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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밀양의 七灘亭은 孫起陽(1559~1616)이 소요하던 遺址에 그의 학행을 본받기
위해 1725년에 세운 眞岩書堂을 확장하여 眞岩溪亭이라 칭하고, 1748년 이를 다
시 증축하여 改額한 누정이다. 손기양은 寒岡 鄭逑의 학맥을 이어 임진왜란 때
밀양, 경주, 영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고 서원과 향교의 재정립을 주도하였
던 인물이다.
손기양의 활동 배경이 되었던 칠탄정 일대의 승경을 그린 《七灘亭十六景畵帖》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
구임(AKSR2020-C05).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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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밀양손씨 후손가에 현전한다.1) 화첩은 서문과 李瀷(1681~1763)의 제화시가
있는 화가 미상의 작품 16면, 나머지 한 점은 豹菴 姜世晃(1713~1791)의 그림
에 표암과 李玄煥(1713~1772)의 제시가 부기된 작품 16면으로 구성되었다.
《칠탄정십육경화첩》에 대한 선행논고는 그림과 제화시의 비교 분석으로 주로
회화적 이미지 표현 양상과 제시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2) 또한 그림
과 제화시를 바탕으로 현전하는 칠탄정 주변 건축과 조경, 지리학적 측면에서
경관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3)
칠탄정 일대를 그린 《칠탄정십육경화첩》은 1754년 孫思翼(1711~1795)이 그의
5대조 손기양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주관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는 18세기 말부
터 밀양의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손기양을 향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숭이 시작
되었던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칠탄정십육경화첩》의 시화를 창작한 인물들이 18세기 안
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점에서 손기양의 학맥을 李瀷을 비롯한 안산의 문인
들과 近畿지역까지 확대시키려는 의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려 한다.
《칠탄정십육경화첩》의 제작배경을 당시 밀양의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한 손기양
의 추숭 작업과 지역의 학맥을 단합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임을 보다 심도 있
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밀양 재지사림의 손기양 추숭사업의 전개와 16
경의 선정 등 《칠탄정십육경화첩》의 제작배경을 파악하고, 손기양의 추숭을 주
도한 손사익의 요청으로 화제시를 지은 이익과 이현환, 강세황과의 관계를 분석
하여 화첩의 제작이 가진 문화사적 함의를 모색할 것이다.

1) 《七灘亭十六景畵帖》의 열람에 도움을 주신 손상모 선생님께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2) 柳昌睦, 2003 ｢七灘亭十六景畵帖｣ 뺷密陽文化뺸 4, 密陽文化院, 142-162면; 최경환, 2010․
2011 ｢화가의 자작 제화시와 화면상의 이미지의 재산출 방향(1), (2): 강세황의 <칠탄정
십육경도>시를 대상으로｣ 뺷한국고전연구뺸 22․24; 동저, 2018․2019 ｢｢七灘亭十六景圖｣
와 李瀷의 ｢七灘亭十六景｣詩의 비교(1), (2)｣ 뺷동양한문학연구뺸 51․53; 이경화, 2016 뺷강
세황 연구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3-79면.
3) 김수진․정해준, 2019 ｢밀양 칠탄정 경영과 칠리탄 16경의 경관특성｣ 뺷한국전통조경학회
지뺸 37(3), 2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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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양의 재지사족 손기양과 칠리탄
1) 재지사족으로서 손기양의 활동

손기양의 자는 景徵, 본관은 密城이다. 자호는 松磵이었으나 광해군의 폐륜 정
국을 비판하며 1613년 관직을 그만두고 ‘聱漢’으로 바꾸었다.4) 그는 1559년 7월
20일 密陽府 龍城里에서 태어났다. 1577년 용성송씨 宋瑾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후사 없이 죽자 李孝麟의 딸을 배필로 맞아 1남 2녀를 두었다. 그는 동향인 여
주이씨 李慶弘(1540~1598)과 함께 점필서원에서 수학하였고,5) 1584년 향시와
별시의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1585년 봄에는 진사 회시를 3등으로 합격
하고, 1588년 3월 진사시에 급제하여 成均學諭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星州學敎授
가 되었다. 1590년 寒岡 鄭逑(1543~1620)의 문인이 되어 밀양의 향론을 주도하
던 손기양은 향례의 실천 문제로 서신을 왕래하였고, 鄭經世(1563~1633), 李埈
(1545~1624), 申之悌(1562~1624), 李潤雨(1569~1634) 등과 교유하였으며, 향
내의 朴壽春(1572~1652), 安㺬(1569~1648), 蔣文益(1596~1652) 등과 한강 정
구의 학통을 계승하며 학맥을 형성하였다.6)
손기양은 1592년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4월 양친을 모시고 밀양의 虎踞山으로
피란하였고, 省峴道察訪으로 재직하며 驛馬를 적절히 배치해 전투에 대비하였다.
또한 朴晉(1560~1597)이 이끄는 조선군이 鵲院關 전투에서 패하자 허거산 아래
石洞村에서 이경홍, 이경승 등과 의병을 일으켜 왜적에 맞섰다. 1594년 10월 都
會試의 試官으로 경주에 갔으며, 綿峴에 복병을 설치하여 왜적을 사살하였다.
1595년 신녕현감이 되었고, 경주 자인현으로 이거하였다. 그해 여름 天將支待官
으로 晩悟堂에 머물러 火旺山城의 郭再祐 진중에서 있었던 전략회의에 참여하였
4) 채제공, 뺷樊巖先生集뺸 권32, 序, ｢聱漢集序｣; 정약용, 뺷다산시문집뺸 권16, 墓誌銘, ｢聱漢先
生昌原都護府使孫公 起陽 墓誌銘｣.
5) 여주이씨는 李師弼이 처가인 밀양에 터를 잡으면서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다. 孫秉魯, 李
象靖, 李萬運과 교유한 南景羲가 쓴 이경홍의 묘지명에는 손기양의 학문이 이경홍에게 얻
은 바가 많다고 하였다. 南景羲, 뺷癡庵集뺸 권11, 墓誌, ｢務功郞濬源殿參奉李公墓誌銘｣.
6) 장동표, 2009 ｢17세기 초반 밀양 재지사족 손기양의 향촌활동｣ 뺷한국민족문화뺸 34,
181-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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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96년 1월 諸道都體察使로 성주에 머물던 우의정 李元翼과 兵事를 논의하
여 팔공산성을 축성을 계획하고, 3월 縣民을 이끌고 팔공산성 동문 내에 양곡
창고를 조성하였다. 1597년 9월 팔공산성에서 ｢公山誌｣를 저술하였다.7) ｢缶溪洞
憲序｣는 병란 때 팔공산 기슭 부계동의 백성들이 洞規를 만들어 줄 것을 청하
자, 藍田鄕約을 본떠 洞憲을 만들어 주고 그 서문을 지은 것이다.8) ｢日錄｣은 임
진왜란의 기록으로, 산일되어 1598년 1월 1일부터 1599년 3월 27일까지 기록만
실려 있다.9) 1598년 義粮을 구하는 일로 성산의 山南村에 갔으며, 1599년 1월
명나라 邢玠의 막하로 있던 兵部主事였던 丁應泰가 조선이 왜를 끌어들여 명나
라를 칠 것이라 무고한 것에 대해 辨誣文을 지어 명나라 給事中 徐觀瀾에게 올
렸고, 6월 幕客으로 경상우도에 머물렀다.10)
임진왜란 이후 밀양의 재지사족은 倡義에 적극 가담한 손기양과 朴壽春 가문
이 중심이 되어 향촌사회의 복구와 소실된 향안의 중수를 통한 질서 확립을 도
모하였다.11) 손기양은 전란으로 무너진 사족 중심의 향촌 사회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밀양의 재지사족 밀양박씨, 벽진이씨, 여주이씨 등의 가문과 함께 사림정치
의 본격화와 종법질서의 정착을 위해 향촌에서 서원과 향교 운영, 鄕案 入錄, 유
교적 교의 실천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12) 16세기 이후는 중앙에서 사림 정치세
력의 대두와 함께 밀양에서도 재지사족이 성장하면서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향
사례, 향음주례, 향약 시행 등 점차 鄕禮와 향촌 지배질서를 구축해 나가던 시기
였다. 이와 함께 淫祀를 배척하고 사직단이 군현의 면리 단위까지 설치되어 유
교적 질서를 정착시킨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였다.13)

7) 1595년 겨울에 惟政이 왜적의 재침에 대비하여 公山城을 개축한 일, 1596년에 新寧縣監
으로서 縣民을 이끌고 산성 동문 안에 식량 창고를 건립한 일, 1597년에 각 지방관들이
산성에서 왜적과 전투 과정에서 순찰사가 보여 준 비겁한 행동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3, ｢公山誌｣.
8)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3, ｢缶溪洞憲序｣.
9)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3, ｢日錄｣.
10) 정약용, 뺷다산시문집뺸 권16, 墓誌銘, ｢聱漢先生昌原都護府使孫公 起陽 墓誌銘｣.
11) 장동표, 2005 ｢임진왜란 전후 밀양 재지사족의 동향｣ 뺷역사와 현실뺸 55, 237-281면.
12) 당시 향안에 入錄된 가문별 인원을 살펴보면 밀양박씨 77명, 밀양손씨 42명, 벽진이씨 28
명 등으로 총 403명이 향원으로 입록되었다. 장동표, 2005 위의 논문, 279면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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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년 손기양은 부윤 이시발이 공자묘를 중건하는데 공사 감독을 맡았고 상
량문을 지었다. 成均館典籍 兼 中學敎授로 조정에 나아갔으며, 1601년 경주교수
겸 제독관이 되어 芝山 曺好益을 방문하였다. 1602년 봄 울주통판이 되어 관청
을 증축하여 韓愈의 ｢藍田縣承廳記｣에서 언덕의 모난 곳을 깎아 평탄하게 한다
는 의미의 枿岸堂이라 이름 지어 통판이 백성들을 위해 ‘얼안’의 역할을 해야 함
을 밝혔다.14) 1603년 1월 영천군수에 부임하여 ｢風神說｣을 지어 고을 풍속 중
음력 2월에 盈騰하는 놀이를 巫風이라 비판하고 淫祀를 혁파하였으며, 曺好益과
鄭逑를 방문하였다. 그해 10월 부친상을 당하여 주자가례에 따라 상례를 진행하
였다.15)
1604년 밀양 竹院으로 돌아와 향촌의 질서 재건에 힘썼다. 임진왜란 이후 서
원은 교육과 제향기능은 물론, 향촌 사림의 여론을 결집하는 거점이 되어 정치
적인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었다. 손기양은 15세기 말 밀양에서 문풍을 크게 진
작시킨 점필재 김종직을 향사하는 佔畢書院의 위상 확립을 주도하여 중단된 향
사를 다시 올릴 것을 주장하였다.16) 1606년 점필서원을 중수하여 김종직의 위판
을 봉안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론이 일어났을 때, ｢佔畢齋金先生辨誣文｣을 지어
변론하였다.17) 또한 김해 유생들이 松溪 申季誠을 新山書院에 향사할 것을 청한
것에 대해 ｢通諭本鄕士林文｣을 보내 그 실행을 도왔다. 1609년 회재 이언적을
변론하고 문묘에 종사하기를 청하는 소를 올렸고,18) 박수춘과 嶺南樓의 중수에

