다.  ‘외갓집 가는 길’ 이라는 명칭

은 위천면 황산마을 등 고택이 많은 점에 착안, 외지인들이 찾았을 

때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었다. 이 구간은 거창읍에서 수승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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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어지는 위천천의 수려한 경관을 끼고 있어 쉬엄쉬엄 둘러보는 

트레킹 코스로 손색이 없다.

 실제로 이 길은 마음 넉넉해지는 시원스런 풍광과 함께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457호인 건계정을 비롯해 영승마을 영승서원과 사락

정, 장풍교 아래 율리마을 장풍숲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마리면에 

위치한 영승서원은 퇴계 이황, 동춘당 송준길, 사락정 전철全轍을 

모시는 서원으로,  숭례사崇禮祠가 있으며, 1939년에 뜰에 ‘영승서원 

사적비’를 세웠다.

 거창군 관계자는 “외갓집 가는 길은 거창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

리매김을 할 것이다, 녹색도시 거창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레저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외갓집 가는 길은 지금도 힐링 장소로 모자람이 없지만 2017년 ‘위

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고품격 지

역 대표 트레킹 코스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외갓집 가는 길’ 완주 시간은 자전거로 평균 1시간 30분, 도보

로 3시간 30분가량 걸린다.  외갓집 가는 길 주변에 외할머니 정성

이 깃든 음식점들이 있다. 300여 년 된 고택이 즐비한 황산마을 한

복판에 ‘돌담 사이로’라는 향토음식점이 있다. 거창군 위천면 황산

리 607. 농업진흥청 지정 농가맛집이다. (055-941-1181) 이 집은 조

선의 유림 유은이 지었다, 그래서 ‘유은고가裕隱古家’라고 불리운다. 

유은의  4대 후손 신용국(56) 씨가 고택을 리모델링, 맛깔스런 음식

점으로 개조했다. 그는 이름 난 산꾼이다. 덕유산 자락의 마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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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올라 직접 산채를 채취한다. 

 안주인 정점혜(50) 대표는 남편이 채취해온 야생초 곤달비, 개머

위, 우산나물, 부지깽이, 병풍대 등 상에 오르는 나물들을 정성껏 무

쳐 내거나 장아찌로 담아낸다.  5~6월에는 어린 순과 함께 아카시

아 꽃을 발효해서 차를 만들어 후식으로 내놓는다. 10월에는 버섯

종류의 밑반찬과 탱자를 발효시킨 차가 일품이다.  인근 호음산虎音

山 가을송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신 씨가 신새벽 호음산에 올

라가 송이를 채취, 돌담사이로 밥상에 올린다.

 가을이 되면 프랑스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꽃버섯도 메뉴에 오

른다. 짭쪼름하니 맛이 잘 배인 장아찌는 함께 나오는 수육과 환상

적인 조합을 자랑한다.

 부산일보 박종호 기자는 돌담 사이로 마니아. “병풍대 장아찌에 

돼지수육을 싸서 입안에 넣었더니 오묘한 맛의 조화가 일품입디다. 

사나운 돼지가 봄나물의 향에 취해 (내 입 속에서) 잠이 든 모양입니

다…”

 경남일보 곽동민 기자는 “돌담사이로의 농가음식은 덕유산을 

닮아 있다. 덕유산 산신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골짜기 골짜기를 내 

집 드나들 듯 훤하게 꿰뚫고 있는 남편 신용국 씨가 직접 채취한 산

채가 정점혜 대표의 솜씨로 빚어져 황산마을 돌담사이로 흐르는 산

내음 가득한 상차림이 되어 건강과 맛을 찾는 고객을 맞이하고 있

다.”고 말한다.

 유성욱 여행작가는 “거창 외갓집 가는 길은 호젓해 좋습니다. 저 

멀리 기백산, 금원산이 보이고 수백 종의 야생화가 이 길을 걷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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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줍니다. 

외갓집 가는 길 끄트머리에 있는 ‘돌담 사이로’ 음식점. 이 집 음

식은 외할머니 손맛 그자체입니다, 한 상 잘 차려진 밥상에서는 외

가의 정이 듬뿍 담겨 있더군요. 돌담사이로 음식을 통해 여행의 참

맛을 느껴보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명행 소설에 등장하는 죽림정사

 외갓집 가는 길 저편에 신비스런 기운이 감도는 금원산이 보인

다. 금원산에는 성인골 유안청계곡과 지재미골이 있는데, 이곳에

서 흘러내리는 물이 상천리에서 합수하여 상천上川이 되어 위천면

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유안청계곡은 조선 중기 이 고장 선비들

이 공부하던 유안청이 자리한 골짜기로 유안청폭포를 비롯한 자운

폭포와 소담이 주변 숲과 어우러져 산악 경관이 빼어나다. 금원산 

자락에 금원산 참숯굴 불가마(055-943-9199)가 있다. 거창군 마리면 

율리 735(빼재로 423). 온통 숯 연기로 뒤덮인 슬레이트 지붕과 산이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매주 월요일 금요일 아침 불

가마에서 숯을 빼낸다. 

 물레방아 숯불가마의 백미는 꽃탕. 꽃탕은 참숯을 빼낸 뒤 하루

쯤 식힌 뒤 개방된다. 섭씨 200도가 넘는 고온으로 피부가 익어 꽃

처럼 빨간 반점이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인 김정선 씨

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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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숯가마는 고온에 의한 멸균작용으로 악취까지 없애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도 개운한 느낌을 줍니다. 숯가마에서 땀을 뺀 뒤 

최소 4시간 동안은 물이 아닌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서 열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물로 몸을 씻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후끈 후끈한 숯가마찜질을 즐긴 뒤 3초 삼겹살이란 이색적인 요

리도 맛볼 수 있다. 막 숯을 빼낸 숯가마의 높은 열에 삼겹살을 부

삽에 올려놓고 3초간 넣었다 빼면 알맞게 익어 나온다.  금원산숯

가마에서는 직접 제조한 목초액도 판매한다. 

 목초액은 문자 그대로 나무木로 만든 초酢다. 목초액은 원목의 

성분을 열로 분해해 얻어진다. 즉, 나무로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

오는 연기를 액화하여 얻어진 것이다.

 “목초액은 초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pH 3 정도의 산성액체로 식

초와 성분이 매우 비슷합니다. 목초액의 효능은 실로 대단하지요. 

일본의 경우, 식품첨가제로 시판되기도 합니다. 정제된 무독성 참

나무 목초액이 만성질환, 당뇨병 환자의 당 조절, 원기회복 및 만성

피로 해소에 좋다는 의학계 보고가 있었지요.” 

 숯 연구가 최영인 박사(서울 한성의원장)에 따르면, 목초액이 성기

능 강화에도 좋다고 한다.

 거창군은 ‘외갓집 가는 길’을 테마로 한 상품을 개발했다. 

 거창군이 운영하는 ‘거창몰’은 매년 설을 앞두고 ‘외갓집밥상’ 

설 꾸러미 이벤트를 펼친다. 설 꾸러미는 과일꾸러미, 나물꾸러미, 

두부·묵·떡국꾸러미, 고기류꾸러미 등 4종류로 준비했다. 가격은 

2만~3만원으로 2종류 구매 땐 총 가격의 5% 할인, 4종류 모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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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외갓집 가는 길’에 친

환경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외갓집 가는 길’ 완주 시간은 자

전거로 평균 1시간 30분, 도보로 

3시간 30분가량 걸린다.

‘돌담 사이로’에서는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그리고 아카시아꽃 

부각, 병풍대, 우산대 등 산내음 

나는 산나물을 재료로 요리한 음

식을 판매한다.

죽림정사 대웅전. 소설가 이명행

의 소설집 『마치 계시처럼』에 등

장한다. 소설집을 펴들면 신라시

대 선화공주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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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땐 1만원을 할인해준다. 거창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려면 홈페이

지에 접속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거창몰을 검색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외갓집밥상 꾸러미도 거창몰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자세

한 사항은 거창푸드종합센터(055-945-8777)로 문의하면 된다.

 외갓집 가는 길에 외갓집 같은, 외할머니 품 속 같은 절이 있다. 

죽림정사竹林精舍. 아홉산 자락인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664-3 번

지에 위치해 있다. 주련柱聯은 비바람에 닳고 바래고 휘고 금 갔다. 

정사 대웅전 앞에 사자석등이 있다. 죽림정사 쌍사자 석등은 방형 

지대석 위에 2매로 된 장방형 하대석이 놓여 있는데, 측면에는 각

각 안상문이 새겨져 있다. 그 위에는 사자 두 마리가 탑을 받치고 

있다(입상).

 불교에서는 사자를 신성시 한다. 지리산 칠선계곡 들머리에 ‘서

암정사’가 있다. 사경寫經의 대가 원응 큰스님의 원력으로 세운 명

찰이다. 서암정사 석굴법당에서 오른 쪽으로 연못을 돌아 나오면 

엄청나게 큰 바위 두 개가 서 있다. 이 바위는 마치 거대한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그 기상이 웅장하기 그지없

다. 원응 큰스님은 이 두 개의 바위 밑의 공간에 수행처를 만들었

다. 이름하여 ‘사자굴獅子窟’. 굴 입구에 ‘대사문大死門’이라고 적혀

져 있는 편액이 있다. 

 왜, ‘대사문’이라 했는가?

 ‘대사일번 득대활大死一番 得大活’에서 따왔다. 대사문 안에 들어

가 대발심하여 깨닫지 않으면 사자굴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다. 사자굴  입구 양쪽에 주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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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獅子窟裏大睡漢 사자굴이대수한

  時到一吼震四海 시도일후진사해

  사자굴 안에 큰 잠 자는 놈이여 

  때가 이르러 크게 한번 부르짖으면 사해를 진동하리라.

불교에서 사자는 불법佛法과 진리를 수호하는 신비스런 동물로 

인식되었으며, 기원 전 3세기 경 불교 발상지인 인도의 아쇼카왕 

석주에 사자상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사자의 두려움 없고 모든 

동물을 능히 다스리는 용맹함 때문에 부처를 인중사자人中獅子라 

비유하기도 하고,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수

호신으로 표현되며, 대일여래大日如來가 사자 위에 앉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자는 백수百獸를 굴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자후’라는 

말이 있다. 풀이하면 사자가 우는 굉음 같은 소리. 사자가 한 번 크

게 부르짖으면 뭇 짐승들이 놀라는 것처럼 부처님이 한 번 설법하

면 뭇 악마들이 굴복하게 된다, 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한다. 죽림정사 사자석등을 바라보노라니 필자의 마음이 정밀靜謐

해진다.

 죽림정사 일주문에 들어서면 사대천왕상이 불자들을 반긴다. 사

대천왕은 제석천帝釋天의 신하로 지국천, 증장천, 광목천, 다문천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33개 하늘의 군주를 제석이라고 부른다. 이들

은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 중앙의 희견성喜見城에 거주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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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 밑에 수미산의 사방을 지키는 외장外將이 있는데 이들을 

사대천왕, 혹은 사대금강四大金剛이라고 부른다. 천하의 네 방위를 

맡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호세사천왕護世四天王이라고도 불린다. 동

방의 다라타多羅咤는 지국천왕持國天王으로 몸은 흰색이고 비파를 

들고 있다. 남방의 비유리毗琉璃는 증장천왕增長天王으로 몸은 청

색이고 보검을 쥐고 있다. 서방의 비류박차毗留博叉는 광목천왕廣目

天王으로 몸은 붉은색이고 손에는 용이 똬리를 틀고 있다. 북방의 

비사문毗沙門은 다문천왕多聞天王으로 몸은 녹색이고 오른손에는 

우산을, 왼손에는 은 쥐를 쥐고 있다.

 죽림정사는 거창 장애인들의 요람이다.  

 2015년 8월 7일과 8일 조계종의 지원으로 거창 죽림정사(주지· 

일광스님)에서 2015년 불교문화행사 ‘장애아동과 부모의 특별한 교

감 명상캠프(하트 투 하트)’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불교문화

를 체험하고,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및 마음치유, 가족관계 개

선과 가족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10가족 20여 명이 참가

해 ‘엄마와 나만의 커플단주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 등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죽림정사의 주지 일광스님은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통해 장애라는 시선을 벗고 장애아동과 부모 간 소통의 자

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죽림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2교구 해인사의 말사로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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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 약 30여 년 된 소박하고 아담한 절이다. 죽림정사 터를 닦기 

전 당시 풍수에 밝으신 수월 큰스님께 터를 봐달라고 했다. 수월 큰

스님은 절터를 한눈에 보고 말하길 “이 터는 필경 비구니 스님의 절

터이니 부처님을 모시고 절이 들어와 앉으면 장차 이 마을이 대대

손손 번창하고 자손이 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죽림정

사 터는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큰비가 내렸을 때 아홉

산 꼭대기에서 부처가 떠 내려와 이곳(절터)에 불두佛頭가 묻히었

기에 옛적부터 ‘절골’ 또는 ‘부처골’

로 불리었다고 한다. 창건주였던 혜

선스님이 입적하시고 현재 상좌인 일

광스님이 2003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

아 죽림정사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와 신도교육 및 포교에 정진하

고 있다. 찾아가는 길은, 88고속도로 

거창나들목으로 나와 김천방향으로 

4.3km를 달리다가 동변길에서 좌회

전하여 900m를 이동하면 죽림정사에 

닿는다.

금원산 유안청계곡. 빨치산 종군기자 이태가 쓴 

『남부군』에서 빨치산 남녀 오백여 명이 목욕했

던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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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정
보

거창 1박2일 테마여행

봄 ◆자연의 신비를 찾아서

거창・북상・월성계곡(강선대, 사

선대, 장군바위)・마학동계곡・북

상면 산수리・병곡리・허브체험

(허브찻집 민들레울)・황산고가 

민박촌(1박)・금원산 자연휴양림

・참숯골 찜질방

여름 ◆ 물소리 바람소리

거창・북상・북상면 병곡리 빙기

실계곡・점터산장(전통차 한잔)・

북상면 산수리 마학동계곡・월성 

주은자연휴양림(1박)・월성계곡

(사선대, 강선대, 장군바위)

가을 ◆ 단풍비경 덕유산

거창・북상 황점・남덕유산 등반

・월성계곡・월성 민박마을・수승

대의 가을정취・마리 참숯골 찜질

방



겨울 ◆ 눈꽃여행 

거창・북상면 황점・남덕유산 눈

꽃산행・위천면・황산고가 민박마

을(1박)・금원산 자연휴양림・마

리면 참숯골 찜질방

◆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

거창・가조면・우두산 고견사・가조온천・건강식(나현가든 갈비찜)・가조온

천 휴양지(1박)・거창사건 추모공원・남상면・신비의 돌 체험(소원빌기)・거

창박물관

신원사건추모공원. 신원사건이란 1951년 국군이 거창 신원면 지역 양민 

700여 명을 모아놓고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부역 혐의를 씌워 마을 뒤 산

골짜기(박산골)에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1989년 5월 거창유물전시관으로 개관하고 1993년 4월 거창박물관으

로 승격되었다. 1997년에는 별관을 건립하였다. 총 1,200여 점의 유물

을 소장하고 있으며 95% 이상이 가야국에 속하였던 거창군 내에서 수

집된 것이다. 대지 2,676평, 건평 250평 2층 한옥구조의 본관 제1전시

실에는 선사시대 석기와 원삼국에서 고려 초까지의 토기류 300여 점, 

고려 및 조선 시대의 도자기류 200여 점, 고려시대의 청동기 20여 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 보존된 1864년(고종 원년)판 ‘대동여지도’

는 희귀본으로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275호로 지정되었다. 제2전시실

에는 1971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서 발견된 고려 초기의 둔마리 고

분벽화 모형 및 가야 고분벽화 모형과 민속품 300여 점이 진열되어 있

다. 야외전시장에는 고인돌·석탑·불상과 역대 거창군수령비 등을 전

시하고 있는데 이곳에 전시된 송림사지석조여래좌상은 경상남도유형

문화재 제3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통일신라 때 조성된 

송림사지여래좌상, 기자석상, 석등 옥개석 등이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11월부터 2월까지)이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 (김천리 216-5번지)에 있다. 

 전화 055-944-8218. 홈페이지 meseum.geochang.go.kr

거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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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골 정취 물씬 풍기는

 ‘거창전통시장’ 답사기 

신경숙 소설가의 보리밥이 먹고 싶다면? 

 서울 강남 압구정 지하철역에서 CGV 가는 길에 ‘4월에 보리밥

집’이 있다. 밥집 입구에 신경숙 소설가가 쓴 글이 붙어져 있다. 

 

 “엄마가 밥그릇에 보리밥을 퍼서 놓아주면 누군가는 상치 위에 

깻잎을 놓고 무 잎사귀를 또 얹고 보리밥을 얹고 쌈장을 얹어 오

무려 볼이 미어지게 쌈을 해먹고 또 누군가는 보리밥을 찬물에 말

아 그저 담담히 풋고추를 쌈장에 찍어먹고 (중략) 어쩌다 매운 풋

고추에 걸린 사람이 하우 소리와 보리밥에 물을 마는 소리들….”

보리밥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렴풋한 옛 추억에 잠기게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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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논객은 보리밥을 이렇게 추억한다.  “보리밥은 가난한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고마운 먹거리였다. 까실한 식감과 뒤 돌아서면 

금방 배고픔이 몰려오는 ‘헛헛함’ 때문에 입으로는 늘 보리밥과 원

수 지고 살았지만 그것이나마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해야 했던 시절

이 있었다.”

 최근 들어 보리밥이 건강식의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리

밥을 먹으면 변비치료, 암 예방에 좋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준

다 해서, 건강 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거창전통시장에 5일장이 섰다 (1일· 6일).

 시장통 어류전 한 모퉁이, 보리밥 전문 ‘영민분식’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 이빨 빠진 할머니가 양푼이 속의 보리밥을 열심히 

비비고 있다. 그 할머니 말라비틀어진 손가락에 황소등짝처럼 누런 

금가락지가 햇살에 빛난다. 할머니 주름진 세월의 두께도 함께 빛

난다.

 보리는 겨우내 추운 기운을 가득 담고 있어 성분 자체가 차갑다. 

그리고 씹히는 맛도 있어 식감이 색 다르다.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

하니 소화가 잘된다. 그래서 보리밥을 먹으면 방귀가 잦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리는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곡五穀 

(쌀, 보리, 조, 콩, 기장) 중 하나이며 쌀 다음가는 주식主食 곡물이다. 

보리를 이용하여 보리밥, 보리죽, 보리수제비, 보리수단, 보리감주, 

보리막걸리, 보리차, 보리누룩, 보리고추장 등 많은 음식들을 만들 

수 있으며, 맥주의 원료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고 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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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자연 강장제라고 한다. 말초신경 활동 증진과 기능 향상 등

으로 정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 보리는 위胃를 온화하게 하고 장

腸을 느슨하게 하며 이뇨利尿의 효과도 있다. 즉 보리는 몸을 보하

고 오장五臟을 튼튼히 해주는 식품이다. 

 보리의 효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관내의 콜레스테

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여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변비에 좋다. 섬유질이 풍부한 보리는 변비를 예방 및 치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노화를 막아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한

다. 장염이나 설사에 좋으며, 대장암을 예방해준다. 평소에 보리밥

이나 보리차를 잘 챙겨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장내에 있는 노

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특히 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장내에 존재하는 발암물질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

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창 전통시장에 5일장이 서면 장보러 온 이들은 자연스레 시장 

통 안에 있는 영민보리밥집을 찾는다.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다. 보

리밥에 막걸리 한잔 하다 보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분식집 음식 

날라주는 주인집 딸이 예쁘다. 주방에서는 주인아줌마가 열심히, 

오래된 양은솥에다 수제비를 집어넣고 있다. 분식집 건너편 생선장

수 아낙네들은 연속극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있다. 옆집 채소가게에

서 외치는 ‘싸구려’ 소리가 들려야 시장 맛이 난다. 이런 곳에서 보

리밥 한 그릇 먹으면 말 그대로 인간 냄새가 ‘진동’한다. 보리의 효

능이나 영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처럼 세상사는 맛이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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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음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

다. “사람은 똑같은 행복을 지니고 있다. 나는 황제 나폴레옹으로서

보다는 인간 보나팔트로 생활하는 것이 더 행복할지 모른다. 하루 

품을 파는 노동자도 다른 사람만큼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매

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흥미가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나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지 못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나보다 행복할 것이다. 같은 음

식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층 더 맛이 있을 것이다” 이 양반도 

음식에 대해 조금 아는 것 같다. 

 한때 ‘보릿고개’, ‘꽁보리밥에 된장국’이라는 말처럼 가난의 상

징이었던 보리밥. 하지만 이제는 추억의 음식이자 건강을 지켜주

는 웰빙 식품으로 진화되었다. ‘오곡지장五穀之長’이라 하여 다섯 가

지 곡류 중 으뜸으로 치는 보리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슘, 철분, 

비타민B 복합체가 다량 함유되어 변비와 암, 성인병 예방, 피로회

복, 노화방지 등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고 있다. 끝으로 이곳의 보

거창 서민들의 ‘만남의 광장’ 영

민분식. 보리밥을 시키면 수제비

가 덤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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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밥집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손님들이 남기지 않고 맛있게 

다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며, 오늘도 추억과 입맛, 사람냄새 가득하

고 건강 지킴이로 우뚝 선 보리밥을 만들고 있다. 영민분식 보리밥 

3000원.

고봉밥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거창시장에는 인문학 스토리텔링이 가득한 가게들이 많다. 서구

식 상호를 가진 헤레나분식집. 이 집의 ‘키워드’는 고봉밥이다. 

 제산霽山 박재현朴宰顯(1935-2000년)이라는 걸출한 역술가가 있

었다. 아명은 광태.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사람이다. 거창상고를 수

료했다. 명리학자들은 이구동성, 제산의 역학易學 감정실력을 높이 

평가한다. 제산은 이병철(삼성), 박태준(포철), 정태수(한보) 국내 내

로라 하는 기업인들의 전속 역술가로 유명하다. 박태준 전 포철 회

장은 폭설이 내리는 한겨울, 비밀리에 함양에 내려와 제산을 만나 

자신의 대권의지를 피력했다. 이병철은 제산을 불러들여 삼성 후계

자 문제를 논의했다.

 1993년 여름, 박찬종 대통령후보(신정당 소속)는 막료 김동주 보

좌관을 대동,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제산 우거를 찾았다. 제산과 박 

후보는 밀박密朴 종친, 나이도 엇비슷해, 평소 허물없는 사이였다. 

박 후보가 다짜고짜 제산에게 물었다. “도사, 나, 이번에 출마해도 

괜찮겠소?”  “박 의원은 말이오, 천성적으로 낙천적 기질을 타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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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

는 것 같소만, 따르는 무리가 없어 쓸쓸한 형국이라, 독좌난방獨座

蘭房! 조직을 만드는 일부터 하소. 조직을 만들려면 덕德이 있어야 

합니다, 박찬종 의원, 덕불고德不孤라는 세 글자를 가슴 속에 간직

하시오, 德不孤!”

  덕불고는 『논어論語』 ‘이인里仁’ 편에 나오는 말로써  德不孤必有

隣덕불고 필유린(덕은 외롭지 아니한지라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고봉밥은 사랑이었다. 옛 주부들은 출타한 남편이나 아

들을 위해서 반드시 밥을 떠놓았다. 밥은 곧 몸이고 생명

줄. 밥은 건강과 무사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어디서든지 

건강하게 기운을 차리라는 모성의 강한 기구가 고봉밥에 

담겨 있다. (수필가 정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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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제산은 박 후보에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한

테서 배울 게 있소. 며칠 전 내가 경상도 Q시(市) 어느 식당에서 체

험한 일인데,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밥그릇에 밥이 반 그릇도 안되

는 거라, 그래서 주인에게 ‘밥 좀 더 주시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그것 돈 받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밥맛이 싹 

사라지더구먼. 전라도는 안 그래요. 밥그릇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 

담겨 있소. 우리 경상도처럼 아무렇게 밥을 담지 않고 정성껏 밥을 

꼭꼭 눌러, 고봉밥을 손님에게 내놓습디다.”

 이 말에 박찬종 후보가 파안대소를 한다. “하하하 그것 고봉밥 

아닙니까? 머슴들 먹는?”

 “그렇지 고봉밥이지. 고봉이 뭐냐? 고高, 높을 고. 봉捧, 받들 봉, 

손 수(扌)+받들 봉(奉). 풀이하면 높이(高) 받듦(捧), 즉 밥그릇에 밥

을 수북이 담는 걸 고봉이라고 하고, 되나 말로 곡식을 계량할 때 

박절하게 깎지 않고 높이 쌓아올린 상태를 고봉이라 하지요. 소인

은 말이외다. 고봉밥을 볼 때 마다, 우리나라 정치도 고봉밥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무슨 소리냐? 옛 우리 선조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주발周鉢에 산

처럼 쌓은 밥을 내놓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체면문화 또는 배려와 

관련 있습니다. 

 손님이 ‘밥 한 그릇 더 주세요.’라고 말하기 미안해 할까봐 알아

서 큰 주발에 가득 주는 것이지요. 정치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

에 대한 배려! 국민에 대한 배려,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

이 이런 정책 펼쳐 주시오 말하기 전에 정치판에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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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교수는 『한국의 식생활사』 본문 315쪽을 통해 고봉밥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조선조 책 『요로원야화기』에 “손님에게 고봉밥 수북이 드렸더니 

다 들고 좋아하셨다.”는 글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맛으로 먹고 

일본인들은 눈으로 먹고 조선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다는 말이 있듯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많이 먹는 사람이 넘버원이었습니다.

 수필가 정목일은 ‘고봉밥’을 이렇게 노래한다.

 “고봉밥은 어머니 젖가슴 같다. 포근하고 넉넉한 곡선은 부드럽

고도 포만감을 안겨준다.  고봉밥은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듯이 사

랑으로 밥을 올려놓은 형상이다. 두 손으로 받는 모습으로 건강하

게 잘 되라는 염원으로 올린 탑처럼 보인다. 밥으로 쌓아올린 사

랑의 탑이 고봉밥이라고 해도 좋으리라”

 거창전통시장 ‘헤레나분식집’에 가서 백반을 시켰더니 놋그릇에 

담은 고봉밥이 나왔다. 주인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무심결에 주

인 얼굴 관상을 훔쳐봤다. 수더분하게 생겼다. 옥호가 ‘헤레나’? 천

주교 신자인가 보다. 주인이 차려준 반찬을 하나 둘 노트에 적어본

다. 무채, 미역냉국, 김치전, 깻잎절임, 표고버섯조림… 전부 맛깔스

럽다. 식당 벽에 붙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니 1944년생 이름은 

정정림. 

벽에 장식되어 있는 거울이 1960년대 영화에나 나왔을법한 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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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액자형이다.  

 반찬은 제철재료, 거창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다. 7월에는 소금

으로 절이지 않은 저염 젓갈과 수제 장아찌가 밥상에 나왔다. 장아

찌는 주인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것들이다. 봄에는 고제면에서 자란  

땅두릅나물 장아찌, 방풍나물 장아찌 등이 준비돼 있다.

가수 양희은은 왜 고야를 좋아했나?

 쓴 오이를 아시나요? 다른 이름으로 여주, 일본에서는 고야(ゴ・

ヤ・)라고 한다. 가수 양희은은 쓴 오이를 가리켜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채소라고 한다. 

 야사에 따르면 중국 양귀비가 쓴 오이 마니아였는데 이것이 없

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쓴 오이에 들어 있는 폴리펩타이

드-P가 혈당강하작용을 하고 카란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함

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 지

면서 한때 쓴 오이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거창시장 내에 판

수농산이 있다. 주인 신판수 씨가 몇 년 전 쓴 오이를 국내에 보급

해 화제를 모았다.   

 시장 내 메밀묵 거리도 유명하다. 포항식당 대구식당 등에서 메

밀묵과 씨락국을 판다. 메밀묵은 껍질을 벗긴 메밀을 갈아서 앙금

을 앉혀 그것으로 쑤어 만든 묵을 말한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는 메밀을 이렇게 노래한다. “메밀은 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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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

고 두 달 남짓이면 수확할 

수 있어 구황작물로 꼽혔

습니다. 게다가 푸른 잎, 흰 

꽃, 붉은 줄기, 검은 열매, 

노란 뿌리 등 오색을 두루 

지닌 오방지영물五方之靈物

로 대접받기도 했지요. 

이 때문에 옛 부녀자들

은 메밀을 먹으면 아들을 

잘 낳는다는 속설을 핑계 

삼아 겨울밤 메밀묵 추렴

을 갖곤 했답니다.”

　겨울밤 야식을 대표하던 메밀묵은 과거로 사라졌지만 요즘에

도 인기가 높은 메밀묵 음식이 있으니, 바로 묵사발이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에서 널리 먹던 것으로, 뜨겁거나 차가운 육수에 손

가락 굵기로 채 썬 묵과 신 김치를 말아먹는 것이다. 여기에 밥을 

말면 묵밥이 된다.

씨락국은 시래깃국의 경상남도 사투리이다. 시래깃은 콜레스테

롤 배설을 증가시켜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다. 또 우리 식생

활에서 부족한 칼슘도 249mg으로 우유의 2.5배 가량 많이 들어 있

어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철분 등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

비에도 좋은 식품이며, 특히 간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거창군을 방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오른쪽)가 도정소개 

및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치고 거창전통시장을 둘러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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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시장 메밀묵, 씨락국 3000원. 

참, 착한 가격이다. 

거창전통시장은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54(중앙리 122-1)에 위치

해 있다. 거창읍 중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 연중 유동인구가 많

고 교통 접근성이 좋다. 1일과 6일에 열리는 5일장에는 여전히 인

근 산청과 함양, 합천은 물론, 전라도 무주를 비롯해 거창과 가까운 

경북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며 시끌벅적한 장터를 형성하는 

큰 시장이다. 

시장상인들은 거창군의 도시재생프로젝트 ‘창조거리 조성사업’

에 힘입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 나고 있다. 면적 92,612㎡, 

370여 개의 점포는 몰론, 주차장이 잘 완비되어 있고, 산나물을 비

롯한 다양하고 신선한 채소, 곡물, 건어물, 의류 등을 저렴하게 살 

여주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 신판

수 농부, 거창시장 내에서 판수

농산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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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순대거리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시장의 나들목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창조거리와 연결된 작은 길은 장날이면 멀리까지 늘

어선 상인들의 파라솔들이 장날의 멋과 풍경을 한껏 자아내며 손님

들을 반긴다.  

