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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누정樓亭은 누각과 정자를 일컫는다. 누각樓閣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룻바

닥을 땅에서 한층 높게 지은 다락 형태의 건물이며, 정자亭子는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보다 간소한 구조의 목조 건물이다. 

풍광이 좋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비교적 높은 곳에 세워진 누정은 

휴식과 풍류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고, 사교와 모임 공간, 시문 창작의 산

실이 되기도 하였다. 옛 선비들은 누정에서 음풍농월吟風弄月하며 자연과 일체되는 

낙을 즐기거나 조용히 독서와 사색하고 학문을 교류하였다. 때로는 계회契會, 방회
榜會나 연회를 베풀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모임 장소로 활용하였고, 활쏘

기를 수련하고 군사 훈련을 점검하는 공간으로도 삼았다.

2015년 2분기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 전시에서는 아름다운 산수 공간

인 누정에 관해 옛 지식인들이 남긴 시문, 가사, 기문記文 등의 기록을 살펴보고 조

선시대 풍광과 풍류생활을 조명해 보도록 한다.

일러두기  
	-	 이	책은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전	“아름다운	산수	공간,	누정”의		 	

	 전시	도록이며,	5월	1일	개최하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의	강연	원고를	수록하였다.

	-	 전시자료는	총	25종	185책(점)이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이다.

	-	 도판과	관련해서는	자료명,	편저자명,	판사항,	발행사항,	책수와	판식,	크기,	청구기호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자료의	크기는		 	

	 세로x가로cm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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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정樓亭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하고	벽이	없이	지은	집으로	누각과	

정자를	함께	일컫는	이름이다.	넓은	의미로는	당堂,	대臺,	헌軒	등을	포함하여	일컫기도	한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옛	목조건물	중	가장	많은	것이	누정이며,	그	중에서도	정자亭子가	제일	많다.	누정은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이나	지식인들이	주로	향유하였으며	현직	관리	보다는	벼슬을	버리고	물러난	선비

나	처사들의	정신과	혼이	남아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누정은	산수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전통문화	공간으로	풍류와	휴식을	위한	사적	기능과	후학	

양성과	학문	교류를	위한	공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시회詩會	등을	개최하여	다수의	시문을	창작하는	

산실이	되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다목적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는데,	특히	종친이

나	각종	계의	모임장소로	이용되었다.	또한	관아와	객사	등에도	누정을	두어	사신	및	손님	접대와	연회

의	장으로	삼기도	하였고,	군사	훈련을	점검하고	활쏘기를	수련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누정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진다.	신라	소지왕이	488년	정월에	천천정天泉亭에	행차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처음	보이는데	이는	연못을	갖춘	정자로	관가의	누정이었다.	또한	삼국시

대에	춘천의	소양정昭陽亭	자리에	이요루二樂樓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누정은	왕실을	위한	원림園林의	조성과	

군신들의	유휴처遊休處로	조영되기	시작하여	후대에	사대부들이	풍류로	즐기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의하면	전국의	누정	수는	57개였으나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전국	1,023개의	누정이	기재되어	있고,	조선후기까지의	지리지를	취합해보면	2천여	

개가	넘게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누정에서	지은	시문,	가사,	기문	등	문학작품과	누정생활	및	누정과	관련된	작품을	통틀어	누정문학이

라	지칭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문헌	속에	나타난	누정문학을	살펴보도록	

한다.

누정의	종류

樓:	누각.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벽이나	문을	두지	않고	높이	지은	다락식의	큰	집.	높은	언덕이나										

					돌,	흙을	쌓은	대	위에	세우므로	누대樓臺라고도	함

亭:	정자.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작고	간소한	형태의	건물.	정사亭榭라고도	함	

臺:	대.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올려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	또는	거기에	건립된	누정	

堂:	당.	누각과	비슷하나	높이가	낮고,	한두	칸의	방이	있는	경우도	있음

榭:	사.	높은	언덕,	혹은	대	위에	건립한	집으로	정자를	달리	이른	말

누정의	위치

1.	경관이	좋은	산이나	언덕	위에	위치하여	산을	등지고背山	앞을	조망할	수	있게	세움

2.	냇물이나	강,	호수,	바다	등에	임하여臨水 세움

3.	궁실宮室의	후원이나	개인의	정원	등	원림園林	내에	세움

4.	변방	또는	각지의	성문城門,	고을의	문루門樓,	관아의	객사에	세움

누정의	이름

1.	누정이	위치한	자연	또는	동식물과	연관:	농월정,	희우정,	압구정

2.	누정에	관여한	인물의	호칭과	연관:	면앙정,	송강정

3.	뜻있는	한문구나	고사에서	유래:	화양정,	세검정,	구인루

아름다운 산수 공간

樓
亭



98

新增東國輿地勝覽

盧思愼	等奉命編,	李荇	等奉命補訂

木板本,	中宗	25(1530)

55卷25冊:	四周雙邊	半郭	25.7×	16.9cm,	有界,	行字數不定	註雙行,	內向黑魚尾;	34.1×	21.3cm	(한古朝60-3-2)

지리지속의	누정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종	25년1530에	이행李荇, 1478-1534,	홍언필洪彦弼	등이	중종의	명에	따라	기존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새

로	증보하여	만든	전국	지리지地理志로,	각	지역의	건치연혁,	풍속,	산천,	누정,	능묘,	인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사진은	한성부의	누정樓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천정濟川亭,	반송정盤松亭,	화양정華陽亭,	낙천정樂

天亭,	칠덕정七德亭,	망원정望遠亭,	영복정榮福亭,	풍월정風月亭,	황화정皇華亭,	침류당枕流堂을	소개하고	있다.	한강	북

쪽	언덕의	제천정은	중국	사신이	오면	연회를	베풀고	경치를	구경하며	시를	짓던	곳으로	현재의	한남동

에	있었던	정자이다.	이	책에는	전국	555개의	누정을	수록하고	있는데	누樓와	정亭외에	당堂,	대臺,	각閣	등

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누정편에서	제천정濟川亭의	설명부분

“백	척	높은	누대	한강	가에	섰는데,	시간을	내어	와	보니	정신이	상쾌해지네.	산	그림자	물속에	잠기니	부용이	

푸르고,	옥	항아리에	향기	뜨니	호박琥珀이	봄빛이네.	날이	따스하니	일엽편주	가볍게	뜨고,	바람이	잔잔하니	

봄	물결	가늘게	줄짓네.	바다	어귀	저	물결	은하수에	닿은	듯,	신선	뗏목	타고서	하늘	나루터	찾아갈거나.	도성	

남쪽에	경치	제일	좋다더니,	한강	저	위에	높은	누대	서	있네.	멀리	나온	여러	재상들	좋은	잔치	마련하였는데,	

가까이	내려다보니	한가한	어부	작은	배	저어가네.	만	겹이나	되는	봉우리들	여기저기서	읍하는데,	몇	쌍의	비오리	

제멋대로	뜨고	잠기네.	적벽강의	옛	글이야	어찌	감히	따르랴만,	새	시나	지어서	이	좋은	놀이	적어	두려네.”

- 중국 예겸이 제천정濟川亭을 읊은 시, 『신증동국여지승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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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輿地備考

筆寫本

1冊:	30.0×	19.0cm	(古2710-2)

동국여지비고

조선후기	한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록한	지리서이다.	누정樓亭	항목에는	화양정華陽亭,	망원정望遠亭,	세

검정洗劍亭	등	한양의	누정	21곳이	기록되어	있다.	사진에	표시된	망원정은	양화도	동쪽언덕에	있으며	원

래	희우정喜雨亭이었다.	성종이	농사를	살피거나	세납선稅納船을	집합시켜	수전水戰을	연습할	때	행차하였으

며	어제시御製詩가	있다.

『동국여지비고』의	누정편	부분

과거	합격자들의	동기모임

임오사마방회지도

임오년1582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200명의	동기생	중	50여	년이	지난	인조	12년1634까지	생존해	있던	8명

이	모임榜會을	갖고	이를	기념하여	제작한	그림첩이다.	

이러한	모임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주요한	교유	형태로	풍광	좋은	정자나	누각에서	조졸한	연회를	베풀기

도	하였다.	전각殿閣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정면관正面觀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건물	안에	둘러앉은	8명의	

인물이	중심을	이루며	연회장	주변의	상황을	수행원	몇	명과	차를	끓이는	시녀들만을	등장시킴으로써	

간략히	표현하였다.	건물	주변의	경물들은	간략히	그리거나	생략하여	시선이	주변으로	분산되지	않게	

하였다.	건물의	앞쪽에는	차일이	설치된	것을	그려	넣어	연회의	분위기를	암시하였다.	국가에서	공식적으

로	열어	주는	기로회耆老會는	악사와	무녀가	동원되는	등	큰	규모이지만,	이	방회는	사적인	연회라는	점에

서	대단히	단순화된	검소한	모습을	보여	준다.	

	

壬午司馬榜會之圖

筆寫本,	仁祖	12(1634)

1冊:	39.8×	29.2cm	(한貴古朝26-63)

『임오사마방회지도』에	실려	있는	과거	합격자들의	동기모임	그림



서울ㆍ경기의 누정

조선시대	이래	600년간	수도인	서울에는	궁궐과	한강변,	경승지
景勝地	주변에	많은	누정이	세워졌다.	그러나	궁궐	내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곳은	많지	않다.	서울지역의	누정

을	세운	주체는	왕과	왕족이나	양반계층,	특히	중앙관직에	지위

를	둔	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는	선인들의	기록을	통해	서울ㆍ경기지역에	세운	옛	누정의	모습

을	만나보자.

아
름
다
운

산
수 

공
간

樓
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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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輿地全圖  

金正浩	校寫

木板本,	哲宗	12(1861)

22帖:	地圖;	30.4×	20.0cm	(한古朝61-2)

『대동여지도』	중	경조오부

『접역지도』	중	경성부근지도

고지도에서	본	한양의	누정

대동여지전도 접역지도

김정호金正浩, 1804-1866추정가	철종	12년1861 제작한	22첩의	목판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본은	서명이		『대동여지전도』로	등록되어	있다.	남북을	22층으로	구분하여	첩으로	구성하였고,	도성도都

城圖와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를	제1층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한강변을	따라	망원정望遠亭,	읍청루揖淸樓,	압구

정狎鷗亭	등의	누정이	보인다.	읍청루는	정조	원년1777	별영창別營倉이	있던	용산에	세운	누각이다.

19세기말에	편찬된	흑백	목판본	전국지도책으로	경성부근지도京城附近之圖	부분이다.	내용과	구성의	측면에

서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의	경조오부와	비슷하다.	산과	산줄기를	근대지도에서	자주	사용된	소

털모양의	방식牛毛式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한강주변의	망원정望遠亭,	읍청루揖淸樓,	압구정狎鷗亭	등의	누

정을	표기하였다.

鰈域地圖  

	
金正浩	校寫

木板本,	1877-1896	

1冊:	29.0×	38.0cm	(한古朝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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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

조선후기	학자	이긍익李肯翊, 1736-1806이	지은	조선시대	역사서이다.	야사들을	모아	사건의	이름을	제목으로	

앞세우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사건의	발달과	결말을	기술하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의	방식으로	편찬하

였다.	‘성종조의	명신’에서	경회루과	관련하여	구종직丘從直, 1404-1477의	일화가	실려	있는	부분이다.	경회루는	

주로	왕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일반	관리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경회慶會는	‘임금과	신하	간에	서로	덕으로써	만난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경복궁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운	경회루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며,	과거시험과	활쏘기	등

의	행사나	기우제도	열렸다.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돌기둥만	남은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고종	4년1867 경

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경회루도	다시	지었다.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평면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

각이다.	