13) 장동표, 2009 앞의 논문, 171-201면.
14)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3, ｢枿岸堂記｣.
15) 손기양은 退溪 이황의 서간을 私淑하여 그 중에 吉禮ㆍ凶禮 조목을 節錄하여 家範으로
남겼다. 정약용, 뺷다산시문집뺸 권16, 墓誌銘, ｢聱漢先生昌原都護府使孫公 起陽 墓誌銘｣.
16) 점필서원은 1567년 밀양 사림의 청원으로 부사 李度祐가 瑩原寺의 옛터 덕성동에 德城書
院으로 창건하였고, 뒤에 이황의 상향축문과 친필 편액을 받으면서 점필서원으로 개명하
였다. 이후 1635년 예림리로 이건한 후 1637년 사림의 공의로 예림서원으로 이름을 바꾸
고 朴漢柱와 申季誠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669년에 賜額書院이 되었고, 1680년에 廟宇가
소실되어 지금의 위치로 다시 이건하였다. 뺷禮林書院誌뺸, ｢書院沿革｣.
17)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3, ｢佔畢齋金先生辨誣文｣.
18)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3, ｢伸辨晦齋先生請從祀疏｣; 결국 1610년 9월 이언적을 포함하여 김
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 등 오현이 문묘의 동무와 서무에 배향되었다. 뺷광해군일기뺸
권33, 2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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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상량문을 지었다.19) 우복 정경세와 뺷주사서절요뺸를 강론하였으며, 李埈,
崔晛(1563~1640), 曺友仁(1561~1625), 李好閔(1553~1634) 등과 교유하였다.
1610년 11월 창원도호부사가 되어 1611년 3월 舟師를 이끌고 閑山 바다에서
전투 훈련을 하였으며, 10월 合浦를 시찰하고 珠還堂을 건립하였다.20) 이후
1612년 2월 벼슬을 버리고 밀양으로 돌아와 그해 겨울 薩川으로 이거하여 뺷주자
서절요뺸와 뺷주자대전뺸의 연보와 諸本의 상이한 곳을 바로잡아 뺷朱子考證뺸이라
하였다. 1613년 봄 죽원에 돌아와 사헌부 장령으로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향촌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鄕憲과 향약책을 정비하고 이를 새로 지은 향사당
에 보관하였다.21) 특히 이 시기 향안은 임진왜란 당시 창의하였던 재지사족 중
심의 향촌 질서 강화, 향권의 보호 등을 통한 異族을 배제하고 지배권을 독점하
기 위한 재지사족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22)
손기양은 1614년 12월 점필서원에서 뺷역경뺸을 강론하였다. 이때 蔣文益, 朴箎
(1567~1592), 밀양부사 成晉善(1557~?)의 아들 成樂善, 成夏明이 서원을 왕래
하였다. 1615년 여름에는 成安義(1561~1629), 신지제와 함께 배를 타고 蒼岩의
곽재우를 방문하였다. 1616년 봄, 한강 정구를 방문하여 뺷예서뺸를 강론하였고,
그해 상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말년을 茶山의 남쪽 경치
좋은 眞巖에서 항상 대나무 장대를 들고 도롱이를 입고서 낚시질하며 유유자적
하다가 이듬해에 蔣文益에게 ‘임자년[광해군 4, 1612년]’ 이후 자신의 관직을 축
문에 쓰지 말라 부탁하고,23) 정월 11일 졸하여 3월에 密陽 龍城에 묻혔으며,
1652년 밀양부 단장면 菊花山으로 이장되었다.
19) 鄭景柱 옮김, 2002 뺷嶺南樓題詠詩文뺸, ｢嶺南樓與孫聱漢唱酬｣, 밀양문화원, 164-165면.
20)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3, ｢珠還堂記｣.
21) 이를 바탕으로 1624년 중수된 밀양 향안은 밀양박씨, 밀양손씨를 비롯한 재지사족이 주
축이 되었다. 손기양의 후손들은 17세기 밀양 향촌사회의 향론을 주도하는 대표적 가문
으로 가장 유력한 지위를 형성하였고, 손기양 가계의 향안 입록자 수는 부친의 5형제, 부
친 孫經濟를 비롯하여 손기양과 그의 종형제, 후손 등 총 2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장동표, 2009 앞의 논문, 177-178면.
22) 향안의 입록 기준은 임진왜란 이전과 비교할 때 그 원칙이 다소 해이해지거나 향촌에서
족세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사라진 성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3) 1612년은 金直哉의 誣獄이 일어나고. 1613년에는 영창대군을 폐서인하여 강화도에 위리
안치하고 국구 김제남을 賜死하는 등 癸丑獄事가 일어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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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기양의 심신 수양처, 七里灘과 虗亭

1613년 손기양은 관직을 그만두고 밀양의 茶山 아래에서 거처를 삼았다. 뺷輟
釣錄뺸의 ｢竹院十景｣과 ｢茶村十絶｣은 손기양이 거처하던 밀양 竹院의 풍광을 三
峯雪月, 七谷煙花, 琴郊刈稻, 盞淵釣魚, 竹林夜飮, 栗堤春行, 東山眺望, 南畒遊觀,
長浦絲蓴, 沈溪石蠏 등 10수로 읊은 것이다.24) 여기서 三峯[鶯岫], 南畒[煙郊],
琴郊[琴野], 竹林[竹村], 栗堤[靑林], 盞淵[燈淵], 沈溪[洗瀑] 등은 칠탄정 16경
중 죽원 일대 풍경과 겹치는 부분으로 주목된다. 뺷철조록뺸은 손기양이 밀양으로
귀향한 이후에 지은 시를 모은 것으로, 뺷오한집뺸 권2에 수록되었는데 총 128수
의 시가 실려 있다. 여기서 ‘輟釣’는 ‘輟官釣魚’ 즉 벼슬을 그만두고 고기를 낚는
다는 의미로 속세를 잊고 은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1613년 사헌부 장령과 사간원 사간에 제수되었을 때 벼슬에 나가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七里灘頭一釣竿 칠리탄 머리에 낚싯대 하나
碧江淸淺浪花寒 푸른 강물 맑고 얕아 찬 물결 일고.
當年却笑羊裘子 우습구나. 갖옷 입은 엄광이
終帶人間諫議官 끝내 속세에서 諫議 벼슬해야 한다니.25)
人言三品老文官 사람들은 삼품의 늙은 문관이
底事蹣跚水石間 무슨 일로 수석 사이를 머뭇거리는가 말하지만
袖裏年來藏兩手 여러 해 동안 소매 속에 두 손을 감추어
不妨閒把釣魚竿 한가로이 낚싯대 잡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네.
花柳芳洲趁晩春 늦은 봄, 꽃과 버들 아름다운 방주를 쫓아
一竿沉細掣潛鱗 낚싯대 하나 드리워 숨은 물고기 낚으니
傍人不解淸眞趣 주변 사람은 청진한 아취 이해 못하고
看作尋常把釣人 평범한 낚시꾼으로 보아준다네.
細石灣頭坐馬韉 자갈 깔린 물가에서 말안장 깔고 앉아
24)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2, 詩, 輟釣錄, ｢竹院十景｣; ｢茶村十絶｣.
25)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2, 詩, 輟釣錄, ｢輟釣｣. 총 4수 중 제1수를 이익이 뺷성호전집뺸 권6, 시,
｢七灘亭十六景 幷小序｣의 서문에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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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筐初卸泛花川 고기 광주리 비로소 꽃핀 시내에 놓아 띄우고
吟邊野渴醫無術 강변 들판에서 읊조리다 갈증 나도 치료 방도 없으니
願把杯淵換酒泉 손에 쥔 술잔 주천으로 바뀌었으면.

여기서는 자신을 후한의 高士 嚴光에 비유하며, 벼슬에 나가지 않고 낚시로
소일하는 평범한 일상의 자족적 삶을 잘 보여준다. 뺷철조록뺸의 ｢七里灘卽景賦雜
言｣은 1614년 봄 손기양이 다촌 앞을 흐르던 七里灘을 소재로 읊은 것이다.

병 끝이라 뜻을 펼치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나니 생각이 강개해진다. 머리 들어
남산 바라보니 속세의 마음 홀연히 기쁘고 편안하다. 말 타고 교외로 나가니 숲의
새들 서로 노래하네. 맑은 연못에 붉은 꽃잎 떨어져 모이고, 빠른 여울 푸르게 새로
불어난다. 물가에서 문득 이 몸 가벼움을 깨달으니 어린 종이 신발과 지팡이를 가져
오네. 때는 바야흐로 철쭉꽃 피는 계절이라, 강에 물고기 발랄하게 이제 거의 올라왔
네. 낚싯대 던지는 것 아직 늦지 않아, 푸른 물결에서 잔고기 낚았네. 앉아서 통발에
가득 찬 것 보고, 腐儒는 고기 먹을 상을 자축한다네. 내 생애 참된 은자는 아니나
강산이 길러줌에 익숙해졌구나. 돌아보니 세상의 道 막히고, 강과 바다에 파도 거세
도다. 사방을 돌아보니 망연하여 갈 곳 없어 이 몸과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오
직 청산이라네. 술과 게으름으로 시골에서 은일하기 알맞고, 시 망령되어 관직에 나
갈 모양은 아니라네. 앞 내의 물고기와 새는 안면 있으니 서로 만나 어찌 속된 모습
에 놀라겠는가. 산 앞과 물 뒤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향하노라. 우습다. 풍진 속에 헤
매는 자는 도처에 장애가 많을 것이니. 누가 七里 시냇가의 노인을 알 것인가. 고기
잡아 술 걸러 취하니 어지러운 노래 질탕하다.26)

다산의 뒤에는 嚴光山이 있고, 그 앞으로 흐르는 단장천은 칠리탄 또는 칠탄
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칠리탄은 정자의 동북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밀양
의 연월대 일원에서 밀양강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칠리탄이란
지명은 東漢의 광무제 때 隱士 嚴光이 광무제의 부름을 거부하고 羊裘를 걸치고