그리고 거창전통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상가를 곡물거리

와 생선거리, 신발거리, 한복거리, 야채거리, 향토 음식거리 등의   

부문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손님들이 찾기에 아주 편리한 동

선을 갖추고 있다. 

거창전통시장 전경. 덕유산 자락에서 나는 신선한 산나물과 약재가 거창시장으로 몰린다. 

경남에서 군 단위 시장 중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된 시장으로 손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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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마당 대축제

‘여행은 다리 떨릴 때 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하라’는 말이 있다. 젊었을 때 많이 

하라는 말이다. 축제도 마찬가지다. 가슴이 떨릴 때 즐겨야 한다. 거창에서는 매년 

10월 중 ‘거창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한다. 2015년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흥으로 하나 

되는 거창, 신명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화합과 소통의 난장축제를 펼쳤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는 군민의 날 기념식, 아림예술제, 군민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녹색곳

간농산물대축제, 거창한사과마라톤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는 거창행차 출발 세리머니이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위천천에서 펼쳐지

는 ‘판타지 오브 거창 라이트쇼’에서는 300인치 대형 LED 화면과 12대의 서치라이트

를 통해 다이나믹한 라이트쇼를 연출하여 축제의 흥을 한껏 끌어 올린다. 그리고 축

제 주요프로그램별 내용은 ‘아림예술제’는 문학, 음악, 미술 등 10개 분과행사와 야시

장으로 운영되며, 특별행사로 락(樂)동7080 가을밤 음악회, 색소폰 100인 합동연주, 

거창한 통기타 합동연주회 등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120여동의 판매, 체험관을 둔 

거창군 우수 농특산물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대축제’와 민속놀이체험, 농산물

경매 등의 체험행사를 펼친다. 또한 마

지막 날 개최되는 ‘제12회 거창한 거

창 사과마라톤대회’가 5km(건강달리기), 

10km, 하프 종목으로 나눠 국민 마라토

너 이봉주와 함께 마라톤 코스를 달릴 

수 있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06

신성범 국회의원 어린 시절, 산골에서…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덕유산 운해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 하나인 덕유산德裕山은 전라북도 무주

군·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에 걸쳐 있다. 

최고봉은 향적봉香積峰(1,614m)이며, 수령봉(933m)·대봉

(1,300m)·중봉(1,594m) 등이 있다.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母山이

라 하여 ‘덕유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경상남도 거창군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설천면의 경계

에 솟아 있으며, 북덕유산(향적봉)과 남덕유산(1,507m)으로 나뉜다. 

남덕유산은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과 전라북도 장수군 경계에 

솟아 있다. 두 산봉 사이의 약 20㎞ 구간에는 해발고도 1,300~∼

1,400m의 소백산맥 주맥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뻗으면서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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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룬다. 

덕유산의 사계는 언제나 아름답다. 봄에

는 철쭉꽃,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녹음, 가

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수려한 설경을 자랑

한다. 특히 겨울의 덕유산은 그 어떤 산의 설

경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덕유산의 

설경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

다. 주변 곳곳의 설경을 거닐며 감상하다보

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화폭 속을 거니는 듯

한 느낌이 든다. 특히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

봉에 오르면 그 아름다움은 시쳇말로 ‘기똥

차다’

왜, 산에 가는가? 무지 단순한 이 질문의 

답은 이렇다. “견딜 수 없는 일상성”이다. 

어느 산악인은 이 질문을 아주 쉽게 풀어

주었다. “산은 봄이 좋다. 가을은 더 좋다. 여름도 괜찮다. 겨울은 시

리도록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영락없이 더 좋다. 괴로울 때 

가라. 기쁠 때나 외로울 때도 가라.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눈 오

는 날, 눈이 부시게 푸른 날, 천둥치고 번개 치는 날, 달 밝은 날, 미

쳤다고 생각되는 날까지 가라.” 

그래! 올 겨울은 덕유산에서 한 번 쯤 미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

다. 

사람들은 등산을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산을 오

장엄 그 자체…신神들의 대반란인가? 덕

유산의 폭설! 최고봉은 향적봉(1,614m)

이다.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母山이라 

하여 ‘덕유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

남 거창군과 전북 무주군 안성면安城面·

설천면雪川面의 경계에 솟아 있으며, 북덕

유산(향적봉)과 남덕유산(1,507m)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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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극기 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등산

은 걷기가 부족한 현대인에게 하체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 신진대

사 촉진, 각종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

런 것보다 더 소중한 등산의 의미는 이렇다. ‘산에서는 흥분해서는 

안 되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 늘 같은 속도로 올라가야 한다. 산을 

오르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인생도 흥분해서도 안 되

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 늘 같은 속도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에서는 고함보다 침묵이, 침묵보다 명상이 더 좋다. 덕유산의 

운해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덕을 못 

쌓은 우리네 범부凡夫들은 겨울 덕유산의 설경만으로 만족하자. 아

무튼 덕유산의 겨울을 내 품에 안고 싶으면 삼공탐방지원센터(구

천동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서 향적봉-삿갓재-삿갓재대피소(1박)-> 

남덕유산-영각공원지킴터로 나가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인 코스다. 

이 코스의 산행거리는 편도 27km 정도에 산행시간은 약 14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1박2일 코스다. 겨울 덕유산에서 내 몸을 후벼 파

는 칼바람을 마주하고 서 있으면 내가 내가 아니다. 곱은 손 비벼가

며, 홀로 추위와 맞서며 감동에 겨워 내년의 또 다른 겨울을 생각하

게 만든다. 

상고대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나뭇가지에 맺힌 대기 중의 수

증기가 승화하거나 0℃ 이하로 급 냉각된 안개, 구름 등의 미세한 

물방울이 순간적으로 나뭇가지에 얼어붙은 것으로 차가운 바람으

로 순간적으로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어 생긴 얼음으로 수빙

樹氷이라고도 한다. 백색 투명의 부서지기 쉬운 얼음으로 바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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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풍상 측에 크게 성장하고 새우꼬리와 같은 모양을 한다. 

한겨울의 덕유산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장쾌하고 눈부신 겨

울 풍경을 베풀어준다. 특히 온 가지에 맺혀 빛나는 상고대에 매료

된 사람들에게 뺨을 때리는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는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걷고 또 걷는다. 걷지 않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걸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분명 할 때 우리는 

문득 무명無明(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모든 번뇌의 근원)을 깨우치면 산객山客이 바로 선객仙客이 된다

고 했다. 올 겨울 당신은 선객이 되고 싶으면 덕유산에서 고함보다

는 침묵, 침묵보다는 명상을 그리는 제대로 된 산객이 되어보자. 

덕유산 자락, 거창군 북상면은 거창 함양 산청에 지역구를 둔 신

성범 국회의원의 안태고향이다.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23번지 갈골

에서 태어났다. 산수리山水里는 북쪽 전라북도 장수군과 맞닿는다. 

산수리에는 산수, 학현, 노동, 산태동, 신설동 다섯 마을이 있다. 이 

곳 지명, 서기가 가득 넘친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아래와 같다. 

산수山水 : 산수 경치가 좋아서 ‘산수마’라 한다. 이설異說로는 이

곳에 산수암山水岩이 있었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학현鶴峴 : 마을 북동쪽 병곡과 경계를 이루는 고개가 학 모양을 

이루고 있어 ‘학고개’라 부른다. 

노동蘆洞 : 마을 앞 냇가에 갈대가 많으므로 ‘갈골’이라 한다. 양

지뜸, 새터, 음지뜸으로 나뉜다. 

신성범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고향 북상면 갈골에서의 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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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다. “내 고향은 산과 물 뿐이었다! 내 

고향은 덕유산, 정확하게는 남덕유산릉의 무룡산 아래 산골에서 태

어났다. 해발 700미터의 산수리 갈골. 발 그대로 산과 물, 갈대뿐인 

동네로 앞뒤가 모두 산이었다. 초등학교는 산 너머 병곡까지 10리

길. 오가는 길에 개구리 잡고 가재 잡느라 왕복 20길이 멀지 않았

다. 어느 집이 더 낫다고 자랑할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모두들 가난

했다. 삿갓논(삿갓으로 덮을 정도로 작은 논)이 대부분이라 쌀이 무척 

귀했고 어느 집이나 무와 감자, 콩나물을 섞어 밥을 했다.”   

무로 쑨 죽을 남삐죽이라고 한다. 언젠가 필자는 신성범 의원에

게 “갈골 콩나물 무밥 맛이 우떻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다. “허허

허,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어릴 적에 참 많이도 먹었습니

다. 가난했던 시절의 눈물어린 음식이었죠.”

보릿고개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신 의원처럼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송티)을 벗겨 그걸로 죽을 만들어 먹었다. “그것도 먹었습니다. 

송티에 보리를 섞어 죽을 만들어 먹었죠, 그걸 송구죽이라고 불렀

죠. 그 땐 그런 것, 정말 먹기 싫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 한번 먹고 

심산유곡 산골에서 태어나 

국회에 입성한 신성범 국회

의원. 전 KBS-TV  기자출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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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네요, 그러나 어무이 손맛이 안 나서 그때 그 맛이 안 나, 파일끼

라요(안 좋을 거라)”

신성범 의원 생가가 있는 무룡산은 일명 불영봉이라고 한다. 북

상면 산수리와 무주군 안성면과 경계이다. 산수마을 사람들이 ‘흰

덤뿌대기’라고 부르는 신령스러운 산이다. 

산 남북으로 삿갓골재와 동업이재를 안고 있으며 동업이재 사이

에 ‘칠이남쪽대기봉(1420m)’가 솟아 있다. 무주쪽 무룡산 원통골은 

의병들의 요람인 원통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1905년과 1907년 의

병의 본거지였다. 무룡산 누룩덤에서 조선조에 천문기상을 관측했

다고 하며, ‘칠이남쪽대기봉’에서 뻗어 내린 보능선은 빨치산의 은

거지이기도 했다.

신성범 의원이 유년시절 먹었다는 무밥 이야기를 하자니 보릿

고개라는 말이 생각난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나

이 50이 넘은 사람들이라면 조금 기억 날 것이고 60이 넘은 사람들

이라면 생생히 기억 날 것이다. 이런 보릿고개는 지난 1950~60년

대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6월(음력 4~5월), 농가생활에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일

컫는 말이다. 

그러나 어디 이때만 어려웠을까? 이 시기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은 자식들 배 곪지 않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었다. 그

중 하나가 초근목피草根木皮다. 말 그대로 풀뿌리와 나무껍질이란 

뜻으로 곡식이 없어 배고픔에 허덕일 즈음 산나물이나 칡, 혹은 나

무껍질 벗긴 것 따위로 만든 험한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봄날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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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넘기기 위해서는 배가 너무도 고팠다. 그래서 그 허기진 배

를 채우려고 산이나 들에 가서 나물을 채취한다. 

그리고 채취한 나물로 나물죽을 쑤어서 한 끼의 식사를 때웠다. 

말이 좋아 죽이지 멀건 국물에 나물 건대기 몇 개 그리고 쌀 몇 알 

떠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이런 죽이라도 세 끼를 채울 수만 있

다면 다행이었다.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쑥을 

뜯어다가 쑥국, 쑥범벅 등을 만들어 자식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

었다. 

오늘은 지난 보릿고개의 상징처럼 들리는 배고픔을 이야기하자

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되듯이 그 아련함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쑥범벅은 지방에 따라 쑥버무리, 쑥설기 혹은 쑥털털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오늘은 쑥범벅으로 통일해 보자. 이것은 이른 봄의 어린 

쑥을 뜯어서 날것 그대로 멥쌀가루와 섞어 시루에 찐 떡으로 쑥이 

많이 생산되는 3월 무렵에 먹는 시절 음식으로, 향긋한 쑥내음 때

문에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별미다. 

곰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먹고 사람으로 되었다는 우리나

라의 개국설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전부터 쑥은 우리민족과 인

연이 깊었다. 이처럼 쑥은 신비한 약효를 지니는 식물로 예로부터 

귀중히 여겨왔다. 쑥은 약으로 쓰기도 하여 ‘약쑥’이라고도 부르는

데, 줄기와 잎을 단오 전후에 캐서 그늘에 말린 것을 ‘약애藥艾’ 라고 

해 복통, 구토, 지혈에 쓰기도 하며, 잎의 흰 털을 모아 뜸을 뜨는 데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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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만 말린 것은 ’애엽艾葉’ 이라고 하며, 조금 다친 약한 상처에 잎

의 즙을 바르기도 한다. 한국 곳곳의 양지바른 길가, 풀밭, 산과 들

에서 자란다. 옛날에는 말린 쑥을 화롯불에 태워 여름철에 날아드

는 여러 가지 벌레, 특히 모기를 쫓기도 했고, 집에 귀신이 들어오

지 못하도록 단오에 말린 쑥을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쑥범벅은 지

방마다 먹는 시기가 조금씩 달랐다. 충북에서는 이른 봄 농가에서 

못자리할 때 해먹었다. 농가에서는 모판을 만들기 위해 볍씨를 물

에 담근다. 그리고 모판을 하고 남은 볍씨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여기에다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쑥을 깨끗이 씻어 함께 버무리고 소

금 간을 약간 하여 시루에 쪄서 먹었고, 호남 지역에서는 이른 봄에 

쑥을 캐어 말려놓았다가 단오 무렵이 되면 멥쌀가루를 묻혀서 시루

에 찐다. 

쑥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로 자생력이 강하

고 향기가 독특하며 어느 음식과도 친숙하게 어우러지는 재료이다. 

이러한 쑥을 넣어서 만든 쑥버무리는 봄과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음식이라 할 만하다. 오늘은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넘쳐나고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배우느라 기계와 소통하고 가족도 자신도 잊어버린 

채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팍팍한 삶 속에서, 쑥범벅을 생각하면

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이용하고 그것에 순응할 줄 알았던 우리 조

상들이 가졌던 삶의 지혜를 배웠으면 한다. 신성범 의원 생가 아래 

쪽 마을에 무릉도원 같은 민박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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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예쁜 ‘달빛고운월성마을’

‘보기만 해도 흐뭇, 바라만 봐도 감동, 생각만 해도 두근’ 

아베크족들은 ‘달빛고운월성마을’에서 감탄사를 연발할 것이다. 

남덕유산 동쪽자락의 해발 600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월성마을은 

산간 지형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마을 앞

에는 작은 폭포와 여울을 만드는 월성계곡이 흐르고 있으며, 계곡 

옆 키 큰 나무들로 우거진 월성숲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

문에 보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치유해 준다.

도시 속의 번잡함과 소란을 잠시 접어 두고 스트레스에 지친 몸

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잠시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으면 덕

유산 자락에 있는 달빛고운월성마을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곳은 고랭지 농산물이 유명한데 표고버

섯, 고랭지 야채, 10년산 산더덕, 10년산 약도라지, 사과, 우렁이쌀

이 주 생산물이다. 

그리고 계절별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 농촌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을 꿈꾸고 싶으면 이곳을 

택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달빛고운월성마을에서는 월성전래놀이

와 자연공예캠프, 월성가마솥캠프, 월성 겨울나들이 캠프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채로운 농촌 체험을 느껴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농촌도 ‘농촌 어메니티(Amenity)’사업으로 눈을 돌

리고 있다. 농촌 어메니티는 1990년대 들어 일본, 유럽 등 OECD의 

주요 회원국들이 농촌에 산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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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책을 추진하는 운동이다. 즉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정

취를 바탕으로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농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면서 그동안 집약적, 생산적 농업을 장려

하는 농업생산정책에서 이제는 농촌공간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내생적 농촌개발內生的 農村開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달빛고운월성마을이 합세했다. 

달빛고운월성마을은 달이 동쪽의 장군바위에서 떠올라 마을 앞 

성산봉을 비춘다고 하여 ‘월성’이라 불렀다. 그리고 장군봉이 우뚝 

서고 있는 월봉산의 옛 이름이 월성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토의 남쪽에 위치한 거창의 달빛고운

월성마을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달빛고

운월성마을에 들어가면 잘 가꾸어진 돌담과 화단, 그리고 마을을 

지켜온 아름드리 정자나무 등 마을 안에는 볼거리와 쉼터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든다. 달빛고운월성마을은 산림

청이 산촌개발사업을 시작한 지난 1995년에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산촌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달빛고운월성마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자연, 건강, 농

사, 음식 등으로 봄에 파종하는 체험을 시작으로 감자 캐기, 사과 

따기, 더덕 깨기 등의 농사체험을 사계절 동안 할 수 있다. 여름철

에는 옥수수 따기, 더덕 캐기 가을철에는 버섯 수확, 고구마 캐기, 

밤 줍기, 사과 따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추운 겨울철에는 황토찜질

을 즐기며 군고구마와 고로쇠 수액 시음도 진행한다. 

특히 사계절 어느 때나 체험 할 수 있는 가마솥에 밥을 짓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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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유산 자락 거창군 북상면 병

곡리 강두영 씨 부부가 올해 처

음 채취한 고로쇠 물을 마시고 

있다. 남덕유산 고로쇠 수액은 

풍부한 강설량과 큰 일교차로 맛

이 깊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천연 미네랄 등을 다량 함유해 

관절염과 골다공증, 고혈압 개선

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달빛고운월성마을에서는 월성전

래놀이와 자연공예캠프, 월성가

마솥캠프, 월성 겨울나들이 캠프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

채로운 월성농촌 체험을 느껴볼 

수 있다.

꽃샘추위가 찾아온, 겨울밤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명승 수승대의 청

명한 밤하늘에 별과 구름이 매서

운 바람에 쫓기듯 스쳐 지나가며 

궤적을 그리고 있다.

니콘 D4 16mm f3.5 20초 

ISO400 1시간20분 동안 30초 

간격 인터벌 촬영 후 포토샵 합

성. 거창군 기획감사실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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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체험도 있다. 야외에서 땔감을 찾아 가마솥에 솔방울과 떨어진 

소나무 잎, 잔솔가지 등의 불소시기를 모아 쌀을 씻고 밥을 짓는다. 

그리고 더덕을 씻고 고추를 준비하며 저녁 먹을 준비를 마친다. 또

한 2008년부터는 마을주민 모두가 월성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산촌 

유학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전래놀이와 자연공예를 할 

수 있다. 마을 입구에는 ‘민들레울’이라는 멋진 허브 농장이 있어서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준다. 파리총 만들기나 

대나무물총 만들기 같은 재미있는 체험도 가능하다. 

이제 색다른 멋, 색다른 맛, 색다른 체험이 살아 있는 달빛고운월

성마을은 전통의 맛과 문화 배움을 테마로 설정하여 농촌 어메니티

를 개발한 대표적인 곳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곳 마을의 주민 노영호 씨는 “농촌마을개발 모델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특색 있는 자연경관, 하천, 숲, 문화유적, 정

자나무, 마을유래, 설화 등 유·무형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한 한국적이고 매력 있는 테마상품으로 마을을 개발한 지

역성장 모델을 의미합니다. 농촌이 희망인 것은 이 같은 무궁무진

한 어메니티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농촌문

제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농촌과 도시의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전략은 바로 농촌의 어메

니티 조성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은 많은 도시사람들 

유혹하고 있다.

 

 북상면北上面 지명유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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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상면은 약초의 보고다. 북상면은 첩첩산중, 덕유산 품 안에 있

다. 거창군의 북서단, 옛 안의군의 북쪽 위쪽 끝에 자리함으로 북상

면이라 하였다. 

 위천면, 마리면과 함께 연혁을 같이 했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갈천葛川, 탑벌塔伐, 송정松亭, 개삼벌介三伐, 농산農山, 병곡並谷, 분

계分界, 창선昌善, 노동蘆洞, 월성月星, 편교片橋, 황점黃店 등 13개 리

로 나뉘었고, 지금은 갈계, 소정, 농산, 병곡, 산수, 월성, 창선 7개 

리로 나뉜다. 북상면 동쪽 경계의 산줄기와 북쪽의 높은 산맥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냇물을 따라 세 골짜기

가 생겼는데, 동쪽 골짜기에는 갈천葛川 물을 거슬러 오르면서 갈계

리, 소정리가 자리하고, 그 서쪽 골짜기에 병곡리가, 다음 서쪽 골

짜기에 산수리가 있다. 제일 덕유산의 동쪽과 금원산의 북쪽사이 

골짜기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성천星川을 따라, 월성리와 남쪽편

에 창선리가 있고, 갈천과의 어울림에 농산리가 자리한다. 면적은 

126.25㎢, 거창군의 15.6%로 군내 읍, 면 가운데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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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의 전통 향토 음식점
지

역
 정

보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 음식

신토불이 고제면 농산리 306 055-943-4307 청국장, 촌두부

옥계촌 북상면 창선리 30 055-943-5197 한방백숙

대전식당 거창읍 서변리 605 055-942-1818 갈비탕

육모정산장 남하면 대아리 1429 055-944-5145 메기시래기찜

병곡횟집 북상면 병곡리 1004 055-943-3222 송어회

남덕유산대표산장 북상면 소정리 055-944-5351 산나물정식

덕유산송계산장 북상면 소정리 1710-5 055-942-5413 산나물비빔밥

사과애도나떡갈비 거창읍 대동리 726-2 055-942-6523 떡갈비

거창추어탕 거창읍 대평리 1152 055-943-0302 추어탕

구구추어탕 거창읍 대평리 1485 055-942-7496 추어탕

강촌추어탕 거창읍 김천리 1-2 055-944-7337 어탕국수 수제비

금호추어탕 거창읍 김천리 83 055-944-8005 추어탕

한우마을 거창읍 중앙로140 055-944-3113 한우등심

미녀봉식육식당 가조면 수월리 457 055-942-0075 한우등심

울산식육식당 가조면 마상리 320 055-943-9571 한우전문

온천식육식당 가조면 마상리 184 055-942-0436 한우전문

엄마손추어탕 가조면 마상리 336 055-942-3630 추어탕

동해식당 가조면 마상리 336 055-942-0020 손짜장

구구식당 위천면 원학길 355 055-943-2399 어탕국수



07

거창을 테마로 한 소설들 

이명행 작가와 아홉산 이야기 

 건흥산은 거창군 마리면 율리와 주상면 도평리에 걸쳐져 있다. 

높이는 795m, 능선으로 취우령과 이어져 있다. 이곳은 그 옛날 백

제와 신라가 영토를 두고 다투던, 그러니까 국경지대였다. 일명 아

홉산이라고 부른다. 거창의 문필가 박종섭 선생이 펴낸 『거창 명승

지의 역사와 전설』 51쪽에 아홉산과 관련된 전설이 소개되어 있다.

 “백제무왕(서동)이 왕자였을 때 신라로 비밀 잡입했다. 서동은 

신라 국왕 딸 선화공주가 자기를 사모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신라 

땅에 퍼트린다. 이를 안 선화공주 아버지는 진노, 딸을 궁궐 밖으로 

내쫓는다. 신라군은 노래를 퍼트린 서동을 체포하기 위해 뒤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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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은 백제로 도망친다. 

 오갈 데 없는 선화공주 신세 가련타!

 선화공주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찼다. 유비통신을 퍼트린 

서동을 찾기 위해 국경지대 아홉산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곳은 경

비가 심한 곳, 선화공주는 아홉산 취우령에서 백제 군사들에게 체

포된다. 꼼짝없는 세작 신세, 그리하여 선화공주는 백제의 모진 고

문 끝에 절명하고 만다. 그래서 이 고개에서 뿌리는 비는 선화공주

의 원통한 넋이 눈물이 되어 뿌리는 것이라고 이 마을 사람들은 믿

고 있다.”

아홉산과 선화공주 전설을 테마로 한 편의 소설이 탄생했다. 이

명행 작가가 쓴 소설 『국경 취우령 이야기』가 바로 그것.

건흥산에서 내려다 본 거창읍. 취우령과 능선으로 이어진 건흥산(乾興山 795m)은 거창

의 진산(鎭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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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스

토리텔러다. 이야기를 생산하는 사

람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나는 지금 

한반도 남녘 거창으로 내려가고 있

다. 거창서 머물 집을 찾았다. 거창읍

내 아파트 22층이 내 집이다. 아파트 

창을 여니 아홉산이라 불리는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다음날, 점

심. 나는 집을 나와서 건흥산에 올랐

다. 아홉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또 다

른 이름으로는 거열산이라고도 부른

다. 산에 오르며 훠이, 얼굴을 스쳐 지

나는 바람 소리를 듣는다. 나는 이 바

람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에 젖어든다. 천년 전에도 이 바람은 이 길

을 타고 왔다가 사라졌으리. 바람의 길을 따라 가며 자세히 보니 다

랑논의 흔적이 있었다. 나는 그 논을 바라보다가 환각에 빠져든다. 

사내 하나가 흰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술’이었다. 

 소설은 이 대목에서 장章이 바뀐다. 소설 내용도 급반전한다. 

1980년 어느 봄날. 소설 주인공은 서울 명동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

다. 지하도를 빠져나왔다. 길가에서 주인공 여자 친구 달래를 만난

다. 때는 전두환 군사폭정시대. 거리는 온통 최루탄 투성이. 진압하

려는 자와 도피하려는 자들로 거리는 아수라장이다. 진압군의 공격

이명행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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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달래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이하 줄거리 생략)

 작가는 아홉산 선화공주 사연을 소설화하면서 1980년대 달래와 

그 옛날 선화공주, 두 여인을 중첩되게 배치시켜놓고 있다. 작가는 

1980년대 달래를 현대판 선화공주로 해석하고 있는 듯싶다.  

표성흠 소설가의 ‘토우’ 한국동란 좌우익의 삶 그려 

 표성흠 작가는 거창양민학살사건

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토우』를 썼

다. 토우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 제목은 흙으로 만든 인형, 2부 인

형들의 전장, 3부 인형들의 합창. 

 일제의 쇠사슬 아래, 해방의 혼란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격

동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은 강

어리라는 거창 총각이 징용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씨 집안의 머슴격인 강어리는 이 씨 문중 장손을 대신해서 

징용을 갔다 돌아온 것이다. 귀국해보니 아내는 장손과 통정한 사

이, 이때부터 강어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된다. 전쟁이 터지자 사

회주의자인 장손은 빨치산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고 강어리 역시 

전쟁이 강요하는 편가름의 희생자가 되어 끝내는 감옥신세가 되

고 만다. 

표성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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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흠 소설가는 1946년 7월 7일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다. 서

라벌예대 입학 후 1970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세 번째 겨

울』이 당선됨으로써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군대 생활을 끝내고 

1977년 중앙대 문예창작과에 편입학 후 1979년 8월 월간 《세대》

에 발표한 소설 『분봉(分蜂)』으로 신인상을 받았다. 이후 소설가와 

여행 작가, 신문기자 활동을 중심으로 직업 문필가로 활동을 전개

했다. 또한 숭실대 대학원에서 『분단시대소설 연구』로 학위를 취

득했다.

 현재 경남 거창에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시비공원을 만들

고 문화답사와 강의를 개최하는 문학창작교실 <풀과 나무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제1회 연암문학상 수상작인 『뿔뱀』은 연암 

박지원의 생활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로, 일대기를 장황하게 늘어놓

는 전기소설이 아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모험가로서의 연암

의 모습을 잘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새로운 세상의 지평을 열고자 했으나 기존 세력에 부딪쳐 좌절

하고 고뇌하는 연암의 모습과 그가 구현하고자 한 실학의 실상을 

잘 형상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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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역사문화콘텐츠개발원에서 개최한 ‘아홉산 이야기 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

양희원 씨의 ‘개봉고분과 아홉산’.(사진제공 거창군청)



거창군은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3대 국립공원의 중심이자 경상남도 

최북단에 위치한 살기좋은 고장이다. 해발 1,000미터 이상의 산들이 병

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분지 지형으로 지역 내에서 발원하는 물만 흐르

는 청정지역으로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등 원예작물뿐만 아니라 친환

경적으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산야초 재배 적지로 주목 받는 청정지

역이다. 또한 거창이 배출한 유명인들조차 결코 잊지 않는 수많은 맛집

들이 즐비하고 전국에서 고향의 맛을 느끼고자 찾아오는 발길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2부

거창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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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노포老鋪는 바로 이 곳! 

연탄불 할머니집

김태호 전 국무총리 내정자 안태고향

 거창군 가조면加祚面은 백두산 천지와 같은 꼴을 하고 있다. 주

변 산세에 서기가 흘러 조선 태조 이성계가 도읍으로 삼으려고 했

다. 가조면은 거창군의 동부를 이루며 합천군의 서북부와 맞닿고 

높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큰 분지이다. 거창군의 동쪽 끝에 위치하

고, 88올림픽고속도로가 중앙을 관통(9.8 km)하며, 지방도 제1099호

선 및 지방도 제1084호선이 각각 가북면과 합천군을 연결하고 있

다. 해발 230～400m로 내륙 고산준령의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질의 온천수가 있다. 가조면 주변으로 의상봉 장군봉으로 이어진 

산세가 금계포란형(금벗의 관을 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인지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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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인걸들이 많이 태어났다. 왕년의 정치거물 김동영 신민당 최

고위원, 정형근 안기부차장,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이 가조권 출신 인사들이다. 가조면의 랜드마

크는 가조 백두산온천. 강알칼리 온천으로 물이 아주 미끄럽고 부

드러워 오랫동안 몸을 담그면 산성화된 몸을 바꾸는 체질개선효과

가 있다. 그리고 가조면에는 빼놓을 수 없는 노포老鋪가 있다.     

 어느 겨울날 오후,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체감온도 영하 20도 삭

풍이 거창군 가조면에 휘몰아치고 있다. 가조에서 가북 가는 길 삼

거리, 선술집에서는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선술집 홀 벽은 

온통 시커멓다. 다방 아가씨 몇 명이 소주를 홀짝홀짝 마셔가며, 연

탄불에 고기를 굽고 있다. 순간, 타이탄 한 대가 빙판길을 헤치고 

달려와 선술집 앞에 선다. 

