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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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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글에 담았다. 이규보는 시와 술, 거문고를 좋아해 삼혹호(三酷好)선

소묘는 인류역사에 걸쳐 대중적이고 기초적인 표현수단 이었다

생이라 불렸으니, 풍류를 즐기며 많은 시문을 남겼다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글과 소묘는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양지역의 고전문학을 접해 보면서 기존 알려진 이규보 외에도 많은 문
인들이 계양산을 주제로 글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1797(정조21) 정조대왕이 화성행궁 행차 중에 김포장릉을

계양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옛 문인들이 남겨놓은 글
을 바탕삼아 역사유적 발굴과 보존에도 힘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역사와 문화가 빛이 나는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

거쳐 부평도호부를 들러 시문을 남겼다. 또한 정조는 부평의 지명을 활용
해 민부정평(民富政平)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서는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특성화사업비로 지원을 받아 출간하게
되었다. 기록물을 발간한다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뒤따를

백운거사(白雲居士)이규보(李奎報)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인이다
이규보는 계양도호부 부사로 13개월 동안 머물면서 약70편의 시문과
산문을 남겼다하니, 과히 고려 최고의 문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규보가 행정처리 잘못으로 좌천되어 이곳 계양으로 부임되어 오면서
유배지로 온다 생각하였던 것 같다. 처음 임지로 오는 길에 지은 시문
“계양부사로 부임하여 조강(祖江)을 건널 적에”라는 글에 그의 심정을

것이다. 영원히 남아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에도 본서를 집필하는데 수고해주신 인천사연구소 김상태 소
장님과 집필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 문인들의 계양을 소재로 쓴 글을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는 보람
으로, 이후 계속적인 계양의 고전문학을 찾아내어 증보판 발간을 기대합
니다.

잘 표현해 주었다.
이규보는 계양에 머무는 짧은 기간에 많은 시편을 남겨, 계양산을 중심

2020. 12

으로 한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머물렀던 관사인 자오당터, 초정지,
망해지를 읊은 망일사지, 명월사지, 계양산성등 지금도 남아있는 많은 지

8

계양산 자락에서 일군 삶의 소묘

계양문화원장

이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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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

사

계양구의 고전문학 유산을 모아 정리한『계양지역의 고전문학』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계양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양의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고전 문학작품들을 모아
제작된『계양지역의 고전문학』은 계양 역사문화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
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계양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이번 책자 발간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긍지를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찬용 계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양구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터를 잡
아 살아오기 시작한 이래 470년 고구려 때 주부토군을 설치하면서 역사에

2020. 12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1215년 고려시대 계양도호부로 명명되어 올해로 계
양정명 805년을 맞이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박형우

올 해는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과 계양산성박물관의 개관으로 역사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한층 더 단단히 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계양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발굴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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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인천 계양 지역의 고전문학 유산

지역과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지역 일부도 계양에 속하였다. 따라서
계양 지역의 고전문학이라고 할 때는 앞서 언급한 지역들도 함께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계양 지역의 고전문학은 단순히 계양 지역 안에서 산출된 작품의 총체

1.

라기보다는 과거 인천 계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 정체성을 잘 드러
내주는 작품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주지하듯이 계양의 지리적 특성은 계

인천 계양 지역의 명칭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본래 고구려 때는 주

양산을 중심으로 서해바다와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전통 시

부토(主夫吐)였으나,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는 장제(長堤)라 고쳤고, 고

기 계양 지역의 형승(形勝)에 대해 보통‘삼면이 모두 물이다.’
라고 일컬

려 초기에는 수주(樹州)·안남(安南)으로 개명하였다. 그러던 중 고려 고종

어져 왔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의 서해바다와 한강에서의 뱃놀이나

2년인 1215년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승격되어 지난 2015년 정명 800

유람에서는 으레껏 계양산이 소환되는 바, 계양 지역 고전문학 작품의

주년을 맞이하였다. 고려 말에는 길주(吉州)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부평(富

창작 및 향유 공간은 서해바다와 인근 도서(島嶼), 한강 일대까지도 확

平)이라는 이름을 얻어 조선시대에는 줄곧 부평으로 불렸다. 광복 이후에

대될 수 있다.

는 인천 북구였다가 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다시 계양이
라는 이름을 되찾아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계양은

2.

현재 인천에 속한 행정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이름만큼은 인천보다도
또 부평보다도 더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본서는 인천 계양 지역의 고전문학 작품들을 발굴·정리하기 위한 목적으

지역 문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의 문학적 경계 범위

로 집필되었다. 시대 범위는 1215년‘계양’정명 이후의 고려시대와 조선시

를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계양이 조선시대 부평과 같을 것이

대까지로 한정하였다. 수집 작품의 범위는 ①임직·유람·공무·여정 등의 이

라 생각하기 쉽지만, 고려시대 계양은 훨씬 더 넓은 구역을 관할하고 있었

유로 인천 계양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른 문인 작가들의 시문과 산문, ②계

으니, 현재의 인천 계양구·부평구·서구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김포·부천

양 지역의 문화 공간, 예컨대 계양산 일대와 관청·향교·불우(佛宇)·사묘(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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廟)·고적(古跡) 등을 배경으로 산출된 작품, ③계양 지역의 전설·민담 등의

府副使兵馬鈐轄)이 되어 계양으로 부임하여 13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 기

구비문학 자료, ④고려사(高麗史)·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국고

간 동안 이규보는 시문과 산문을 합하여 70편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과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계양 지역에 대한 역사 기록으로 정하였다.

거 계양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지은 사례는 이규보가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계양 지역 관련 고전문학 자료의 규모는 개인

유일하다. 이규보의 작품은 조선시대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

작가 작품으로 시문 약 120여 수와 산문 30편, 구비문학 자료 약 20건,

호부(富平都護府)에 대한 여러 항목 기술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

국고문헌 소재 기사 약 90건 정도가 있다. 이밖에 지리지·지도류·고서류

로 지역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등도 약 50건 내외가 존재한다. 본서는 이 가운데 계양 지역의 지리적 문

제2부는 계양의 지역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계양산과 관련된 시

화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문학적 유산과 과거 계양 지역 백성들의 삶

문 13수와 산문 1편을 모았다. 여기에는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의 모습을 담은 기록 자료들을 중심으로 작품들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문인들 가운데 계양산의 풍경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거나 직접 계양산을

것이다.

유람하면서 남긴 시문과 산문 중에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가려뽑았다. 한

이번에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는 계양 지역 고전문학 작품들은 일반 시

편 조선시대 한강이나 서해바다에서 뱃놀이나 풍류를 즐기면서 또는 계

민들에게 지역의 문학·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증진시키는 독서

양과 인접한 양천·고양·김포·통진 등에서 기거하면서 지은 시문에는 자주

물이 되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인천 계양 지역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양산이 문학적으로 소환된다. 특히 장강(長江) 지류를 끼고 멋진 풍경

계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을 뽐내는 중국의 고도(古都) 계양(桂陽)의 이미지를 심상공간으로 활용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여, 한강 하류 곁으로 우뚝 솟아있는 계양산을 작품화한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선시대 풍류 문화 공간으로서 계양산이 지닌 장소성을 보여주는

3.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제3부는 조선시대 여러 문인들이 계양을 지나는 길목에서 바라본 계양

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그려낸 시문 13수와

제1부는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李奎報)의 시문 30수와 산문 5편을

산문 1편을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눈에 비친 계양의 모습은 어

발췌하였다. 계양을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이규보를 첫째로 꼽지 않을 수

떠하였을까, 또 그들은 계양의 모습을 어떻게 작품화하고 있을까 하는

없다. 신진사인으로서 진취적 기상과 포부를 펼치기 위해 최씨 무신 정권

궁금증의 단서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더욱이 주지하듯 문학은 사회상을

에 적극 참여하였던 이규보는 뜻하지 않은 일로 벼슬길에서 낙마하여 그

반영한다. 문학은 특정 시기 사회만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의 나이 52세 때인 1219년 4월 외직인 계양도호부부사 병마검할(桂陽都護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국왕 정조(正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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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에 잠시 머물면서 풍년 든 가을 계양 지역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실감하고 있기도 하고, 동시대 문인
윤기(尹愭)는 계양 지역 민초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 삶의 애환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기도 한다.
제4부는 계양 지역의 역사 서사 자료와 구비문학 작품 6편을 담았다.
먼저 계양 지역 출신으로서 계양을 대표할 만한 역사 인물로 고려시대 문
관 손변(孫抃)에 주목하고 그의 생애 기록을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 조선시대 계양(부평)지역의 큰 사건이었던
부평 온천 개발 사건을 세종실록(世宗實錄) 기사들을 재구성하여 이야
기 형식으로 꾸며보았다. 한편 계양 지역의 설화 자료는 그간 조명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계양 지역에 전승되어 채록된 설화 4편을 새롭게 각
색하여 선보이게 되었다. 이상의 서사 자료들은 계양 지역 문학의 다양성
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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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으로의 부임과 관료 생활
- 백운거사 이규보

계양부사로 부임하며 조강(祖江)을 건널 적에

저문 산 어두운 연기에 물은 길기도 해
험한 여울 미친 바람에 건너기도 어렵구나
천박한 운명 이제 또 귀양살이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임금님 향한 마음 버리기 어렵다오
晩山煙瞑水漫漫, 灘險風狂得渡難.
命薄如今遭謫去, 尙難拚却望長安.

[해설]
이규보가 계양으로 부임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중앙에서의 행정 처리로
인해 탄핵을 받아 좌천을 당해서이다. 이규보는 수도 개경을 떠나 계양으로 오면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祖江, 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을 건너면서 시부(詩賦)
를 지어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고 마음을 달랬었다. 이규보는 처음 계양에 올 때 마치
새로운 임지로의 부임이 아니라 유배당한 느낌을 가졌다.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자
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 날이 저물어 어두컴컴한 날씨와 세찬 바람과 험난한 물
결뿐이다. 특히 원문의‘적거(謫居)’
라는 표현이 그의 심정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

上 : 이규보 영정
下 : 이규보 묘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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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자오당기(桂陽自娛堂記)

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고량자(膏粱子)2)들에게는 비록 부족한 것 같
지만 나에게는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시인(詩人)은 운명이 박
하다’
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한 것이어서, 나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사

정우(貞祐) 7년(1219년) 초여름에 나는 좌사간 지제고(左司諫知制誥)에

(有司)의 무고(誣告)를 입어 이 유황(幽荒)하고 비습(卑濕)한 곳에 오게 되

서 계양(桂陽)의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산기슭의 갈대 사이

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이 시키는 일이고 사람이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닐

에 있는 마치 달팽이의 깨진 껍질같이 다 쓰러진 집을 태수(太守)가 거처할

것입니다. 만약 집이 크고 호화로우며 거처하는 것이 화려하여 스스로 폄

집이라고 하였다.

손(貶損)된 것을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처우하는 뜻에 어

그 구조를 살펴보니, 휘어진 들보를 마룻대에 걸쳐놓고 억지로 집이라고

긋나는 것이어서 더욱 화를 부르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의

이름했을 뿐이다. 위로는 머리를 들 수 없고 아래로는 다리를 뻗을 수 없

누추한 것은, 홀로 나만이 즐거워할 바이고 여러 사람들은 매우 이맛살

다. 더운 때를 당하여 여기에 거처하면 마치 깊은 시루 속에 들어가서 찌고

을 찌푸릴 일입니다. 어찌 나 자신의 편벽된 기호(嗜好)로써 남에게 같이하

지짐을 당하는 것 같았다. 처자와 종들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모두 들어

기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사를 지내거나 풍악을 울리고 미인

가 살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홀로 즐거워하여 먼지를 쓸고 거처하면서

을 부르는 즐거운 일이 있다면, 난들 무슨 마음으로 혼자만이 그 즐거움

당(堂)의 이름을‘자오(自娛,자신만이 즐긴다는 뜻)’
라고 써 붙였더니, 손님 중

을 누리면서 손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 그 이름의 연유를 따져 묻는 이가 있었다.

고을에 살고 이 당에 거처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즐거움이 없을 것은 분명

그가 말하였다.“지금의 태수는 옛날의 방백(邦伯)이라 빈객이 만나 뵙
기를 청하는 발걸음이 날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 당에 오르는 사람들
은 다 관원 중에 준수한 인물이며, 선비나 승려의 우두머리인 뛰어난 자들

합니다. 또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러자 손님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손님과 나눈 대화를 그대로 기
록하였으니, 때는 기묘년(1219년) 6월 24일이다.

로서 태수와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수께서‘자오’
라고 당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것은 앞에 든 손님들을 사
람 축에 넣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 사람에게 도량이 넓지 않은 것을 보입
니까?”
나는 웃으며 말하였다.“손님께서는 어찌 이러한 말을 하십니까? 내가
문하성(門下省)의 낭관(郞官)으로 있을 때에는 나가면 누런 옷을 입은 하
예(下隷)가 앞에서 갈도(喝道)1)하고, 들어오면 맛 좋은 음식이 앞에 가득

22

계양산 자락에서 일군 삶의 소묘

1) 갈도(喝道) : 길을 비키라고 소리쳐 행인을 물리치던 일.
2) 고량자(膏粱子) : 부귀한 집에서 맛 좋은 음식만 먹고 고생 없이 자라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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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좌천으로 계양으로 온 이규보의 마음에 드는 일이 있었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고깝지 않게 보였으리라. 부임 후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태수로서 앞으로 거처할 집이
었다. 그런데 이규보의 눈에 비친 집의 모습은 달팽이의 깨진 껍질같이 다 쓰러진 형상
이었다. 위로는 머리를 들 수 없고 아래로는 다리를 뻗을 수 없을 만큼 비좁은 집이었
다. 하지만 이는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계양의 태수가 머무는
관저인데, 실제로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앙에서 좌천되어 계양으로 부임하였기 때
문에 이규보의 눈에는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
진 것이리라. 이규보는 손님과의 대화 중에서도 계양에 대해‘유황(幽荒)하고 비습(卑
濕)한 곳’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부임 초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억
지로라도 관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재기를 노려야 했을 터, 자신의 거처 이
름을 자신만이 즐긴다는‘자오당(自娛堂)’
이라 지은 것은 내면의 심사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자오당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22번길 24 고양골체육관 국궁장 내 소재(출처 : 계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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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公廳)에서 퇴근하여 아무 일도 없다

잠이 많으니 몸에 대자리가 백이네
바둑판이 한가로우니 독수(毒手)가 놀고
술이 떨어지니 먹는 입도 다물었네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적막하기 고촌(孤村) 같구나

생애사 늙음과 가난뿐이라

머리엔 녹태책(鹿胎幘)3)을 비스듬히 쓰고
몸에는 독비곤(犢鼻褌)4)을 둘렀네.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호랑이는 대낮에도 나타나고

묵묵히 앉아 공왕(空王)5)만 생각하네

모기는 해지기 전부터 물어뜯누나

주린 쥐는 서가에 오르고

우스워라 잔성(殘城)을 지키는 사람

산골의 새는 책상에 드누나

부질없이 궁궐만 꿈꾸네

긴 해를 보내기 무료하여
지는 해 바라보며 기뻐하노라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북헌(北軒)에 높이 누워 바람 쐬네

옛날의 광기도 부릴 수 없네

무너진 벽엔 뱀 허물 남아 있고
거친 섬돌엔 벌레 끄는 개미뿐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졸고 나도 힘없이 눈만 감기고

백수로 외로이 갇혀 지내는 듯

병환 뒤에 흩어진 머리털만 떨어지네

벼슬의 즐거움 알지 못하고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얼굴이 틀림없는 시골 늙은이로세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더운 기운이 푹푹 사람을 찌누나
읊조리길 오래하니 두건이 비스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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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태책(鹿胎幘) : 은자(隱者)가 쓰는 녹비(鹿皮)로 만든 두건.
4) 독비곤(犢鼻褌)

: 거친 베로 지은 쇠코잠방이. 진(晉)나라 때 완함(阮咸)은 길 남쪽에 살고, 다른 완씨(阮
氏)들은 길 북쪽에 살았는데, 북쪽에 산 완씨들은 다 부유했고, 남쪽에 산 완씨는 빈곤했던바, 한번은 7
월 7일에 북쪽의 부유한 완씨들이 모두 좋은 비단옷들을 밖에 내다가 포쇄(暴曬)하자, 완함은 거친 베로
지은 쇠코잠방이를 장대에 걸어 마당 가운데 내다가 포쇄했던 고사에서 온 말로, 매우 초라하고 빈곤함
을 비유한 말이다.
5) 공왕(空王)

: 제법(諸法)의 성품이 공(空)하다는 것을 깨달아 적정(寂靜) 무애(無礙)의 경지를 체득했다는
뜻에서 붙여진 부처의 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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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질없이 임금 뒤따른 것만 생각하네

退公無一事, 寂寞似孤村. 頭岸鹿貽幘, 身遮犢鼻褌.

조정은 하늘처럼 멀기만 하고

虎來猶白日, 蚊噆未黃昏. 笑矣殘城守, 徒勞夢掖垣.

세월은 물처럼 흘러가누나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退公無一事, 高臥北軒風. 壞壁蛇遺蛻, 荒階蟻曳蟲.

벼슬을 탐내어 물러나 쉴 줄 모르네

睡餘浮眼纈, 病後落頭蓬. 笑矣殘城守, 形容劇野翁.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退公無一事, 暑氣謾蒸人. 吟久巾欹領, 眠多簟印身.

문밖에 아전(衙前)들도 드물구나

棋閑遊毒手, 酒盡錮饞脣. 笑矣殘城守, 生涯老更貧.

듣는 귀 고요하니 매미소리 시끄럽고
몸이 구속되니 나는 새가 부럽도다

退公無一事, 黙坐念空王. 飢鼠登書架, 幽禽入印床.

집이 낮아 머리를 부딪칠 지경에

不堪消永日, 聊喜向斜陽. 笑矣殘城守, 無由放舊狂.

자리가 좁아 손 내젓기도 어렵다네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退公無一事, 白首若孤囚. 未識邦侯樂, 空思法從遊.

어느 때 만기 되어 집으로 돌아갈까

朝廷天共遠, 日月水同流. 笑矣殘城守, 貪官莫退休.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退公無一事, 門外吏人稀. 耳靜嫌蟬噪, 身拘羨鳥飛.

머리 풀어 헤치고 자유로이 산책하도다

屋矮頭可觸, 地窄手難揮. 笑矣殘城守, 何時告滿歸.

손님에겐 나물 삶아 대접하고
아이 불러 약묘(藥苗)에 물 주라 하네

退公無一事, 散髮自逍遙. 對客蒸蔬菜, 呼兒灌藥苗.

얼굴엔 세상 변한 것 싫어하는 기색이

顔因猒世燮, 首爲望京翹. 笑矣殘城守, 剛腸老亦銷.

머리 돌려 서울 쪽만 바라보네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늙으니 강한 마음도 약해지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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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판(通判) 정군(鄭君)에게

계양부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규보의 심사는 여전히 편치 않다. 중앙에서는
아침에 등청하여 임무를 볼 때는 물론이요, 퇴청 이후에도 여러 문사들과의 모임이 끊
이지 않아, 그야말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르는 사람도 많고 오라는 곳도 많았다.
중국의 문인 소동파(蘇東坡)가 이르기를‘아픈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가려운 것은 참

강남 벽지에 외로운 죄인 되어

을 수 없고, 바쁜 것은 참을 수 있으나 한가한 것은 참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

갇힌 새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네

규보는 정말 그랬던 듯하다. 사실 계양은 개경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도 아

남장(嵐瘴)6)이 훈증하여 얼굴 점점 검어지니

니었지만, 아무렴 화려한 수도 개경에 비길 수 있으랴! 계양은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

옛 친구 만나면 부끄러워지리

고 곳곳에 뱀 허물이 널부러져 있으며 모기에 벌레에 그저 지저분하게만 느껴진다. 게
다가 할 일도 별로 없어 시간도 잘 안 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이
규보는 스스로 이런 초라한 고을에 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하면서 개경으로 돌

사람들 순박하고 일이 적어 기쁘기는 하나

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땅이 척박하고 백성 쇠잔하여 차마 볼 수 없네
공무를 마치고 관아에 앉아 아무 일 없으니
벼슬아치로서는 무사하나 더욱 편안하기 어렵네
江南地僻作孤囚, 猶似籠禽不自由.
嵐瘴熏人顔漸黑, 相逢應愧舊交遊.
人淳事簡雖堪喜, 地瘠民殘不忍看.
公退坐衙無一事, 官人無事益難安.

6) 남장(嵐瘴) : 열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산천에서 생기는 나쁜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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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세 한탄

‘통판(通判)’
은 고려시대 지방 관부에 두었던 관직명으로 대도호부(大都護府)에 두
었던 판관(判官)을 일컫는다. 이규보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정군(鄭君)에게 편지를 대
신하여 시로써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낸다. 여전히 이규보는 자신이 계양 지역으
로 죄를 짓고 온 유배객이라 인식한다. 궁벽한 시골에 살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공청에서 퇴근한 쓸쓸한 한 늙은이

햇빛에 피부가 그을려 시커멓게 타는 것이리라. 이규보는 자신의 검게 탄 얼굴을 가리

궁벽한 시골 차가운 날이 봄보다 길구나

키며 시골 사람 다 되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세상 인심과 벼슬 상황은 가을 구름같이 얄팍하고

이규보가‘사람들 순박하고 일이 적다[人淳事簡]’
라고 한 시구는 조선시대 편찬
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부평도호부 <풍속(風俗)> 항목에 재인
용될 정도로, 계양(부평) 지역의 풍속과 세태를 적시한 표현으로 원용되었다. 계양이

병든 귀밑머리 시름겨운 수염은 섣달 눈같이 희었네
포(脯)같이 여윈 몸 숨결조차 미약하거니

실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사건 사고가 적어 관료로서 나쁜 임지는 아니었

불 꺼진 재 같은 마음으로 무슨 할 말 있으랴

겠으나, 이규보에게는 오히려 할 일이 없어 심심하고 따분한 곳으로 느껴진 듯하다.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형상이 쓸쓸하여

그도 그럴 것이 단기간에 큰 성과라도 내야 중앙으로 다시금 복귀할 여지가 생길 터

황당(黃堂)7)에서 인수(印綬) 찬 사람 같지 않구나

이니 말이다.

公退蕭然一白綸, 窮鄕寒日永於春.
世情官况秋雲薄, 病鬢愁髥臘雪新.
瘦脯若將餘喘去, 死灰那有寸心陳.
仰天痛哭形寥落, 不似黃堂佩印人.
[해설]
계양으로 부임하여 자신의 처지를 줄곧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규보. 공청에
서 퇴근하여도 쓸쓸하기만 하고 날씨는 차갑기만 하다. 좌천된 자신을 기억하여 연
락하거나 위로하는 이도 없기에 더욱 서글픈 마음에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간다. 스스
로 보아도 자신이 불쌍한 처지인지라, 이제는 하늘을 향해 통곡까지 해 본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계양부사는 내게 걸맞지 않은 자리라고!

7) 황당(黃堂)

: 태수(太守)가 거처하는 집무실을 가리킴. 옛날에 태수 집무실의 벽을 자황(雌黃)으로 바른
데서 연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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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떨어지다

배고프고 목마름이 진실로 마땅하구나
어찌하여 부질없이 스스로 한탄하면서
이 짧은 눈썹을 찡그리는가

내 본래 술 즐기는 사람이라

입 벌려 억지로 큰 웃음치니

입에서 잔 뗀 적 없었네

웃음이 식어서 도리어 슬프네

비록 함께 마실 손님 없어도

이 말을 경솔히 누설치 말라

독작(獨酌)도 사양치 않는다오

들은 사람 있으면 날 비웃으리라

항아리에 익은 술 없으니
마른 입을 무엇으로 적시리오

我本嗜酒人, 口不離杯卮. 雖無與飮客, 獨酌亦不辭.