26)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2, 詩, 輟釣錄, ｢七里灘卽景賦雜言｣ “病餘意未遣, 夢罷思慨慷, 擧頭望
南山, 塵心忽怡嚝, 騎馬出郊坰, 林鳥相呼唱, 潭澄紅妥簇, 灘急綠新漲. 臨流便覺此身輕, 僮
僕扶携撰鞋杖, 正是躑躅花開節, 江魚撥剌今幾上. 投竿也未遲, 細鱗抽碧浪. 坐看笭箵忽已
滿, 自賀腐儒食肉相. 我生非眞隱, 慣被江山養, 顧瞻世道隘, 江海風濤壯. 四顧茫然無所之,
許我相好惟靑嶂. 酒慵合野逸, 詩妄非官㨾. 前川魚鳥識顔面, 相逢豈曾驚俗狀. 山南與水北,
恣意惟所向, 笑彼乾沒者, 到處多魔障. 誰知七里溪頭一老漢, 釣魚釃酒醉淋浪歌跌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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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소일하였던 浙江省 부춘산 남쪽 桐江의 여울로, 빠른 물살이 7리를 흘러
七里瀨 혹은 嚴陵瀨, 君子灘라고도 하였던 데서 유래하였다.27) 이후 우리나라에
서도 보통 은사의 거처를 은유하는 대표적 지명이 되어 조선의 이승소, 남효온,
서거정, 윤선도, 정온, 권필, 노수신 등을 비롯한 문인들의 시문에도 다수 인용되
었다.
손기양이 자신의 거처 일대를 칠리탄이라 하였던 것은 엄광의 유유자적한 삶
을 자신의 지향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손기양이 1612년 밀양으로 낙향한
것은 광해군 집정기 조정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과 광해군 즉위 과정에서 역
할을 토대로 입신한 이이첨과 경상우도 지역의 막강한 재지 사족의 기반을 배경
으로 성장한 조식의 문인 정인홍을 위시한 대북세력에 의해 주도된 옥사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먼저 1612년 소위 ‘晦退辨斥사건’으로 비롯된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 종사 문제로 대북세력과 영남의 정구 등 재지 사림이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은 물론, 그해 발생한 金直哉 역모사건의 여파로 晉陵君 李泰慶과 일부 소북
인사가 숙청된다. 이 시기 손기양의 낙향도 상주감사 정경세, 교리 이준 등이 압
송되어 고초를 겪는 등 영남 남인 대부분이 관직을 버리고 귀향을 선택하게 된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 문인 장문익에게 1612년 이후 자신
의 관직을 축문에 쓰지 말라는 유지를 남긴 것도 광해연간 위와 같은 정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8)
1613년 계축옥사를 일으켜 그 배후로 인목대비의 생부 金悌男(1562~1613)과
영창대군을 지목하여 숙청한 사건은 권력에 대한 손기양의 염증과 회의를 더욱
배가시켰을 것이다. 손기양이 칠리탄 앞 빈 터에 눅눅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초정을 지어 ‘虗亭’이라 이름 지은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그가 처음 지은 정자
는 사방에 벽도 없이 훤히 뚫려 있고 나무를 기둥 삼아 세운 것으로 그는 ｢虛亭
記｣를 통해 이 정자의 명칭 유래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세
히 밝히고 있다.
27) 뺷後漢書뺸 권83, 逸民列傳, ｢嚴光｣.
28) 한명기, 1988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뺷한국사론뺸 20, 269-342면; 김성우,
2015 ｢광해군 대 정치 지형의 변동과 경상도 禮安 士族들의 대응｣ 뺷역사학보뺸 226,
119-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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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더위로 앓다가 시냇가 공터에 정자를 지어 띠로 지붕을 올리고 작은 기둥
으로 옆을 지탱하게 하였다. 바닥은 푸른 대를 엮어 평상을 만들어 사면에는 지도리
도 없고 흙벽도 바르지도 않아 마치 [사방이 뚫린] 榭堂 같았다. 당의 제도는 대개
서늘하고 눅눅함을 없애고 바람을 받아 시원하였다. 손님과 친구들이 때때로 와서
여기저기 편히 앉아 글을 논하거나 술을 마시며 서로 풍류를 즐겼다. 손님이 가면
유유자적하며 누워 울적한 심회 풀고 성정을 기쁘게 하기 충분하였다. 옛 사람은 비
록 가난한 선비가 거처하는 곳이라도 진실로 흥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이
름 지어 그 뜻을 붙였다. 이 정자야말로 통나무의 비루함이 심하지만 나의 흥을 의
탁할 만하니 어찌 이름 지어 그 뜻을 붙임이 옛사람과 다를 바 있겠는가. 이에 ‘虗’
라고 이름지었다. 소위 虗란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옛날 陳希亮이 扶風縣에 축대를
쌓아 凌虗라 이름하였다. 이는 그 경계의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본다는 것에서
취한 것이다. 지금 나의 정자는 누추하고 궁벽한 곳에 있는지라 虗라 일컫는 것 또
한 참람하지 않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虗의 뜻은 형태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사물
의 장애가 없는 것을 모두 허라 일컫는다. 이치로써 말하면 程夫子가 소위 ‘마음에
주재하는 것이 있으면 허명하다[有主則虛]’는 군자가 敬을 견지하고 正心하는 요지
이다. 내가 정자 이름을 虗라 한 것은 비록 사면의 障壁이 없는 것에서 뜻을 취한
듯하지만 일찍이 周子[주돈이]의 책을 읽고 ‘靜虗動直’의 설에 깊은 의미가 있어 두
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라앉혀 삼가 생각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虗明靜一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정자의 이름을 虗라 이름 지은 것은 그 사실을 잊고 그 이름
만 사모함이 아니겠는가. 옛사람들은 출입하고 앉고 누울 자리에 반드시 선현의 격
언을 써서 항상 그것을 눈 안에 들게 하였으니 虗亭이라 편액하여 바라다 보이는 곳
에 두니 지나치다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낭랑하게 林用中이 ｢主一銘｣를 읊어
이르길 “[마음에] 주재하는 것이 있으면 허명하여 신이 그 성곽을 지키고, 주재하는
것이 없으면 가득 차게 되니 귀신이 그 집을 엿보네[有主則虛 神守其郛 無主則實 鬼
闞其室].”하였다.29) 마침내 이를 기록하여 虗亭記로 삼는다.30)

손기양은 과거 사람들이 비록 누추한 공간이라도 흥취를 돋우는 곳이라면 이
름을 지어 그곳에 의미를 부여했음을 상기하고 자신이 세운 초옥을 허정이라 이
름 지었다. 여기서 그는 경계의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본다는 凌虛臺를 예시
하며, 북송 陳希亮(1014~1077)이31) 鳳翔의 태수로 있을 때 관사 후원에 지은
누대에서 終南山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겼던 것을 언급하였다. 그는

29) 李文炤(明), 뺷近思錄集解뺸 권4, ｢存養｣.
30) 손기양, 뺷聱漢集뺸 권3, 記文, ｢虛亭記｣.
31) 뺷宋史뺸 권298, ｢陳希亮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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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정자 이름을 虗라 지은 근거에 대해 뺷心經附註뺸 2권의 ｢正心章｣에서 주
자의 문인 임용중의 “마음에 주재하는 것이 있으면 허명하여 신이 그 성곽을 지
킨다[有主則虛, 神守其郛].”는 문구를 인용하였다.32) 또한 마음이 허명하여 고요
하고 전일한 ‘虗明靜一’의 경지를 지향하고 ‘靜虗動直’과 같이 고요할 때에는 마
음이 텅 비고 움직일 때에는 곧아 늘 출입할 때마다 성현을 배우려는 취지로 정
자의 이름을 ‘虗亭’이라고 편액하였음 밝혔다. 따라서 손기양이 칠리탄 가에 세
운 정자는 자신의 흥취를 의탁하는 장소이자 마음 수양의 정진 장소로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3. 손기양 학맥의 현창과 《칠탄정십육경화첩》의 제작
1) 밀양 재지사족의 손기양 추숭

손기양은 임진왜란 시기 의병활동, 향례와 가례의 실천, 도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그가 향현으로 규정된 것은 18세기 초 간행된 뺷밀주지뺸 ｢향현｣
조에서 朴增榮, 孫肇瑞, 孫孝祖, 閔九齡, 蔣文益과 함께 소개된 것에서 비롯된다.
여기서는 손기양에 대해 평생 향풍을 바로 잡았고, 사문을 일으켜 후학들의 모
범을 보였으며, 일찍이 曺好益, 鄭經世, 張顯光 등과 교유하였고 鄭逑의 학맥을
이었음을 밝혔다.33)
손기양에 대한 본격적인 추숭활동은 1725년부터 후손들에 의해 손기양의 학맥
을 상징하는 유적이 정비되었고, 향당 차원에서 1792년(정조 16)부터 서원과 향
교 등에서 享祀를 요구하는 활동이 본격화 되어 1844년 향사를 거행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34)
32) 뺷心經附註뺸는 明 初期의 성리학자 程敏政이 1492년 뺷心經뺸 原文의 해석은 물론 周濂溪,
程明道, 程伊川, 張橫渠와 朱子와 朱子學派들의 修養論을 대폭 수용하여 보완하여 간행
하였다. 조선에서는 적어도 1519년 이전 조선에서 간행되어 이언적, 이황, 조식 등에 이
르기까지 제현들에게 뺷近思錄뺸과 같은 반열에서 인기를 얻었다.
33) 뺷聱漢集附錄뺸, 遺事(뺷密州誌뺸, ｢鄕賢｣).
34) 밀양 재지사족에 의한 손기양 추숭 활동에 대해서는 장동표, 2018 앞의 논문, 51-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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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에 의한 추모활동을 먼저 살펴보면, 1725년 증손 孫碩寬(1670~1743)을
주축으로 손기양이 귀향하여 眞巖 낚시터 위에 草亭으로 지은 虗亭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그 터에 3칸의 집을 짓고 지명을 따라 ‘眞巖書堂’이라 이름하였
다.35) 1748년 5세손 손사익과 손석관이 비탈진 곳을 피하여 개간하여 옛 건물을
이전하면서 낡은 절의 기둥과 들보를 사용하여 증축하여 ‘眞巖溪亭’이라 하였
다.36) 그러나 기존 허정이 중건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다가 1784년 四架亭
子를 세워 손기양의 ｢輟釣｣ 시 중 七里灘을 취하고 嚴子陵의 고사를 은유하여
七灘亭이라 개칭하였다. 이후 1807년 孫以魯(1747~1819)가 칠탄정을 보수하였
는데, 서원 강당인 挹淸堂과 칠탄정이 마주하였다(그림 1). 읍청당의 서쪽 방은
風絲, 동쪽 방은 雲江이라 하였고, 칠탄정의 서쪽은 遠慕齋, 동쪽은 時述齋라 하
였다. 읍청당 우측의 동재 2층 문루는 壁立齋이고, 서재의 문루는 雲江樓이다.37)