燃藜室記述

李肯翊

筆寫本

52卷52冊:	四周單邊	半郭	24.9×	16.9cm,	有界,	12行字數不定,	註雙行,	上2葉花紋魚尾;	34.8×	21.9cm	(古朝56-나10)

연려실기술	

조선전기의	학자	구종직丘從直은	과거에	합격하여	교서관으로	있을	때,	경회루慶會樓의	경치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가보고	싶어	하였다.	하루는	숙직을	하게	되어,	편복을	입은	채	몰래	경회루에	당도하여	연못가를	

산보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편여를	타고	환관을	데리고	경회루에	이르렀다.	왕이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하니,	구종직은	“신이	일찍이	경회루는	옥계요지玉桂瑤池라	바로	천상선계天上仙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다행히	

숙직을	하게	되었사온데	초야의	천한	것이	감히	몰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하였다.	왕은	“경전을	외는가?”	하고	

물었고,	구종직이	『춘추春秋』를	잘	기억합니다.”고	하자,	“소리	내어	읽으라.”	했다.	구종직이	『춘추』를	외워	읽는데,	

흐르는	물과	같이	막힘없이	한	권을	마치었다.	다음날	세종은	구종직을	종9품의	말단직에서	종5품의	부교리副校理로	

유래	없는	승진을	시켰다.

『연려실기술』	중	성종조의	명신,	구종직	

경회루에서	바라본	풍경.	2015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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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가	순조	34년1834에	편찬한	전국	지도책	중	도성부분이다.	전국을	가로	22판,	세로	29층으로	나누

어	건乾책에	홀수	층,	곤坤책에	짝수	층을	수록하였다.	

그림은	경복궁	부근으로	경복궁내	당시	터만	남아있던	경회루慶會樓가	표기되어	있다.	조선	초기	창건된	

경회루는	임진왜란	때	불타서	270년간	폐허로	남아	있다가	고종	4년1867	재건되었다.

靑邱圖

金正浩	撰

筆寫本,	純祖	34(1834)

2冊:	圖;	35.2×	23.2cm	(한貴古朝61-80)

청구도

『청구도』	중	도성의	경복궁	부근

조선풍속풍경사진첩(古朝60-63).	1914년	발행

한국풍속인물사적명승사진첩(古朝60-81).	발행년	미상

조선풍경풍속사진첩(古朝60-48).	1920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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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국의	목장을	그린	지도책으로	사복시司僕寺의	최고	책임자	허목許穆, 1595-1682이	숙종	4년1678에	편찬

하였다.	각	목장별	소,	말,	목자의	통계	및	목장	면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첫	장의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

色圖’에	화양정華陽亭이	그려져	있다.	화양정의	이름은	『주서周書』에	‘말을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낸다歸馬于華山之陽’

에서	따온	것으로	삼각산	남쪽	양지바른	살곶이벌에서	말을	기르는	지리적	환경과	일치한다.	세종	14년1432	

세종은	국영목장인	살곶이목장箭串場이	보이는	높은	위치에	별장의	용도로	화양정을	세워	군사훈련을	참관

하거나	말들이	떼지어	한가로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현재	광진구	화양동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牧場地圖

司僕寺	編

筆寫本,	肅宗	4(1678)

22張:	圖;	44.8×	30.0cm	(한貴古朝80-32)

목장지도	

『목장지도』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에	그려진	화양정

낙천정은	드높아	용마루가	화려하고

화양정은	우뚝해라	높다란	정자로다	(중략)

살곶이	교외의	주위에는	말	목장이	빙	둘러	있는데

물과	풀이	매우	넉넉하여	검고	누런	준마의	떼가	

아침놀의	무늬를	이루어	바람을	따르고	번개를	쫓는	듯

매우	날래서	날아오를	듯하도다

樂天崇兮畫棟	華陽屹兮危亭

箭郊周遭	沙苑盤回	水草肥饒	驪黃騄駬
雲錦成章	追風逐電	天驕騰驤	

- 압구정부狎鷗亭賦에서 화양정 부분, 『사가집四佳集』

화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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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정자에서	바라본	한강의	경치를	절경으로	꼽은	김수온金守溫의	압구정	기문記文이	수록되어	있는	시문집이

다.	누정기樓亭記는	누정건립의	동기나	그	유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구정은	세조	때	권신인	한명회
韓明澮, 1415-1587가	지은	정자이다.	‘압구狎鷗’는	갈매기와	벗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로	명나라	한림학사	예겸
倪謙이	이름	지어준	것이다.	어부가	욕심이	없을	때는	갈매기가	주위에서	노닐더니	잡으려는	마음이	생기자	

갈매기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로	세상사의	욕심을	잊고	올바르게	생활하면	의

심	많은	갈매기와도	친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한명회는	정자의	이름과는	달리	중국	

사신과	압구정에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려고	국왕의	차양을	칠	것을	청하려다	실각하고	만다.	성종은	이	

일을	계기로	한강변의	정자	중	제천정	등	선대왕이	지은	두	곳을	제외한	모든	정자를	헐어버리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다.	현재	압구정동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續東文選

申用漑	等受命編	

古活字本(乙亥字),	中宗	13(1518)

10冊:	四周雙邊	半郭	24.4×	16.4cm,	有界,	10行19字,	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35.6×	21.7cm	(일산貴3647-12)	

속동문선

『속동문선』에	수록된	김수온의	압구정	기문

이	정자의	빼어난	모습[勝景]은	오직	한강	하나에	달려	있다.	정자를	경유하여	내려갈수록	물이	더욱	크고	넓어서	

넘실넘실	굽이치며	바다와	이어진다.	바다에	늘어서	있는	섬들이	아스라한	사이에	숨었다	나타났다	한다.	상선이나	

화물선이	꼬리를	물고	노를	저으며	왕래하는데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북으로	바라보면	삼각산의	층층겹겹	

봉우리가	삐죽삐죽	솟아	파란	빛을	내밀곤	한다.	마치	일을	맡아	처리하려는	듯이	울창하게	궁궐을	옹위하고	

있으며,	짙은	빛이	뚝뚝	떨어질	듯하여	푸른	빛이	윤기가	번지르르하다.	마치	말이	뛰어	내닫는	듯한	것은	남으로	

관악산이	떠받들고	있는	것이요,	놀란	파도가	우레를	울리고	성난	파도가	해를	적시려는	듯이	굼실굼실	바다로	

닫는	것은	동에서	오는	한강이요,	무릇	산빛과	물빛이	가까이는	만질	수	있고	먼	것은	움켜쥘	수	있을	듯하다.

- 압구정기狎鷗亭記, 『속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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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정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시문집이다.	망원정望遠亭의	옛	이름인	희우정喜雨亭의	기문과	

시가	실려	있다.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孝寧大君은	세종	6년1424	정자를	짓고	인근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한

가로이	한강을	감상하는	전원생활을	하였다.	이듬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어	세종이	농민들을	살피

고	새로	지은	정자에	들르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세종은	기뻐하며	정자이름을	‘희우정’으로	지었다고	전

해진다.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이	성종	15년1484에	정자를	고쳐	짓고	멀리	산과	강을	잇는	경치를	잘	

바라보기에	좋다고	느끼어	‘망원정’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망원정	바로	옆에는	양화진이	있어	수상	교

통의	요지이자	군사상	요충지였다.	정자	앞의	한강은	넓었기에	수군	훈련이	가능하였고,	주변	풍광이	뛰어

나	망원정에서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기도	하였다.	

春亭先生文集

卞季良	著

木板本,	靑松:	屛嵓書院	

12卷6冊:	四周雙邊	半郭	21.0×	14.7cm,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30.6×	19.6cm	(한古朝46-가44)

춘정선생문집

『춘정선생문집』	에	실려	있는	희우정	기문

저	곳에	우뚝	선	새	정자	봉황처럼	날아갈	듯	하구나	

어떤	사람이	지었는가	어지신	효령군이라네	

왕께서	서교로	나가신	것은	놀이도	아니고	사냥도	아니었지

백성들이	오곡을	파종하면서	들판에서	가뭄을	걱정하였네

왕께서	정자에	계시는데	그	때	마침	비가	흠뻑	내렸었네

왕께서	효령군과	연회를	여니	북소리	둥둥둥	울리었네

정자의	이름을	지어주시니	그	영광	전에는	없었다네	

효령군이	머리를	조아리며	성상의	덕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효령군이	머리를	조아리며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길	빌었다네

문인의	손을	빌려서	오래도록	전하려고	하였네

신이	절하고	글을	엮어	선비들	앞장서서	주도하였네

저	곳에	화악산을	바라보니	석벽에	이	글을	새길	만하였네	

거기에	이	칭송의	글을	새기니	천만년토록	뚜렷이	전해지리

               - 희우정기喜雨亭記 중에서, 『춘정선생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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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검정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문집이다.

세검정이란	이름은	광해군	15년1623	인조반정	때	이곳에서	광해군의	폐위를	의논하고	칼을	갈아	씻었던	자

리라고	해서	‘세검洗劍  ’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세검정의	뛰어난	경치는	소나기	올	때	폭포를	

보는	것이라	하여	정약용이	비오는	날	문인들과	세검정에서	풍류를	즐긴	이야기가	실려	있다.

與猶堂全書

丁若鏞	著;	金誠鎭	編	

鉛活字本,	京城:	新朝鮮社,	1938	

74冊:	26.0×	16.5cm	(古3648-69-2)

여유당전서

『여유당전서』	에	실려	있는	세검정	이야기

세검정.	조선풍경풍속사진첩(古朝60-48).	1920년	발행

세검정의	뛰어난	경치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폭포를	보는	것뿐이다.	그러나	비가	막	내릴	때는	사람들이	수레를	

적시면서	교외로	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비가	갠	뒤에는	산골짜기의	물도	이미	그	기세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자는	근교에	있으나,	성	안의	사대부	중에	정자의	뛰어난	경치를	만끽한	사람은	드물다.	(중략)	내가	묻기를,	

“어떻소?”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고	했다.	술과	안주를	가져오게	하고	익살스러운	농담을	

하며	즐겼다.	조금	있자니	비도	그치고	구름도	걷혔으며	산골	물도	점점	잔잔해졌다.	석양이	나무에	걸리니,	

붉으락푸르락	천태만상이었다.	서로를	베고	누워서	시를	읊조렸다.

- 세검정洗劍亭에서 노닌 기, 『여유당전서』

창의문	앞에는	돌길이	뚫려	있고	삼각산	봉우리가	중천에	꽂혀	있지		

시냇물	돌아흘러	마음까지	시원하고	높다란	버드나무	시원한	바람	불었는데		

명사들이	잔치열어	국가기상	결정짓고	영왕이	칼	씻은	곳	영웅호걸	따로	없지		

지금은	장독	서린	오랑캐	접경에	낮은	처마	대에	막히고	햇빛만	이글거리네

                                       -  여름날 흥풀이 중에서, 『여유당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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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루

조선시대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문집으로	정도전이	지은	구인루求仁樓의	기문이	실려있다.	한양	도

성의	동남쪽에	세운	구인루의	주인은	윤공尹公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정도

전은	그	밖에도	석정기石亭記,	군자정기君子亭記,	이요정기二樂亭記	등의	누정기문을	지었는데	모두	삼봉집에	실려	

있다.	