지난 서울 시절 생각하니

顧無樽中綠, 燥吻何由滋. 憶昨在京輦, 月俸有餘貲.

월급은 쓰고도 남았네

釀得如許甕, 挹酌無停時. 家醞或未繼, 沽飮良足怡.

이만큼 큰 독에 술 빚어 놓고

嗟嗟桂陽守, 祿薄釀難支. 蕭條數家村, 何處有靑旗.

잔 들기를 그칠 때 없었지

亦無好事者, 載酒相追隨. 端坐一堂上, 竟日獨支頤.

집에서 빚은 술이 혹 이어대지 못하면

業已爲逐臣, 飢渴固其宜. 胡爲浪自恨, 攢我數寸眉.

사온 술로 기쁨을 만족시켰네

開口强大笑, 笑冷反噢咿. 此語勿輕洩, 聞者當哂之.

아, 슬프다 계양을 지키는 사람
월급이 적어 술 빚기 어렵다네
몇 집 안 되는 쓸쓸한 시골에
어느 곳에 술 파는 집 있으려나
일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술 싣고 찾아오지도 않네
단정히 당 위에 앉아
온종일 홀로 턱만 괴고 있다네
이미 쫓겨난 신하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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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술을 보내준 강대장(姜大丈)에게 감사하며

이규보는 백운거사(白雲居士)라는 호 외에도‘삼혹호(三酷好)’선생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술과 시와 거문고[음악]를 매우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이
규보는 술을 보내준 벗에게 사례하며‘근래엔 술마저 말라버려 이것이 온 집안의 가
뭄이었는데, 고마우이 그대가 좋은 술을 보내주어 때맞춰 내리는 비처럼 상쾌하다

훌륭한 그대는 정치 잘했다 만인이 일컬어

네.[邇來盃酒乾, 是我一家旱. 感子餉芳醪, 快如時雨灌.]’
라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거뜬히 삼사(三事)8)에 오르리라 여겼건만

한편 술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벗에게‘내가 바로 노숙한 의원이라 병을 잘 진단

어찌하여 늙도록 한 관직에 머물다가

하지. 누구 때문이냐 하면 틀림없이 누룩 귀신일세. 새벽에 아황주(鵝黃酒) 닷 말을

늙어서 관직 떠나 벽지에 사는가

단숨에 마시게. 이 약이 유백륜(劉伯倫)에게서 전해온 비방일세.[我是老醫能診病, 誰
爲祟者必麴神. 鵝黃五斗晨輕服, 此藥傳從劉伯倫.]’
라는 시를 보내기도 하였다. 즉

전답이 척박하여 쌀 수확 적어

친구에게 술병을 술로 다스리라는 해법을 일러준 것이다. 이것 외에도 이규보의 문집

집안 식구 모두가 굶주린다고 들었건만

에는 유독 술과 관련된 시문이 많이 남아 있다.

어떻게 천일주(千日酒)를 빚어서

이처럼 술을 좋아하는 이규보에게 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술이 떨어지는
상황은 계양으로 왔기 때문이다. 이규보는 서울에서는 월급이 많아 마음껏 술을 빚
어 마시고 또 술이 떨어지면 언제든 사 댈 수 있었는데, 이곳 계양에서는 월급이 적어

꼭꼭 봉하여 멀리 잔성(殘城)에 부쳤는가
잔성의 관리는 늙고 또 가난하여

마음껏 술을 빚을 수도 없고 또 술을 파는 곳도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렇지 않

독 안에 먼지만 있고 익은 술은 없다오

아도 싫은 곳이 더욱 싫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대의 맛 좋은 술 얻고 기뻐 또 춤추며
동료를 맞이하여 같이 취하고자 하네
은근한 후의를 무엇으로 갚을까나
다만 그대가 선문자(羨門子)9)보다 장수하길 비네

8) 삼사(三事) : 삼공(三公)의 지위로, 재상(宰相)을 가리킨다.
9) 선문자(羨門子)

: 옛날 선인(仙人)인 선문자고(羨門子高)를 말하는데, 진시황(秦始皇)이 일찍이 동해(東海)
에 노닐면서 선인 선문의 무리를 찾았다고 한다. *史記｢秦始皇本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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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君政最稱萬口, 謂君縱步登三事.
云何白首滯一官, 投老歸來栖僻地.

황보 서기(皇甫書記)의 시를 차운하여
비 내리는데 홀로 읊다

有田瘠鹵得米少, 聞道渾家飢欲死.
何從釀得千日酒, 題封遠寄殘城裏.
殘城老吏老更窮, 甕裏生塵無綠蟻.

흉년 들어 기뻐하는 소리 적은데

得君美醁喜且舞, 邀致同寮圖共醉.

봄이 한창이라 잠자는 맛 좋구나

慇懃厚意何以酬, 但祝君壽倒却羨門子.

돈 주고 우물물만 마시며10)
연침에 향기 어렸으나 맡지 못하네11)
궁벽한 언덕이라 꽃은 더디 피고

[해설]

궁한 마을이라 햇빛도 처량하네

술이 떨어져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이규보에게 친한 벗 강대장(姜大丈)이 술을 보

나아가 구루(岣嶁)12)를 구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내왔다. 보내준 술도 술이거니와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건 상대방도 관직을 떠나
벽지에 살면서 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술을 보내

슬프기는 황강(黃岡)의 귀양살이13)와 같네

주었기 때문이다. 본문의‘천일주(千日酒)’
는 한 번 마시면 취한 채로 천 일을 간다는

세상이 싫어 낯 들기 싫고

매우 좋은 술이다. 강대장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고급 술을 보내주었을 리 없다. 상대

사람을 꺼려 입도 뻥끗하지 않네

의 형편을 잘 알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술을 보내준 것에 대해

그대 새로 관기(管記) 된 덕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자 이규보는 상대가 보내준 술을 천일주라 칭한 것이다. 기실
진정한 술의 대가에게는 대소(大小)·청탁(淸濁)을 불문하고 술이기만 하면 모두가 좋

고을 가득 홀연히 빛이 나네

은 것이 아닌가!
10) 돈
 ……마시며 : 고을원으로서 청백하게 지냄을 말한다.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양(梁)나라 하원(何遠)이
무창태수(武昌太守)가 되었는데, 사람을 시켜 민가(民家)의 좋은 우물의 냉수(冷水)를 길어다 먹으면서
물값으로 돈을 주었는데 주인이 받지 아니하니,“그러면 그 물은 길어다 먹지 않겠다.”하며 기어이 돈
을 주었다.
11) 연침에……못하네

: 원문의‘凝寢’
은 지방 관아(官衙)의 한가로운 정경을 의미한다. 당나라 때 시인 위
응물(韋應物)의 시 <군재우중여제문사연집(郡齋雨中與諸文士燕集)>에“호위병에겐 아로새긴 창이 삼엄
하고, 연침에는 맑은 향기가 어리었네.[兵衛森畫戟, 宴寢凝淸香.]”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구절은 한
가로운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즐길 수 없음을 말한다.
12) 구루(岣嶁)

: 중국 형산(衡山)의 주봉으로, 하나라 우(禹)임금이 치수(治水)하던 때에 그 공(功)을 구루
봉 석벽(石壁)에 새겨 이를 우비(禹碑)라 부른다. 여기에서는 이규보가 지방관으로서 우임금의 치수사업
같은 큰 공적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말한다.
13) 황강(黃岡)의

귀양살이 : 황강은 중국 호북성의 지명으로 송나라 소동파(蘇東坡)가 유배를 갔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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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 얘기하니 천 갈래 정이라

병중에 문학(文學) 송군(宋君)에게 보내다

회포를 잊고 한바탕 웃네
다만 관의 검속(檢束)으로 인하여
술 취해 광태를 부리지는 못하네

쓸쓸해라 두 귀밑털 참 많이도 희었는데

깊은 거리엔 보슬비 내리는데

억지로 수령 되어 한 지방을 맡았도다

성근 숲엔 해가 저물려 하네

술잔이 마른 날엔 살았어도 죽은 셈이요

내 깊이 애련(愛戀)이 있기에

손님 찾아올 땐 욕 가운데 영화로세

자네의 괴로운 심정 알 수 있다네.

병중에 친구 생각하니 부질없이 눈물 나고

歲儉懽聲小, 春酣睡味長. 投錢空飮井, 凝寢阻聞香.

늙어 어진 임금 생각하니 정답기 그지없네

僻塢花期晩, 窮閻日色涼. 出非求岣嶁, 悲似謫黃岡.

가령 이 몸이 거친 이 땅에서 죽는다면

厭世顔慵擧, 嫌人口莫張. 賴君新管記, 滿邑忽生光.

백골을 어느 누가 거두어주랴

話舊情千緖, 忘懷笑一場. 但緣官檢束, 未放酒顚狂.
深巷猶纖雨, 疏林欲夕陽, 以予深眷戀, 知子苦思量.

雙鬢蕭條雪萬莖, 强名邦伯得專城.
酒杯乾日生中死, 賓從來時辱裏榮.

[해설]

病憶故人空有淚, 老思明主若爲情.

서기(書記)는 고을원을 보좌하여 기록 관리 임무를 담당하는 관원이다. 이규보가

假敎身斃南荒地, 白骨何人拾取行.

계양부사로 재임 당시 황보 서기와 매우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가
남긴 시문 중에 황보 서기와 주고받은 시문이 여러 편 존재하며 그중에는 황보 서기
가 이규보에게 부채와 먹을 선물한 내용도 있고 함께 인근 사찰을 유람한 내용도 보
인다.

[해설]

황보 서기 역시 깊은 괴로움이 있었던 듯하다. 추정컨대 관직의 승진 여부 혹은 보

힘들고 아플 때 생각나는 벗, 가장 절친한 벗이 아닐까. 52세의 나이로 계양에 부

직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작품에서 이규보는 계양부사로의 임직이 귀양살이

임한 이규보. 흰 머리가 부쩍 늘고, 월급이 적어 술도 마음껏 못 마시고, 간혹 손님이

같고 이로 인해 외부 활동을 꺼렸던 자신의 사례를 들어 황보 서기를 위로한다. 나도

찾아오면 더없이 기쁘련만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다. 병에 걸려 마음이 연약해진 상황

겪어봐서 네 마음 안다!! 이규보는 황보 서기가 새로 부임하여 고을이 활기를 띠고 자

에서 문득 생각나는 벗. 벗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혹 내가 죽으면 자네가 내 시

신도 웃을 일이 생겼다며 상대를 한껏 추켜세우고 있다.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마음속

신을 거두어 주려나?

응어리를 풀어던지고 싶지만 관직에 있는 몸이라 광태를 부리기는 어렵다며 상대방을
다독거린다. 지위의 고하를 떠나 인간적인 교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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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太守)로서 고을의 부로(父老)들에게

[해설]
계양으로 부임하여 한동안 불편한 심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던 이규보. 하지만 일
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지던 계양의 백성들에게도 친근감을 가
지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동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작품에 이르러 이규

나는 늙은 서생으로

보는 시인 특유의 애민의식을 표출하는데, 스스로 태수라는 권위를 내려놓을 터이니,

스스로 태수라 일컫지 않겠네

자신을 시골 늙은이처럼 친근하게 여기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호소

내 말을 고을 사람에게 부치노니

하기를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 찾듯 하라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에서 태수로서 지역 백

나를 시골 늙은이처럼 여기고

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가뭄이 들어 시름
에 쌓인 농민들을 위로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한 소치라며 자책하는 모습도

억울한 점이 있으면 곧 와서 호소하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곧바로 백성들을 위해 기우제문을 지어 바치는 계기로 작

어린아이가 어미 젖 찾듯이 하라

동하게 된다.

오랫동안 가물고 비 내리지 않는 것
이는 또한 나의 탓이로다
은근히 부로들에게 사과하노니
속히 사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네
내가 떠나면 그대들이 편안하리니
어찌 이 늙은이가 필요하겠나
我是老書生, 不自稱太守. 寄語州中人, 視我如野耈.
有蘊卽來訴, 如兒索母乳. 久旱天不雨, 是亦予之咎.
殷勤謝父老, 不如速解綬. 我去爾卽安, 何須此老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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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들이 태수에게 답하다

[해설]
위 작품은 이규보가 태수로서 자신의 입장을 부로들에게 드러내자, 고을의 부로들
이 태수에게 답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이규보의 작품은 아니다. 부로들의 입장이 다른
문인의 손을 통해 시문으로 작성되어 이규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태수께서 우리를 싫어하여

중요하게 살펴야 할 지점은 부로들로 대표되는 계양인들의 인정(人情)이다.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사직하고자 하시려네

고을원이 중앙에서 좌천되어 왔다는 것을 모를 백성들은 없었을 터, 더욱이 그로 인

우리 고을이 비록 땅은 척박하나

해 고을원이 부임지에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괴로운 마음

지세는 용같이 힘차다오

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백성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고을 백성들을 향해 위정자로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이규보를

이 고을에 부임해 온 사람은

위해, 백성들은 우리 고을이 비록 척박하기는 하지만 지세(地勢)가 좋아 머지않아 궁

얼마 안 되어 황지(黃紙)의 부름14)을 받으리니

중의 부름을 다시 받을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며 태수를 위로하기에 이른다.

원컨대 공은 잠깐만 참으시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듯,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난 백성들의 마음

감당(甘棠)에서 조금 쉬소서15)

을 읽은 이규보는 백성들에게 더욱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마땅히 구천의 사신이 있어
궁궐 안으로 맞아들이리다
太守厭吾儕, 意欲解腰章. 吾州雖瘠薄, 地勢龍軒昻.
於玆剖符者, 不月被徵黃. 願公忍須臾, 乍復舍甘棠.
當有九天使, 邀入紫微堂.

14) 황지(黃紙)의 부름 : 임금의 조서(詔書)를 뜻함. 옛날 임금의 조서에는 황지를 사용하였다.
15) 감당(甘棠)에서

조금 쉬소서 :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어달라는 뜻이다. 시경(詩經)｢소남(召南)｣<감
당(甘棠)>에,“주(周)나라 소공 석(召公奭)이 남국(南國)을 순시하다가 팥배나무의 밑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그 팥배나무를 차마 베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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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에서 성황(城隍)에 비를 비는 제문

신에게도 당연히 그 보답이 있을 테니 식언(食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무능한 내가 이 고을의 원이 되었으나, 본래가 서생(書生)이라 정사에 익
숙하지 못해 그 늦추거나 당김에 있어 백성들과 어긋나기가 일쑤입니다.

[해설]

한 지방의 가뭄이 곧 나의 탓이기 때문에 무릇 죄책(罪責)이 있다면 차라

성황(城隍)은 토지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리 나에게 따질 일이지 백성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혹독한 가뭄을 만나 내가 들에 가서 저 벼싹을 살펴본즉 열에 여덟아홉
은 대개 다 말랐고, 흙덩이에 넘어진 것은 마치 침(針)이 꺾어진 듯했으니,
당장 아침에나 저녁에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금년은 추수가 없을 지경입
니다. 나는 부끄럽고도 한탄스러워 땀이 물 흐르듯 하는가 하면, 팔짱을
낀 채 우두커니 서서 달갑게 천벌을 기다릴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을을 주관하는 자는 신(神)이요, 백성을 먹이는 자는 고을
원입니다. 고을이 가뭄을 만난 것이 비록 고을원의 부끄러움이긴 하지만,
백성이 만약 굶주린다면 신에게도 제사를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覽) 부평도호부 <사묘(祠廟)> 항목의 기록에 의하면‘성황사(城隍祠)’
가 부(府) 북
쪽 2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부평도호부관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2리 거
리면 계양산 남쪽 기슭에 해당하는 바, 추정컨대 고려시대를 이어 조선시대까지도 토
지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의 사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근간으로 삼아왔다. 농업에는 물이 필요하며, 특히 벼
농사에는 적절한 강우량이 필요하였다. 비는 한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였고,
한해 농사의 성패는 백성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국왕 이
하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의 기우제가 동원되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기우제에는 천지·산천·종묘·부처·용신에게 제를 지냈으며, 비가 내리도록 비는 법회
(法會)도 열고, 도교의 태일(太一)에 초제(醮祭)를 올리기도 하였다.
위 기우제문에서 이규보는 계양에 가뭄이 든 것은 모두가 자신의 탓이니 죄책(罪責)
이 있다면 자신에게 따지고 백성들에게는 해코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또 비가 내리

고을원으로서 고을에 거주하는 건 3년뿐이지만, 신은 이 고을 것을 먹을

지 않을 경우 백성들은 모두 굶주려 죽게 될 것이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호소하

일이 앞으로 끝이 없으리니, 이 백성들이 다 죽으면 신은 다시 누구를 믿

고 있다. 이규보의 위정자로서 애민의식이 진솔하게 묻어나고 있다.

을 것이며,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을원에 비해 누가 더할 것입니까. 만
약 운우(雲雨)의 권리가 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고을원의
하소연을 대신 하늘에 전할 수 있으리니, 그럴 경우 하늘이 어찌 모른 체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왕(大王)은 기운을 타고 허공에 달려가서 상제 궁궐에 호소
하여 우레와 번개 채찍을 재촉해 사흘의 흐뭇한 비를 내려서 우리 곡식들
을 적시어 가을의 수확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고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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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황에 비를 비는 제문

를 모른 체하고 구휼해 주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다 목숨을 의탁할 것
입니까. 만약 하늘의 못[天澤]을 잘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비를 퍼부어 적
셔 준다면, 이것이 바로 신의 맡은 바 책무일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혹독한 가뭄이 점점 더해가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시니, 이렇게 되는

고을원에게는 다행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것은 한모(旱母) 때문이라고 태수(太守)는 스스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 이 고을에 부임해서 위로는 혜택을 이어받아 화육(化育)을 편 것이 없
고, 아래로는 이로움을 일으키거나 해로움을 제거한 적이 없으며, 가는 곳

[해설]

마다 먼지를 적실 만한 비가 없고, 잇달아 돌을 녹일 가뭄이 있을 뿐이니

이규보의 진심이 통하지 않은 걸까? 하늘이 무심한 걸까? 앞서 기우제에도 불구하

이것이 한모가 한 짓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고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에 고을원 이규보는 하늘을 향해 다시금 스스로를
자책한다. 이규보는 계양에 가뭄이 든 것이‘위로는 혜택을 이어받아 화육(化育)을 편

지난달 어느 날에 잘못을 자책하고 허물을 뉘우쳐 감히 대왕에게 빌면

것이 없고 아래로는 이로움을 일으키거나 해로움을 제거한 것이 없는’자기탓이라고

서 대오리16) 노[筊]를 던져 그 늦고 빠름을 따져 물은즉‘사흘이 넘지 않

하면서, 이런 잘못을 자책하고 허물을 뉘우치면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 거듭 간절히

아 반드시 달콤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하기에, 내가 그대로 믿고서 밤낮

청하고 있다. 이러한 이규보의 태도는 계양부사로 부임하던 초기의 모습과는 크게 달

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끼느냐 볕이 나느냐를 점쳐가면서 목을 들

라진 목민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 바라던 나머지 5~6일을 지난 뒤에야 비로소 감질날 만한 비를 얻었으
니, 신(神)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까.
초목이 바싹 타버리고 샘물이 바닥이 났으니, 이야말로 백성들의 사느
냐 죽느냐 하는 때입니다. 만약 3일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벼곡식이 흉년
이고 6~7일까지 안 오면 오곡(五穀)이 흉년이고, 이를 지나도 오지 않으
면 백곡(百穀)이 다 흉년일 것이니, 백곡이 다 흉년이라면 신인들 무엇을
먹겠으며 백성은 장차 어떻게 살고, 원은 장차 무엇을 가지고 나라 세금
을 충당하겠습니까. 더구나 대왕은 이 땅의 것을 먹은 지가 오래거늘, 이

16) 대오리 :『주역周易』으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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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창(衿州倉) 벽상(壁上)에 쓰다

빗속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보고 서기에게 주다

늙어서 고을 맡아 책임 다하기 어려워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건 민력에 달렸고

부끄러움이 심중에 쌓여 이마에 땀이 나네

만인의 생사는 벼 싹에 매였네

창고의 곡식으로 빈민 구제하자 연해 비오니

다른 날 옥 같은 곡식이 일천 창고에 쌓이리니

하늘이 백성들 깊이 사랑함을 비로소 알겠도다

청컨대 땀 흘린 오늘의 공을 기록하게나

殘年典郡力難任, 愧積心中顙沘淋.

一國瘠肥民力內, 萬人生死稻芽中.

發廩賑貧仍得雨, 始知天意愛民深.

他時玉粒堆千廩, 請記今朝汗滴功.

[해설]

[해설]

금주(衿州)는 현재 서울시 금천구(衿川區)의 옛 지명으로, 고려시대에는 계양의 인

서경(書經)에“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民惟

근 고을이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이규보가 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

邦本, 本固邦寧.]”라는 말이 나온다. 유학의 민본주의 사상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은 백성들을 위해 인근 고을 금주의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운반하여 계양 지역의 빈

말이다. 기실 유학에서는 민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위정자 목민관 중에 이를 절

곤한 백성들을 구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작품에서 이규보는 고을원으로서 지

감하고 실천한 이는 드물다. 중앙에서 좌천되어 계양으로 내려온 이규보. 처음에는

역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목민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건만, 지방관으로 지내면서 어느덧 백성들의 삶

관으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는 듯하다. 백성들에 대한 선정(善政)에 감응하기라

의 현실을 지근거리에서 목도하며 그들을 향한 연민이 싹트고 있었다. 이규보가 중

도 한 걸까? 긴 가뭄 끝에 마침내 비가 내렸다. 그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앙의 요직에서만 떵떵거리며 지냈다면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계양으로

자신의 죄책 때문이라 하였건만, 비가 내리자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하늘이

의 좌천은 이규보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규보는 빗속에서도 손에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

서 일을 놓지 못하고 애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이 나라의 근간이라는 사
실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백성들의 땀 흘린 노고가 가을의 좋은 결실로 이어지고 나
아가 부국(富國)으로 이어지는 단초임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에 숙연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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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官寮)들에게 타이르다

공(龔)·황(黃)17)도 특별한 사람 아니니
힘써 배우면 이를 수 있으리라
다만 천성이 워낙 성글기에
오래도록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
달게 먹고 잠 잘 자며
백성의 송사는 까마귀 울음소리에 맡겼네
일찍이 그 완악함을 벌하지 않았고
그 도둑도 꾸짖지 않았소
누각에 누워 한가히 노닐면서
술 있으면 곤드레 취하였네
인정이 각각 같지 않으니
늙고 망령났다 말하지 마오
잔민(殘民)을 급박하게 다스리기 어려우니
계양산 이규보 시비, 계양산 계양공원 소재

잘 어루만져야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리
龔黃非異人, 力學行可到. 但緣天性踈, 稜角久未露.
甘食與安眠, 民訟任鵶噪. 不曾罰其頑, 亦不詰其盜.
臥閣自逍遙, 有酒卽醉倒. 人情各不同, 莫道老而耄.
殘民難急理, 可撫不可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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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노자(老子)에“가장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太上,

공암(孔巖) 강가에서

下知有之.]”라고 하였다. 젊은 시절 장자(莊子)의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어떠한 인
위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낙토)의 경지를 동경하며 노장(老莊) 사상에 깊이 심취했었
기 때문일까? 먹고 자는 일에 힘쓰고 술에 취에 송사 문제나 치안 유지조차 크게 개

목욕한 새는 날기를 게을리하고

의치 않는 계양부사 이규보의 통치 방식은 어딘가 모르게 무위(無爲)의 방식을 따르

밭 갈고 난 소는 한가로이 누웠구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자신의 통치 방식을 관료들에게도 권한다는 점이다.

