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촌의 모습
허경진(연세대학교 교수)
서울의 1번지는 인왕산 자락 서촌이다. 조선 건국 이후로 경복궁 옆 마을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와 이웃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동네 위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역시 1번지이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인왕산 호랑이 전
설’이 서울 구비문학의 1번지라면, 정조대왕의 「국도팔영(國都八詠)」이나 「필운대(弼雲臺)」 시
에 묘사한 인왕산 일대의 모습 또한 서울 문자문학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사람이 사는 모습을 표현한 글이니, 서촌의 문학이 서울 1번지가 된 까닭은 서촌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왕족부터 권력 핵심의 사대부 고관들과 중인, 아
전에서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서촌에는 서로 다른 신분층들이 어울려 살았다. 그랬기에 사대
부 중심의 북촌, 중인 중심의 남촌과는 다른 생활이 이 공간에서 이뤄졌고, 그러한 생활이 다
양한 형태의 문학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1. 고소설 「운영전」을 통해 본 안평대군의 수성궁
서울의 물길은 백악산과 인왕산 사이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흐르는데, 도성 한가운데를 흐
르는 이 물을 개천(開川)이라고 하였다. 조선 건국의 주역들은 백악의 남쪽, 인왕산의 동쪽 명
당에 궁궐을 지었다.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주산은 백악(白岳․北岳)이다. 백악의 좌청룡인 동쪽의 낙산은 밋
밋하고 얕은 지세인데, 우백호인 서쪽의 인왕산은 높고도 우람하다. 인왕산의 주봉은 둥글넓
적하면서도 남산같이 부드럽거나 단조롭지 않으며, 북악처럼 빼어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남
성적이다. 그래서 한양에 도읍을 정할 무렵에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자는 의논도 있었다. 차천
로(車天輅 1556~1615)는 『오산설림(五山說林)』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무학(無學)이 점을 쳐서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정하고,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자고 하였다. 그리고
는 백악과 남산을 좌청룡과 우백호로 삼자고 하였다. 그러나 정도전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옛날부터 제왕이 모두 남쪽을 향하고 다스렸지, 동쪽을 향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자 무학이 “지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200년 뒤에 가서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
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자 인왕산에 왕기가 있다는 소문이 다시 퍼져, 광해군 시대에 인왕산 기
슭에다 경희궁(慶熙宮)을 세웠으며, 자수궁(慈壽宮)이나 인경궁(仁慶宮)도 세웠다. 실제로 이
부근에서 살았던 능양군(綾陽君)이 반정(反正)을 일으켜 광해군을 내몰고 왕위에 올라 인조(仁
祖)가 되었으니, 인왕산 왕기설이 입증된 셈이다. 세종이나 영조의 탄생지가 인왕산 자락 서촌
에 있는 이유도 왕기설을 뒷받침한다. 인조가 인경궁 일부 전각을 철거하여 창경궁 내전을 중
건하자 효종이 인경궁 지역을 숙안공주(홍득기), 숙명공주(심익현), 숙휘공주(정재현), 숙정공주
(정재륜), 숙경공주(원몽린)에게 나누어 준 것도 서촌이 왕족들의 주거지로 적당하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인왕산에는 왕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치도 좋았다. 서울의 명승지로는 반드시 인왕산이 꼽
혔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의 「국도팔영(國都八詠)」에 필운대(弼雲臺), 청풍계(淸風
溪), 반송지(盤松池), 세검정(洗劍亭)을 포함했으니, 인왕산 자락의 명승지가 서울 명승지의 절
반을 차지한 셈이다. 성현(成俔 1439~1504)이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한성 도성 안에 경치 좋은 곳이 적은데, 그중 놀만한 곳으로는 삼청동이 으뜸이고, 인왕동이 그 다음
이며, 쌍계동․백운동․청학동이 또 그 다음이다. (줄임) 인왕동은 인왕산 아래인데, 깊은 골짜기가 비스
듬히 길게 뻗어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서울의 5대 명승지 가운데 인왕동과 백운동이 모두 서촌에 있었다. 도심에
있어 성 안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명승지였다. 인왕산 골짜기를 따라 여러 개의 마을이나
원림(園林)이 생겼는데, 강희언(姜熙彦 1710~1764)의 그림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인왕산과 서촌은 경치가 좋은 명승지면서도 경복궁에서 가까운 주택지였다. 임진왜란을 겪으
면서 경복궁 건물이 모두 불타버려 폐허가 된 뒤에도, 양반과 중인들이 대대로 터를 물려가며
살았다. 그런데 명승지라는 이름에 비해, 이름난 정자들은 많지 않았다. 요즘도 이 일대에 건
물을 지으려면 고도제한이 있지만, 임금이 사는 경복궁이 너무 가까운데다, 높은 곳에서 궁궐
을 내려다보며 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왕산에 지어진 집들은 시대마다 그 구역이 달랐다. 경복궁이 정궁이었던 조선 초기
에는 경복궁 옆 동네에 관청만 있었고, 주택들은 많지 않았다. 안평대군의 별장인 무계정사가
인왕산에 있었지만, 경북궁이 내려다보이지 않는 옆자락이었다. 그의 살림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는 뜻의 수성동(水聲洞) 기린교(麒麟橋) 부근에 따로 있었는데, 골짜기가 깊어 외부에서
는 잘 보이지 않았다.
수성동은 인왕산 기슭에 있는데, 골짜기가 깊고 그윽하다. 물 맑고 바위도 좋은 경치가 있어서, 더
울 때 소풍하기에 가장 좋다. 이 동네는 옛날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이 살던 집터라고 한다. 개울
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이름을 기린교라고 한다. - 유본예 『한경지략(漢京識略)』

수성동은 옥인동 시민아파트 자리였는데, 1960년대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가려졌던 기린교
가 발견되어 수성동 계곡을 복원하였다.

1-1. 세종이 당호를 지어준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이 혼인하면서 경복궁에서 살림을 내어 나간 뒤에, 인왕산에
저택을 짓기 시작하였다. 1442년 6월 어느 날, 경복궁에 들어가자 세종이 물었다.
“네 당호(堂號)가 무엇이냐?”
안평대군이 대답을 못하자, 세종이 『시경』에서 「증민(蒸民)」편을 외워 주었다.
지엄하신 임금의 명령을
중산보가 받들어 행하고,
나라 정치의 잘되고 안 됨을
중산보가 가려 밝히네.
밝고도 어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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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을 보전하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게으름 없이
임금 한 분만을 섬기네.

이 시는 노나라 헌왕(獻王)의 둘째 아들인 중산보(仲山甫)가 주나라 선왕(宣王)의 명령을 받
고 제나라로 성을 쌓으러 떠날 때에 윤길보(尹吉甫)가 전송하며 지어 준 것이다. 마지막 구절
원문은 “숙야비해(夙夜匪解) 이사일인(以事一人)”인데, 세종이 여기서 두 글자를 따 “편액을
‘비해(匪懈)’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안평대군이 장자가 아니었기에,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은 물론, 동궁이 즉위한 뒤에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게으름 없이 임금 한
분만을 섬기라”는 당부를 ‘비해(匪懈)’ 두 글자에 담아 집 이름으로 내려준 것이다.
중국에서 소상팔경(瀟湘八景)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를 짓는 문인들의 관습이 유행하자 조선
에서도 그런 풍조가 생겼는데, 서촌 수성동에 비해당을 지은 뒤에 안평대군은 집 안팎의 아름
다운 꽃과 나무, 연못과 바위 등에서 무려 48경(景)을 찾아냈다. 48경은 다양한 장소와 시간
에 따라 “매화 핀 창가에 흰 달빛(梅窓素月)” “대나무 길에 맑은 바람(竹逕淸風)” 등의 네 글
자로 명명되었는데, 누군가가 그림을 먼저 그리고 안평대군이 칠언 화제시를 지었다. 그 다음
에 문인 학자들을 서촌 비해당으로 초청하여 48경을 함께 즐기며 차운시를 짓게 하였다.
그러나 안평대군이 문인 학자들에게 인심을 얻자,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죽이고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은 뒤에 안평대군까지 처형하고는 정자를 빼앗아 신숙주에게 하사하였다. 안평대군
이 별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완상하던 취미는 그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성종 대에는 호화주택과 별장을 금지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가 되었다.

1-2. 몽유도원도를 인왕산에 실현한 집 무계정사
1447년 4월 20일 밤에 안평대군이 박팽년과 함께 봉우리가 우뚝한 산 아래를 거닐다가, 수
십 그루 복사꽃이 흐드러진 오솔길로 들어섰다. 길이 여러 갈래로 갈리며 어디로 가야할지 몰
랐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휘어져 골짜기에 들어가면 도원(桃
源)입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말을 채찍질하며 몇 구비 시냇물을 따라 벼랑길을 돌아가자 신
선 마을이 나타났다. 안평대군이 박팽년에게 “여기가 바로 도원동이구나.”하고 감탄하면서 산
을 오르내리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복사꽃이 우거진 낙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도연명(陶淵明)이 「도화원기(桃花源記)」라는 글로
소개한 뒤에, 무릉도원은 중국과 조선 문인들에게 이상향으로 널리 알려졌다. 안평대군은 꿈
에서 처음 가본 곳이지만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임을 깨닫고, 화가 안견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안견이 사흘 만에 그려 바친 그림이 바로 일본 덴리(天理)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이다.
안평대군은 그림이 완성된 지 3년 뒤인 1450년 설날에 치지정(致知亭)에 올라 「몽유도원도」
라는 제첨(題簽)을 쓰고 시를 지었다. 유영봉 교수 번역을 인용한다.
세간의 어느 곳을 무릉도원으로 꿈꾸었던가?
산관의 차림새가 오히려 눈에 선하더니
그림으로 보게 되니 정녕 호사로다
천년을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참 현명했구나’ 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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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대군은 꿈속에 거닐던 복사꽃 동산을 인왕산 기슭에서 실제로 찾아 별장을 지었는데, 박
팽년이 그 별장에서 지은 시 아래에 안평대군이 별장 지은 사연을 덧붙였다.
“나는 정묘년(1447) 4월에 무릉도원을 꿈꾼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우연히 유람을
하던 중에 국화꽃이 물에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는, 칡넝쿨과 바위를 더위잡아 올라 비로소
이곳을 얻게 되었다. 이에 꿈에서 본 것들과 비교해보니 초목이 들쭉날쭉한 모양과 샘물과 시
내의 그윽한 형태가 거의 비슷하였다. 그리하여 올해 들어 두어 칸으로 짓고, 무릉계(武陵溪)
란 뜻을 취해 무계정사라는 편액을 내걸었으니, 실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은자들을 깃들게 하
는 땅이다. 이에 잠언시 5편을 지어 뒷날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비하고자 한
다.”1)
무계정사(武溪精舍)라는 집 이름은 글자 그대로 ‘무릉계에 자리한 정사’라는 뜻인데, 한시 5
수 뒤에 “경태(景泰) 2년 신미”라고 쓰여 있어 1451년에 창건했음을 알 수 있다.
수성동에 있던 비해당에서 인왕산 기슭을 넘어 무계정사까지 가는 길은 그다지 멀지 않다.
안평대군은 꿈속에 노닐던 곳이라고 하며 별장을 지어 문인 학자들을 초청하고 시를 읊거나
활을 쏘며 놀았지만, 『단종실록』 원년 5월 19일 기사에는 이곳을 방룡소흥지지(旁龍所興之地)
라고 하며 안평대군을 비난하였다, 왕기가 서린 곳인데, 장자가 아닌 왕자가 왕위에 오를 곳
이란 뜻이다. 계유정난이 성공하자, 10월 25일 의정부에서 안평대군을 처형하자고 아뢴 죄목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곳에 무계정사를 지었다는 점이었다.
「몽유도원도」에는 김종서, 이개,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 등 당대 최고의 문신 23명이 참여하
여 친필로 글을 썼다. 그러나 6년 뒤에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세종과 안
평대군이 아꼈던 이들의 운명은 크게 둘로 갈라졌다. 신숙주, 정인지 등은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에 오르고, 안평대군과 김종서는 목숨을 잃었으며, 성삼문, 이개, 박팽년 등의 사육신
은 3년 뒤에 단종복위운동을 계획하다가 실패하여 모두 역적으로 처형당하였다.
무계정사는 곧 무너지고, 지금은 안평대군의 예언 그대로 그림만 천년을 남아 전한다. 자하
문터널 위 부암동사무소 뒷길을 따라 올라가다 돌계단을 오르면 무계동(武溪洞)이라 새긴 바
위가 나타나고, 그 뒤에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오래된 건물이 서 있다. 주소로는 종로구
부암동 329-1, 서울시 유형문화재 22호인데, 이곳이 바로 무계정사 터이다.
1-3. 조선시대 유일한 비극소설 『운영전(雲英傳)』
조선시대 고소설이 9백편 되는데, 대부분 권선징악(勸善懲惡),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러한
특성을 벗어난 소설이 바로 안평대군의 수성궁을 배경으로 한 「수성궁몽유록(壽聖宮夢遊錄)」
인데,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운영전(雲英傳)」이라고도 한다. 이 한문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집으로 장안성 서쪽 인왕산 아래에 있었다. 산천이 수려하고 용이 서리
고 범이 일어나 앉은 듯 하며, 사직(社稷)은 남쪽에 있고 경복궁이 동쪽에 있었다. 인왕산의 산맥
이 굽이쳐 내려오다가 수성궁에 이르러서는 높은 봉우리를 이루었고, 비록 험준하지 않지만 올라
가 내려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사면으로 통한 길과 저자거리며, 온 성안에 여러 집들이 바둑판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아서 역
력히 헤아릴 수 없고, 번화장려함을 이루 형용치 못하였다.
동쪽을 바라보면 궁궐이 아득하여 구름 사이에 은은히 비치고 상서로운 구름과 맑은 안개가 항