<그림 1> 번암 채재공이 쓴 칠탄정 현판도(좌), 운강루에서 바라본 칠탄정(우)
필자 촬영

35) 孫寧秀 편, 뺷七灘誌뺸 권1, 孫碩寬, ｢眞巖書堂記｣(손팔주․정경주 역주, 1989 뺷七灘誌뺸, 第
一文化社).
36) 孫寧秀 편, 뺷七灘誌뺸 권1, 孫秉魯, ｢七灘亭重修記｣(손팔주ㆍ정경주 역주, 1989 뺷七灘誌뺸,
第一文化社).
37) 제사를 지내던 挹淸堂은 현재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가운데 3칸이 대청이
고 양측 1칸은 방으로 되어 있다. 그 맞은편 칠탄정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
로 가운데 2칸은 대청, 양측 1칸은 방이며, 외벽은 판벽과 판문으로 구성되었다. 壁立齋
와 雲江樓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으로 경사지에 세운 누각이며, 그중 운강루의
누마루 하부 3칸은 출입문으로 사용된다. 孫寧秀, 뺷七灘誌뺸 권1, ｢亭名及建修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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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양의 추숭은 1797년 재지사족 李祚潤, 安孝善 등을 주축으로 지역 유학들
이 연명하여 밀양부사나 경상감사, 암행어사에게 청원한 呈狀과 安景器, 黃龍源
등을 서원 유생들을 주축으로 밀양향교에서 발의한 通文에 의해 본격화 되었
다.38) 손기양의 추숭 배경을 살펴보면, 그가 광해군 때 영창대군의 옥사를 비판
한 점, 임진왜란 때 향내에서 창의하고 팔공산성의 군량고를 수리한 점, 김종직
의 제자 김굉필과 정여창을 비롯하여 도맥을 이어받은 조광조, 이언적, 이황에
이르기까지 5현의 문묘 종사 운동을 전개한 점,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향교와
서원의 정비를 통해 新山書院과 점필서원에 신계성, 김종직 등 고을 유현의 향
사 운동을 전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1844년 지역 사림의 공의
에 따라 진암서당 터에 七灘書院을 건립하였고, 손기양의 위패를 모신 사우를
淸節祠라 하였다.39)
도내 재지사림들의 추숭활동 배경에는 손기양의 공적 활동 외에도 영남 명유
로 이름난 鄭經世, 曺好益, 李埈, 申之悌, 成安義, 李彦英(1568~1639), 趙靖(1555
~1636), 徐思遠(1550~1615), 李厚慶(1558~1630) 등과의 긴밀한 교유관계도 적
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40) 손기양의 문집인 뺷오한집뺸 권1에는 申之悌,
李埈, 呂大老(1552~1619) 등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것과 鄭經世, 睦長欽
(1572~1641), 宋依仁(1572~1608), 朴瑞龜(1582~?) 등에게 지어 준 贈詩가 있
다. 뺷오한집뺸 권2의 편지는 스승 鄭逑와 曺好益, 孫處訥(1553~1634), 琴蘭秀
(1530~1604), 鄭惟熙(1599~1620), 제자 安㺬(1569~1648), 金守訒(1563~1626),
郭涌 등에게 보낸 것이다. 또한 李雲龍(1562~1610)의 묘지명과 曺好益과 李慶

38) 뺷七灘誌뺸 권1, 李祚潤 외, ｢密陽士林呈繡衣狀｣; 뺷七灘誌뺸 권1, 安孝善 외, ｢密陽士林呈繡
衣狀｣(3); 뺷七灘誌뺸 권2, 安景器 외, ｢密陽鄕校通文｣; 뺷七灘誌뺸 권2, 黃龍源 외, ｢七灘亭
堂會發文｣. 손기양 추숭과 관련한 청원활동과 관련한 밀양 및 경상도 내 사림의 정장과
통문은 총 57건에 이르렀다. 장동표, 2018 앞의 논문, 75-85면 <표1, 표2> 참조.
39) 1868년 서원이 훼철령에 의해 철거되어 가묘로 바꾸고 칠탄정이라 편액을 바꾸었다.
1914년 유림에 의해 청절사가 있던 곳에 유허비를 세웠다. 1936년 8세손인 孫健敎
(1871~1939)가 여러 일족들과 중건하였고, 1983년 경상남도 지방문화재자료 제72호로
등록된 후 부속건물을 복원하였다. 孫寧秀, 뺷七灘誌뺸 권1, ｢亭名及建修事實｣; 손팔주,
1991 ｢<칠탄지> 소재 한시 연구｣ 뺷동양한문학연구(舊 부산한문학연구)뺸 6, 113-114면.
40) 이익, 뺷성호전집뺸 권66, 行狀, ｢昌原府使聱漢孫公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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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을 위해 지은 제문을 실었다. 부록에는 손기양의 제문을 申之悌ㆍ安龗ㆍ李儼
등이 지었고, 輓詞는 李埈ㆍ孫處訥ㆍ朴壽春과 제자 蔣文益이 지었으며, 鄭克後
(1577~1658)의 ｢松壇記｣ 등이 포함되어 손기양의 인적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뺷오한집뺸 부록의 말미에 5세손 손사익이 1792년 2월 하순에 쓴 後識에 의하
면, 손기양의 유고는 원래 뺷排悶錄뺸 2권과 뺷輟釣錄뺸 4권이 있었다. 그중 뺷배민록뺸
2권은 완존하였으나 뺷철조록뺸은 소실되어 겨우 1권만 남아 小冊으로 등사하였
다. 손사익이 李瀷(1681~1763)에게 行狀을 부탁한 때는 1754년이며, 이때 이익
이 行狀과 ｢七灘亭題詠｣ 16수를 지어주었다. 당시 오한공의 遺文을 판각할 계획
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781년 겨울 6세손 孫有魯와 孫秉魯가 오한공
의 手草 일기와 書牘, 事蹟을 실은 읍지를 수집하여 4권으로 만들어 교감한 후
문집 서문을 李象靖(1711~1781)에게 부탁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졸하였으므
로 1782년 그의 동생 李光靖(1714~1789)이 대신 써주었고,41) 같은 해 蔡濟恭
(1720~1799)에게 서문과 墓碣銘을 받을 수 있었다.42) 손사익은 당시 先祖의 일
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맑은 풍도와 높은 절개로 상고하여 믿을 만한 것을 중
심으로 판각하였다.43)
7세손 孫鐘夏는 손사익이 후지를 쓴 1792년과 간행 연도의 시차가 큰 것에 대
한 내력을 後識에서 상세히 적고 있다. 뺷오한집뺸의 간행은 손사익이 발의하여
1792년 판목과 인쇄비를 갖추었으나 그해 역병과 기근을 만나 잠시 중단되었고,
판목이 훼손되어 간행은 더욱 멀어졌다. 그리고 1794년 손사익이 별세한 후 집
안의 喪事가 겹쳐 1819년 봄에야 族叔 孫拭魯와 宗弟 孫鐘玉이 주관하여 1825년
칠탄정의 財穀을 더하여 경비를 마련하고, 원집은 교감했던 遺稿를 바탕으로 하
되 刪正이 미진한 부분은 遜菴 李祥發(1745~?)의 釐正을 거쳐 그해 3월 문집 4
권과 부록 1권의 교감을 마쳤다.44)
뺷오한집뺸의 간행이 지연되면서 19세기 정약용이 손기양의 묘지명을 썼고, 칠
41) 뺷聱漢集뺸, 李光靖, ｢聱漢集序｣.
42) 채제공이 써준 ‘七灘亭’과 ‘眞巖水石’의 현판이 칠탄서원에 걸려 있었으나 이를 覆刻하여
현재는 밀양시립박물관에서 원판을 소장하고 있다.
43) 뺷聱漢集뺸, 孫思翼, ｢文集後識｣.
44) 뺷聱漢集뺸, 孫鐘夏, ｢文集後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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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정 관련 시문이 추가되었다. 이가환의 사위이며 정약용의 제자였던 李學逵
(1770~1835)가 ｢七灘亭｣ 시를 지었고, 오한공의 7세손 孫鐘泰(1802~1880)와
오한공의 묘비를 세울 때 告由文을 남긴 李源祚의 아들 李震相(1818~1885)이
각각 ｢次七灘亭板上韻｣의 압운에 맞춰 화운하여 지었다. 그밖에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1783~1859)과 權應夔(1815~?), 張錫龍(1823~1906)은 칠탄서원의 ｢謹
題雲江樓｣ 시에 차운하였고, 許傳(1797~1886)은 ｢敬次雲江樓韻｣를 지었다. 이들
은 모두 손종태와의 인연으로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뺷칠탄지뺸에는 자손들이 오한공의 詩에 있는 진암계정과 그 遺址에 七灘
亭을 지어 遠近의 學士와 大夫들이 정자에 올라 공의 시에 수창하여 그의 발자
취를 생각하며 지은 시들이 수록되었다. 밀양부사로 도임한 후 1739년 任守迪
(1671~1744), 任珽(1694~1750) 부자, 閔友參 등이 칠탄정의 전신인 진암계정에
대해 쓴 ｢奇題眞岩溪亭｣의 운에 맞춰 각각 화운하였다. 오한공의 현손 孫壽聲의
사위 申國賓(1724~1799) ｢謹次七灘亭板上韻｣, 손사익과 교유한 申光洙(1712~
1775)와 申光河(1729~1796) 형제, 장문익의 시문집 뺷釣耕庵文集뺸의 서문을 쓴
睦萬中(1727~1810)이 화운한 ｢敬次七灘亭韻｣, 이익의 일족이자 문하에 있던 李
家煥(1742~1801) 등이 같은 압운에 맞추어 칠언율시 ｢敬題七灘亭｣을 각각 1수
씩 지었고, 李商楫은 화운하지 않고 독자적인 칠언율시 ｢敬題七灘亭｣ 1수를 지
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5세손 손사익과 친분이 있던 인물로 그의 부
탁으로 시문을 화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칠탄정십육경화첩》의 제작

1754년경 그의 5대손 손사익이 중심이 되어 《칠탄정십육경화첩》을 제작한 것
과 1825년 7대손 孫鐘夏 등이 목판으로 뺷聱漢集뺸을 초간한 것도 손기양의 추숭
을 위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칠탄정십육경화첩》은 손사익이 밀양 단장면
미촌리에 위치한 칠탄정 주변의 빼어난 경치 16경을 밀양의 화가를 통해 그려와
李瀷(1681~1763)에게 시를 부탁하여 시화 합벽으로 제작되었다.45) 손사익은 밀
45) 이익이 손사익에게 보낸 답장에 의하면, 그는 손사익의 부탁으로 손기양의 행장과 《칠탄
정십육경도》에 제시를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사익은 다리 병으로 거동이 힘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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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향교의 쇄신을 위한 절
목을 작성할 때 서문을 작
성하였고, 세부 절목은 그
의 아우 孫思駿이 완성하
였을 정도로 18세기에도
향내에서 지속적인 영향력
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는
영조연간 진사시에 합격하
여 이익의 문하에서 경학
과 예설을 강론하였다.