겹친 봉우리는 산중의 성곽이요

전통적으로 위정자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방식이
었다. 하지만 이규보는 관료들을 향해 백성들을 잘 어루만지며 다스려야지 급박하게

닫는 배는 물 위의 역마로세

몰아부쳐서는 안 되며 더욱이 폭력적인 방법을 쉬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교시한다.
이러한 이규보의 생각은 노자의‘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사람들이 무언가

강가의 경치를 어여삐 여겨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

남몰래 갈대밭 물가에 왔네

難治.]’
라고 한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닐까 한다.

태수는 너를 힐책하지 않으리니
어옹은 마음 놓고 낚시질 잘 하게
欲殘飛倦鳥, 耕罷臥閑牛. 複嶺山中郭, 奔舟水上郵.
爲憐江上景, 潛到荻洲濱. 太守不汝詰, 漁翁好下緡.

[해설]
고려시대 계양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관할 구역보다도 넓어 지금의 김
포 일부와 서울 강서구 일부 지역까지를 포괄하고 있었다. 공암(孔巖)은 현재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다. 이규보는 한강 강가에 자리잡은 지역의 명소 공암을 둘러보며
이곳에서 자신의 눈에 비친 풍경을 시로 읊고 있다. 강물에 깨끗이 씻은 새, 한가로이
누운 소의 모습을 통해 모처럼 여유로움을 찾은 작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또 위
로는 산으로 아래로는 강물로 마음껏 눈을 돌려 즐기고 있다. 강가에서 낚시하고 있
17) 공(龔)

·황(黃) : 한(漢)나라 때의 순리(循吏)인 공수(龔遂)와 황패(黃霸)를 말하는데, 모두 선정으로 이름
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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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紫燕島) 제물원(濟物院) 정자에서 놀며

방랑하는 몸 배에 머물다가
눈이 확 트인 강정에 오르네

↓

해오라기는 흰머리를 들고
오리는 물에 목을 씻네
조수 소리는 빈 집에 은은하고
산록(山綠)은 깊숙한 뜰에 방울지네
이 아니 진인(眞人)이 머무를 곳이랴
무엇하러 번거롭게 지형을 점치는고

지세 높아 바다를 굽어보는 듯한데
생각 교묘하여 다시 정자를 세웠네
먼 섬에 인가 연기는 희고
깊은 숲에 귀화(鬼火)18)는 푸르구나
고기는 병혈(丙穴)19)에서 구함직하나
조선지도(朝鮮地圖) <양천현(陽川縣)> 공암(孔巖)

거위야 어찌 황정(黃庭)20)에 허비하리오

18) 귀화(鬼火) : 어두운 밤 음습한 땅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괴이한 불. 인화(燐火) 따위이다.
19) 병혈(丙穴)

: 맛 좋은 물고기가 나오는 곳이다. 병혈은 동혈(洞穴)의 입구가 병향(丙向)으로 뚫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진(晉)나라 좌사(左思)의〈촉도부(蜀都賦)〉에“좋은 물고기는 병혈에서 나오고, 좋은
나무는 부곡(裒谷)에서 나온다.[嘉魚出丙穴, 良木攢裒谷.]”라는 구절이 있다.
20) 황정(黃庭)

: 황정경(黃庭經)의 약칭.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가 산음(山陰)의 도사(道士)에게 황정
경을 써 주고 거위와 바꿨던 일화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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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경 화가에게 보이되

동료 벗들과 명월사(明月寺)에서 놀며

내 여윈 형상까지 그리게 하지는 말라

거친 개암나무 헤쳐 어렵게 여니
蕩身停木道, 豁眼上江亭. 鷺頂翹垂白, 鳧翁引濯靑.

돌길은 조금 평평하고 넓도다

潮聲殷虛廡, 山翠滴幽庭. 莫是眞人住, 何煩卜地形.

말에 내려 걷다가 엎어져
내 석 자 지팡이가 부러졌네

地高猶壓海, 心巧更營亭. 遠島人煙白, 深林鬼火靑.

다람쥐는 사람이 익숙지 않아

魚堪求丙穴, 鵝豈費黃庭. 莫使畫家見, 幷描我瘦形.

나란히 서서 멍하니 있네
주린 호랑이여, 으르렁대지 말라
나는 충(忠)·신(信)에 의지한 자라네

[해설]

나무 끝에 아련히 절이 서 있고

자연도는 영종도의 옛 이름이다. 제물원(濟物院)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

절집은 암벽에 의지하였네

부 <역원(驛院)> 항목에서‘인천부에서 서쪽으로 25리 되는 곳에 있다.’
는 기록이 보
인다. 즉 영종도에 있던 역원으로 인근 도서지역을 오가며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들을
위한 시설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예나 지금이나 육지와 바다가 만나 빚어내는 풍경

누가 그 이름을 지어
‘명월(明月)’
이라 표방하였나

은 사람들에게 좋은 즐길거리가 된다. 이규보는 계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자연도

장차 달같이 마음을 맑게 함이겠지

제물원에 있는 부속건물 정자에서 노닐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때는 바야흐

어찌 달을 바라보려고만 해서겠는가

로 신록이 짙게 우거진 봄, 해오라기와 물오리가 노닐고 멀리서 나직이 파도소리가 들
려오는 공간은 신선세계를 방불케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화가에게 명하여 그

방장(方丈)은 누대보다 높아

림으로 그려두게 해도 좋겠으나, 그간의 마음 고생으로 늙고 야윈 자신의 모습은 담

멀리 넓은 푸른 바다를 굽어보네

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 혹 자신의 모습이 옥에티가 될 수 있기에.

예부터 하늘에 오르기 어렵다 들었는데
홀연히 하늘 위에 올라있구나
물빛은 저 멀리 희고
서리는 일색으로 깔렸네
음산한 구름과 맑게 갠 노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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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이에 천태만상 짓누나

今朝駕言來, 大副夙心想. 請君更留連, 此是天所餉.

큰 배가 창파 가운데 떠가니
가볍기가 마치 갈매기 모양일세
어부에게 한 마디 말 전하노니

[해설]

유의하여 상앗대를 저으라

명월사(明月寺)는 계양산에 있던 사찰이다. 고려시대를 거처 조선 전기까지는 제법

네가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을

번창했던 사찰이었던 듯하나 현재는 절터로 추정되는 흔적만이 남아 있다. 작품의 첫
머리는 이규보가 벗들과 함께 명월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말을 타고 내

나의 시에 넣어 표현할 것이니

리길 반복하며 거친 수풀을 헤지고 돌길을 따라 걷고 있으나 걸려 넘어져 지팡이가

아, 내가 공무에 몰두하느라

부러질 정도로 산길은 순탄치 않다. 이윽고 저 멀리 산자락 암벽에 기댄 명월사가 보

오랫동안 맑은 감상 저버렸도다

이고 한달음에 달려가 절에서 바라본 일망무제(一望無際)의 풍경을 시로 읊었다. 예

이 고을에 온 지 이 년이 되었건만

전부터 명월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제야 찾아왔다. 계양으로 부임한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규보는 몸소 계양의 명승지들을 유람하고 있다.

아직 이곳을 한가로이 찾지 못했다니
오늘 아침에 말 타고 오니
크게 숙원을 성취했도다
청컨대 그대들은 오랫동안 머물게
여기야말로 하늘이 준 곳일세
荒榛撥難開, 石徑少平曠. 下馬行且顚, 折我三尺杖.
幽鼯不慣人, 拱立形惘惘. 飢虎爾莫嗥, 忠信吾是仗.
木末得招提, 架屋依巖嶂. 何人命其名, 明月以標榜.
欲將月澄心, 豈爲月可望. 丈室高於樓, 逈壓蒼海廣.
舊聞天難昇, 忽已在天上. 水色遠逾白, 霜練鋪一樣.
陰雲與霽霞, 頃刻千萬狀. 大舶點波心, 麽若輕鷗漾.

명월사 추정지. 계양산 북쪽 중턱.

寄語漁舟子, 着意好搖槳. 將爾閑遊形, 入我詩比況.
嗟予醉簿書, 久矣負淸賞. 到郡侵二年, 尙未此閑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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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사(萬日寺)에서 재를 올리고 술자리를 벌여준
동료 벗들에게 사례하며

[해설]
만일사(萬日寺) 역시 계양산에 있던 사찰이다. 과거 계양산 주변에 있던 사찰 중에
는 가장 큰 사찰로 알려져 있고, 계양산 서쪽 능선에 위치하여 서해바다를 한눈에 조
망할 수 있어 계양산에서도 최고 승경지로 손꼽히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절터만이 남
아 있다. 작품 본문의 망해정(望海亭)은 만일사에 있던 부속 건물로 추정된다.

크게 감사하노라, 제공들이 이 늙은이 잊지 않고
절간 찾아 진심으로 분향하고 곡식 시주해줌을
잇달아 항아리에 잘 익은 술 담아 놓고 불러
함께 화려한 망해정(望海亭)에 올랐네

위 작품에서는 이규보의 동료들이 만일사에서 분향하고 시주하며 이규보의 건강과
관운(官運)을 빌어주었다. 이어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절간의 정자에 둘러앉아 연회를
벌였다. 저 멀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돛배의 모습도 해질 무렵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적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조화롭기만 하다. 술이 거나해지자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마련
해준 이 모든 후의에 감동하여 눈물이 북받쳐온다.

먼 포구에 떠가는 돛배는 누워서 보내고
석양의 어적(漁笛) 소리는 잔 잡고 듣는구나
동료들의 후한 정에 어이 술을 사양하랴
취하고 나니 북받치는 눈물 금하기 어렵네
多謝諸公記老生, 心香信粒叩禪扃.
仍呼蟻泛盈壺酒, 共上翬飛望海亭.
極浦歸帆欹枕送, 夕陽漁笛把柸聽.
同寮情重那詞飮, 醉後難禁感涕零.

만일사 추정지. 계양산 서쪽 중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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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초정기(桂陽草亭記)

내가 오기 전에 이 정자는 뜻밖에 거문고를 불태우고 학(鶴)을 굽는 자
21)에게

헐리게 되어 황폐하고 쓸쓸한 옛터만 남았을 뿐이었다. 내가 그

것을 보고 슬프게 여겨 고을의 아전을 불러 말하기를,“이 정자는 이 태
계양(桂陽)이란 곳은 다북쑥 우거진 사이에 궁벽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수(李太守)가 창건한 것인데, 너희 고을에 무엇이 해롭기에 감히 헐어버렸

가서 놀 만한 경치 좋은 숲이나 샘물은 하나도 없다. 오직 남산(南山) 곁

는가? 옛사람은 그 사람을 사모하여 감당(甘棠)을 베지 않은 일이 있었

에 정자 한 채가 있는데, 늙은이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옛날 상국

는데,22) 너희 고을에서는 감히 정자를 헐었느냐?”하였다. 그랬더니 아전

(相國) 허홍재(許洪才)가 일찍이 이 고을을 맡았을 때 그 땅에 터를 잡고

이 묵묵히 물러가 옛 재목을 찾아 모아서 잠깐 동안에 다시 세우고 이튿

돌을 쌓아서 대(臺)를 만들었으며, 전 태수 이실충(李實忠)이 물을 끌어

날 일을 마쳤다고 내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에 내가 동료들과 더불어 주

못을 만들고 그 위에 걸쳐서 정자를 지을 적에 한 칸에 서까래 10개를 걸

연(酒宴)을 베풀고 낙성식을 하였다.

치고 속새 이엉으로 덮은 것은 검소한 것을 보인 것이요, 길이와 너비가 8

아, 작년 초여름에 내가 보궐(補闕)에서 외직으로 나와서 이 고을의 원이

자에 지나지 않고 앉을 자리도 8명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제도를 줄

되었는데, 금년 6월에 이르러 예부낭중 기거주 지제고(禮部郞中起居注知

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制誥)에 임명되어 장차 궁궐에 나아가게 되었다. 동료들이 말하기를,“이

물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데 매우 차고 맑아서 얼음과 같았다. 비록 한

정자는 태수께서 중건한 것인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뒷사람들로 하여

여름일지라도 들어가 목욕하면 추워서 머리털이 쭈뼛쭈뼛 일어설 정도여서

금 알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도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의

오래 견딜 수가 없다. 게다가 그 위에는 반송(盤松)과 무성한 나무들이

대략을 적어 뒤에 오는 자가 함부로 헐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부탁하고, 또

그늘을 펴고 서늘함을 낳아서 맑은 바람이 저절로 불어오니, 따가운 햇볕

이 태수를 위하여 불후(不朽)의 자취를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가까이하지 못하여 피서하기에 가장 좋다. 그런 까닭에‘척서(滌暑,더위
를 씻는다는 뜻)’
라는

경진년(1220년) 7월 늙은 태수 예부 원외랑 이모(李某)가 적는다.

현판이 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초정

(草亭)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이곳은 기이한 지형과 뛰어난 지세가 있어서 고
을의 수령이 된 자에게는 더욱 이롭다.”한다. 이 따위 무당이나 박수의
허망한 말은 선비된 자가 마땅히 말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속담과 항간의 이야기도 때로는 맞는 것이 있으니,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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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거문고를……자

: 원문의 소금자학(燒琴煮鶴)의 준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해친다는 말이다. 만당(晩唐)
의 시인 이상은(李商隱)이 의산잡찬(義山雜纂)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맑은 샘에 발
씻기[淸泉濯足], 꽃 위에 잠방이 말리기[花上曬褌], 산을 등져서 누각 짓기[背山起樓], 거문고 불 때고 학
삶아 먹기[燒琴煮鶴], 꽃 마주하여 차 마시기[對花啜茶], 소나무 아래에서 갈도하기[松下喝道]를 든 바
있다.
22) 옛사람은……있었는데

: 옛날 현인을 사모한 나머지 그가 머물던 곳이나 사용한 물건을 사랑한다는 뜻
이다. *각주 15) 참조.

인천 계양 지역의 고전문학

65

남산(南山) 모정(茅亭)에서 짓다

[해설]
이규보가 계양부사로 재임하며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는 이전 시기 설립되어
명맥을 유지해 오던‘초정(草亭)’
을 복원한 것이다. 초정은 본래 예전에 상국 허홍재
(許洪才)가 터를 잡고 전임 태수 이실충(李實忠)이 세운 것인데, 이규보가 부임하기 전
에는 이미 헐려 터만 남아 있었다. 이규보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계양은 궁벽한 시골이

바위를 뚫어 갇힌 물을 통하게 하니

라 놀 만한 숲이나 샘물이 없다고 하였던 바, 초청을 복원하여 일종의 문화공간으로

물 괸 늪에 날 듯한 정자가 걸터앉았네

활용하고자 아전들에게 넌지시 초정의 복원을 명하였던 것이다. 전통시대의 누정(樓

바라보니 고깃배가 뜬 듯하고

亭)은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유흥상경(遊興賞景)의 기능 외에도 문인들
이 모여 시문을 짓고 학문을 강마하며 친족 또는 벗들과 계회(契會)를 갖는 복합 기

와서 보니 그림 병풍에 든 듯하네

능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우리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비문화나

수선(水仙)이 기이함을 쌓고

산수문화는 모두 누각과 정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누정문화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지온(地媼)이 신령함을 담았으리라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규보에 의한 초정의 복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계

들 빛은 처마 앞에서 안아 보고

양구에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을 마련한 셈이 되는 것이다.

샘물 소리는 자리 밑에서 듣누나
맑은 바람은 여름에 만족스럽고
흰 이슬은 가을이 아닌데도 떨어지네
비단 이끼는 옥 섬돌에 엉기고
얼음물은 옥병에서 어누나
산이 뚫려 더욱 멀리 바라보이고
골이 넓어 먼데 소리 들리네
나무 높으니 높은 기가 푸른 듯
소나무 드리우니 푸른 우산 펴 놓은 듯
허공(許公,허홍재)은 일찍이 지세를 보았고
이 태수(李太守,이실충)는 처음 정자를 지었네
감당(甘棠)의 읊음23)을 짝하고자
다시 경영하여 이 명을 새기네.

초정 추정지 계산동 939-44번지(경명대로 1020번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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鑿巖通湧溜, 瀦沼跨飛欞. 望恐淨漁艇, 來疑入畫屛.

다시 모정에서 놀면서

水仙應蓄異, 地媼正儲靈. 野色簷前擁, 泉聲座底聽.
淸風當夏足, 白露未秋零. 錦蘚纏珉砌, 氷漿凍玉甁.
岫穿增遠眺, 洞豁助遐聆. 樹卓高幢碧, 松張偃蓋靑.

이공(李公,이실충)의 의장(意匠)으로 모정을 지어

許公曾相地, 李守始開亭. 欲配甘棠詠, 重營刻此銘.

무더운 여름 정자에 올라 서늘한 바람 맞이하네
맑은 연기는 멀리 푸른 냇물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햇볕은 푸른 수목 깊은 곳엔 범하지 못하네

[해설]

헌함 앞산은 병풍 속을 보는 듯

모정(茅亭)은 초정(草亭)의 다른 표현이다. 초정이 완성되자 이규보는 동료 벗들과

자리 밑 샘물 소리는 배 밑을 듣는 듯

주연을 베풀고 낙성식을 하였다. 이 작품은 낙성식 현장에서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바위틈으로 세찬 물이 흐르고 소나무 숲이 주변을 두르고 있어, 더위를 씻어주는 곳
에 멋지게 다시 우뚝 세워진 정자의 모습에 매우 만족스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선문(羨門)24)에게 길게 읍하니 소매를 당기는 것 같아
신선되어 하늘에 오르지 않고도 영(靈)이 통했네
李公心匠構茅亭, 盛夏登臨敵馭冷.
煙淡未遮川遠碧, 日炎難犯樹深靑.
檻前山似屛中見, 座下泉如舸底聽.
長揖羨門堪挹袖, 不因羽化亦通靈.

[해설]
초정이 다시 세워지자 이규보는 이곳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듯하다. 기실 초정
은 이규보가 중앙으로의 복귀를 명령받은 계양부사로서의 임기 끝자락에 세워진 것인
데, 짧은 기간에 이곳 초정에서 여러 편의 시문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보는 계
양부사로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을 이곳 초정에서 머물며 더위를 식히며, 자신을 지상
선(地上仙)으로 여기고 있다.

23) 감당(甘棠)의 읊음 : *각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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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선인(仙人)인 선문자고(羨門子高)를 말한다. 진시황(秦始皇)이 일찍이 동해(東海)에 노
닐면서 선인 선문의 무리를 찾았다고 한다. *史記｢秦始皇本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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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에서 바라본 바다

며칠 후에 명월사(明月寺)에 가서 앞에서와 같이 놀았다. 그러나 명월사
는 많은 산들이 가리고 있어 확 트인 만일사만은 못하였다. 며칠 후에 다
시 산을 따라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를 끼고 동쪽으로 향하기도 하

계양 지역은 길이 계양 변두리에 사방으로 나 있으나 한 면만 육지에 통

면서 조수가 밀려오는 것과 해시(海市)25)의 변괴를 구경하는데, 말을 타

하고 삼면은 다 물이다. 처음 내가 이 고을 수령으로 좌천되어 올 때 망

기도 하고 걷기도 하다가 피곤한 뒤에야 돌아왔다. 함께 놀던 자는 아무

망대해의 푸른 물을 돌아보니 섬 가운데 들어온 듯하므로 기분이 매우

개 아무개인데 모두 술병을 가지고 따랐다.

좋지 않아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보려 하지 않았다. 2년 후 6월에

아, 저 물도 전날의 물이요 내 마음도 전날의 마음인데, 전날 보기 싫어

문하성의 낭관에 임명되어 장차 날짜를 정하여 서울로 가게 되니, 전일에

했던 것을 지금은 도리어 즐거운 구경거리로 삼으니, 이는 구구하게 벼슬

보던 망망대해의 푸른 물이 다 좋게만 보였다. 그래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자리 하나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마음은 나의 마음이거늘 능히 절

있는 곳은 모두 놀러가 보았다.

제하지 못하고 이처럼 때에 따라 바뀌게 하니, 그 사생(死生)을 동일시하

처음 만일사(萬日寺)의 누대 위에 올라가 바라보니, 큰 배가 파도 한가
운데 떠 있는 것은 마치 오리가 헤엄치는 것 같았고, 작은 배는 사람이 물

고 득실(得失)을 한결같이 여기기를 바랄 수 있으랴? 후일에 경계할 만한
것이기에 적어둔다.

에 들어가 머리를 조금 드러낸 것과 같았으며, 돛단배가 가는 것은 사람
이 우뚝 솟은 모자를 쓰고 가는 것과 같았고, 뭇 산과 여러 섬은 묘연하
게 마주 대하여 우뚝한 것, 민둥한 것, 추켜든 것, 엎드린 것, 등마루가 나

[해설]

온 것, 상투처럼 솟은 것, 구멍처럼 가운데가 뚫린 것, 일산(日傘)처럼 머리

계양부사로서의 임기 막바지에 계양산에 올라 멀리 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는 이규

가 둥근 것 등등이 있었다. 절의 중이 와서 바라보는 일을 돕다가 문득

보. 계양산도 저 멀리 바다도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건만, 이규보에게는 전혀 다른

손가락으로 섬을 가리켜 말하기를,“저것은 자연도(紫燕島,영종도)·고연도
(高燕島)·기린도(麒麟島)입니다.”하고,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저것은 경
도(京都,개성)의 곡령(鵠嶺), 저것은 승천부(昇天府,개풍군)의 진산(鎭山)·용

감성으로 다가왔다. 중앙에서 좌천되어 처음 계양으로 왔을 때 이곳은 사면 중 한 면
만 육지로 통하고 삼면은 모두 물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과 같은 지역이었다. 우뚝
솟은 계양산은 자신의 시야를 가로막는 답답한 장애물이었고, 한강·임진강과 서해바
다는 도성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차단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산(龍山)입니다.”하였다. 또 인주(仁州,인천) 쪽으로 보이는 산들과 통진
(通津) 쪽으로 보이는 산들을 가리키며 역력히 일러주기를 마치 제 손바닥
을 가리키는 것같이 하였다. 이날 내가 매우 즐거워서 함께 놀러온 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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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지역의 고전문학

71

흘러 다시 중앙으로의 복귀가 결정되자 계양의 풍경은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특히 만

도성으로 올라갈 즈음 동료 벗들과 모정에서 놀며

일사에서 바라본 주변 풍경은 모두가 새롭게 다가와 도도한 취흥을 마음껏 즐겼으
며 여흥을 마저 누리고자 며칠 뒤에 또 명월사에도 이르렀다. 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토록 간사한 것일까? 이규보는 한갓 벼슬자리에 의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변덕
스런 자신의 심사를 되돌아보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석(安石)이 동산(東山)에 있을 때26)
들놀이에 반드시 기생을 데리고 갔었지
본래 뜻이 창생에 있었기에
끝내 창생을 위해 일어났네
난 사공(謝公) 같은 재주는 없고
다만 산수를 사랑할 뿐이네
경륜을 어찌 감히 기약하리오
도처에 즐거운 일 다했네
기생이 있지만 감히 부르지 않고
술이 있으니 취함을 사양치 않네
계양(桂陽) 어느 곳이 아름다운고
다만 이 모정뿐일세
물이 정자 밑으로 지나가니
흔들리는 산색이 난간에 비치고
휘날리는 듯한 그림 배 하나
연파 속에 떠 있구나
삼복이라 쇠가 녹을 지경인데

26) 안석(安石)이……있을

때 : 안석은 진(晉)나라 사안(謝安)의 자. 일찍이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 은거하
면서 산수를 즐기며 조정에서 불러도 나아가지 않았다. *晉書｢謝安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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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은 사람의 이를 얼게 하네

고을을 떠나면서 전송객에게

이곳이 아직도 마음에 연연한데
부르는 조서 대궐로부터 내려왔네
떠날 때 백 번이나 머리 돌리지만

태수가 처음 올 때엔

돌아가는 말을 어찌 채찍질하리오

부로들이 도로를 메웠고

뒷날엔 다시 놀 기회 없거니와

그 사이 부녀자들도

혹 사신이나 되어 오게 될는지

머리 나란히 하고 울타리에서 엿보았네
내 모양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安石在東山, 遊賞必携妓. 雅意在蒼生, 終爲蒼生起.