1) 유영봉,「비해당사십팔영의 성립배경과 체제」,『한문학보』15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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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둘러 있어 아침저녁으로 고운 자태를 자랑하니 짐짓 이른바 별유천지(別有天地) 승지(勝地)였
다.
술꾼들은 직접 가아(歌兒)와 적동(笛童)을 동반하고 가서 놀았으며, 소인(騷人)과 묵객(墨客)은
삼월 화류시절과 구월 단풍절에 그 위에 올라 즐기고 음풍영월하며 경치를 즐기느라 돌아가기를
잊었다.

『운영전』은 주인공 운영의 이름을 딴 소설 제목이며, 『수성궁몽유록』은 수성궁 터에서 거닐
던 선비 유영이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난다는 소설 구조를 설명하는 제목이다. 풍류를
좋아하는 안평대군은 수성궁에 예쁜 궁녀들을 거느리며 시인 문장가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사
귀었는데, 손님 가운데 김진사가 궁녀 운영과 사랑에 빠져 함께 궁을 탈출하다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줄거리이다. 왕자의 여인을 탐낸다는 자체가 반역이기에 조선왕조 체제에서
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랬기에 이 소설,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은 처음부터 비극적으로
끝날 운명을 지녔다. 안평대군 자신이 계유정난 이후 반역으로 몰려 교동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기에, 이 소설은 인생의 무상함을 더욱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왕자의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기도 했으니, 『운영전』은 체제에 항거하
면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소설인 동시에, 선비 유영이 서울의 가장 아름
다운 장소로 수성궁 터를 택해 술병을 가지고 놀러갔다는 구성에서 서촌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설가도 인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목숨을 걸고 체제를 뛰어넘으려 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는 수많은 우리 고소설 가운데 궁녀가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 자유연애를 구가
하는 이야기로 작품성이 가장 높은 소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 위항인의 전기를 통해 본 인왕산 일대 주민들의 인간성
중인들은 서울의 북쪽 인왕산 일대와 남쪽 청계천 일대에 주로 모여 살았는데, 지역에 따라
직업과 재산, 관심사가 달랐다. 서당 훈장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낸 위항시인 정내교(鄭來僑
1681~1757)는 스승 홍세태의 친구 임준원(林俊元)의 전기를 지으면서, 이 두 지역의 민속을
이렇게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서울의 민속은 남과 북이 다르다. 종로 남쪽부터 남산까지가 남부이다. 장사꾼과 부자들이 많이 산
다. 이익을 좋아하고 인색하면서도, 수레와 집은 서로 사치를 다툰다.
백련봉 서쪽부터 필운대까지가 북부이다. 대체로 가난하고 얻어먹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나 의협
스런 무리들이 자주 있어, 의기로 사귀어 노닐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였다. 흔쾌히 허락하고 남의
어려움을 잘 도왔으며 근심을 함께 하였다. 시인 문장가들이 계절을 따라 노닐며 자연 속의 즐거움을
맘껏 누렸다. 마음이 내키면 시를 읊었는데, 많이 짓는 것을 자랑하고 곱게 짓기를 다투었다.

북촌은 고관들이 주로 사는 가회동, 안국동, 재동 일대를 가리키지만, 북부는 중인과 경아전
들이 주로 살던 인왕산과 백악이 이어진 산자락을 가리키니, 바로 서촌이다. 육조(六曹) 뒤에
관아들이 많았으며, 이곳에 출근하던 경아전(京衙前)이나 서리(胥吏)들이 걸어 다니기 편한 서
촌 자락에 많이 살았다. 아래의 지도에서 내수사, 봉상시, 내자동 등이 바로 아전들이 많이 일
하던 관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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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수사 아전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임준원
임준원은 대대로 서울 북부(서촌)에 살았던 경아전이다. 신선 같은 모습에다 말솜씨까지 좋았
는데, 젊었을 때에 궁노(宮奴) 최기남(崔奇男, 1586~1669)의 서당에서 시를 배웠다. 그러나 집
이 워낙 가난한데다 늙은 어버이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실용성 없는 한시만 계속 배울 수는
없었다. 정내교는 그가 큰돈을 번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임준원은) 드디어 뜻을 굽히고 내수사(內需司)의 서리가 되었다. 임용되어 부(富)를 일으키
니, 재산이 수천 냥이나 모아졌다. 그러자 ‘내겐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탄식하더니, 곧장 아전
일을 내어놓고는 집에서 지냈다.”
내수사(內需司)는 조선시대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인데, 왕실에서 사용하
는 쌀․베․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내수사는 왕실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곳의 관원 10명은 모두 왕의 심복인 내시였다. 그러다보니 서리 8명이 방대한 재정을 자기
집안의 살림처럼 운용하며 많은 재물을 빼어 돌린 것이다.
내수사가 있던 마을을 내수삿골이라 불렀는데, 지금의 종로구 내수동이다. 종합청사 뒷길이
내자동길인데, 내수동에서 내자동을 거쳐 사직단으로 이어진다. 내자시(內資寺) 역시 궁궐에서
사용하는 식품과 옷감을 조달하던 관청이어서 경복궁 앞에 있었다. 관원들은 승진하면 다른
관청으로 전근하지만 아전들은 평생 한 관청에 있었으며, 대를 이어서 그 일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경복궁 앞의 관청에 소속된 아전들은 출퇴근하기 좋은 서촌에 많이 살았다.

2-2. 불량배에게 빚을 갚고 과부를 구출하다
임준원이 내수사에서 어떻게 수천 금을 벌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
상 욕심내지 않고 물러났다는 점이다.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기록도 없다. 그는 남부의 중인
들같이 이익을 좋아하거나 사치하지 않았으며, 인색하지도 않았다. 정내교는 임준원이 벌어들
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설명하였다.
“곧장 아전 일을 내어놓고는 집에서 지냈다. 문학과 역사책을 읽으며 스스로 즐겼다. 날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유찬홍, 홍세태, 최대립, 최승태, 김
충렬, 김부현 같은 시인들이 있었다.”
임준원은 좋은 날이나 경치가 아름다워질 때마다 여러 사람을 불러모았다. 시를 짓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매우 즐겁게 놀다가 흩어졌다. 정내교가 “서울에서 재주가 좀 있다고 이
름난 사람들이 그 모임에 끼이지 못하게 되면 부끄럽게 여겼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름난 위항
시인들이 모여들었다.
형조 아전 최승태는 그의 아들이고, 김부현은 외손자이다. 홍세태와 유찬홍은 역관, 김충렬은
홍문관 서리였다. 문학사에서는 이들의 모임을 낙사(洛社)라고 불렀다.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가난해서 혼인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를 찾아왔다.
그가 육조거리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관리에게 구박받고 있었다. 불량배 하나가 그
뒤를 따라가며 욕을 해대는데, 그 여자는 슬프게 울기만 했다. 그가 그 까닭을 묻고는 “그까
짓 얼마 안 되는 빚 때문에 여자를 이토록 욕보일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불량배를 꾸짖었다.
그 자리에서 빚을 갚아 주고는, 차용증을 찢어버린 채 가버렸다. 여자가 쫓아가면서 이름과
주소를 물었지만, 그는 끝내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부모가 죽은 것같이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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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떠나셨소?” 하고 우는 자들
도 많았다. 한 늙은 과부가 와서 상복을 만들어 놓고 가버렸는데, 육조거리에서 구해 준 여자
였다.
정내교가 지은 임준원의 전기를 홍문관 대제학 남유용이 읽어보고 ‘요즘 보기 드문 호인(好
人)’이라면서 자기도 전기를 지었다. 첫 줄에서 ‘호(豪)’라고 표현했는데, 부호(富豪)라는 뜻도
되지만 호걸(豪傑)이라는 뜻도 된다. 재산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도왔던 그의 이름이 당대 최
고의 문장가였던 남유용의 「임준원전」을 통해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임준원을 비롯한 서촌
의협들의 이야기가 위항인들의 전기집에 많이 실려 전한다.

3. 민요를 통해 본 서촌
서울에는 민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본조아리랑」이 따로 있었고, 많은 민요들이
인왕산 자락 서촌에서 불려졌다.

아리랑 (서울 본조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줄임)
백두산 용왕담 맑은 물은 압록강 이천 리를 굽이쳐서 흐르네
한라산 백록담의 좋은 경치 남국의 운치요 영주의 자랑.
인왕산 뻐꾸기는 왜 저리 울어 가신 님 생각에 눈물이 나네
청천의 뜬 기러기 어디로 가나 우리 님 소식을 전해 주렴. (줄임)

오돌독
인왕산 덜미에 에루화 저 뻑꾹새야 누구를 그리워 밤 새도록 우느냐.
살살 바람은 에루화 옷깃을 적시고 방실방실 웃는 꽃은 에루화 내 마음을 설레네.
종남산 기슭에 에루화 한 떨기 핀 꽃은 봄바람에 휘날려 에루화 간들거리네. (줄임)

건드렁타령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왕십리처녀는 풋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고비 고사리 두릅나물 용문산채를 사시래요
누각골 처녀는 쌈지장수로 나간다지
쥘쌈지 찰쌈지 육자비빔을 사시래요

바위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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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지어 놓은 밥에 뉘도 많고 돌도 많다 (줄임)
초벌로 새문안 거지바위 문턱바위 둥글바위
너럭바위 치마바위 감투바위 뱀바위 (줄임)
자하문밖 붙임바위 백운대로 결단바위 (줄임)
필운대로 삿갓바위 남산은 꾀꼬리바위 (줄임)
모화관 호랑바위 선바위
길마재로 말목바위 감투바위 ...
서울 본조 아리랑이나 오돌독은 서울을 묘사할 때에 인왕산부터 시작한다. 건드렁타령에서는
누각골 서민들의 생업을 보여주다가, 바위타령에서 다시 새문안에서 시작해 인왕산 주변의 바
위들을 소개한다. 바위타령은 풀무골에 살던 소리꾼 이현익(李鉉翼)이 만들었는데, 공장(工匠)
들이 많이 불렀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서촌은 서울 민요의 1번지이다.