三峯集

鄭道傳	著;	鄭文炯	編

木板本

114卷7冊:	四周雙邊	半郭	20.2×	13.8cm,	有界,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34.4×	21.7cm	(古朝46-가11)

삼봉집

『삼봉집』	에	실려	있는	구인루	기문

오직	우리	윤공尹公은	국가가	한가한	때를	당하여	젊은	나이에	중추부中樞府에	들어가	국가의	기밀에	참여하였으며,	

도성의	동남	모퉁이에	땅을	얻어	초옥草屋을	짓고	살았다.	산은	울창하여	그	밖을	둘러싸고,	샘물은	차게	흘러	그	

가운데로	나간다.	또	새	누각을	집	동쪽에	짓고	날마다	손님을	맞이하여	누각	위에서	마시고	시	읊는다.	장상將相의	

지위를	떠나지	않고도	유인幽人이	속세를	떠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문밖을	나서지	않고도	여유있게	산수간에	

유람하는	즐거움을	얻으니	이른바,	“인仁이	먼	곳에	있는가.	내가	인을	하려	하면	인이	이에	이른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을	것인가.	공자는	또	말하기를,	“어진仁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하였으니,	구인求仁으로	이	누각을	이름함이	

좋을	것	같다.	저,	인의	도가	크지만	결국	구하는	방법은	스스로	힘쓰는데	있으므로,	뒷날	그대를	대하면	반드시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 구인루기求仁樓記 중에서, 『삼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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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정

조선중기	문신	김육金堉, 1580-1658의	문집이다.	영의정을	지냈던	김육이	남산	기슭의	남촌에	초가집을	세우고	

작은	정자	구루정傴僂亭을	지었다.	지붕이	낮아서	머리가	부딪히므로	반드시	허리를	구부린	다음에야	움직

일	수	있다는	뜻을	지닌다.	초가로	이은	정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승의	반열에	올랐지만	높은데	

있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스스로	낮추고자	한	뜻을	읽을	수	있다.

潛谷先生遺稿

金堉	著	

韓構字本,	[肅宗初(1675-1720)]	

1冊:	四周雙邊	半郭	21.2×	13.0cm,	有界,	10行20字,	

上3葉花紋魚尾;	28.3×	17.1cm	(일산古3648-10-73)

잠곡선생유고

『잠곡선생유고』	에	실려	있는	구루정	기문

내가	우거하고	있는	집의	뒤편에	세	칸짜리	집을	세울	만한	작은	언덕이	있었다.	이에	드디어	띠풀을	엮어서	

초가집을	세우고는,	그	바깥쪽에	있는	정자를	구루정傴僂亭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는	지붕이	낮아서	머리가	

부딪히므로	반드시	허리를	구부린	다음에야	움직일	수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름지었다.

그	정자의	크기는	비록	작지만,	위치해	있는	곳은	높고도	기이하며,	바라다	보이는	곳은	넓고도	멀다.	(중략)	높은	

데	있으면서는	위태로움을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되고,	방에	들어와서는	내려다보는	것을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어찌	감히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만	좋아하여	처사처럼	창가에	기대어	공상	속에	잠겨서야	되겠는가.	옛	

솥의	명銘에	이르기를,	“일명一命의	관원은	허리를	낮게	굽히고僂,	재명再命의	관원은	허리를	굽히고傴,	삼명三命의	관원은	

머리를	수그린다俯.”하였다.	나는	이	말에	깊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	머리를	수그리고서	나의	정자	이름을	지었다.

- 구루정기傴僂亭記, 『잠곡선생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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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정

조선시대	문인	허목許穆, 1595-1682의	시문집으로	파주	반구정의	기문記文을	작성하였다.

반구정伴鷗亭은	조선	전기	영의정이자	대표적인	청백리였던	황희黃喜, 1363-1452	정승이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

를	친구	삼아	여생을	보낸	정자로	임진강	기슭	낙하진洛河津과	가깝게	있어	낙하정洛河亭이라고도	일컫는다.	

맑은	날	정자에	오르면	멀리	개성의	송악산을	볼	수	있다.

記言

許穆	著

木板本	

目錄1冊,	本集67卷14冊,	別集26卷11冊,	共26冊;	四周雙邊	半郭	21.3×	17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32.0×	21.3cm	(古3648-91-1)

기언

『기언』	에	실려	있는	반구정	기문

여지도(한貴古朝61-3)	중	파주지역

반구정은	그	옛날	태평	시대의	정승	황	익성공黃翼成公,	黃喜의	정자이다.	상국이	죽은	지	근	300년인데,	정자가	

허물어져	소가	쟁기를	끄는	땅이	된	지도	100년이	다	되었다.	이제	황생黃生은	상국의	자손으로	강가에	집을	짓고	

살며	반구정이라	이름	붙여서	옛	이름을	없애지	않았으니,	그	또한	어질다고	하겠다.	(중략)	물러나	강호江湖에서	

노년을	보낼	때에는	화락하게	갈매기와	함께	어울려	살며	세상의	벼슬을	뜬구름처럼	여겼으니,	대장부의	일은	그	

탁월함이	의당	이러하여야	한다.	정자는	파주	읍내에서	서쪽으로	15리	되는	임진강臨津江	하류에	있는데,	썰물이	

되어	갯벌이	드러날	때마다	갈매기들이	강가로	날아	모여든다.	

- 반구정기伴鷗亭記, 『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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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루

조선시대	문인	이현일李玄逸, 1627-1704의	시문집이다.

청심루淸心樓는	남한강	언덕에	있던	누각으로	여주의	으뜸가는	경치를	내려보았던	곳이다.	여주	관아의	객

사客舍로	이용되었으나	광복직후	관사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여주팔경에는	청심루에서	바라보는	달빛이	포

함되어	있다.

葛庵先生文集

李玄逸	著	

木板本	

5卷3冊:	四周雙邊	半郭	19.2×	15.5cm,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31.0×	20.2cm	(古3648-62-1145)

갈암선생문집

『갈암선생문집』	에	실려	있는	청심루		

여지도(한貴古朝61-3)	중	여주지역

여주	고을이라	북쪽에	있는	청심루	

협곡	거슬러	와서	올라	멀리	조망하니	

난간	밖	긴	강에는	파도가	질펀하고	

구름가	늘어선	산들	기세가	치달려라	

헌함에	기대매	어찌	원규의	흥	얕으랴	

대궐	향하니	외려	소범의	근심	보태누나

그윽한	회포	쏟으려니	다시	시름겨워	

이내	생애	그	어드메서	한가로이	쉴거나

                          - 여주 청심루淸心樓에 올라 감회가 일어, 『갈암선생문집』

黃驪州北淸心樓 溯峽來登騁遠眸

檻外長江波浩溔 雲邊列岫勢騰浮

憑軒豈淺元規興 拱極還添小范憂

欲寫幽懷更愁絶 此生何處得優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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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정

조선	중기	문신	이자李耔, 1480-1533의	문집이다.	사은정四隱亭은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절친하였던	이자와	함께	고

향인	용인에	세운	정자이다.	이들은	서울에서도	매일	만났고	용인에	내려와서도	함께	노닐었다고	한다.	낚

시하고	나물캐고	땔감하고	밭가는	네	가지를	은거하며	즐기고자	지은	집이라는	뜻을	지닌다.	조광조,	이

자	및	집안	형제들인	조광보,	조광좌	네	명의	은자가	사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다.

陰崖先生集

李耔	著;	李彛章	編	

木板本,	英祖	30(1754)	

4卷2冊:	四周單邊	半郭	20.5×	13.8cm,	有界,	10行20字,	上白魚尾;	31.9	×	20.5cm	(古朝46-가1138)

	

음애선생집

사은정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

두암斗巖에서	천렵을	하고	심곡深谷에서	화전을	부쳐	먹었으며,	방동方洞에서	꽃구경을	하였다네.	그	때	실로	한가한	

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유익한	우정을	닦는	데	힘을	다	기울였다네.	(중략)	중익(조광보)과	효직(조광조),	

계량(조광좌)과	나는	한	칸의	작은	집을	두암	위에	짓고,	이곳에서	낚시하고	이곳에서	나물을	캐고	이곳에서	

땔감을	하고	이곳에서	밭을	갈기로	약조를	하였지.	이	네	가지를	즐기고자	하였기에	그	정자의	이름을	사은정이라	

한	것일세.

- 조수재에게 답하다, 『음애선생집』



전국의 누정

우리나라의	누정은	대개	산수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고려시대	안축은	관동의	누대와	정사는	모두	높고	훤

출하거나	그윽하고	깊숙한	곳에	있다고	하여	누정의	입지조건으

로	산수를	배경으로	한	승경勝景을	꼽고	있다.	관동지역	뿐	아니

라	전국	각	지역에는	배산임수로	자리	잡고	있는	누정이	많이	남

아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선인들의	기록을	통해	

전국에	있는	옛	누정의	모습을	만나본다.

아
름
다
운

산
수 

공
간

樓
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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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서루

고려말기	문인	안축安軸, 1282-1348의	시문집으로	관동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경기체가	관동별곡이	수록되어	

있다.	정철의	관동별곡보다	250년	앞선	가사문학의	효시이다.	죽서루竹西樓는	주변	두타산의	푸른	숲,	삼척

시의	서쪽을	흐르는	오십천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있어	예로부터	관동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누각이

다.	‘죽서’란	이름은	누의	동쪽으로	죽장사라는	절과	이름난	기생	죽죽선녀의	집이	있어	‘죽서루’라	하였다

고	한다.

낙산사,	경포대,	망양정	등	관동팔경	중에서	유일하게	바닷가가	아닌	강변에	있으며,	절벽의	바위를	그대

로	두고	지어	누각	하층의	기둥은	길이와	갯수가	다르다.	주변의	지형지물과	잘	어울리도록	균형을	맞추

어	지은	것이	특징이다.	죽서루는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때	지은	시가	남아있어	13세

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謹齋先生文集 

安軸	著	

木活字本,	尙州:	安宗根,	1934

3卷2冊:	四周雙邊	半郭	19.7×	16.7cm,	有界,	10行19字,	內向2葉花紋魚尾;	31.1×	19.8cm	(古3648-45-57)

근재선생문집

안축의	관동별곡

죽서루	(문화재청	제공)

오십천,	죽서루,	서촌	팔경

취운루,	월송정,	십	리의	푸른	솔

옥저	불고,	가야금	타며,	청아한	노래	부르고	우아한	춤	추며

아,	정다운	손님을	맞고	보내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망사정	위에서	창파	만리	보노라면	아,	갈매기도	반가워라.

                 - 관동별곡關東別曲 중에서, 『근재선생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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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벽루

조선시대	문신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시문집이다.

청풍	한벽루寒碧樓는	고려	1317년	청풍현	출신	승려	청공이	왕사王師가	되어	청풍현이	군郡으로	올려지자	이

를	기념하기	위해	객사의	동쪽에	세운	누각이다.	밀양	영남루,	남원	광한루와	함께	본채	옆으로	작은	부

속채가	딸려	있는	누각의	대표적인	예이다.	

孤山遺稿  

尹善道	著		

木板本			

6卷6冊:	四周雙邊	半郭	22.0×	16.0cm,	有界,	10行21字,	內向1葉花紋魚尾;	31.0×	21.5cm	(古3648-61-1)

고산유고

윤선도가	노래한	한벽루

한벽루	(문화재청	제공)

천	가지	경치에	사람	눈	번쩍	뜨이고	

아침에	창을	열면	저녁까지	안개로세	

누가	알았으랴	천지의	맑은	기운을	

산천이	가져다	여기에	전해	줄	줄을

千般景象醒人眼	晨啓軒窓至暝煙

誰識二儀淸淑意	山川持向此間傳

- 한벽루 벽 위의 주열의 시에 차운하다, 『고산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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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한루

조선중기	문인	최립崔岦, 1539-1612의	문집이다.