 “어무이, 3인분에  처음처럼’ 말고 ‘좋은데이’로 1병 주이소, (다

방 아가씨들을 발견하고) 어…어, 너그 영업 안하고 요기서 모하고 있

노? 다방 장사 안돼 문 닫아뿌렸나?” “아저씨 신경 끄고 술이나 드

셔욧….”

 “가스나들, 어른한테 말하는 것 좀 봐라!”

 주인 할머니가 “와, 좋은 술 묵으로 와 가지고 싸울라카노. 보소, 

저 똥차 와(왜) 가게 앞에 다 세우노, 딴데로 치아라(옮겨라), 숨 막히

게 딱, 가게 앞에다 세우고 그라노, 빨리 차, 치아라카이!”

 여기는 거창군 가조면 장기식육식당. 배연이 잘 되지 않는 술집

인지라 추운 겨울에도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다방 아가씨들이 연

탄불 석쇠 위에 놓인 양념돼지 한 점, 서로 입에 넣어주며 ‘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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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쳐댄다. “할매요, 나 인자 다방 때리치우고 할매같이 연탄불 돼지

갈비집이나 할라요, 할매 레시피 좀 갈차주소” “레시피가 모꼬?” “우

찌 양념하는지 비법!” “가조(면)에서 할 끼가, 딴 데서 할 끼가?” “가

조서 하다가 할매한테 무신 소리를 들을려고, 대구 가서 할랍니더”  

“비법이 오데 있노, 왜간장에 설탕 조꼼, 다마내기(양념), 마늘 그리

고 고치장! 요기 다다(모두이다)” “조선간장 안 쓰고 왜, 왜간장을 씁

니까?”  “조선은 짜서 파이다. 왜간장을 쓰야 달고 간이 적당해진다. 

이상 끝!”  “앗따마, 숨겨둔 비밀 좀 갈차 주이소!”

 다방 아가씨들이 계속해서 수다를 피워대자 똥차 아저씨가 시

비를 건다. “야야, 술 좀 마시자, 그런 거는 나중에 할매 한가할 때 

물어봐라 마, 아따마 시끄러워서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

어가는지 모리겠네, (이때 장기식당으로 한 노인이 들어온다) 아이고 형

님 오십니커, 그래 별고는 없고예?” “야, 이놈아 자식아, 너그 아우 

요새 오데 있노? 고놈아 잡히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빵에 

쳐넣어뿔끼다.” 

 이 말에 똥차 아저씨 풀이 팍 죽는다. 아우는 노인에게 무슨 잘

못을 했을까? 장기식당 밖 도로로 차들이 폭설을 뚫고 쉭~쉭 지나

가고 있다.

 어느 봄날 오후, 가조 장기식당 길 건너 부짓집 뜨락에 하얀 목

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미남형의 한 사내가 장기식당으로 쑥 

들어간다. “아이고오 누부(누나)요, 우짜몬 좋노 우짜몬 좋노, 나, 그 

소식 인자서 알았소, 할배가 세상 버렸다매? 우짜면 좋노, 나한테 

무지무지 잘 해주신 할밴데! 아이고 아이고 할배요.” “참 청승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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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가는 기지, 그래 서울서 잘 지내요?”

 장기식당 할매 옷자락을 붙잡고 대성통곡한 이는 다름 아닌 김

태호 국회의원. 가조면 출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다. 이명박 시절 

국무총리에 내정되었다가 낙마, 뉴스메이커가 된 인물. 

 김태호 의원이 죽은 할배를 회고한다. “거창서 최고로 막걸리 잘 

담그는 기술자였지요. 마음씀씀이도 참 좋아 이웃들로부터 늘 존경

을 받았던 어른이신데! 돌아갔다니 참 눈물이 나네요. 누부(장기식

당 할매)는 제 누님 친구분이십니다. 누부는 팔품행八品行 보살이지

요. 소림사 절에 가 먼저 간 영감님 극락왕생을 비는 열부랍니다.”

김태호 국회의원. 거창군 가조면 출

신. 거창농고, 서울대를 나왔다. 새누

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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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잔 마시며 안도현의 시 ‘연탄재’를…

 장기식당은 가조면 최고의 노포이다. “우리 큰딸(영선)이 태어나

기 전부터 시작했으니, 우리 딸이 올해 45세니 1947년 정도 전에 

식당을 한 것 같네? 할배는 가북면 사람인데 성주 이 씨, 이름은 귀

팔, 할배는 거창서 막걸리 최고 기술자 아이었나. 나는 가조면 역

촌 출신, 해주 오씨 이름은 판순. 할배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아흔

넷, 4년 전에 돌아가셨소. 40대 때 그만 눈이 멀어진거라, 봉사가 되

고 만거지, 그래서 내가 남편 자식들 먹여 살리라꼬 식당을 하게 되

었는데, 글쎄 사람들이 맛 있다 카이 기분은 좋소. 돼지고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연탄불에 구워야 맛 있제, 연탄불도 그냥 연탄불이면 

안돼, 활활활, 타는 불에 구워야 진짜 맛이 난다 이 말이요.”

 음식평론가 박찬일(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 

저자)에 의하면 “연탄불 열이 세야 고기가 촉촉하게 익습니다. 약하

면 말라 맛이 없습니다. 연탄불이 왜 좋으냐? 연탄불 4장에서 나오

는 화력이 480도입니다. 엄청난 온도지요. 이런 화력으로 고기를 

구워야 맛이 좋습니다, 참고로 데나폴리 피자기술자협회에서 규정

한 피자 화덕의 표준화력은 485도입니다.”

 MC의 제왕 강호동이 일전, ‘1박2일’ 촬영차 거창군 가조면을 찾

았다. 강호동은 장기식당의 명성을 전해 듣고 ‘할매’를 친견했다. 

“전설의 오판순(할매 이름)표 연탄불 돼지갈비 좀 주이소.”

 강호동은 시식 후 “내가 먹어본 돼지갈비 중 가장 맛있다!”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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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내질렀다고 한다. 

 가조면에는 장기식당 외에도 맛의 고수들이 많다. 

 ‘대명식당’(055-942-1005)의 어탕국수와 ‘쌍쌍식육식당’(055-943-

2428)의 돼지김치볶음·돼지생갈비찜이 산꾼들이 즐겨 찾는 메뉴

이다. 싱싱한 재료를 쓰는 데다 양도 푸짐하다.

봄철에 가면 씀바귀, 곰취류의 산약초가 밑반찬으로 나온다. ‘대

운식당’(055-942-0242)과 ‘엄마손추어탕’(055-943-7199)의 추어탕도 

일품이다. 그 옆 동해반점에서는 손짜장을 한다.

 면 소재지에 있는 제일식당은 산약초 장아찌로 전국적인 명성

을 가지고 있다. 

 가조면 주변 가볼만한 사찰로는 우두산牛頭山에 신라고찰 고견

사가 있다. 

고견사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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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등산객들이 단풍으로 

물든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

(해발 1천38ｍ)을 오르며 가을

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설립한 지, 어언 50년을 자랑하

는 장기식당 풍경. 연탄불로 고

기를 굽는다.

가조면 소재지에 있는 제일식당. 

장아찌 맛이 일품이다.

거창군 가조면 백두산온천에서 함박눈이 내리

는 풍경을 즐기며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고 

있다. 거창 가조온천은 전국최고의 강알칼리

(PH9.7)온천으로 아토피 및 미용효과에 탁월

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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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견사는 신라 문무왕 7년에 의상과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이

다. 고견사 뒤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는데 의상대사가 

참선하던 터로 알려져 의상봉이라 한다. 이곳에 올라서면 동쪽으로 

가야산, 서쪽으로 덕유산, 남쪽으로 지리산이 보인다. 주변을 에워

싸고 있는 장군봉과 별유산, 비계산, 미녀봉, 박유산의 산세가 빼어

나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말사이다. 신라 애장

왕 때 순응順應과 이정理貞이 창건하였으며, 1360년(공민왕 9) 달순

達順과 소산小山이 김신좌金臣佐와 함께 중건하였다. 

 1395년 태조가 고려왕조의 왕씨王氏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전지

田地 50결을 내리고, 매년 2월 10일 내전의 향(香)을 보내서 수륙재

水陸齋를 행하게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교종에 속하였으며, 1414년(태종 14년)부터는 1월 

15일 수륙재를 행하였다. 1424년(세종 6년) 사원의 승려 수와 전지

의 결수를 정할 때, 45결이었던 전지를 100결로 늘리고 승려의 수

를 70명으로 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과 산신각·요사채 등이 있으며, 유물

로는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170호로 지정된 범종과 경상남도유형

문화재 제263호로 지정된 석불, 탱화 4점, ‘법화경’ 등이 있다. 고견

사 석불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마멸되었다. 머리는 민머리에 상투모

양이 뚜렷하다. 두광에는 홑겹의 연꽃무늬와 구슬무늬를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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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정
보

거창 모범 향토음식점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 음식

쌍쌍식육식당 가조가야로 1096 055-943-2428 생삼겹살

건계정 거창읍 거안로 1173-21 055-944-7833 해물닭찜

제주냉면 북어마을 거창읍 공수들4길 40 055-944-7898 북어찜

삼산이수 거창읍 내학길 35-4 055-942-0103 갈비찜

흑송초밥 거창읍 대평3길 055-943-1351 바다모듬회

상해 거창읍 중앙로 1길 42 055-944-0077 해물쟁반자장

풍전복집 거창읍 상동 2길 9 055-942-7572 복매운탕

월성횟집 북상면 깊은골길 23 055-945-1038 송어회 

석백산 거창읍 거열로 4길 140 055-944-7877 생선회

청운각 거창읍 수남로 2216 055-944-3237 탕수육

외양간구시 거창읍 거열로 4길 123 055-944-4900 한우생고기

흑룡수타손짜장 거창읍 강변로 9길 51 055-944-8577 수타손짜장

항아리왕갈비 거창읍 강변로 285 055-944-0043 돼지갈비

사과에도니떡갈비 거창읍 중앙로 1길 77 055-942-6523 떡갈비

거창복어 거창읍 공수로 1길 23 055-942-7781 복매운탕

미가도 거창읍 거열로 5길 8 055-945-3553 바다모듬회

사랑도 거창읍 거열로 4길 24 055-944-8473 바다모듬회

부경숯불갈비 거창읍 공수들 1길 77 055-941-0607 목살

왕우렁쌈밥 거창읍 거창대로 5길71 055-945-3042 우렁쌈밥

강남숯불갈비 거창읍 강남로 218 055-945-3212 돼지갈비

돈구이 거창읍 죽전1길 3 055-944-0221 대패삽겹살

지
역

 정
보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 음식

장충동왕족발보쌈 거창읍 거창대로 34 055-945-3300 족발

모려촌 굴뚝배기 거창동 상동길 50 055-943-0902 굴국밥

금호추어탕 거창읍 강남로 1길 196 055-944-8005 추어탕

춘천집 거창읍 상동길 42 055-945-0214 닭갈비

옥계촌 북상면 덕유월성로 968 055-942-5197 백숙

광안리해물탕 거창읍 공수들 5길 42 055-943-4667 해물탕

밀길따라 거창읍 공수들 7길 62 055-944-0430 손칼국수

동막골한우숯불촌 거창읍 대평3길 58 055-943-3369 한우생고기

레아모 거창읍 아림로 32-1 055-943-9282 스테이크

누렁소와 돼지갈비 거창읍 공수로 6길 6 055-945-2283 한우특수부위

애우애도나전문점 거창읍 거함대로 3178 055-943-9204 애우생고기

신라복요리 거창읍 거열로 3길 30 055-943-8985 복불고기

개성보쌈 거창읍 거열로 104 055-942-5382 보쌈정식

참오리 거창읍 소만3길 35-14 055-942-8882 오리생고기

고래불해물찜 거창읍 공수들 3길 38 055-944-9779 해물찜

고려정 남하면 양곡2길 055-944-1400 한방백숙

수승대임정은가든 위천면 송계로 363 055-941-0952 꽃등심

명동오리 가조면 가조가야로 129 055-943-5293 오리불고기

양반집 거창읍 강변로 301 055-944-0088 소고기전골

천하무적한우 거창읍 공수들 1길 56 055-943-6787 한우생고기

대성복찜 거창읍 소만2길 28-4 055-943-5457 복지리

푸줏간 거창읍 소만2길 53 055-943-0287 소고기모듬

이교가든 거창읍 강변로 157-5 055-945-7890 한방대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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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 명당 터에 자리 잡은 맛집

거열산성 설화를 아십니까?

 거창의 옛 이름은 ‘거열’이다. 서기 5세기 경 거창사람들은 통일

된 국가를 건설하였다. 거창사람들은 국가의 이름을 ‘거열국’이라

고 명명했다. 거열이라는 나라 이름은 우륵의 가야금 작품에 처음 

등장한다. 우륵이 지은 가야금 12곡 중 9번째 곡이 거열이다. 신용

균(거창고 교사)이 쓴 『한국사에 비추어 본 거창의 역사』에 따르면 

“거열인들은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도굴한 거열국의 유물에는 금으로 만든 귀걸이, 구슬 목걸이와 팔

찌, 금동허리띠 장식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 거창지

역은 백제와 신라가 서로의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

쳐야 하는 지정학적·군사적 요충지로 20개소에 이르는 산성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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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와 거창분지 일원에 집중적으로 축조되어 있다. 그 중 한곳이 

거열산성이다.

 거열산성은 아홉산 능선 해발 572m 건흥산에 위치해 있다. 둘

레 1,115m, 너비 5,5m.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13년인 673년 나당

전쟁羅唐戰爭을 대비하기 위하여 신라의 거점지역 9곳에 산성을 쌓

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열주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

은 거열산성을 지칭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거열산성은 외세

에 대항한 국난 극복의 현장으로 그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큰 유적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5월 7일, 거창군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원장 

조문환)와 함께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이홍기 군수와 이성복 군

의회의장, 역사학자,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열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

22호로 지정되어 있는 거열산성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학

과)교수를 좌장으로 나동욱(한국성곽학회장), 전덕재(단국대학교 사학

과), 박종익(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국내 고대사와 성곽연구를 대

표하는 역사학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치러

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성곽과 문헌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주제발

표와 토론을 통해 사적 지정을 위한 거열산성의 성격 규명과 역사

적 중요성을 확보한 거창군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 사적 지정을 추

진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거열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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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 거창지역의 고대지명인 거열주와 거열산성이 일맥상통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거창군 고대사 재정립에

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열산성의 체

계적 관리와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 차원의 활용에도 큰 관심을 가

지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거열산성의 지역 브랜드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할 예정이다. 거창군 거창읍 참좋은아파트 앞에 또 하나의 

‘거열산성’이 있다. 옥호가 엄청나다. 기가 철철 넘친다. 용압탕茸鴨

湯으로 이름 높다. 용압탕이란 녹용 오리탕을 말한다. 

 오리는 새 중에 으뜸이다. 오리 압鴨자를 파자해보면 새 조鳥자

와 으뜸 갑甲자가 결합되어 있다. 즉 오리는 새 중에서 가장 으뜸, 

또는 첫 번째라는 뜻이다. 갑은 역법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기

인 육십갑자의 첫머리 자字이다. 일본 영양학자 미이 도시코는 음

식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코는 암 억제 기능 강

화에 오리탕이 좋다고 한다. 

 오리기운은 오장에 고루 기운을 돋우고 면역세포를 포함한 수

를 늘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도시코가 추천하는 오리탕 레

시피를 소개한다. “오리고기는 오장의 기운을 강화시켜 줍니다. 오

장  중에서도 특히 비위와 신의 기능을 좋게 하여 소화력을 키워줍

니다. 오리탕에 동충하초와 사삼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삼이란 도라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더덕을 말한다. 

거창 오리집의 명가 ‘거열산성’에 들러 용압탕 한 그릇을 시켰다. 

용압탕은 오리와 오리뼈  찹쌀, 은행, 녹각, 인삼, 능이버섯 등 한약

재료에 들깨가루와 기타 잡곡 가루를 넣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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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반찬으로 양파절임, 초석잠, 취나물무침이 나온다. 반찬속에

서 덕유산 산내음이 물씬 풍긴다. 정갈하고 깔끔하다. 

계곡을 바라보며 건계정 해물찜닭을 먹노라니 

  

 또 하나, 거창 유적과 관련된 별미집이 있다.    

 거창읍에서 마리면 가는 길에 건계정建溪亭이 있다. 건계정은 거

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조선 말기의 누각이다. 이곳은 거창 장

章 씨 문중이 1905년에 세운 것으로, 문중의 시조인 평보平甫 장종

행章宗行이 고려 충렬왕(1240년) 때 중국으로부터 귀화했는데, 그의 

아들인 두민(斗民)이 공민왕 시절 홍건적들이 침입하여 개경까지 

점령당하는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들을 지휘하여 개경

으로부터 홍건적을 몰아내어 국란의 위기를 극복한 무훈을 세우자, 

이에 대한 공로로 공민왕이 두민을 아림군娥林君으로 봉했다. 이에 

그 후손들이 두민의 공을 기려서 세운 정자가 바로 건계정이다. 이

곳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건물로 위천 유역의 반석 위에 세워

졌다. 

 거창의 대표적 명소를 꼽으라면 건계정을 제일로 친다. 그 이유

는 고풍스런 정자와 맑은 물이 굽어 도는 물길과 숲이 어우러져 빼

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거창을 소재로 하는 글이나 문학소재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

다. 건계정은 영천의 맑은 물 위에 꼬리를 담그고 거열산성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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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오르는 거북바위 등 위에 있으며 정

자가 지어진 바위를 구배석이라고 한다. 

“건계정은 자연암반 위에 축조하여 상부

하중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기단과 초석 없

이 그대로 건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둥

이 조금만 잘못 세워져도 상부하중과 하

부의 반력에 의해 비틀어져 건물이 무너

져 내리게 되기 때문에 정확히 세워야 하

는데, 기둥의 하부가 세워지는 위치에 있

는 자연석의 생긴 모양이나 기울기와 정

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

게 기둥의 아랫단을 자연석의 생긴 모양과 똑같이 맞추어 깎아내는 

작업을 그랭이질이라고 하죠. 현재 건계정 기둥의 그랭이질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종한 거창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해설)”  

 건계정의 풍광도 유명하지만 이곳의 닭찜도 매우 유명하다. 닭

찜은 닭을 잘게 토막 치고 갖은 양념을 하여 국물이 바특하게 흠씬 

삶은 음식이다. 특히 닭은 추석 즈음이 되면 햇닭이 살이 올라서 그 

맛이 좋다. 그래서 이때 햇닭을 잡아서 닭찜을 만든다. 만드는 방법

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통닭 한 마리를 

잘 씻어 물기를 뺀 다음에 통째로 기름을 두른 번철에 올려놓고 지

진다. 이것을 냄비에 넣고 닭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여기에 

북어, 마른오징어, 홍합 같은 어패류와 다시마, 두부, 무를 넣는다. 

약한 불에 국물이 절반 이상 졸도록 끓인다. 이것을 차례상에 올리

건계정 풍경을 바라보며 건계정 해물 닭찜

을 먹는다. 여행의 참맛이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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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절식으로 먹는다. 

 1819년(순조19) 김매순金邁淳이 지은 한양漢陽의 연중행사를 기

록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보면 추석 때 ‘아무리 벽촌의 가난한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을 만들

며,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린다.’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닭찜을 굉장히 좋아했다. 

 건계정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계정 식당의 닭찜은 이

런 전통의 맛을 그대로 전수받아 지금도 그 맛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한 이곳은 건계정 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을 덤으로 구경할 수 있다. 식당 전면에는 위천천의 맑은 물이 흐

르고, 뒷면에는 거열산성의 등산로 및 약수터가 있어 가벼운 운동

을 겸할 수 있다. 근처에는 덕천서원이 있다. 아무튼 건계정은 전통

적인 방법으로 찜닭을 조리하는 전문 음식점으로 지난 1986년에는 

향토음식 시범업소로 지정되었다. 이곳

의 해물찜닭은 닭과 해물의 절묘한 만남

으로 맛이 뛰어나고,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집에서 즐겨 찾는다. 

 특히 토종닭백숙은 토종닭에 인삼, 허

개, 목각 등 각종 한약재를 넣어 만든 보

양식으로도 유명하다. 

 닭고기는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함유

되어, 몸에 흡수가 잘 되어 기력이 빠르

게 회복된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과 콜라

삼산이수 갈비집, 전국 산악회가 즐겨 찾는다. 

요산요수라서 그런가?



겐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대표 스테미너 음식 중 하나이

다. 그리고 섬유질이 가늘고 연해 소화도 비교적 잘 된다. 『동의보

감』을 보면 약으로 쓰는 날짐승 중에는 닭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지

금도 몸이 허할 때는 닭을 고아먹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 가장 가까운 날짐승인 닭은 예로부터 좋은 음식이자 약으

로 쓰였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날짐승이었기 

때문이다. 장모님이 백년손님 사위가 찾아오면 씨암탉을 잡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거창읍 상동에 거주하는 한영호 씨

(45세)는 “좋은 몸을 위해 먹는 것이 있다”며 “이곳의 닭찜, 특히 해

물찜닭은 여름의 폭염으로 인해 자칫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해

지기 쉬운데 이때 해물찜닭을 먹으면 닭고기의 질 좋고 풍부한 단

백질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

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피로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며 건계정 닭찜 예찬론을 펼친다. 

 지금 경남 거창 군민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건계정 계곡 내 

건계정建溪亭의 건계정식당은 쉼터로도 유명하지만 ‘맛터’로도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삼산이수3山2水’  

 거창 풍수와 관련된 이색 별미집이 또 있다. 

 ‘삼산이수3山2水’. 세 개의 산과 두 개의 물이라는 뜻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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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산과 물로 대표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이다. ‘삼산이

수’는 이태백이 중국 금릉의 아름다움을 그린 시 ‘등금릉봉황대登金

陵鳳凰臺’에 나온다. 

 三山般落靑天外 삼산반락청천외

 二水中分白露州 이수중분백로주

 삼산의 봉우리 푸른 산 밖으로 반쯤 솟아있고 

 두 강물은 나뉘어 백로주로 흐른다. 

 중국 금릉은 세 개의 산, 두 개의 강, 삼산이수가 있어 절경을 이

룬다. 거창에도 삼산이수가 있다.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내학길(원

동마을).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는 금귀봉, 취우령, 산제봉

이다.

 금귀봉金貴峰(837m)은 금구산金龜山 또는 산의 모양이 탕건 같다

박갑동 풍수가 삼산이수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

다. “이태백의 영혼을 울린 곳이 삼산이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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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탕건산이라고도 한다. 멀리서 보면 원뿔모양으로 뾰족하

게 솟아있다. 금귀봉 정상에 서면 거창의 산들과 인근의 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취우령驟雨嶺은 거창군의 진산이다. 높이 795미터. 

멀쩡한 날씨에도 소나기가 잦아 세찰(소나기) 취驟, 비 우雨, 취우령

으로 이름 지었다. 선화공주의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산제봉은 무주군과 맞닿고 있다. 원동마을 앞으로 이수, 운양완

수와 조제미수가 합수한 황강천이 흐른다. 삼산이수의 고장, 원동

부락은 거창에서 김천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다. 

 이곳에 천하일미 갈비집 ‘삼산이수’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여 년 전 국내 최고의 맛 칼럼니스트 김순경(전 동아일보 기자) 씨

가 원동마을을 찾았다. 

 다음은 김 기자의 원동마을 여행담이다.

 “거창시내에서 외지 손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원동부락 갈비촌이라 해서 그곳에 가봤지요. 

원조집에 속하는 대전식당과 ‘삼산이수三山二水’ 등 3곳 갈비집들이 

저마다 특징 있는 갈비요리를 내놓고 있는데 보기 드문 경지를 이

루고 있습디다.

 갈비 맛도 탁월했지만 중국에나 있을 법한 삼산이수 풍광을 지

켜보자니 저 스스로 신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삼산이수 갈비집이라? 상호에서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 잘 가꾸

어 놓은 정원에는 지하 140m에서 끌어올렸다는 맑은 물로 연못을 

파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다. 뜨락엔 갖가지 정원수와 화초들이 어

우러져 있다. 김순경 칼럼니스트의 계속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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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경관에 힘입어 갈비 맛이 정말 좋습디다. 무르익은 음

식맛으로 많은 고객들을 불러 모으는데 모자람이 없더군요. 주인 

강상길 씨가 직접 전라도 남원까지 가서 구해온다는 누렁소 한우 

갈비는 언제나 살이 넉넉하게 붙은 순수한 한우갈비로 갈비를 다듬

고 조리하는 방법이 무척 정성스럽더이다. 갈비 다듬는 방법은 거

의가 비슷하다지만 먼저 맑은 물에 하루저녁쯤 담궈 깨끗이 씻어낸 

뒤 기름을 말끔하게 다듬어내고, 그래도 모자라 솥에 넣고 초벌찜

을 해 살 속에 박힌 기름까지도 알맞게 빼준 뒤 찜이나 탕감으로 쓴

다고 하더군요.”

 김순경 기자의 강력추천에 따라 김영주 KBS방송 구성작가와 함

께 ‘삼산이수’로 찾아가 별미 갈비찜을 먹었다. 김 작가는 갈비도 

갈비거니와 원동마을 삼산이수에 취해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는 소갈비를 맛있게 먹고 난 후 소와 관련된 야화 몇 가지를 

들려주었다. “소는 오행상 흙 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털이 노랗지요. 

이익의 『성호사설』에 보면 소는 소리를 귀로 듣지 않는데요, 코로 

듣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귀로 듣지 않는 것만 사실인 것 같

아요. 이익 선생이 말하길  소는 고집이 강하지 않고 성질도 순해서 

누구든 잘 따르기 때문에 제후들이 모여서 맹서를 할 때 반드시 소

의 피를 서로 마셨다고 하네요.”

 이외, 자타천 풍수길지에 위치해 있는 맛집으로는, 신원면 양지

마을 인풍정 주막, 거창읍 안의보신탕, 월평마을 주민회관 등이 있

다. 인풍정 주막은 상서로운 산골 바람, 월평마을 주민회관은 온기

溫氣,  안의보신탕은 정력을 배가해주는 보기補氣가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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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열산 굽이굽이 선화공주 애틋한 사랑 전설

거열산성居列山城은 일명 건흥산성乾興山城이라고도 한다. 덕유산 줄기에 있는 건

흥산(563m) 꼭대기에 있으며, 산 아래 쪽에서 성곽이 보이지 않게 산의 지세와 능선

의 기복을 이용하여 축성한 요새와 같은 산성이다. 성벽은 자연석과 잘 다듬은 돌을 

이용하여 지형에 따라 39m의 높이로 쌓아 올렸다. 성벽의 둘레는 약 2.1㎞이고 폭은 

아랫부분이 7m, 윗부분이 4m이다. 현재 성의 대부분은 허물어져 버렸지만, 주변에는 

성벽에 쓰였던 석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 거열산 줄기에 취우령 (해발 795m)이 있다.

거열산과 취우령에는 선화공주와 서동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 

이곳에서 전승돼 오는 설화는 삼국유사의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삼국유사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후일 백제 무왕이 되는 서동의 노래 ‘서동요’를 

매개로 백제로 넘어가 왕비가 됐다고 기록한다.

반면, 거열산 전래설화는 단신으로 백제와 신라 국경선인 취우령을 넘으려던 선화

공주가 경비 군사의 검문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첩자로 오인돼 고문 끝에 숨을 거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창 관광 안내(Tourist Information)

● 거창군청 : www.geochang.go.kr

● 거창문화관광 : 055-940-3240・6 / http://tour.geochang.go.kr

● 금원산 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055-254-3971・6 / www.greencamp.go.kr

● 수승대 관광지 : http://ssd.geoc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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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에는 주술적 의미가 있다, 2교떡집

뒷골늑대는 왜 찐빵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 뒷골늑대라는 염쟁이가 산다. 함양읍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30여 년 시신을 수습한 인물이다. 함양사

람들 말에 따르면 “그 할배, 신끼가 있다, 죽은 시체하고 대화도 하

고 그란다!” 왜, 뒷골늑대인가? “생김새가 꼭 늑대처럼 생겼다카이. 

코도 아주 크고 눈빛도 매섭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지.” 수소문 끝에 

뒷골 늑대를 만났다. 81세. 노인은 찐빵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365일 찐빵만 묵소, 나는. (사이) 아마. 그때가 그러니까. 1997년

도 여름이었지. 라지오(라디오)에서 방송 멘트가 나오는데 단군 이

래 최고 더위라 카데. 엣따 모리겠다, 시신 냉동실로 들어가 잠이나 

자자. 냉동실에서 코를 드릉드릉 골며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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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며 깨워. 

 누고? 저. 어제 농약 묵고 죽은 총각시신임니더. 제가 말임니더. 

돈 2백만 원 땜에 자살 항거라요. 내 죽음. 너무나 억울해 염사님헌

티 하소연하고자 하오니 제 억울함 좀 풀어주이소.

 할배요. 제가 봉식(가명)이한테 노름빚 2백 빌려준 적이 있소. 

4년이 지나도 원금을 안 갚길래 그 놈과 대판 싸우고 홧김에 농약 

묵고 죽응거라요. 네 이놈. 그깐 일로 죽어? 염사님. 그 돈 좀 받아 

아우들에게 제 장례비에 보태 쓰게 해주소. 하고선 자신의 집안 내

력을 소상하게 내 한테 들려주능거라. 잠에서 깨어나 유족들을 불

러 집안 내력과 돈 2백만 원 사건을 들려줬지. 봉식이(노름빚쟁이)한

테 죽은 이 말. 전하니 아이고야! 혼비백산하능거라. 함양 나이 많

은 사람들… 이 이야기. 다 알고있을끼라. 이외. 시신 냉동실에 누버

(누워) 자다 보면 별 희한한 귀신들이 다 나타나 자신이 왜 죽었는

지 나한테 들려준 사연. 당신한테 이바구할라몬 10박 11일은 걸린

다 마!”

 염쟁이 뒷골늑대는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사람. 본명은 강영석. 

나이 37세 때 몸속에 잡신이 들어왔다. 빙의치료 차 무당 찾아갔더

니. 수동 연화산 경방탑 뒤 당산에 가 100일 치성을 드려야 잡신이 

물러간다고 했다. 해서 당산에 가 백일기도를 올렸다. 