4. 전설을 통해 본 인왕산
도읍이 되기 전에 한양에서 지어진 문학작품은 많지 않았는데, 인왕산 호랑이 전설은 고려시
대부터 시작되었다. 『둥국여지비고(東國輿志備考)』제2편 한성부(漢城府) 명환(名宦)조에 고려
시대 강감찬(姜邯贊) 장군이 호랑이를 내어 쫓은 설화가 실려 있다.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이 현종 때 판관(判官)이 되었는데, 한양에 범이 많았다. 감찬이 편지 한 장을
적어 아전에게 주며 말하였다. “북문 밖에 있는 산골짜기에 반드시 두 중이 있을 것이니, 갖다 주어
라.” 아전이 그 말대로 하니, 과연 두 중이 있어 아전을 따라와서 배알하였는데, 감찬이

“너는 빨리

무리를 데리고 멀리 가거라.”라고 꾸짖었다. 한성유수(漢城留守)가 그 말을 괴상하게 여겼는데, 감찬
이 또 본색을 드러내라고 명령하니, 중이 곧 옷을 벗고 두 범으로 바뀌어서 크게 울부짖었다. 감찬이
“빨리 가라.”고 하자 범이 곧 뛰어서 사라졌는데, 이후로 호환(虎患)이 드디어 없어졌다.

지리지에는 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 성현(成俔)이 조선 초기에 기록한 『용재총화(慵齋叢話)』
제3권에는 강감찬과 호랑이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려 시중(侍中) 강감찬(姜邯贊)이 한양 판관이 되었는데, 그 때에 부의 경내에 호랑이가 많아 관리
와 백성이 많이 물려 부윤(府尹)이 걱정을 하자 강감찬이 부윤에게 말했다. “이는 매우 쉬운 일입니
다. 3, 4일만 기다리면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곧바로 종이에 글을 써서 첩(貼)을 만들어 아전에게 주
면서, “내일 새벽에 북동(北洞)에 가면 늙은 중이 바위에 앉아 있을 테니, 네가 불러서 데리고 오너
라.”고 부탁하였다. 아전이 그가 말한 곳에 가보았더니, 과연 남루한 옷에 흰 베로 만든 두건을 쓴
늙은 중 한 사람이 새벽 서리를 무릅쓰고 바위 위에 있었다. 부첩(府貼)을 보고 아전을 따라와 판관
에게 배알하고는 머리를 조아렸다. 강감찬이 중을 보고 꾸짖었다. “네가 비록 금수지만 또한 영물(靈
物)인데, 어찌 이같이 사람을 해치느냐. 네게 5일 기한을 줄 테니, 추한 무리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그렇지 않으면 굳센 화살로 모두 죽이겠다.” 중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자, 부윤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판관은 잘못 본 것이오, 중이 어찌 호랑이겠소.” 강감찬이 늙은 중을 보고, “본 모양
으로 화하라.” 하니, 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한 마리의 큰 호랑이로 변하여 난간과 기둥으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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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다. 그 소리가 몇 리 밖까지 진동하자 부윤이 넋을 잃고 땅에 엎드렸다. 강감찬이, “그만두라.”고
하자, 호랑이가 예전 모양으로 돌아가서 공손히 절하고 물러갔고 그 이튿날 부윤이 아전에게 동쪽 교
외에 나가 살펴보라고 명하여 가서 살펴보니, 늙은 호랑이가 앞서고 작은 호랑이 수십 마리가 뒤를
따라 강을 건너갔고 그 일로부터 한양부에는 호랑이에게 당하는 걱정이 없어졌다.

이 설화에 지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전에는 인왕산 호랑이라고 하였다. 조선 건국
초에도 인왕산에 호랑이가 많아서, 숲을 따라 경복궁에까지 나타나 큰 문제가 되었다.
서촌 누상동 백호정(白虎亭) 약수터에도 인왕산 호랑이가 물을 마신 후 병이 나았다는 전설
이 내려온다. 백호정은 조선시대 서촌(西村)에 있었던 오처사정(五處射亭), 즉 다섯 곳의 사

정 가운데 하나였다. 서촌의 다섯 사정(射亭)은 사직동의 대송정(大松亭), 옥인동의 등룡정(登
龍亭), 필운동의 등과정(登科亭), 누상동의 백호정, 삼청동의 운룡정(雲龍亭)이다. 호국과 상
무정신의 요람이기도 한 활쏘기가 일제 강점기에 금지되어 활터가 점점 사라지면서 백호정도
이때 사라졌다. 지금은 ‘백호정(白虎亭)’ 각자와 약수터만이 누상동 166-87에 남아 있다. ‘

5. 한시의 창작 공간 서촌
서촌의 주민이 왕족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촌의 한문학 작가
층도 다양하였다. 계층별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아왔던 정조대왕과 이
곳에 대대로 살아왔던 중인, 특히 송석원시사 동인들의 한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5-1. 정조대왕(正祖大王) 「국도팔영(國都八詠)」
정조가 이 지역에 자주 행차한 것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왕의 생모를 제사하
는 육상궁(증조모), 선희궁(할머니), 연우궁(할머니)에 제사하기 위해서였다. 선희궁 옆에 세심
대(洗心臺)가 있었는데, 원래 당진현감을 지낸 이정민(李貞敏, 1556∼1638)의 집터였다.

세심대는 왕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영조가 세심대 가까이 창의궁에서 거주하였고,
또 세심대 아래에 사도세자와 영빈이씨의 사당 선희궁을 짓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이 근신들과 함께 세심대에 올라 잠시 쉬면서 술과 음식을 내렸다. 상이 오언근체시(五言近體
詩) 한 수를 짓고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는 시를 짓도록 하였다. 이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
기를, “임오년(영조 38년, 1762)에 당(堂)을 지을 땅을 결정할 때 처음에는 이 누각 아래로 하려
고 의논하였으나, 그때 권흉(權兇)이 그 땅이 좋은 것을 꺼려서 동쪽 기슭에 옮겨지었으니, 지금
의 경모궁(景慕宮)이 그것이다. 그러나 궁터가 좋기로는 도리어 이곳보다 나으니, 하늘이 하신 일
이다. 내가 선희궁을 배알할 때마다 늘 이 누대에 오르는데, 이는 아버지를 여읜 나의 애통한 마
음을 달래기 위해서다”하였다. 누대는 선희궁 북쪽 동산 뒤 1백여 보 가량 되는 곳에 있다. -정
조실록 15년(1791) 3월 17일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에도 “(세심대는) 필운대와 같이 꽃나무가 많아서 봄의 꽃구경이 장
관이다. 영조, 정조, 순조, 익종이 여기에 자주 거둥하고 한 달 동안 사람들이 구름같이 구경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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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세손(世孫) 시절에도 서촌에 자주 나들이했는데, 『홍제전서(弘齋全書)』권2『춘저록(春
邸錄)』에 18세 되던 1769년에 인왕산(仁王山)에 올라 지은 시가 실려 있다.
하늘가에 우뚝 솟아 서쪽을 진압하는 산이여
아름다운 기운이 넓은 대지에 길이 머물렀네.
성세의 번화한 모습 이 지역이 으뜸이라
필운의 꽃버들에 끌리어 돌아가길 잊겠구나.
際天嵂屼鎭西山. 佳氣長留大地寬.
聖世繁華玆境最, 弼雲花柳憺忘還.

‘필운(弼雲)’은 필운대이자 인왕산인데, 다른 문인들이 꽃구경에 빠진 것과는 달리 ‘서쪽을 진
압하는 산(鎭西山)’이란 표현에서 왕자의 기백을 엿볼 수 있다.
서울에 명승지가 많아 역대의 문인들이 국도팔영(國都八詠)을 읊었는데, 시대에 따라, 또는
문인에 따라 명승지를 다르게 꼽았다. 정조가 세손 시절에 「국도팔영(國都八詠)」을 지었는데,
서촌에 자주 들리던 때라서 서촌 주변의 명승을 많이 꼽았다.

필운대 곳곳마다 번화함을 과시하니
만 그루 수양버들에 만 그루 꽃이로다.
가벼이 덮인 아지랑이는 단비를 맞이하고
밝은 노을은 갓 잘라 빤 비단으로 엮어 놓은 듯.
흰 옷으로 단장한 사람은 모두 시 짓는 벗들이고
푸른 깃대 비껴 나온 곳은 바로 술집일세.
혼자 주렴 내리고 글 읽는 이는 뉘집 아들인고
동궁에서 내일 아침에 또 조서를 내려야겠네.
雲臺著處矜繁華. 萬樹柔楊萬樹花.
輕罨游絲迎好雨, 新裁浣錦綴明霞.
糚成白袷皆詩伴, 橫出靑帘是酒家.
獨閉書帷何氏子, 春坊朝日又宣麻.

위의 시는 필운화류(弼雲花柳)를 읊은 것인데, 마지막 구절에서 “동궁에서 내일 아침엔 또
조서를 내려야겠네”라는 표현에 보이듯이, 꽃구경 중에도 역시 왕자의 기상이 잘 나타나 있
다. 정조가 세손 시절에 읊은 「국도팔영(國都八詠)」에는 이외에도 압구범주(押鷗泛舟), 삼청녹
음(三淸綠陰), 자각관등(紫閣觀燈), 청계간풍(淸溪看楓), 반지상련(盤池賞蓮), 세검빙폭(洗劒冰
瀑). 통교제월(通橋霽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필운대, 삼청동, 청풍계, 반지, 세검정 등의 인왕
산 자락 명승지를 다섯 군데나 꼽았다. 인왕산은 왕이 인정한 서울 최대의 명승지라고 말할
수 있다.