광한루廣寒樓는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	광한루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이다.

簡易堂集  

崔笠	著		

木板本			

9卷9冊:	四周雙邊	半郭	21.8×	16.6cm,	有界,	10行17字,	內向2葉花紋魚尾;	32.4×	21.3cm	(古朝44-가45)

간이당집

최립이	노래한	광한루

여지도(한貴古朝61-3)	중	남원부	지역 광한루	(문화재청	제공)

하늘	위	누각에	어느새	올라섰고	보면	

은하	끝에	소	끄는	이	있다	한들	괴이하랴

토끼와	두꺼비	산다는	설화	꽤나	그럴	듯한데

지금	보니	오작교도	벌써	걸쳐	놓았구나	

예쁜	기생	약	훔쳐서	금방	달려올	것이요	

화려한	배	타신	어사	다시	노닐러	오시겠지

그동안	말	다섯	필	흥취	모두	다했는데	

이	고을은	그래도	원님	또	한번	살고	싶네

                                                 - 남원 광한루廣寒樓에서 차운하다, 『간이당집』

不怪便登天上樓	牽牛人亦河之頭

兔蟾終古說疑似	烏鵲卽今功已收

紅妓應因竊藥至	畫船故替乘槎遊

年來五馬興全盡	只有玆州還可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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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앙정

조선중기	문신	송순宋純, 1493-1582의	시문집이다.	송순의	호이기도	한	면앙정俛仰亭은	송순이	관직을	떠나	담양

에서	선비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낸	정자이다.	퇴계	이황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과	학문에	대해	토론하던	

곳이며,	기대승,	정철	등의	후학을	배출하였다.	한글로	전해져온	가사를	한문으로	옮긴	면앙정가와	많은	

한시,	시조가	전해지고	있다.

俛仰集  

宋純	著	

木活字本,	純祖	33(1833)		

7卷4冊:	四周單邊	半郭	24.0×	15.2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1.0×	19.3cm	(무구재古3648-39-69)	

면앙집

면앙정을	노래한	한시,	가사,	시조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굽이가	한데	움치려	우뚝우뚝	벌여놓은	듯

그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하며

넓고	편편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혀	놓았으니	마치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져	있으니	

넓거든	길지나,	푸르거든	희지나	말거나

쌍룡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가득하게	펼쳐	놓은	듯	

어디를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다

물	따라	벌여	있는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하얗게	펴졌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통정하려고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따라	다니는고?

                                    - 신번면앙정장가新飜俛仰亭長歌, 『면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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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정

조선중기	문인	정철鄭澈, 1536-1593의	문집이다.

송강정은	정철이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인	성산現 담양군 창평면에	와	있을	때	조용히	지내던	정자로	여기서	연군

의	정을	노래한	『사미인곡』,	『속미인별곡』	등의	문학작품을	지었다.	송강정에는	죽록정竹綠亭이라	한	편액이	

아울러	현판되어	있다.	송강정	아래	죽록	평야를	끼고	흐르는	송강松江을	죽록천이라고	부른	데서	생긴	정

자의	다른	이름이다.	송강정의	주인이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송강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松江集  

鄭澈	著	

木板本,	高宗31(1894)			

7卷7冊:	四周單邊	半郭	20.5×	16.0cm,	有界,	10行20字	注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2.0×	20.5cm	(古3648-70-164)

송강집

삼십년을	이름을	빌려서	썼으니	주인도	아니고	또한	손님도	아니네

띠로	겨우	지붕이나	덮고는	또다시	북쪽으로	가는	신세네

借名三十載	非主亦非賓	茅茨纔蓋屋	復作北歸人

주인과	나그네가	함께	이르니	저물녘	저만치	있던	갈매기가	놀라더니만

갈매기가	주객을	배웅하러	도리어	물가	모래톱으로	내려오네

主人客共到	暮角驚沙鷗	沙鷗送主客	還下水中洲

빈	뜰에	달은	밝은데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

낙엽은	사립문을	가리고	바람과	소나무가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네

明月在空庭	主人何處去	落葉掩柴門	風松夜深語

                                   - 송강정사에 묵으며 3수, 『송강집』

정철이	송강정에	머물며	지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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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월정

조선말기	학자	조긍섭曺兢燮, 1873-1933의	문집	중	농월정弄月亭을	노래한	부분이다.	경남	함양의	농월정은	화림

동	계곡의	정자	가운데	하나로	‘달을	희롱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	이름처럼	밤이면	달빛이	물아래로	흘러	

맑은	바람	쐬며	달과	교감하며	풍류를	즐기기	좋은	장소이다.	농월정은	선조	때	관찰사를	지낸	지족당知足堂	

박명부朴明傅, 1571-1639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지은	정자이다.

巖西先生文集  

曺兢燮	著	

鉛活字本

35卷16冊:	四周雙邊	半郭	18.2×	13.3cm,	有界,	10行24字	註雙行,	上2葉花紋魚尾;	26.4×	18.0cm	(古3648-71-93)

암서선생문집

『암서선생문집』에	실려	있는	농월정

현포는 전설상 곤륜산(崑崙山) 정상에 있는 신선의 거처로서 그 가운데 기화(奇花) 이석(異石)이 많다 하고, 요지는 옛날에 목천자(穆天子)가  

서왕모(西王母)에게 술잔을 드렸던 곳이다. 농월정을 이러한 선경(仙境)에 비겨 말한 것이다. 농월정은 2003년 화재로 소실되어 2015년 복원 예정에 

있다. 

1) 

현포와	요지1)가	멀고도	그윽한데	

산천의	신령이	이	사이에	옮겨와	머물렀네	

큰	물결은	맷돌처럼	지나	찬	깁처럼	미끄럽고

어지러운	폭포가	감돌아	눈이	날리는	듯하네	

미친	듯이	부르짖고자	할	때	함께	손뼉	칠만하고

억지로	시상	떠올리며	때로	다시	머리	긁적이네

또한	알리라	달을	희롱하며	퉁소	부는	무리가	

아마도	당년의	품격이	가장	뛰어났음을	

玄圃瑤池逈且幽	巨靈移向此間留

洪濤碾過氷紈滑	亂瀑瀠回雪乳浮

狂叫可堪同拍手	苦吟時復爲搔頭

也知弄月吹簫侶	合是當年第一流

       - 농월정에서 읊다, 『암서선생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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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루

조선전기	문신	김종직金宗直, 1431-1492의	시문집이다.	오래전부터	안동의	영호루는	밀양의	영남루嶺南樓,	진주의	

촉석루矗石樓,	남원의	광한루廣寒樓와	함께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불리어져	왔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왕이	복주로	백관을	거느리고	피란하였다.	피란	중에	왕이	적적한	마음을	달

래기	위해	올랐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민왕이	직접	영호루映湖樓라	쓴	편액이	전해지고	있다.

佔畢齋先生集  

金宗直	著	

木板本,	高宗	29(1892)	

10冊:	四周雙邊	半郭	21.3×	16.7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0.5×	21.5cm	(古3648-10-412)

점필재선생집

『점필재선생집』에	실려있는	영호루										

여지도(한貴古朝61-3)	중	안동부	지역

지는	해	발과	깃발에	맑은	기운	하	많은데	

누에	기대니	오만	시름	어지러이	교차하네	

구불구불	가을	호수는	은하수에	통하고	

삐걱삐걱	땔나무	수레는	밤에	집을	향하네	

광채는	물가의	반짝이는	편액에서	쏴비추고	

향기는	숲속의	혜초	난초	꽃에서	나누나	

밝은	달	아래	다시	전조의	일	상상하노니	

부서진	뗏목에서	물새들만	울어대누나	

                                                             - 영호루, 『점필재선생집』

落日簾旌灝氣多	倚樓愁思亂交加

逶迤湖水秋通漢	轂轆柴車夜向家

光射汀洲星斗額	香生林薄蕙蘭花

月明更想前朝事	唯有鶖鶬叫斷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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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루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시문집이다.	신숙주가	지은	영남루의	기문이	실려있다.	영남루는	조선시대	밀양도호

부	객사에	속했던	곳으로	손님을	맞거나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부속건물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하여	층을	이루고	있는	특이한	구성이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후기	화려하

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누각이다.	

保閑齋集 

申叔舟	著

木板本,	榮川:	申洬,	仁祖	23(1645)

1冊(102張):	四周雙邊	半郭	18.3×	14.2cm,	有界,	12行19字	註雙行,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26.4×	18.7cm	(古朝46-가1879)

보한재집

신숙주가	지은	영남루	기문

일제강점기	때	찍은	밀양	영남루	모습

영남루	(문화재청	제공)

영남은	옛날	신라의	땅으로,	읍邑이	된	것이	대소를	합하여	60여	관官이며,	누사樓榭와	유관遊觀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대개는	보이는	바로써	뜻을	취하여	이름을	붙였는데,	유독	이	누는	 ‘영남’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그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영남의	으뜸인	것을	올라	보지	않고도	멀리서	짐작할	수	있다.	어찌	멀다	해서	어려울	바	

있겠는가.	옛날의	이름은	다만	강산의	경치를	드러냈는데,	오늘의	드넓고	탁	트인	모습을	또한	강산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역시	기록할	만한	것이다.

- 영남루嶺南樓 기문記文, 『보한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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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고려	문인	이곡李穀, 1298-1351의	시문집이다.	진주	촉석루矗石樓는	진주성의	남쪽	장대(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

서	명령하던	대)로	장원루라고도	한다.	고려	1241년에	세운	후	전쟁이	일어나면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

부로	사용하였고,	평소에는	과거를	치르는	고시장으로	쓰였다.	임진왜란때	논개가	일본인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으로	투신한	곳이다.

稼亭先生文集  

李穀	撰

木板本,	顯宗	3(1662)		

20卷4冊:	四周單邊	半郭	19.5×	15.0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30.0×	19.8cm	(古3648-62-3)	

가정선생문집

『가정선생문집』에	실려	있는	촉석루

영남에서	으뜸가는	진주	고을	풍류	

쪽빛처럼	푸른	장원루[촉석루]	아래의	물

일휘출수도	이런	곳은	한번	해	볼	만	

지금	치암[박충좌]이	안찰사로	있으니까	

晉邑風流冠嶺南	狀元樓下水如藍

一麾出守猶堪羨	按部如今有恥菴

- 진주의 수령으로 가는 우탁을 전송하며, 『가정선생문집』

여지도(한貴古朝61-3)	중	진주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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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	학자	김성일金成一, 1538-1593의	문집이다.	학봉이	왜구를	물리치고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주에	있

을	때	장수들이	함께	강물에	자결하기를	원하자	“한	번	죽는	것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나,	헛되이	죽는다

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강물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	하

며	촉석루에서	지은	시이다.

鶴峯先生文集 

鶴峯先生文集	/	金誠一	著

木活字本,	純祖	3(1803)	

10冊:	32.5×	21.0cm	(古3648-10-9)

학봉선생문집

	『학봉선생문집』에	실려있는	촉석루	

촉석루	(문화재청	제공)

촉석루	누각	위에	올라	있는	세	장사	

한	잔	술로	웃으면서	장강	물을	가리키네	

장강	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니	

물	마르지	않는	한	우리	넋도	안	죽으리	

矗石樓中三壯士	一杯笑指長江水

長江之水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

- 촉석루(矗石樓)에서 지은 절구 한 수, 『학봉선생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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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금정

조선말기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시문집이다.	1882년	친구들과	금강산	유람을	가는	도중	명승지에	들러	지

은	시들이	함께	실려	있다.