<그림 2> 《칠탄정십육경화첩》 표제(우)와 면지(좌)

칠탄정은 손기양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정자이다. 손기양이 거주
했던 죽원 일대를 포함한 뺷철조록뺸의 죽원십경에 그치지 않고 칠탄정을 중심으
로 16경을 확대한 이유도 손기양의 강학 공간과 그의 도맥 현창이 밀접한 관련
이 있어 보인다. 화첩의 표지에는 ‘七灘亭十六景畵帖’이라 제첨하였고, 면지에는
‘世傳寶藏’이라 기록하여 손사익 집안의 가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제
1면과 2면에 이익이 지은 서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동방의 유현은 영남에서 나온 사람이 많았다. 옛날 일찍이 그 名德이 거처했
던 곳을 한번 지나갔는데, 이따금씩 산수가 아름다워 사람들로 하여금 배회하여 떠
날 수 없게 하였다. 생각건대 흐르는 물과 우뚝한 산이 수려하여 기운을 온축하게
하여 명덕을 길렀고, 걸음마다 승지를 얻었다. 다만 한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온 지방을 두루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손 진사 백경[思翼]이 밀양에서 와서
칠탄정십육경을 그린 것을 보여주니 곧 그의 5세조인 聱漢先生이 자취를 남긴 곳이
며, 자손들이 학문을 닦으며 폐하지 않도록 지켜온 곳이다. 여러 가지 기이한 경치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나 내가 이미 매우 늙었으니 헤아려보건대 가서 맑
은 자취를 밟아 보고 높은 풍모를 우러러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나도 자각하
지 못하는 사이 선생의 시 한수를 읊었으니 이러하다. 시 읊기를 마치고 붓에 먹물
을 적셔서 삼가 쓴다. 갑술(1754)년 5월 상순에 성호 이익이 짓다.46)
익에게 紋竹杖을 선물하였고, 이익은 그에 대한 답례로 시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익, 뺷성
호전집뺸 권32, 書, ｢答孫伯敬思翼｣; 권6, 詩, ｢謝孫進士思翼 惠紋竹杖｣.
46) 이익, 뺷성호전집뺸 권6, 시, ｢七灘亭十六景 幷小序｣와 비교할 때 ‘李瀷作’이 ‘李瀷書’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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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익은 밀양에서 오한공의 칠탄정 일대를 그려와 이익에게 제시를 부탁하였
다.47) 이에 이익은 과거 자신이 영남 일대를 지나며 산수가 아름답고 기운이 온
축한 승지를 둘러본 기억을 떠올리며, 현장을 두루 돌아보지 못한 것과 나이 들
어 더 이상 그 경치를 밟을 수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칠탄정십육경화첩》의 그림과 제화시의 합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
면에서 2면까지는 이익이 쓴 서문이 있고, 제3면부터 제16면까지는 손사익이 밀
양의 문인을 통해 그려온 칠탄정십육경 초본에 이익의 시를 기록하였다. 이후
제17면부터 제32면까지는 豹菴 姜世晃(1713~1791)이 칠탄정십육경을 그리고 각
화면에 5언절구를 기록하고, 蟾窩 李玄煥(1713~1772)이 지은 칠언절구를 면마
다 1수씩 덧붙였다. 따라서 강세황은 손사익이 밀양에서 그려온 초본을 참고해
서 그린 것으로 보인다.
李玄煥의 본관은 여주, 초명은 李壽煥이다. 자는 星叟, 호는 鶴西, 蟾窩이다.
李尙毅의 후손으로 조부 李溭(1644~1723)과 族祖인 이익에게 수학하였으나, 조
부는 그가 10세 때 세상을 떴기 때문에 실질적 스승은 성호라 할 수 있다. 그는
1730년 안산으로 내려가 성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1744년 진사시에 합격하였
으나, 출사하지 않고 1750년경 다시 안산으로 낙향하여 聲村의 옛집에 머물다가
1761년 안산 수리산의 지류인 蟾皐에 새 거처를 마련하였다. 문집으로 뺷蟾窩雜
著뺸가 있다.48) 이현환은 강세황과 같은 연배로 안산에서 시회 활동을 함께 하며
친밀한 교유관계를 유지하였다. 《칠탄정십육경화첩》에는 강세황의 그림 위 이현
환이 쓴 7언절구 제화시 아래 松塢, 西湖梅鶴, 壽煥, 蘭圃, 星叟, 鶴西 등 각각 2

록된 것을 제외하고 일치한다. “我東儒賢多出嶺之南. 昔曾一過, 其名德棲息之地, 往往山
佳水麗, 令人徘徊不能去. 意者流峙蘊秀, 養成其人, 而步步可以占勝也. 猶恨夫當時不能遍
歷一方. 今孫上舍伯敬自密陽來示七灘亭十六景畫者, 卽其五世祖聱漢先生遺基, 而子孫藏修
不廢也. 種種奇觀, 魂爽魄動, 瀷旣老篤, 計不可往躡淸塵, 俛仰高風, 則自不覺莊誦先生詩一
絶曰. 詠罷泚筆謹書, 歲甲戌仲夏上澣星湖李瀷作.”
47) 손사익이 금시당 이광진과 근재 이경홍의 행장을 기록한 것도 밀양에 세거한 여주이씨
집안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孫思翼, 뺷竹圃集뺸 권5, 行狀, ｢通政大夫
行承政院左副承旨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今是堂 李公行狀｣; ｢務功郎 濬源殿 參奉
謹齋 李公行狀｣.
48) 정은진, 2005 ｢蟾窩 이현환의 詩論｣ 뺷대동한문학뺸 23, 249-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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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인장을 찍었다.49) 화면 위에 날인된 이현환의 인장은 32과에 이르는데, 그
중 제3폭과 제15폭에 각각 ‘李壽煥印’과 ‘壽煥’이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그의
초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0) 이중 상당수의 인장은 강세황이 전각해
준 것으로 아래 ｢圖章說｣에서 확인할 수 있다.51)

나의 벗 光之는 박학하여 시문을 잘 하고 기예가 많다. 도화와 전서, 예서의 공교
함이 그 묘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도장을 새기는 것에 있어서도 천부적 소
질이 있었다. 매번 문장을 짓는 여가에 돌을 구하면 잠깐씩 새기는데 그 칼 놀림이
여유로워 순식간에 수십 개를 새겼다. 그 기묘하고 정교하며 뛰어난 것이 거의 사람
의 솜씨가 아니다. 이것이 어찌 정신을 수고롭게 하고 힘을 피로하게 한 것이겠는가.
아마도 돌에 대해 진실로 알 만한 방법이 있고 옛 뜻을 터득한 자이기 때문일 것이
다. 이로써 心神이 융회되어 손이 저절로 따르게 되니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광지가 전아한 회포를 얻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중략) 나와 광지는 친교하여,
광지가 새기는 정묘함과 행하는 간소함을 취하여 編章이 빛이 난다. 그 문장이 나의
덕에 도움이 되고 옛 도에 나아갈 수 있으니 베푸는 것이 크다. 마침내 이것을 써서
기록한다.52)

49) 이현환의 인장은 松塢, 無心隨白鷗, 詩狂, 蘭圃, 鶴西堂, 晈如玉樹, 純庵, 壽煥, 星印, 西湖
梅鶴, 含光混世貴無名, 星叟氏, 自笑, 適齋, 遺興莫過詩, 星叟(음각과 양각 2과), 百梅, 梅
竹生涯, 松湖, 跌岩琴書, 鶴西, 玉立高歌, 天機, 淸虛閣, 能事, 詩得江山助, 大迂齋, 李壽煥
印, 一生好入名山遊, 鶯愁 등 각 화면에 2과씩 총 36과가 찍혀 있다. 《칠탄정십육경화첩》
위에 실린 이익, 강세황, 이현환의 시와 인장은 부록 <표 1> 참조.
50) 玄煥이란 이름으로 1762년 임오년 4월에 의성김씨 제산종택에 보낸 간찰이 전하여 적어
도 1762년 4월 이전 壽煥에서 玄煥으로 이름을 바꿔 쓴 것으로 보인다.
51) 18세기 중국과 일본사행을 통해 유입된 印譜의 영향으로, 강세황의 ｢圖書｣, 남인계의 이
용휴(1708~1782)의 ｢圖章說｣, 이현환의 ｢圖章說｣, 이복휴(1729~1800)의 ｢圖署說｣, 유
경종(1714~1784)의 뺷海巖印所뺸 등 조선후기 근기지역에서 활동했던 소북계 문인들을
중심으로 서화와 서책에 찍는 인장의 전각취미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강세황은 200여
과의 인장을 전각하였는데, 印癖이 있던 처남 유경종이 조선의 도장 법이 윤두서에서 시
작되어 표암에 와서 집대성되었다고 평할 정도였다. 정은진, 2017 ｢18세기 근기 지식인의
인장 관련 담론 연구: 근기 소북․남인계 인물을 중심으로｣ 뺷한국학논집뺸 69, 62-88면.
52) 이현환, 뺷蟾窩雜著뺸(林熒澤 編輯, 2002 뺷近畿實學淵源諸賢集뺸 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
원), ｢圖章說｣ “余友光之, 博學善詩文, 而多技藝. 凡圖畵篆隸之工, 無不各臻其妙. 至於圖
章之刻, 天得也. 每文字之暇, 得石則輒刻, 其游刃恢恢, 俄頃數十餘. 其奇巧精絶, 殆非人工.
是何取勞其神, 而疲其力哉. 盖於石, 眞知可法之方, 而得古之意者也. 是以心融神會, 手自從
之, 而不自覺也. 光之雅懷之得, 於此可知也. (중략) 余與光之交, 光之取以刻之精妙, 施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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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산에서 여주이씨 친족들은 성호를 중심으로 시회를 구성하여 문학뿐만
아니라 사상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檀園詩社는 여주이씨 친족들의 대
표적 모임으로 李載德(1711~1768)과 이현환을 중심으로 李景煥, 李昌煥, 李匡
煥, 李載誼, 李嘉煥, 李載億, 李龍徵 등 여주이씨 가문의 성호 자제들은 물론, 그
의 문하에서 시를 즐기고 문예활동을 하던 강세황, 勸勱(1716~1767) 등 12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53)
강세황은 1744년 안산으로 낙향하여 1773년 벼슬에 나가면서 서울로 완전히
이주하기 전까지 30여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는 이익과 그의 자제들과 친교하
며 詩會 참여는 물론 그림, 글씨, 인장 등 활발한 문예적 교유를 하였다. 안산에
서 여주이씨와 친교하였던 진주유씨의 시회가 1745~1750년 淸聞堂 주인이자 처
남인 柳慶容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최되다가 1753년 그의 사후에 모임이 쇠하였
다. 이후 1750년경 안산으로 이주한 李載德과 이현환을 비롯하여 안산에 살던
星湖家의 인물을 중심으로 여주이씨 집안의 오랜 풍습이었던 시회가 1753년부터
1767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세황과 星湖家의 시회 활동 및 교유 양상
은 성호의 족손 이재덕이 당시 시회를 기록한 뺷聲皐酬唱錄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세황은 1753년부터 1766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호 가문 인물들의 시
회에 참석하였고, 이중 이현환과 동시에 참석한 것은 1753년 3회, 1755년 1회,
1756년 2회, 1758년 1회, 1765년 1회 등 모두 8회로 거의 모든 시회에 함께 하였
음을 알 수 있다.54)
1754년 밀양의 화사가 그린 《칠탄정십육경화첩》을 성호가 제영한 후, 이를 강
세황이 모사하고 이현환과 제영한 시기는 적어도 1754년 이후부터 1765년 강세
황이 안산에 있던 시기로 좁힐 수 있다. 강세황이 이익의 요청으로 1751년 <陶
山圖>,55) 1753년 <武夷九曲圖>를 그렸던 것도 그에 대한 개연성을 높인다. 이현