 그때 백발노인이 나타나 “자네를 보자허니 마음속이 온량하야 

인정이 저며 있구나. 박수무당할텐가. 이기利己를 버리고 남을 위해 

적선. 공헌헐텐가. 후자를 택하몬 자네는 복수강령福壽康寧할 터!” 

 그래서 그는 염쟁이가 되었다. 그는 죽은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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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극정성으로 염을 해준다. 죽은 시신 염하고 나서 꼭 찐빵을 

먹는다. 왜 하필이면 찐빵일까?

 “찐빵,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찐빵을 먹어야 몸속의 나쁜 기

운이 쑥 빠져 나간다!”

 이론적 근거는? 대체의학연구가 이시온 박사에게 그 이유를 물

었더니, “찐빵은 흰색 아닙니까? 영양학 용어로 화이트푸드지요. 화

이트푸드의 흰색 속에는 안토크산틴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

는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하고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또 바이러스와 균에 저항력을 길러 주지요. 흰색 음식 속에는 안토

크산틴의 일종인 이소플라본 성분도 들어 있는데 이는 여성호르몬

인 에스트로겐 효과를 내기 때문에 폐경기 초기증상을 완화시켜주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흰색을 숭배했다. 가장 신성한 제사를 올

릴 때 순수무색의 백설기를 올린다. 백설기는 흰쌀의 순수한 결정

으로 빚은 것으로 흰무리라고도 한다. 곳에 따라서는 대추·밤·

석이·실백 등 고명을 맨 위에 뿌리기도 한다. 백설기라는 명칭은 

『규합총서閨閤叢書』에 기록되어 있다. 하얗게 쪄낸 음식이므로 삼칠

일·백일·첫돌과 삼신고사 등의 의례에 쓰이는 대표적인 음식이

다. 지금도 많은 행사에 사용되고 지역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즐겨 

먹는 전통음식이다. 거창읍에 백설기 잘 만드는 떡집이 있다. 2교떡

집. 원래 2교 초입에 있다가 최근 2교에서 거창대학 가는 대로변에 

확장 개업했다. 주인을 만나 백설기와 관련된 각종 이야기를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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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설기는, 백일에 백 개의 집에 나눠줘야 아기가 오래 살고 복

을 받는다는 풍습이 있었지요. 그래서 백일 떡을 받은 집은 빈 그릇

에 흰 무명실이나 쌀을 담아 보냈죠.

“그렇습니다. 백설기는 하얗고 순수한 아기의 깨끗한 몸과 마음

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토굴에서 장좌불와 수행을 

마친 후 맨 처음 드신 음식이? 무지개백설기를 드셨다 합니다.”

 - 백설기는 어떤 과정으로 만듭니까?

 “재료는 멥쌀가루10컵, 소금 1큰술, 설탕 1/2컵, 물 2/3컵, 꿀 

2큰술. 

 만드는 순서는 대략 

1. 멥쌀가루는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뿌려 손으로 고루 비빈 후 

체에 한 번 더 내린다. 

2. 체에 내린 쌀가루를 끓인 설탕 물에 꿀을 넣어 솔솔 뿌리면서 

손으로 고루 비빈 후 체에 다시 한 번 내린다. 

3. 시루의 밑을 창호지로 깐다. 

4. 쌀가루를 손으로 솔솔 뿌려 위를 고르고 편편하게 한다. 

5. 베보자기를 물에 적셔 시루 위를 덮고 불에 올려 김이 오르면 

약20분 정도 푹 쪄 낸다. 

6. 뜸이 잘 들었으면 시루를 떼고 뜨거운 김이 한김 나간 후에 썰

어 낸다 입니다.”

 떡은 우리에게 단순히 끼니를 보충하려고 만든 먹거리가 아니

128 



4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2교떡집. 떡은 우리에게 단순히 끼니를 보충하려고 만든 먹거

리가 아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기가 첫돌을 맞이했을 때, 천지신명에게 고사를 지

낼 때, 떡은 우리네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의식의 상징물이다. 

거창시장 손 송편 만드는 아줌마들. 송편은 콩, 밤, 깨 등을 넣고 만

든다. 처녀가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신랑을 만나고 임산부가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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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기가 첫돌을 맞이했을 때, 천지신명에게 

고사를 지낼 때, 떡은 우리네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과 슬픔을 나누

는 의식의 상징물이다. 2교떡집은 특히 통과의례용(경사떡) 떡을 잘 

만든다.

“깨날라(아기)가 백일이나 돌을 맞으면 경사떡을 만들어 축하해

주지요. 이때 만드는 떡은 수수팥단지, 송편 등인데, 송편은 그 안

에 들어있는 속처럼 속이 꽉 차라는 의미에서 맹글지요. 수수팥떡

은 더 깊은 의미가 있심더. 아이가 일곱 살이 되기까지 꼭 수수팥떡

을 해 믹이는 뎁쑈. 수수팥떡은 아이를 삼신할미가 지키는 나이까

지 잡귀가 붙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뜻이 담겨 있심니더.” 

 떡은 무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음식연구가 한복려에 의하면 

“시월 오일, 상달에는 햇곡식으로 붉은 팥고물을 놓아 시루떡을 쪄

서 마굿간에 갖다놓고 말이 잘 크고 병이 없기를 빌었다” 한다. 섣

달그믐에는 시루떡과 정화수를 떠 놓고 고사를 지냈다. 계절마다 

떡을 먹는 의미가 각별하다. 

 “삼월 삼짇날에는 진달래화전을 해 먹심니더. 집안의 우환을 없

애고 소원 성취를 비는 의미에서요. 유두 때는 흰떡수단, 유두편, 상

화병, 밀전병. 이걸 먹고 더위를 잊기 위함 액막이를 하지요. 상달에

는 시루떡, 애단자, 밀단자 등. 납월에는 골무떡입니다. 천지만물의 

산령에게 은덕을 갚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자는 찐 떡을 모양 내어 고물을 묻히는 떡을 말한다. 음력 

12월을 동지섣달이라 하는데 이때의 섣달을 ‘납월’이라 한다. 납월

에는 차례에 쓸 제물과 세찬, 정월에 먹을 후식류를 마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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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차례 상에 얹기 위해 멥쌀가루로 흰떡을 쳐서 떡살로 무늬

를 내어 절편切餠을 하거나 손을 세워서 가래떡을 꼬리 있게 잘라 

골무떡을 만들고 위에 색떡을 얹어 둥근 떡살로 꾹 눌러 꽃절편을 

만들어 장식했다. 또 흰떡白餠을 뽑아 색색으로 물을 들여 골무같이 

빚어서 나누어 먹는 풍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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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임 씨 명문가  임재순 할매의 담북장

1936년 동짓날(12월 22일) 새벽,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 한 생명이 잉태했다. 

은진 임 씨 재순載順. 갈천 임훈 선생의 13대손, 부 임상희 모 정염순 2남2녀중 막내. 

 19세 때 죽헌 조숙 13대손 23세 조병희(전 위천면장)와 연을 맺어 위천면 황산2길 

90번지에서 자식들을 생산했다. 3남3녀. 3녀는 출가해 타지(서울, 용인, 대구)에서 둥지

를 틀었다. 딸네(영희, 원영, 수경)들은 구정 추석이 오면 신랑 아들딸들을 데리고 친정

을 찾는다. 딸네들은 어미 임재순 할머니와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눈다.

 “도시서 파는 인스턴트 음식 먹다가 엄마가 해주는 밥과 담북장에 김치를 먹고 나

니 생기가 도는 것 같소. 갈 때 담북장 좀 헝거석(많이) 주이소.”

 딸네들은 이제 꼬부랑 할매가 된 어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빈농의 집에 시

집 와 평생 고생을 한 어머니, 우리가 바람에 날려갈까 늘 노심초사했었지. 타향

에 가 잘 살라며 우리들 마음속에 ‘극기’ ‘인내’라는 고약을 하나씩 붙여주셨던 어

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딸네들이 귀가하려고 부산을 피울 때, 할머니는 꼬부

랑 허리를 펴고 일어서 장독대로 간다. 허리에서 잔뼈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이

제 저승 갈 때도 다 되었구나. 할머니가 장독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저 장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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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방 아들딸 건강을 지켜준 장독이 아니었던가? 장을 담가놓고 장독항아리에 새

끼를 꼬아 띠를 두르고 숯을 띄우면서 장이 잘 익기를 바랬던 젊었던 시절이 있었지. 

임재순 할머니가 딸네들 주려고 장독에서 간장과 담북장을 퍼 담는다. 담북장은 가을

에서 겨울 사이에 작은 메주덩어리를 만들어 띄워 말렸다가 초봄에 덩어리를 잘게 부

숴 햇볕에 말리고, 따뜻한 물을 섞어 싱겁게 간하여 작은 항아리에 담은 뒤 6, 7일간 

더운 데서 익혀 만든다. 『조선요리법』에는 “메주는 무장 메주 쑤듯 쑤어서 곱게 빻아 

고운채로 친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알맞게 섞어서 하룻밤 재운 다음 간장을 조금 치

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급히 먹으려면 더운 곳에서 3, 4일간 익힌다.” 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실린 담북장 만드는 법을 보면 “굵고 좋은 콩을 볶아 

맷돌에 타 가지고 잘 삶아 바구니나 소쿠리에 담고 가랑잎이나 짚을 덮어 더운방에 4, 

5일간 두어 실 같은 진이 생기게 한다. 이것을 솥에 넣고 무를 잘게 썬 것, 생강 다진 

것, 무거리 고춧가루, 먹기도 하고 쇠고기나 무를 넣고 찌개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딸네들이 어미가 준 장을 들고 귀갓길에 오른다. 딸네 가족을 보내고 할머니는 차

디찬 방바닥에 무너지듯이 드러눕는다. “나 죽어도 건강하게 잘들 살아라…” 

 임재순 할머니의 장독대에 덕유산 햇살이 한가득 내려 앉았다.

황산마을 우거. “타지로 간 딸내미들 줄려고 정성껏 담갔다네.”



11

거창 부각 명인 오희숙

거창명가 윤 씨 집에 시집온 전라도 처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특징은 곡물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곡물 

음식이 다양하고, 주식과 부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음

식의 종류와 조리법과 맛이 다양하면서 몸에 약이 된다는 정신이 

있다. 특히 음식의 모양보다 맛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우리 음식은 

전통이 그대로 전승되는 향토음식이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딸과 며

느리에게 전해 주어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을 지닌 음식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의 이름은 대개 주재료가 앞에 오고 뒤에 

조리법이 붙는다(두부된장찌개, 배추김치 등). 국, 찌개, 찜, 볶음, 구이, 

전, 김치 등의 조리법이 붙어 있어 어떤 음식인지 대략 알 수가 있

다. 그런데 유독 ‘튀김’이 붙은 음식은 따로 없다. 기름이 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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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옛날 아궁이에 기름 솥을 올려놓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조리법 

중에 가장 발달이 안 된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기름에 튀

긴 음식이 몇 가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도 마른 

것 식재료를 튀기는데 부각과 튀각 그리고 한과류다.

 이 중에서도 부각은 다시마 조각, 깻잎, 고추 등에 찹쌀 풀을 발

라 말렸다가 기름에 튀긴 음식이다. 풍성하고 바삭바삭한 부각은 

반찬으로 예전부터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아 왔다. 이런 부각의 참 맛

을 대대로 물려온 비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음식의 대명사로 

만든 부각 명인이 거창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각 하나 외길 인생을 

살아온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25호인 오희숙 명인으로 

지금은 외국으로도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부각이나 튀각은 고기 음식이 아니라서 절에서 즐겨 만드는 별

식이었습니다. 스님들이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므로 부각이

나 튀각에서 식물성 지방을 섭취했습니다. 순식물성 제품으로 전통

적인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영양 간식은 물론이고, 입 

맛 없을 때 입 맛 살려주는 최고의 밑반찬입니다” 부각을 만들 수 

있는 식재료는 깻잎, 김, 깨송이, 국화잎, 다시마, 감자, 풋고추 등이 

있다. 그리고 절에서는 들깨꽃 송이와 깻잎 비슷한 자줏빛의 차조

기 꽃송이로도 만든다. 

 거창의 ‘㈜하늘바이오농업회사법인(오희숙 전통부각)’에서 생산

되는 부각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웰빙스낵(간식)으로 각광받고 있

다. 특히 한식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육류를 

주로 섭취하는 서구인들의 시각으로는 해조류 등 자연재료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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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 부각의 인기가 매우 높다. 특히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부각을 과자처럼 먹으며 해조류가 요오드를 보완해준다는 사

실이 알려지면서 김과 다시마 등으로 만든 부각의 인기는 매우 높

은 편이라고 오희숙 명인은 말했다. 

부각은 정성으로 만드는 음식

부각은 손이 매우 많이 가는 음식이며 맛이 풍성하고 바삭바삭

한 것이 특징이다. 부각이나 튀각은 일본식으로 밀가루와 달걀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녹말즙을 묻히지도 않고 마른 것을 

그대로 튀긴다. 채소나 해초를 손질해서 찹쌀풀이나 밀가루를 묻혀

서 말려 기름에 튀긴 것을 부각이라 한다. 튀각은 찹쌀풀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튀긴 반찬을 말한다. 부각을 만들려면 가을철 볕이 좋

을 때 한 가지씩 풀을 발라서 정성들여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서 주

안상이나 귀한 손님상에 올렸다. 

 “부각은 정성으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채소나 해초를 말리려면 

화창한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준비하여 그 날 중에 완전히 말리는 

것이 깨끗합니다. 날이 안 좋으면 잘 마르지 않고 쉬거나 상해 버립

니다. 찹쌀풀을 쑤려면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서 오랫동안 나무 주

걱으로 저으면서 끈기가 나게 하여 조금 되직하게 쑤어 식혀야 합

니다. 저희가 만드는 부각은 지금은 비록 기계로 대량생산하지만 

이런 정성을 바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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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제는 오희숙 전통부각은 우리나라 밥상의 반찬에서 세계

인의 간식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식품이 되었다. 

 이와 관련 하늘바이오의 어느 직원은 “우리가 생산하는 부각은 

미국 주류 마켓의 가운데에 진열되고 있습니다. 세계 부각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각은 쌀과 찹쌀 100t에 김 등 원료 

200t이 들어가야 부각 100t을 만들 수 있는 고부가가치 수출상품이

기 때문에 정부가 고부가가치 복합 농산물인 부각을 수출 전략상품

오희숙 명인은 결혼한 지 3년째이던 1978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남 거창 시댁으로 내려왔다. 그

의 남편은 파평 윤 씨 종갓집 아들. 

다양한 채소나 해조류 등에 찹쌀풀을 입혀 말려뒀

다가 튀겨내는 부각은 우리의 전통음식 중 하나다. 

국내 유일의 부각명인 오희숙 명인이 생산하는 전

통부각은 고추, 연근, 우엉, 감자, 고구마, 호박, 콩 

등 농산물과 인삼, 더덕, 도라지, 생강, 뚱딴지, 마

늘, 초석잠 등 기능성식품, 해조류인 김 다시마, 미

역 등 총 23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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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라며 부각이 한류 한식의 중심에 서기 

위해 회사는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궁중이나 사대부 집안의 내림음식으로, 전국 곳곳에서 반찬 또

는 간식거리 부각은 거창에서 옛날부터 부각이 매우 발달했다. 오

래전부터 많은 집에서 다양한 부각을 만들어 먹고, 또한 내다 팔기

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 부각은 지

구촌 사람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적 고급 스낵으로 발전했다. 

그 가운데에 오희숙 전통부각의 명인이 있다. 햇살에 말리고 바람

으로 풀칠한 오희숙 전통부각은 화학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주원료 원산지는 모두 대한민국이다. 특허를 받은 전통부각의 시럽

은 바삭한 식감을 주면서 당도는 낮춰 전통 방식에 의해 찹쌀풀을 

발라 건조한 후 튀겨내는 부각의 전통방식 그대로 제조한 식품이

다. 음식이란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먹는 먹거리라고 생각되지

만 사람의 생명과 직관된 무척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러한 가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상상

하고, 경험해야 한다. 오희숙 같은 명인은 창의력과 정성으로 사람

의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음식을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음식 명인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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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개금약초마을 

 가야산 자락의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개금마을. 거창의 동북구 해발 800m 고지 

비탈면에 자리잡은 하늘 아래 첫 동네. 큰골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다. 북동 

2km에 경상북도 성주군과 맞닿아 있다. 옛날에는 앞뒤 산과 골짜기에서 금이 많이 나

왔고, 지금도 금광 흔적이 남아 있다. 금동 불상이 나왔으므로 ‘개금불開金佛’이라고 

하였다는 말도 있다.  이 마을 닉네임은 개금약초마을이다. 주민 이태인 (55세) 씨 부

부는 이곳에서 16년째 산양삼을 키운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심마니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으며 인근의 함양, 산청, 무주의 약초꾼들이 모여 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가북면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개금마을은 거창에서 손꼽히는 고지대 오

지마을로 44가구 100여 

명이 깨끗한 자연환경 속

에서 오미자, 마, 고랭지채

소, 약초 등을 재배하면서 

살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14일

부터 20일까지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 《겨울 

산의 진수를 맛보다》 라는 

주제로 거창 개금약초마

을을 쵤영하였다. 이때 톱

스타 최불암이 개금약초

마을 약초꾼의 건강밥상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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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딸기와 연애하는 남자 류지봉

딸기 명인 봉선생은 전국구 인기스타 

 거창에는 월성계곡, 수승대, 금원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깨끗

한 물, 맑은 공기 때문인지 5가지 붉은 농축산물인 사과, 딸기, 오미

자, 애우艾牛, 애도니(쑥을 먹고 자란 돼지) 등 ‘오홍’이 전국적으로 유

명하다. 그리고 거창을 더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인재들도 많이 

배출했다. 그중에서 평생을 흙에 청춘을 걸고 물에 인생을 건 사나

이 류지봉 씨.  

 경남 거창군 서변리에서 딸기 농원 ‘봉농원’ 대표인 그는 “인기

에 편승한 영악한 지혜보다도 인기 없고 우둔한 진솔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덕목을 넓혀가는 농업인으로 살고자 합니다”라는 농업 철

학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며 오늘도 봉농원에서 딸기와 열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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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텁수룩한 수염이 자신의 트

레이드마크인 류지봉 대표는 

지난 2013년도 대한민국 최

고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되

기도 했다. 현재 그는 영농경

력 25년(딸기분야 18년)으로 딸

기 수경재배 15동(1만㎡)을 농

사짓고 있다. 물론 재배 초기

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

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돌풍

으로 2개동 딸기 재배사가 파손되기도 했으며, 강한 햇빛과 하우스 

내에 온도조절을 제대로 못하면서 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여러 가

지 난관이 있었지만 류 대표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극복했다. 

 류 씨는 “이런 저런 실패를 맛보면서 전국의 유명한 딸기 재배 

농가를 찾아가 재배 기술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의 앞선 기술력을 갖춘 딸기 재배 농가를 찾아가 

딸기 재배 기술을 어렵게 어렵게 배웠습니다.” 라며 그동안의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는 자신만의 재배 기술을 접목해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재배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웃음을 지

어보였다. 

 우리나라에 딸기가 들어온 시기는 1900년대 일본을 통해서 들

어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딸기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그 이유

거창 딸기의 지존 류지봉 씨 부부. 거창한마

당축제 최고 인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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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딸기 재배법이 많이 개량되어 국내 딸기가 일본 것보다 우수해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딸기는 고

대 로마의 문헌에서 의약용으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딸기는 풍

미가 좋고 비타민C와 무기 영양분이 풍부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

니다. 딸기의 신맛은 신경통과 류머티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진 성분들로 채워져 있으며, 붉은 색을 띄는 색소는 안토시아닌

(anthocyanin)이라는 물질로, 항상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

의 비타민C 함량은 100g 중에 약 60mg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루 

5~6개면 어른 한 명에게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게 됩니

다.” 라며 류 대표는 우리나라, 아니 자신이 개발한 딸기 재배법에 

대해 큰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딸기박물관을 만들겠다 

 요즘 봉농원에서는 딸기체험이 한창이다.

 “개장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봉농원은 몇 년 동안 유명 백화점과 직거래를 할 정도로 우수

한 품질의 딸기들이 체험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기체

험은 딸기하우스에서 따 드시고 500g을 따 갈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 딸기 퐁듀(딸

기 초콜릿) 체험준비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었습니다. 

그동안 딸기 농장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실천을 못했는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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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봉농원에서도 체험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만원에 딸

기 퐁듀 한 세트 만들기 체험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시작했다. 

 요즘 류 대표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딸기 재배에 관한 해

박한 지식을 거창에 거주하는 귀농인과 전국 초보 딸기농업인에

게 전수하고 있다. 특히 봉농원 홈페이지의 영농일지에 각 부문별

로 딸기재배에 관한 기술을 올려 일명 딸기교과서로 통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청와대 납품보다 더 힘들다

는 주한 미군부대에 575박스를 납품하고, 미국에 딸기 0.9톤(약 1천

만 원)을 수출해 거창딸기의 우수성을 크게 알리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통일농수산사업단 남북기술협력위원으로 북한에 딸기

기술을 보급했으며, 201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딸기분

야 농업마이스터로 현장에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창군 거창읍 서변 정보화마을의 한 딸기농원에서 겨울딸기 따기 체험행사가 열렸다. 

관광객들이 자녀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따기를 체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수확

한 딸기는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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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대표는 생산량의 30%를 봉농원을 찾아오는 체험객들에게 판

매한다. 어린이집이나 관공서, 학원, 가족단위 등 체험 방문고객들

에게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자 하는 류 대표의 마음이기도 한 이유

이다. 이렇게 찾아오는 체험객 수만 연 6,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

며, 이미 입소문을 통해 수학여행까지 오는 학교도 있을 정도이다. 

봉농원의 우수한 품질의 딸기는 일반농가가 출하하는 딸기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을뿐더러 중간 유통단계 거품이 없어 체험객과 

생산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으며 단순히 자신만의 수익보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딸기 재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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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No1, 웅양포도 사양토에서 재배된다 

 거창군에  웅양면이 있다. 웅양熊楊! 곰이 양지 바른 곳에 누워 있다?

 이름 하나 거창하다. 웅양군은 군 중앙부 북단에 자리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와 맞

닿아 있다. 

 웅양면 진산은 와웅산臥熊山. 곰이 누워있는 모양 같다. 웅양하면 포도다. 전국적 

명성이 하늘을 찌른다. 포도철이 되면 웅양포도는 대도시로 진출, 소비자의 혀를 유혹

한다. 거창군과 웅양포도영농조합이 서울 등지에서 웅양포도 특별판매 행사를 잇달

아 갖는다. 

 맛과 향이 뛰어난 웅양포도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전국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직거래 판매를 한다. 군 관계자는 “특판행사를 웅양포도뿐만 아니라 거창군의 명품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수입을 증가

시키고 전 국민이 맛보고 사랑하는 웅양포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웅양포도는 일조량이 풍부한 웅양지역의 사양토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 인

기를 끌고 있다.

지
역

 정
보



13

송천휴게소 백 여사 된장과 

최불암 국시기

거창의 된장 명인

 거창군 주상면 성기마을 송천휴게소 백외숙 여사. 그는 거창의 

된장 명인이다. 바로 그녀의 손맛으로 담겨지는 토종된장이 올곧고 

알차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발효음식을 잘 만들고 많은 나라는 

드물다. 한때는 일본이 초고의 발효음식 대국이라고 했지만 우리나

라는 그동안 너무 안 알려진 관계로 세계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발효음식 된장은 그 효능이나 역

사, 그리고 맛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된장은 간장과 함께 예로부터 전해온 우리나라의 조미식품調味

食品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데 기본이 되는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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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콩을 재배한 것은 초기철기시대 무렵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미 그 당시에 콩으로 간장과 된장이 섞인 것과 같은 걸쭉한 

음식을 담갔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삼국

사기’를 보면 된장은 왕실의 결혼식에 중요한 폐백 품목이라고 기

록되어 있다. 

 백외숙 여사는 “입동을 전후하여 메주를 쑤어 하얀 곰팡이가 슬

도록 알맞게 띄워서 겨울 동안 방안에 매달아 놓거나 선반에 올려 

두었다가 이른 봄에 꺼내어 햇볕에 바싹 말립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2월쯤 장을 담급니다. 벌레 먹거나 썩은 것 없는 잘 여문 메

주콩이나 흰콩을 준비해 잘 씻고 잘 불려야 됩니다. 이렇듯 된장을 

만들 때에는 계절과 기후 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된장 뿐 아

니라 우리나라의 발효음식에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

한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녀의 된장 맛은 거창의 특산품 중 

하나가 되었다.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 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어요. 화가 났을 때에는 절대 음식

을 만들지 말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음식을 만들면 맛

이 떨어져요. 만드는 사람이 먹을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음식이 맛

을 좌우합니다. 음식은 정성과 기쁜 마음의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요리사를 불러 팁

을 주려하자 그 요리사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왔다. 그리고 손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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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돈을 바구니에 넣어달라고 했다. 의아해진 손님은 그 이유를 묻

자 요리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돈입니다 음식을 하

는 사람으로서 항상 청결해야 하는데 어찌 돈을 손으로 만지겠습니

까.” 라고 대답했다며, 백외숙 씨는 청결도 음식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거창 된장은 마음씨나 정성과 함께 거창의 기후와 맑은 물로 만

들어 진다.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콩은 된장의 주

원료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를 만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일 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뛰어난 식품이다. 특

송천휴게소 백외숙 여사가 장독을 손질하고 있다. 

“장醬은 장將이라는 말이 있지요”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에 “장은 모든 맛의 으뜸이니 가장은 모름지기 장 담그기에 뜻을  

두어 오래 묵혀 좋은 장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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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콜레스테롤의 염려가 없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

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 심장질환이 염려되는 사람도 먹을 수 있

으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된장의 

효능으로는 해독작용, 항암효과, 고혈압 예방, 간기능 강화 효과, 항

산화 효과, 노인성 치매 예방효과, 소화제 효과, 골다골증 예방, 당

뇨 개선, 비만 변비 예방, 심장병과 뇌졸증 예방, 기미, 주근깨 제거 

등 사람에게 너무나 유익한 식품이다. 

 된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청국장은 초겨울에 햇콩을 삶아 띄

워 생강과 마늘을 넣고 찧은 다음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어 익힌 장

이며, 담북장은 볶은 콩을 다시 삶아 띄워 굵은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넣어 소금을 쳐서 익힌 장이다. 그리고 막장은 날메주를 빻

아 소금물에 짓이겨 익히거나 콩메주 가루를 약간 띄운 보리밥에 

섞어 소금물을 넣어 익힌 장이고, 빰장은 메주를 가루로 빻아 미지

근한 물에 버무려 소금과 굵은 고춧가루를 섞어 하룻밤 재운 장이

며, 가루장은 보리쌀을 갈아 쪄서 메줏가루를 섞어 소금물을 부어 

만든 장이다. 그 외에도 볶음장이 있는데 콩을 볶아서 그 껍질을 갈

아내고 다시 삶아 띄워서 만든 장이다. 

이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된장은 거창

의 음식 브랜드로 키워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백외숙 여사가 만드

는 된장은 마음씨나 정성 등도 있지만 거창의 기후와 맑은 물로 만

들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런 맛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미無味의 물이

라고 하지만 그 온도에 따라서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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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모든 음식 맛의 가장 기본이다. 음식이 유명한 지방을 보면 다

들 물이 깨끗하고 맑다. 물은 빛깔, 냄새, 맛이 없고 투명하다. 산소

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로, 어는점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끓는

점 이상에서는 수증기가 된다. 공기와 더불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다. 우리 거창에는 이처럼 음식의 기

본이 되는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하다. 

 이에 대해 백외숙 여사는 “우리 거창의 물로 담근 된장은 우리 

지역 사람만 드시지 말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인 먹을 수 있는 

발효식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거창 된장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2015년 정월 톱스타 최불암이 KBS TV ‘한국인의 밥상’ 촬영 차, 

거창을 찾았다. 최불암은 가북 개금약초마을에서 산양삼 요리를 맛 

본 후 마리면 고학리 상촌마을로 이동했다.

 앙상한 미루나무 위에 걸린 새집을 바라보며 최불암이 PD에게 

“이번엔 뭘 찍느냐?”고 묻자, PD, “국시기라던가 갱시기라던가?” “국

시기, 어허 그 음식 나, 잘 알지. 6.25 난리통 때 실컷 먹었지. 햐, 오

늘 추억의 그  시절 그 맛을 맛보는구먼!”

 마리면 고학리는 기백산 동남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고학리 뒤

편 높은 언덕 앞에 세 봉우리가 솟아 있고 개울물은 새 을자로 모여 

흐르고 있다. 고학은 높은 언덕이며 풍수설의 산세 모양에서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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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皐자, 새 학鶴 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촬영팀이 상촌마을에 도

착했다. 

  

 최불암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촌마을 노파가 끓이는 국시기

(갱시기)를 지켜본다.

 여러 가지 나물로 만든 국에 밥을 넣어 끓인 향토 음식인 갱시기

는 예로부터 가난한 시절에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구황 음

식救荒飮食(흉년 따위로 기근이 심할 때 굶주림을 면하도록 주는 곡식)으로 

경상도 김천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젠 별미가 되어버린 갱시기 만드는 방법은 멸치와 다시마 우

려 낸 국물에 콩나물을 넣고 센 불에서 뚜껑을 덮고 끓인다. 송송 

썬 김치와 고구마를 냄비에 넣고 적당히 익으면 찬밥을 넣어 퍼질 

때까지 뭉근한 불에서 끓인다. 그리고 실파를 어슷 썰어 넣고 소금, 

 KBS 1TV 한국인의 밥상 ‘겨울 산의 진수를 맛보다’라는 주제로 

거창편 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 인물이 최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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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먹다 남은 찬밥을 이

용할 때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끓은 다음 밥

이 불어서 국물이 없어지므로 밥은 적게 넣

고 국물이 있게 한다. 반찬은 따로 필요 없다. 