피금정은	금강산을	유람하는	여정	중	길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던	금성金城의	정자이다.	정선鄭敾,	강

세황姜世晃	등이	남긴	피금정도가	전해지고	있다.

勉菴先生文集   

崔益鉉	著	

木活字本,	和順,	1934	

59卷25冊:	四周雙邊	半郭	20.9×	15.5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31.0×	20.4cm	(古朝46-가1871)

면암선생문집

최익현이	노래한	피금정

옥녀봉	앞에	냇물이	가로질러	

푸른	들은	손바닥처럼	평평해

좋은	곳은	창랑정을	말했었는데

금성에	이	정자	있음을	생각지	못했네	

玉女峰前一水橫	長提綠野掌如平

勝區但道滄浪好	不意金城又此亭

    - 피금정披襟亭, 『면암선생문집』

겸재	정선의	피금정도	(겸재정선미술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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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목록		

No 서		명 편저자명 판종 발행년 책수 청구기호

1 稼亭先生文集 [촉석루] 李穀 撰 木板本 顯宗 3(1662) 4책 古3648-62-3

2 葛庵先生文集 [청심루] 李玄逸 著 木板本 [發行年未詳] 3책 古3648-62-1145

3 簡易堂集 [광한루] 崔笠 著 木板本 [發行年未詳] 9책 한古朝44-가45

4 孤山遺稿 [한벽루] 尹善道 著 木板本 [發行年未詳] 6책 古3648-61-1

5 記言 [반구정] 許穆 著 木板本 [發行年未詳] 26책 古3648-91-1

6 謹齋先生文集 [관동별곡] 安軸 著 木活字本 1934 2책 古3648-45-57

7 東國輿地備考 [한양누정] [編著者未詳] 筆寫本 [發行年未詳] 1책 古2710-2

8 勉菴先生文集 [피금정] 崔益鉉 著 木活字本 1934 25책 한古朝46-가1871

9 俛仰集 [면앙정] 宋純 著 木活字本 純祖 33(1833) 4책 무구재古3648-39-69

10 牧場地圖 [화양정] 司僕寺 編 筆寫本 肅宗 4(1678) 1책 한貴古朝80-32

11 保閑齋集 [영남루] 申叔舟 著 木板本 仁祖 23(1645) 1책 한古朝46-가1879

12 三峯集 [구인루] 鄭道傳 著 木板本 [發行年未詳] 7책 한古朝46-가11 

13 續東文選 [압구정] 申用漑 等受命編 乙亥字本 [中宗 13(1518)] 10책 일산貴3647-12 

14 松江集 [송강정] 鄭澈 著 木板本 高宗 31(1894) 7책 古3648-70-164

15 新增東國輿地勝覽 盧思愼 等奉命編 木板本 中宗 25(1530) 1책 한古朝60-3-2

16 巖西先生文集 [농월정] 曺兢燮 著 鉛活字本 [發行年未詳] 16책 古3648-71-93

17 與猶堂全書 [세검정] 丁若鏞 著 鉛活字本 1938 74책 古3648-69-2

18 燃藜室記述 [경회루] 李肯翊 編 筆寫本 [發行年未詳] 52책 古朝56-나10

19 陰崖先生集 [사은정] 李耔 著 木板本 英祖 30(1754) 2책 한古朝46-가1138 

20 壬午司馬榜會之圖 [編著者未詳] 筆寫本 仁祖 12(1634) 1책 한貴古朝26-63

21 潛谷先生遺稿 [구루정] 金堉 著 韓構字本 [18世紀初] 1책 일산古3648-10-73 

22 佔畢齋先生集 [영호루] 金宗直 著 木板本 高宗 29(1892) 10책 古3648-10-412

23 鲽域地圖 [압구정] [編著者未詳] 木板本 [19世紀末] 1책 한古朝61-69

24 靑邱圖 [경회루] 金正浩 撰 筆寫本 純祖 34(1834) 2책 한貴古朝61-80

25 鶴峯先生文集 [촉석루] 金誠一 著 木板本 純祖 3(1803) 10책 古3648-10-9

*	자료에	대한	상세서지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메인화면	>	소통·참여	>	도서관소식	>	전시행사

	http://www.nl.go.kr/nl/commu/libnews/exhibition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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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의 그림 속에 살던 사람들 – 경강의 별서

이종묵(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1. 조선의 자랑거리 경강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다.	이보(李簠,	1629-1710)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인은	중국의	이름난	서호(西湖)가	아름답고	기이한	것으로	천하에	명성을	날리고	있

는데	자신이	발로	밟고	눈으로	보아서	살펴보지	못하였지만	옛사람의	글에서	일컬은	것을	보면	아름답고	

기이하다고	한	말이	우리나라	한강보다	낫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여러	번	중국을	다녀온	바	있

는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한강의	쌍호정(雙湖亭)이라는	정자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사방으로 벼슬살이를 다니면서 나라 안의 큰 강과 이름난 호수는 내 발로 두루 다

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동으로는 여주와 소양강, 구담(龜潭)과 도담(島潭), 남으로는 낙동강

과 금강, 강경(江景)의 해구(海口)를 보았으며, 북으로는 용흥강(龍興江)을 건너 토문강(土門江

)의 근원까지 다하였고, 서쪽으로 대동강과 청천강에 배를 뛰어 압록강의 넓은 강까지 이르러 

수천 리를 다 돌았지만, 그 기이하고 장대하고 넓고 아득한 모습도 한강의 용호(龍湖)에 대적한 

곳은 없었다. 오직 대동강의 수려함이 자못 백중을 다툴 수 있겠지만 그 먼 연원과 웅장한 기세

는 어느 것도 대항할 수 없었다. 

내가 두 번 중국에 갔는데 요수(遼水)와 심수(瀋水), 제수(濟水), 난하(灤河)를 건너 바로 통하

(通河)에 이르렀다. 거대한 땅과 물이 아득히 끝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강과 산만으로 

일컬을 것은 우리 거대한 한강과 같은 곳이 없었다. 대개 북방의 물은 모두 구하(九河, 黃河)의 

지류인데 광야로 흘러가므로 험준한 언덕과 맑은 여울이 장강(長江)이나 회수(淮水)와 나란하

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나라가 조그마하다 하여 절로 적게 여길 수 있겠는가?  

고	문	헌	강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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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이름난	곳을	가본	사람이라면	이보나	홍양호의	자부가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이니	예나	지금이나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을	마음이	절로	들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	문

인들이	한강	강가에	집을	마련한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다.	한강은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전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자식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대부가	

집을	짓고	사는	법은,	막	청운의	꿈을	이루어	너울너울	달려갈	때에는	재빨리	높은	언덕에다	집을	빌려서	

처사(處士)의	본색을	잃지	말아야	하고,	벼슬길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면	재빨리	서울에	의탁해	살	곳을	

정하여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한강에	별서를	두었던	사람들은	대

부분	이러한	뜻을	지녔다.	조정에서	고관대작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도	한강을	통해	강호의	삶을	잊지	

않으려	하였고,	권력	다툼에서	낙마하였을	때에는	재기를	위하여	몸을	움츠리는	공간으로	한강을	택하였

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한양	지역의	한강을	부르는	명칭이	좀	복잡하다.	한양	지역의	한강을	이를	때	경강(京江

)이라	하였다.	경강은	삼강(三江),	오강(五江),	팔강(八江)	등으로도	부른다.	삼강이라	하면	한강(漢江),	용

산강(龍山江),	서강(西江)을	이르는데	동호에서	노량(鷺梁)까지를	한강,	그	서쪽	마포(麻浦)까지를	용산강,	

다시	그	서쪽	양화도(楊花渡)	일대까지를	서강이라	불렀다.	오강은	다섯	곳의	나루를	중심으로	한강을	통

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강준흠(姜浚欽,	1768-1833)은	한양의	풍물을	소재로	한	<한경잡영(漢京雜詠)>

에서	“한강은	강릉의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500리	흘러	한양의	동남쪽	두모포(豆毛浦)에	이르러	

한강도(漢江渡)가	되고,	서쪽으로	노량진(露梁津)이	되고	용산강(龍山江)이	되고	서강(西江)이	된다.	행주

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실로	한양의	동서남	세	면을	감싸	안는다.	배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	이	다섯	

강이요	다른	나루에는	가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를	보면	오강(五江)은	두모포,	한강나루,	노량나루,	용

산강,	서강임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라	오강이	조금	다르게도	나타나는데	두모포	대신	현석강을	넣기도	

한다.	

진경산수로	이름이	높은	정선(鄭歚)은	양천현감으로	있던	1740년	무렵	아름다운	한강을	화폭에	담았다.	

광나루,	송파나루,	동작나루,	양화나루	등	한강의	중요한	나루와	함께	압구정,	소악루,	귀래정	등	이름난	

별서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경강의	별서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알아보

기로	한다.	

2. 광나루와 대산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한	한강은	검단산	기슭에서	남양주로	넘어가던	나루	도미진(渡迷津)

에	이른다.	이곳은	협곡이	발달하여	두미협(斗眉峽)	혹은	두협(斗峽)이라고	하고	그곳의	한강을	두미강(斗

尾江)이라	불렀다.	한강이	서울	경계로	들어오면	광나루가	나온다.	광나루는	광진대교	북단에	있었던	나

루터로	양진(楊津),	광장(廣壯),	광진(廣津),	광진도(廣津渡)라고도	하였다.	

그	서북쪽에	아차산이	있다.	그	기슭에는	명가의	별서가	시대를	달리하며	들어섰다.	문장과	정력이	남달

랐던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아차산	별서는	서재를	꿈을	씻는다는	뜻에서	세몽재(洗夢齋)라	하였

다.	그	아들	남학명(南鶴鳴,	1654-1722)이	물려받았는데,	남수정(攬秀亭)이라는	상상의	정자를	지었다.	

광나루	별서에서	도성	인근의	산이	다	바라다	보이고	한강	하류가	굽이쳐	내려가는	것도	보이므로	근기	

지역의	명승을	모두	모았다는	뜻을	취하되,	매우	조그마하게	설계하였다는	뜻에서	한	칸의	우산각(雨傘

閣)이라	하였다.	18세기에는	같은	아차산	기슭	은계(隱溪)에	유숙기(兪肅基)가	살았다.	또	18세기	정치사

의	중심에	있었던	홍계희(洪啓禧)의	별서	노기루(老寄樓)도	비슷한	곳에	있었다.

잠실대교	북안에	야트막한	기슭이	있었는데	이를	대산(臺山)	혹은	황대산(皇臺山)이라	하였다.	시루봉,	곧	

증산(甑山)이라고도	한다.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기거하던	낙천정(樂天亭)이	바로	이곳에	있

었다.	또	세종의	아들	익현군(翼峴君)	이관(李璭)의	별서	춘초정(春草亭)이	있어	조선	후기까지	시회의	공

간으로	자리하였다.	춘초정에	못지	않게	그	유래가	오래된	광나루의	누정은	영우정(影友亭)이다.	영우정의	

주인은	덕천군(德泉君)의	손자	학성군(鶴城君)	이연정(李連丁,	1470-1544)이다.	소탈하면서	산수를	사랑

한	학성군은	광나루에	별업을	만들고	한가한	틈을	타서	자주	그곳에	머물곤	하였으며	죽은	후	그곳에	묻

혔다.	