은혜를 얻고자 원함이었지

我無謝公才, 但愛山與水. 經綸安敢期, 到處窮樂事.

이 고을 와서 만약 혹독히 하였다면

有妓不敢麾, 有酒不辭醉. 桂陽何處佳, 獨此茅亭耳.

그 눈을 씻고자 하였으리라

水從亭下過, 映檻搖蒼翠. 飄如一畫舫, 浮在煙波裏.

내 생각건대 아무 일도 한 것 없어

三伏正流金, 寒漿凍人齒. 此境尙懸心, 徵詔從天至.

떠나려 하니 와전(瓦全)27)이 두렵네

去時百廻頭, 歸馬那忍箠. 他日復遊無, 儻作輶軒使.

어찌하여 길을 가로막는고
가는 수레 앞에 누우려는 듯
잘 가리니 멀리 따라오지 말라

[해설]

내 행차 닫는 냇물처럼 빠르네

중앙의 요직에 임명되어 도성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규보. 동료 벗들

너희 고을이 나를 괴롭게 하여

과 다시 초정에 모여 연회를 벌이고 있다. 단언컨대 계양의 여러 장소 가운데 가장 이
규보의 마음에 드는 곳은 바로 초정이었다. 대궐로부터 온 조서(詔書)를 받고 이규보

두 해가 백 년 같았다네

는 마음이 한껏 들떠 있다. 애써 계양을 떠나기 아쉬운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서울로
떠날 때 수백 번이고 고개를 돌려 계양을 돌아볼 것 같다고도 하고 타고 가는 말을
천천히 몰아가겠다고도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개경에 가 있다. 떠나기 전에 펼치는 마지
막 연회, 장차 도성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다시 올까? 혹 공적 임무로 오가는 길에 들
를 수 있을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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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守初來時, 父老夾道邊. 其間婦與女, 騈首窺蘺偏.
非欲苟觀貌, 庶幾沐恩憐. 到郡若酷暴, 其眼願洗湔.
我今理無狀, 欲去畏懷甎. 胡爲尙遮擁, 似欲臥轍前.
好去莫遠來, 我行疾奔川. 爾邑誠困我, 二年如百年.

[해설]
13개월간의 계양부사 임기를 마치고 중앙으로 돌아가는 이규보가 자신을 전송하
는 사람들에게 써 준 마지막 작품이다. 새로운 고을원이 부임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
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인지상정, 그러나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한 일도 없이
임기 내내 구차하게 자리만 보전하고 있었다며 전송객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표하
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작품 중에는 계양부사로서 애민의식을 드러낸 작품도
여럿 있다. 특히 가뭄을 맞아 직접 기우제문을 지어 기우제를 올리고, 백성들의 힘겨운
노동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관료들에게 백성들을 잘 어루만
져 다스려야 한다는 등등의 언행은 계양 지역 백성들에게 제법 감동을 주었던 듯하
다. 이에 백성들은 떠나는 이규보의 앞길을 막고 수레 앞에 드러누운 채 아쉬움을 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규보 역시 사람들을 물리치고 정을 떼려는 듯,‘너희 고을’
이라
고 지칭하며 계양에서의 삶이 괴로웠다는 반어적 목소리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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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과 한강이 빚어낸
승경과 풍류 현장

계양의 가을 풍경

사가재(四佳齋) 서거정(徐居正)

계양의 가을 경치가 사람을 고뇌케 하네
물길 멀고 하늘 넓어 달빛은 물결 같구나
깊은 밤에 그 어디서 철적(鐵笛)28)을 불어 대는고
반 삿대 고깃배가 갈대꽃 너머에 있구나.
桂陽秋色惱人多, 水遠天長月似波.
何處夜深吹鐵笛, 半篙漁艇隔蘆花.

[해설]
서거정(徐居正,1420∼1488)은 세종에서 성종대까지 무려 6명의 왕 아래에서 문병
(文柄)을 장악했던 조선 전기 대표적인 학자 문신이다. 서거정의 절친한 벗 중에 눌재
(訥齋) 양성지(梁誠之)란 인물이 있었는데, 양성지는 통진(通津) 대보곡(大補谷)에 별
장을 가지고 있었다. 서거정은 양성지의 별장에 놀러가서 주변으로 바라보이는 경치
를 팔영(八詠)으로 읊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양의 가을 달[桂陽秋月]>이었다.
통진 일대에서도 평야 너머 한강의 물길 곁으로 우뚝 솟은 계양산은 퍽 장관이었던
겸재 정선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중 <안현석봉(鞍峴夕烽)>

것이다. 더욱이 가을의 달 밝은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소리에 작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 빚어내는 풍경에 빠져 있다.

28) 철적(鐵笛)

: 흔히 은자(隱者)나 고사(高士)가 불었던 젓대라고 전해 온다. 주희(朱熹)의〈철적정서(鐵笛
亭序)〉에서 무이산(武夷山)에 사는 은자인 유군(劉君)이 철적을 잘 불었는데“구름을 뚫고 돌을 찢는
소리가 난다.[有穿雲裂石之聲]”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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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뒤편 언덕에 올라

상촌(象村) 신흠(申欽)

강 따라 모래밭길 구불구불 나 있는데
해질녘에 돌아온 배 강굽이에 대어 있네
서편으로 봉우리 몇이 일색으로 푸르른데
그게 바로 계양산이라 행인들이 말을 하네
沿江沙路細彎彎, 落日歸舟艤淺灣.
西去數峯靑一抹, 行人說是桂陽山.

[해설]
통진에서 바라본 계양산

조선 중기 문장 4대가로 명성을 떨친 상촌(象村) 신흠(申欽,1566~1628)은 광해군
시절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자 삭탈관직을 당해 광해군 시대가 끝나도록 관
직에 다시금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현재 김포 양촌면과 인천 서구 검단동의 경계를
이루는 상두산(象豆山,현 가현산(歌絃山)) 아래 거처를 마련하여‘하루암(何陋菴)’
이
라는 편액을 내걸고 전리(田里) 생활을 하며 독서와 저술로 소일하며 세월을 보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이따금 집 뒤편 산에 올라 멀리 한강의 모래톱이며 오고가는 배
들을 감상하며 스스로 마음을 달래었는데, 이따금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을 바
라보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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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西湖)에 배를 띄우고 술에 취해서

[해설]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1589~1670)는 조선 중기 학자 이수광(李睟光)의 아들로
대사간·대사성·도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이민구는 젊은 시절 장원급제하며 주요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

요직을 거치며 탄탄한 환로(宦路)를 걷고 있었는데,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방어 실패
의 책임을 지고 평안도 영변(寧邊) 등지에서 10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다가 59세의 나
이에 해배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노년에는 현재의 마포구 주변에 해당하는 서호

백 리 푸른 물결 멀리 하늘가까지 떠 있고

(西湖)에서 생활하며 문장과 뱃놀이로 소일하며 생활하다가 삶을 마쳤다. 위 작품은

수향의 맑은 아지랑이 아득히 펼쳐졌네

한강 서호에서 배를 띄워 김포 일대까지 왕래하며 술에 취해 지은 작품이다. 특히 세

짝지은 갈매기 다 날아간 곳
서풍이 낚싯배에 불어오네

번째 작품은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계양산의 풍경을 바라보고 쓴 작품으로, 조선시
대 한강에서 뱃놀이를 할 때 계양산이 소환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인생 노년기
아무런 근심 없이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고 술에 취해 시를 읊는 모습에서 작가의 호
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저 멀리 통진 포구 낮에도 어둑어둑
산 이내와 물가 안개가 희고 또 푸르네
서호의 많은 술을 다 마시고
석양에 돌아와 환어정(喚魚亭)에 눕노라

배 나가니 푸른 마름 움직이는 줄 모르겠고
오직 구름 낀 숲만 새로이 눈에 들어온다
마침 밀물 들고 순풍 만나
계양의 산 경치가 차츰 사람을 맞이하네
滄波百里迥浮天, 水國晴嵐極杳然. 兩兩白鷗飛盡處, 西風吹送釣魚船.
通津極浦晝冥冥, 山靄汀煙白又靑. 飮盡西湖無限酒, 夕陽歸臥喚魚亭.
舟行不覺轉靑蘋, 唯見雲林刺眼新. 正是潮生風更好, 桂陽山色漸迎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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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紫燕島)에서 술에 취해
계양부사 정시형(鄭時亨)에게 주다

뱃놀이를 즐기다가 즉흥으로 짓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

안개 낀 물결 위로 아득해진 저 물굽이
이월의 봄 파도는 거울이 함을 연 듯

구름 깊어 계양산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간들간들 봄바람은 돛에 가득하네.

주렴 너머로 비 뿌리는데 석 잔 술을 마시며

다정한 벗 어디선가 와서 나를 맞이하니

점점이 돌아오는 고깃배를 헤아리네

아침 썰물 태평암(太平巖)으로 물러나누나
滅沒煙波淼遠灣, 雲深不見桂陽山.
春波二月鏡開函, 裊裊東風滿一帆.

疎簾雨映三杯酒, 坐數漁舠點點還.

何處故人來待我, 早潮初退太平巖.

[해설]
[해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은 조선 후기 대제학·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자연도는 영종도의 옛 이름이다.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1628~1692)은 문장에

문신 학자이다. 이 작품은 김창협이 족질 김시좌(金時佐)와 함께 한강에서 배를 타고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던 조선 후기 문신 학자였다. 작가는 아침 일찍부터 바다에

행주로 향하면서 즉석에서 지은 작품이다. 김창협은 배 안에서 술을 마시며 취흥이 도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며 술을 마셨는데, 그곳에는 그의 친구 계양부사 정시형이 함

도해지자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또 강가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을 넋

께 와서 자리하였다. 영종도는 조선시대 인근 지역인 인천도호부에 속한 섬이었지만,

놓고 구경하였다. 행주 부근에 이르면 응당 멀리 계양산이 바라보여야 하건만, 이 날

계양산에 올라 바라보면 보일 정도로 계양 지역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섬이기에 동행

따라 안개가 짙게 끼고 구름이 깊어 흐릿하니 계양산이 보이질 않는다. 흩뿌리는 빗

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태평암은 영종도의 대표적인 승경처로,‘조퇴성륙(潮退成陸)’

속에서도 술잔을 기울이노라니 흥이 가득 밀려온다.

즉 바닷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어 길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였다. 남용익이 친구를 만나
배를 타고 술을 즐기는 즈음 바닷물이 빠지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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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곡(杏洲曲)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높은 누대에서 금서(琴書) 펼치고
누워서 계양산을 바라보노라
흥겨워 왔다가 배 타고 떠나니
아득히 구름과 물 사이로구나
高樓散琴書, 卧對桂陽山.
興來乘舟去, 杳然雲水間.

[해설]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1658~1721)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로
서, 17세기 노론의 대표적인 정치가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자 김창협(金昌協)·김창
흡(金昌翕)과 형제간으로, 어려서부터 문재(文才)가 뛰어났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
았다. 위 작품은 경기도 고양(高陽)의 행주 부근에 임시로 머물 적에 남긴 작품이다.
참고로 행주(杏洲)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사용하던 오래된 지명이었으나 행주대첩 이
후로 행주산성의 표기를 행주(幸州)로 하면서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
고 있다. 위 작품에서 작가는 행주산성 부근 거처에서 금서(琴書)로 소일하며 지내며
멀리 강 건너 우뚝 솟은 계양산을 바라본다. 이따금 흥이 일면 배를 타고 노닐며 구

겸재 정선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중 <행주일도(幸州一棹)>

름과 물 사이를 헤치며 오고간다. 학사(學士)의 한가한 일상과 흥취를 엿보게 한다.

88

계양산 자락에서 일군 삶의 소묘

인천 계양 지역의 고전문학

89

외숙 및 벗들과 함께 배를 타고
소악루(小岳樓)를 찾았다가

[해설]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은 정조 시대 영의정을 지낸 조선 후기 남
인 계열의 대표적인 문신이다. 소악루(小岳樓)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정자로,
1737년 동복현감을 지낸 이유(李楡)가 경관과 풍류를 즐기기 위하여 자신의 집 부근
옛 악양루 터에 지었다.‘소악루’
란 중국 동정호의 악양루(岳陽樓) 경치와 버금가는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곳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곳은 양천현감을 지낸 정선(鄭敾)이 찾아와 그림을 그
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으며, 당시 서울 인근 사대부 문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승경

도롱이 걸쳐 입고 기분 좋게 성문 나서

처였다.
한여름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채제공은 외숙 및 벗들과 함께 한강에 배를 띄워 뱃

백년 인생 하삭음(河朔飮)29) 즐기러 달려가네

놀이를 즐겼다. 배 위에서 강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기울

말을 내려 바라보니 하늘빛이 강과 같아

이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잠깐 배를 대고 오른 곳은 양천현의 명소 소악루. 배를

비 그치길 기다리며 주막에서 바둑 두네

댄 이유는 빗줄기가 그치지 않아서다. 주막에서 바둑 두며 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소

돛대 위에 뜬 무지개 김포가 불긋하고
안개 속에 드러난 산 계양의 흔적이네

악루에 올라, 작가는 저 멀리 무지개 뜬 김포 쪽을 바라본다. 이어 그 곁으로 안개가
걷히며 드러나는 계양산의 자태. 비 개인 한강 주변으로 더 없이 멋진 풍경에 몰입하
고 있다.

세간에 희이(希夷)30)의 낙 아는 이가 누구일까
물 위에 뜬 갈매기와 논하지 않는다면
一嘯披蓑背郭門, 百年河朔赴深樽.
下驢天借江湖色, 帶雨棋從楊柳村.
帆頂虹留金浦赤, 霧中山出桂陽痕.
世間誰識希夷樂, 除是浮鷗與共論.

29) 하삭음(河朔飮)

: 하삭(河朔)은 중국의 황하(黃河) 이북 땅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말에 유송(劉松)이
하삭에 가서 원소의 자제들과 삼복더위에 술판을 벌이고 밤낮없이 마셔 댔던 고사에서 유래하여, 여름
철에 피서한다는 명분으로 주연(酒宴)을 여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初學記 歲時部上
夏避暑飮.
30) 희이(希夷)

: 희(希)는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夷)는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신이 외물(外物)로부터 벗어나 공허하고 적막하며 현묘한 경지에 놓인 것을 가리킨다. *老子
1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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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객과 함께 배를 띄우고 선유봉(仙遊峯)31)에 이르러

미산(眉山) 한장석(韓章錫)

물가 누대에서 세 밤 자니 꿈이 온통 맑고
계양산

서풍에 배를 풀어놓으니 원대한 마음 생기네

↓

무더위를 모르겠으니 어디에 있는가
은하수에 오르고자 하니 이 몸이 가볍네
계양산엔 외로운 돛 그림자가 작고
양자강엔 한 줄기 피리소리가 길도다
봉우리 아래 닻줄 매고 술 사러 가니
석양이 숲으로 들어가고 많은 매미들 울어대네
水樓三宿夢全淸, 放槳西風遠意生.
朱熱不知何處有, 銀河欲上此身輕.

겸재 정선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중 <소악후월(小岳候月)>

桂陽山細孤帆影, 楊子江長一笛聲.
繫纜峯根沽酒去, 斜暉入樹萬蟬鳴.

31) 선유봉(仙遊峯) : 서울 양화대교에 걸쳐있는 선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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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양산에 올라

미산(眉山) 한장석(韓章錫,1832~1894)은 조선 말기 개항기에 경기도관찰사, 예조
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위 작품은 작가가 절친한 두 벗과 함께 강가 누대에서
여러 날 동안 피서를 즐기며 술자리를 벌이다가,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유도에 이르러
금암(琴巖) 송몽인(宋夢寅)

배 안에서 지은 것이다. 배는 물길을 따라 점차 하류로 흘러가고 저 멀리 계양산이 보
이는 어스름에 외로운 돛배가 떠가는 모습이 보인다. 작가는‘계양’
이라는 명칭에서
순간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계양(桂陽)과 양자강을 떠올리며 이를 한강 줄기의 이미
지와 포개면서 독특한 미적 감성을 발산하고 있다.

층층 성에 해 지자 저녁 어둠 깔리는데
나그네 마음 아득하여 산 올라 굽어보니 무섭다네
긴 연무는 한강 나무에 자욱하고
외로운 새는 삼각산 봉우리로 날아가누나
우주 안에 한 몸 천고의 한이요
만 리의 푸른 물결 백년의 마음이로다
서풍이여 더는 사모(紗帽)에 불지 말지어다
황화가 나그네 비녀를 비추는 게 부끄러우니
日下層城生夕陰, 旅情迢遞怯登臨.
長烟漠漠漢江樹, 獨鳥遙遙三角岑.
宇宙一身千古恨, 滄波萬里百年心.
西風莫更吹紗帽, 羞把黃花照客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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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술에 취해 계양산에 올랐다가

금암(琴巖) 송몽인(宋夢寅,1582~1612)은 조선 중기 학자이다.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기 때문에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없으나 시문은 대단히 뛰어나서 대가들과 어
깨를 겨룰 만하였다. 이 작품은 송몽인이 성균관 진사 시절 계양 지역을 유람하며 지
범허정(泛虛亭) 송광연(宋光淵)

은 것으로 생각된다. 작가는 해질 무렵 계양산성을 따라 계양산 정상에 올라 한강
물줄기를 굽어보고 저 멀리 도성 한양의 삼각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어 거대한 우주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왜소함을 절감하고 흘러가는 물을 보며 한평생 학문을 향한
뜻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

어제 안남(安南)32)에서 술에 취해
지팡이 짚고 산꼭대기에 올랐다네
덧없는 인생 또한 나그네 같음을 알겠거니
빼어난 경치 구경에 친구 없음이 한스러웠네
바다 빛은 삼신산(三神山)이 희미한 듯
산 이름은 두 명의 승려에게 물어보았지
지금 꽃잎이 꿈결처럼 흩날리니
오래된 암자의 등잔불 아래 있는 듯하네
昨日安南醉, 携筇絶頂登. 浮生知亦客, 勝賞恨無朋.
海色迷三島, 山名問二僧. 至今花雨夢, 猶在古庵燈.

32) 안남(安南) : 계양 지역의 다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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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양산유람기

범허정(泛虛亭) 송광연(宋光淵,1638~1695)은 황해도관찰사·이조참판 등을 지낸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래 성품이 강개하고 벼슬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학문
에만 전념한 인물이다. 그는 본래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부모의 상을 당하고는

범허정(泛虛亭) 송광연(宋光淵)

강릉에 은거하였다. 이후 병 때문에 의사를 찾아 서울로 돌아와 고양(高陽) 행호(杏
湖)에 정자를 짓고 이를 범허정이라 이름짓고 생활하였다.
본문의 안남은 계양 지역의 옛 이름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술에 취해 홀로 계양

3일 계해일에 모임의 제현(諸賢)들이 일제히 이르렀는데, 궂은 비가 새

산에 올라 뜬구름 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기실 이름도 모르고 무작정 산

로 그치고 일기가 청명하여 높은 산에 오르기에 딱 알맞았다. 이런 기회를

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고 인근 절에 이르러 승려에게 산 이름을 확인할 정도로 작가
의 심사는 어딘가 모르게 방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날릴 수는 없기에 마침내 전날 온 9명의 객들과 동자 4인과 함께 계양산
으로 향하였다. 5명의 아이들도 뒤따라왔는데 화경(花卿)은 두 명의 승려
도 데리고 왔다. 가다가 은행정(銀杏亭)33) 아래에 이르니 마침 광대가 피
리를 불고 있기에 그들에게 길잡이를 부탁하였다. 가을빛 가득한 선산(仙
山)에 피리소리가 맑게 울려퍼지니 참으로 멋진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명월사(明月寺)에 도착하자 오래된 절간은 을씨년스러웠고 문짝과 창호
는 다 떨어져 나가 있었다. 하지만 들판에는 누런 곡식이 가득하였고 먼
포구에는 돛배가 돌아와 풍경이 매우 빼어났다. 절의 중들은 군정과 부역
에 괴로워하다가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가고 홀로 남은 늙은 중 하나가
나와서 맞이했는데 매우 늙어 기력이 없었다.
가마를 타고 국사봉(國詞峰)으로 올라가자 험한 봉우리가 솟구쳐 구
름 속으로 들어가고 돌 비탈길의 경사가 심해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도
어려웠다. 가마를 거꾸로 타고 산꼭대기 동쪽에 이르자 한양 도성, 한강,
남산을 모두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었으며 양주(楊州)·광주(廣州) 서쪽

33) 은행정(銀杏亭) :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일대에 있던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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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십 고을이 눈 아래로 역력히 바라보였다. 또 큰 바다가 앞쪽으로 펼

계양산에 올라 바다를 보고

쳐져 있었는데 뭇 섬들이 파도 속에 점점이 드러나 멀고 가까움에 따라 크
기가 다양하였다. 강화(江華)·교동(喬桐)이 발 아래 놓이게 되어 발을 굴
러 뛰면 이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어 경기도 대부(大阜), 황해도 구월

좌소산인(左蘇山人) 서유본(徐有本)

산(九月山), 충청도 팔봉산(八峯山)을 차례대로 가리키며 살펴보았다.
지난해 중양절에 내가 서호(西湖)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행주산성에 이

시원스레 멀리서 굳센 바람 불어오는데

르렀을 때 스스로 강산(江山)의 아름다움을 모두 맛보았다고 여겼었다.

가득한 물 깎아지른 산 사방으로 시야가 통했다네

하지만 지금 지금 이 계양산에 오르니 이는 하백(河伯)이 북해(北海)를 본

띠처럼 둘러친 강줄기는 기보(畿輔)34)의 장관이요

정도일 뿐만이 아니다. 이에 비로소 바다를 본 자에게는 물다운 물이 되기

서남을 가로막은 산세는 해방(海防)에 뛰어나도다

어렵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 이어 백주(白酒)와 닭과 게와 거위를 곁들인

드넓은 들판엔 아련한 노을 비단결 같고

술과 안주가 차려지고, 장가·단영과 범패(梵唄)·피리소리가 자리에 울려퍼

질펀한 파도엔 저녁노을 붉구나

졌다. 따뜻한 날씨에 화창한 바람이 불고 단풍잎과 국화가 가득하니 천

시력엔 한계가 있으나 마음엔 한계가 없으니

지지간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랴! 얼마 후 다시 명월사로 내려오자,

십주(十洲)35) 가운데 있는 듯 멋진 유람 즐긴다네.

시종들이 국화차를 끓여 대접하였다. 이에 객들과 둘러앉아 함께 차를 마
셨는데 풍미가 또한 빼어났다. 날이 저물어 자리를 파하고 모두들 돌아

泠然遐擧挹剛風, 積水剗山四望通. 襟帶形便畿輔壯, 西南控制海防雄.

갔다.

迷茫平楚殘霞絢, 浩淼滄波夕照紅. 目力有窮心不極, 勝遊如在十洲中.