5-2. 서촌의 시인 공동체 송석원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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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객(歌客) 장우벽(張友壁)은 날마다 인왕산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다 내려왔다. 그래서 그가
노래 부르던 곳을 사람들이 가대(歌臺)라고 불렀다. 장우벽의 아들 장혼(張混 1759-1828)과
서당 훈도 천수경(千壽慶 1758-1818)은 인왕산 서당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는데, 늘 옥계(玉
溪)로 이사 올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천수경이 먼저 옥계로 이사 오자, 장혼이 찾아와
시를 지었다.
예전 내 나이 열예닐곱 때에
이곳에 놀러오지 않은 날이 없었지.
바윗돌 하나 시냇물 하나도 모두 눈에 익었었지.
오며 가며 언제나 잊지 못해
시냇가 바위 위에다 몇 간 집을 지으려 했었지.
그대는 젊은 나이로 세상에서 숨어 살 생각을 즐겨
나보다 먼저 좋은 곳을 골랐네그려.
내 어찌 평생 동안 허덕이며 사느라고
이제껏 먹을 것 따라다니느라 겨를이 없었나.
싸리 울타리 서쪽에 남은 땅이 있으니
이제부턴 그대 가까이서 함께 살려네.
이다음에 세 길을 마련하게 되면
구름 속에 누워서 솔방울과 밤톨로 배 불리세나.
我年昔在十六七. 來遊此地無虛日.
一水一石吾所有, 洞中纖毫看周悉.
來時去時愛不忘, 石間之上數間室.
惟君妙齡善嘉遯, 先我卜居守貞吉.
我豈沒齒役役者, 卽今未暇循口實.
柴籬以西有餘地, 起居與爾最相密.
他日如有三逕資, 終當雲臥飽松栗.-「偶過千二君善玉溪移居」

옥류천(玉流川) 가에 천수경(千壽慶)이 집을 정한 뒤부터 위항시인들이 하나둘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대로 서촌에 살았던 중인 출신들인데, 천수경이나 장혼은 서촌에서 서
당을 운영했으며, 김낙서·박윤묵·임득명·김의현 등은 규장각 서리였다. 왕태는 술집 머슴이었
고, 서경창은 비변사 서리였다. 이들의 서재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천수경 : 송석원(松石園)
장혼 : 이이엄(而已广)
임득명 : 송월시헌(松月詩軒)
이경연 : 옥계정사(玉溪精舍), 적취헌(積翠園, 아들 이정린에게 물려줌)
김낙서 : 일섭원(日涉園) (이들 김희령에게 물려줌)
왕

태 : 옥경산방(玉磬山房)

이들의 선배였던 최창규가 주동하여 위항시인 13명이 1786년 7월 16일 옥계에 모여 시사(詩
社)를 결성하였다. 몇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함께 글공부를 했던 죽마고우였으며, 집이
가까워서 자주 만나던 사이였다. 함께 시를 지으며 일생을 벗으로 살자고 다짐한 것이다. 이
들은 이 모임에서 지은 시와 서문을 모으고, 범례를 덧붙여 『옥계사(玉溪社)』라는 계첩(禊帖)
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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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사의 주동인물인 장혼은 옥계사 수계첩의 발문에서 자신들이 시사(詩社)로 모이게 된 동
기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같은 무리가 서로 구하고 같은 소리에 서로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사귐이 친밀하고 사는
집이 가까우며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산수를 즐기는 모임과 풍월의 기약으로 하나의
계를 모은다면 이 또한 기이한 일일 것이다. 그 정취가 아주 비슷하다. 병오년(1786) 7월 어느날, 내
가 먼저 말하였다.
“옛말에 이르기를 장기나 바둑으로 사귀면 하루를 가지 못하고, 권세나 이익으로 사귀면 한해를 넘
기지 못하지만, 오직 문학으로 사귀는 것만은 오래 계속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제 나와 그대들이
모두 시사(詩社) 결성하는 것을 좋아하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우정을 돈독히 하며 서로 잊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자 모두들 ‘좋다’고 하였다. (줄임) 이에 글 쓰는 사람은 서(序)를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
림을 그려서, 일이 막 마쳐졌다. 그래서 서로 읍하고 말하였다. “옥계의 물가에 시사(詩社)를 세웠으
니, 글로써 모이고 덕으로써 규범을 삼는다.”

이들은 범례(凡例)라는 이름으로 22조의 사헌(社憲)을 정했는데, 그들이 정한 공동체의 성격
은 다음과 같다.
범례 22조
1) 우리는 이 계를 결성하면서, 문사(文詞)로써 모이고 신의(信義)로써 맺는다. 그러기에 세속 사람
들이 말하는 계(契)와는 아주 다르다. 그러나 만약에 자본이 없다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기 한 꿰미씩의 동전을 내어서 일을 이룰 기반으로 삼는다. 이잣돈을 불리는 이율은 다섯닢으로 한
다.
2) 여러 동인들이 서로 사귀는 도리로는 미쁘고 솔직하기에 힘써야지,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착한 일을 하라고 권해야 하며,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안과 밖
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되며, 금란지계(金蘭之契)의 맹세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3) 여러 동인들 가운데 우리의 맹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어 쫓는 벌을 실시한다. 그래도 끝
까지 뉘우치고 고치지 않으면, 길이길이 외인(外人)으로 만든다.
4)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노는데, 반드시 대보름·봄가을의 사일(社日)·삼짇날·초파일·단오날·유두(流
頭)·칠석·중양절·오일(午日)·동지·납일로 정하여 행한다. 낮과 밤을 정하는 것은 그때가 되어 여론에
따른다. 따로 모일 때에는 이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초하루가 되어 글을 낸다. 회계나 모임을 알리
는 글은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지 못하게 한다.
5) 모일 때마다 사헌(社憲)을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온다.
6) 시회(詩會) 때에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상벌(上罰)을 실시한다.
7) 여러 동인들의 시는 책을 만들고 베껴내어, 뒷날의 면목으로 삼는다.
8) 여러 동인들 가운데 잇달아 세 차례나 장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주(禮酒) 한 단지를, 잇달아 세 차
례나 끄트머리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벌주(罰酒) 두 단지를 다음 모임 때에 바치게 한다.
9) 우리 동인들이 정원에서 모이는 모습이나 산수(山水) 속에서 노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어,
이야기 거리로 삼는다.
10) 우리 동인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그 잘못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따
져서 벌을 논한다.
11) 우리 동인들 가운데 만약 부모나 형제의 상을 당하게 되면 한 냥씩 부의(賻儀)하고, 종이와 초
로 정을 표시한다. 자식이 어려서 죽게 되면 술로써 위로한다. 집안에 상을 당하게 되면 성 밖까지
나가서 위로하며, 반드시 만사(挽辭)를 짓되 그 정을 속임이 없게 한다. 만장군(挽章軍)은 각기 건장
한 종 한 사람씩 내어 놓는다.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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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러 동인들 가운데 죽는 사람이 생기면, 70전으로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모두 함께 찾아가서
영전에 바친다.
21) 여러 동인들 가운데 상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날로 각기 빗돌 하나씩 내어 세운다. 장례 하
루 전까지 여러 동인들이 각기 만사(挽辭) 한 수씩 지어 상가로 보내며, 만장군을 그날 저녁밥 먹은
뒤에 보내되 각기 만장을 가지고 가게 한다. 상가 근처에서 명을 기다리게 하되, 상여가 떠날 때에
검속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여러 동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덤 아래에까지 이끌고 간다. 장
례가 끝난 뒤에 신주를 모시고 돌아올 때에도 따라오되, 마세전(馬貰錢)은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
라 계의 비용 가운데서 지급한다.

이와 같은 22조의 범례(사헌)를 통해, 이들은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의 처지
를 서로 도우면서 문학 활동을 통해 일체감을 형성했다. 시첩(계첩)에 실리는 시들은 한 차례
강평을 거쳐서 순위를 매겨 편집했으며, 거듭 장원하는 동인에게는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술을 바치게 했다. 1791년 유두날 모여서 지었던 시들을 편집한 『옥계아집첩(玉溪雅集帖)』
에도 붉은 글씨로 쓴 강평이 덧붙어 있다.
이들은 일 년 열두 달 모이는 날과 장소를 정해 미리 놓았는데, 이들이 정한 옥계사(玉溪社)
십이승(十二勝)은 다음과 같다.
(1) 청풍계 산기슭의 시회 (음력 7월. 楓麓修禊) - 옥류동 청풍정사
(2) 국화 핀 뜨락의 단란한 모임 (8월. 菊園團會)
(3) 높은 산에 올라가 꽃구경하기 (2월. 登高常華) - 인왕산 필운대
(4) 시냇가에서 갓끈 씻기 (6월. 臨流濯纓) - 옥류천
(5) 한길에 나가 달구경하며 다리밟기 (정월 보름. 街橋步月)
(6) 성루에 올라가 초파일 등불 구경하기 (4월. 城臺觀燈)
(7) 한강 정자에 나가 맑은 바람 쐬기 (8월. 江榭淸遊)
(8) 산 속 절간에서의 그윽한 약속 (9월. 山寺幽約)
(9) 눈 속에서 화롯가에 술 데우기 (10월. 雪裏對炙)
(10) 매화나무 아래에서 술항아리 열기 (11월. 梅下開酌)
(11) 밤비에 더위 식히기 (5월. 野雨納涼)
(12) 섣달 그믐날 밤새우기 (12월. 臘寒守歲)
이들은 1명이 시 한 수씩, 매달 13수씩 지어 156수를 한 책으로 엮었다. 아울러 서촌(장동)
을 가장 많이 그렸던 정선의 제자 임득명이 동인들의 모인 모습을 그림 4장으로 그렸다.
위의 옥계사 십이승 가운데 이들이 첫 번째로 꼽았던 ‘청풍계 산기슭의 시회(楓麓修禊)’를 제
목으로 한 시를 읽어보기로 하자.
옥계 시냇물에 술잔을 띄우고
청풍계 산기슭에 나란히 앉았네.
난정 모임 이후에 그 누가 있었던가
우리 모임의 기약은 오래된 인연일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불리니
거문고와 피리만 좋아하는 게 아닐세.
푸닥거리를 했으니 병에 걸리지 말고
우리 늙을 때까지 서로 찾아다니며 노니세나. (김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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流觴有玉溪, 列坐有楓麓.
蘭亭復誰在, 此會斯已宿.
醉飽爾酒德, 好樂非絲竹.
祓禊庶無疾, 沒齒相徵逐. 西峰
맑고 얕은 옥계수
아늑한 청풍계 산기슭
천년 전 왕희지와 사안의 놀이가
지금은 벌써 옛일이 되었네.
이름다워라, 우리 시사의 글벗들이여
예전엔 우리 함께 대빗자루를 타고 놀았지.
산이 높으면 물도 더욱 길어지니
우리 늙을 때까지 서로 좇아 노니세. (천수경)
淸淺玉谿水, 窈窕靑楓麓.
千秋王謝遊, 于今事已宿.
斐矣社中人, 昔我同騎竹.
山高水更長, 白首永相逐. 積餘齋