특히	대산	일대는	17세기	전후한	시기에는	이안눌(李安訥,	1571-1637)의	별서가	있어	권필(權韠)	등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오가면서	시를	지었거니와,	특히	18세기	무렵	송성명(宋成明,	1674-1740)과	조경명(趙景

命,	1674-1726)이	이곳에	나란히	살았다.	광나루	부근	한강을	광호(廣湖)라	부르는데	조선	후기	도호(陶

湖)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이	두	사람은	나란히	호를	도호라	하였기	때문이다.	

송성명의	부친	송치은(宋徵殷,	1652-1720)은	선대에서부터	동교(東郊)에	전장	일휴당(逸休堂)을	두었다.	

밤나무를	키우는	동산이	있고	채소를	재배하는	밭이	있었으며,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못에서	미나리를	

뜯어	자족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집	뒤편에	향나무	한	그루가	있어	달밤에	거닐곤	하였다.	일휴당은	“덕

을	쌓으면	마음이	편안하여	날로	아름다워지고	위선을	하면	마음이	피곤하여	날로	졸렬해진다(作德心逸

日休	作僞心勞日拙)”는	말에서	따온	집으로,	쉰	살에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물러나	마음이	편안하여	아름

다운	삶을	살고자	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별서를	두는	것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개울과	산을	골라	정

자를	두어	유람을	즐기고	편히	휴식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교의	일휴당은	황량한	언덕과	분뇨	냄새가	풍

기는	논밭만	있어	그다지	볼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송치은은	1716년	벼슬에서	물러나	광나루에	따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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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마련하였다.	그	아들	송정명(宋正明)과	송성명은	광나루로	물러나	함께	연지와(連枝窩)와	청우당(聽

雨堂)이라는	운치가	있으면서도	의미가	깊은	집을	짓고	우애	깊게	살았다.	

광릉의 강가에 푸른 산 수북한데

새로 지은 쌍쌍의 정자 푸른 물결 내려다보네. 

좋구나, 형제가 숨어살던 곳

색동옷 입고 늘 양친을 기쁘게 모셨지. 

廣陵江上簇靑巒 新起雙亭俯碧湍 

好是弟兄棲息地 綵衣長奉二親歡

강가에 남겨진 자취 나날이 아득한데

쓸쓸한 옛집은 바람과 연기에 처량하다.

연지와는 벌써 가슴 아픈 땅이 되었는데

청우당에서 어찌 차마 홀로 잠을 자리요?

湖上遺蹤日杳然 舊居蕭瑟慘風烟

連枝已作傷心地 聽雨那堪獨夜眠

조태억, <유수 송자화 정명의 만사(宋留守子和正明輓)>

송성명은	살림살이가	무척	빈한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지만,	강호의	삶을	좋아하여	광나루에	

별서에	머물면서	벗들과	한가하게	시회를	즐겼는데	그	주된	공간이	송석헌(松石軒)이었다.	

그와	절친한	벗	조경명은	바로	그	곁에	별서를	두었다.	아우	조문명(趙文命),	조현명(趙顯命)	등과	나란히	

문명이	높았고	김시걸(金時傑),	김창업(金昌業)	등과	혼인을	맺었으니	당대	최고의	문사들이	그가	살던	도

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하겠다.	조경명이	호로	삼은	도호는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지만,	을축년	대

홍수	이전의	지도에	잠실도에	잠실리가	보이고	그	위쪽에	신천리가	보이며	신천	건너편에	율리(栗里)가	보

인다.	이	율리라는	명칭이	있기에	그	앞쪽	한강	지류를	도호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귀락정(歸樂亭),	식

유암(息遊菴),	심안당(審安堂),	수운루(峀雲樓),	반환단(盤桓壇),	일섭원(日涉園),	송국경(松菊徑),	청류당(

淸流塘),	고춘문(告春門)	등이	그것이다.	여기	나오는	집의	이름은	모두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에	나

오는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니,	도호라는	말	자체도	도연명의	호수라는	뜻을	담은	것이라	하겠다.	

18세기	송성명이나	조경명의	별서는	그림에서	아련히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정선의	<광진(廣津)>에는	

시루를	엎어놓은	듯한	바위산이	보이는데	혹	대산이	아닐까	한다.	기슭에	있는	기와집이	송성명과	조경명

의	별서일	수도	있겠다.	송성명,	조경명과	어울린	벗이	정선이었기	때문이다.	정선이	한강의	별서를	화폭

에	담을	무렵	송성명과	조경명은	세상을	떴지만,	그	추억을	기억하고	있던	정선이	광나루와	도호의	풍광

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	

3. 구호와 압구정

중량천이	한강과	합류하여	넓어지는	곳을	조선시대	두호(斗湖)라	불렀는데	두호(荳湖)라고도	적으며	쌍호

(雙湖)라고도	불렀다.	이	일대는	한양의	두모방(豆毛坊)에	속하였으며	중촌리(中村里),	신당리(新堂里),	전

관(箭串),	신촌리(新村里),	수철리(水鐵里),	두모포(豆毛浦)	등이	여기에	속했다.	두모포	일대의	한강을	통

칭하여	동호라	불렀는데	특히	강	북쪽을	두호로	불렀다면	강	남쪽은	구호(鷗湖)라고도	불렀다.	

구호는	압구정(狎鷗亭)으로	인하여	생긴	이름으로	그	앞쪽의	한강을	이른다.	잘	알려진	대로	압구정은	한

명회(韓明澮,	1415-1487)의	이름난	정자다.	압구(狎鷗)는	갈매기를	가까이한다는	뜻으로	세상사에	욕심이	

없다는	뜻이다.	원래는	여의도에	있었는데	1476년	무렵	지금의	압구정동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수광의	『지

봉유설』에는	“동호(東湖)	사람들은	독서당(讀書堂)을	독사당(毒蛇堂)이라	하고	한강나루	사람들은	압구정

을	악호정(惡虎亭)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사대부에게	독서당은	사가독서의	영예가	걸린	것이지만	민폐가	

많아	독사의	집이	되었고,	압구정은	사심을	잊는	퇴휴(退休)의	공간이었만	백성들에게는	사나운	범이	사

는	정자가	된	것이다.	사나운	범이	사는	정자	압구정은	이미	당대에	화제가	되었다.	한명회의	사위인	성종

이	압구정에	시를	지어	보내자,	당시	조정의	문사들이	서로	다투어	시를	차운하여	보낸	것이	수백	편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	최경지(崔敬止)라는	사람의	시가	제일이었다.	“임금님	은혜	은근하고	융숭하여,	정자

를	두고서도	노닐지	못한다네.	가슴	속에	기심이	사라지게	한다면,	벼슬살이	바다에서도	갈매기와	친하련

만(三接殷勤寵渥優	有亭無計得來遊	胸中政使機心靜	宦海前頭可狎鷗)”이라	하였는데,	한명회가	이를	싫

어하여	현판에	넣어주지	않았다.	후에	포의(布衣)	이윤종(李尹宗)이라는	사람이	압구정에	올라서	“정자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았으니,	인간세상	목욕한	원숭이일세(有亭不歸去	人間眞沐猴)”라고까지	놀렸다는	기록

도	남효온(南孝溫)의	『추강냉화(秋江冷話)』에	보인다.	

그러나	압구정을	두고	성해응(成海應)은	『명오지(名塢志)』에서	“두모포	남쪽	강변에	있는데	강물	빛이	비

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강이	갈라져	섬을	만들었는데	밝은	모래와	푸른	풀이	광활하고	평원하여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	한	바	있다.	또	강준흠(姜浚欽)은	“우리나라	명승지의	기록을	다	훑어보더라도,	

압구정	외에는	다시	정자가	없구나(閱盡東韓名勝記	狎鷗亭外更無亭)”라	하였으니,	한강을	대표하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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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자가	압구정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	압구정이	있어	강의	이름이	구호(鷗湖)가	되었다.	

조선	초기	이	일대에는	권귀의	별서가	제법	있었다.	권극화(權克和)를	위시한	안동	권씨	집안의	선산이	압

구정	상류	청담(淸潭)에	있었고,	박동위(朴東緯)	등	반남	박씨	집안의	묘소도	압구정	인근에	있었음이	확

인되지만	명문가의	별서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홍서봉(洪瑞鳳)	등의	별서	능허정(凌

虗亭)이	압구정	동쪽에	있었다.	그의	손자	사위가	조상정(趙相鼎)과	홍만적(洪萬恢)이다.	조상정의	손자가	

조경명이며	홍만적의	아들이	홍중성(洪重聖)이다.	홍중성과	인척인	김창즙(金昌緝,	1662-1713)이	1712년	

가족을	이끌고	압구정의	능허정에	살았는데	이	무렵	이병연(李秉淵)	형제	등	정선과	절친했던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였다.		

특히	18세기	무렵에는	압구정	일대에	수많은	명사들의	집이	들어섰다.	김장생(金長生)의	후손	김상정(金

相定,	1722-1788)이	응봉	기슭	수철리	안쪽	17세기	새로	조성된	신촌(新村)에	살던	시절인	1744년	집안사

람들과	구호에서	한바탕	풍류를	즐겼다.	

	

갑자년(1744) 5월 둘째 아들이 신촌에서 유람을 하는데 기문이 없었다. 내가 병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였다 하여 다시 구호의 유람을 약속하였다. 6월 2일 망북정(望北亭)에서 모여 아이 

몇을 보내 용연(龍淵)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와서 망북정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조금 쉬었

다가 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 저자도와 무동도 사이에서 돌아왔다. 강 가운데 있는 것

을 섬이라 부른다. 저자도와 무동도, 뚝섬을 일러 삼도(三島)라 하는데 무동도만 물 가운데 있

고 또 구불구불 펼쳐져 있어 너울너울 춤을 추듯 수려하니 그 이름과 같다. 군자가 이에 명실

이 상부하다는 말에 느낌이 있었다. 

강물을 따라 내려가니 사나운 구름이 흩어지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다. 여러 산들이 푸른 병풍

처럼 빙 둘러 있다. 물이 콸콸 그 사이로 흘러간다. 백사장이 강안을 끼고 있는데 사람의 눈을 

어찔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아래위로 십수 리는 물이 더욱 맑고 모래가 더욱 희다. 이에 술을 

마시고 매우 즐겁게 놀았다. 피리와 노랫가락이 함께 울려 퍼졌다. 무릎을 끼고서 높게 시를 

읊조리는 이도 있고 뱃전에 걸터앉아 발을 씻는 이도 있다. 누워서 산을 보는 이도 있고 술병

을 당겨 따라 마시는 이도 있다. 손으로 물결을 치면서 노는 이도 있고 술잔을 멈추고 그냥 앉

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는 이도 있다. 거칠게 떠들면서 요란하게 하는 이도 있고 

취하여 일어나 춤을 추는 이도 있다. 생각이나 행실이 질펀하여 다 기록할 수 없다.(중략)   

김상정, <구호의 유람을 기록한 글의 서문(鷗湖記遊序)>

김상정이	구호에서	뱃놀이를	즐겼는데	이들이	모인	곳이	망북정(望北亭)이었다.	망북정은	압구정	인근에	

있던	같은	집안사람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의	별서다.	망북정은	도성에서	물러나면	잠시	쉬는	공간이

었다.	망북정은	북쪽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니	대궐을	그리워

하는	마음도	함께	말한	것이다.	김진상은	압구정	시골집에서	김상정	외에도	조유수(趙裕壽),	홍석보(洪錫

輔)	등과	어울려	문학과	풍류를	즐겼다.	조유수의	별서는	신촌에,	홍석보의	별서는	강	건너	압구정에	있었

으니	이들과의	우정이	한강을	오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정선과	교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러니	정선의	<압구정>	그림에서	압구정	아래에	있던	건물이	망북정인지도	모르겠다.	