다만 동치미 국물과 잘 어울린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치다. 추운 겨울날 연탄불에 밥을 넣고 끓여

먹은 콩나물 김치국밥인 갱시기는 정말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이었

다. 식은 밥과 남은 반찬 묵은 김치를 썰어 솥에 대충 붓고 물을 넣

어서 끓인 음식이다. 반드시 식은 밥이라야 하고 또 반드시 푹 삭아

서 신 김치와 남은 반찬이라야 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갱시기의 제 

맛이 나지 않았다. 멸치와 다시마 우려 낸 국물은 안감생심安敢生心. 

당시에는 꿈도 못 꾸었다. 

 갱시기의 어원인 갱은 제상에 올라오는 갱羹인 것으로 여겨진다

고 음식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갱시기는 갱식에서 나온 말

이며 갱죽이라고도 한다. 제상에 올리는 무 같은 채소와 고기를 넣

어 오래 끓인 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

다. 명칭에 대해서는 지방에 따라 밥국, 국시기로도 불렸다. 

 이런 갱시기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매우 즐겼다고 한

다. 물론 고향이 그쪽이라 그랬겠지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즐겨먹

던 음식이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청와

대 요리사에게 특별히 주문. 즐겼다고 하는데, 입맛이 없어지면 반

드시 이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신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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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날 해장으로 즐겼고 술 마실 때는 술국으로도 먹었다. 

  마침내 최불암은 국시기를 먹기 위해 수저를 들었다. “갱시기 

맛의 원천은 역시 ‘묵은지’지. 김치찌개처럼 겉절이 김치로는 맛이 

안 나. 김장 김치가 푹 삭아 시큼한 맛이 절정을 이룰 때 갱시기 맛

도 절정을 이루지. 썬 가래떡, 거기에 콩나물, 멸치 육수 등이 섞이

면 진미가 나온다네. 마치 우리네 인생살이 같아. 허허허. 갱시기는 

70년대 이전.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식구들의 끼니를 때

울 때 흔히 해먹었던 음식이었지. 

 당시 식구는 많고 양식은 부족했잖아. 그래서 양식을 조금이나

마 절약하기 위해 남은 밥이나 곡식 등에 김치나 콩나물 등 기타 채

소류를 듬뿍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멀겋게 끓여서 먹었다오.”

 갱시기는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 식으면 퍼져버려서 모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식당에서 

팔기에 그렇고 그렇다. 또한 갱시기는 노태우 대통령 경우처럼 입

맛 없을 때도 좋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서 아주 좋다. 하지만 갱

시기가 돼지죽 같아서 젊은 사람들이 은근히 기피했던 음식이었

다. 하지만 그 옛날 엄마들이 해주는 최고의 야참은 누가 뭐래도 

갱시기였다. 그래서 경상도 출신의 어느 어머니는 딸들에게 “나 

죽으면 너그들 제사상 차리지 말고 갱시기 한 그릇 끓이도.” 라고 

했다고 한다. 

 그나저나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갱시기를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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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산 정기 가득, ‘해맞이식품’ 부부

산이 아니다 바다海다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창군 사이에 우두령재와 수도산(1,317m)

이 있다. 이 사이에 거창군으로 가지를 치는 능선이 있다. 이 능선

은 거창군 웅양면과 가북면 경계를 이루며 남진하면서 약 3km 거

리에서 양각산(1,145m)과 흰대미산(1,018m)을 일으킨 다음 계속 남

하한다. 여기서 남쪽 약 4km 거리에서 암골미岩骨美가 빼어나게 아

름다운 산 하나를 들어 올려놓았는데, 바로 이 산이 보해산(911,7m)

이다. 

 보해산寶海山은 뛰어난 조망미를 자랑한다. 정상에 오르면 지리

산, 덕유산, 가야산 등 3대 국립공원이 모두 다 보인다. 알파니스트

이자 신문기자 김승일은 보해산의 위용을 이렇게 노래한다. “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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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정상부의 날카로운 암릉구간이 압권입니다. 설악산의 공룡능

선을 때어내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보해산의 바위 연봉을 멀리서 

바라볼 때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지요. 허공에 불쑥 솟은 거대하고 

허연 속살, 그 밑으로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아찔합니다.”

 보해산 등반 코스는 대략 세 가지. 

 해인터(1km) 절골 보해산 코스, 거창(1.5km) 고대 보해산 코스, 

거창 용산리(2.5km) 능선안부(0.5km) 보해산 코스 등이다.  

 해인터 코스는 보해초교가 자리한 거기마을에서 출발한다. 마을 

초입에 수령 수백년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다. 느티나

무 아래에서 보해산을 바라봤더니 더할 나위 없이 절경絶景이다. 보

해산은 이름 자체에서 불교적 색채가 가득하다. 

 불교 경전 가운데, 『비화경悲華經』이 있다. 악세惡世에서 예토성

불을 원했던 석존의 대비를 찬탄한 경전이다. 전법륜, 다라니, 대시, 

제보살, 본수기, 단바라밀, 입정삼매의 6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경전에 ‘보해寶海’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보해에겐 독실한 불자 아

들이 있었다. 그는 나중 보장여래가 된다. 전륜성왕과 보해는 보장

여래에게 성불하려는 발원을 했다. 전륜성왕은 청정장엄세계에서 

성불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원하시고 정토淨土 극락세계에

서 성불하여 아미타불이 되었고. 보해는 오탁고뇌세계에서 성불하

여 일체중생을 교화하기를 발원하고 예토穢土 사바세계에서 성불

하여 석가모니불이 되었다고 한다. 

 보해산 이름은 이른바 불경에서 얻어진 이름이다. 

 그래서인지 거기리 사람들은 보해산을 신령스러운 산이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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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이곳에 뫼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탓으로 인해 보해산 자

락 거기리 사람들은 물 하나 만은 진짜배기 산山 물을 받아 마신다. 

거기리 마을 지킴이 김갑수 씨. 워낙 몸이 날렵해 어릴 적 별명이 

산다람쥐였단다. 최근 마을사람들을 규합, 농촌여성 일감찾기 지원

사업체인 ‘해맞이식품’ 회사를 차렸다. 생산품목은 선식, 미숫가루, 

메주가루, 장아찌 등이다. 선식仙食은 불가에서 참선할 때 머리를 

맑게 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먹던 음식을 말한다.

 구산스님은 생쌀과 솔잎, 콩가루 등을 잡쉈고 느릅나무 뿌리를 

즐겨 먹었다. 『동의보감』에는 느릅나무 뿌리가 소화기 계통과 위궤

양, 십이지장궤양, 직장궤양, 암 등에 효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대 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의 상좌 수월스님은 생쌀과 황정, 칡

뿌리, 풋콩, 솔잎으로 생식을 했다. 칡은 고혈압과 기침을 치료하는 

데 좋을 뿐 아니라 신경안정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철스님과 선식

 성철스님 역시 생식으로 건강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철

스님이 즐겨 먹었던 것은 솔잎. 스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 3시에 

‘백팔참회’를 하고 솔잎가루, 불린 검은콩, 김 몇 장, 밥 한 숟가락으

로 된 소량의 무염식 공양을 들었다. 약선식연구가 정세채 교수는 

“생식은 재료가 가진 영양소가 거의 손실되지 않아 재료의 맛과 영

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며 “생식과 선식은 건강식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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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총명하게 돕는 지혜식이자 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식의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 선식이 고단백 영양식으로 알려짐으로써 일반인들도 

즐겨먹는 식품으로 발전하였다. 

 선식은 기본적으로 현미, 찹쌀, 보리, 검은콩, 검은깨, 들깨, 율

무 7가지 곡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물들은 위에 부담이 적고 섬

유질과 지질, 향미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어 기력을 강화하고 유지

하는 특징이 있다. 요즘은 이러한 7가지 곡물을 혼합한 일반 선식 

외에도 각기 다른 기능을 지닌 채소나 해조류를 첨가한 기능성 선

식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곡물을 쪄서 말리고 볶은 선식은 식

사 대신으로 적합하며 기본 곡물의 영양분을 비롯한 20여 가지 영

양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바쁜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대신 선식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

니라 건강에도 좋다. 다만 영유아나 성장기 청소년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편리함이나 체중 조절 등을 이유로 식사 대신 선

거창 보해산은 정상부의 날

카로운 암릉 구간이 압권이

다. 허공에 불쑥 솟은 거대

하고 허연 속살. 그 밑으로 

천 길 낭떠러지가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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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빈번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맞이식품 공장 건너편 

김갑수 씨 집 뜨락에 볕바른 

장독 수십 개가 놓여 있다. 저 

독 속에는 아내 김영조 여사

가 정성 들여 만든 장아찌들

이 가득 들어있다.  

 시원스런 이마와 미간. 불

그스레한 입술은 기울어진 가

세를 일으켜 세우는 지혜로운 

조강지처 상이다. 김영조 여

사가 독 속에서 먹음직한 마늘, 무장아찌를 꺼낸다. 

 “몇 해 전 매화 필 때, 봄에 담근 깁니더. 제조법? 별다른 게 있겠

습니커, 그냥, 마늘의 아린 맛을 뺀 후 간장과 포를 합한 물에 담가 

두면 됩니더. 짠맛과 신맛의  배합은 조금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맞

추고 마늘이 독 속에서 둥둥  뜨지 않도록 무거운 돌같은 걸로 눌러

주어 마늘이 충분히 국물 속에 잠기게 합니더. 장아찌 담글 마늘은 

육쪽마늘로 아직 덜 여물어서 쪽이 붙어 있고 대공이 약간 푸르고 

껍질이 불그레한 기 좋심니더.”

 다음은 김영조 여사가 전해주는 통마늘장아찌 담그는 법.

재료  마늘 50통, 식초 4컵, 물 적당량, 절임간장・진간장 5컵, 설

158 



탕 1/2컵, 식초 1/2컵

준비하기  마늘은 알이 단단하고 고른 6쪽 마늘을 택한다. 겉껍질

을 벗긴다.

요리하기

1. 겉껍질을 벗긴 쪽 마늘의 뿌리와 머리 부분을 자른다.

2. 마늘을 깨끗이 씻어 체에 건져 놓는다.

3. 항아리에 마늘을 차곡차곡 담는다.

4. 식초 4컵 정도에 마늘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희석 시킨 후, 

마늘이 푹 잠길 정도로 부어 4~5일 정도 시원한 곳에 보관하

여 삭혀 마늘의 매운 맛을 없앤다.

5. 4~5일 정도 지난 뒤에 식초를 따라내어서 물기를 뺀다. 식초 

따라낸 것은 버린다.

6. 적당량의 진간장에 설탕, 식초를 넣고 팔팔 끓으면 바로 식혀 

절임간장을 만든다.

7. 물기를 뺀 삭힌 마늘을 항아리나 병에 차곡차곡 담고 식힌 절

임간장을 푹 잠길 정도로 붓고 뚜껑을 닫아 밀봉을 시켜서 시

원한 장소에 10일 정도 보관한다.

8. 10일 정도 지난 후 간장을 따라내어 끓인다. 간장이 끓으면 식

혀서 병에 다시 붓는다. 이런 과정을 3~4회 반복하여 한 달 정

도 지나면 먹을 수 있다.

 

 술이든 차든 장이든 물맛이 좋아야 하는데 김영조 여사의 장아

찌는 보해산 지하 암반수로 만든다고 한다. 진하고 깔끔한 맛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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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바로 물이다. “여기에 거기리의 특성화된 기후 덕분도 있습니

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지예. 겨울에는 따뜻한 지

역이라 효모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남편이 너스레를 피운다. “끊임없는 품질관리도 한 몫을 하지

요!”

 김갑수 김영조 부부 집 초입에 주목할 만한 성황단이 있다. 높이 

4,6m, 아랫둘레 24,3m. 수많은 돌로 층층이 쌓아올린 적성총 형태

이다. 500년 전, 깃대봉 용마와 아기장수를 묻었다는 전설이 전해

져 온다. 매년 정월 대보름날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제를 올린다.

 거기리를 한문으로 쓰면 渠基里. 거渠는 형부인 물 수水 및 보조

형부인 나무 목木과 성부인 클 거巨로 된 형성문자이다. 따라서 거

渠는 물이 나무 사이를 지나 큰 길로 나가는,  경상도 사투리로 또

랑(도랑)이다.

햇살 속에서 김영조 여사 부부가 

떡가래를 뽑고 있다. 부부금슬은 

거창서 이미 소문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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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의 ‘빅 2’ 성황단과 희랑대사  

 성황단은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에 돌을 쌓아올린 돌무더기로, 마을 수호신을 모신 

곳이다. 

 주상면 거기리에 높이 4,6m, 아래둘레 24,3m의 거대한 성황단이 있다. 수많은 돌

로 층층히 쌓아올린 적석총 형태인데 500년 전에 마을 진산 깃대봉의 용마와 아기를 

묻은 곳이라고 한다. 매년 정월대보름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한편 주상면에는 신라 말 고려 초의 선승 희랑대사의 생가 터가 있다. 그는 해

인사 조사였다. 고려 건국 당시 해인사 승려들은 견훤을 지지하는 남악파南岳派와 

왕건을 지지하는 북악파北岳派로 나뉘어 있었는데 희랑은 북악파의 종주宗主였다.  

합천 해인사에 가면 스님의 진영상인 건칠희랑대사좌상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

사좌상〉이 있다. 

 이 상은 화엄종 북악파의 진면목을 적절하게 묘사하여 화엄종의 진리를 무언無言

의 형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설법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상의 최고 걸작이다. 

여
행

 정
보

해인사목조희랑대사상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성황단



 

거창군은 서부 내륙지대에 위치하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입니다. 경

상남도의 최서북단 전북, 경북과 접경하는 표고 200미터 이상의 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지리, 덕유, 가야산)에 위치하

여 있어 수승대관광지, 월성계곡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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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창 경찰서장,  

거창에서 힐링 만끽 비하인드 스토리

거창에서 약초공부만 하고 갑니다   

 김영일 전 거창경찰서장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 동아대 

법대를 졸업했다. 거창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2013년 4월 22일 부

산청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하다가 거창경찰서장으로 발령받고 난생 

처음 거창에 둥지를 틀게 된다. 취임 후 그는 이런 다짐을 한다.

 “거창은 산세수려한 산골, 주위를 둘러보니 산봉우리도 많구나, 

초점산草岾山(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250m), 삼봉산三峰山(거창군 고제

면 봉계리 1,254m), 수령봉秀嶺峰(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933m), 무룡산舞

龍山(1,492m)… 거창에 사는 동안 주말마다 이 산봉우리를 찾아가 

호연지기를 온 몸으로 받아 들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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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평론가 정태준 씨가 

쓴 『거창의 명산』에 따르면 

“거창에는 1천 미터가 넘는 

산봉우리가 20여 개에 달한

다. 북으로 국립공원 덕유산

을 비롯하여 거창의 진산 덕

유삼봉산이 솟아있고, 남으로 

감악산, 동북으로 수도산, 동

으로 비계산과 의상봉, 서로 기백산과 금원이 솟구쳐 있다. 2014년 

4월 16월 김영일 거창경찰서장이 채널경남 TV 《류영수가 만난 사

람들》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기 위해 채널경남 스튜디오를 찾았다. 

인터뷰 주제는 ‘나는 거창에서 이런 즐거움을 체험했다!’

그래, 거창에 근무하는 동안 거창의 명산들을 완전정복했나요? 

“100% 마스터했습니다. 하하하. 일망무제一望無際(한 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음) 정말 산세가 수려합디다. 

거창서 근무하는 동안 산삼보약보다 좋은 산의 정기를 가득 받는 

호강을 누렸습니다.”

 김 서장을 가리켜 오디효소 제조의 달인이라고들 하던데 정말 효소

를 잘 담급니까?

 “아하, 제 취미가 약초공부입니다. 산에 올라가 이름 모를 약초 

나 야생초가 보이면 꼭 카메라에 담습니다. 거창에 5일장이 서면 

김영일 전 거창경찰서장. “거창에 근무하는 동안 힐링 

한번 제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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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슬렁 시장골목을 누빕니다. 할머니들이 

산에서 채취해온 약초, 그 중 오디가 있으면 

조금씩 사서 요리책에 적혀 있는 레시피에 

맞춰 오디효소를 조금 담근 적이 있지요.”

(오디는 뽕나무의 열매 또는 이를 건조시킨 약

재를 말한다. 상실桑實·상심桑椹·상심자桑椹子

라고도 한다. 열매는 6월에 흑색으로 익는데, 맛이 

달아 그대로 먹기도 하고 술을 빚기도 한다. 이뇨

작용과 진해, 강장작용이 있어 당나라 때부터 약

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로는 조금 담근 게 

아니던데요. 거창 장애인포장공장에다 박스를 대량 주문했던데요. 그 

박스에는, 서장님 얼굴사진이 박혀 있고?

“허허, 오디효소를 담가 경찰 선배, 친지들에게 택배로 선물한답

시고 박스를 주문 제작했지요. 맞습니다, 제 얼굴이 박혀있는 박스

에 오디효소를 넣어, 한 100통 정도 전국에 돌렸습니다.”

100여 통 효소를 만들려면 오디량이 대단해야 할 텐데? (김 서장에게) 

납품해 준 약초꾼 횡재했겠네요?

 “처음엔 시장 할머니 것을 구입하다가 양이 모자라 시장 통에 있

는 한국농산 것을 대량 구입했습니다. 한국농산 물건은 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거

창군 마리면 순이농원에서 최정구 씨 

부부가 검붉게 익은 오디를 수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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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효소를) 보내줬더니 반응은 어때요?

 “제가 오디효소를 잘 담그면 얼마나 잘 담구겠습니까? 받는 이

는 제 성의가 갸륵하다면서 좋아들 하셨죠. 이건 오버더레코드인데 

제가 오디효소 직장 선배들한테 보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

다. 어허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모두) 사람 사는 정 아닙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 하하하! 여하튼 거창에서의 생활은 정말 

즐겁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훨씬 여유롭고 풍류적이고

요. 제가 곧 거창을 떠나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거창을 떠나게 되면, 아침에 

묵국수를 못 먹게 되는데 그

게 가장 아쉽군요.”

 김 서장은 신새벽, 동료들

과 군내 순찰을 한다. 

“순찰 후 꼭 시장통으로 가

서 묵국수를 먹었지요.”

 ‘거창 묵국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송송 썬 김치와 메

밀묵을 듬뿍 올려 맛을 냈다. 

 “묵국수라 하기도 하고 도토리묵밥이라고들 부르지요. 도토리묵

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김치 및 야채와 육수를 넣은 국물에 도토

리묵을 말아 먹는 거죠. 이걸 먹고 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묵 재료는 메밀 혹은 도토리를 쓴다. 도토리는 해독에 좋은 식품

김 서장이 즐겨 찾았던 한국농산. 오디, 와송, 능이, 

송이버섯을 착한 가격에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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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음식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즉 중금속 배출에 탁월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토리 속에 함유돼 있는 아콘산은 인체 

내부의 중금속 및 여러 유해물질을 흡수해 배출시키는 데 뛰어난 

작용을 한다. 이 외에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에도 효과가 있고 성인

병에 좋다는 것이다. 

김영일 서장이 계속해 묵 예찬론을 편다.

 “우리가 묵국수를 먹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들의 숨결 때문입니다. 도토리는 가장 원시적인 전분식량으로 

곡류를 이용하게 될 때까지 석기인의 주요 탄수화물이었으며 우리

나라 산야에 풍부한 자생으로 아주 많이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맛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토리는 흉년이 들면 끼니를 대신하는 구황식물이었다. 전문

가들에 따르면 도토리는 식용종실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라고 한다. 

도토리는 총포總苞(꽃대의 끝에서 꽃의 밑동을 싸고 있는 비늘 모양의 조

각. 잎이 변한 것)가 붙은 딱딱한 각두殼斗(떡갈나무 따위의 열매를 싸고 

있는 술잔 모양의 받침)와 단단한 종피種皮(씨껍질, 식물의 씨를 싸고 있는 

껍질) 속에는 떫은 내피가 있고 그 속에 전분이 많은 종실부가 들어

있다. 이 떫은 종실을 탈삽脫澁(떫은맛이 빠짐. 또는 떫은맛을 우려냄)하

여 가루로 한 것을 여러 가지 식으로 가공하여 식용으로 섭취한 것

이다. 우리 조상들은 9월 하순~10월 중순 경에 도토리를 주워 모아 

햇볕에 말린 다음 절구로 찧고 외피를 제거하여 잘게 부순다. 이것

을 2~3일간 물에 불리고 탈삽하여 맷돌에 갈아 죽처럼 된 것을 포

대에 넣어 묵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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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우리네 조상들의 배고픔을 덜어준 도토리묵, 그리고 이

런 묵을 이용해 만든 묵국수는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다. 

 도토리묵은 무공해식품으로 타닌 성분이 많아 소화가 잘 된다. 

타닌은 도토리를 묵으로 만드는 과정 중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남

아있는 타닌의 양이 알맞으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

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늘 배가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나 불규칙

적으로 또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대변을 보는 사람, 소변을 자주 보

는 사람, 몸이 자주 붓는 사람은 도토리묵을 먹으면 좋다고 기록되

어 있다. 또한 도토리묵을 먹으면 심한 설사도 멈춘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타닌 성분 때문이다. 이외 김 서장이 즐겨 찾았던 거창의 

별미집은 어딜까?

김영삼 한의사 “거창붕어가 진짜배기입니다”

“뱀이다!” 

 톱가수 김혜련은 거창 군내 각 초등학교 동문회 단골 초대 손님

이다. “거창은 제1의 고향 같아요, 매년 초등학교 동문회 행사가 있

을 때마다 어김없이 저를 불러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대에 부

응하기 위해 신명나게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뱀이다~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뱀이다, 요놈의 뱀을 사로잡아 우리

아빠 보약을 해드리면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하며 좋아 하실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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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혜연은 거창에 올 때마다 찾는 곳이 

있다. “청정 거창 왔으니 보약 한 첩 들고 가야

죠, 저, 거창 붕어곰탕집 꼭 들러요.”

 거창 청풍붕어곰탕집(055-942-9200). 거창읍 

대평리 931-8번지, 중동주유소 건너편에 위치

해 있다. 주인장 최규일. 거창맛자랑경연대회 수

상업소. 주요메뉴는 붕어곰탕, 추어탕 수육, 추

어탕 등이다. 수원서 한의원을 하는 김영삼 한

의사도 이 집 단골. 『동의보감』에 의하면 붕어는 

“위장의 기를 편하게 조화시키며 오장을 튼튼하

게 하고 설사가 잦은 것을 다스린다고 했습니

다. 조위실장, 즉 위장 기능을 조화시키고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

시키며 장 기능을 실하게 하여 인체의 허약을 돕습니다.”

 청송붕어곰탕집은 추어탕도 잘 끓인다. “추어탕의 재료인 미꾸

라지는 단백질과 비타민 A의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겨울보다 

봄, 여름 사이에 살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즘이 영양이나 맛이 가

장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추어탕은 대표적인 가을 음식

이기도 하다. 추어에서, 미꾸라지‘추鰍’자는 고기‘어魚’와 가을‘추秋’

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어탕은 말 

그대로 가을철의 대표적 보양식이지요.” 

 이런 추어탕의 유래를 보면 송宋나라 휘종徽宗이 고려 인종 원년

(1123년)에 국신사國信使를 보낼 때 수행한 서긍徐兢이 송도에서 보

고 들은 것을 그림을 곁들여서 기록한 책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처

김영삼 한의사가 붕어탕을 먹

으며 약성을 이야기한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많

아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심

장순환계 질환에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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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추어탕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오지만 미꾸라지는 

강이나 논에 흔하므로 서민들이 그 이전부터 식용하였으리라 추측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도 추어탕

에 대한 효능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미꾸라

지는 맛이 달며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비위를 주고 설사를 멈

추게 한다고 했으며,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뱃속을 따뜻이 덥혀 

주며 원기를 돋우고 술을 빨리 깨게 할 뿐 아니라 발기불능에도 효

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추어탕을 즐긴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어탕을 끓이는 방법은 미꾸라지의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첫째는 미꾸라지의 가시를 흐물흐물할 정도로 푹 삶는 것으로, 

주로 중부 지방에서 많이 쓰던 방법이다. 둘째로는 뜨거운 탕 속에 

덩어리 두부를 넣고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그대로 넣어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파고들게 익히는 방법이다. 북쪽과 전라도에서 이런 

방법을 썼다. 서울식은 사골과 내장을 끓인 국물에 두부, 버섯 등을 

넣고 삶아 놓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데 추어탕과 구별해 

‘추탕’이라고 부른다. 원주식은 특이하게 고추장으로 국물 맛을 낸

다.  거창은 제피를 이용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제피는 운향과의 관엽식물로서 초피, 전피, 지피라고도 하며 중

부이남의 나무 숲속 반음지역부터 고산지대까지 분포하며 거창을 

비롯하여 함양, 산청이 주산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곳의 제피가 가장 향이 강하고, 품질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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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평이 나 있어, 이곳 거창에서는 각 가정마다 제피나무 한 두

그루씩은 심어 왔으며, 가정의 중요한 향신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

다. 봄철에는 어린잎을 채취해서 장아찌, 김치 및 (추)어탕에 넣어 

먹는다. 제피의 효능과 사용처로는 한방에서 심복통, 설사, 이질, 위

염, 소화 장애, 회충구제 등의 약으로 쓰이며, 향신료로는 추어탕, 

김치, 매운탕 등 각종 찌개나 반찬에 넣어 비린내 제거 및 독특한 

향을 내는데 이용한다.

 특히, 제피는 균을 죽이는 능력이 탁월하여 암이나 사스, 

O-157대장균(식중독균), AIDS(후선성면역결핍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 되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추어탕은 위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며 소화가 빨라 위장질

환 등에 적합한 음식이며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떨어져 있거나 병

환 뒤 회복기나 수술 전후의 기력 회복에 많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강장, 강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인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몸이 허하면 미꾸라지 탕이나 미꾸라지 어죽을 먹었던 것

이다. 또 추어탕은 피부와 혈관, 내장에 생기를 주어 젊음을 유지 

시키고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며, 특히 추어탕에는 미꾸라지의 미

끈미끈한 점액 물질인 뮤신에는 황산 콘드로이친(chondroitin)이 들

어 있어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세포의 노화와 위축, 색소와 칼슘의 

침착에 의한 피부 윤기의 떨어짐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에도 효

과가 있다고 한다. 김영일 전 거창경찰서장의 뒤를 쫓아, 오늘 점심 

추어탕을 한 그릇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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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해맞이 1번지는 감악산

 매년 새해가 되면 거창군은 ‘해맞이 행사’를 한다.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 속에 희망과 사랑을 담아 새해 첫날에 해오름의 벅찬 감동

의 순간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힘차게 솟아오르는 밝은 희망을 가

슴에 안고 새해 소망을 기원한다.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면 소원기원 풍선날리기, 떡

국 시식, 소원성취 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장소는 감악산.

 감악산(952m)은 남상면 무촌리 신원면 과정리를 안고 있는 거창의 안산이다. 거창

분지의 남쪽에서 서쪽 대용산과 동쪽 대덕산 돌마장산 매봉산들을 거느리고 한 일자

로 흐르고 있다. 산 고스락 감악평전에는 1983년 6월에 세워진 KBS, MBC TV 중계탑

이 있다. 감악산의 산 이름은 거룩한 산, 신령스런 산, 큰 산의 뜻이 되는 ‘감뫼’로 곧 

여신을 상징한다. 

여
행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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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판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서덕들

영화 ‘귀향’의 로케이션 현장

 거창에 판타스틱(Fantastic)한 산이 있다. 금원산金猿山, 일명 황금

원숭이산이다. 

 소백산맥의 서부에 속하는 산으로, 높이는 1,353m이다. 남으로 

기백산(1,331m)과 남령을 거쳐 남덕유산(1,507m)과 이어진다. 단지

봉丹芝峰(1,258m), 삼봉산三峰山(1,234m), 덕유산德裕山 (1,594m) 등과 

호남·영남 양 지방의 경계를 이룬다. 옛날 이 산속에 금빛 나는 원

숭이가 날뛰므로 한 도사가 바위 속에 가두었다는 전설에 따라 금

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산중턱에 있는 그 바위를 금원암 

또는 원암猿巖이라고 한다. 원숭이는 병을 퇴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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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명나라 명의 이시진의 저서 『본초강목』에 따르면 “집에서 원

숭이를 기르면 모든 병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경복궁 강녕전 

용마루에 잡상(원숭이무늬)이 있다. 잡상은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건

강을 지키는 행운의 상징물이라고 한다. 금원산 방위는 서西. 음양

상 서는 여성, 서방정토를 상징한다. 부부합장할 시 남좌여우男左女

右를 지켜야 한다. 

 서방정토는 극락세계를 의미한다. 달리 불토佛土라 한다. 불토는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 즉 피안을 가리킨다. 기백산 금원산 자락에 

서덕들이 있다. 엄청나게 광활하다. 농지면적 105ha,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연간 쌀 490톤을 생산하는 위천면 최대 쌀 생산지이다. 

 서덕들은 위안부의 삶을 그린 영화 《귀향》 의 촬영지이기도 하

다. 영화는 아름다운 금원산을 병풍삼아 광활하게 펼쳐진 황금 들

녘에서 지게를 지고 가는 아버지와 딸이 정겹게 만나는 장면을 담

아내고 있다. 거창 서쪽 위천면 서덕들. ‘서쪽의 너른 들녘’이라는 

뜻의 서덕들에는 특이하게 전신주가 하나도 없다. 서덕들은 산과 

산 사이 완만한 비탈에 조성된 논이어서 얕은 계단식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둑판 형상이다. 가을이 되면 서덕들의 논두

렁 곳곳에는 코스모스와 억새가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최근 거창군은 서덕들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명칭은 서덕공원. 

공원의 면적은 약 1.6ha, 사업비 5,000여만 원을 들여 희귀 재래종 

연꽃이 서식하고 있는 연못, 느티나무 숲, 체험농장을 조성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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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설로는 휴게용 데크(28㎡), 운동기구(9종), 벤치(6개소) 뿐만 아

니라 음수대,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덕공

원 내 체험농장에서는 매년 10월 경 서덕들 메뚜기잡이 체험행사

를 연다.