[해설]
앞서 송광연은 술에 취해 홀로 계양산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벗들과 아이
들을 동반하여 제대로 된 계양산 유람을 즐기고 있다. 작가는 은행정에서 명월사를
거쳐 산 정상에 올라 산 위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들을 마음껏 즐기고, 다시 명월사
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조선 시대에 계양산 동쪽 방면으로 정상을 오르
는 하나의 루트를 확인할 수 있다. 가을철 단풍이 짙게 드리우고 국화가 만개한 때
를 당하여 산수간을 유람하고 술과 음악으로 풍류를 즐기며 마지막으로 향기 가득
한 차 한잔까지. 그저 모든 것이 부럽게만 느껴질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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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좌소산인(左蘇山人) 서유본(徐有本,1762~1822)은 예경(禮經) 분야 연구에 몰두한
조선 후기 유학자이다. 서호수(徐浩修)의 장남으로 서유구(徐有榘)와 친형제간이며,
『규합총서(閨閤叢書)』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빙허각이씨(憑虛閣李氏)의 남편이다.‘좌
소(左蘇)’
는 경기도 장단(長湍)의 옛 이름으로, 서씨 일족의 장원이 있었던 곳을 가리
킨다. 서유본이 계양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종숙(再從叔) 서낙수(徐洛修)
가 부평부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서유본은 부평관아에 여러 날을 머물
며 시문을 짓기도 하였다. 서유본은 계양산에 올라 사방에 펼쳐진 풍경을 마음껏 바
라보고 있다. 특히 두 눈의 시력으로 더이상 보이지 않는 광경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
보며, 흡사 신선이라도 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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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지나는 길목에서 본
풍경과 백성들의 삶

계양으로 가는 도중에

계곡(雞谷) 장유(張維)

가을도 다 가는지 서릿발 치고
수향의 수풀 역시 쓸쓸한 기운 감도누나
드넓은 가을 밭엔 기러기 날아가고
저녁 나절 그늘진 계곡엔 수리가 서려 있네
보이잖는 옛날 산길 찾아드는 나뭇꾼들
차가운 숲 언저리엔 모락모락 저녁 연기
첩첩산중 밖에 있는 오두막 한 채
멀리 구름 위로 산봉우리 보이누나

원래가 떠돌이 생활 이골이 난 몸
이제는 명예 치욕 똑같이 보게 되었도다
한없이 뻗은 길 가을 풀로 뒤덮이고
하늘 아래 다소곳한 저녁 산자락
긍재 김득신 <추수타작(秋收打作)>

따뜻한 해변가엔 기러기 노닌 자취 남아 있고
아슬아슬 걸린 다리 말도 건너려 않는구나
나그네 발길 멈춰 선 외로운 마을
붉은 구름 서쪽으로 햇발이 스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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霜飛西候盡, 澤國氣蕭森. 雁起秋田闊, 鵰盤暮壑陰.

아침 일찍 계양으로 가는 도중에

樵蘇尋古道, 煙火傍寒林. 家在連山外, 遙瞻雲際岑.
故自羇遊慣, 仍將寵辱齊. 路長秋草遍, 天逈暮山低.

계곡(雞谷) 장유(張維)

暖浦留鴻迹, 危橋澁馬蹄. 孤村客歸處, 日脚赤雲西.

어슴푸레한 들녘에 기러기 떼 낮게 날고
길가에 서리 가득 이월의 강변 마을
[해설]

눈 안에 차나니 공활한 하늘과 땅

계곡(雞谷) 장유(張維,1587~1638)는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 중 한 사람으로 병자

아침 나절 풍경 역시 처량하게 뒤엉키네

호란 당시 청(淸)과의 강화(講和)를 주장한 문신이다. 장유는 1609년 문과에 급제하
여 벼슬에 나아갔으나 광해군 시절 북인(北人)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몇 차례 옥
사를 일으키자 30살을 즈음한 시기에 12년간 경기도 안산(安山)에 은거하여 독서와

꿈속에도 안 보이는 굳게 닫힌 승명려(承明廬)36) 문
해변의 들판 숲과 못 살아갈 만하지 않소

저술로 나날을 보냈다. 이 시기가 그에게는 풍부한 독서를 통해 정신적 깊이를 더하

유관 쓰고 그르친 반생의 계책

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장력을 튼튼하게 연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책 모두 팔아치워 농기구나 살까 보다

이 작품은 장유가 안산에 은거하던 시절 인근 고을인 인천·부평 등지를 돌아보며
쓴 작품으로 추정된다. 첫째 수에서는 작가의 눈에 비친 계양의 늦가을 풍경이 그려
지고 있다. 독특한 점은 계양을 택국(澤國)·수향(水鄕)으로 지칭한 것인데, 이는 서해

野田漠漠雁飛低, 二月江城霜滿蹊.

바다와 한강을 끼고 있는 계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표현이다. 가을 벌판 한

望裏乾坤許空闊, 朝來物色仍凄迷.

가운데로 기러기떼 날아가고 계곡에는 수리 부엉이가 깃들어 있다. 산길을 오가는 나

承明鎖闥夢不到, 海野林塘身可栖.

무꾼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멀리 구름에 사로잡힌 계양산의 모습까지,

儒冠誤却半生計, 盡賣書籍供鉏犂.

작가의 눈에 비친 계양의 보습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그려지고 있다. 둘째 수에서는
광해군 시절의 폭정으로 인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고 있는 작가의 불편한 내면 심
리를 드러내고 있다.

36) 승
 명려(承明廬) : 한(漢)나라 때 천자의 노침(路寢)인 승명전 옆에 있던 시신(侍臣)들의 숙직소(宿直所)이
다. 여기서는 관직생활을 하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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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양에서 또 한 수 짓다

이 작품 역시 계양을 향하면서 쓴 작품이지만 앞의 작품과는 제법 시간적 편차를
두고 쓰여진 작품으로 보인다. 문집 내에서 수록 권(卷)이 서로 다르고 두 작품의 계
절적 배경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침 일

계곡(雞谷) 장유(張維)

찍 계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작가의 내면에는 불편한 심기가 가득하다. 추정컨대 벼
슬살이에서 물러나 지내는 야인(野人) 생활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는
꿈속에서조차 벼슬살이하던 궁궐의 문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벼슬길은 본인

아침 서리 밟고 가는 야윈 말 절뚝절뚝

이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난 게 아니라, 광해군 시절 폭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만

계양산 저 멀리 망망한 들판

둘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다시 관직으로 나아가 정치 이상을 펼치고 싶지만, 국면
이 전환되지도 않고 야인 생활은 한없이 길어지는 데서 오는 팽팽한 내적 긴장감이 엿
보인다.

마을 어귀 까마귀 떼 신이 난 듯 깍깍대고
봄 기러기 무심하게 낱알을 쪼아 먹네
뱃속에 시서(詩書) 가득 더욱 의기소침한 몸
오후(五侯)37)도 호방한 자 빈객으로 반기겠나
시골에 삼간 초옥 그럴듯하게 얽어 놓고
형제들 동쪽 서쪽 살아가도 괜찮으리
瘦馬竛竮踏曉霜, 桂陽山外野茫茫.
寒鴉得意喧墟落, 春雁無心戀稻粱.
滿腹詩書添落魄, 五侯賓客忌疎狂.
歸田好縛三間屋, 兄弟東西住不妨

37 ) 오후(五侯)

: 권귀(權貴) 호문(豪門)을 가리킨다. 한(漢) 나라 성제(成帝) 때 왕씨(王氏) 다섯 사람이 동
시에 제후로 봉해졌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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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평부(富平府) 관아에 머물면서

아침 일찍 계양에 가면서 쓴 앞의 작품과 연속해서 쓰여진 작품이다. 이른 봄 멀리
계양산이 보이는 들판의 풍경은 적어도 작가의 시선에는 조화롭지 못하다. 절뚝이는
야윈 말, 깍깍대는 까마귀떼, 무심히 낟알 쪼는 기러기 등은 작가의 편치 않은 심사

정조(正祖)

를 드러내는 의경(意境)이다. 역시 고민은 야인 생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
서 오는 듯하다. 먹고 살아갈 마땅한 재주는 없고 오직 글만 읽은 지식인의 무기력감
이 밀려온다. 독자들이 유의할 점은 시골로 귀향하여 초가삼간 얽고 살겠다는 작가

계양산 산빛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온 고을 풍년 들어 상상(上上)의 토지로세
백성 잘 살고 정사 균평하면 그만이니
누가 다시 무성현(武城縣)의 고사 38)를 이을런가
桂陽山色極嬋娟, 百里秋登上上田.
民富政平斯可矣, 誰能更續武城絃.

[해설]
조선 시대 제왕 중에서 능행차를 가장 많이 한 임금, 정조. 정조는 즉위부터 죽는
날까지 행행(行幸)을 하였다. 재위 24년간 태조의 건원릉 등 66회나 되는 능행(陵幸)
을 하였는데, 이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정조는 능행차를 단
순한 행차가 아니라 방문지 백성들에게 행복[혜택]을 주는 일이라 여기기도 하였다.
1797년(정조21)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정조는 서울-김포-부평-인천-안산-수원-시
흥 일대를 행차한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지는 부친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묻힌 화성

38) 무성현(武城縣)의

고사 : 공자(孔子)의 제자 자유(子游)가 일찍이 무성현의 재(宰)가 되어 예악 교화(禮
樂敎化)를 숭상했던 것을 이른 말이다. *論語｢陽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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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이었다. 정조는 8월 15일 창덕궁을 출발하여 김포 장릉(章陵)에 들러 작헌례(酌

사무헌기(使無軒記)

獻禮)를 친히 행하였는데, 정조가 김포 장릉을 참배한 것은 인조(仁祖)가 아버지 정
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존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
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정조는 이튿날인 16일에 부평에 들러 부로(父老)들을 길가에서 불러 백성들의 생활
을 직접 물어보았다. 이어 부평도호부관아에 잠시 머물면서 시를 지었다. 정조의 성군
다운 통치 영향일까? 때마침 계양산은 가을의 멋진 경치를 뽐내고 있었고, 고을은 풍
년이 들어 풍요로운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 정조는 정치의 요체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정사를 치우

수령 이하조(李賀朝)39)가 계양(桂陽)에 나가 다스릴 적에 대학(大學)
청송장(聽訟章)40)의 말을 취하여 정무 보는 곳의 이름을‘사무헌(使無

침 없이 고르게 잘 펴는 것임도! 정조는‘부평(富平)’
의 지명을 활용하여 이를‘民富政

軒)’
이라 하였는데, 편지를 보내와 나에게 말하였다.“제가 이곳에 거처한

平’
으로 표현해주는 시적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성의 일에 대해 감히 진심을 다하지 않
은 적이 없었습니다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분명한 판단력이 남보다 못
하기 때문에 송사(訟事)를 가지고 찾아오는 백성들은 일체 사양하여 돌려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송사를 제기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사람
도 거의 없게 되었는데, 이것도‘송사를 없게 했다.[使無訟]’
고 말할 수 있
지 않습니까? 그대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백성들에게 송사가 없을 수 없는
것은 상고(上古) 시대부터 그러하였다. 그래서 복희씨(伏羲氏)의 시대는 지
극히 순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송(訟)’
이라는 이름의 괘가 있는 것이니,

39) 이하조(李賀朝)

: 1664년(현종5)~1700년(숙종26). 조선 후기 학자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낙보(樂
甫), 호는 삼수헌(三秀軒)이다. 1682년(숙종 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대과(大科)를 단념
하고 경사(經史)를 탐독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 되어서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그는 삼수헌을
지어놓고 10여년 동안 자연 속에 묻혀 지내다가 음보로 기용되어, 1698년에 부평부사로 나가 치적이 높
았으나 37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40) 청송장(聽訟章)

: 논어(論語)｢안연(顏淵)｣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대학장구(大學章句) 전(傳) 4장에 공
자가 말하기를‘송사(訟事)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남과 똑같이 하지만,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
함이 없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을 이른다. 이는 위정자가 자신의 명덕(明德)을 밝혀 백성들이 자연스레 복
종하여 송사가 저절로 없어지는 이상적인 경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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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물이 어긋나 평행을 이루고 굳센 것과 험한 것이 겹친 것41)을 보

는 자들은 한낱 제 지모(智謀)를 펼쳐 자랑하려고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면 송사의 실제를 알 수 있다. 이는 실로 갑자기 없앨 수 없는 것인 만큼,

간혹 판결에 따른 수입을 탐하여 송사를 마무리 지을 방도를 생각지 않

위에 있는 사람이 강직한 판결을 신중히 하여 원칙이 지켜짐으로써 길(吉)

는다. 이런 자들은 판결이 아무리 모두 옳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너무나

하게 되면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이하조가 한 일은 고식적(姑息的)으로

불인(不仁)한 것이다. 더구나 꼭 그렇지도 못한 데에야 더 말할 것이 뭐가

편의를 추구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사물을 관리하는

있겠는가. 이는 이하조가 매우 수치로 여겨 선뜻 하려 들지 않는 일이니,

뜻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대학의‘송사를 없게 한다.’
는 말은 성인

어찌 고식적으로 편의를 추구했다 하겠는가.

(聖人)의 일로서, 명덕(明德)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한 뒤의 최고의 보람

이하조의 마음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이니, 어찌 이하조가 미칠 수 있는 경지이겠는가. 지금 이것을 견강부회(牽

그 뜻을 알고 피차가 모두 머뭇머뭇 물러나서, 강한 자는 부드러워지지

强附會)하여 이름으로 삼으려 한 것은 지나친 일이다.

않을 수 없고 험한 자는 평온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송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의구심이 없을 수 없어 오래도록 기문(記文)을

사가 종식된 것이니, 그 일은 비록 졸렬하나 마음은 실로 인(仁)하였고,

지어 보내지 못하였는데, 얼마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깊은 뜻을 알

처음은 비록 암담한 듯하였으나 결국에는 환히 밝아진 것이다. 어찌 훌

수 있었다. 세대가 내려올수록 백성의 풍속도 점점 야박해져서 사소한 이

륭하지 않은가.

해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골육 간에 서로 원수가 되곤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학에 이른 말로 말하자면, 이하조라고 어찌 그것이 오늘날엔 도저히

서 송사가 끝없이 생겨난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일일이 다스리려 해

미칠 수 없는 성인의 일인 줄을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그 말로 헌(軒)의

도 다툼이 종식되리란 보장은 없고 도리어 송사가 더욱 불어날 뿐이니, 이

이름을 지은 것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이로 인해 노

는 뒤엉킨 실타래를 풀려다가 점점 더 꼬이기만 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력하면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그

그 진위가 모호하여 수도 없이 판단이 뒤바뀌곤 하니, 주돈이(周敦頤)의

깊은 뜻을 기록하여 벽에 걸어 두게 하는 바이니, 앞으로 이 고을에 부임

말처럼 마음이 올바르고 견해가 명철하며 일 처리가 과감한 사람이 아니

해 오는 사람도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에서 유능한 관리라 일컬어지

41) 하늘과……겹친

것 : 송괘(訟卦)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송괘는 위의 효는 하늘을 뜻하는 건괘(乾卦),
아래 효는 물을 뜻하는 감괘(坎卦)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乾)의 기운은 강하고 감(坎)의 기운은 험한
것이므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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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부(桂陽府)에서

[해설]
김창협의 나이 50세 때인 1700년(숙종26)의 작품으로 보인다. 사무헌은 작자의 막
내 처남 이하조(李賀朝)가 부평부사(富平府使)로 재직할 당시 그가 정무를 수행하던
관아에 붙인 이름으로, 공자(孔子)가 말한“송사를 처결하는 것을 내가 남들처럼 할

사촌(沙村) 김치후(金致垕)

수 있더라도, 반드시 처결해야 할 송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이는 고을원으로서 자신의 인격과 학문 수양을 바탕으로 백
성들을 도덕적으로 잘 교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명명(命名)이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본래 부평도호부관아는 객사, 동·서헌, 삼문, 근민당, 좌·우익랑,
동·서책방, 사령청, 향청, 포도청, 훈무당 총 23동 23칸으로 당시에는 웅장한 규모였
다고 전해지지만, 현재 계양구에 남아 있는 것은 일자형 내아 건물뿐이다.

한때 부모님 모시고자 삼공(三公)도 마다한 채
6년 동안 두 차례나 고을원 지냈네42)
이 고을 작고 보잘것없다 말했건만
물산 가득하고 풍성하여 공연히 부끄럽도다
산이 큰 땅을 에워싸 여염집들 기대살고
땅이 긴 강을 접하여 물고기와 게도 통한다네
흉년 들어 백성들 근심하여 밤에도 잠들지 못하건만
새벽하늘 북두성이 창가를 비추는구나
一時便養抵三公, 再佩銅章六載中. 敢謂此州如斗小, 空慚所餉滿盤豐.
山圍大陸閭閻倚, 地接長江魚蟹通. 儉歲民憂宵不寐, 曉天星斗近牕櫳.

현 부평도호부관아 전경

42) 6년……지냈네

: 김치후는 1727년 윤3월 남양부사, 1729년 4월 파주목사로 임명되었다.래 효는 물을 뜻
하는 감괘(坎卦)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乾)의 기운은 강하고 감(坎)의 기운은 험한 것이므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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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양에서 벗을 찾아았으나 길을 잃고 만나지 못하여

사촌(沙村) 김치후(金致垕,1691~1742)는 대사간·경상도관찰사 등을 지낸 조선 후
기 문신이다. 그는 42세 때인 1732년 윤5월 부평부사가 되어 이곳으로 와 약 3년 동
안 재임하였다. 조선시대에는‘전성지양(專城之養)’
이라 하여 나이 든 부모를 위해 지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방 고을 수령이 되어서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당시 양반 사대
부들은 이를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 기실 전성지양을 위해서는 해당 고을의 물
산이 풍부해야 한다. 김치후는 앞서 두 차례나 전성지양을 행하고, 부평으로 와서도

단풍 물든 푸른 산의 깊은 오솔길

이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작품에서는 작가의 두 가지 심리가 드러난다. 하

구름 낀 숲 곳곳에서 길이 아리송

나는 부모를 잘 봉양할 수 있을 만큼 부평의 물산이 풍부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요,

그대 집은 참으로 무릉도원 같은데

다른 하나는 흉년으로 인해 근심하는 백성들의 처지를 동정하는 목민관으로서의 자
세다.

끝끝내 못 찾으니 부끄럽구나
紅葉靑山細路深, 雲林處處自迷心.
君家正似桃源裏, 慙我漁舟竟未尋.

[해설]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1741~1826)는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서울을 중심
으로 활동했던 문인이자 독서인이며 선비이다. 그는 유년기에 문재(文才)가 일찍 발휘
되어 집안의 촉망을 받았고, 20세에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제자가 되어 경서와 시문
을 질정받으며 33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를 지속하였으나 평생 관직
에 높이 오르지 못하고 미관말직을 전전하였다.
윤기의 가문은 본래 통진(通津) 일대에 세거하였다. 이에 서울에서 통진을 오가는
도중에 중간 지점인 계양에 머무는 일이 많았다. 기실 서울에서 통진까지는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여정이었지만, 윤기와 오랜 친분이 있는 이성검(李誠儉)이란 인물이
계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윤기는 자주 계양에 들러 계양의 풍경과 계양 백성들의 삶
을 시로 읊은 것이 많다. 이 작품은 문집의 편차 순서와 시의 내용으로 보아 작자 나
이 46세 때인 1786년(정조10) 가을에 쓴 작품이다. 계양을 지나면서 잠시 벗을 찾아
가 만나보고 싶었지만, 가을 산속에서 길을 헤매며 벗의 집을 찾지 못하는 부끄러움
을 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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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지나며

[해설]
작가 윤기의 나이 51세 때인 1791년(정조15) 가을 추수철의 작품이다. 작자는 이때
계양을 경유하여 어디엔가 다녀왔으니, 바로 자신의 고향 통진이다. 윤기의 부모와 조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부의 무덤이 모두 통진에 있었으니, 윤기는 이 무렵 늦깎이로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추정컨대 자신의 급제 사실을 고하기 위해 선영을 찾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작품은 윤기가 계양을 지나면서 눈앞에 펼쳐진 가을 풍경을 잔잔히 묘사하고

계양의 산 빛이 맑은 하늘에 빼어나고

있다. 맑은 하늘에 유난히 빼어나 보이는 계양산, 국화꽃이 피고 단풍이 드리워진 아

소국(小菊) 피고 단풍 짙은 길 끝없는데

름다운 모습, 마을마다 울타리에 감이 잘 익어 늘어진 풍성한 모습 등. 당시에 계양

바닷가엔 소금 굽는 집들 점점이 까맣고
울 밖엔 감나무 숲이 마을마다 붉네

은 실제 흉년으로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윤기는 문과에 급제한 기쁨으로 인
해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평화롭게만 보였다. 한편, 이 작품은 구체적인 창작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계양 지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러 해 흉년으로 고을 풍속 야박한데43)
하늘은 멀리서 너른 들판과 통하누나
고목과 인가가 그림 속 같은데
저녁연기 동서로 흔들거리네.
桂陽山色秀晴空, 細菊深楓路不窮.
點點海邊鹽戶黑, 村村籬外柿林紅.
土風屢値凶年惡, 天勢遙將大野通.
老樹人家如畫裏, 暮煙搖曳自西東.

43) 여러
 …… 야박한데 : 뒤의〈계양의 농가에서 묵을 때 창밖으로 들은 백성들의 애환〉에 당시 계양의 사
정이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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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鳴古木日光昏, 鴻雁無聲鳥雀喧.

가을비

秋雨氣蒸如夏雨, 海村雲羃似山村.
農夫坐歎禾棲畝, 客子愁看水漲痕.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竟夜簷鈴眠不着, 強呼病叟與之言.

바람이 고목나무 울리고 햇빛 흐리니

自從今歲入秋後, 未有三朝不雨時.

기러기는 소리 없고44) 참새들만 시끄럽네

曉日揚輝雲忽靉, 宵星爭彩颶還吹.

가을비 내리는데 후텁지근하여 여름비 같고

四郊禾秸收無暇, 十月雷霆怒在誰.

바닷가 마을에 구름 끼어 산마을 같네

遙想至尊憂丙枕, 諸公爕理莫恬嬉.

농부는 가을걷이 못한 논을 앉아서 한탄하고
나그네는 불어나는 물을 근심스레 바라보네
밤새도록 낙숫물 소리에 잠 못 들어
병든 늙은이45) 불러내어 이야기하네

[해설]
앞 시와 마찬가지로 통진(通津) 여정 중에 계양에서 지은 작품이다. 추수철이 끝나
기 전에 비가 내려 백성들이 근심스러워하는 정경을 읊었다. 첫째 수에서는 가을걷이
를 망친 논을 바라보며 앉아 한탄하는 농부 곁에서 윤기 역시 불어난 물을 보며 근
심하고 있다. 이어 절망감에 잠 못 이루는 집주인을 불러내 이야기를 하며 위로하고

올해는 가을로 접어든 뒤로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내리네

있다. 둘째 수에서는 가을걷이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잦은 비의 원인을 인사(人事)와
연관지어, 정승들에게 좋은 정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윤기 역시 늦깎이로 급제하여
곧 관직으로 나아갈 처지라 고달픈 백성들의 처지를 공감하며 동정하고 있다.

아침에 볕 좋다가 갑자기 구름 짙고
밤에 별이 빛나다가 별안간 폭풍이 쳐
사방 들녘 익은 벼를 거둘 새가 없으니
시월의 천둥번개 누구 잘못 때문인가46)
임금께선 근심하다가 삼경(三更)에야 잠드실 터
정승들 방관 말고 음양(陰陽)을 잘 다스리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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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러기는

소리 없고 : 기러기는 떼 지어 날면서 우니, 우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날아가는 기러기가 없다
는 말이다.
45) 병든 늙은이 : 집주인을 가리킨다.
46)시월의

…… 때문인가 : 하늘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노여워서 시월달에 천둥 번개가 치는 재변(災變)을
일으키는 것인지 물은 말이다.
47) 정승들

…… 다스리길 : 삼공(三公)의 기본 임무가 치도(治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여 음양을 조화롭
게 다스리는 것이며 천변지이(天變地異)는 이 중 음양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러나 인간이 음양
을 직접 다스릴 수는 없으니, 이는 곧 정치를 잘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꾀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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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山遲下山疾, 作室難毁室易.