천년 전 왕희지와 사안의 놀이는 진나라 목제 영화 9년(354) 3월 3일 절강성 소흥현에 있는
난정(蘭亭)에서 벌어졌다. 아홉 굽이의 흐름을 만들어 물을 끌어 놓고, 사람들이 그 흐르는 물
가에 앉아서 위쪽으로부터 물 위에 흘러오는 술잔을 받아 마시며 시를 지었는데, 이 곡수(曲
水)의 놀이를 유상(流觴)이라고 했다. 왕희지와 사안 등 42명의 명사들이 모여서 놀며 시를 지
어 『난정집(蘭亭集)』을 엮었는데, 이 서문인 「난정기(蘭亭記)」는 왕희지가 지었다.
김낙서와 천수경은 옥계 유상(流觴) 놀이의 근원을 1500년 전 난정 모임에서 찾았다. ‘불계
(祓禊)’를 편의상 푸닥거리라고 번역했지만, 무속상의 행사라기보다는 시인들이 흐르는 물에다
몸을 맑게 하면서 마음까지도 맑게 했다는 뜻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차좌일의 통곡
송석원시사 동인 차좌일(車佐一 1753-1809)이 병 때문에 송석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시가 한 축을 이루고
술도 또한 세 바퀴는 돌았겠구나.
현안처럼 병들어 누웠으니
시회의 기약을 어긴 게 미생에게 부끄러워라.
시냇가 얼음조각은 희기만 하고
산의 달빛도 밝았을 텐데,
동인들의 뜻을 가만히 헤아려보니
이 늙은이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라.
詩能成一軸, 酒亦過三行.
臥病同玄晏, 違期愧尾生.
澗氷千片白, 山月十分明.
黙想群賢意, 頗知老子情.-「朝見松石軸次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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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尾生)은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 밑에서 밀물이 들어오는 것도 피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다. 병들었다는 핑계로 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그날 지어진 시축
(詩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회에 꼭 참석하고 싶어
했던 동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차자일의 시집은 백년 뒤에야 출판되었는데, 여규현은 그
문집에 실린 차좌일의 행장(行狀)에서 체제에 불만이 많았던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묘사
하였다.
(차좌일은) 일찍이 이름난 산과 큰 도회지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맑은 달밤에 배를 띄우고 술에 취
하였다. 왼손으로는 술항아리를 두드리고 오른손으로는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니, 그 소리가
하늘 끝까지 이르렀다. 마치 옆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울면서 부르짖기를, “세세생생(世世生生)
에 이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양반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선사회에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한 설움을 시와 술로
써 풀었다. 이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지었던 시들이 해마다 모여서 시축과 시첩을 이뤘다.
이덕함은 『풍요속선』발문에서 “천수경이 옛사람의 풍류를 좋아하고 시를 사랑하여, 계축년
(1793) 봄에 (왕희지의) 난정고사(蘭亭故事)를 본받아 송석아회(松石雅會)를 열었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송석원은 위항시인들의 모임터가 되었고, 옥계사를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라고도 부
르게 되었다.
경치 좋은 송석원(松石園)이 위항시인들의 모임터가 되자, 옥계사 동인들은 더욱 늘어났다.
장혼이 1812년에 지은 시 「부송석원회회자오십여인차이의산운(赴松石園會會者五十餘人次李義
山韻)」을 보면, 이날 50여명이나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그래서 장혼의 제자 장지완은 천수경
의 전기에서 “집이 좁아 밥을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으며, 조희룡도 천수경의 전기에서
“시를 아는 사람들이 송석원 시회에 참여치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였다.
이처럼 송석원의 시회가 성황을 이뤄 집이 좁을 정도가 되자, 장안의 수백명 위항시인들에게
일 년에 두 차례 문통(文通)을 보내 연당(蓮塘)에서 모여 시를 지었다. 이 모임이 바로 백전
(白戰)이다. 장지완은 천수경의 전기에서 백전(白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천수경·장혼·왕태 등이 송석원에서 시사를 결성하니, 그곳에 모인 사람이 수백명이나 되었다. 물 흐
르듯 모여들어, 하루에도 수십 명이나 되었다. 해마다 봄가을 좋은 때에 문통(文通)을 보내 날짜를
기약하고, 중서부 연당(蓮塘)에서 만났다. (중략) 사람들은 두 몫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난해서 밥
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을 대접했다. 남북을 정하고 시장(詩長)이 제목을 내었는데, 남쪽의 제목은
북쪽의 운을 썼고, 북쪽의 제목은 남쪽의 운을 썼다.
날이 저물어 시축(詩軸)이 완성되면 소 허리에 찰 정도가 되었다. 그 시축을 종에게 지워서, 당대
제일의 문장가에게 품평하게 하였다. 으뜸으로 뽑힌 글은 사람들이 외워 전했는데, 시축이 그날로 장
안에

돌아다녔다. 그 시축이 다 해어진 뒤에야 주인에게 돌아왔다. 당시의 풍속이 이를 가장 중요하

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파산할 지경이 되어도 후회하지 않았
다. 순라꾼들이 한밤중에 돌아다니던 사람을 붙잡았다가도, “백전(白戰)에 간다”고 하면 놓아주었다.
재상들도 문망(文望)에 올라 백전(白戰)의 품평을 맡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백전(白戰)이란 글자 그대로 무기를 가지지 않고 흰 종이 위에다 시를 써서 실력을 겨루는
싸움이다. 이 모임에 수백명이나 모여들 정도로 위항인들은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이 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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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승을 위한 투쟁의 모임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위항
시인들이 모였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들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난해서 음
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참석하는 동료들을 위해 두 사람 몫의 음식을 마련해 대접할 정도로,
그들의 일체감과 시회에 대한 애착심은 대단했다.

5-3. 평생 서촌에 집 지을 준비를 했던 시인 장혼의 꿈
서촌에 서당을 차려 중인 자제들을 가르쳤던 장혼은 서촌에서 오랫동안 집터를 물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위치에 헌집이 나오자 일단 구입해 놓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랫동안 비용을
마련해 집을 지었다. 집터를 장만해 놓고 아침저녁 마음속으로 설계하는 동안 그는 너무나 행
복했다. 그는 서촌 옥류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옥류동은 인왕산의 명승지 가운데 한 구역이다. 옥류동의 형세는 덮은 듯이 서북쪽을 숨기고, 입을
벌린 듯이 동남쪽이 트여 있다. 등 뒤로는 푸른 절벽의 늙은 소나무가 멀리 바라보이고, 앞쪽으로는
도성의 즐비한 집들이 빼곡하게 내려다보인다. 평평한 들판이 오른쪽에 얽혀 있고, 긴 산등성이가 왼
쪽에 높이 들려 있어, 한 차례씩 오가며 마치 서로 지켜주는 것 같다. 그 가운데로 맑은 시내물이 흘
러가는데, 꼬리는 큰 시내에 서려 있고, 머리는 산골짜기에 달아 있다. 졸졸졸 맑게 흐르는 물소리가
옥구슬이 울리고 거문고와 축(柷)을 울리는 듯하다가, 비라도 올라치면 백 갈래로 물길이 나뉘어 내달
려서 제법 볼 만하다. 물줄기가 모인 곳을 젖히고 들어가면 좌우의 숲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그 위에
개와 닭이 숨어 살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 옥류동은 넓지만 수레가 지나다닐 정도
는 아니고, 깊숙하지만 낮거나 습하지 않았다. 고요하면서 상쾌하였다. 그런데 그 땅이 성곽 사이에
끼여 있고 시장바닥에 섞여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아끼지는 않았다.

그가 말한 옥류동은 명승지이면서도 시장바닥에 가까워,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동네이다. 경
복궁 옆에 있어 장안을 굽어보면서도 숲으로 가리어진 동네, 옥류동(玉流洞)이라는 이름 그대
로 물 흐르는 소리가 옥구슬 구르는 소리같이 들리는 골짜기지만 개와 닭소리가 들리는 동네
이다. 깊숙하지만 낮거나 습하지 않아 사람이 집 짓고 살기에 알맞았지만,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다니면서도 일부러 대지를 구입해 집을 지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지는 않았던 동네이다.
지금은 옥류천이 복개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옥인동 자락의 형세는 그대로이다.
그는 옥류동에서 집터를 처음 찾아낸 날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다.
옥류동의 길이 끝나가는 산발치에 오래 전부터 버려진 아무개의 집이 있었다. 집은 비좁고 누추했지
만, 옥류동의 아름다움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잡초를 뽑아내고 막힌 곳을 없애자, 집터가 10무(畝
300여 평) 남짓 되었다. 집 앞에는 지름이 한 자 반 되는 우물이 있는데, 깊이도 한 자 반이고, 둘레
는 그의 세 갑절쯤 되었다. 바위를 갈라 샘을 뚫자, 샘물이 갈리진 틈으로 솟아났다. 물맛은 달고도
차가웠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다. 우물에서 너댓 걸음 떨어진 곳에 평평한 너럭바위가 있
어, 여러 사람이 앉을 만했다.

중인들은 대부분 전문직을 지녔기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 없었다. 도심에서 가까우면
서도 아름다운 바위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는 옥류동은 시인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영의정 김수항이 지은 청휘각을 비롯한 여러 누각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한쪽
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헌 집도 있었다. 집터는 10무 정도였지만 주변의 경치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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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는 곳인데다, 열댓 명이 앉을 만한 너럭바위까지 있어 시 짓는 친구들이 모여 놀기
에도 좋았다.
집값을 물으니 겨우 50관(貫)이라 그 땅부터 사 놓고는, 지형을 따라 몇 개의 담을 두른 집을 그려
보기 시작했다. 기와와 백토 장식을 하지 않고, 기둥과 용마루를 크게 하지 않는다. 푸른 홰나무 한
그루를 문 앞에 심어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벽오동 한 그루를 사랑채에 심어 서쪽으로 달빛을 받아
들이며, 포도넝쿨이 사랑채의 옆을 덮어 햇볕을 가리게 한다. 탱자나무 병풍 한 굽이를 바깥채 오른
편에 심어서 문을 가리고, 파초 한 그루를 그 왼편에 심어 빗소리를 듣는다. 울타리 아래에는 뽕나무
를 심고, 그 사이에 무궁화와 해당화를 심어 빈틈을 채운다. 구기자와 장미는 담모퉁이에 붙여서 심
고, 매화는 바깥채에 숨겨 두며, 작약과 월계수, 월계화는 사계절 안채의 뜰에 심어 둔다. 석류와 국
화는 안채와 바깥채에 나눠 기른다. 패랭이꽃과 맨드라미는 안채의 뜨락에 흩어 심고, 진달래와 철
쭉, 백목련은 정원에 교대로 기른다. 해아국과 들국화 종류는 언덕 여기저기에 심는다. 자죽(紫竹)은
알맞은 흙을 골라 기르고, 앵두나무는 안채의 서남쪽 모퉁이를 빙 둘러 심으며, 그 너머에 복숭아나
무와 살구나무를 심는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사과나무와 능금나무, 잣나무, 밤나무를 차례로 심고,
옥수수는 마른 땅에 심는다. 오이 한 뙈기, 동과 한 뙈기, 파 한 고랑을 동쪽 담장의 동편에 섞어 가
꾸고, 아욱과 갓, 차조기는 집 남쪽에 구획을 지어 가로 세로로 심는다. 무와 배추는 집의 서쪽에 심
되, 두둑을 만들어 양쪽을 갈라놓는다. 가지는 채마밭 곁에 모종을 내어 심는데 자주빛이다. 참외와
호박은 사방 울타리에 뻗어, 여러 나무들을 타고 오르게 한다.