簡素, 編章煥爛. 其文輔我德就古道, 其賜大矣. 遂書此以識焉.”
53) 정은진, 2003 ｢｢檀園雅集｣에 대하여｣ 뺷한문학보뺸 9, 388-396면.
54) 정은진, 2006 ｢뺷聲皐酬唱錄뺸을 통해본 표암 강세황과 성호가의 교유 양상｣ 뺷동양한문학
연구뺸 22, 344-347면 <표 1> 뺷성고수창록뺸 일람표 참조.
55) 특히 <도산도> 제작은 채제공이 밝힌 바와 같이 퇴계 이황-한강 정구-미수 허목-성호 이
익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연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蔡濟恭, 뺷樊巖先生集뺸, ｢星湖李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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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등 여주이씨와 안산 聲皐에서 아집하고 뺷단원아집첩뺸을 지은 것을 감안하면
이익의 제영시가 있는 화첩이 제작된 1754년과 멀지 않은 시기에 강세황이 《칠
탄정십육경도》를 모사하고 제영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화첩의 구도와 내용을 비
교할 때, 과거 경상도 일대 승경을 잠시 보았던 것을 회상하며 밀양 화사의 작
품을 바탕으로 이익의 제시를 함께 고려하고 각색하여 이현환과 제시를 지은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익이 제16면 <앵수모아> 그림의 왼쪽 변곽 밖에 이익의 서
체로 “僧寺, 無碧, 昏雅는 감상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오류가 있는 듯하다[僧寺
無碧昏雅, 非可賞, 疑有誤].”라고 기록한 별지를 붙였는데, 이는 강세황의 화제
중 제28면 ‘禪龕曉磬’의 이현환 제시 중 山寺가 포함되었고, 제32면 화제에서 ‘鶯
岫昏鴉’라고 썼다가 그 아래 ‘昏改以暮’라고 수정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56) 이는 강세황과 이현환의 제시가 적어도 이익의 몰년인 1763년
이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성고시회에서 이익이 강세황과 이
현환의 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개연성도 있다.
칠탄정과 같이 선조들이 머문 자취를 따라 후손들이 정자를 중건하고 그 일대
의 풍광을 중심으로 시를 짓고 그와 짝하여 그림으로 제작한 비교적 이른 예는
《영사정팔경도》가 대표적이다. 남원 금지면 택내리에 위치한 永思亭은 安瑑
(1518~1571)이 선친 安處順을 기리기 위해 1534년 이후부터 적어도 1557년 이
전에 세워졌다. 이후 영사정은 1590년 안전의 아들인 安昌國(1542~1595)에 의
해 중건되어 순흥안씨 문중의 효를 상징이자 임진왜란 시에는 남원 일대에 주둔
하던 명나라 장수들이 군사를 지휘하던 장소였다. 이러한 영사정의 장소적 상징
성은 문중을 넘어 임진왜란 때 倡義하여 전사한 梁大樸(1544~1592)이 읊은 팔
경시를 그림으로 옮긴 《영사정팔경도》로 더욱 주목받았고, 16세기 후반부터 17

生墓碣銘｣; 김종석, 2002 ｢근기 퇴계학파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성호 이익의 학문연
원과 퇴계학 수용 양상｣ 뺷퇴계학보뺸 111, 195-237면; 동저, 2012 ｢근기실학의 학문 연원
과 퇴계학의 학문 정신: 이익과 정약용의 퇴계학 계승을 중심으로｣ 뺷국학연구뺸 21,
15-20면.
56) 그밖에 강세황의 화제 중 제28면에서 ‘禪龕曉磬’이라 썼다가 ‘磬改以鍾’으로 수정하고, 30
면의 ‘煙郊牧牛’ 화제 아래 ‘牛改以兒’로 수정하여 주목된다. ‘無碧’과 관련된 시어는 확인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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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까지 끊임없이 題詠으로 화운되면서 호남사림들이 결속을 다지는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57)
그러나 칠탄정십육경은 밀양손씨 후손들이 선조인 손기양의 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그림을 남겼고, 자신들의 학맥을 대표하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근기 남인
과 밀양의 재지사족은 물론 교유 문인들의 제영시를 받고 칠탄정과 손기양을 연
관시켜 현창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58)또한 칠탄정 일대 16처의 경관을 그렸
지만,59) 이는 16세기 <무이구곡도>의 본격적 도입과 함께 학덕 있는 인물이 경
영한 정사를 중심으로 그의 학맥을 계승한 후학들이 발의하여 구곡 경관을 정하
여 그 도통을 형상화한 18세기 구곡도의 제작 배경과도 맥이 닿아 있다.60) 따라
서 18세기 영남 남인들의 도맥 이미지 표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
례이기도 하다.
《칠탄정십육경도》 화첩의 크기는 53.8×40.6cm이며, 五針眼訂으로 線裝하였다.
종이로 제첨하여 ‘七灘亭十六景畵帖’이라 표제하였다. 면지에는 ‘世傳寶藏’이라
묵서하고 그 아래에 백문방인을 찍었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화면의 광곽은 四
周雙邊으로 붉은 선과 파란 선으로 변란을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을 묘사하였다.
성호 이익의 서문 2면과 밀양의 문인이 그린 그림 총 16면의 광곽은 41.8×
25.4cm이고, 표암의 시화 총 16면의 광곽은 48.1×34.2cm로 화면 크기가 서로 다
르다. 이익의 서문 말미에는 붙인 “星湖李先生派係”에는 이익과 아들 孟休(1713

57) 정은주, 2016 ｢《永思亭八景圖》의 문화적 함의와 회화적 특징｣ 뺷정신문화연구뺸 144,
139-174면.
58) 추모공간으로서 칠탄정의 선양에 대해서는 최경환, 2006 ｢樓亭集景詩의 창작동기와 樓亭
의 공간적 특성: 竹西樓, 息影亭, 七灘亭을 중심으로｣ 뺷東洋漢文學硏究뺸 22, 401-410면
참조.
59) 밀양문화원(http://miryang.kccf.or.kr), 지명고, 산외면 다죽리. 밀양의 칠탄정이 위치한
곳은 앵수 아래쪽에 있는 竹院 마을로 일명 茶院이다. ‘죽원’이라는 명칭은 이 마을의 동
쪽에 있는 平田山 기슭에 竹林이 무성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또한 ‘다원’이라고
한 것은 이곳에 차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산외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동
쪽은 竹東, 서쪽은 竹西로 나뉘었고, 현재는 죽서는 다원 1구에 해당한다. 평전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죽동은 栗田과 함께 分洞이 되었고, 현재는 茶院 2구 竹南洞에 해당한다.
60) 서인 노론계의 구곡도의 수용과 이를 통한 도맥의 시각화에 대해서는 조규희, 2006 ｢조
선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뺷역사와경계뺸 61, 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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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손자 九煥(1731~1784), 증손 載南(1755~1835), 고손 是钀, 현손 治鳳,
내손 鐘星 등 직계 6대손의 이름과 그들의 관직, 號와 字까지 기록하여 20세기
에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밀양 출신 화가의 그림은 지면을 가로 선으로 이등분하여 상단에 이익의 제영
을 받기 위한 공간을 구획해 두고, 하단에 수묵 담채, 피마준법의 산 묘사, 호초
점으로 묘사한 나무, 섬세하지 않으나 간략한 필치로 그린 점경 인물 등 남종산
수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편 강세황의 그림은 화면의 2/3를 차지할 만큼 근경으로 확대되어 묘사되었
고, 뺷개자원화보뺸를 비롯한 중국의 남종화보풍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강
세황이 밀양 현지에 가보지 못하고 먼저 그려온 그림을 임모하면서 특유의 청색
과 갈색 계열의 담채를 하였고, 갈필의 먹을 주로 사용하여 거칠지만 개성적 문
인화풍의 요소를 부각시켰다. 건물은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로 두 명의 인물이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그 앞에 조성된 연못과 맞은편에 층암에 핀 꽃나무,
굴절한 소나무 묘사가 일반적이다.
이익의 제시가 있는 칠탄정 16경과 강세황과 이현환의 제시가 있는 칠탄정 16
경은 화면 순서는 물론 뺷성호전집뺸과 뺷표암고뺸에 실린 제시 순서와도 차이를 보
인다. 이를 화첩의 구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부록 <표 1>과 같다. 여기서는 이
익의 제시가 있는 칠
탄정 16경의 순서에
따라 강세황, 이현환의
제시와 비교하여 칠탄
정 16경의 내용과 현
재 위치를 비정해보려
한다.
제1경 <七里明沙>는
칠리 시내의 백사장을
그린 것이다(그림 3).
載藥山의 靈井, 虎距山
<그림 3> 제3면(작자미상)과 제19면(강세황) <칠리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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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臼淵, 丹場面 姑射山
의 龍淵이 각각 흘러
내려와 競珠山의 아래
쪽에서 합류하여 七里
쯤에 있는 燈淵까지 흐
른다고 하여 유래한 지
명이다. 또 경주산 뒤쪽
단장천과 산내천의 물
이 七灘亭의 위까지 약
7리를 여울져 흐른다고
<그림 4> 제4면(작자미상)과 제20면(강세황) <조기수간>

하여 七里灘이라 불렸

다.61) 강세황은 시에서 “긴 여울 칠리에 비껴 흘러 모래 희고 물은 졸졸 흐르
네. 嚴光의 고상한 풍격 있어 지명 또한 부합되어 보인다.”고 하여 후한의 은자
엄광을 손기양에 비유하고 그의 은거처 七里灘에서 그 지명을 따왔음을 명시하
였다. 밀양 문인이 그린 그림은 산을 끼고 긴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가로 구도
로 잔잔하게 묘사하였지만, 강세황은 화면을 대각선 구도로 변형시켜 그 양변의
모래사장을 강조하였다.
제2경 <釣磯垂竿>은 단장면 미촌리 칠탄정 아래 40미터 거리에 있던 바위 眞
巖에서 오한공이 낚시하던 것을 기념하여 그린 것이다(그림 4). 손기양은 이곳
에 초정을 지었고, 그 터에 후손들이 진암서당을 세워 강학공간으로 삼았으나
후에 지금의 칠탄정으로 옮겨 바위만 남았다. 1807년 孫以魯가 진암 위에 ‘釣磯’
를 각자하고 붉은 칠을 하였다.62) 이익은 “물가 버들 푸르게 하늘하늘, 시내 가
에 감춰진 바위 낚시터 한자리. 대를 가려 얻은 푸른 낚싯대 간들간들하니 한쪽
어깨 높이 메고 돌아갈 줄 모르네.”라고 하여 속세의 시름을 잊고 이곳 바위를
낚시터 삼아 유유자적하는 풍경을 묘사하였다. 밀양 문인의 그림에서는 버드나
61) 山東 지방의 7개소의 시내, 즉 梨川[배내], 九川[귀내], 菊田川, 安法川, 九萬川[산내면
鳳儀里], 臼淵水, 發禮川[산내면 臨皐里] 등의 냇물이 모여 흐르는 곳이라고 하여 七灘
이라 하였다. 밀양문화원(http://miryang.kccf.or.kr), 지명고, 산외면 미촌리, 칠리탄.
62) 김수진ㆍ정해준, 앞의 논문, 26면. <그림 4>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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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둘러싼 강변의 바위를 중심으로 인물은 매우 작게 점경으로 묘사했으나,
강세황의 그림에서는 강 맞은편 산을 생략하고 강둑에서 대나무 낚싯대를 드리
운 삿갓 쓴 인물을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
제3경 <臨崖賞花>는 칠탄정 누각에 앉아서 석벽 위에 핀 꽃을 완상하는 것을
소재로 묘사한 것이다(그림 5). 목만중이 쓴 ｢칠탄정상량문｣에 의하면, 난간에
기대 멀리 백사장이 펼쳐진 포구도 바라보이고, 소낙비에는 골짜기가 폭포로 흘
러내리고, 沼의 연꽃과 절벽에 기운 노송이 서있는 모습이 펼져진다고 하였는데,
이 화폭을 보고 묘사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
다.63) 밀양 문인의 그
림에서는 누각에 홀로
앉은 인물이 연못과 석
벽에 핀 꽂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세황
은 “푸른 벼랑이 작은
집에 마주하여 봄이 오
면 꽃이 만발하게 피네.
창 열고 그윽이 감상하