백성들은 괴로운데

貴人不知稼穡苦, 對案顰眉仍怒詈.
君不見世間萬事皆如此, 達者所以視兒戱.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下水苦西風, 上水愁東風.

산을 오르기는 더디고 내려오긴 빠르며

民人疾首吏人樂, 稻田凶年黍田豐.

집을 짓기는 어렵고 허물기는 쉬운데

堯舜豈不思博施, 天地猶有未全功.

귀인들은 농사의 괴로움을 알지 못해

四海至廣吾身小, 得失一任楚人弓.

밥상 앞에 찡그리고 성까지 내누나
그대는 못 보았나 세상일이 모두 이러함을
달인(達人)은 이 때문에 아이들 장난으로 본다네

[해설]
앞 시와 마찬가지로 통진(通津) 여정 중에 계양에서 지은 작품이다. 여기 작품들은

한강에 떠 내려갈 젠 서풍이 괴롭고

일반적인 한시형인 근체시와는 달리 고시(古詩)의 풍격과 형식을 모방하여 장단구(長
短句)의 고체 시풍으로 지은 시제(詩題)이다. 첫째 수는 농사의 괴로움을 모르고 밥

상류로 올라갈 젠 동풍이 걱정이며

상머리에서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귀인들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둘째 수는 입장의 차

백성들은 괴로운데 관리들은 즐겁고

이에 따라 유·불리와 고락(苦樂)이 달라지는 세상사를 읊고, 스스로 득실(得失)에 연

벼 논은 흉작인데 기장 밭은 풍작이네

연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나이 50을 넘긴 작가의 내면 수준을 엿볼 수 있게

요순(堯舜)이 어찌 모든 백성 구제하려 아니했으랴

한다.

천지가 하는 일에도 빈틈이 있는 게지
세상은 넓디넓고 내 몸은 미미하니
얻고 잃음에 연연하지 말자꾸나.48)

48) 연연하지

말자꾸나 : 원문은‘楚人弓’
으로, 옛날 초(楚)나라 왕이 사냥하다가 활을 잃어버리자 신하들
이 찾아오겠다고 하였는데, 왕이“초나라 왕이 활을 잃어버리면 초나라 사람이 얻을 텐데 무엇 때문에
찾는단 말이냐?[楚王遺弓, 楚人得之, 又何求乎.]”라며 그만두게 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득실(得
失)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뜻한다. *公孫龍子｢迹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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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의 농가에서 들은 백성들의 애환

베틀이 텅 비었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으니
금년을 어찌 보낼지 모르겠소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사채 독촉도 급하지만
날 저물어 계양(桂陽)에서 묵는데

관아의 환곡 갚을 일이 더욱 두렵소

빗소리가 나그네 잠을 깨우네

항아리에 저장한 게 뭐가 있겠소?

밤 깊으니 삼라만상 고요해지고

채찍질 매질을 피할 도리 없으리다

등잔의 불똥만 이따금 떨어지네

형틀 쓰고 오랏줄에 묶여 차가운 옥에 갇히면
살아 나오기를 어찌 바랄 수 있겠소?

창 너머에 주인이 나와 앉더니
마침 이웃 늙은이가 찾아와서는

이웃과 친족에게 책임을 돌려

처마 밑에 서로 보며 마주 앉아서

고함치며 독촉하고 결박하여 잡아가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 이야기하네

마을의 개들이 쫓아다니며
아전 향해 밤새 짖어댄다오

“금년은 참으로 흉년인데
우리 고을은 특히 더 심하구려

수령은 크게 위엄 부리며

벼는 이삭 영글지 않아

날마다 매질을 일삼으니

알곡 겨우 한두 알씩 뿐이고

백성들은 괴로움 참지 못해

기장과 조는 이미 수확이 없고

약을 먹거나 목을 맨다오

팥과 콩도 모두 망쳤소
아, 이렇게 모든 게 흉작인 건

더구나 금년 봄에는

비가 너무 잦았기 때문이오

양전(量田)49)을 대부분 허위로 하여

목화도 흉작이라

백성 돕는 제도가 도리어 해악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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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궁핍하지 않을 수 있겠소?

화가 나도 감히 말은 못하고
돌아서서 부질없이 눈물만 떨구었소

다른 고을엔 시행하지 않는 것을

날마다 아전들이 농가에 눌러앉으니

우리 고을에만 시행했는데

밤이면 재워주고 낮이면 음식 대접

양전에 동원하는 명목도 많아

개를 삶고 닭을 잡아

호적 따라 순서를 정하였소50)

푸짐한 상에 술까지 곁들였으니
어찌 미움과 원망이 없으랴만

새끼줄을 당기라고 농부들 모아놓고

노여움만이라도 면하기 위함이오

들녘을 뒤덮으며 나란히 말 달리더니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사다리꼴 논밭의

논밭의 많고 적음 다시 헤아려

넓이는 웬일인지 멋대로이더이다

거둔 돈을 관아에 깊숙이 들이며
가을에 재민(災民)을 구휼한다지만

토질의 등급도 상하가 바뀌어

백성은 혜택을 입지 못하오

소출 기준 그에 따라 오르내리니
1무(畝)당 내야 할 전세가 올라

흉년인데 세금은 무거우니

전에 비해 서너 배가 되었소

어떻게 다 낼 수 있겠소?
씨앗도 양식도 없으니

혹여 억울함을 호소하면

내년까지 살아남길 바랄 수 있겠소?

번번이 매질과 꾸짖음을 당할 뿐이니
군역(軍役)과 호역(戶役)이
일시에 또 몰려
49) 양전(量田)

: 국가에서 20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던 일을 이른다. 양전 실시 시기
는 각 고을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니, 이해(1791)와 전해에 실시된 양전 역시 그러하였다.(*承政
院日記 正祖 14年 10月 21日, 15年 1月 22日, 15年 11月 10日 참조.) 이 때문에 아래에“다른 고을에선
시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 고을에서만 시행했는데[他邑所不行, 一境獨偏被.]”라고 한 것이다.
50) 양전에

…… 정하였소 : 양전(量田)을 거드는 인원을 각종 명목으로 정하고, 고을 백성들을 호적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해당 명목으로 동원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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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솥51)은 본디 그릇으로 쳐주지 않소

暮宿桂陽村, 雨聲攪客睡. 夜久羣動閴, 燈花時自墜.

추위를 호소하는 병든 노인 걱정이고

隔窓坐主人, 時適鄰翁至, 相對簷楹間, 共話心中事.

배고프다 보채는 어린 애가 가엾소

今年固歉歲, 吾鄕尤赤地. 禾穀不成穗, 厥粒纔一二,
黍粟旣無收, 豆菽又全棄. 噫此百無成, 盖緣一極備.

백성을 위하는 임금님께선

木綿亦凶荒, 杼柚皆空匱. 無食兼無衣, 卒歲其敢議.

만백성을 똑같이 아끼시건만

私債督已急, 官糶心尤悸. 甁盎曾何儲, 鞭箠無所避.

어이하여 그 뜻을 받들지 않고

枷纆繫凍獄, 生出安可冀. 誅求及鄰族, 追呼紛繫臂,

벼슬자리 이용해 이익만 꾀하는지

打起村中狗, 通昔吠官吏. 太守大肆威, 日日肉鼓 吹,

하늘은 높아서 하소연도 못하지만

所以不堪苦, 仰藥或自縊. 况於今年春, 量田多虛僞,

그렇다고 속일 수도 없을 것이오”

益下反損下, 焉得不困悴. 他邑所不行, 一境獨偏被,
幹事多名目, 按籍分第次. 引繩會田夫, 蔽野聯駿騎,

한동안 말소리 끊기고

直方與句梯, 濶狹惟意恣. 等品變上下, 卜束隨軒輊,

탄식 소리만 들려오네

逐畝增厥賦, 比前倍三四. 或有稱寃枉, 動輒遭笞詈,

그대들 사정이 처량도 하니

敢怒不敢言, 背立空墮淚. 排日占村舍, 夜宿仍晝餽,

내 마음 어리둥절 취한 듯하네

烹狗復殺雞, 狼藉間酒觶. 豈不含疾怨, 聊以免嗔恚.

백성이 어찌 가엾지 않으며

更計田多少, 斂錢官府邃, 及秋雖恤灾, 未蒙惠澤曁.

관리가 어찌 부끄럽지 않으랴

年饑稅則重, 何以畢輸致, 種糧俱烏有, 敢望歲興嗣.

조선 팔도 삼백예순 고을의 실정

簽丁與戶役, 一時又咸萃, 縱欲自賣身, 誰肯收衰瘁.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으니

破屋良難售, 土銼本非器. 呼寒念老疾, 啼飢憫幼稚.

느꺼워 탄식하며 이 시를 지어

聖人爲民意, 本欲推一視, 云胡不少體, 因之以爲利,

풍속을 관찰하는 뜻을 부치네

天高不可訴, 尙亦無訛寐. 良久語聲絶, 但聞太息喟,
念爾情則慽, 而我心如醉. 爲民豈不哀, 爲官豈不愧.
三百六十州, 引伸可觸類, 感歎爲此詩, 竊取觀風義.

51) 흙솥 : 흙으로 빚은 솥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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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앞 시와 마찬가지로 통진(通津) 여정 중에 계양에서 지은 작품이다. 고려시대와 조
선시대를 걸쳐 계양 지역에서 산출된 작품은 많지만, 이 작품처럼 백성들의 삶의 애환
을 백성들의 목소리로 직접 생생하게 드러낸 작품은 드물다. 그렇기에 윤기의 이 작품
이 지니는 가치는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전(量田)을 빌미로 세금이 올라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의 현실과 애환을 지역 농민의
육성(肉聲)을 통해 사실적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제1행~제4행의 도입부와 제42행
~제46행의 감회를 제외한 중간의 27행이 모두 주인과 이웃 노인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흉년으로 인해 벼, 기장, 조, 팥, 콩, 목화까지 모든 농사를 망친 절망스러운 상황
에서“금년을 어찌 보낼지 모르겠소.”라는 지극히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백
성들의 고통은 단순히 흉년이 든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파생되
는 사채 독촉과 관아의 환곡 갚는 일이 장차의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익히 겪
어온 아전들과 수령의 횡포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
는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 게다가 올해는 양전으로 인해 그 고통이 더욱 극심해졌다.
윤기는 이 같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로 기록하며, 벼슬길에 몸 담고 있는 자신
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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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의 역사 서사와 구비문학

계양의 역사 인물 : 강직한 성품의 명판관 손변(孫抃)

손변(孫抃)의 처음 이름은 손습경(孫襲卿)이며 수주(樹州)52) 사람이다.
1212년 과거에 급제한 후 천안부판관(天安府判官)으로 있으면서 최고의
고과를 받았으므로 순서를 뛰어넘어 공역서승(供驛署丞)53)으로 임명되었
다. 고종 때 여러 차례 승진해 예부시랑(禮部侍郞)까지 올랐다가 부당하
게 누명을 쓰고 섬으로 유배되었으나 곧 경상도 안찰부사(慶尙道按察副
使)로 복직했다.
재임 시절 어떤 남매간에 송사가 벌어졌다. 남동생은“같은 뱃속에서 나
왔는데 어찌 누이만 부모의 재산을 차지하고, 동생에게는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소?”하고 주장했고, 누이는“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재
산을 모두 나에게 주었고, 너의 것이라곤 치의(緇衣)54) 한 벌, 치관(緇
冠)55) 하나, 미투리 한 켤레, 양지(兩紙) 한 묶음뿐이다. 문서가 구비되어
있는 터에,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라며 반박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수령들이 그 송사를 처결하지 못했는데, 손변이 두
사람을 불러 앞에 세우고,“너의 아버지가 죽을 때 어머니는 어디 있었느
냐?”하고 물으니, 먼저 죽었다고 대답하였다. 아버지가 죽을 당시 두 사
람의 나이를 묻자, 그때 누이는 이미 시집갔고, 동생은 어린아이였다고 대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부평(富平)>

52) 수주(樹州) : 고려 초기 계양 지역의 다른 이름.
53) 공
 역서승(供驛署丞) : 고려시대 각 도(道)의 정역(程驛)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공역서(供驛署)에 소속된
종8품의 관리.
54) 치의(緇衣) : 옛날에 관리가 집에서 입던 검은 옷이다.
55) 치관(緇冠)

: 유생들이 평소에 쓰던 검은 색의 관을 말한다. 검은 색의 베로 만든 관을 치포관(緇布冠)이
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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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손변이 답변을 듣고 난 후 그들을 타일렀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꼭 같은 것인데, 어찌 나이 들어 시집간 딸

지처(糟糠之妻)를 버리는 따위는 나로서 차마 못할 짓인데다 하물며 자식
도 있지 않소?”라며, 끝내 듣지 않았다.

에게는 후하고 어미 잃고 아직 어린 자식에게는 박하겠는가? 아비 생각에,
아이가 의지할 곳은 누이뿐인데 만약 재산을 누이와 꼭 같이 나누어준다
면 누이의 사랑이 혹시 지극하지 않고 그를 양육함이 한결같지 않을까 염

[해설]

려한 것이니, 아이가 성장하면 이 종이로 소장(訴狀)을 만든 다음, 치의와

손변(孫抃)은 계양 지역을 대표할 만한 역사 인물이다. 위 이야기는 손변과 관련

치관에 미투리를 신고서 관가에 가서 하소연하면, 능히 가리어 줄 사람이

된 두 가지 일화를 통해 그의 인물됨을 드러낸다. 첫째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것으로
부모의 유산을 두고 여러 해 동안 다투던 남매의 소송에서 남매에게 재산을 반반씩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아이에게 네 가지 물건만을 남겨준 것은 그

나누도록 판결한 것이다. 손변의 재판은 고려 시대의 재산 상속에 관한 풍습을 알아

뜻이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로 꼽히고 있다. 둘째는 출세길을 버리고 조강지처(糟

이 말을 들은 동생과 누이가 감동하여 서로 마주보며 울었고, 손변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56) 그들에게 주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승진해 추밀
원부사(樞密院副使)가 되었고, 고종 38년(1251)에 수사공(守司空)·상서좌

糠之妻)에 대한 사랑을 지킨 인간적인 모습이다. 벼슬살이에서 높은 직위나 명망 있는
자리는 누구나 탐낼 만한 것이지만, 손변은 벼슬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해
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이처럼 손변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
을 지닌 인물이었다.

복야(尙書左僕射)를 지내다가 죽었다.
손변은 성품이 굳고 곧았으며, 행정에 밝아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가
는 곳마다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처가가 왕실의 서족(庶族)이었으므로 대
성(臺省)·정조(政曹)·학사(學士)·지제고(知制誥)에는 임명되지 못하였다.
처가 손변더러“저의 가계가 미천한 까닭으로 유림들이 중히 여기는 청요
직(淸要職)57)을 맡지 못하시니, 저를 버리고 다시 권세 있는 가문에 장가
드세요.”라고 청하자, 손변이 웃으며“자신의 출세를 위해 삼십 년 조강

56)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 이 기록은 고려시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고려시대 상속제
가 자녀 균분상속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57) 청요직(淸要職)

: 청환(淸宦)과 요직(要職).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한하여 시키는 벼슬로 지위와
봉록은 높지 않으나 이 관직에 임용되면 뒷날 고관(高官)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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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승 신돈(辛旽)과 고려를 불태운 불가사리

“옳거니! 이렇게 하자!”
신돈은 송악산 밑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고 흙을 팠다. 그러고 나서 그
땅에 검은콩을 가득 뿌리고 그 위를 살살 덮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

한강 줄기가 굽이로 흘러 계양산 자락을 휘감으면 마침내 황해바다에

게 그 자리에 가벼운 불상을 하나 얹어 놓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콩에 싹

이른다. 까닭에 한양의 풍류객들과 양반들은 곧잘 배를 띄워 이곳 계양

이 나고 불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신돈

까지 유람을 나오곤 하였다. 그래서일까. 계양은 고려가 멸망하던 시절의

은 가사(袈裟)를 입고 고승(高僧) 행세를 하며 송악의 마을을 돌며 떠들

이야기와 이성계가 한양을 새도읍으로 일으킬 적 상서로운 이야기가 유난

었다.

히 많이 전해진다. 그중 신돈과 불가사리 이야기는 제일 기이한 이야기이

“송악산의 정기를 가득 받은 불상이 곧 하늘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들
을 낳고 싶은 집들은 모두 그 불상에 치성을 드리십시오! 소승이 여러분

다.
고려가 어언 오백여 년이 되어 국운이 쇠할 즈음. 고려의 수도 송악(松

을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岳,지금의 개성(開城))에는 신돈(辛旽)이라는 승려가 살았는데 기골이 장

워낙 용모가 뛰어난 신돈이 이렇게 소문을 내자, 아이가 없어 고민하

대한 천하장사였다. 어느 날 관상쟁이가 송악을 지나가다 우연히 신돈을

던 아낙들이 하나 둘 송악산 자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

마주치게 되었다. 신돈은 한눈에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관상쟁이라는 것

말 멀리서 보니 공중에 불상이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 신비로

을 알아보고 그에게 자신의 관상을 물어보았다.

운 장면에 넋을 잃고 엎드려 절을 하기 바빴다. 하지만 사실 이 신기한 광

“당신은 타고나길 승려가 아니라 장사로 태어났소. 필시 아들 백 명과
손자 천 명을 슬하에 두게 될 것이오!”
관상쟁이는 승려였던 신돈에게 이런 뜻밖의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
졌다.

경은 신돈의 계책이었다. 신돈이 심어 놓은 콩이 무럭무럭 키가 자라 그 위
에 있던 불상을 하늘로 떠올린 것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아이가 없어
절박한 아낙들은 신앙심에 기대어 그 불상을 황홀히 쳐다볼 밖에.
마침내 신돈은 그 불상을 자신의 암자로 모시고 성대한 법회를 열었다.

신돈은 생각하였다. 하긴 송악산 밑에 있는 암자에서 승려 행세를 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 여인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있었지만, 이 일은 따분하기 짝이 없었다. 만약 송악에 내 아들이 백 명이

그리고 신돈은 여기서 천하에 못된 계책을 착착 진행하였다. 불상에 치성

나고, 그 백 명의 아들이 각각 자식 열 명씩만 낳는다면 나는 천 명의 손

을 드리기 위해서는 불상 아래 있는 지하실에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여인

자를 얻는 것이렸다. 그렇다면 이 송악과 고려는 내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

들이 하나씩 지하실에 들어올 때마다 숨어있던 신돈은 여인들을 욕보이기

다! 신돈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관상쟁이의 말을 기필코 실현시키겠다는

시작하였다. 아이를 갖고 싶어 불공을 드리러 왔다가 이런 생각지도 못할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일을 당했다고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여인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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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사이로 불공을 드리러 온 여인들은 모두 신돈의 계략에 속아 임신을
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이 장사에게 욕을 본 여인들은 모두 아들을 낳
았다.
그러자 신돈은 또다시 나쁜 궁리를 하였다. 자, 송악의 여인들이 내 아
이를 가졌다고 치자. 하지만, 어떤 녀석이 내 아들인지 어떻게 분간한단 말
인가? 그러다 마침내 신돈은 무릎을 치며 암자를 다시 뛰쳐나갔다.
“불상에 치성을 드려 낳은 아이들은 반드시 연꽃 모양의 돌띠를 허리에
차야 하오! 사내아이는 이 돌띠를 해야 무탈할 것이오!”
아들을 낳아 경사에 들뜬 집들은 신돈의 계략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
돈의 영험함만 믿고 사내아이들에게 모두 돌띠를 해주었다. 그리고 서너
해가 지나 정월이 되었다. 정월에 사내아이들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기
위해 송악산을 찾았다. 신돈은 송악산 절에 숨어 돌띠를 허리에 찬 아이
들을 보며 크게 기뻐하였다.
“요놈도 내 아들, 저놈도 내 아들!”

“그렇구나. 이 절에 요승이 살아 이런 못된 짓을 꾸민 게로구나!”
황희는 당장 나졸들에게 명령하였다.
“송악산 절간에 요승이 사악한 짓을 꾸몄다. 주지 신돈을 잡아 올려
라!”
나졸들이 신돈을 잡기 위해 급히 절간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아뿔사,
이미 신돈은 이 소식을 먼저 듣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버리고 난 뒤라
절간은 텅텅 비어있었다. 그러면 신돈은 어디로 갔을까? 신돈은 재물을
챙겨 제 누이의 집으로 향하였다. 누이는 신돈을 보자마자 놀라 물었다.
“얘야 관군들이 몰려다니며 널 잡겠다고 난리던데 무슨 일이냐?”
“누이는 알 것 없소. 그나저나 누이, 내가 송악산에서 뛰어오느라 뱃가
죽이 등가죽하고 들러붙게 생겼소. 어서 밥이나 한 사발 내주시오!”
신돈은 누이가 내준 밥상을 받자 걸신이 들린 듯이 먹어 치웠다. 워낙
덩치가 큰 신돈이 게걸스럽게 먹다 보니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신돈
은 흙이 묻은 손으로 그 밥알들을 모아 뭉쳤다. 그러자 흙때가 묻은 밥

과연 신돈이 숫자를 세어보니 아들이 백 명이나 되었다. 자 이제 저 아이

알이 꼭 찰흙마냥 덩어리가 진 것을 신돈은 재미있어 장난을 치기 시작했

들이 커서 다시 장가를 들면 이제 송악에는 내 손자들로 가득찰 게 아닌

다. 요리조리 조물조물 만지자 그 밥덩이는 작은 개 모양이 되었다. 신돈

가! 신돈은 속으로 생각을 하며 쾌재를 불렀다.

은 그 밥덩어리로 만든 까만 개를 방구석에 던져놓고 식곤증에 잠이 들어

그러던 어느 날, 송악에 황희라는 뛰어난 관리가 살았는데 그의 귀에 이
상한 소문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길,
“돌띠를 찬 사내아이들은 모두 아비가 같다!”
황희도 참으로 괴이한 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정월 대

버렸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이 밥덩이 개가 네발로 걷는 것이 아닌가. 신
돈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누이 곁으로 밥덩이 개가 기어오더니 누이의 바
늘을 똑똑 씹어먹기 시작하였다.
“에구머니나. 얘야, 일어나봐라. 이 개가 내 바늘을 씹어 먹는다!”

보름. 황희가 저녁에 길을 걷는데 송악산 절간 연등회장으로 남자아이들

바늘을 다 씹어 먹은 개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자란 것처럼 보였다. 신돈

이 모두 돌띠를 차고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황희가 그 뒤를 밟아보니

은 이것이 신기하여 재미 삼아 개를 들어 올려 문고리에 갖다 대 보았다.

그 사내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그러자 이 밥덩이 개는 또다시 쇠로 된 문고리를 와작와작 씹어먹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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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문고리를 다 먹자 더 커진 개는 냉큼 신돈의 손에서 뛰쳐나가 마을

었다. 그런데 신돈이 공민왕에게 청하여 그 뒤부터 여인들도 법당 안에서

을 휘젓고 다녔다. 쟁기며 낫이며, 칼이며 창이며, 쇠로 된 것은 가릴 것 없

불공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남녀가 정월 저녁 함께 불공을 드리

이 모두 씹어먹고 삼켜버렸다. 마침내 쇠를 먹어 치우는 이 개는 송아지 만

게 되니 자연스레 청춘들의 만남 또한 이루어졌을 것이다. 신돈 이야기는

하게 커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소식이 닿게 되었다.