그가 그린 집은 기와도 얹지 않고, 백토도 바르지 않았다. 그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꽃과
채소를 심어 사철을 즐겼으며, 햇볕과 달빛, 비와 바람이 차례로 그의 집을 찾아들게 하였다.
그가 짓는 집은 남에게 팔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살려고 짓는 집이다. 그는 집
을 짓기 전부터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 “꽃이 피면 그 꽃을 보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그 아래서 쉬었으며, 열매가 달리면 따 먹고, 채소가 익으면 삶아 먹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집을 다 짓고 나자, 그 집에서 즐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다.
홀로 머물 때에는 낡은 거문고를 어루만지고 옛 책을 읽으면서 그 사이에 누웠다가 올려다보면 그
만이고, 마음이 내키면 나가서 산기슭을 걸어 다니면 그만이다. 손님이 오면 술상을 차리게 하고 시
를 읊으면 그만이고, 흥이 도도해지면 휘파람 불고 노래를 부르면 그만이다. 배가 고프면 내 밥을 먹
으면 그만이고, 목이 마르면 내 우물의 물을 마시면 그만이다. 추위와 더위에 따라 내 옷을 입으면
그만이고, 해가 지면 내 집에서 쉬면 그만이다. 비오는 아침과 눈 내리는 낮, 저녁의 석양과 새벽의
달빛, 이같이 그윽한 삶의 신선 같은 정취를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어렵고, 말해주어도 그들
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는 계속 “그만(而已)”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더니, “나의 천명을 따르면 그만이다. 그래서
내 집 편액을 이이엄(而已广)이라 했다[聽吾天而已, 故扁吾广以而已]”고 썼다. 그의 집 이름이
‘이이엄’이 된 것은 당나라 시인 한퇴지의 시에서 “허물어진 집 세 칸이면 그만[破屋三間而
已]”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그는 꿈속의 집을 짓는 비용으로 300관을 계산했는데, “자나
깨나 고심한 지 십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평생지(平生志)」라는 제목의
이 글을 쓸 때까지도 그는 이 집을 짓지 못했지만, 그 집에서 살 계획은 여러 차례 밝혔다.
오래 된 거문고에서 책이나 글씨에 찍을 옥도장과 인주에 이르기까지 “맑은 소용품 80종(淸供
八十種)”를 선정해 놓았고, 『삼국사』나 『고려사』같은 역사서, 『설령(說鈴)』이나 『설부(說郛)』같
은 이야기책, 『청련집(靑蓮集)』이나 『소릉집(少陵集)』같은 시집, 『동인경(銅人經)』이나 『본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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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같은 의서, 『정사(情史)』같은 연애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맑은 책 100부(淸寶一百部)”를 선
정해 놓았다.
인왕산은 하나이고, 그가 사들인 땅은 10무 밖에 안되었지만, 그는 인왕산을 백배로 즐겼다.
그가 꼽은 “맑은 경치 열가지(淸景十段)”는 옥계십경(玉溪十景)과 대부분 겹치니, 자신이 인왕
산에서 찾아낸 열가지 아름다움을 옥계사 동인들과 공유한 셈이다. “작은 언덕의 닭과 개”
“골짜기 안의 채마밭”에서 사람 사는 모습을 찾아냈고, “밤낮 쉬지 않고 흐르는 샘물” “흐렸
다 맑았다 하는 산기운”에서 자연의 움직임을 찾아냈다. “벼랑에 어린 가벼운 이내”에서 아침
의 아름다움을, “푸른 봉우리에 비치는 저녁노을”에서 저녁의 아름다움을 찾아냈다.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서나 눈에 띄는 모습이지만, 장혼은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며 즐겁게
살았다. 30세 이전에 「평생지」를 써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설계했던 그는 자기 뜻대로
삼간 집에 만족하며 살았다. “그의 집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했으므로 남들은 그가 가진 것 없
음을 비웃었지만” 그 자신은 69세 되던 해 입춘절에 “굶주림과 배부름, 추위와 더위, 죽음과
삶, 재앙과 복은 운명을 따르면 그만이다(聽之命而已)”라고 자부한 뒤,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
다. 양생법을 깨닫고 쓴 이 글 마지막 줄에 “이이엄주인이 스스로 짓다”고 끝맺었으니, 서른
이 되기 전에 인생계획을 세운 그대로, 늘 만족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인왕산의 인사(人事). 작은 언덕의 개와 닭(小塢鷄犬).
인왕산의 천시(天時). 밤낮 쉬지 않고 흐르는 샘물(泉流晝夜).
인왕산의 아침. 벼랑에 어린 가벼운 이내(絶崖輕嵐).
인왕산의 저녁. 푸른 봉우리에 비치는 저녁노을(翠峰返照)

5-4. 청풍계에서 송석원으로 진출한 장동김씨
청풍계(淸風溪)는 인왕산 동쪽 기슭의 북쪽에 해당하는 청운동 52번지 일대 골짜기이다. 원
래는

이곳이

단풍이

유명한

곳이어서

‘풍계(楓溪)’라고도

불렸는데,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 이곳에 살면서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란 의미에서 청풍계란 명칭이 생겨났
다고 한다. 김상용이 많이 쓰던 호는 둘인데, 선원(仙源)은 임진왜란에 피난해 머물던 강화도
선원촌(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이고, 풍계는 서촌이다. 이 집터는 학조대사
(學祖大師)가 정해주었다고 한다.
이곳의 위치와 건물 배치는 동야(東野) 김양근(金養根: 1734~1799)의 ｢풍계집승기(楓溪集勝
記)｣에 자세히 기술되었다.
백악산이 청풍계 북쪽에 웅장하게 솟아 있고 인왕산이 그 서쪽을 에워싸고 있는데, 개울
하나가 우레처럼 흘러내리고, 세 군데 못이 거울같이 펼쳐져 있다. 서남쪽 여러 봉우리의 숲
과 골짜기가 더욱 아름답다. 시내와 산이 도성 안에서 가장 빼어났다. 반룡강(蟠龍崗)은 와
룡강(臥龍崗)이라고도 하는데, 집 뒤쪽의 주산(主山)이다. 그 앞이 창옥봉(蒼玉峰)인데, 창옥
봉 서쪽으로 10보쯤 떨어진 곳에 작은 정자가 우뚝 솟아 시내를 마주하고 있다. 짚으로 이
었는데, 한 칸은 넘되 두 칸은 되지 않는다. 몇십명이 앉을 수 있는데, 이 정자가 바로 태고
정(太古亭)이다. (줄임)
탄금대 왼편에 네 칸의 당과 두 칸의 방이 있고, 방 앞에 또 반 칸의 마루가 있는데 청풍
지각(靑楓池閣)이다. 우리 창균(蒼筠, 金箕報) 선조가 남쪽에서 돌아온 뒤에 선원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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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민 것이다. ‘청풍지각’이라는 현액은 석봉(石峰) 한호(韓濩)가 썼다. 대들보 위에 ‘청풍계
(靑楓溪)’ 세 글자를 걸었는데, 선조(宣祖)의 어필(御筆)이기에 붉고 푸른 비단갑으로 둘렀다.
청풍지각 동쪽이 소오헌(嘯傲軒)인데, 도연명의 시 “동헌 아래에서 마음껏 휘파람 불며, 애
오라지 다시금 이 생을 얻었네[嘯傲東軒下, 聊復得此生]”의 뜻을 취한 것이다. (즐임)
회심대 좌우의 돌길 위에 늠연사(凜然祠)가 있는데, 선원공(仙源公)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
다. 사당 앞 바위에 “대명일월(大明日月)” 네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우암(尤庵) 선생의 필적
이다.
천유대(天遊臺)는 태고정 위쪽에 있는데, 푸른 절벽이 우뚝 솟아 절로 대(臺)를 이루었다.
빙허대(憑虛臺)라고도 하는데,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모두 이곳에 옮겨온 것 같다. 절벽에
주자(朱子)의 “백세청풍(百世淸風)” 네 글자가 새겨져 있어, 청풍대라고도 한다.

김상용은 35세까지 외직으로 돌아다니다가 36세가 되던 1608년에 첨지중추부사가 되어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의 연보에 보면 이 해에 청풍계(淸風溪)에 별장을 지었다. 그 기사에
아래와 같은 주가 덧붙어 있다.
(청풍계는) 일명 청풍계(靑楓溪)라고도 하는데, 경성 서북쪽 필운산 아래 있다. 수석(水
石)이 맑고도 뛰어나다. 암(菴)을 와유암(臥遊菴)이라 하고, 각(閣)을 청풍각(淸風閣)이라 하
였으며, 태고정(太古亭)도 지었다. 지(池)․대(臺)․암(巖)․학(壑)에 모두 이름을 지었으며, 12월
령시(月令詩)도 지었다.

그가 별장을 짓고 머물었던 청풍계는 백운동 골짜기에서 청운초등학교 뒤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려 경치가 좋았다. 이곳에 장동김씨의 터를 잡은 김상용은 집 안팎의 못, 대(臺), 바위
와 골짜기 등에 이름을 붙였는데, 집 뒤쪽을 반룡강(蟠龍崗) 또는 와룡강(臥龍崗), 그 앞은
창옥봉(蒼玉峯), 그 서쪽을 태고정(太古亭)이라 불렀다. 이 건물의 현액은 명필 한석봉(韓石
峯)이 썼고, 대들보에는 선조의 어필인 ‘청풍계(淸楓溪)’라는 글씨가 비단에 싸여 걸려 있었
다.
젊은 시절 소현세자가 청풍지각에 구경 와서 “창에 임하니 끊어진 개울에 물소리 들리는데,
객이 이르니 외로운 봉우리가 구름을 쓸고 있네” 라는 한시를 지었는데, 이것이 소오헌 남쪽
에 걸려 있었다.
정조는 1790년에 육상궁을 참배하고 태고정에도 행차하였다. 이때 정조는 김상용의 봉사손
(奉祀孫)을 불러 만나보고, 이조에 명하여 관직을 내려주도록 하였으며, 호조에 명하여 그 집
을 수리하게 하였다. 김상용의 아우 김상헌은 아래와 같이 청풍계를 시로 남겼다.
청풍계 위의 태고정(太古亭)은
우리 집의 큰 형님이 지어 놓은 곳.
숲과 골짝 의연히도 수묵도(水墨圖)와 같거니와,
바위 절벽 절로 푸른 옥병풍(玉屛風)을 이루었네.
우리 부자 형제들이 한 집에 앉아서,
바람과 달과 거문고와 술로 사시사철을 즐기었네.
그 좋던 일 지금 와선 다시 할 수 없거니와,
이러한 때 이런 정을 어떤 이가 알 것인가.
김상헌,청음집(淸陰集),「근가십영(近家十詠) 청풍계(淸風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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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1940년대 미쓰이 재벌에게 넘어가며 주택단지로 바뀌어 현재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몇십년 전까지 남아 있던 “대명일월(大明日月)” 넉 자는 빌라를 지으면서 축대 밑에
깔려버렸다. 천유대(天遊臺)에 새겼던 ‘백세청풍(百世淸風)’ 네 글자만 청운초등학교 뒷길 중
간쯤, 청운동 52-58 주택가 담장 밑에 남아 있어 여러 건물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
다.
청풍계(장동)에 살던 장동 김씨들이 옥류천 일대의 송석원으로 진출한 과정은 김상용의 아우
인 청음(淸陰) 김상헌(金尙憲, 1570-1652)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인왕산을 좋아해 옥류동

에 노닐다가 어머니의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수를 찾아나섰다는 것이다.
갑인년(1614) 가을에 어머님께서 눈병을 앓으셨는데, “서산에서 영험한 샘물이 나와, 눈병 앓는
사람들이 그 물로 씻으면 곧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곧 날을 잡아 가보았다. 형님과
나와 찬(燦)과 소(熽)가 같이 따라갔다. 인왕동에 들어가 고(故)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대감의
옛집인 청심당(淸心堂), 풍천각(風泉閣), 수운헌(水雲軒)을 지나갔다. 무너진 섬돌과 남은 주춧돌
들을 거의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양곡은 문장이 세상에 뛰어난데다 부귀를 누렸으며, 또한 심장(心匠)도 지녔다고 일컬어져, 집
지음새가 매우 공교하고도 아름다웠다. 사귀며 노닌 사람들도 모두 일세의 문장가들과 이름난 이
들이어서, 그들이 읊은 시들은 반드시 외어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 백년도 채 안되었는데, (그
집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 선비들이 후세에 믿고 남길 것이 이러한 건물은 아니다.
이곳을 거쳐 올라가자, 절벽과 폭포, 푸른 잔디와 푸른 언덕이 곳곳마다 아름다웠다. 계속 이곳
을 지나 올라가자 돌길이 험준해져, 말을 버리고 걸어서 갔다. 두 번이나 쉬고 난 뒤에야 샘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인왕산 중턱쯤 된 곳이었다. 둥그런 바위 하나가 나는 듯이 지붕처럼 가
로지르고, 바위 끝은 지붕의 처마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예닐곱 명이 눈비를 가릴 수 있었다. 바
위 바닥 조그만 틈으로 샘물이 솟아올랐는데 물줄기가 몹시 가늘어 한 식경쯤 앉아 있어야 비로
소 구덩이에 삼분의 일쯤 물이 찼다. 구덩이 둘레는 겨우 맷돌 하나 크기인데, 깊이도 또한 한
자가 되지 못했다. 물맛은 달고, 별다른 냄새가 없었으며, 아주 차갑지도 않았다.
-김상헌, 『청음집(淸陰集)』권38「유서산기(遊西山記)」