김종두 군의원의 ‘메뚜기’ 특강

김종두 거창군의원. 위천면 주민이다. 김 의원을 만나 서덕들 메

뚜기잡이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다. “매년 가을이 되면 서덕들은 인

산인해를 이룹니다. 서덕들판에서의 메뚜기잡기 체험! 정말 흥겹습

니다.”(서덕들 메뚜기잡이 체험행사는 ▲ 식전공연 ▲ 메뚜기잡기, 떡메치기, 

메뚜기시식 ▲ 보물찾기 ▲ 도라지캐기 등이 이루어진다).

  “메뚜기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몸에 아침이슬 같은 게 묻으면 잘 날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우스갯소리로 룸살롱 최고 스페셜 안주가 아닙니까? 메뚜

기의 약성은 무엇인가요?

“메뚜기는 예로부터 허약체질이나 수술, 산후조리, 어린이 건강

식품 등 민간요법과 책맹이라는 생약명으로 감기·백일해·진해·

파상풍 등 한방약재로 이용되어 왔지요. 

중국·태국 등 동남아에서는 스테미너 증진 식품으로 최근에는 

조류, 파충류 등 애완동물의 고단백질 사료로 이용의 폭이 넓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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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틈새 소득 작목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곤충요리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30억 인구가 1900여 종의 곤충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

니다. 육류보다 곤충이 훨씬 고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한편 2013년 유

엔식량농업기구는 미래 식량자원으로 곤충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

세에 발맞추어 서덕들판 메뚜기를 상품화하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곤충이 한약재로 이용돼 온 기록으로는 본초

강목에 106종, 동의보감에 약용지네, 굼벵이, 누에, 메뚜기, 귀뚜라

미 등 약 100여 종 이상의 많은 종들이 민간요법으로 이용돼 왔으

며, 효능으로는 누적된 피로의 해소, 중풍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덕들판은 워낙 청정지역인지라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겁니다. 

 벼메뚜기는 자연환경에서 1년에 한 번 발생하며, 가을철에 알을 

낳고 땅속에서 월동해 이듬해 5~6월에 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요. 현재 고급 술안주와 건강식 등 식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

뚜기도 한 철’이라는 속담처럼 가을에 자연 발생한 성충을 채집해 

사용했으나 이제는 1년 내내 부화하고 산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돼 언제든지 대량사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천면민들에게 서덕

들 메뚜기 상품을 개발해 보시라고 독려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

을 개발하면 좋을까요? 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이사장은 메뚜

기 약藥 고추장을 추천하더군요. 메뚜기분말과 고추장의 결합! 빅

히트칠 것 같은데요? 메뚜기 약 고추장은 달군 팬에 참기름, 다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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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간장, 설탕으로 볶아 여기에 1대1 비율로 준비한 고추장과 메뚜

기 분말을 붓고 고루 볶아주면 됩니다.”

(곤충은 농업과 식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미래의 산업으로 관심을 모

으고 있다.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벵이 들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물 사료나 약용으로 활용되던 이들 곤충이 친환경 산

업과 미래의 식량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곤충은 환경정화능력이 탁월한

데다 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콩고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를 키워서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영양학자들에 따르면 “곤충은 

애벌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무기질까지 골고루 들어

있기 때문에 완전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정도” 라고 말한다. 곤충시장규모

는 점점 커져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에서 거창곤충나라를 운영하는 박태규

(55) 씨가 장수풍뎅이를 길러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장수풍뎅이는 학습

용이나 애완용 곤충으로 인기가 있고 유충(굼벵이)은 숙취 해소나 간기능 회

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뚜기의 특성은?

 “메뚜기는 길고, 강력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중에

는, 한 번에 3m를 뛰는 놈도 있습니다. 메뚜기는 쉬지 않고 연달아 

멀리뛰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메뚜기 다리를 구성하는 레실

린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레실린은 점프를 하여 착지를 할 때 받는 충격을 탄성 에너지로 97% 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수차례 연달아 뛰어도 힘이 계속 발휘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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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다.)

아름답고 광활한 서덕들판은 거창군 위천면의 자랑입니다. 위천면은 

어떤 곳입니까?

 “위천면은 북동쪽에 있는 호음산虎音山, 동남쪽 줄기는 넘터재, 

매봉 석부산, 취우령으로 뻗어 동쪽 경계가 되고 거창군 고제면과 

주상면에 접해 있는 산촌입니다. 위천면은 수승대, 황산마을, 동계

정온고택 등 선현들이 품위 있게 살아오신 흔적들이 즐비하고, 사

계절 테마가 있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한 

청정한 계곡수로 빚어낸 유기농 쌀과 사과 및 딸기가 특산품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강석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가볼만한 별미집은?

 “면 소재지에 어탕국수의 명가 구구식당이 있습니다. 일체 조미

료를 넣지 않고 조리하지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맛을 냅니다. 추어탕도 수준급이고. 

어탕국수는 미꾸라지, 메기, 붕어, 피라미 등 잡어를 갈아 넣고 국

수와 풋배추, 부추 등을 넣어 푹 끓여내는 음식이지요.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국수를 나중에 따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넣어 끓여

냅니다. 마늘과 다진 고추를 듬뿍 넣고, 산초가루를 뿌린 뒤 먹어야 

제 맛이 납니다.”

 이외 위천면 소재지에 위치한 맛사랑과 서울식육식당도 가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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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맛사랑 식당은 다슬기탕 맛이 아주 괜찮다. 주인 김숙자(56) 씨

를 잘 꼬드기면(?) 식사 중 육자배기를 공짜를 들을 수 있다. 김숙자 

씨는 위천면 풍물놀이패 일원으로서 북과 장구를 잘 친다. 

 서울식육식당(055-943-0706) 주인 손신구 씨는 스토리텔링의 대

가. 아들 병렬 군과 함께 소를 키우는데 소의 성품, 소가 흘리는 눈

물의 의미를 잘 간파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발 벗

고 나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위천면으로 귀촌하고픈 독자는 손

신구 씨를 만나라, 친절한 귀농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경남 거창군 서덕들. 위안부 할머니의 실화를 다룬 조정

래 감독의 영화 《귀향》 로케이션 현장이다.

톱스타 윤승원은 거창친구 김종두 군의원이 좋아 주말

마다 김 의원 고향 위천면에 와 힐링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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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산 얼음축제 

 겨울이 오면 금원산은 얼음축제장으로 변한다.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해 1월 

23일까지 금원산 휴양림 일원에서 개장한다. 금원산 얼음축제는 눈과 얼음을 구경하

기 어려운 경남지역 최대 규모의 겨울축제다. 얼음썰매를 타며 어린 시절 추억을 되

살리고, 80ｍ 길이의 얼음미끄럼틀(봅슬레이)을 즐기며 스릴을 즐길 수 있다. 성벽·

탑·동물 등을 형상화한 30점의 얼음조각 작품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얼음

동굴과 얼음계곡은 이색적인 얼음세상을 보여준다.

 자연휴양림 인근에 금원산생태수목원에는 고산암석원, 고산특산식물원, 고사리

원, 희귀자생식물원 등 10여 개의 보기 드문 전시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2007년부터 열리는 금원산얼음축제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

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원산자연휴양림과 생태수목원 입장료는 성인 1천원, 청소

년 600원, 어린이 300원이다. ☎ 055-254-3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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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彼岸의 저편, 송계사 

“머리로 헤아려서 답을 구하지 말라”

 덕유산은 우리나라 십승지 중 하나이다. 십승지란 조선시대에 

사회의 난리를 피하여 몸을 보전할 수 있고 거주 환경이 좋은 10여 

곳을 말하다. 

 십승지는 영월의 정동正東쪽 상류, 풍기의 금계촌金鷄村, 합천 가

야산의 만수동萬壽洞 동북쪽, 부안 호암壺巖 아래, 보은 속리산 아래

의 증항甑項 근처, 남원 운봉 지리산 아래의 동점촌銅店村, 안동의 

화곡華谷, 단양의 영춘, 무주의 무풍 북동쪽 덕유산 등이다. 

 이 가운데 덕유산. 백두대간의 풍수체계를 세운다면 백두산은 

태조太祖이며 태백과 소백은 종宗이며 지리산과 가까운 덕유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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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小祖에 해당한다. 덕유산을 잘 살펴보면 거대한 흙더미가 마치 

창고나 뒤주더미처럼 육중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백두대간 중에서

도 덕유산이 백두정기를 가장 잘 가둔다는 풍수상의 형상을 가지

고 있다. 덕유산 높이는 1,614m이다. 소백산맥의 중앙에 솟아 있으

며 북덕유산이라고도 한다. 주봉인 향적봉과 남덕유산을 잇는 능선

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이다. 이 능선을 따라 적상산·두문

산·칠봉·삿갓봉·무룡산 등 높은 산들이 하나의 맥을 이룬다. 북

동쪽 사면에서 발원하는 원당천은 계곡을 흘러 무주 구천동의 절경

을 이루며 금강으로 흘러든다. 덕유산 수리봉의 남쪽 기슭 수유동 

골짜기에 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말사인 송계사가 자

리 잡고 있다.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 27. 송계사는 인근 민가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고요하고 호젓하다.

 송계사는 신라(진덕여왕 6년) 652년 원효와 의상대사가 영취사를 

창건하고 그 부속암자로 다섯 개의 암자를 지었는데 그 중 하나가 

송계암이었다. 이후 영취사가 폐사되고 지금의 송계사가 그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표소에서 송계사로 향하는 1㎞

의 숲 속 산책길은 하늘을 찌를 듯한 해묵은 전나무들이 장관을 이

루고 있다. 

 전나무 숲길을 따라 들리는 산새소리, 물소리를 듣고 걷다보

면 어느새 자연과 하나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2014년 

12월 4일, 거창군 기획감사실에서 한 장의 보도자료 사진을 배포했

다. 사진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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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사진을 보노라니 불현듯 송계사를 찾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

다. 오후 2시 경 차를 몰고 송계사를 향했다. 겨울바람이 절 입구 숲

을 흔들어 나무 위에 쌓인 눈덩이들을 떨어뜨렸다.

 송계사 일주문(육화문)에 들어섰다. 욕망을 버리고 진리의 세계

로 몸과 마음을 옮기는 곳이 일주문이다. 부처님 전에 합장을 했다. 

육화문 주련에 ‘입차문내入此門內 막존지해莫存知解’라는 글이 적혀

져 있다. 풀이하면, “이 문門 안으로 들어오면, 알음알이(학교에서 배

운 지식)를 없애도록 하라. 지금까지 간직해온 온갖 지식이나 분별

심을 없애도록 하라. 머리로 헤아려서 답을 구하지 말라.”

 이 경구는 ‘불도는 세간의 잣대 즉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멸해야만 비로소 불지견을 쓸 수 있을 것이

니, 방하착, 즉 탐진치 삼독심에 의한 알음알이상을 내려놔야 삼라

만상 실상을 바로 보고 알 것이니, 이 문 안으로 들어오거든 알음알

지난 12월 4일 아침. 경남 거창군 북상면 남덕유산 아래 송계사 입구에 많은 눈이 내려 

노승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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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내지 마라’는 뜻이다. 육화문 우측에 범종梵鐘이 ‘하늘울음’처

럼 걸려 있다. (정태준 저 『거창의 바위・불교・다문화』에서 인용)

 범종이란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을 때, 의식을 행

하고자 할 때 쓰이는 종을 말한다. 사찰의 하루는 범종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스님은 새벽 3시 잠에서 깨어나 목탁을 두드리며 

도량을 청결하게 하고 범종각으로 가 종을 두드린다. 범종소리가 

새벽을 깨운다. 길게 울려 퍼지는 범종의 장엄하고도 청명한 소리

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찌든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

하게 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참회토록 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이 범종의 소리를 들으면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는 중생

들까지 구제 받을 수 있어 다시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심오한 뜻

이 담겨져 있기에, 범종은 일찍부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불교 의

식 법구의 하나다. 불교의례규범 『석문의범』에 새벽 종 치는 회수

가 기록되어 있다. 28번이란다. 왜 28인가? 하루의 여명은 동쪽에

서 시작된다. 동쪽을 상징하는 수는 3과 8이다. 이 두 수를 곱하면 

24가 된다. 여기에 북동, 남동, 남서, 북서의 동서남북 사이 방위, 즉 

간방間方의 수 4를 더하면 28이 된다.(허균의 『불전사물佛殿四物』에서 

부분 인용)

송계사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일주문을 지나  송계사 대웅전으로 다가갔다. 대웅전 주련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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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있는 게송을 수첩에 적어본다.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 부처님 몸 법계에 충만하사

보현일체중생전(普現一切衆生前)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니

수연부감미부동(隨緣赴感靡不周) 인연 따라 감응함이 두루하시어

이항처차보리좌(而恒處此菩提座) 이 보리좌에 항상 계시네

송계사 대웅전 위편에 삼성각이 있다. 삼성각은 산신山神, 칠성

七星, 독성獨聖을 함께 봉안하고 있는 사찰 당우 중 하나이다. 칠성

은 북두칠성을 말하는데 별나라의 주군主君으로 인간의 복과 수명

을 담당하고 있다. 나반존자那畔尊者라고도 불리는 독성은 십이인

연十二因緣의 이치를 홀로 깨달아

서 성인의 위치에 올라 말세 중생

에게 복을 내린다고 한다. 산신은 

호법신중護法神衆의 하나로써 불교

를 보호한다. 대저 삼성각은  대웅

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다. 그 이유는 뭘까?

한국 산신각 연구 1인자, 데이빗 

메이슨은 “산이 지닌 정기를 제일 

먼저 받기 위해서” 라고 말한다. 

송계사에서 눈여겨 볼 것은 아

송계사 스님이 폭설을 청소하고 있다.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려면 인욕과 끝없는 하심으로 정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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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타여래좌상이다.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줄여서 미타彌陀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은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십만억불토十萬億佛土를 

지나서 있는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현재까지 설법을 하고 있다. 송

계사 주지는 반야般若스님. 해인사 홍제암 문중의 현경玄境스님의 

제자이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반야스님은 해인사를 비롯해 

진주 성전암, 연화사, 응석사 등에서 28년간 주석했었다. 다음은 반

야스님의 법문이다.

 “전생의 복을 닦아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게 됨을 감사하고 어

려운 시기지만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모든 것은 

가정의 행복에서 비롯되고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면 행복해 질 것

이다.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려면 인욕과 끝없는 하심으로 정진해야 

송계사.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덕유산 남동쪽에 있다. 절 입구에서 약 6

㎞에 이르는 계곡으로 노송이 빽빽이 들어선 숲과 깊은 계곡의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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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송계사를 빠져나오려는 데 노스님 한 분이 “차나 한잔 들고” 가

시란다. 

 그윽한 미소 그윽한 음성이시다. “이 차 이름이 뭐냐? 금전초이

외다. 잘 아는 보살이 씨를 줘 절 저쪽 돌계단에 뿌렸더니 튼실하게 

잘도 큽디다. 한 잔 드시면 마음이 청정해질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담석으로 죽은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을 잊지 못해 항상 주머니에 남편 몸에서 나온 담석을 차고 다

녔다. 어느날 땔감을 하러 산에 오른 부인이 여러 풀을 베어 내려와 

보니 담석이 반으로 줄어 있어 의원에게 물어 그 중 한 약초를 찾아

내었다. 그 이후로 의원은 이 풀로 담석증을 치료하여 효과가 좋았

으며, 약초 모양이 ‘동전과 매우 비슷하다’해서 ‘금전초金錢草’라 불

렀다고 전해진다.  금전초는 해열, 소염작용이 있고 신장결석, 담결

석, 방광염, 황달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삭

혀 기관지천식, 만성기관지염에 쓰이며 부종과 습진에도 사용한다. 

또한 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 약리작용으로는 이뇨작용이 보

고되었다. 노스님은 주지 스님 세속世俗의 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내 법명을 밝히지 않았다. 

  “송계사는 참 가슴 넉넉한 도량이외다. 세속의 인연을 떨구고 

용맹정진하는 것이 불도의 이치이지만 이렇게 세속의 동기를 기꺼

이 맞아주는 것도 아마 불심의 한 갈래인 것 같소이다…”

 눈에 덮인 덕유산은 순은純銀의 눈부심으로 하여 하늘은 햇빛 

속에서 더 푸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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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의 역사’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도서출판 ‘역사공간’에서 펴낸 한국사에 

비추어 본 『거창의 역사』를 권한다. 이 책은 

거창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가 썼다. 저자는 

현재 거창고 역사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신용

균 선생님.  

 선사시대부터 2015년 2월 현재까지 거창

에서 일어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

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거창과 거

창사람들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거창의 지역사를 따라가는 길에 한국사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철기시대 변한의 소국 거열국에서 가야, 신라, 고려, 조선, 한국까지 거창에 세워진 

국가의 흥망성쇠를 살필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사의 지평에서 지역사의 특징에 주목

하여 거창지역의 전통, 중앙권력과 외세에 대한 거창인의 태도, 근현대 거창인의 활동

양상을 추적한 지역사이다. 

중앙정계에 진출한 거창의 향촌세력 가조 사 씨, 중앙귀족 출신으로 거창에 정착한 

거창 신 씨의 ‘가문사’도 흥미롭게 다가온다. 딱딱하고 찬양 일색인 지방행정단체의 

발간 사서와는 다른 고품격 지역사 서적이다. 

여
행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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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품행 보살 관음기도도량  

금봉암 연기설화

팔품행 보살이 지은 절

 금봉암은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덕유산의 원봉元峰이 되는 삼봉

산 1,050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다. ‘관음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관음기도를 하면 칠난과 삼독이 소멸된다고 한다. 또 15가지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한다. 재물은 풍족해지고, 몸과 마음이 고루 건

강하고, 금계를 범하지 아니하며, 권속끼리 우애가 있어 화순하고, 

뜻하는 바가 만사형통해진다고 한다.  

 금봉암 주변에 바위굴샘, 용굴샘 영험 약수터가 있다.

 대웅전 옆 산중용왕신을 모신 신전, 용왕신장 발아래 흐르는 약

수는 만병통치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 물만 마시면 온갖 병이 다 낫

는다는 속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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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초 어느 날 아침, 금봉암을 찾았다. 삼봉산 깊은 속, 

덕유산 자락이 손 닿을만 한 곳에 펼쳐져 있다. 금봉암 뜨락 너머 

숲속에서 푸드덕… 일찍 일어난 새들이 아침햇살을 나르고 있다. 

절 찾은 나그네는 대웅전 옆 산중 용왕신을 모신 신전으로 가 약

수 한사발을 들이켰다. 몸속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일거에 무너져 

내리는 듯. 

 산중용왕신 신전 약수 한 사발은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관세음

보살과 같다. 관세음보살 형상을 그린 ‘수월관음도’를 보면 보살은 

정병과 버드나무를 들고 있다. 정병은 부처님께 바칠 물을 담은 병

을 말한다. 일반적인 병의 형태와는 달리 물을 담는 주구注口와 물

을 따르는 첨대尖臺로 이루어진 독특한 모양이다. 한편 정병 속의 

물은 중생들의 병을 치료해주는데 사용된다. 나그네는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린 후 금봉암 이모저모를 둘러보았다. 거창의 향토사학자 

정태준鄭台晙 선생은 금봉암 풍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금봉암이 있는 삼봉산은 금강산 1만2천 봉 가운데 어느 한 봉

우리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산세를 지니고 있다. 금봉암 앞에 펼쳐

금봉암. 팔품행 보살의 원력

으로 세워졌다. 금봉암이 있

는 삼봉산은 금강산 1만2천

봉 가운데 어느 한 봉우리를  

옮겨다 놓은 것같은 산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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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바위 봉우리들은 저마다 각기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금봉

암 뒤에 보이는 석불바위는 스님이 장삼 입고 고깔 쓴 모습이며 그 

위 장군바위, 높이 80m에 달하는 칼바위 등이 있다.”

 나그네는 두 팔 벌려 바위가 내품는 엄청난 우주에너지를 온 몸

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금봉암 공양 보살이 맑은 웃

음을 터트린다. 공양보살에게 다가가 금봉암만이 자랑할 수 있는 

사찰요리를 탐문해봤다. “짜디리(특별히) 별스러운 거, 업심니더. 거

창서 나는 좋은 쌀로 정성껏 밥을 지어 부처님 전에 올리고, 산에서 

나는 나물 약초 뜯어 밑반찬 맹길고 그렇지예.”

- 아침공양은 언제 짓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예불 끝날 즈음?”

이때, 공양보살은 공양간 조왕단 

앞에 다기 물을 올리고, 초와 향에 

불붙인 다음, 3번 절을 한다. 정성껏 

쌀을 씻어 솥에 물을 넣고 부처님 

전에 올릴 마지밥을 짓는다. 불교에

서 밥을 짓는 것을 공양한다고 한

다. 필부인 우리들은 주린 배를 채

우기 위해 밥을 먹지만 출가한 스님

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단순하게 배

를 채우고 맛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

니다. 삼보와 사중(국가・부모・스승
부처님 밥을 마지밥이라고 한다. 산신은 노그메, 

잡귀신은 잡밥, 조상신은 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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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의 은혜를 갚고 삼도三途(지옥, 아귀, 축생) 중생의 고통을 건지

기 위해 수행의 의미로 생각한다. 즉, 안으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체

득하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먹는 것이다. 이윽고 

밥이 지어졌다. 공양보살은 부처님 전에 올릴 마지摩旨밥을 뜬다. 

그런 다음 조왕단에도 한 그릇을 올리고 향을 피운 다음 절을 한다.

 공양보살에게 마지밥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우리는 하루에 

아츰즘슴저녁 세 끼를 안 묵습니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딱 한 번만, 그것도 오전에만 드셨다케요.”

 부처님은 왜 하루에 한 끼 공양만 하셨을까? 이는 인도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도는 워낙 열대지역인지라 오후가 되면 걸

식을 할 수 없다. 또 하루에 두 끼 이상 먹는다면 시주자에게 누를 

끼칠 수밖에 없다. 이를 지양하기 위함이었으리라. 한편, 일일일식

一日一食과 오후불식午後不食, 무소유와 절제를 실천하기 위함이었

다는 설도 있다.

 “부처님은… 그래서 절에서는 오전 중 사시巳時(오전 9시・11시) 

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더. 사시에 올리는 공양을 마지 올린다

고 함니더.”

마지밥의 의미 

 

공양보살이 부처님 전에 마지를 올리기 위해 대웅전을 향한다. 

밥그릇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들고 어깨 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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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중생의 지고한 스승인 부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상징한다. 

더불어 신성한 스승을 위한 밥을 대접하는 일이니, 필히 의례가 따

른다. 마지를 올리고 나면 보통 <천수경>을 독송한다. 마지는 한자

로 마摩, 지旨로 쓰는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맛 있는 진지를 올

리다’, ‘정성스럽게 만든 공양을 올리오니 부디 제 뜻을 감읍하여 

주옵소서’가 되겠다.  

 산스크리트어에 마지(maghi)라는 낱말이 있다. 이는 영약의 약

초 신단神丹(신선들이 만든다는 장생불사의 환약)으로 해석된다. 사찰음

식은 힐링이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웰빙식에서 마음까지 치유하는 

힐링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찰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에서 벗어

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금봉암의 마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어 거창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

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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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 연구공간 ‘파랗게날’

거창군은 인문학이 강强하다. 오마이

뉴스 김종길 기자는 거창의 인문학 교실

에 깊이 매료되어 틈만 나면 거창에 온

다. 거창의 인문학 교실은 연구공간 ‘파

랗게날’이 주최한다. 매달 열린 인문학 

강좌는 햇수로 벌써 4년째이다. 2011년

에 처음 시작한 인문학 강좌는 거창 일대의 고택에서 매달 진행된다.  

연구공간 ‘파랗게날’ 인문학 강좌는 인문학을 아끼는 누구에게나 열린 시민강좌로 진

행된다. 회원이 되면 강좌, 답사 등 ‘파랗게날’의 모든 행사에 함께 하며 매달 인문월간 

‘초록이파리’와 강좌자료집을 받아 읽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다음 검색창 파랗게날 참조)

 

● 거창 교통안내

구간 시간(첫차・막차) 운행횟수 소요시간

거창・서울남부 08:30・23:00 12회 3시간 20분

거창・동서울 06:30・18:30 8회 3시간 20분

거창・부산사상 07:20・18:40 13회 2시간 40분

거창・김천 08:00・20:30 8회 1시간 10분

거창・진주 06:30・20:00 25회 1시간 20분

거창・광주 12:00・18:30 3회 2시간 

거창・전주 08:45・19:15 8회 2시간 40분

거창・마산 창원 09:40・14:00 2회 2시간 

거창・대전 06:30・18:00 10회 1시간 30분

여
행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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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투어 1번지’ 

거창양민학살사건 현장을 찾아서

귀농 영화감독 김재수 

거창군 신원면 수동마을에 김재

수라는 귀농인이 산다. 거창학살사

건을 테마로 한 영화 ‘청야晴野’를 

연출 제작한 영화인이다. 어느 날 

그는 드라마작가 김운경 씨(‘옥이이

모’, ‘서울의 달’ 집필)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

이다. 

 “막걸리를 테마로 한 드라마를 

쓰려고 하는데 거창 쪽에 막걸리 

영화 《청야》는 6.25동란 중이던 1951

년 2월 9~11일 당시 국군이 거창군 신

원면 일대 주민 719명을 공비와 내통한 

‘통비분자’로 몰아 집단학살한 ‘거창민

간인학살사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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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 있으면 좀 소개해줘.”

 “막걸리 달인은 잘 모르겠고 운치 있는 주막은 소개해줄 수 있

소.”

 김재수. 서울에서 영화감독을 하다가 귀농했다. 영화 <클럽 버

터플라이>(2001)와 <천국의 셋방>(2007) 등을 연출했다. 서울생활

이 싫어 2009년 단신으로 거창에 내려와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

다. 해발 700m, 깊은 산속에 있는 집은 조그맣지만 땅이 1900평이

나 딸려 있다 집 주변엔 기화요초가 만발하다. 가끔 명계남, 장두이, 

이효정 영화배우 같은 이들이 거창에 내려와 김재수 이장 집을 찾

는다. 벗들이 올 때마다 김 이장은 신원면 양지마을 주막으로 벗들

을 데려간다. 상호는 인풍정 주막. 허름한 구멍가게다. 묵사발,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부추전 맛이 일품이다. 이튿날 김운경 작가가 거

창에 내려왔다. 김재수 이장은 그를 인풍정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

막 뒤에 고풍어린 정자가 있다. “인풍정은 1678년 묵일헌 신치중辛

致中이라는 선달님이 지은 누각입니다, 정면 4칸 옆면 2칸의 5량 소

로수장식 겹처마 팔작지붕집이지요. 기단과 주초는 자연석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 외진기둥은 원형, 안둘렛기둥은 사각형으로 

올렸습니다. 정면에 있는 방문은 모두 두 짝 띠살문이며 윗부분에 

광창光窓을 넣었고 하부는 머름을 댔습니다. 한식담장은 모두 돌과 

흙으로 만든 게 특징입니다.”

 김재수 감독이 막걸리와 두부 한모(김치 포함)를 시켰다. 

 “신원막걸리 도가는 면 소재지에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

는 신원면의 보물입니다. 신원막걸리 맛이 어떻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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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경 작가가 말한다. 

 “맛을 보니 쌀을 주원료로 

해서 첫맛은 경쾌하고 엷은 

단맛이 도는데, 뒷맛은 쌉쌀

한 맛이 돌고 제법 결기가 느

껴지는군. 막걸리 통이 참 특

이하다. 서울 장수막걸리 통 

2배는 되는 것 같네. 바다처럼 크고 넉넉한 게 참 좋아. 막걸리 통에 

그려진 그림도 소박하고 정겹고.”

 ‘살아 있는 효모’ 라 하는 글자 아래 잘 영근 벼이삭과 볏짚단이 

그려져 있다. 쌀(국내산) 80%, 소맥분(수입산) 20%, 첨가물 아스파탐 

0,0065%. 김재수 이장은 산골생활을 한 터라 거의 도인이 다 됐다. 

두부안주 한 점을 작가에게 건네주며. “첫 잔에는 안주를 안 먹는다 

카데요? 첫 잔에 왜 안주를 안 먹느냐? 양기陽氣가 아직 숙성하지 

않은 까닭에 어린 남자가 여자를 취取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남에게 먼저 안주를 권하여 양보한다는 뜻이 있다?”

 인풍정 주막 한 켠에 가마솥이 있다. 바로 저 곳에서 즉석두부가 

생산된다.  인풍정 두부 한 점을 장에 찍어 먹어본다. 고소하다. 두

부를 먹노라니 추사 김정희가 생각난다. 추사가 쓴 글 중에 ‘대팽두

부’大烹豆腐라는 게 있다.

大烹豆腐瓜董菜

高會夫妻兒女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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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요

최고의 모임은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손자로다.

‘유나의 거리’ 방송작가와 인풍정 주막

조선 초기 학자 권근은 저서 『양촌집』을 통해 두부를 이렇게 노

래한다.

 “누렇게 익은 콩이 눈같이 하얀 물을 뿜어

펄펄 끓는 가마솥 불을 정성들여 거둔다 

기름에 번지르르한 동이 뚜껑을 열고

옥같이 자른 것이 밥상에 가득 쌓인다.” 

 인풍정 주막 두부는 100도에 근접한 온도로 가마솥에서 주걱으

로 저어가며 끓여 만든다. 

이는 콩의 비린내를 제거하여 두부의 향과 맛을 뛰어나게 유지

하면서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술이 거나해지자 김

재수 이장은 신원면의 슬픈 약사略史를 이야기했다. 

 “형님, 내가 사는 신원면에서 6.25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

까? 양민학살사건이 일어났어요. 피카소가 이 사건을 주제로 그림

을 그렸을 정도로 이 사건은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습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이란 1951년 2월 공비를 토벌한다는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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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풍정.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에 있는 정자로 쓰인 누각이다. 

1678년 묵일헌 신치중이 삼가현 

양촌 마을 동쪽에 축대를 쌓고 

나무를 심어 바람 쐬기 좋은 곳

을 만들었는데 이를 인풍정이라

고 불렀다. 

인풍정 앞 주막풍경. 가마솥으로 

만든 두부가 일품이다.