당시에 문란하였던 남녀 간의 세태와 혼란스러웠던 고려 수도 송악의 풍

“그 기이한 일이로다. 그 개로 말미암아 이 송악에 쇠붙이는 남아나지

속을 잘 보여준다. 불가사리로 불타올랐던 송악의 모습은 수시로 정권이

않겠구나. 대신들은 무엇하느냐. 송악의 제일 큰 대장간에 쇳물을 가득

바뀌며 난이 일어났던 망국의 수도,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

끓여 그 못된 개를 잡도록 하여라!”

기에 나오는 관리 황희는 우리가 명정승으로 잘 아는 그 황희가 맞다. 곧

임금님의 추상같은 명이 내리자, 송악의 대장간에서는 불덩이처럼 펄펄
끓는 쇳물을 가득 만들었다. 신돈이 만든 개가 식탐에 헐레벌떡 대장간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황희가 활약하게 될 것을,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곳 계양 자락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이다.

로 달려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자 대장장이들은 그 개의 아가리를
향해‘이놈 죽어라!’
를 외치며 쇳물을 들이부었다. 그런데 이건 또 어인 일
인가. 쇳물을 가득 삼킨 개는 죽지 않고 오히려 온몸이 용암처럼 시뻘겋게

[해설]

끓어올라 더욱 날뛰었다. 이 개가 날뛰며 지나갈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집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불가사리는 원래 불가살이(不可殺伊)로 불리는 요괴이다. 민

들도 개의 몸에서 튀어나온 용암 같은 쇳물에 불타올랐다.
“불가사리가 날뛴다! 불가사리가 덮쳐오니 모두 도망가라!”

담에 자주 등장하는 요괴로 쇠를 좋아하고‘결코 죽일 수 없다’
고 하여 불가사리라
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이 요괴는 대단히 불길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라나 사회
가 혼란스럽거나 망해갈 때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실패

사람들은 이 개가 지나갈 때마다 불이 난다고 하여,‘불가사리’
라는 이

하던 시기, 고려의 멸망을 불가사리의 등장을 통해 은연중에 드러내려 한 것이다. 그

름을 붙여 주었다. 이 불가사리는 몇 날 며칠을 날뛰며 용암 같은 쇳물을

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이 조선 초기 명재상이었던 황희라는 점도 주목할 만

흘리다가 마침내 꺼지듯 사라졌다. 그 사이 송악의 마을은 불바다가 되
었다고 한다. 고려가 국운이 쇠하던 시절, 신돈의 요사스러운 행동과 불

하다. 이는 결국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계양의 경우 서울과 뱃길로 연결되어 있기에 많은 이들이 조선 건국의 당위성에 대하
여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까닭에 계양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보아야겠다.

가사리의 재앙 때문에 결국 송악은 오백 년 수도의 운명이 다하였다고 한
다. 믿을 수 없는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고려말 공민왕(恭愍王) 시절,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앞장서서
행하다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신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 여인들은 불공을 드리러 가도 법당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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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의 조선 건국과 황희 정승이 가난했던 이유

가 명나라와 싸움까지 진다면 나는 최영에게 분명히 목이 달아날 것이다!
“노인장, 그러면 바람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되겠소?”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나? 여기 꽂힌 깃발이 남쪽으로 나부끼지 않소?

바야흐로 고려가 쇠망하던 시절. 중국도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힘을
잃고 명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명나라는 고려에게 함경도

남쪽으로 나부끼는 깃발을 들고 북쪽으로 가봐야 무슨 좋은 꼴을 볼꼬.
남쪽으로만 가면 만사형통인 것을!”

땅을 요구하였고, 장군 최영(崔瑩)은 이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최영은 제일

그러고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은 소를 타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

뛰어난 장수였던 이성계(李成桂)를 시켜 요동땅을 정벌하라고 하였다. 이

졌다. 결국 이성계는 이 말을 듣고 병사를 몰아 다시 고려의 궁궐을 향해

성계는 최영과 생각이 달랐지만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

갔다. 이것이 바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 위화

너게 되었다.

도 회군의 뒷이야기라 사람들은 전한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불어난 압록강

이성계가 최영과 고려의 충신들을 모두 정리하였을 때, 황희(黃喜)라는

물이 병사들을 집어삼키면서 이성계는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그때였다.

젊은 관리도 고려 편에 붙어 끝까지 남으려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

철벅철벅 소를 타고 어떤 노인이 병사들 앞을 지나가며 말했다.

들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젊은 사람이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황

“이 미련하기가 이승교(이성계) 같은 소야. 바람을 자꾸 거슬러 가면 고

희를 설득하였다. 그래서 황희는 조선의 신하가 되었다. 다만 그는 고려

생만 하지 않느냐. 워이, 바람 따라 쉬이 가면 될 것을. 이 이승교처럼 멍청

를 멸망시킨 이성계가 마땅치 않아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일부러 가난하게

한 소야!”

살았다.

군영에서 자못 위엄있게 앉아 있던 대장군은 이 소리를 듣고 어안이 벙

황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황희네 집에는 부인

벙하였다. 병사들 앞에서 감히 시골 늙은이가 자기를 능멸할 수 있다니.

과 며느리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여 치마가 한 벌밖에 없었다. 그래서 화

아, 저자는 현자이거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성계는

장실을 가거나 밖을 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벌 있는 치마를 시어머니와 며

병졸을 시켜 노인을 불러오라 하였다.

느리가 번갈아 가며 입었다고 한다. 그러니 하루는 너무 답답하여 황희의

“왜 소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였소? 노인장.”
“왜긴 왜겠소?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데 자꾸 이 미련한 놈이 북쪽으로
만 가니 물에 첨벙첨벙 빠지지 않소. 순리대로 가야지.”
물에 첨벙첨벙 빠진다는 말을 듣자, 이성계는 비 때문에 압록강에 빠져
죽은 병사들이 생각났다. 내가 이렇게 병사를 잃고 만약에 북쪽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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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 황희는 욕심이 없는 청렴

지만 일부러 황희의 이야기를 덧붙여 그가 조선 왕실과 불화를 빚었다고

한 재상으로 드높은 이름을 날리다 세상을 하직하였다.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을 인정하면서도 군사를 거꾸로 돌린 이성계

몇 년 후, 명나라의 사신이 공작새 한 마리를 조선에 선물로 가져왔다.
그런데 아무리 궁궐에서 좋은 것을 줘도 이 공작새는 굶기만 하여 시세로

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
음과 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왕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으니!

말라갔다. 중국의 황제가 보내온 공작새를 굶겨 죽였다가는 무슨 트집을

한편 황희가 신하로서 때로는 높이 쓰이다가도 또 그렇지 못하고 진퇴

잡아 또 우리를 못살게 굴지도 모른다! 임금과 신하들은 걱정이 날로 더

를 거듭하기도 하였지만 이 이야기처럼 가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

해갔다. 이때 한 신하가 말하였다.

람들이 바란 것은 권력자에게 붙어서 부자가 되거나 함부로 힘을 과시하

“명재상이었던 황희가 평소 자신을 두고 공작새라고 말한 것을 소신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황희는 총명한 자였으니 그의 집으로 공작새를 보내면

지 않는 관리였기에 이런 이야기가 더불어 전해진 것이 아닐까? 예나 지금
이나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은 모양이다.

분명 무슨 수가 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작새가 황희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공작새가 온 것을 보
고 황희의 부인은 황희가 살아생전 한 말이 생각났다. 궁궐에서 주는 것

[해설]

은 그렇게 마다하면서 자기를 공작새라고 하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이 이야기는 계양 지역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래 개성이나 서울

그러면서
“어서 광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볍씨 부스러기나 주워다 공작새에게
주거라!”
사람들은 황희의 부인이 말한 것처럼 볍씨 부스러기를 주워다 공작새
에게 주었다. 그러자 궁궐에서 한사코 굶고 있었던 공작새가 드디어 볍씨

에서 전해지던 이야기가 인근 지역인 계양까지 유전(流傳)되어 정착한 것으로 생각된
다. 구비문학 작품은 어느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가 하는 지역성을 중시하는데, 이
이야기는『한국구비문학대계』를 편찬할 당시 인천 북구에서 채록되었기에 본서에 포
함을 시켰다.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는 조선 건국의 당위성에 대해 말
하고 있다. 특히 이성계가 회군을 하는 과정에서 촌부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귀
담아듣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는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명분이 중요하며, 또한

를 먹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며칠 공작새는 황희의 집에서 볍씨만 먹고 살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도 소중히 귀담아들어야

이 쪄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다. 황희의 집안도 그제야 나라에서 주는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뒤에 나오는 황희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다소 연결되지

녹을 받기 시작하였고 가세가 점차 나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않는 느낌이 있다. 구전설화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조선의 건국 이야기에 황희

위화도 회군을 두고 사람들은 마치 이성계가 나라를 배신한 것처럼 말
하곤 한다. 그래서 이성계를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종종 전해지는데, 이 이

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새로 일어나는 나라가 바르고 올바른 정치를 펴기 바라는 대
중의 열망이 담겨있다고 볼 수도 있다. 조선의 건국을 인정하되 청렴한 정치로 더 나
은 세상이 열려야만 한다고 대중들은 이야기를 통해 은연중에 말하였던 셈이다.

야기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라고 전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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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개비 포수와 호랑이보다 무서운 원님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노란 솔가지들이 많아 김씨 부인은 양껏 나무
를 하고 싶은 마음에 범허리의 안쪽으로, 자꾸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
었다. 그 순간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김씨 부인을 노려보다‘앙’소리를

구한말 계양산 서쪽 자락에 오광수라는 포수가 살고 있었다. 육십여

내며 와락 덤비는 것이 아닌가! 김씨 부인은 혼이 쏙 달아나 가래니 망태

호가 모여 사는 가난한 마을에서 오포수는 산짐승을 잡아 장에 내다 팔

니 가져온 짐은 다 내다 버리고 도망을 하였다. 도중에 고꾸라져 데굴데

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오포수가 사는 계양산 자락에는 범의 대가리

굴 굴렀지만, 늦가을 가득 나린 낙엽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고 가까스로

를 똑 닮은 작은 산이 자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뒷산을 호두산

빠져나올 수 있었다.

(虎頭山,호랑이 머리 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산이 범의 대가리처럼 우뚝하
게 치솟았으니, 사람들은 이 산의 정상을‘범머리’
, 등성이를‘범허리’
라고

마을에 들어서자, 만신창이가 된 김씨 부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놀라
자초지종을 물었다.

불렀다. 이름은 무섭지만 호랑이 허리처럼 잘록한 산등성이에서 가난한

“에구, 범허리 가서 나무를 하는데, 늑대가 들이덤벼서…”

사람들은 봄이면 나물을 하고 가을이면 나무를 해서 입에 풀칠이나마 할

“그거 늑대가 아니라 호랑이 아니던가?”

수 있었다. 그러니 기실 호두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없이 자애로운 산이

“늑대예요. 아주 죽을 뻔하고 쫓겨왔어요.”

었던 셈이다.

그러자 마을 사람 하나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을 동쪽 끄트머리에 사는 늙은 김 씨네 집 부

“지금 새침 어미가 나무하러 갔다가 늑대에 쫓겨 왔는데, 동네가 다 나

인이 여느 날처럼 나무를 하러 범허리로 나가고 있었다. 김씨는 늙고 이들

가서 그 늑대를 잡읍시다. 범허리에 나무하러 가다 또 사람 상하면 안 되

은 아들 없이 두 딸만 키우고 있었기에 가을이면 부인이 나무를 해야만

니까.”

했다. 부인이 큰딸을 불러 말했다.
“얘 새침아, 동생이랑 같이 집 보고 있거라. 범허리 가서 내 나무 좀 해
올 테니”
늦가을이라 낙엽이 푹푹 빠지는 호두산 산길을 김씨 부인은 혼자 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호두산 등성이, 범허리에 이르자 김씨 부인은 가져온
가래로 나뭇잎을 살살 긁어가며 나뭇가지들을 망태에 담기 시작하였다.
남자처럼 한 짐 크게 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으내 근근이 모아 아궁
이에 때면 한 해 겨울은 넘길 수 있는 고마운 나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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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늑대가 새침 어미를 덮친 걸 보면, 내가 여자인 척하는 게 나을 것

호랑이의 입에 재차 사냥총을 쏘았다.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호랑

같소. 괜히 총만 들고 설쳐봐야 짐승이 저 잡으러 온 줄 뻔히 알고 몸을

이를 보며 포수는 그제야 그놈이 죽은 것이라 안심하였다. 알고 보니 오

내뺄 테니 말이오.”

포수가 처음 쏜 총알은 호랑이의 입을 통해 곧바로 몸통을 관통한 것이

그래서 오포수는 아내의 파란 치마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호

었다. 그래도 워낙 송아지만한 영물인지라 그렇게 의젓하게 앉아 최후를

두산을 휘적휘적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바야흐로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맞이한 것이었다. 그렇게 꼿꼿이 앉아있는 호랑이의 모습은 흡사 범대가

늑대 몰이가 시작됐다. 불을 밝히고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범허리를 좁

리산, 호두산의 모습과 판에 박힌 듯하였다.

혀 들어갔다. 그러자 범허리 한 켠에 있던 커다란 늑대가 날래게 몸을 들
치고 마을 쪽으로 달아났다.
“늑대가 마을로 간다! 늑대 잡아라!”

총소리를 듣고 나서야 드디어 산에 갔던 마을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아니 늑대가 아니라 호랑이였구먼.”
사람들은 꼿꼿이 앉아 죽은 호랑이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기 바빴

오포수는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바람처럼 마을을 향해 뛰었다. 오포수

다. 그리고 다시 마을은 흥성거리기 시작하였다. 범의 껍질을 벗기고 호랑

의 별명은‘바람개비’
였다. 한 번 짐승을 쫓아 산을 넘기 시작하면, 순식

이 고기를 가가호호 두 세 근 씩 끊어 돌렸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전한

간에 사라져 다음 언덕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짚신을 신고 발뒤꿈치는 땅

노씨 노인도 어린아이 적 그날 먹은 호랑이 고기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에 닿기도 전에 앞꿈치로만 산을 탔기에 짐승들도 발자국 소리를 미처 듣

한다.

지 못할 정도였다. 바람개비 포수는 청치마를 들쳐 들고 평소보다 더 빨
리 달렸다.
‘마을에는 애들과 여자들만 있을 테니 어서 서두르자’
산을 넘어 질포리란 동네에 들어서자 어스름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오포수는 아내의 청치마 뒤로 총을 숨기고서 조용히 가뭇가뭇한 것을 향
해 다가갔다. 그러자 으르렁거리며 무엇인가가 냅다 오포수를 향해 덮쳐

“배고프던 시절 고기 먹을 일이 어디 흔한가. 게다가 송아지만한 호랑이
를 잡았으니 마을 잔치 같았지 뭐야.”
한편 오포수는 근사한 호피를 얻어 마음이 한껏 들떴다.
“여보 당신이 준 청치마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호피를 얻었소. 이걸 장사
치들에게 팔면 올겨울 나기는 너끈할 거야.”
하지만 좋은 일은 귀신이 질투한다고 하였나. 이번에는 귀신이 아니라

왔다. 그건 늑대가 아니라 송아지만한 호랑이였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화가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부평에 고을 원님이 이

‘내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이대로 죽겠구나’

소식을 듣고서 당장 오포수를 관아로 끌고 와 물고를 내려 하였기 때문

오포수는 다시 호랑이가 자신을 덮치는 순간 호랑이의 아가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펑!’하고 화약이 터지자 오포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호랑이가 자기 앞에 똑바로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미동도 없이. 오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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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원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저 같은 하찮은 것이 무슨 큰 죄를 짓겠
습니까?”

라.”
결국 오포수는 호피를 관아에 넘기고야 풀려나고 말았다. 구한말 학정
이 심하였다고 하지만, 호랑이로 입은 화를 호피 한 장으로 가까스로 막

“네, 이놈! 너는 호두산이 얼마나 중요한 산인지 모른다는 말이냐?”

았으니, 당시 지방 수령의 무시무시함이 감히 호랑이와 견줄 바가 아니었

“호두산은 마을 사람들한테 중요한 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죄

던 것이다.

를 지었습니까. 아이고 원님!”
엉엉 울며 애원하는 오포수를 향해 원님은 노하여 소리쳤다.
“그래 너희 가난한 백성들이 그나마 호두산 덕분에 입에 풀칠을 하며
연명하고 있거늘. 네가 호랑이를 잡을 적에 호랑이가 호두산 모양으로 앉
아 죽었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린다. 그렇다면 그 호랑이는 호두산 산신령

[해설]
포수 오광수의 이야기는 구한말 계양 지역과 계양산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다. 그
자손이 어디에 사는지 구술자가 정확히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비교적
최근을 배경으로 한다. 오광수의 활약이 주된 내용이지만 말미에 덧붙인 호피(虎皮)

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가 마을에 큰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면 그런 영물

를 갈취하는 원님의 이야기는 구한말 이야기의 전형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훗날‘신소

을 함부로 잡아서야 되겠느냐?”

설’
로 잘 알려진 이인직(李仁稙)의 <은세계>와도 매우 닮아 있다. 이들 이야기는 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
습니까?”
“그래 산중호걸이라 하였거늘! 영물을 해한 것도 모자라서 그 가죽을

결같이 학정(虐政)을 일삼는 사회는 명운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파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후반부는 조선의 멸망과 그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
서 퍽 씁쓸한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문학적 측면으로 보자면 새로운 형식인 신소설
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너 같은 것이 가지고 있으면 필히 노한 산신령이 마을에 횡액을 가져올 것
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렇구나! 이 작자가 호피가 탐이 나서 날 못살게 구는구나. 죽은
호랑이 새끼 때문에 여기서 같이 죽느니 차라리 그깟 호피 넘겨주고 말
자.’
“여부가 있겠습니까. 호피는 당연히 관아에 받칠 생각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영물을 제가 어찌 탐하겠습니까. 원님께서 알아서 처분해주십시오.”
“진즉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괜히 본관이 이렇게 나설 것이 없었을 것
아닌가. 마을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그 물건을 관아에 받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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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을 뽑아 여인을 구한 사냥꾼 장한량

명복을 빌어주러 내려왔나 생각하고 중에게 말을 걸었다.
“소녀가 오늘 양친 모두 돌아가시는 참담한 일을 겪어 경황이 없습니
다. 스님께서는 무슨 일로 슬픈 일이 있는 집에 찾아오셨는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고 하소연도 못한다면

그러자 이 중은 껄껄거리며 딸에게 이야기하였다.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불행이 여전히 시시각각으로 자신

“이 미련한 것아, 내 너를 차지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을 모른단 말이

을 덮쳐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여기 김진사의 딸이 지

냐? 나는 내일 기필코 찾아와 너를 취할 것이니 너는 딴마음 품지 말고

금 비탄에 빠진 채 들보에 무명천을 걸고 있다. 곧 저녁이 되면 아무도 없

여기 얌전히 있거라! 오늘은 방해꾼들을 마저 정리하러 왔노라.”

는 김진사의 집에 기골이 장대한 중이 찾아와 자신을 욕보일 것이 분명하

그리고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중은 집에 남은 하인 부부 둘까지

기 때문이다. 이렇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덜

잔인하게 도륙을 해버렸다. 아뿔싸!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로구나!

억울할 것 같아 모진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로구나! 진사의 딸은 그제야 자초지종

사건은 이러하였다. 마을 뒷산 절간에 어느 날 중이 하나 들어왔는데,

을 깨닫고서 네 구의 시신을 붙들고 애통하게 울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승려답지 않게 천하장사의 풍모를 지닌 자였다. 이 중은 절간에 들어오자

면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겠지만 워낙 인적 드문 두메산골 마을에 사는지

마자 주지 자리를 차지하고 수시로 마을을 들락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라 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와 식구처럼 돌

가세가 기운 김진사네 집에 하나 있는 외동딸을 이 중이 우연히 보게 되었

봐주던 하인들까지 모두 잃었으니 더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

다. 비록 가난하여도 김진사 내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딸이라

캄하였다.

마음씨도 고왔거니와 외모도 어여뻤다. 기골이 장대한 이 중은 김진사의

내 차라리 빨리 목숨을 끊자. 저 못된 중놈에게 욕을 당하면 나 때문에

딸을 보고 그만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나쁜 마음을 품고 말았다. 이

험한 꼴을 당한 부모님을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새벽이 되

중은 원체 불법 따위는 모르는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라, 절대 해서는

자 딸은 그렇게 모진 마음을 품게 되었다. 딸은 네 구의 시신을 묻느라

안 되는 살생도 함부로 하는 자였다.

하루 종일을 보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방치

그날 저녁 김진사 내외는 한밤중에 담을 넘어온 괴한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창졸간에 부모를 잃은 외동딸은 어찌할 바 모르고 자신을 돌봐

하는 것은 차마 도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집안도 깨끗이 정리하였다. 비록
억울하게 죽는 것이지만 의연하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이다.

준 하인 부부 내외와 엉엉 울기만 하였다. 그런데 해가 기울고 어스름해지

자 이제 이 원통한 인생도 끝이로구나. 어서 부모님을 뵈러 이 험한 세상

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이 보아하니 낯이 익어 보였다. 바로 며

과 하직하자. 이런 마음으로 딸이 목을 매달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밖에

칠 전 우연히 마주친 마을 뒷산의 중이었다. 딸은 이 중이 행여 부모님의

서 인기척이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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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장 없소? 지나가는 사냥꾼인데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겠소?”
딸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그 못된 중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다
른 사람이어서 놀랐다.
“이 집에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니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제아무리 그깟 화살을 쏘아 봐야 내 털끝 하나라도 다칠 손 싶으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한량은 두 발의 화살을 연거푸 날렸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중은 아무렇지도 않게 화살을 낚아채며 껄껄 웃기만
하였다. 이때였다. 한쪽에서 웅크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진사의 딸이

딸의 다급한 만류에도 사냥꾼은 굳이 집에 들어와 왠지 이상한 기색을

저고리 고름에 손가락을 끼워 둥글게 말더니 냉큼 손가락을 빼 버리는 시

보이는 딸에게 사정을 물어보았다. 기실 이 사냥꾼은 장한량이라는 자로

늉을 하였다. 장한량은 김진사의 딸을 보고서, 옳지! 저 방법이 있었구나,

활을 잘 쏘기로 팔도의 사냥꾼 중에도 으뜸이었다. 그런데 산짐승을 쫓

하고 무릎을 쳤다. 그는 화살통에 이제 두 개밖에 남지 않은 화살을 꺼

다 길을 잃어 그만 여기에 이른 것이었다. 장한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

내더니, 촉돌(화살촉을 다듬는 기구)로 화살촉을 뽑아내었다. 그리고 화

어린 여자가 산골의 이런 집에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였다.

살대 안을 텅 비게 만들고 다시 그 안에 조심스럽게 화살촉을 집어넣었다.

“내가 혹시 도와줄 일이 있소? 하룻밤 헛간에서 이슬만 피하게 해준다
면 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소.”

조금만 흔들려도 화살촉이 화살대에서 빠져나갈 것만 같았다.
장한량은 그렇게 불안한 화살을 정신을 집중하여 중을 향해 날렸다.

딸이 보기에 장한량은 그리 나쁜 사람 같지 않았다. 그래서 죽기 전에

중은 이번에도 태연하게 화살대를 낚아채 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 화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이나 전하자는 심정으로 장한량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대 앞에 걸려있던 화살촉이 비수처럼 튀어나와 중의 이마에 콱 박혔다. 중

털어놓았다.