김상헌이 찾아갔던 이 샘물이 바로 뒷날의 가재우물인데, 김상헌의 증손자 노가재(老稼齋)
김창업(金昌業)이 이 물을 즐겨 마셔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 그 뒤에 안동 김씨가 계속 정권
을 잡으면서 인왕산 일대에 터를 넓혀 갔는데, 김상헌의 손자인 문곡(文谷) 김수항(金壽恒)
때에 와서는 옥류천(玉流川) 일대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1616년에 지금의 옥인동 45번지에다
자수궁(慈壽宮)을 세워 늙은 궁녀들이 살다가, 뒷날 자수궁 터를 김수항이 사들였다. 그래서
청풍계(靑楓溪)와 마찬가지로 송시열의 글씨로 옥류동(玉流洞) 세 글자를 새겨놓았다.
김수항이 옥류동에 필각정(八角亭) 형태로 청휘각을 짓자, 이웃에 살던 대제학 남용익(南龍
翼)이 시를 지어 축하하였다.
옥류동 연하(煙霞)에 비경이 열렸는데
청휘각 높은 누각에는 티끌이 끊어졌네.
장안에 가을이 돌아와 집집마다 비가 내리고
푸른 산에 폭포가 떨어져 골짜기마다 천둥이 치네.
연꽃잎이 움직이자 물고기 떼는 흩어지고
나무그늘 짙은 곳에 백로도 돌아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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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온 나그네는 돌아갈 것도 잊고서
처마 앞에 머물며 달 떠오르기를 기다리네.
玉迥煙霞祕境開, 淸暉高閣絶浮埃.
秋生紫陌千家雨, 瀑轉靑山萬壑雷.
荷葉動時魚隊散, 樹陰深處鷺絲回.
遊人自爾忘歸去, 留待簷前霽月來.-｢追記淸暉閣陪遊之興奉呈文谷相公案下｣

이 시를 받고 김수항이 차운하여 시를 지었는데, 그 제목이 길다. ｢옥류동의 우리 집에다
새로 청휘각을 지었는데, 제법 수석(水石)이 아름답다. 감히 시를 부탁하여 크게 빛낼 생각은
없었지만, 호곡(壺谷) 사백(詞伯)이 먼저 율시 1수를 지어 보냈으며, 매간(梅磵) 형께서도 또
한 화답하여 보내셨다. 산문(山門)이 이 시 덕분에 빛나게 되었음을 알겠다. 그래서 그 시에
차운하여 감사하는 뜻을 아뢰고, 아울러 매옹(梅翁)에게도 바쳐 가르심을 구하고자 한다.｣
층층 벼랑 중턱에 작은 정자를 지으니
동쪽 번화한 먼지 구덩이에서 멀리 떨어졌네.
반평생 수석을 좋아하는 버릇이 고질병 되어
늘그막에 즐기며 산속 천둥소리를 듣네.
처마 사이로 짙은 안개가 옷을 적시고
베개 맡의 폭포 소리가 꿈을 깨우네.
이제부터는 이 골짜기에 물색이 더할 테니
벗님들이 진중하게 시를 부쳐 보내리라.

영의정이던 맏아들 창집(昌集)이 사약을 받고 죽었으므로, 청휘각은 김창업이 물려받았다.
청휘각을 지은 지 30년이 되자 낡고 기울어져, 김창업이 1715년에 다시 지었다.
노가재는 건강상 이 집을 좋아했는데, 청휘각 뒤에 약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노가재가 늘
이 물을 마셨다고 해서, 최근까지도 이 우물을 가재우물이라고 불렀다. 뒷날 청휘각을 인수
한 윤덕영은 가재우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예전의 청휘각이었던) 일양정(一陽亭) 뒤에는 가재정(稼齋井)이라는 우물이 있고, (바위) 벽
위에는 가재(稼齋)의 글씨가 있다. 나는 항상 이 물을 마시면서 글을 읽고는, 가재공의 글
솜씨를 칭찬하였다.

노가재의 형제들도 이 집에 자주 찾아와 약수를 마시고, 시도 지었다. 노가재의 형제들이
당시 문단을 이끌었으므로, 청휘각에는 사대부 시인들이 많이 모여 시를 지었다. 옥류동(玉
流洞)이라고 새긴 바위 안쪽에서 솟아 괴던 가재우물은 1950년대까지도 사용했지만, 그 뒤
주택개발로 인해서 메워졌다.
청휘각은 그 뒤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지다가, 김수항의 6세손인 한성부 판윤 김수근
(金洙根)이 중건했으며, 그의 아들인 영의정 김병국(金炳國)이 물려받았다가, 김병국의 재종
형인 이조판서 김병교(金炳喬)에게 넘겨졌다. 그러다가 김병교의 아들인 후몽(後夢) 김학진
(金鶴鎭)에 이르러 명성왕후의 12촌 오라버니 민규호(閔奎鎬)에게 빼앗겼다.
송석원이 장동김씨네서 여흥민씨네로 넘어가는 과정은 김학진(金鶴鎭)이 지은 ｢일양정기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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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陽亭記略)｣에 잘 나타나 있다.
옥류동 송석원은 나의 선조 문곡(文谷: 김수항의 호) 선생의 별장이다. 선생의 옛 집이 북부 순
화방에 있었는데 그 뜰에 여섯 그루의 나무가 있어 슬하에 여섯 자제를 둔 것과 서로 맞았다. 그
리하여 옥호(屋號)를 육청헌이라 하였다. 그 집에서 오른쪽으로 2, 30보를 가서 한 등성이를 넘으
면 그 기슭에 언덕과 골짜기가 아름답고 산골 물이 얽히고 굽이친다. 이를 차지하니 아침저녁으
로 지팡이를 끌며 거닐 만하고 특히 청휘각에서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구경할 만하였다. 가재우물
또한 제격이다. 여기를 옥류동이라 하는데 그 옆 깔린 바위에 새긴「옥류동」이란 문자는 우암 송
시열 선생의 필치라고 전한다. 옥류동 골 안에 있는「송석원」이라 새긴 문자는 추사 김정희공(金
正喜公)의 필적이다. 기와집은 우리 집안끼리 번갈아 들어 살기를 10여대에 황사(黃史) 민상공(閔
相公, 민규호)이 병으로 여기 물을 마시게 되자, 내가 갈 데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처음으로 (김씨에서 민씨로) 바뀌었다. 지금 벽수(碧樹) 윤공(尹公:윤덕영)이 산장을 꾸미고 거친
데를 다듬고 물이 막힌 곳을 뚫어서 완연하게 연못을 이루었다. 벽수선생이 심은 소나무가 층층
바위 옆에 큰 노목으로 울창하게 자라 온통 뜰을 덮었는데 몇 개 받침대로 받쳐주고 있다. 그 아
래쪽으로 물을 끌어 반무(半畝)가량 넓이의 네모진 연못을 꾸미니 사흥가(四興架), 팔관파(八觀
坡), 서상대(西爽臺), 동서사(東西榭)에 구름과 나무가 어우러져서 푸르르니 발 돌리는 대로 경치
가 바뀌어 술 마시고 글짓기에 알맞다. 이름하여 일양정이라 하고 어느 친구의 글씨로 현판을 걸
었다. 나에게 청하여 이렇게 쓴다.

김학진이 기문을 지어준 일양정(一陽亭)은 윤덕영이 지은 벽수산장(碧樹山莊) 안의 한 정자이
다. 그는 일양정의 기문을 통해 장동 김씨네가 청풍계에서 고개를 넘어 옥류천으로 진출하고,
여흥민씨네가 가재우물의 약수를 마셔야 한다는 핑계로 송석원을 인수한 뒤에, 해평윤씨네가
다시 빼앗은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하였다. 경복궁 옆의 명승지였기에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
닌 외척들이 번갈아 소유하며 그때마다 누정을 세웠는데, 윤덕영이 편집한 『벽수산장일람(碧
樹山莊一覽)』이라는 책자 안에 그 건물들의 상량문과 제영(題詠)들이 모두 실려 있다.
송석원(松石園)이라는 이름은 원래 중인 천수경(千壽慶)의 호를 따라 지어졌다.
천수경은 자를 군선(君善)이라 하였다. 집은 가난하나 독서를 즐기어 특히 시에 재주가 있
었다. 옥류천 위에 초가집을 짓고 스스로 호를 지어 ‘송석도인(松石道人)’이라고 하였다. 아
들 5형제를 두었는데 그 이름이 일송(一松), 이석(二石), 삼족(三足), 사과(四過), 오하(五何)
였다. 송(松)과 석(石)은 그가 사는 송석원에서 따온 것이고 족(足)은 셋이면 족하다는 뜻이
며, 과(過)는 넷은 너무 지나치다는 뜻이며, 하(何)는 다섯이나 되니 어찌된 것이냐는 뜻이
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세간에 유행하는 풍요속선(風謠續選)은
그가 모아서 엮은 책이다. 수경이 죽으니 안시혁이 그 묘 앞 묘갈(墓碣)에 다만, “시인 천수
경의 묘(詩人千壽慶之墓)”라 썼다.

천수경이 살아 있던 시기에는 송석원 주인이 당연히 천수경이었고, 송석원은 중인 시인들의
모임터였다. 그러나 천수경이 세상을 떠나고 주인이 바뀌게 되자, 장동김씨, 여흥민씨, 해평윤
씨네 집이 되었으며, 그때에도 여전히 송석원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고종시기에 송석원에서
시회가 있으면 당연히 김씨나 윤씨, 민씨 등의 외척이 초청하는 시회였고, 벼슬이나 문명을
얻으려는 사대부, 특히 지방에서 벼슬을 얻으러 올라온 시인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송석원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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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운대 꽃구경과 화원(花園) 이야기
6-1.위항인들의 필운대 풍월
뛰어난 서얼 지식인들이 늘어나자, 정조는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에 해당되지 않도록 검서
관(檢書官)이라는 잡직(雜織) 관원을 뽑았다. 규장각을 설치한 뒤에, 서적을 검토하고 필사하
는 임무를 맡긴 것이다. 정무직이 아니어서 기득권층의 반대도 없었고, 학식과 재능이 뛰어난
서얼 학자들의 불만을 달래주는 효과도 있었다.
1779년에 임명된 초대 검서관은 이덕무․유득공․박제가․서이수의 네 사람인데, 당대에 가장 명
망 있는 서얼 출신의 이 네 학자를 4검서라고 불렀다. 유득공은 조선의 문물과 민속을 기록한
『경도잡지(京都雜志)』 2권 1책을 지었는데, 역시 대를 이어 검서로 활동했던 그의 아들 유본
예가 부자편이라고 할 수 있는 2권 2책의 『한경지략(漢京識略)』을 지어 서울의 문화와 역사,
지리를 설명하였다. 이들 부자는 필운대 꽃구경을 서울의 명승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 유득
공은 『경도잡지』 「유상(遊賞)」조에서 “필운대의 살구꽃, 북둔(北屯)의 복사꽃, 동대문 밖의 버
들, (무악산) 천연정의 연꽃, 삼청동과 탕춘대의 수석(水石)을 찾아 시인 묵객들이 많이 모여들
었다”고 기록하였다. 대부분이 서촌 주변이다. 유본예는 『한경지략』

명승」조에서 이렇게 소

개하였다. “필운대 옆에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성 안 사람들이 봄날 꽃구경하는 곳으로는 먼
저 여기를 꼽는다. 시중 사람들이 술병을 차고 와서 시를 짓느라고 날마다 모여든다. 흔히 여
기서 짓는 시를 ‘필운대 풍월’이라고 한다.”
유득공이 어느 봄날 필운대에 올라 살구꽃 구경을 하다 시를 지었다.
살구꽃이 피어 한껏 바빠졌으니
육각봉 어구에서 또 한 차례 술잔을 잡네.
날이 맑아 아지랑이 산등성이에 아른대고
새벽바람 불자 버들꽃이 궁궐 담에 자욱하구나.
새해 들어 시 짓는 일을 필운대에서 시작하니
이곳의 번화함이 장안에서 으뜸이라.
아스라한 봄날 도성 사람바다 속에서
희끗한 흰머리로 반악을 흉내내네.