<그림 5> 제5면(작자미상)과 제27면(강세황) <임애상화>

니 어찌 지팡이와 신발
을 허비하리오.”라고 하여 문 만 열면 푸른 단애에 핀 꽃향기가 집 앞까지 그윽
하게 풍겨오는 운치를 표현하였다. 강세황은 시에서와 같이 따로 꽃을 찾아 나
서지 않아도 소당 맞은편에 있는 석벽 위에 울긋불긋 피어난 꽃을 두 선비가 함
께 앉아 감상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또한 소당 뒤에는 푸른 버드나무를 묘사
하여 운치를 살렸다.
제4경 <仙巖賭棊>는 기암에서 세 인물이 바둑 두는 모습을 묘사하였다(그림
6). 칠탄정 위쪽 산등성이에 있는 널찍한 바위에는 1807년 ‘碁岩(棋巖)’이라 각

63) 孫寧秀 편, 뺷七灘誌뺸 권1, 睦萬中, ｢七灘亭上樑文｣(손팔주ㆍ정경주 역주, 1989 뺷七灘誌뺸,
第一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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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였다. 현재 바위에는
‘碁岩’ 외에도 ‘聱漢孫先生
杖屨之所’를 각자하여 손
기양이 오가며 노닐던 곳
임을 밝혔다. 이익은 “商
山과 귤 속의 즐거움을
견주면 어떠한가. 바둑알
소리 더디 나니 승부 내
기 어려워라.”라고 하여
<그림 6> 제6면(작자미상)과 제21면(강세황) <선암도기>

秦나라 때 상산에서 仙藥
인 紫芝를 캐 먹으며 은

거했던 네 노인과 큰 귤 속에서 바둑 두는 노인의 즐거움을 견주었다.64) 화면의
전체적 배경은 강가에 교룡처럼 서있는 소나무가 층암의 단애 위에 우뚝 서있
고, 넓은 암반 위에 바둑 두는 3명의 인물이 묘사되었다. 이는 바둑 두는 고사도
를 그린 圍碁圖를 연상시키지만, 시야가 훤히 뚫린 칠리탄을 배경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제5경 <頫檻觀魚>는 두 인물이 누정의 난간에 기대어 유영하는 물고기를 구경
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그림 7). 강세황은 “난간에 맑고 그윽한 운치 다하니,
작은 못에 이르러 굽어보네. 관어는 기이한 아취 있으니, 혜시여, 이 마음 아는
가.”라고 하여 觀魚의 풍경을 장자와 혜시의 대화에 비유하였다. 강세황은 밀양
의 화사가 연못 뒤에 그린 원산을 모두 생략하고 파초 두 그루만 그리고 연못과
그 옆 정자에 앉아 대화하는 두 사람을 화면에서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밀양의
문인이 그린 화면에는 배경 산이 그려져 있지만, 강세황은 산을 없애고 연못 속
에서 유영하는 물고기를 더욱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64) 중국의 巴邛 사람이 자기 橘園에 유난히 큰 귤이 열려 따서 쪼개어 보니, 귤 속에 鬚眉가
하얀 두 노인이 서로 마주 앉아 바둑 두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중 한 노인이
귤 속의 즐거움이 상산에 뒤지지 않다고 했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뺷事文類聚뺸 後集
卷27, 菓實部, ｢橘中之樂｣ “橘中之樂不減商山, 但不得深根固蒂, 爲愚人摘下耳.”

330·한국문화 93

<그림 7> 제7면(작자미상)과 제24면(강세황) <부함관어>

<그림 8> 제8면(작자미상)과 제26면(강세황) <세폭청류>

제6경 <洗瀑淸流>는 칠탄정 주변 기암 옆에 있는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는 洗
心瀑을 묘사하였다(그림 8). 강세황은 시에서 “그윽한 폭포 절로 맑게 쏟아져,
속세에 찌든 마음 씻어주네.”라고 하여 맑은 샘이 세차게 쏟아져 내려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였다. 석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계곡은 강세황의 그림에
서는 폭포처럼 세차게 흘러내리지만, 밀양 문인의 그림에서는 굽이굽이 완만하
게 흐르는 모습이다. 밀양 문인이 그린 그림의 석벽 위쪽에는 소나무가 두 그루
이고, 강세황의 그림에서는 소나무가 한그루만 그려져 있다. 두 그림을 얼핏 보
았을 때 같은 곳을 그린 것이라 인식하기 어렵다.

<그림 9> 제9면(작자미상)과 제22면(강세황) <석벽위송>

<그림 10> 제10면(작자미상)과 제23면(강세황) <소당(담)고하>

제7경 <石壁危松>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洗瀑이 흘러내리고 그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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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그루 蛟松을 묘사하였다(그림 9). 이현환은 “높다란 소나무 절벽에 걸려 늙
은 교룡의 형상 같고, 일산을 벌인 듯한 솔잎은 항상 우로를 머금어 맑다.”고 하
여 가파른 석벽에서 뻗은 소나무 잎이 넓게 펼쳐져 비와 이슬을 촉촉하게 머금
고 있는 풍경은 마치 선경을 연상시킨다. 밀양의 문인은 석벽 위에 높이 솟은
소나무 여섯 그루를 묘사하였지만, 강세황은 석벽 위에 시와 어울리게 偃蓋松을
적극적으로 묘사한 것이 주목된다.
제8경 <小塘(潭)孤荷>는 누정의 난간 밖에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언덕 위
에는 복숭아나무를 심어 행인들이 다리를 통해 연못과 언덕을 따라 난간에 도착
할 수 있었던 경치를 묘사하였다(그림 10).65) 화면의 구도는 연당 좌측으로 물
이 흘러나가는 곳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제5경 <頫檻觀魚>와 동일한 곳을 그린
것처럼 화면 구도가 유사하다. 이익은 “반이랑 크기 연못에 솟아나는 샘을 담고,
태화산 연을 뿌리째 옮긴 지 몇 년이 지났던가. 물위로 우뚝 솟아 향기 더욱 멀
리 퍼지니, 주렴계가 유독 蓮을 사랑했다는 말 처음 믿게 되었네.” 라고 하여 정
자 한쪽에 만들어 놓은 연못에 피어난 연꽃을 보며 연꽃을 유독 아꼈던 송나라
주렴계의 일화를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진흙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청아한
자태를 유지하는 연꽃에 군자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다. 강세황의 그림에서는 소
당의 난간 앞에 네모난 연못이 있고, 맞은편 석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연못
의 원천임을 잘 보여준다.
제9경 <一帶靑林>은 칠탄정 맞은편 산외면 茶竹里 율전마을 일대를 그린 것이
다(그림 11). 1800년 이전까지는 이곳은 밤나무가 푸른 숲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논밭으로 개간되었다. 1871년 뺷영남읍지뺸 권3의 밀양부 읍지도에는 강이 돌아가
는 지점에 北栗林, 南栗林, 東栗林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栗林에 조산을
만들어 裨補藪 기능이나 홍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죽리의 율전마을
일대는 동율림에 해당한다. 이현환은 “푸른 숲 울창하여 맑은 물굽이와 거리 두
고 아지랑이 사이에 푸른빛 겹겹이네.”라고 하여 칠탄정 난간에서 시내를 사이
에 두고 건너다본 울창하고 긴 숲을 표현하였다. 밀양의 문인이 그린 화면에서
는 강가 길게 늘어선 樹種을 알 수 없으나, 강세황의 그림에서는 밤나무와 낙엽
을 떨군 교목이 서로 조화를 이룬 숲을 묘사하였다.
65) 孫寧秀 편, 뺷七灘誌뺸 권1, 孫以魯, ｢七灘亭重修記｣(손팔주ㆍ정경주 역주, 1989, 第一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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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11면(작자미상)과 제29면(강세황) <일대청림> <그림 12> 제12면(작자미상)과 제30면(강세황) <연교목우>

제10경 <煙郊牧牛>는 칠리탄 가에서 목동들이 소를 모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림 12). 강세황은 “긴 들풀은 베를 짠 듯하고 목동은 소를 몰고 돌아가네. 서
로 어울려 갈피리 부니 앞마을엔 이미 저녁별 빛나네.”라고 하여 해질녘 소를
몰고 갈잎 피리 불며 돌아가는 목가적 풍경을 연출하였다. 화면에서는 물가에
소를 풀어놓았다가 집으로 몰고 돌아가는 목동을 묘사하였다. 밀양의 인물이 그
린 그림에서는 시와 같이 원경의 야산에 해가 지는 풍경을 소재로 하였다.
제11경 <月橋歸僧>은 월교를 건너 사찰로 돌아가는 승려와 시자를 묘사하였다
(그림 13). 이현환은 “숲에 비 그치고 바위에 달 밝으니, 노승은 표연히 다리 건
너가네.”라고 하여 비갠 후 달 떠오른 다리 위를 건너며 발걸음 재촉하는 늙은
승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림 13> 제13면(작자미상)과 제25면(강세황) <월교귀승> <그림 14> 제14면(작자미상)과 제28면(강세황) <선감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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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문인은 석장을 들고 삿갓을 쓴 승려와 뒤를 따르는 시동만 묘사하였으
나, 강세황의 그림에서는 석교를 더욱 근경으로 그리고 승려 뒤에는 시동 외에
도 갓을 쓴 선비를 한명 더 그렸다. 과거 석교가 있던 곳은 죽촌에서 칠리탄을
가로지르는 활성2교 자리로 추정된다.
제12경 <禪龕曉鍾>은 칠탄정 근교의 암자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를 주제로
읊은 것이다(그림 14). 손기양의 전적과 관련한 사찰은 穿火峴 자락에 있는 石
骨寺를 들 수 있다. 석골사는 신라 備虛禪師가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 삼랑
진 작원관 전투에서 패퇴한 朴晋과 孫起陽 등이 왜적과의 항전을 도모한 곳이
다. 그러나 칠탄정에서 석교를 건너야 하는 근교의 사찰은 慈氏山에 있던 瑩原
寺로 추정된다.66) 경내에는 승려들이 좌선하던 先照樓가 있었고, 고려 李齊賢이
지은 寶鑑國師의 비석 일부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1567년 李度祐가 영원사의 목
재를 활용하여 德城書院을 세우고, 후에 佔畢書院으로 개칭하였으나, 칠탄과 가
까워 장마에 수해가 잦고 길이 험하여 1635년 지금 상남면 예림리로 이건하고
1637년 예림서원으로 개칭하였다.67) 따라서 1635년 서원의 이건 후 이곳은 작은
암자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은 “맑은 새벽 종소리가 세상으로 울
려 퍼져, 사람들이 일어나 옷을 입어야함을 알게 하네.”라고 하여 사찰의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사람들의 나태함을 경계한다고 하였다. 고요한 새벽 사
찰의 경내에서 들려오는 예불 종소리라는 청각적 요소를 시로 옮겼다.
제13경 <竹村炊烟>은 산외면 다죽리 竹村의 밥 짓는 평온한 풍경을 묘사한 것
이다(그림 15). 현재까지도 다죽리의 竹西에는 손처눌의 후손인 안동손씨 일족
이 거주하고 竹東에는 오한공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죽동에는 조선 초기에
생원 孫兼濟가 입촌한 후 密城孫氏의 세거지가 되었다.