비슷한	시기	풍산	홍씨들이	압구정	일대의	주인	행세를	하였다.	이	집안은	부마를	여럿	배출하면서	크

게	성장하였다.	선조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에게	장가들어	영안위(永安尉)에	봉해진	홍주원(洪柱元

,	1606-1672),	정조의	차녀인	숙선옹주(淑善翁主)와	혼인하여	영명위(永明尉)에	봉해진	홍현주(洪顯周,	

1793-1865)가	이	집안	출신의	부마다.	이	집안의	별서가	동호의	여러	곳에	있었다.	홍주원의	손자	홍중기(

洪重箕,	1650-1706)는	자양동	부근에	임한정(臨漢亭)을	짓고	두모포	북안에	고심정(古心亭)을	세웠다.	고

심정은	홍중기의	손자	홍상한(洪象漢,	1701-1769)에	의하여	압구정	인근으로	옮겨졌다.	또	홍중기의	아들	

홍석보가	18세기	초	숙몽정(夙夢亭)을	따로	세웠는데	바로	능허정	터다.	그러니	능허정이나	숙몽정	모두	

정선의	<압구정>에	충분히	등장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다만	숙몽정은	<압구정>이	그려진	이후인	1749년	무

렵	완공되었다.	당시	최고의	기술자로	알려진	최천약(崔天若)이	건축을	맡았는데	건물이	너무	커서	홍상

한이	이를	허물고	새로	짓게	하였다고	한다.	

압구정	자체는	성종	때	이미	헐렸고	이후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던	듯하다.	16세기	유영경(柳永慶,	1550-

1608)이	이	정자의	주인이	되었고	선조의	딸과	혼인한	유정량(柳廷亮,	1591-1663)이	이어	받아	증손자	때

까지	유지되었다.	종실	진평군(晉平君)	이택(李澤)이	이를	구입하고	3천	냥을	들여	화려하게	중수하였지

만	완공되고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후	어느	시기인	가에	압구정은	다시	조정철(趙貞喆

,	1751-1831)의	소유가	되었다.	우의정을	지낸	조태채(趙泰采)의	증손인	조정철은	정조(正祖)	시해	사건에	

연루되어	1777년	제주로	유배되었는데	신의가	깊은	홍윤애(洪允愛)와	사랑을	나눈	사연이	잘	알려져	있

다.	19세기에는	조정철	소유의	압구정을	그의	벗	권상신(權常愼,	1759-1825)이	기거하여	문학사의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4. 양화나루와 선유봉

조선시대	양화나루가	있는	한강을	양화강(楊花江)이라	불렀다.	양화나루는	조선	초기	이래	‘양화답설(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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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踏雪)’이라는	이름으로	<한도십영(漢都十詠)>의	하나가	되었으니	설경이	아름다웠던	모양이다.	성현(成

俔)이	“서쪽으로	수십	리를	바라보면,	양화도와	잠두봉	사이에	강물이	넘실거리고	봉우리와	절벽이	협곡	

같다.	배들은	강물을	뒤덮어	돛이	바람을	받아	배가	불룩하다.”라	한	바	있거니와	잠두봉(蠶頭峰)과	함께	

서호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에도	한양과	금천에	모두	양화도가	보인다.	근대까지	이곳의	강폭이	무척	좁았으니	

굳이	예전	사람들은	구분하지	않고	한강	북쪽	잠두봉,	지금의	절두산	아래	지역과	강	남쪽	선유봉	일대

를	통칭하여	양화나루라	하였다.	정선의	<양화환도>에는	잠두봉과	선유봉이	모두	그려졌고	<양화진>에는	

잠두봉	일대를	중심으로,	<선유봉>에는	선유봉	너머로	나루를	그렸다.	일제강점기	때의	지도에는	강	남쪽

에	양화리(楊花里)와	양진리(楊津里),	양평리(楊坪里)	등이	보인다.	

양화나루의	상징은	서쪽	강가에	있던	선유봉(仙遊峰)이다.	그리	높지	않은	물가의	바위	봉우리로	여의도

와	밤섬으로	나뉘어졌던	한강	물길이	양화나루에서	합쳐지는	바로	그곳이다.	지금은	섬이	되어	선유도(仙

遊島)라고	부르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강	건너	서호의	농암에	별서를	지녔던	17세기의	문인	최유연(崔

有淵)은	<선유봉기(仙遊峯記)>에서	“서호의	희우정(喜雨亭)	조금	남쪽	강	가운데	바위섬이	있는데	민간에

서	선유봉이라	보른다.	광릉(廣陵,	광주)에서	떠내려	온	것이라고도	한다.	선유봉은	동서로	백여	보쯤	되

고	남북으로는	10여	척	정도다.	낮은	언덕에	절벽에	임해	있는데,	남쪽	기슭에	어부의	집	10여	채가	있다.	

모두들	그저	그런	백성들로	이익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유람	나온	객들은	가끔	배에서	내려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술잔을	들고	서로	권한다.	시골	이야기나	속된	말을	나누면서	멋대로	우스갯소리를	하고	

돌아가곤	하였다.”라	하였다.

선유봉에는	지주(砥柱)라는	바위글씨가	북쪽	절벽에	새겨져	있는데	이종성(李宗誠)이	쓴	것이라고도	하

는데	주지번(朱之蕃)의	것이라고도	한다.	권필,	성로(成輅)와	함께	서호삼고사(西湖三高士)로	알려진	이기

설(李基卨)이	바로	이	선유봉	곁에	살았다.	비슷한	시기	이정귀(李廷龜)가	보만정(保晩亭)을	경영하였고	그	

아들	이단상(李端相)도	이곳을	출입하면서	많은	시를	지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민서(李敏敍,	1633-1688)와	이건명(李健命,	1663-1722)	부자가	선유정사(仙遊亭舍

)와	삼유정(三有亭)을	경영하였다는	점이다.	이민서가	선유봉에	정사를	건립한	시기는	1667년	봄인데	이

후	풍파가	심한	벼슬길에서	잠시	물러나	휴식을	취하곤	하였다.	

강이 큰 들을 삼켜 사람 자취 없는데

압도와 잠두봉은 돛단배처럼 자그마하네.

병든 객이 홀로 지주 위에서 졸다가

긴 강 건널 배 없음을 탄식하노라.

江呑巨野絶人煙 鴨島蠶峯小若船  

病客孤眠砥柱上 恨無舟楫濟長川

이민서, <선유봉으로 돌아가다(歸仙遊峯)>

이민서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선유정사는	아들	이건명이	물려받았다.	1712년	당벌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

러나	이곳에	삼유정을	지었다.	삼유정은	산과	물과	들,	이	세	가지를	차지하였다는	뜻이다.	

지주대(砥柱臺)의 남쪽에 어부의 집 수 십 채가 절벽을 깎고 그곳에 거처한다. 우리 선인(先

人)의 옛 정자가 그 가운데 있는데 산의 중턱에 자리해 있다. 앞으로 작은 지류가 있어, 동쪽

으로 흘러들어 물웅덩이가 되고 서쪽으로 흘러 철진(鐵津)에서 만나며 또 서북쪽으로는 강으

로 흘러들어간다. 큰 들이 수십 리에 아득하고 관악산과 소래산 등이 줄지어 읍하는데 올라가 

보면 눈과 마음을 유쾌하게 할 만하다. 나는 지난 가을, 뭇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로 곤경에 처

해 수개월 간 옛 정자로 나와 머물렀다. 정자는 모두 6칸인데 남는 땅이 없었다. 이에 이웃 사

람으로부터 정자의 동쪽 빈 터를 구입하고는 올 가을 사헌부 직책을 사양하고 다시 와서 새로

이 5칸을 경영하였다. 아아! 나의 집을 지으려던 숙원과 강호에 머무르려던 늘그막의 계책이 

지금에야 모두 갖추어졌도다! 정자가 완성된 뒤 이름 짓기를 삼유정(三有亭)이라 하였다. 

정선의	<선유봉>에	등장하는	건물이	바로	삼유정인	듯하다.	이건명은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의	한	사람

으로	김창협(金昌協)	집안과	절친하였고,	정선이	바로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선유봉	동쪽	당산동에는	이수광(李睟光)의	아들	이성구(李聖求)가	만유암(晩休庵)을	짓고	살았다.	“수십	

년	간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만났다가	늘그막에	와서야	한적한	생활을	얻게	되니	매우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남여(藍輿)와	죽장(竹杖)으로	소요하면서	자적하였다.	집에	불이	났는데	밭	가운데	나가	앉아서	“술

항아리는	아무	탈	없는가?”라	하며	술을	따라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고만	하고	그	밖의	일은	묻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한다.	

흥선대원군의	별장으로	알려진	복파정(伏波亭)도	당산동에	있었는데	원래	주인은	능평군(綾平君)	구일(具

鎰,	1620-1695)이었다.	그러나	권력과	산수는	겸할	수	없기에	구일이	그곳에서	한가함을	누릴	수	없었다.	

대신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당시	번당촌(樊塘村)이라	부르던	마을에	살면서	글로	복파정을	빛내었

고	그의	벗	홍수주(洪受疇,	1642-1704)는	그	곁에	비로정(飛鷺亭)을	짓고	한가함을	함께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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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나루	앞쪽의	한강을	양화강(楊花江)이라	하였다.	여기서	서쪽으로	내려가	오늘날	겸재	정선	미술관

에서	한강	쪽	언덕을	예전에는	파산(巴山)이라	하고	그	앞쪽	한강을	파강(巴江)	혹은	두호(斗湖)라	불렀다.	

이조년(李兆年)	형제가	길을	가다	황금	한	덩이	주었는데	혼자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나서	이를	강에	던졌

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하여	투금강(投金江)이라고도	한다.	그	곁에	공암나루가	있었다.	

이	일대는	조선	초기부터	명환들의	별서도	많았다.	양천	관아	북쪽	파산	기슭에	정선의	그림에도	나오는	

이유(李渘)의	소악루(小岳樓)와	심정(沈貞)의	소요정(逍遙亭),	이덕형(李德泂)의	이수정(李水亭)이	있었다.	

지금의	궁산	기슭에	있던	소악루는	윤봉구(尹鳳九)가	편지에서	“푸른	산이	감싸고	있고	파란	강물이	휘돌

아	가는데,	10리에	아홉	번	구비	돌아	호젓하고	맑다지요.	그곳에	새로	작은	집을	짓고	종일	조용히	거처

하신다지요.	흥이	일면	홀로	나가면	흐뭇하게	절로	자득한	것이	생긴다지요.	40년	먼지	구덩이에서	빠져나

오지	못하고	반평생을	허비하고	있는	내	신세를	돌이켜보니,	세상의	참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소.	이에	

생각해보니	소악루	앞에는	강물과	하늘이	드넓고	도성의	산들이	조회하듯	늘어서겠지요.	굽은	난간에	올

라	휘파람을	불면	회포가	또한	절로	유다르겠지요.”라	한	아름다운	곳이다.	