유득공은 역시 검서였던 친구 박제가와 늦은 봄이면 필운대에 올라 꽃구경을 했는데, 흐드러
지게 핀 살구꽃이 일품이었다. 육각현에서 술 한 잔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한 세대 앞선 시인 신광수는 도화동에서 복사꽃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필운대에 올라 살
구꽃을 구경하며 “필운대 꽃구경이 장안의 으뜸이라[雲臺花事壓城中]” 하고는, “삼십년 전 봄
구경하던 곳을 / 다시 찾은 오늘은 백발노인일세[三十年前春望處, 再來今是白頭翁]”이라고 끝
을 맺었다. 반악은 진(晉)나라 때의 미남 시인인데, 그도 나이가 들자 흰머리가 생겼다. 자신
은 서얼 출신이라 벼슬 한번 못하고 늙었지만, 반악같이 잘 생기고 재주가 뛰어난 시인도 나
이 들자 흰머리가 생기지 않았느냐고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다.
백단령 차려 입은 사람은 모두 시 짓는 친구들이고
푸른 깃발 비스듬히 걸린 집은 바로 술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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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주렴 내리고 글 읽는 이는 누구 아들인가
동궁에서 내일 아침에 또 조서를 내려야겠네.

정조가 지은「필운화류(弼雲花柳)」라는 제목의 시 앞부분은 다른 시들과 같이 필운대의 번화
한 꽃구경 인파를 노래했지만, 뒷부분에선 그 가운데 시인과 독서인을 찾아내고, 장안 사람들
이 모두 꽃구경하는 속에서 글 읽는 젊은이에게 벼슬을 주어야겠다는 왕자의 생각을 밝혔다.
이 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왕자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문집을 간행하지 못한 위항인들의 시를 수집하여 60년마다 편집한 『소대풍요(昭代風謠)』나
『풍요속선(風謠續選)』, 『풍요삼선(風謠三選)』에는 엄청난 양의 필운대 시가 실려 있다. 젊은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해마다 수백명이 필운대에 올라 꽃구경하며 시를 짓기에 분량은 많아졌
지만, 해마다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필운대 풍월’이란 말 속에는 천박한 풍월,
판박이 시라는 뜻이 담겨 있다.

6-2. 화원(花園) 구경 이야기
이 시대에 필운대 풍월 뿐만 아니라, 꽃구경을 하고 산문으로 기록하는 유행도 있었다. 영의
정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도성 안팎의 화원에 노닐며 지은 글이 여러 편 있는데, 필운
대 부근의 조씨 화원을 감상하고 「조원기(曹園記)」를 지었다. 주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
지만, 심경호 교수는 “조하망(曹夏望)의 후손이었던 듯하다”고 추측하였다.
계묘년(1783) 3월 10일, 목유선과 필운대에서 꽃구경하기로 약속하였다. 저녁밥을 다 먹고 나서 가
마를 타고 갔더니 목유선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필운대 앞 바위에 자리를 깔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얼마 있다가 목유선이 이정운과 심규를 이끌고, 종자에게 술병을 들게 하여 사직단 뒤쪽으로 솔숲을
뚫고 왔다.

처음에는 필운대 꽃구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모였지만, 인파가 몰려 산속이 마치 큰 길거리
같이 번잡해지자 채제공은 곧 싫증이 났다. 동쪽을 내려다보자 동산 안의 꽃나무 가지가 은은
히 담장 밖으로 나와 있어서 호기심이 일어났다. 목유선에게 “저기는 반드시 무언가 있을 거
야. 가보지 않겠나?” 물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점잖은 손님들이 꽃
구경을 하겠다고 들어서자 주인이 뒷동산으로 인도하였다. 화원에는 돌층계가 여덟 개쯤 깔려
있었는데, 붉은 꽃, 자주 꽃, 노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술잔을 돌리고 꽃을 평품하며 시를 지어 즐기느라고 달이 동쪽에 뜬 것도 몰랐다.
이듬해 윤3월 13일에도 체제공은 친지들과 함께 가마를 타고 육각현 아래 조씨네 화원에 찾
아가 꽃구경을 했다. 석은당에 앉아 거문고를 무릎 위에 눕히고 채발을 뽑아 서너 줄을 튕겨
보았다. 곡조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윽한 소리가 나서 정신이 상쾌해졌다. 얼마 뒤에 조카 채
홍리가 퉁소 부는 악사를 데리고 와서 한두 곡을 부르게 하자, 술맛이 절로 났다. 채제공은
소나무에 기대어 앉아, 퉁소 소리에 맞춰 노래하였다. “아양떠는 자는 사랑받고, 정직한 자는
미움을 사는구나. 수레와 말이 달리는 것은 꽃 때문이지. 소나무야 소나무야. 누가 너를 돌아
보랴?” 모두들 맘껏 흥겹게 놀다가 흩어졌다.2)

2) 필운대 화원 이야기는 심경호 교수의 저서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소명출판, 2001)에 실린 논문 「화원에
서 얻은 단상-조선후기의 화원기」를 많이 참조하였다.

- 25 -

7. 우대 시조 가객들과 기생들의 풍류현장 운애산방
봄철에 꽃구경으로 이름난 필운대는 흥선대원군 시대에 가객들의 모임터로 변신했는데, 그
현장이 필운동 산1-2번지 일대에 있던 박효관(朴孝寬)의 운애산방(雲崖山房)이다. 그의 제자
안민영(安玟英)은 시조집 『금옥총부』에서 운애산방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인왕산 하 필운대는 운애선생 은거지라
풍류재자와 야유 사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날마다 풍악이요 때마다 술이로다 (『금옥총부』 165번)

박효관이 필운대에 풍류방을 만들어 제자들을 가르치며 스스로 즐기자, 대원군이 그에게 운
애(雲崖)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안민영은 그를 운애선생이라 불렀으며, 위항시인들이 시사(詩
社)를 형성한 것같이, 풍류 예인들은 계(稧)를 만들어 모였다. 안민영은 『금옥총부』 서문에서
그 모임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때 우대(友臺)에 아무개 아무개 같은 여러 노인들이 있었는데, 모두 당시에 이름 있는 호걸지사들
이라, 계를 맺어 노인계(老人稧)라 하였다. 또 호화부귀자와 유일풍소인(遺逸風騷人)들이 있어 계를
맺고는 승평계(昇平稧)라 했는데, 오직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즐기는 게 일이었으니, 선생이 바
로 그 맹주(盟主)였다.

평생 연주를 즐겼던 원로 음악인들의 모임이 바로 노인계인데, 안민영은 『승평곡』 서문에서
박한영․손덕중 등의 노인계원 10여명 이름을 들고 “당시에 호화로운 풍류를 즐기고 음률에 통
달한 이들”이라고 소개했다. 유일풍소인은 세상사를 잊고 시와 노래를 벗 삼은 사람이다. 경
제적인 여유를 지닌 중간층이 풍류를 즐겼던 모임이 바로 승평계이다. 성무경 선생은 “박효관
의 운애산방은 19세기 중후반 가곡 예술의 마지막 보루”라고 표현했다. 가곡은 운애산방을 중
심으로 세련된 성악장르로 거듭나기 위해 치열한 자기 연마의 길에 들어섰으며, 그 결과를 박
효관과 안민영이 『가곡원류』로 편찬하였다.
전문적인 가객을 키우려면 우선 가곡의 텍스트를 모은 가보(歌譜)가 정리되고, 스승이 있어야
하며, 가곡을 즐길 줄 아는 후원자가 있어야 했다. 박효관과 안민영은 사십년 넘게 사제지간
이었으며, 대원군같이 막강한 후원자를 만나 가곡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대원군이 십년 섭정
을 마치고 물러서자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언젠가는 천박한 후원자들에 의해 가곡이 잡
스러워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박효관이 1876년에 안민영과 함께 『가곡원류(歌曲源流)』를 편
찬하면서 덧붙인 발문에 그러한 사연이 실렸다.
근래 세속의 녹녹한 모리배들이 날마다 서로 어울려 더럽고 천한 습속에 동화되고, 한가로운 틈을
타 즐기는 자는 뿌리없이 잡된 노래로 농짓거리와 해괴한 장난질을 해대는데, 귀한 자고 천한 자고
다투어 행하를 던져준다. (줄임) 내가 정음(正音)이 없어져가는 것을 보며 저절로 탄식이 나와, 노래
들을 대략 뽑아서 가보(歌譜) 한 권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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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론으로만 정음(正音) 정가(正歌) 의식을 밝힌 것이 아니라, 창작으로도 실천했다. 안
민영은 사설시조도 많이 지었는데, 박효관이 『가곡원류』에 자신의 작품으로 평시조 15수만 실
은 것은 정음 지향적 시가관과 관련이 있다.
님 그린 상사몽(相思夢)이 실솔의 넋이 되어
추야장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사설시조는 듣기 좋아도 외우기는 힘든데, 훌륭한 평시조는 저절로 외워진다. 박효관이 지은
위의 시조는 고교 교과서에 실려 지금도 널리 외워지고 있다. 님 그리다 죽으면 귀뚜라미라도
되어 기나긴 가을 밤 님의 방에 들어가 못다 한 사랑노래를 부르겠다고 구구절절이 사랑을 고
백할 정도로, 그의 시조는 양반 사대부의 시조에 비해 직설적이다. 고종의 등극과 장수를 노
래한 송축류, 효와 충의 윤리가 무너지는 세태에 대한 경계, 애정과 풍류, 인생무상, 별리의
슬픔 등으로 주제가 다양하다.
안민영은 『금옥총부(金玉叢部)』라는 개인 가집을 엮어 시조 181수를 실었는데, 운애산방에서
지은 시조가 많다. 92번째의 시조에 그들의 공연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口圃東人은 춤을 츄고 雲崖翁은 소ㅣ헌다.
碧江은 鼓琴허고 千興孫은 필ㅣ로다
鄭若大 朴龍根 嵇琴 笛 쇼ㅣ에 和氣融濃허더라

안민영은 이 시조에 다음과 같은 주를 붙였다. “구포동인(口圃東人)은 석파대로(흥선대원군)
께서 내려주신 호이다. 내가 삼계동(三溪洞) 집에 있을 때 동원 뒤에 ‘ㅁ’자 모양의 채마밭이
있었기에 ‘구포동인’이라 칭하셨다. 운애옹(雲崖翁)은 필운대 박선생의 호이고, 벽강(碧江)은
김윤석 군중의 호이다. 천흥손과 정약대, 박용근은 모두 당대 으뜸가는 공인(工人)들이다. 우
석상서께서 나로 하여금 구포동인으로 서두를 삼아 삼삭대엽을 짓게 하셨기에 (이 시조를) 얽
어 만들었다.”
박효관이 활동하던 운애산방에서 안민영이 살던 삼계동까지의 인왕산 자락이 바로 우대 소리
의 현장이다.

맺음말-서울 문학의 1번지 서촌
조선시대 서촌 일대에는 다양한 문학 형태가 발전하였다. 한시는 한양 일대의 어느 지역이든
창작되었지만, 서촌의 한시는 왕과 왕자로부터 사대부에서 중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층
에서 창작되었다. 서촌의 문학이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서민층의 민요가 인왕산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이며, 중인들이 문학공동체를 이루어 한평생을 살았다는 점이다. 박효관의 운애산방
을 무대로 해서 우대 소리가 발전한 것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서촌 문학의 특징이며,
이러한 문학 풍토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소설가 이상과 시인 윤동주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
에게까지 이어졌다. 서촌은 서울 문학의 1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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