김재수 감독이 거창양민학살사건 

추모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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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자기편 양민을 무차별 처형한 천인공노할 학살사건을 말한

다. 저술가 신용균은 저서 『거창의 역사』를 통해 신원학살사건의 

개요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육군 제11사단이 1950년 

말부터 지리산과 덕유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였다. 700여 명의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 집단학살된 경악

할 만한 이 사건은 견벽청야堅壁晴野라는 최덕신 11사단장의 작전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군은 사살한 시신에 기름을 뿌려 불태웠다.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고, 핏물이 내를 이루었다고 한다. 4.19 후 유족들이 골

짜기에 방치된 유골을 수습해 한자리에 묻고 위령비를 세웠지만 군

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위령비를 땅에 파묻고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금했다. 유족들은 연좌제로 묶어 탄압했다. 1988년에야 희생자 묘

역을 단장하고 위령비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60년이 넘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재수 감독은 귀농 후,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비극적인 역사를 접하

게 된다.)

 “기회가 되면 그때 죄 없이 총살당한 양민의 깊은 상처를 씻어주

기 위해 양민학살사건을 영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김재수 감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신원면 주민들의 깊은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배운 도둑질’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빠졌다고 한다. 

그는 틈날 때마다 학살 현장을 찾아다니고, 자료를 조사하고, 피해자 가족들

을 만났다. 마침내 그는 거창학살사건을 테마로 한 영화 《청야晴野》를 제작, 

2012년, 극장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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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경 작가는 그 죽음의 현장을 답사하고 싶었다. 김재수 이장

이 가이드에 나섰다.

 거창군 신원면 박산 골짜기. 이곳에서 1951년 2월 11일 양민 

57명이 처형됐다. 두 사람이 박산 골짜기에 들어서자 까마귀 몇 마

리가 공중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이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

었습니다. (바위를 가리키며) 저 것 좀 봐요. 바위에 그 때 쏜 총탄 흔

적이 있잖수.”

 박산 골짜기 지나 거창학살사건 추모공원이 있다. 일주문에 해

당하는 천유문天羑門 (‘하늘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뜻)을 들어서니 희생

자 719위를 모신 위패봉안각이 있다. 가신 분들의 승천과 명복을 

기리는 위령탑과 상징성 있는 조형물들, 작품성을 더한 시비 등이 

푸른 녹지에 정성들인 손길이 느껴지는 조경수목들과 잘 배치가 되

어 있다. 두 사람은 위령탑에서 발길을 멈췄다. 높이 18m. 

“거창사건으로 희생된 남자, 여자, 어린이의 무덤을 상징하는 3단

의 돔 사이로 영혼이 부활하여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오름을 상징합

니다.” (김재수 감독의 말)

 전쟁의 상흔을 묘사한 부조벽이 보인다. 높이 4m 길이 70m. 

50여 년 동안 은폐되었던 사건의 전말을 5마당의 장으로 소주제를 

구성하여 표현했다. 경남도는 매년 4월이 되면 거창사건희생자 합

동위령제와 추모식을 연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의 작전 수행 중 719명의 양민이 학살된 사건으로, 

1989년 제1회 합동위령제 이후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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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기로 추모공원 조성 등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

어지게 되었다.

 위령제는 거창사건희생

자유족회장의 개제선언에 이

어 거창군수, 군의회의장, 거

창군 교육장으로 구성된 3명

의 헌관이 유족회원의 집례

에 따라 제례를 올렸으며, 추

모식은 거창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719명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시 낭송, 유족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된다.

  거창출신 시인 신달자는 <넋이여 아직도 잠 못 이루고 있는가> 

라는 시에서 “그 살점 뜯기는 시간을 밟고 시간은 빠르게도 지나갔

다 / 무슨 이런 거짓말 같은 세월이 있다더냐 / 아직도 그 생생한 

영혼들의 부릅뜬 눈 감지도 못했는데…(중략) / 시퍼런 소나무며 흐

르는 푸른 물이 역사의 증인이 돼 소리치는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임

을”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거창군은 매년 10월 말 18일간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창한 

국화향기를 찾아서, 거창사건 진실을 찾아서!’란 주제로 국화전시

를 연다. 전시규모는 100여 종 100,000여 본으로 모형작, 분재작, 

다륜대작, 현애국, 입국 등 1,800점과 국화동산, 국화꽃길 등이며 

메인 전시공간인 행복의 공간을 비롯한 7개 전시공간에 각각 주제

를 부여해 스토리가 있는 품격 높은 전시공간을 구성, 국화색에 반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국화전시회를 

찾은 한 가족이 국화향을 맡으며 가을 추억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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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화향에 진한 감동을 체감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부대행사로 거창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청야》

무료상영을 비롯해 주말에는 음악콘서트 공연, 전통민속놀이체험,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국화전시 등의 소재를 담은 사진촬

영대회, 민화, 솟대군락, 평화그림깃발 전시, 국화헌화참배 등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거창사건사업소에 따르면 “많은 관람객이 추모공원을 방문해 

국화전시 관람과 더불어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역사교육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거창사건추모공원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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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신원곶감

신원면은 거창군의 남쪽 끝에 자리하며 동쪽은 합천군과, 서쪽과 남쪽은 산청군에 

맞닿았다.  감악산, 월여산, 황매산, 바람산, 소룡산 등 천하명산들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신원면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오미자가 좋다. 이곳 오미자 열매는 

색감이 우수하고 향이 좋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먼저 찾아 주문할 정도로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

 공장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 신원에서 생산된 오미자는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

서 재배되며, 8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수확한다. 겨울에는 곶감이 유명하다. 사진은  

신원면 산들깨비 곶감 덕장에서 정성스럽게 깎은 감을 매달고 있는 장면이다. 신원 

곶감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의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에 위치한 청정지역의 맑은 

공기와 바람으로 말려 맛과 향이 뛰어나며 매년 1월 중순쯤 출하한다.

지
역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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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공존상’ 수상 

솔향기돌담마을

소나무가 아름답다  

 연안 이 씨 집성촌이었던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의 솔향기돌담 

마을 어귀에는 300그루의 홍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솔숲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걸으면 한 여름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

우고 진한 송진의 향기가 느낄 수 있는 이곳은 경남 문화재로 지정

된 ‘영은고택’과 ‘이 씨 고가’ 뿐만 아니라 90호나 되는 마을의 집이 

돌담에 싸여 시골의 정취를 자아낸다. 마을 분위기와 걸맞게 다양

한 역사문화체험, 자연체험 등을 해 볼 수 있다. 

 동호리東湖里는 삼한시대부터 옛터라고 하며, 웅양면 남북으로 

흐르는 미수천의 동쪽에 자리하였다고 하여 동변리로 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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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순조 때 이곳에 살던 진사 이지유의 호를 따 동호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솔향기돌담마을은 덕유산국립공원, 가야산 국립공원, 지리

산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천혜의 절경을 뽐내고 있다. 그리고 소백

산맥의 영향을 받아 전형적인 분지가 발달해 있으며, 경남의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해발 200m 내륙 산간분지로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와 포도가 생산되는 아름다운 마

을이다. 더군다나 아침저녁 높은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의 기후조

건으로 이곳의 특산물들은 영양가와 함께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적

인 인기를 얻고 있다. 

 농촌체험마을은 도시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농촌을 체

험 공간과 휴양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과 함께 건

실한 농촌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성

공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은 마을 공동체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봉사다. 이와 관련 이 마을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주변문화, 역사, 관광자원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기반 확보와 친환경 농업체험을 통한 생산자

와 도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교류 확대 증가,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

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농촌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배

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소득 증대와 함께 농

업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 맑은 물과 공기 등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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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등은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농사 행위와 함께 연출적 요소 및 

상품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교육과 학습 그리고 스

스로의 체험을 통해 운영과 관리 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제는 

이런 농촌체험이 일회성에서 벗어나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

리고 농촌테마체험마을의 자립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의 서비스 의식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물적·인적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농업인들은 한국의 농업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몇 가지 있

다고 한다. 그중에서 자신들은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국의 농업인들은 좁은 땅에서 짓는데도 수익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넓은 땅에서 조방적 농업粗放的農業(자본과 노

동력을 적게 들이고 주로 자연력에 의존하여 짓는 농업)인 반면, 한국 사

연안 이 씨 집성촌이었던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의 솔향기돌담마

을 어귀에는 300그루의 홍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솔숲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걸으

면 한 여름에도 짙은 그늘이 드

리우고 진한 송진의 향기가 느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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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좁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집약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농업인들 스스로 

자부심이 없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농업을 무시한다는 것

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농업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한국의 농촌은 솔향기돌담마을처럼 새

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

국이 될 수 없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농업강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OECD국가 중에서 식량자급

률이 최하위권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농업은 국

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 했다. 국민의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

상식에서 웅양 동호숲이 전국의 아름다운 숲 11곳에 선

정되어 ‘아름다운 공존상’을 수상했다.

동호숲 주변에 위치한 동호리 이 씨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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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 특히 농촌은 분명 잘 살아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생명산업이며 안보산업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 솔향기돌담마을은 ‘나는야 꼬마 선비’, ‘화가 옛 그림 체험’, 

‘전통염색체험’, ‘고택탐방’, ‘전통떡매치기’ 등 전통체험과 ‘포도따

기’, ‘사과따기’ 등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거창군 웅양 동호숲이 지난해 서강

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상식에서 ‘아름

다운 공존상’을 수상했다. 이런 쾌거는 산림청 전통마을숲 복원사

업에 선정돼 연안 이 씨 종중에서 자발적으로 복원대상지를 매입해 

마을 숲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이 숲 보전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

다. 이처럼 솔향기돌담마을은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마을로 거듭나

기 위해 온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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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륵한 효성 깃든 연수사演水寺 연기설화 

거창 사람들 사이에 “칠월칠석날 연수사 물 맞으러 간다.”는 말이 있다.   

연수사 약수는 영험하다. 연수사는 신라 헌안왕(재위 857~861) 때 왕이 창건하였다. 

위치는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38번지. 전설에 따르면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렸던 신라 

헌안왕이 연수사 부근의 약수를 마시고 병을 고친 뒤에 감사의 뜻으로 지었다고 한

다. 연수사 왼쪽 산신각과 세석산방 사이에 용왕암에서 흘러나오는 석간수가 문제의 

그 약수일까?

특별한 유물은 전하지 않고 절 앞에 수령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이 은행나무

에 얽힌 설화가 애틋하다. 고려 때 한 여인이 왕손에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을 일찍 여

의고 나서 유복자를 낳았다. 여인은 이 절에서 승려가 되어 남편의 명복을 빌었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노승이 아들을 데려가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였다. 

아이는 절 뒤뜰에 젓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사철 푸르게 자랄 것이니 저를 보듯 길

러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인도 ‘나는 앞뜰에 은행나무를 심고 기다릴 테니 만

약 훗날 내가 없더라도 어미를 보듯 대하라’고 하였다. 이후 젓나무는 강풍에 부러졌

고 은행나무만 홀로 남았다고 한다. 

여
행

 정
보

감악산 연수사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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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 최고명당에 위치한  

하늘비단체험마을

하늘비단마을 운영자 진학덕 

 늦여름 마을 오솔길 양지 녘 한 구석에 햇빛도 잡아 가두고 갈

대 속에 숨어 있는 지난여름 서근서근한 소나기도 그리운 시절이 

되었다. 

 가끔 나비도 다녀가고 고추잠자리도 살포시 앉았다 가고, 그리

고 그 자리에 올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허물어질 때

마다 맘 가는 대로 훌쩍 떠났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된 일

상인지라 굳이 여행이랄 것도 없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하여도 

지금 떠나고 싶을 때 하늘비단마을을 한 번 찾아보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967번지에 위치한 하늘비단마을

은 아름다운 꽃과 진솔한 주민들의 인심과 솔숲이 어우러져있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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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의 힐링공간이다. 

 각박하고 한 치의 여유로움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각박한 

현실에서 그나마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옛 추억을 더듬

어보는 환경을 만들고 또한 농촌체험을 공유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

작되었다. 

 하늘비단마을 운영자 진학덕 씨는 “처음부터 하늘비단이란 체

험마을은 없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아름답게 꾸며보

자는 취지에서 우선 마을을 정비하고 길가에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

다. 그리고 마을 전체적으로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면 소재지와의 

거리 문제, 병원 및 기타 편의시설 부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던 터에 시작한 것이 마을 정비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드

는 일이었습니다.” 라며 이 마을의 탄생비화를 이야기 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외지 사람

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마을주민

들은 마을 자체가 관광자원이라 생각하고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립했으며,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모으고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누구하나 빠지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다. 

 결국 마을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의 입소

문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곳의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봄  유채꽃 축제/ 4월 말~5월 초 (7일간) * 농촌생활체험/ 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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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 심기, 사과꽃따기, 봄나물 캐기, 딸기 따기, 딸기인

절미 만들기, 전통 된장·간장 만들기 * 시골놀이체험/ 토끼몰이, 

굴렁쇠 굴리기 

여름  물고기 잡기 체험/ 물고기 잡기, 다슬기 잡기 * 농촌생활체

험/ 감자 캐기, 감자삼굿, 옥수수 따기, 사과 따기, 인절미 만들기, 

고추 따기 * 시골놀이체험/ 원시림 내 산책로 걷기, 보막기, 뚝방 

쌓기, 다슬기 잡기, 토종물고기 잡기 * 자연생태체험/ 누에체험, 

여름 숲 삼림욕하기, 곤충채집, 계곡 곤충관찰하기 

가을  국화꽃 축제/ 11월 초 (7일간) * 농촌생활체험/ 사과 따기, 

고구마 캐기, 밤 줍기, 우리콩으로 전통 메주 만들기 * 시골놀이

체험/ 맛있는 사과 고르기, 사과무게 맞추기, 메뚜기 잡기 

겨울  딸기 따기 체험/ 인절미 만들기, * 농촌생활체험/ 군고구마, 

군밤체험, 해바라기씨앗으로 강정 만들기, 장작패기/ * 시골놀이

체험/ 황토온돌방 체험, 쥐불놀이, 토끼몰이, 굴렁쇠 달리기, 연

날리기, 이처럼 다양하고 볼거리 먹거리 다양한 이곳의 주민들은 

아름다움 나눔의 운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림 1004운동’은 생활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있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자는 취지의 기부운동이다. 다액의 

소수 기부자보다는 소액의 다수 기부자 동참을 유도하자는 목적

으로 일회성 기부가 아닌 누구나 부담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

기적으로 자동이체 형식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기부금

은 1구좌 1,004원이다. 이런 운동에 하늘비단마을은 지난 2013년 

220 



1,004,000원의 후원금을 거창군에 기탁했다.  

 이제 농촌체험학습, 농촌체험농장, 농촌체험관광은 많은 도시인

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 즉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을 직시한 농

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의 기업, 학교, 마을이 지속적으로 연

대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어촌에게 전달하고 있

다. ‘도시민은 농어촌으로 농어민은 도시인과 함께’라는 슬로건으

로 색다른 개성으로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자며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하늘비단마을은 방문객들의 체험 

및 관광을 위해 마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스스로의 노

력과 아이디어로 완전 다른 마을로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책로 정비 등을 통

하늘비단체험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위치, 농촌

체험마을, 도자기, 승마, 곤충, 시골체험 등 안내. 

약초할매와 대화를 나누는 운영자 진학덕 씨. 그는 체

험마을에 만화도서관을 세우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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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지사람들에게 하늘비단마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도시인들에

게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마을 사람들의 의

견을 모아 지난 2007년 12월 하늘비단마을이 출범하였다. 비록 다

른 농촌체험마을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마을 주민들 스스로 단결하

여 다른 어느 마을보다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농촌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하늘

비단마을은 농촌체험 뿐 만 아니라 한우전문식당 운영 및 건조 농

산물을 판매하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

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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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와송,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지붕 기와 위에서 자라는 모양이 소나무 잎이나 소나무 꽃을 닮았다고 해서 와송

이라 부른다. 신탑, 탑송이라 부르기도 하며 여름철에 채취하여 말려서 약으로 쓴다. 

바위솔이라고도 불리며 약효가 뛰어나다. 

 간경肝經·폐경肺經에 작용한다.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출혈을 멎게 하고 습사濕

邪를 없애며 부기를 가라앉힌다. 약리 실험에서 해열 작용이 밝혀졌다. 토혈, 코피, 적

리赤痢, 학질, 열림熱淋, 치질, 옹종癰腫, 정창, 습진, 화상 등과 간염에도 쓴다. 하루 

15~30g을 탕제·환제 형태로 먹거나 신선한 것을 짓찧어 즙을 내어 먹는다. 외용약

으로 쓸 때는 짓찧어 붙이거나 달인 물로 씻는다. 까맣게 덖아서 가루를 내어 기초(약)

제에 개어 붙이기도 한다. 거창읍 한국농산 등에서 판다.

지
역

 정
보

거창 와송 한국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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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티 문화로 승부! 

가남정보화마을

군고구마 굽기, 연날리기 명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

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와 정

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

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

고자 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도

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논의는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정보화사업과 더불어 

전자정부사업으로 확대 추진되어 왔다.

 전통의 얼이 가득 묻어있는 가남정보화마을은 거창군의 동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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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큰 분지로 가야, 신라, 고려시대를 통하여 가소, 가조, 함음, 

거제현, 제창현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가북면과 함께 757년부터 

940년까지와 1,414년 이후로는 거창군 영역으로 연혁을 같이했다. 

가조면은 거창군의 동부를 이루며 합천군의 서북부와 맞닿아 높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큰 분지다. 특히 물이 좋은 온천지역으로 유명

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이처럼 천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전통의 고장 가남정보화마을

은 2005년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딸기 따기 체험과 딸기패키지체

험(민속놀이, 군고구마 굽기, 연날리기 등)동물농장 체험 등 다채로운 체

험행사로 농촌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가조온천과 미녀봉, 장군봉, 의상

봉, 고견사 등이 있으며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딸기, 복수박, 사과, 

친환경쌀 등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가남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시

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바로 로컬푸드의 전형적인 마인드를 가진 마을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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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여행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반값 할인 이벤트는 매주 1회

씩 진행한다. 매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전국 정보화마

을의 인기 체험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마을은 마을

마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안심하고 체험활

동을 즐길 수 있다. 마을별 보험 가입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남정보화마을은 딸기 따기 체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천

연염색체험도 즐길 수 있고 ‘복수박’을 이용하여 직접 빙수를 만들

고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들로 가득하다. 이런 체험들을 더 많

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예

를 들면 남녀노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반값에 할인 받을 수 

있는 ‘인빌체험 반값 이벤트’와 실속 있는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휴

가비 지원 이벤트’가 있다. 

 농촌에서의 체험여행은 살아 있는 생명을 보며 경험을 통해 자

연을 배우게 되는데, 도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건강한 지식을 배우

게 된다. 가남정보화마을의 체험 중에는 천연염색과 딸기 따기 체

험 외에도 널뛰기,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의 다양한 농촌체험

으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 

 특히 누에실뽑기체험은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기고 싶은 체험이

다. 누에 하나에서 무려 1.5Km의 실이 나오는 장면은 너무 신기해

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모를 정도다. 

 이런 농촌체험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활력 있는 농촌을 가

꾸어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상생都農相生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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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농

촌을 벗어나 도시로 떠난 많

은 사람들이나, 농촌에서 생

활하지 않았던 도시인, 그중

에서도 어린이들에게는 매

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어른들에게 아름다운 추억

으로 오래 기억 될 것이다. 

 요즘의 농촌은 팜파티

(Farm-Party)가 대세이다. 팜

파티는 ‘팜(Farm)’과 ‘파티

(Party)’의 합성어로 농가소

득 창출을 위해 농업인과 도

시민이 농촌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고 즐기며 농업과 농촌의 인식을 

바꾸는 비즈니스형 파티로 최근 농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즉 기존의 체험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  농촌의 새로

운 체험문화인 것이다. 이와 관련 가남정보화마을의 한 주민은 “이

제 단순 생산 가공을 넘어 농촌을 체험하고, 즐기는 팜파티 문화가 

정착하면서 농가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을은 팜파티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퀄리티 높

은 농촌 체험을 도시인들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라며 농가소

득 향상은 물론 도농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팜파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창군 가조면 가남정보화마을의 수세미 터널에

서 가조어린이집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현장학습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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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남정보화마을은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노력으로 

정보화마을의 기존 통신판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격적인 운영으

로 지속적인 농가 팜파티와 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신뢰 및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228 





지
역

 정
보

가북오미자, 왜 좋은가?

거창군 가북면은 오미자 천국이다. 오미자 철이 되면 많은 외국인과 약초 마니아

들이 이곳 오미자에 매료, 가북면을 찾는다. 거창군 가북면은 오미자를 현재 230여 농

가, 110㏊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500톤 정도로 해발60m 이상의 고랭지

에서 재배되어 맛과 향이 뛰어나다. 오미자는 껍질과 살이 달고 시며, 씨는 맵고 쓰면

서 모두 짠맛이 난다.  효능으로는 ▶ 잠을 잘 오게 하며,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

장 기능을 좋게 해주므로 신진대사의 활동능력을 높여준다. ▶ 건망증 및 치매를 예

방하여 기억력을 좋게 한다. ▶ 당뇨의 혈당조절에 좋다.

거창에서 농촌체험을 즐겨라!

■ 가남정보화마을

체험행사 : 딸기체험, 도자기체험, 마을장터

위치 : 가조면 지산로 1244

전화 : 055-940-3950

■ 개금약초마을

체험행사 : 계곡생태, 전통놀이, 계절병영농체험

위치 : 가북면 개금길 92

전화 : 055-944-3370

■거기애愛사과마을

체험행사 : 목공예, 사과따기, 폼클레리아트

위치 : 주상면 거기1길 151-4

전화 : 055-943-7360



■ 달빛고운월성마을

체험행사 : 월성전래놀이, 농산물수확

위치 : 북상면 덕유월성로 1433-4

전화 : 055-7444-7890

■ 서변정보화마을

체험행사 : 블루베리체험, 짚풀공예, 농산물 수확

위치 : 거창읍 모곡2길 22

전화 : 055-940-3951

■ 솔향기돌담마을

체험행사 : 동호숲, 전통문화체험, 농산물 수확

위치 : 웅양면 동호3길 34-9

전화 : 055-942-0282

■ 숲옛마을

체험행사 : 갈계숲, 동물농장, 목공예, 시골여름밤체험

위치 : 북상면 송계로 738

전화 : 055-942-2247

■ 하늘비단마을

체험행사 : 농촌생활, 시골놀이, 자연체험

위치 : 가조면 도리1길 8

전화 : 055-942-9980

■ 황금원숭이마을

체험행사 : 다슬기잡기, 생활도자기 핸드프린팅 등

위치 : 위천면 상천길 50-151

전화 : 055-94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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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은 거창군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동쪽으로는 가조면과 남하면, 

서쪽으로 마리면, 남쪽으로 남상면, 북쪽으로 주상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200m 내외로 저평한 한들, 공수들, 월천들이 있으며, 특산

물로 사과, 딸기, 복수박, 포도가 유명하고, 거창지역에서 대구, 김천, 광

주, 진주 등의 지방중심도시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3개군 관할기관인 지청, 지원, 세무서, 소방서가 있고 금융기관이 많으

며 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등 교육의 중심지로서 서북부 경남의 역

점 도시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주변 유원지로는 건계정 군립공원과 

심소정, 장팔리 덕천서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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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도사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한우팰리스

한승수 국무총리도 반했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소문난 맛도사이다. 그이가 물어물어 거

창 ‘한우팰리스’를 찾았다. 한우팰리스는 거창축협에서 직영하는 

고급 고깃집

이다. 거창

읍 거함대로 

3178번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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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국무총리는 거창팰리스 주 메뉴 애우 ‘차돌배기’ 된장찌개

를 먹고 소감을 밝혔다.

 洛水以西 

 無此食矣 

 낙수이서 

 무차이서

 

풀이하면 “낙동강 서쪽지역에서 음식 맛이 가장 뛰어나다.” 

 ‘애우艾牛’란 쑥을 먹고 자란 소를 말한다. 쑥은 지구상에서 가장 

약성이 뛰어나다. 『맹자』 ‘이루’편 에 ‘칠년지병구심년지애’ 라는 말

이 나온다. 7년간 앓은 만성질환에는 3년 묵은 약쑥으로 다스려라!  

쑥은 한방에서 ‘애엽’이라 하여 양기를 회복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보하는 효능이 있다.   

 거창팰리스를 운영하는 거창축협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더욱 더 내실 있는 조합으로 조합원이 돈 버는 조합, 조합원이 

행복한 조합과 우리 조합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그날 까지’ 거창

축협의 슬로건이다.  

 지난 1959년 거창군축산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2015년 19대 최창열 조합장 취임까지 50여 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거창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과 함께 해 왔다. 

 거창축협의 최창열 조합장은 “축산인 자신의 노력에 따라 축산

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수요에 적응하는 계획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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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축산산업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체 축산산업의 안정적, 균형적 발전을 위해 또 초기 개발단계의 모

든 주체는 축산농가 자신들의 협동조직체 이면서 공동적 기능이 강

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협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것이 우리 축협의 역할입니다. 이런 축협의 역할을 잘 아는 저희들

은 언제나 한결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

다.” 라며 거창축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특히 거창농협이 자랑하는 한우브랜드 ‘애우’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다. 애우의 브랜드 대상은 올해로 3년 연속

이다. 애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자

락에서 자란 거창한우로서 쑥사료 전용사료공장에서 특허 받은 기

술로 생산하여 키우고 있는데, 물 맑고 산 좋은 거창지역에서 자란 

쑥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육질이 부드럽고, DHA가 함유된 고급한우

로서 거창축협에서 직영하는 거창축협 한우팰리스라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쑥 먹고 쑥쑥 자란 거창 한우 애우는 특별함

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소 한 마리에서 백가지 맛이 난다고 ‘일두백미一

頭百味’라 불렀다. 

 부위별로 다양한 맛을 내는 한우는 맛도 훌륭하지만 영양 또한 

풍부하다. 항산화, 항노화 및 숙취해소 효과를 지닌 카르노신 성분

이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해 다이어트 할 때도 먹을 수 있

다. 바로 이런 효능이 애우의 특별함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나온 한우의 효능을 보면 한우는 비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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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를 보호하고, 토하거나 설사를 멈추게 하며, 당뇨와 부종을 낫

게 한다. 

 또한 힘줄과 뼈, 허리,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며, 소의 오장은 사

람의 오장병을 치료하고, 뇌는 소갈과 풍으로 생긴 현기증을 치료

하며, 간은 눈을 밝게 하고 이질을 낫게 한다. 그리고 심장은 건망

증을 낫게 하고, 지라는 치질을 낫게 하며, 콩팥은 신장을 보호하고, 

허파는 기침을 멎게 한다. 천엽은 술독을 풀어주며 이질을 낫게 하

고, 위는 오장을 보호하고 비위를 도우며 당뇨를 멎게 한다. 쓸개는 

눈을 밝게 해주고, 뼈는 여러 가지 출혈 증상을 다스린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갖춘 한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우! 한

우!” 하고 있는 것 같다. 거창축협은 또 다른 사업으로 거창군민에

게 다가가고 있다. 

 지난 4월 거창축협은 거창군수실을 방문, 전 직원 89명이 모금

한 500만 원을 ‘아림1004운동’ 성금으로 기탁했다. 

 ‘아림1004운동’은 거창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시행 중인 정책으

로써 2012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004원의 작은 기부는 복지사

각지대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던 어려

운 가정에게 희망

을 주는 사업이다.  

 이날 최창열 조

합장은 “사람이 사

람을 돕고,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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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거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림 1004운동’ 기부릴

레이에 참여하게 돼 매우 보람되고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거창군민의 축협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축협(조합장 최창열)은 2015년 4월 27일 거창축협 한우

팰리스 별관 2층에서 200여 한우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학

교 축산과 임현태 교수를 초청해 한우 암소 능력검정사업과 거창한

우 친자확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최창열 조합장은 “현재는 친자확인을 거친 거창 송아지가 한마

리당 5만 원 이상 더 받지만 유전적 형질을 상향 평준화 시키고 좋

은 완전배합사료(TMR)를 공급하면 앞으로 10만~20만 원 이상 더 

받을 것”이라며 “거창한우의 경쟁력 강화는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

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열 조합장은 거창고,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나온 한국 축

산계의 ‘기린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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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애우, 7년 연속 우수 브랜드에 선정

 거창군의 쑥 먹인 한우 ‘애우’ 전국 소비자 시민모임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가 후원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에서 7년 연속 우수브랜드에 선정되는 쾌

거를 이뤘다.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은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현지실사단이 브랜드 경영

체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 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현장 실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절차를 거쳐 인증한다. 

 이번 인증 발표회에서 거창 애우는 혈통등록(종축통일), 사료급여 및 사료급여체

계, 출하시기 등 통일된 사양관리에 따른 품질의 균일성 확보와 브랜드축산물의 고품

질 및 사육두수 등의 생산기반 능력, 출하·도축 시 HACCP 운용수준과 광우병검사 

등 축산물 위생·안전성 준수여부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지
역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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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조합장의 야망,

“거창사과 전국 제패!”

전설의 거창 올씽 사과를 아시나요?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1에 위치한 거창사과원예조합은 지난 

1973년 9월 거창원예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40여 년 넘게 거창의 

농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곳은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질 좋은 품질의 오

미자와 사과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합 경영 및 영농정보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를 최소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과 네티즌들에게 친

숙한 이웃이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르게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

을 위해 언제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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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있듯이 거창의 특산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거창사과

다. 거창사과가 유명한 이유는 청정산간지역인 거창은 사과재배의 

최적지이며,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색깔이 좋고, 당도가 높다. 

 또한 사질 양토에서 재배되어 육질이 좋고 과즙이 많고, 유기물 

사용량이 많아 저장성이 높고 향기가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유

명한 제품으로는 오미자, 포도 딸기 등이 있는데 이런 질 좋은 생산

품들을 거창사과원예조합에서 관리하고 조합원들에게 높은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깊은 산 맑은 공기를 먹고 자란 거창오미자는 

시고, 달고, 맵고, 쓰고, 짠 다섯 가지의 맛을 갖고 있는 열매로 해발 

600m~1,000m 사이에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자생하는 반음지성 

식물이다. 