공암(孔巖)에	있던	소요정은	심정의	손자	심수경(沈守慶)이	한강	이남의	강	연안에	있는	정자	중에서	가

장	빼어났기	때문에	명사들이	지은	시가	벽에	가득하였다고	자랑한	바	있다.	심정이	간신배로	낙인이	찍

혔기에	후대	소요정은	빛이	바랬지만	그럼에도	기대승이	잠시	소요정	북쪽에	우거하면서	14수의	연작시를	

지은	바	있다.	그	중	한	편에서	“호젓한	집	담담하여	따로	경영한	것	없으니,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집

을	엮었네.	나무가	듬성하니	시야가	탁	트이고,	새가	우니	봄날의	뜻이	한가로워라.	약초	심어	새싹을	북

돋우고,	날이	저물면	외로이	사립문	닫는다네.	가끔	보는	것이라곤	강가	포구에,	고기잡이	배	절로	오가

는	것”라	하였으니,	마음이	맑으면	탐욕의	정자	곁이라도	이렇게	맑을	수	있다.

염창탄(鹽倉灘)	석벽	위에	있던	이수정은	원래	효령대군의	정자였는데	이덕연이	새로	꾸민	정자다.	1658

년	지은	허목(許穆)의	<이수정시화첩발(二水亭詩畫帖跋)>에는		“아침에는	새벽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고	

해가	수풀	사이로	막	뜨기	시작하여	드문드문	갠	빛이	있었다.	남쪽을	바라보니	고목(古木)과	푸른	절벽

은	반공에	떠	있는	듯한데,	그	위에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것이	이수정이었다.	내가	배를	타고	이	정자	

곁을	지나다닌	것이	어제	오늘만은	아니었으나,	강	위에	짙게	피어난	운무(雲霧)의	아름다움은	모두	오늘	

바라본	경치만	못했다.”라	하여	그의	아름다운	별서를	묘사한	바	있다.

5. 행호와 귀래정

정선의	『경교명승첩』에	<행주관어(杏洲觀漁)>가	있다.	행주산성	아래로	흐르는	한강	곧	행호(杏湖)에서	물

고기를	잡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공식적으로는	행주(幸州)라고	표기하지만	행은	행(杏),	행(涬)	등으로도	

표기하고	주	역시	모래톱을	강조하여	주(洲)라고	적을	때도	많다.	행호는	봄이면	북어가	잘	잡히고	여름

이면	웅어가	잘	잡혔다.	정선의	그림에도	여러	배들이	힘을	합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풍경이	보인다.	

녹음이	짙지만	꽃은	보이지	않으니	여름날	웅어를	잡는	풍경을	그린	듯하다.	

행호의	상징적인	인물은	조선	초기	남효온이다.	『소문쇄록』에는	“행주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겨를이	있으면	

도롱이를	쓰고	낚싯대를	잡고서	남포(南浦)에서	물고기를	잡았거나	노둔한	나귀를	채찍질하여	압도(鴨島

)를	찾아	갈대꽃을	태워서	물고기와	게를	굽고	운자를	내어	시를	짓다가	밤을	새운	뒤에	돌아왔다.”고	하

였다.	

조선 후기 행호의 상징은 귀래정(歸來亭)이었다. 정선의 <행주관어>에는 제일 오른쪽 구역에 

있다. 또 <귀래정>에는 중앙의 2층으로 된 기와 건물이 귀래정인 듯싶다. 귀래정의 주인은 김

광욱(金光煜, 1580-1656)이다. 김광욱은 본관이 안동으로 김상헌(金尙憲)과 사촌간인 김상

준(金尙寯)의 아들이다. 만족을 알아 물러날 것을 생각하였으니 허물이 없고자 하였다네. 김

광욱이 <자명(自銘)>에서 “느지막이 율리로 돌아오니 정자의 이름은 귀래정이라 하였지. 꽃

과 대를 나란히 심고 강물과 달빛을 둘러놓았다네. 인적이 끊어진 곳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편

안히 저녁 햇살을 보낸다네.”라 하였으니, 귀래정은 도연명의 삶을 지향하는 인생관을 담은 

공간이었다. 

귀래정은	김광욱이	죽은	후	더욱	빛을	발하였다.	김창협(金昌協),	홍세태(洪世泰)	등	당대	최고의	문사들

이	귀래정에	모여	시를	짓곤	하였다.	특히	손자	김시민(金時敏)은	가족들의	귀래정	모임을	두고	<봄날	귀

래정에서	노닌	글(春遊歸來亭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부께서 여러 자제를 데리고 마포에서 배를 탔다. 음악을 하는 기생 서너 명이 따라왔다. 부

친께서는 눈병이 나서 말을 타고 가기에 내가 따라 갔다. 정오가 되기 전에 귀래정에 이르렀

다. (중략) 젊은이 12-3인이 정자의 마루에 둘러앉았다. 마루가 좁아 겨우 두 줄로 마주 앉을 

수 있어 그 가운데로 술을 돌릴 길이 없었다. 정자 뒤에 언덕의 숲이 있는데 그다지 지세가 높

지 않고 또 가운데가 평탄하여 백여 인이 앉을 수 있기에 마침내 언덕 위로 자리를 옮겼다. (

중략) 피리와, 생황, 축, 혜금 등을 연주하는 자들과 기생 넷이 솔숲 사이에 흩어져 앉았다. 술

이 나오고 풍악이 울렸다. 우리들과 종형제가 차례로 일어나 축수를 올렸다. 여러 부형께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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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히 절을 하고 춤을 추었다. 부친 역시 일어나 백부와 중부의 축수를 올렸다. 중부와 부친께

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셨다. 중부와 부친은 모두 백발인데 백부를 위하여 일어나 춤을 

추니 마을의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와서 다투어 구경하면서 성대한 일이라 하

였다. 술이 무르익자 당백형께서 먼저 노래하고 여러 종형제들이 이어서 노래를 불렀으며 조카 

항렬에 이르러 마쳤다. 중부와 부친께서 각기 노래 하나씩 하셨고 백부과 홍씨 아저씨도 또한 

노래를 불렀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도 또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기생들의 노래와 춤은 

무시로 있었다. (중략) 온 잔치자리가 단란하여 숲에 어둠이 지는 것도 몰랐다. 잔치가 끝나

고 손님이 돌아갔다. 백부와 중부가 취기가 있어 먼저 부축을 받아 정자로 돌아가 자리에 들

어 누웠다. 부친은 흥이 나서 홍씨 아저씨와 걸어 앞강으로 내려가 훌쩍 배에 올랐다. 우리들

과 종형제들 중에 한 사람도 떨어진 이가 없었다. 부친께서 어제 배를 타지 않았기에 오늘 먼

저 배에 올랐다. 어제는 병 때문이었고 오늘은 흥 때문이었다. 흥이 지극하여 병을 잊은 것이

다. 또 바람이 자고 강물이 평온하였기에 쉬워서 또한 병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배

가 막 출발하자 동산에서 밝은 달을 토하였다. 뱃머리에서 풍악을 연주하니 달빛이 점점 산뜻

하였다. 배 안에 짚으로 엮은 방은 달빛을 가린 것이 싫어서 다 철거하였다. 두 여인으로 하여

금 선루(船樓)에서 마주보고 춤을 추게 하였다. 금빛 물결이 영롱하여 옷과 얼굴을 밝게 비추

었다. 강 가운데 둥실 떠가니 멀리 몽롱하게 안개 덮인 숲 사이에 한 두 주렴을 드리운 누각이 

높고 낮은 곳에 어른거렸다. 물을 바라보고 창을 열어 등불이 가물거렸다. 아득하여 마치 산

수화를 그려놓은 것 같았는데 바로 우리 정자였다. 

또	다른	손자	김시좌(金時佐,	1664-1728)는	귀래정의	주인이	되어	얼음	같은	볼을	가진	매화와	눈	같은	

날개를	가진	학과	더불어	강과	바다,	구름과	달빛	사이에서	유유자적하고	싶은	마음에	매학당(梅鶴堂)을	

지었다.	또	관란정(觀瀾亭)을	지어	강물을	내려다보곤	하였는데	서가,	거문고,	매화	화분,	향불	등을	둔	운

치	있는	건물이었다.

이들	집안	외에	송광연(宋光淵,	1638-1695)이	귀래정	바로	곁에	범허정(泛虛亭)을	짓고	김광욱의	후손들

과	친하게	지냈다.	범허정의	상량문(上樑文)에서	송광연은	“여인의	쪽진	머리	같은	봉우리	이어진	것은	멀

리	바라다	보이는	계양산(桂陽山)이요,	학이	나는	물가가	구비	도는	것은	다시	인접해	있는	난지도(蘭池島

)라네.	빈	산이	묵혀	있는	곳은	인학사(印學士,	印份)의	옛터요	낚시하던	둔대가	황량한	곳은	신습유(申拾

遺)의	옛	자취라.	오래된	성	21리에	걸쳐	있어	언덕과	골짜기의	기이함이	있고,	강마을	8-9채가	있어	꽃

동산의	빼어남이	많다.”라	하였다.	송광연의	아들이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인데	그	호가	장밀헌(藏密

軒)이다.	그가	머물던	집도	정선의	그림	<행호관어>의	가운데	있는	큰	건물이	범허정	혹은	장밀헌으로	추

정된다.

또	홍주국(洪柱國)의	외손자요	김광수(金光遂)의	부친인	김동필(金東弼,	1678-1737)은	귀래정	곁에	낙건

정(樂健亭)을	짓고	이를	호로	삼았다.	이	낙건정은	정선의	그림에도	그려져	있다.	이덕수(李德壽)는	<낙건

정기>에서	“행호	물가의	정자들은	굽은	언덕에	어부의	집이	붙어	있는	듯한데	낙건정이	가장	빼어나다.”고	

하였다.	낙건의	뜻은	구양수가	예전	살던	영주(穎州)를	그리워	한	시의	마지막	구에서	“몸이	강건할	때	비

로소	즐거운	법,	늙고	병들어	부축해야	할	때를	기다리지	말게나(及身强健始爲樂	莫待衰病須扶携”에서	

취한	것이다.

정선의	그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의정을	지낸	이재(李縡)의	조부	이숙(李 )이	일휴정(逸休亭)을	아우

의	정자	읍호정(挹湖亭)과	마주하여	짓고	우애를	다졌으며,	이숙의	아들	이만성(李晚成)은	귀락당(歸樂堂

)을	짓고	살았다.	또	그	동쪽	난지도	가기	조금	전	덕은리(德隱里)에	김재찬(金載瓚,	1746-1827)의	별서

가	있었다.	다시	난지도	강	언덕에는	수이촌(水伊村),	혹은	수생리(水生里)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우리말로

는	물이촌이라	불렀다.	정선의	<금성평사(錦城平沙)>가	이	일대를	그린	그림이다.	이곳에는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이	살았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기전고(箕田攷)』	등을	저술한	뛰어난	학자다.	

특히	『기전고』는	청나라	장생목(蔣生沐)의	『별하재총서(別下齋叢書)』에	수록된	이래	근대	중국의	총서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조선의	저술로는	드문	예라	하겠다.	한백겸은	수이촌을	물이촌(勿移村)으로	이름을	바꾸

고	그	집에	이름을	구암(久菴)라	하였다.	‘구암’과	‘물이’를	합하여	오래도록	은거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구암은	북쪽	언덕	아래	있었는데	그	곁에	대나무	수백	그루를	심었으니	다시	대나

무의	곧은	정신을	배우려	한	것이었다.	훗날	이	땅은	채팽윤(蔡彭胤,	1669-1731)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빛

이	났다.	채팽윤은	오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구암’과	‘물이촌’의	정신을	사모하여	자신의	집을	‘물이소(

勿貳巢)라	붙였다.	<금성평사>에는	아마도	채팽윤의	물이소가	그려져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