은 이마에서 쏟아지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꾸라져 즉사하

“사악한 중놈이구만. 오늘 찾아온다고 했소? 내 저기 다락방에 숨어서
이 활로 그 중놈을 요절을 낼 테니 나만 믿으시오!”
그리하여 장한량은 다락방에 숨어 대문으로 중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기골이 장대한 중이 어슬렁어슬렁 대문으로

였다. 참말로 악인다운 죽음이었다.
“고맙습니다. 사냥꾼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아가씨의 그 절묘한 계책이 없었으면 내 어찌 저 중놈을 대적할 수 있
었겠소. 모두가 아가씨의 지혜 덕분이오.”

들어왔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몸태가 결코 예사 인물이 아니었다. 중은

본디 장한량은 떠돌이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이 일이 인연이 되어 두 사

마치 제 집처럼 김진사의 집에 들어와 바로 딸을 겁박하기 시작하였다. 이

람은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홀로 남은 김진사의 딸이 산중에서 지내는

순간 장한량의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중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들었다.

것도 막막하려니와 김진사가 딸을 위해 얼마간 남겨놓은 재산도 있었기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중은 마치 가벼운 나뭇가지를 잡듯이 화살

때문이다. 장한량은 훌륭한 활 솜씨로 절망에 빠져 죽음을 결심한 여인

을 한 손으로 낚아채어 대번에 분질러 버렸다.

을 도와주고 평생의 배필을 얻게 된 것이다. 의지할 곳 없는 두 사람이 절

“웬 놈이냐! 어디 조무래기가 숨어들어 감히 이 주지를 해하려 드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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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게 되었다는 설화가 아직도 계양의 노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

부평 온천 개발 사건

고 있다고 한다.
“하 이를 어쩐다…….”
[해설]
본디 장한량 이야기는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계양까지 전해져 각색이 되었
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
의 표면적 주제이다. 하지만 각색된 장한량의 이야기에는 후반부에 로멘스가 부각되

부평 고을 원님인 이사맹(李師孟)은 당장 내일 한양 궁궐로 장계(狀啓)
를 보낼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가 벌써 이곳 부평으로 부임한 지 5
년이 넘었지만 도무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남들이야 과거에 붙

어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과 희

어 원님 노릇을 한다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이사맹은 하루 빨리 부평 고을

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한편 사찰의 승려들이 여염의 여인을 해하는 이야기는 조선

에서 떠나고 싶었다.

후기 설화에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이다. 이는 불교를 억압하였던 조선의 이념적 배경
과 혼란스러웠던 후기 사회의 양상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현상일 것이다. 이런 이야
기의 경우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장한량 설화는 승리와 사랑의 결실로
맺는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라 하겠다.

“온천, 요 고약한 온천은 어디 숨어서 이렇게 사람 속을 썩인담. 아무리
땅을 파봐야 뜨거운 물이라곤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사실 이사맹은 세종(世宗)의 지엄한 어명을 받들고 부평 고을에 부임하
였다. 사정은 이러했다.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우리가 이방원(李芳遠)이라
고 더 잘 알고 있는 호랑이 같은 세종의 아버지이자 조선의 두 번째 임금
님이시다.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준 뒤로 몸이 성한 날이 하루도 없
었다고 한다. 특히 중풍기가 있어 제아무리 귀한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
다. 그런데 그나마 효험을 보인 것이 있으니, 바로 땅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었다. 땅에서 솟아 나오는 뜨거
운 물! 당시 온천은 태종과 세종 두 부자가 몸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천
하의 명소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임금님이 몸이 편찮아 온천으로 행차를 하려면
충청도의 온양 온천이나 황해도의 평산 온천까지 가야만 했다. 조선을 건
국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으니 아직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다. 임금님이 멀
리 행차라도 했다가 한양에 변고라도 나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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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행차 길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임금님이면 못할 것이 없을 것

묻혀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부평에 온천이 숨어있다는 소문이 한양에 계신

같지만, 사실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온천을 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세종 임금께도 들어간 것이었다. 효성이 지극한 세종이 이를 흘려들을 리가

그런데 문뜩 한양과 가까운 부평 고을에 땅에서 뜨거운 물이 샘솟는다
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다. 부평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걱정을
하였다.
“쉿! 입 조심하라구! 만에 하나 우리 고을에서 온천이 나온다는 말이 임
금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 고을은 끝장이 나는 거라구!”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 고을에 온천이 있기는 하는가?”
“사람들 말로는 땅을 파면 더운 물이 나오는 곳이 더러 있다는구먼. 벌
써 아전들이 수소문을 한다고 하던데.”
“아이고, 진짜 땅에서 뜨거운 물이라도 솟아나는 날에는 이제 우리 팔자
는 끝난 거구먼!”
요즘 같은 시절이야 땅에서 온천이 샘솟는다고 하면 다들 쾌재를 부를

만무하였다.
“아바마마가 저리 편찮으신데, 멀리 충청도나 황해도로 온천 행차를 하
시다가 오히려 병이 도지실까 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부평 고을에
온천이 숨어있다고 하니 반드시 짐과 아바마마를 위해 찾아내도록 하시
오!”
“신이 기필코 온천을 찾아내어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맹은 세종의 명을 받고 부평 고을에 오게 된 것이다. 사
실 어명을 받을 때만 하여도 이사맹은 자신만만하였다.‘내 반드시 온천을
찾아서 큰 공을 세우리라. 온천만 찾아낸다면 당장 한양으로 들어가 중앙
에 요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공조판서(工曹判書)쯤은 내 몫이 될 것이
야!’

일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쾌재를 부를 일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큰 뜻을 품고 이사맹이 부평 고을에 부임한 지가 어언 5년째이다.

사는 마을에 온천이 있으면 재앙에 가까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온천이 생

겨울과 봄이면 어김없이 고을 곳곳을 돌며 땅을 팠지만 뜨거운 물이라곤

기기라도 하면 툭하면 고관대작들이 찾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이들

도무지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 자기도 모르는

이 온천만 즐기고 가면 다행이지만, 그 접대를 해야 하니 마을 사람들은

온천이 나온다고 툭하면 한양으로 사람들이 상소를 보내는 것이었다. 행

빠듯한 살림에 등골이 휠 지경이었다. 게다가 세종과 그 아버지인 태종 모

여 온천이라도 발견되면 그 공로로 벼슬이라도 한 자리할까 수작을 부리

두 건강하지 못하여 온천 찾기를 즐겼다. 만약에 임금님이 온천 행차를 부

는 사람들 짓이 분명하였다.

평 고을로 하신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다. 임금님을 호위하는 무

결국 이사맹이 부리던 아전들도 온천을 발견하고도 숨겼다는 죄를 뒤집

사만 500여 명에 궁궐 사람들과 대신들까지 따라오는 사람을 다 합치면

어쓰고 함경도로 귀양을 가기까지 하였다. 한양의 대신들이 세종에게 엉뚱

도합 1,000명은 될 일이었다. 임금님과 대신들 수발을 들다가는 제명에 죽

한 말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 힘들 노릇이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고,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고 얌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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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시 전하가 행차하실 것이 두려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분명하옵니
다!”

냈다.
그러는 사이, 이사맹의 귀밑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부평부사 이사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아전들은 모두 문초를 당하고 귀양을 가버린 것

맹은, 아니 부평현감 이사맹이 온천을 찾아 이곳 부평에 온 지도 어언 12

이다. 이사맹은 점점 불안하였다. 온천을 발견하여 출세를 하기는커녕 자기

년이 흘렀다. 12년을 찾아 나섰는데 발견되지 않았으니 부평에 온천이 있

도 아전들처럼 귀양을 갈까봐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농꾼들이 봄에

다는 말은 결국 거짓이었던 셈이다. 신기루 같은 온천을 찾아 12년 인생을

땅을 파다가 뜨거운 물이라도 나왔다고 하면 원님 체면을 마다하고 달려

허송으로 보냈구나, 이사맹은 지난 시간이 너무나 덧없이 느껴졌다.

나가기까지 하였다. 그만큼 이사맹은 초조하였다.
“내일 한양으로 장계를 보내는 날인데. 또 온천을 못 찾았다고 하면 전
하가 날 가만히 두실까? 벌써 5년째인데 왠지 내일 보낼 장계는 영 기분이
찝찝하단 말이지…….”
이사맹은 서울로 올릴 장계를 쓰며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리고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런 이사맹의 마음을 알았을까. 12년이 되는 어느 날 이사맹은 꿈만 같
은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이 부평을 떠나 다시 서울의 요직에 앉게 된다
는 것이었다.
“과인이 귀가 어두워 여러 사람들이 실없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듯
하오. 이사맹이 벌써 부평 고을로 온천을 찾으러 간 지가 12년이 흘렀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소. 또한 있지도 않은 온천 때문에 고통을 받았

“이사맹이 무능하기가 짝이 없구나. 그리고 5년이 넘도록 과인을 속인

을 부평 고을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떠하겠소. 이사맹을 서울로 불러들여

부평 고을 백성들도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다. 여봐라, 오늘부로 부평부를

일하게 하시오. 또한 함경도로 귀양 보낸 아전들도 모두 고향으로 돌려

부평현으로 강등시키도록 하여라!”

보내도록 하시오. 그리고 부평 고을도 잘못이 없으니, 다시 원래 도호부로

추상같은 어명이 떨어지고, 부평 고을은 멀쩡한 부에서 현으로 강등되고
말았다.
“아뿔싸,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승격시켜야 할 것이오.”
결국 꿈 같은 온천을 찾겠다고 12년을 보내고 난 뒤에야 이사맹은 서울
로 돌아가고, 부평도 현에서 도호부로 다시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조

이사맹은 어명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하였다. 부평이 현으로 강등되었으

선의 임금들은 대대로 풍기와 욕창으로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중풍이 들

니 이사맹 자신도 자연스럽게 현감으로 강등이 되고 만 것이다. 도저히 부

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한 자리에 누워 있느라 등에 욕창이 생겼던

끄러워 고을 백성들 볼 낯이 안 섰다. 도무지 있지도 않은 온천을 어디서

것이다. 태종과 세종뿐만이 아니라 세종의 아들인 세조에 이르기까지 3대

찾아낸단 말인가. 이 고을에 온천이 있다고 전하를 속이고 농간을 부리

가 모두 비슷한 병으로 온천을 찾았다고 한다. 어찌 보면 집안 내력일 수

는 자들만 없었어도 고을도 자신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사맹

도 있고, 왕위를 지키느라 노심초사하였을 조선 초기 임금들의 숙명이었을

은 헛된 꿈을 꾸고 부평으로 오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

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뜬소문이 돌아 고을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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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리가 12년을 고생한 것이었다.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는 세종. 하

과 피부병으로 고생하였던 일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임금들

지만 세종이 건강하지 못하여 부평 일대에 사람들이 고생을 하였다는 사실

에게 그만큼 온천을 찾아내는 일은 절박한 사업이었던 셈이다.

을 얼마나 알까.
세종 시절 12년에 걸친 부평 온천 개발 사건의 허황된 이야기를 듣노라
면, 신기루 같은 이익을 좇아 아등바등 사는 우리네 세태가 겹쳐지기도 한
다. 혹시 우리 역시 있지도 않는 온천을 찾아 헤메이는 것은 아닐까. 이 땅
에 샘솟는 것은 온천물이 아니라 헛된 소문에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
기의 샘물이 아닐까 한다.

[해설]
계양산은 계양(부평)의 주산(主山)으로 고려시대부터 계양산 북부 일대를‘온수골
(溫水骨)’
이라 불렀다. 계양(부평)에 온천이 숨어있다는 내력은 이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때문에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온천을 개발한다고 하여 마을이 들썩거리
곤 하였다.
한편 이사맹(李師孟)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디 세종의 장자였던 양녕대군(讓寧大
君)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까닭에 세종의 눈 밖에 날 수밖에 없었으며, 세종실록에
그의 인품을“교활하고 간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임금의 신임을 받지 못
했다. 특히 부평 온천을 개발하는데 이사맹이 중심이 되었던 까닭에 그는 더욱 세종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온천을 찾아내야 했으니, 이사맹에게도 다소
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부평
부는 한때 온천을 숨긴다는 모함으로 부평현(富平縣)으로 강등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아전들이 귀양살이를 해야만 하였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12년간이나 백성들
이 고초를 겪어야 했던 셈이다. 부평이 다시 도호부(都護府)의 지위를 되찾게 된 것은
세종 28년인 1446년에 이르러서이다. 부평이 제 지위를 되찾는 과정에서 귀양을 갔던
아전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성군으로만 알고 있었던 세
종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조선 전기 임금들이 풍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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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病中 示文學宋君>

수록 작품 출전

· 태수(太守)로서 고을의 부로(父老)들에게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太守示父老>
· 부로들이 태수에게 답하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父老答太守>
· 계양에서 성황(城隍)에 비를 비는 제문  

계양으로의 부임과 관료 생활 - 백운거사 이규보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37 <桂陽祈雨城隍文>
· 또 성황에 비를 비는 제문  

· 계양부사로 부임하며 조강(祖江)을 건널 적에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4 <己卯四月日 得桂陽守 將渡祖江有作>
· 계양 자오당기(桂陽自娛堂記)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4 <桂陽自娛堂記>
· 공청(公廳)에서 퇴근하여 아무 일도 없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退公無一事>
· 통판(通判) 정군(鄭君)에게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示通判鄭君>
· 신세 한탄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次韻金承宣良鏡和陳按廉湜>
· 술이 떨어지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無酒>
· 술을 보내준 강대장(姜大丈)에게 감사하며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謝衿州退老姜大丈惠酒>
· 황보 서기(皇甫書記)의 시를 차운하여 비 내리는데 홀로 읊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次韻皇甫書記雨中獨詠>
· 병중에 문학(文學) 송군(宋君)에게 보내다  

172

계양산 자락에서 일군 삶의 소묘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37 <又祈雨城隍文>
· 금주창(衿州倉) 벽상(壁上)에 쓰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書衿州倉壁上>
· 빗속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보고 서기에게 주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雨中觀耕者 贈書記>
· 관료(官寮)들에게 타이르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偶吟示官寮>
· 공암(孔巖) 강가에서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孔巖江上吟>
· 자연도(紫燕島) 제물원(濟物院) 정자에서 놀며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崔書記見和 復題>
· 동료 벗들과 명월사(明月寺)에서 놀며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與寮友諸君 遊明月寺>
· 만일사(萬日寺)에서 재를 올리고 술자리를 벌여준 동료 벗들에게 사례하며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萬日寺 謝寮友諸君爲老夫展齋聖殿 仍置酒見慰>
· 계양 초정기(桂陽草亭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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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4 <桂陽草亭記>
· 남산(南山) 모정(茅亭)에서 짓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題南山茅亭>
· 다시 모정에서 놀면서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復遊茅亭 次韻皇甫書記>
· 계양에서 바라본 바다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4 <桂陽望海志>
· 도성으로 올라갈 즈음 동료 벗들과 모정에서 놀며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臨上闕 復與寮友遊茅亭走筆>
· 고을을 떠나면서 전송객에게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5 <發州有作 示餞客>

*金昌協, 農巖集 卷4 <卽事>
· 행주곡(杏洲曲)  
*金昌業, 老稼齋集 卷5 <杏洲曲>
· 외숙 및 벗들과 함께 배를 타고 소악루(小岳樓)를 찾았다가  
*蔡濟恭, 樊巖集 卷4 <同內舅曁諸朋友 船訪小岳樓口號>
· 두 객과 함께 배를 띄우고 선유봉(仙遊峯)에 이르러  
*韓章錫, 眉山集 卷1 <與二客泛舟至仙遊峰 舟中有作>
· 계양산에 올라  
*宋夢寅, 琴巖集 <登桂陽山>
· 술에 취해 계양산에 올랐다가  
*宋光淵, 泛虛亭集 卷1 <昨日>
· 계양산유람기
*宋光淵, 泛虛亭集 卷7 <遊桂陽山記>
· 계양산에 올라 바다를 보고  

계양산과 한강이 빚어낸 승경과 풍류 현장

*徐有本, 左蘇山人集 卷1 <桂陽山望海>

· 계양의 가을 풍경
*徐居正, 四佳詩集 補遺3 <通津梁誠之大補谷別墅八詠>
· 집 뒤편 언덕에 올라  

계양을 지나는 길목에서 본 풍경과 백성들의 삶

*申欽, 象村稿 卷19 <登後阜>
· 서호(西湖)에 배를 띄우고 술에 취해서  
*李敏求, 東州集 詩集 卷11 <將北歸 泛舟西湖 醉占八絶 請蟬翁放筆>
· 자연도(紫燕島)에서 술에 취해 계양부사 정시형(鄭時亨)에게 주다  
*南龍翼, 壺谷集 卷6 <紫燕島 醉贈桂陽鄭使君時亨>
· 뱃놀이를 즐기다가 즉흥으로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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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으로 가는 도중에  
*張維, 谿谷集 卷27 <桂陽途中>
· 아침 일찍 계양으로 가는 도중에
*張維, 谿谷集 卷30 <桂陽途中早行>
· 계양에서 또 한 수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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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維, 谿谷集 卷27 <又成>
· 부평부(富平府) 관아에 머물면서  
*正祖, 弘齋全書 卷7 <富平府治 晝停呼韻>
· 사무헌기(使無軒記)  

*韓國口碑文學大系 인천 북구편 37 <불가사리>
· 이성계의 조선 건국과 황희 정승이 가난했던 이유  
*韓國口碑文學大系 인천 북구편 38 <이성계의 등극>
· 바람개비 포수와 호랑이보다 무서운 원님  

*金昌協, 農巖集 卷24 <使無軒記>
· 계양부(桂陽府)에서  

*韓國口碑文學大系 인천 북구편 35 <오광산 이야기>
· 화살촉을 뽑아 여인을 구한 사냥꾼 장한량  

*金致垕, 沙村集 卷1 <桂陽府>
· 계양에서 벗을 찾았으나 길을 잃고 만나지 못하여  
*尹愭, 無名子集 詩稿 册1 <桂陽歸路欲訪友 失路不果 吟一絶>

*韓國口碑文學大系 인천 북구편 40 <장한량 이야기>
· 부평 온천 개발 사건  
*世宗實錄 중 부평 이야기를 간추려 정리

· 계양을 지나며
*尹愭, 無名子集 詩稿 册2 <桂陽道中>
· 가을비
*尹愭, 無名子集 詩稿 册2 <秋雨>
· 백성들은 괴로운데
*尹愭, 無名子集 詩稿 册2 <古意>
· 계양의 농가에서 들은 백성들의 애환
*尹愭, 無名子集 詩稿 册2 <宿桂陽村舍 主人與隣翁語於窓外 詩以記之>

계양의 역사 서사와 구비문학

· 계양의 역사 인물 : 강직한 성품의 명판관 손변(孫抃)  
*高麗史 卷102 列傳 15
· 요승 신돈(辛旽)과 고려를 불태운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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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ㄱ

감당(甘棠)

44, 65, 67, 88

강대장(姜大丈)

37, 38

강서구(江西區)

55, 91

강화(江華)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계양산(桂陽山)

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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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업(金昌業)

88

김창협(金昌協)

87, 88, 115, 118

김치후(金致垕)

119, 120

김포(金浦)

ㄴ

논어(論語)

115

ㄷ

대학(大學)

115, 116, 117

ㅁ

만일사(萬日寺)

62, 63, 70, 71

141

망해정(望海亭)

62, 63

88, 98

명월사(明月寺)

59, 61, 71, 72, 99, 100

계축옥사(癸丑獄事)

83

70

모정(茅亭) → 초정

55, 56

67, 68, 69, 73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54

병자호란(丙子胡亂)

85
12

83, 108, 110
100

ㅂ

구로구(九老區)

13

부천(富川)

국사봉(國詞峰)

99

부평 온천(富平溫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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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3, 85, 90, 91, 113, 114

47, 52, 61, 63, 71, 81, 82, 83, 85, 86, 87, 88

96

교동(喬桐)

12

54

계양산성(桂陽山城)

광해군(光海君)

길주(吉州)

노자(老子)

108, 111, 112, 113, 114, 123, 142, 152, 157, 168

공암(孔巖)

70

89, 92

		

고연도(高燕島)

기린도(麒麟島)

86

91, 92, 93, 94, 95, 96, 97, 99, 100, 101, 102

고양(高陽)

50

남용익(南龍翼)

		

고려사(高麗史)

금주창(衿州倉)

16, 163,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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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富平)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 부평

ㅅ

신돈(辛旽)

155, 163, 164, 165, 166, 167, 168

142, 143, 144, 145, 146, 147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32, 47, 55, 114, 118

ㅇ

32, 47, 58

신흠(申欽)

83

악양루(岳陽樓)

91

사무헌(使無軒)

115, 118

삼각산(三角山)

95, 96

삼신산(三神山)

97

양성지(梁誠之)

81

삼혹호(三酷好)

36

양자강(揚子江)

93, 94

서거정(徐居正)

81

양천구(陽川區)

99

서경(書經)

51

영종도(永宗島)

58, 70, 86

서낙수(徐洛修)

102

서유본(徐有本)

101, 102

서호(西湖)
선유봉(仙遊峯)

84, 85, 100
93

성황(城隍)

46, 47, 48

세종(世宗)

163, 164, 165, 167, 168

세종실록(世宗實錄)

안남(安南)

97, 98

오광수

152, 153, 157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

149, 150, 151

윤기(尹愭)

16, 121, 122, 123, 124, 125, 126, 128, 134

은행정(銀杏亭)

100

의경(意境)

112

이규보(李奎報)

20, 21, 24, 30, 32, 33, 36, 38, 39, 40

168

		

41, 43, 45, 47, 49, 50, 51, 52, 54

소동파(蘇東坡)

30, 39

		

55, 58, 61, 63, 66, 68, 69, 71, 72, 74, 76

소악루(小岳樓)

90, 91

이민구(李敏求)

84, 85

139, 140, 141

이사맹(李師孟)

163, 165, 166, 167, 168

송광연(宋光淵)

97, 98, 99, 100

이성검(李誠儉)

121

송몽인(宋夢寅)

95, 96

이성계(李成桂)

142, 148, 149, 150, 151

139

이실충(李實忠)

64, 66, 67, 69

손변(孫抃)

수주(樹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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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조(李賀朝)
인주(仁州) → 인천
인천(仁川)

ㅈ

58, 83, 86, 108, 113, 151

초정(草亭)

64, 66, 68, 69, 74

최영(崔瑩)

148, 149

22, 24, 25

114

장유(張維)

107, 108, 109, 111

장자(莊子)

54

장제(長堤)

12

정시형(鄭時亨)
정조(正祖)
제물원(濟物院)

ㅌ

15

장릉(章陵)

정선(鄭敾)

158, 160, 161, 162
120

태평암(太平巖)
통진(通津)

ㅎ

86
70, 81, 82, 84, 121, 123, 125, 127, 134

하루암(何陋菴)
한강(漢江)

		
한장석(韓章錫)

83
21, 55, 71, 81, 83, 85, 87, 91
94, 95, 96, 99, 108, 126, 142, 147
93, 94

해시(海市)

71

80, 89, 91, 92

행주곡(杏洲曲)

88

86

허홍재(許洪才)

64, 66, 67

91, 113, 114, 121, 123

호두산(虎頭山)

152, 153, 155, 156

57, 58

환어정(喚魚亭)

84

조강(祖江)

21

황보 서기(皇甫書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4

황희(黃喜)

주부토(主夫吐)

10

지상선(地上仙)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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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64

자오당(自娛堂)

전성지양(專城之養)

채제공(蔡濟恭)
척서(滌暑)

57, 58, 70, 86

장한량

ㅊ

70

자연도(紫燕島)

장강(長江) → 양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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