 껍질은 시고, 씨앗은 쓰고, 과즙은 단맛과 짠맛, 매운맛으로 나

누어진다.

거창사과원예조합은 주요 생산품들에 대한 산지 출하기능과 소

비자 판매기능을 강화하며, 규격출하, 규격포장, 공동출하, 공동계

산 등으로 생산품의 신뢰성 회복 등 농업인 실익을 주는 판매사업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 및 유기

농산물 생산추진 자재 선별 구매와 적기 영농자재 공급으로 생산

성 제고, 영농자재 자체브랜드화 추진,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지

도, 지원 강화 등 신지식 전문 농업인 및 선도농업인 육성에도 언

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5년 3월에 열린 농협

중앙회(회장 최원병) 정기대의원회 기념식에서 거창사과원예조협은 

2014년도 종합업적 최우수 품목농협으로 선정돼 수상했으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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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업인 실익 지원을 위한 

차량을 받기도 했다. 

 거창사과원예조합의 윤수현 

조합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산

내울 오미자와 올씽사과로 여

러분의 오감을 만족시켜드리겠

습니다.” 라며 “네티즌 여러분

께 질 좋은 품질의 오미자와 사

과를 제공하고 조합원 여러분께 

조합 경영 및 영농정보 등의 유

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를 최소화 하고자 

새로이 홈페이지를 단장하여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

라는 쇼핑몰과 홈페이지가 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

다.” 며 거창사과원예조합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제 농산물의 종류와 출하를 사전에 기획하고 생산·유통·소

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로컬푸드 시스템’이 농업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스마트 팜(Smart Farm)이다. 

스마트 팜은 농업, 정보통신기술(ICT),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해 노

동력 절감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

는 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이 환경 조건을 따져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온도

와 습도, 영양분 등을 자동으로 최적의 조건에 맞출 수 있으며, 사

농협중앙회로부터 각종 상을 석권한 윤수

현 조합장. “거창사과를 국내 최고 블르칩 

과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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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별도로 생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

이고,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농림식품부는 농업 분야 ICT 융·복합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도 육성하기로 했다. 얼마 전에는 농림식품부 산하 기관장들이 

스마트 팜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 애로사항을 들어가며 해결 과제

를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조건을 갖춘 농업인은 

누구나 스마트 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스마트 팜 성공

을 위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농촌의 황금빛 미래로 떠오른 스마트 팜에 대해 거창군

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거창사과원예조합 한 조합원은  “스마트 팜은 농민들

의 수고는 덜고 생산량은 늘리는 효율적인 농촌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시범 대상의 

농가들이 95%는 새로운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시스템이 거창에도 활성화 되고, 특히 우리 조합에서 많은 관심

거창의 자존심 거창의 자랑 거창사과. 할머니의 정성으로 재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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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거창 농촌 경제에 활력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스마트 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

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의 도입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까지 거창사과원예조합의 역사와 그동안의 성과를 보았을 때 충분

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은 분명 기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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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詩) 편지 집배원 염민기 시인이 시 한편을 배

달해왔다. 배달된 물품은 정일근 시인의 시 ‘거창

사과를 받고’이다. 함께 읽어보기로 하자. 

 

 거창사과를 받고

  농약 치지 않고 농사지었다는 거창사과를 받고

  그래서 나무마다 몇 알 달리지 않는다는 거창사과를 받고

  죄 없는 사과나무에 죄 많은 농약 치고

  죄 없는 사과껍질 두껍게 깎아내며

  그 독한 죄 모두 사과에게 뒤집어씌우며

  사과나무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살았는데

  껍질 채 먹으라는 거창사과를 받고

  나를 빤히 쳐다보는 착한 눈 같은 붉은 사과 한 알

  그 한 알 성큼 베어 먹기가 죄스러운 날

 

시 배달부 염민기 시인의 말에 따르면 이 사과는 거창군 웅양면 산産이

라고 한다. 염민기 배달부는 이 시를 읽고 다음과 같은 독후감을 썼다.

 “거창 붉은 사과를 받고 성큼 한입 베어 먹기 미안해하는 시인이나 힘든 

것도 잊고 더 달고 맛있는 사과농사를 지으려는 농부나, 그 마음에 찡한 사

과향이 난다. 혹, 나도 거창사과를 받으면 나혼자가 아닌 좋은 사람과 함께 

먹으며 시인의, 농부의 은은하고 새콤달콤한 마음을 한껏 느껴보리라.”

정일근 시인 ‘거창사과’를 이렇게 노래했다

정일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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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즙 명문, 남거창농협

‘나눔경영’의 메카

 높은 봉우리에 둘러싸인 비옥한 분지로 이루어진 거창에는 금

원산, 기백산, 단지봉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10개 

이상이 있으며, 높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 사이로 냇물이 흐른다. 하

지만 그 옛날 이렇게 아름다운 땅 거창으로 가는 길은 참 힘들었다. 

그래서 거창에선 “울면서 왔다가 울면서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

은 한양의 중앙관리가 거창으로 발령 받으면 교통이 불편해 ‘내가 

이 불편한 곳에서 어떻게 살까’하고 울었다가 막상 임기가 끝나 거

창을 떠날 때는 물자가 풍부하고 산수 경치가 좋아 떠나기 싫어 또 

울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물 맑고 산세 아름다운 거창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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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고, 생산하며, 판매하는 남거창농협을 찾아보았다. 

 남거창농협의 허원길 조합장은 “남거창농협 가공사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가공식품류로 칡즙, 포도즙, 석류즙, 오디즙을 판매하고 있으

며, 또 하나는 생과로 오디, 복분자, 산딸기, 오미자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소, 견과류로 헛개열매와 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남거창농협 가공사업장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회원가입비나 월회비, 연회비 등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찾는다

면 남거창농협 가공사업장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며, 가격마

남거창농협의 허원길 조합장. “남거창농협 가공사업장에서는 건강 가공식품류로 칡즙, 

포도즙, 석류즙, 오디즙을 판매하고, 생과로 오디, 복분자, 산딸기, 오미자 등을, 그리고 

채소 견과류로 헛개열매와 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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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저렴해 부담 없이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며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거창농협은 전형적인 농촌형 농협으로 지난 1997년도에 남상

농협과 남하농협이 합병하여 조합원 2,00여 명, 농가수 1,714(총인

구 5,269명)개로 남거창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당 조합은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유

통, 신용사업, 지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임원 11명 직원 

25명이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특산물 중 최고는 칡즙이다. 

 칡은 오래전부터 구황작물로 식용되었고 자양강장제 등 건강식

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갈근葛根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하며, 발한·해열 등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칡즙에는 

갱년기 증상 개선,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 등이 있다

고 하는데 이것은 칡즙에 에스트로겐, 사포닌 등의 성분이 들어있

기 때문이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 변비에 좋은 음식이

기도 하다. 천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골다공증예

방, 우울증, 갱년기장애에 도움을 주며, 각종 성인질환 예방과 콜레

스테롤을 낮춰주고, 특히 숙취를 해소하고 구토를 멎게 하며 머리

가 아프고 갈증 나는 것을 좋게 해 주며, 종합감기약이라고도 할 만

큼 폐 기능을 강화하고 두통, 기침 등에 좋다고 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나눔경영’이다. 나눔

경영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과 나눔의 경영으로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집단이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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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이미지에서 탈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 거듭나

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경영은 나눔이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면서 물질적이든 비

물질적이든 다양한 형태의 나눔이 경영활동 내에 이루어지는 기업

이 많이 늘고 있다. 

 농협은 말 그대로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 생산

력의 증진과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그러

나 이제는 이런 기본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업에도 신

경을 쓰고 있다. 바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사업이다. 남

거창농협은 이런 사회적 추세에 따라 나눔경영의 모범을 보이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모범’들을 보이고 있다. 

 남거창농협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말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다문화 가족 우리말 골든벨은 2012년 시작돼 올해로 4회

째를 맞은 대회다. 

 올해 골든벨 참가자들을 보면 네팔·중국·베트남·필리핀·

일본 등 10여 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여성들이다. 이번 행

사를 진행한 남거창농협 허원길 조합장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우

리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전 골

든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뿌리내리

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게 힘이 돼줄 수 있도록 농

가주부모임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라며 지역과 

함께하는 농협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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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년에는 조합원 자녀 중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 내 조합원과 고객을 사업기반으로 

한 수익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농협이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농협이 늘었

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남거창농협은 오늘도 ‘경영은 나눔

입니다 !’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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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정
보

남거창농협 조합원 유병문 농부의 자두맛 보세요

 자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도움을 주고 신장 활동을 돕는 효능이 있어 

이뇨작용을 하며 붓기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며, 갱년기 여성들에게 발생하

기 쉬운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 자두는 복숭아와 비슷하나 조금 작고 신맛이 있으며,  

‘자도紫桃 또는 오얏李’ 이라고도 한다.

 중국문헌인 『시경』· 『제민요술齊民要術』 등에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재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우리나라산 자두를 평하여 맛이 박하고 모양이 작다고 하였으니, 우수한 품종이 재배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말 이후부터 개량된 자두품종을 도입, 재배하기 시

작하였으며, 지금은 연간 3만여 톤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생과로 먹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생과보다 건과나 주스·

잼 등에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가공법도 연구해 볼만하다.

 2015년 9월 9일 오전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유병문 씨 자두 농장에서 유 씨 부부가 자

두를 수확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남거창의 자랑거리 농산물들 

거창군 남상면 오계마을 감악산포도영농조합 소속의 정현철 씨 포도밭

에서 농민들이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으로 인기가 좋은 짙은 보랏빛의 

탱글탱글한 캠벨어리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26

잡곡·콩이라면, 단연 수승대농협

천하절경 수승대 주변에서 자란 청정 농작물 

 수승대농협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

을 편안하게 해주는 휴양지로 유명한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농업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수승대농협은 농민들이 정성 

들여 가꾼 청정 농산물과 깊은 산속에서 얻어지는 산나물과 표고버

섯, 그리고 토종 잡곡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특히 수승대농협 자체 브랜드 ‘잡곡이 거창합니다’는 덕유산, 가

야산, 지리산 3대 국립공원의 중앙에 위치하여 산이 높고 물이 맑

아 빼어난 산수풍경을 자랑하는 경남 거창군에서 농협조합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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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들여 생산하는 농산물로 유명하다. 그리고 거창에서도 고지대

에 위치하여 일교차가 큰 마리, 위천, 북상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반미, 저농약쌀, 무농약쌀, 추

청쌀, 현미, 저농약우렁이찹쌀, 무농약우렁이찹쌀, 찹쌀현미, 저농

약우렁이찰흑미(검정쌀), 보리쌀, 찰보리쌀, 늘찰보리쌀, 늘보리쌀, 

할맥, 압맥, 밀쌀, 오곡밥, 혼합잡곡(12곡), 영양잡곡(15곡), 노랑차

조, 청차조, 찰수수, 찰기장, 율무, 녹두, 깐녹두, 적두(팥), 백태, 강

낭콩, 울타리콩, 약콩, 흑태, 속청(서리태), 들깨, 참깨, 흑임자(흑깨) 

등이다. 

 일반 쌀밥만 해먹는 것 보다는 잡곡을 섞어서 먹는 게 훨씬 건강

에도 좋고 맛도 좋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가장 대표적인 잡곡 현미

는 대장활동도 원활하게 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항산화작용을 한다. 

 특히 현미의 쌀눈에는 식이섬유, 쌀겨에는 생리활성물질 비타민

E 등 많은 영양소가 있고 혈관질환, 당뇨, 간질환, 암 예방에 좋다. 

현미는 알칼리성 식품이고 식이섬유도 많고 소화기능도 높여준다. 

그리고 찰흑미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검은콩의 4배에 달해 블랙

푸드 중에서도 가장 좋고 빈혈예방에 탁월하다고 한다. 

 그 외 각종 미네랄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단백질 아미노

산 등도 많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면역력도 증진과 노화방지, 여성

의 미용에도 좋다. 

 또한 수승대농협은 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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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중에서 신용사업은 이곳의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예금분야를 살펴보면 농협예탁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

득세 면제되는 비과세상품이 있다. (60세 이상 생계형 저축포함) 농협

의 예금은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전국의 모든 은행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카드를 이용하시

면 365일 언제나 편리하게 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텔레뱅킹(전화), 

인터넷뱅킹(PC), 모바일뱅킹(핸드폰)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

서 농협 일을 간편하게 볼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공과금, 

월부금, 할부금을 내시러 농협에 나오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혜택 많고 편리한 경제적인 BC카드도 있다.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대금은 예금계좌에서 

지급결제가 된다. 전국농협매장 할인혜택・주요가맹점 상시 3개월 

무이자 할부, 교통카드서비스, 주요 놀이공원 할인, 전국 현금자동

화 지급기(CD, ATM) 사용 가능, 소득공제 혜택, TOP포인트 적립으

로 각종 혜택이 있다. 이처럼 거창 수승대농협은 농민들을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농협도 그렇지만 수승대농협 역시 농촌 인

구의 고령화와 유동인구 감소로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래

서 조합원들이 중지를 모은 것이 ‘협업시대’였다. 수승대농협은 도

시에 있는 김해농협과 손을 잡았다. 

 두 농협은 지난해 4월 17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상호

금융 ‘THE 동행’ 협약을 통해 서로 돕기로 손을 잡은 것이다.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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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협약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

로 시행한 도시-농촌 농협 간 상호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상부상조

하는 동행 프로그램이다. 김해농협은 그동안 쌓아온 여신 관리 노

하우를 수승대농협에 알려주었다. 수승대 농협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들을 김해농협이 유통점포를 통해 팔아주었으며, 두 농협은 

협약농협에서 자매결연농협으로 격상하고 올해는 함께 체육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승대농협의 경이호 조합장은 “마케팅을 나가보면 

인연을 맺는 것과 안 맺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김해농협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수승대농협은 1사社1촌村 도농교류와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수승대농협 건강노래교실 등 농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경이호 조합장. “수승대, 정온고택 등 유서 깊은 명소를 테마로 한 농산물을 

개발, 청정거창 6차산업의 향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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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여우와 사랑에 빠진 유이태’의 전설, ‘척수대滌愁臺’

소설 『동의보감』 주인공 허준은 산청에서 명의를 만남으로써 인술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명의 이름은 유의태. 그는 한국의 화타였다. 

 거창에 유의태 관련 전설이 있다. 수승대 초입에 척수대滌愁臺가 있다. 척수대 

앞에 유의(이)태 전설이 적혀져 있다. 

 유이태가 서당에서 글을 배우던 어느 날 밤,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하염

없이 달빛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입맞춤을 해달라

고 유혹하였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그녀의 입술을 훔치자 입속으로 구슬이 굴

러왔다. 구슬의 쾌감에 홀린 유이태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몸은 점점 쇠약해

져 갔다. 이를 눈치 챈 훈장은 ‘구슬을 그냥 삼켜버려라’고 시켰다. 

 다음날 밤, 훈장의 말대로 구슬을 삼키자 아름답던 여인이 백여우로 변해 산

으로 도망가 버렸다. 삼킨 구슬을 빼내 몸에 지니자 건강이 회복되고 총명해져 

명의가 되었다고 한다. 전설처럼 이태사랑바위에서 소원을 빌면 연인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자식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다고 전해진다. 

                      

                              

여
행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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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농협, 거창쌀의 지존 

 1974년에 설립된 거창농협은 50년 세월을 언제나 거창군민들

과 함께 해 왔다. ‘거창군민과 함께하는 거창농협’이라는 슬로건

을 가지고 예금, 대출, 보험, 카드, 농산물 순회 수집, 인터넷 판매, 

구매사업, 영농지도사업, 주유소 운영, 하나로마트 운영, 예식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거창농협의 장수대학은 

이곳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의 공동체다. 올해로 21기를 맞는 

거창농협 장수대학은 자칫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급

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그리고 교양 및 

건강 교육을 통해서 삶에 대한 자신감과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뜻 깊은 배움의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거창의 특산물로는 사과, 포도, 딸기와 함께 쌀도 유명하다. 거

창쌀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에서 풍부한 햇볕을 

받고 생육하여 밥맛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다. 특히 거창쌀은 단

일품종으로 단지화 하여 재배되었기 때문에 농약의 안전사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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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시비량을 준수하여 재배된 거창의 특산물이다. 이런 특산물

들을 관리하고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마당이 바로 거

창농협이다. 

 거창농협 이화형 조합장은 “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우리

를 둘러싼 경제적 변화는 우리 사업이나 영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를 감지 못한 채 옛 방식만 고집 한다면 도태되

고 말 것입니다. 우리 3,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

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이에 걸맞게 탁월한 업무추

진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특히, 거창농협 본점 이전 문제는 매우 중

요한 사항으로 임직원들이 아주 심도 있는 논의로 빠른 시일 내 ‘거

창농협 본점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라며 

거창농협의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경영하여 조합원들의 오해를 불

식시키고, 직원들은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1950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신용카드는 ‘제3의 화폐’로 불렸

다. 그러나 반세기 넘도록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신용카드도 이

른바 ‘핀테크’(Fintech) 개념의 등장으로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빼앗

기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한 말인 핀테크는 

이화형 거창농협 조합장. “대한민국 최고의 농협과 함

께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형 농협이 되도록 혼신의 힘

을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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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산업을 재편할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 이

런 핀테크에 거창농협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5회 외국환 달인 

선발대회’를 열렸다. 이날 거창농협의 김태희 경남 거창농협 계장

이 지역 농·축협 스마트뱅킹 최고의 달인으로 우뚝 섰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융합한 핀테크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이제는 스마트

폰뱅킹 고객 유치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대에 비록 군 소재지의 농

협이지만 이런 흐름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화형 조합장은 “저는 이번 13대 거창농협 조합장에 

취임하면서 조합원님께 약속드린 공약사항들을 꼭 이행하도록 혼

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모든 공약사항들을 100%로 실

천하고 지킬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합원 

여러분들께 약속한 공약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에 적극 나서 함께 걷겠습니다.” 라며 거창농협이 대한민국 최

고의 농협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형 농협이 되도록 혼신

의 힘을 쏟겠다고 했다.

화제만발 거창농협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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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맛이 거창합니다’,  지역을 빛낸 쌀로 선정

   

 거창군 대표 브랜드 쌀인 ‘밥맛이 거창합니다’가 한

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후원하는 “2014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지

역을 빛낸 쌀로 선정되었다.

 거창군과 거창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관내 벼 

재배 여건이 양호한 2,300여 농가 1,500ha를 계약 재배

한 추청벼로 품종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 매뉴얼로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재배방법을 통일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온 결과다.

 군 관계자는 “경남 최고의 명품쌀인 ‘밥맛이 거창합니다’를 필두로 거창쌀이 전국

적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

속적인 품질관리로 명품 브랜드 쌀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역

 정
보

거창농협 임직원들이 거창쌀로 지은 밥을 삶의 쉼터에서 배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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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창농협, 전국적 화제 ‘米부인’ 

우리가 만든다

우리나라 농협의 기능과 역할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지

도사업이 있다. 먼저 신용사업은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의 유휴자금

을 동원하여 이것을 농촌에 생산자금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우

리나라 농협의 신용사업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의 

신용사업은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도·경제사업

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농가

의 고리사채를 없애고 농촌의 사채금리를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하

였으며, 농촌지역의 제도금융을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

고 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 자락에 위치한 동거창농협(조합장 이

재현)은 이러한 농협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71년 설립된 동거창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

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

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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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조합원에게 서비스하는 금융상품으로는 NH고객사

랑안심통장, 광복70년815적금, 광복70년815예금, NH아이해피

(i-Happy)적금, 농협재형저축(서민형), 조합원·준조합원우대통장

(농·축협), 조합원·준조합원우대예금(농·축협), 탄탄대로Biz종합

통장(농·축협), Asset글로벌증권통장(농·축협) 등이 있으며 대출상

품으로는 직장인행복대출, 농업인행복대출, 농사랑동행대출, 사장

님성공대출, 상업어음담보대출, 농식품기업우대대출, 농협직장인

우대론 등이 있다. 

 지난 9월 4일 동거창농협은 거창군 가조면 농협 회의실에서 창

원 진해수협과 친목과 교류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두 

조합은 앞으로 협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농촌과 어촌이 더불어 발

전하자는 취지에서 자매결연

을 했다. 협약에 따라 두 조합

은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

해 농어촌사랑운동을 실천하

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

다. 농협과 수협 간 교류와 협

력을 위한 자매결연은 농어민

이 서로 손을 맞잡은 것으로 

상호 특산물 판매,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해 상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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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하기로 한 것이다.

 거창의 특산물인  오리농법 쌀 ‘米부인’과 ‘동거창사과’, ‘딸기’에 

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뜨겁다. 오리농법은 오리를 논에 방사하

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므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쌀이다. ‘동거창사과’는 물 맑은 청정 산간지역 사과재배의 최적지

이며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색깔이 좋고 당도가 높다. 또한 사질양

토에서 재배되므로 육질이 단단하고 과즙이 많으며 유기물 사용량

이 많아 사과특유의 향과 당분이 많기로 유명하다. ‘딸기’는 산간지

역으로 분지를 이루고 있어 일조량 및 지하수가 풍부하고 사토질로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토지로 타 지역보다 일교차가 심하여 열매채

소의 당도가 우수하다. 이러한 거창의 특산품과 진해수협의 상생은 

앞으로 좋은 걸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농협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영농과 

생활에 대한 방향 제시와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 어쨌든 현재 동

거창농협은 농산물 생산·판매의 일관된 지도체계를 갖추고 우수

농산물 생산지도, 환경농업 육성. 그리고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 제

공 등 영농지도에 힘쓰고 있는 진솔한 농협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재현 동거창조합장. “오리농법 

쌀, 米부인과 동거창사과, 딸기로 

승부수를 걸 겁니다.”

270 



오리 농업이란?

오리를 농사에 활용하는 오리 농법은 오리가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

을 혼탁하게 만들어 잡초가 햇빛을 받는 것을 차단하여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또한, 오리의 배설물은 자연비료의 역할을 한다. 

 오리 농법에 사용되는 오리는 새끼오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새끼오리들의 키

가 작기 때문에 서서 자라는 벼이삭을 먹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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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북부농협, 아카시아 꿀의 

최고봉 하성벌꿀 생산기지

 거창군 주상면에 위치한 거창북부농협(조합장 신화범)은 조합원

과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유통사업 활성화와 적극적인 사업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강한 열정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하

며 신뢰받는 농협이 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거창북부농협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한데로 묶는 신토불이, 

도농불이身土不二, 都農不二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농업이 제대로 서

지 않으면 산업이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흔들린다. 농업이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농자農者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

다. 이런 정신으로 거창북부농협은 지금까지 전진해 왔다. 

 1975년 설립된 거창북부농협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중 유명한 

것은 하성벌꿀이다. 하성벌꿀의 특징은 농협품질보증식품으로 농

협의 이상이 담겨져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거쳤다. 또 다른 생산품으로는 고랭지 포도즙이 있다. 고랭

지 포도즙은 펙틴, 이노시톨, 타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무기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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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칼륨, 철분이 많아 알칼리성 식품이다. 그리고 농약의 피해를 

우려하여 봉지포도 최상품만을 사용하여 착즙 후 농축과정을 거쳐 

보다 담백하고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제

품으로는 하성벌꿀을 비롯하여 미숫가루, 부산물비료, 프로폴리톨

치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도 본격적인 상업농시대를 맞이하여 농협은 도

시근교 농업을 중심으로 작목반을 육성 지원해 오고 있다. 80년

대 들어오면서 상업영농은 더욱 진전을 보여 품목별로 생산지가 

발달되고 농민들의 농산물유통에 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으

며 산지농협 주도의 판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른바 로

컬푸드(local food) 전성시대가 온 것이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

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km 이내

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하는 단어로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

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

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즉,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신화범 북부농협 조합장. “농업

의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의 참여와 

상생을 통한 농업인에게 꿈과 희

망을 드리는 행복한 농촌을 가꾸

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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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

로써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

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거창북부농협은 이런 로컬푸드 

사업을 발전시켜 조합원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농협의 소비자유통사업에는 농산물공판장운영, 농산물 

소매조직으로써 하나로마트와 가격파괴형 매장인 하나로클럽의 운

영, 소비자들에게 직접 생산품과 특산품을 제공해 주는 직거래 사

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로컬푸드 사업이 발달하면 농업인들

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기에 공급함

으로써 농가소득안정과 증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지금과 같은 농협 환경에 대해 신화범 조합장은 거창북부

농협의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의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의 참여와 상생을 통한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

을 드리는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조합원

과 농업인의 북부농협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솔한 농협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제야 말로 ‘신토불이身土不二, 도농불이都農不二’정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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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자農者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

국의 모든 농협들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2015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 북부농협 특산물 하성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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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농협 아카시아꿀

 몸에 좋은 꿀은 피부에도 좋다. 클레오파트라가 꿀을 이용해 

목욕을 했다고 전해질 만큼 꿀은 오래 전부터 미용재료로 이용

돼 왔다. 달콤한 향기와 함께 각종 영양 성분이 피부를 곱게 가

꿔준다. 꿀에는 여러 가지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습효과가 탁월하다. 

 저녁에 우유와 섞어 피부에 발라주면 보습과 함께 피부에 탄

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  꿀 2작은술, 우유 2작은술 재료를 분량대로 섞어 세안한 얼

굴에 바르거나 가제에 적셔 얼굴에 덮어둔다. 15~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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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의 글 |

“밥맛이 거창합니다.”

  너는 웃고만 있었다 내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지날 때마다 

너는 웃고만 있었다

  흔들리는 꽃 앞에서 나는 흔들렸다 여린 버들가지 첫사랑

은 더 자라지 못하고

  조용히 끝이 났다 스물여섯 제대병은 흔들렸다 너무 녹슬

어 못 타게 된 자전거는 고물상으로 갔고

  고장 난 것처럼 나는 아무 일도 못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또 강둑에 갔다

  아무 꽃이나 다 웃고 있었다 나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이름이나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자선 시 『안녕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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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 가면 아무 꽃이나 다 웃고 있었다. 수승대도 웃고 황산마

을도 웃고 있었다. 일을 하는 농부도 웃고 있었고 장을 담그는 여인

도 웃고 있었다. 이 동네는 참 웃음이 많은 동네구나. 이 동네 사람

들은 정이 많구나, 그걸 읽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더 내어온다. 아낌

없이 주려한다. 아 여기 거창사람들은 억세지가 않구나. 구수한 누

룽지냄새가 난다. 진심이 느껴진다. 

사실 나는 전라도 땅끝 해남사람이다. 그곳에 사는 대학선배가 

없었으면 내가 어찌 그곳까지 갔겠는가. 낯설고 말이 없는 내게 자

꾸 따뜻하게 대해주니 황송하고 어렵다. 그런데도 자꾸 퍼주려 한

다. 우리 고향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리산, 덕유산을 닮아서 

그런가. 악의가 없다. 이곳 사람들은. 타지 사람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온 친인척 대하듯 한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 한다. 쑥

스러운 나도 덩달아 인사를 한다. 나도 어느새 웃고 있었다. 막걸리

잔에 또 정이 넘친다. 아픔이 많았기에 더 아름답게 핀 목련처럼 모

두가 밝고 예쁘다, 그 마음씨.

거창에 오니 몸도 마음도 안 아프다. 도시가 힘들었을까. 모든 것

을 잊고 웃고 떠들었다. 밤이 깊은 줄을 몰랐다. 달이 웃었다. 나는 

또 웃었다.

그새 친구도 생겼다. 나와 동갑내기라고 주민증을 까보이며 굵고 

큰 손을 내밀어 이제부터 우리 친구하자했다. 그래서 친구했다. 억

새도 어깨동무하자 우리도 어깨동무했다.

그렇게 처음 만난 거창은 내게 너무 쉽게 친구가 되었다. 참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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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람들이다. 

다음 해에 거창에서 ‘문학의 밤’ 행사가 있어서 대학동문 여럿이 

버스를 대절해 또 거창에 갔다. 이젠 낯설지가 않았다. 작년에 친구

한 그 친구가 고기를 잔뜩 사들고 찾아왔다. 막걸리도 아주 많이 들

고서. 소박하고 정겹다. 친구의 그런 모습이.

나는 내 집에 온 것처럼 내 맘대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다. 사실 

나는 고기를 잘 굽는다. 그게 또 나는 재밌다. 한 잔 받아먹고 한 잔 

따라주고 또 그렇게 정이 익어갔다. 나는 거창에 오면 어떤 홍시보

다 거창사람의 인정이 더 맛있다. 

거창하면 ‘밥맛이 거창합니다.’가 떠오른다. 그만큼 거창쌀이 유

명하다. 그뿐인가. 거창사과도 있고 거창한우도 있고 거창은 무엇

이든 다 맛있다.

아무튼 서울 올라가는 내게 어제 처음 만난 사람도 또 놀러 오그

래이! 손을 여러 번 흔들어준다. 아이고, 오기만 하면 맨날 받기만 

하고 난 준 게 없는데 인자 안 올라요! 해놓고는 돌아서면 그곳 거

창사람들이 생각난다.

이번에 류영수의 발길 닿는 대로…  거창 풍물·맛집 답사기 교

정 일을 우연히 맡게 되었다. 제일 먼저 거창 풍물, 맛집을 읽게 되

어 기쁘고 반가웠다. 이 책을 읽으며 생각보다 거창엔 각 분야의 장

인, 명인이 많음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재능이 곧 예술이었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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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왜 그리도 많은가.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 물 좋고 곡식 좋고 사람 좋고 하는 곳에 어느 약초인들 쓰기

만 하랴. 달고 감칠맛 나는 거창이다.

거창을 찾는 타지인에게 참 좋은 ‘거창 안내서’가 될 것 같다. 진

작에 나오지, 이런 책들. 

발로 쓴 지역 답사기가 어느 지역을 가나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

실이다. 거창의 맛있는 다양한 ‘이야기꺼리’를 밤새워 읽어야겠다.

 정자선_ 시인, 출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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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커뮤니티! 채널경남이 여러

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주)채널경남은 거창, 함양, 합천, 산청 등 경남 서북부지역을 주축으로 올레KT와 제

휴하여 내고향 789 IP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뉴스, 주간신문, 일간신문, 인

쇄, 출판, 광고, 교육 등의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경남 서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언론

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