66) 손이로의 뺷칠탄정중수기뺸에 의하면, 1807년 칠탄정 중건 때 낡은 절의 자재를 사용하였
음을 밝히고 있어 당시까지도 부속 건물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김수진ㆍ정해준, 앞
의 논문, 32면.
67)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권26, 慶尙道, ｢密陽都護府｣; 李晩燾, 뺷향산집 별집뺸 권6, 行狀, ｢竹
坡李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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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15면(작자미상)과 제31면(강세황) <죽촌취연> <그림 16> 제16면(작자미상)과 제32면(강세황) <앵수모아>

齋舍로는 孫起陽을 향사하는 別廟 竹院齋舍와 孫思翼의 강학소인 竹圃精舍가
각각 보존되어 있다.68) 이익은 푸른 대숲에 가린 촌락에서 피어오른 밥 짓는 연
기가 노을을 덮는다고 하여 평온한 마을 풍경을 읊었다. 화면에서는 강물을 앞
에 두고 큰 산을 배경으로 옹기종기 들어선 죽동의 촌락을 묘사하였다.
제14경 <鶯岫暮鴉>는 산외면 다죽리의 주산인 鶯岫 즉 꾀꼬리봉의 저녁 무렵
갈까마귀 떼를 노래하였다(그림 16). 이익은 “시인이 절경 그려 내기 정말 어려
워라. 유수 시에 점점이 찬 갈까마귀 있고, 눈에 가득한 단풍마다 독특한 빛깔
다투니 석양 속에서 술을 깨기 기다렸다 보리라.”고 하여 가을 석양 속에 떼 지
어 날아가는 갈까마귀를 회화적으로 묘사하였다. 밀양 화사의 그림에서는 죽원
뒤 앵수를 중심으로 산중턱을 가로 질러 날아가는 새떼를 점점이 묘사하였는데,
강세황의 화면에서는 다섯 마리의 새만 그렸다. 밀양의 화사가 그린 앵수는 피
마준법을 세선의 수묵으로 묘사하여 원대 황공망의 <부춘산거도>의 피마준 봉우
리를 연상시킨다.

68) 죽원재사는 손사익에 의해 1753년 처음 건립되었고, 이후 황폐화되었다가 1956년 현재의
모습으로 중수되었다. 경내에는 齋舍 외에 致嚴門, 三門, 情熱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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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17면(작자미상)과 제33면(강세황) <등연어화> <그림 18> 제18면(작자미상)과 제34면(강세황) <금야농가>

제15경 <燈淵漁火>는 칠탄정의 아래쪽 약 100m 떨어진 단장면 미촌리 燈淵에
서 고기 낚는 저녁 배를 묘사한 것이다(그림 17). 이곳에는 등잔 모양의 燈岩이
있고, 그 아래쪽에 작은 沼가 있어 등연이라 하였다.69) 손병로의 ｢칠탄정중수기｣
에 의하면, 칠탄 아래에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곳을 등연이라 하였으며, 봄가을이
바뀔 때마다 고깃배 등불이 서로 이어져 붉은 별이 물결에 점을 찍은 듯 볼 만
하다고 하였던 점에서도 이곳에 고깃배가 몰렸음을 알 수 있다. 강세황은 “한산
의 천고 흥취 있어, 고깃배 등불 마주하니 시름겨워 잠 설치네.”라고 하여 당나
라 張繼가 과거에 세 번째 낙방하고 실의에 빠져 운하를 따라 배 저어 고향으로
돌아가다 소주 한산사 앞 楓橋에 배를 대어 불 밝힌 고깃배를 마주하고 한산사
종소리가 들리자 잠 못 이루며 읊은 ｢楓橋夜迫｣을 부분 인용하였다. 그림은 시
와 달리 횃불을 밝힌 시동들과 강둑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 삿갓 쓴 선비 등을
묘사하였다.
제16경 <琴野農歌>는 칠탄정과 茶院 사이에 있는 산외면 금천리 일대 琴野의
풍요로움을 묘사하였다(그림 18).70) 이익은 “천시와 인력이 갖추어져 모자람이
없나니, 즐거운 마음 서로 통해 곳곳마다 農歌로다.” 라고 하여 풍요로운 들판에
서 태평성세를 노래하는 사람들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화면에서는 삿갓을 쓰고
바쁘게 논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을 그렸다.

69) 밀양문화원(http://miryang.kccf.or.kr), 지명고, 단장면 미촌리, 등장소.
70) 밀양문화원(http://miryang.kccf.or.kr), 지명고, 산외면 금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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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칠
탄정 16경과 관련된
실경의 위치를 위성
지도에 비정해 보면
<그림 19>와 같다.
한편

《칠탄정십육

경화첩》과 비교할 수
있는 밀양의 사족들
에 의해 제작된 작품
으로는 여주이씨 今
是堂 종중에서 舊藏
했던
<그림 19> 칠탄정 16경과 현재 위치 비정

《今是堂十二景

圖》를 들 수 있다. 李

慶弘(1540~1595)이 부친 李光軫(1513~1566)을 위로하기 위해 1566년 지은 별
업 正堂인 금시당을 비롯해 월연대, 영남루 등 금시당 주변의 명소 12곳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화첩이다.71) 이 작품은 ‘밀양십이경도’로 알려져 있으나, 본문에
서는 화제에 따라 ‘금시당십이경’이라 명명하려 한다. 밀양시립박물관에 현전하
는 《금시당십이경도》는 제1경은 봄날의 금시당을 묘사한 鶯麓春花, 제2경은 겨
울의 앵두산 죽림을 묘사한 龍壁冬篁, 제3경은 무봉암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
를 소재로 한 鳳庵孤鐘, 제4경은 마암산의 저녁 비를 묘사한 馬巖暮雨, 제5경은
월연대에 떠오른 달을 묘사한 淵臺霽月, 제6경은 사인당의 평온한 마을 풍경을
묘사한 舍堂炊煙, 제7경은 영남루 일대 풍광을 묘사한 南樓畵棟, 제8경은 서성의
새벽을 묘사한 西城曉角, 제9경은 남포리 일대 배나무 못의 고기잡이를 묘사한
梨淵漁火, 제10경은 낙엽 지는 밤나무 숲을 묘사한 栗林落葉, 제11경은 강가에서
양치는 목동을 묘사한 白石看羊과 제12경 강변에서 소치는 목동을 묘사한 靑效

71) 이 작품은 여주이씨 금시당 종중에서 밀양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다. 매 폭에 날인된 ‘謹
齋’ 주문방인을 이경홍의 것으로 간주하고, 1566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재 경
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8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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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牛 등을 묘사하였다. 매 폭 위에 ‘謹
齋’ 주문방인이 날인되었고, 제12폭에
“근재 李慶弘이 그리고, 晩性 李龍九
(1812~1868)가 시를 짓고, 東溪 朴明讚
(1914~1998)이 글씨를 쓰다[謹齋李慶弘
畵, 晩惺李龍九作, 東溪朴明讚書]”라고
밝혀 놓았다.
그러나 당시의 화풍과 비교할 때 그
림의 작자를 16세기 이경홍이라고 비정
하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또한 화
면에 栢谷 李之運(1681~1763)이 임진왜
란 때 소실되어 1744년 복원한 今是堂과
1860년 이지운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胄
孫 李龍九가 금시당 측면에 서향하여 곁
채로 세운 栢谷齋가 초옥의 형태로 나타

<그림 20> 《금시당십이경》 제1폭
<앵록춘화>, 밀양시립박물관

나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0).72)
《금시당십이경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金濟潤이 지은 ｢月淵臺十
二景｣으로, 제1경 澄潭霽月, 제2경 赤壁光風, 제3경 龍岡脩竹, 제4경 虎灘長橋,
제5경 梨淵漁笛, 제6경 柏谷樵謳, 제7경 妓巖紅花, 제8경 琴郊黃雲, 제9경 羊場暮
雨, 제10경 鶯岫朝霞, 제11경 白石垂釣, 제12경 前江漁火이다.73) 이는 중종연간
한림학사 李迨(1483~1536)가 기묘사화 이전 밀양으로 낙향하여 1520년 月淵臺
와 雙鏡堂을 조성한 것을 기념하여 제영한 것이다. 그밖에 여주이씨 후손들이
1766년과 1798년 쌍경당을 중건하고 1869년과 1871년 월연대를 중건한 후에 지
은 ｢臺堂題詠｣은 金濟潤, 權慶命(1673~1735), 安命夏(1682~1752), 그리고 밀양
손씨 집안의 孫碩寬을 비롯하여 鄭存中(1721~1798), 李運彬(1730~?), 朴宗羽
(1745~?), 南景羲(1748~1812) 등 후손과 후학들이 참여하였다.74) 《금시당십이
72) 李鍾祥, 뺷定軒集뺸 권15, 記, ｢柏谷齋記｣.
73) 뺷月淵集뺸 권2, 부록, 金濟潤, ｢月淵臺十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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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는 여주이씨 族叔 月淵 이태의 자취를 기린 ｢月淵臺十二景｣과 비교할 때
앵수, 梨淵, 琴郊, 月淵臺 등 일부 소재가 중복되어 적지 않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본문에서 필자는 《칠탄정십육경화첩》의 제작배경을 파악하고, 그 문화적 함의
를 분석하려 하였다. 밀양의 七灘亭은 손기양이 1613년 관직을 그만두고 밀양으
로 내려와 소요하던 칠리탄과 그 주변에 虗亭을 세워 자신의 마음 수양의 장소
삼았던 데서 비롯되었다. 손기양의 사후 그의 학행을 본받기 위해 1725년에 세
운 眞岩書堂을 확장하여 眞岩溪亭이라 칭하고, 1748년 이를 다시 증축하여 改額
한 누정이 바로 칠탄정이다. 향촌에서 손기양의 추숭 배경은 그가 광해군 때 영
창대군의 옥사를 비판한 점, 임진왜란 때 향내에서 창의하고 팔공산성의 군량고
를 수리한 점, 김종직의 제자 김굉필과 정여창을 비롯하여 도맥을 이어받은 조
광조, 이언적, 이황에 이르기까지 5현의 문묘 종사를 추진한 점, 그리고 임진왜
란 이후 향교와 서원의 정비를 통해 新山書院과 점필서원에 신계성, 김종직 등
고을 유현의 향사 운동을 전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추숭사업은 1844년
밀양의 재지사족에 의해 칠탄정을 확장하여 七灘書院이라 편액하고, 淸節祠에
손기향을 향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칠탄정십육경화첩》은 손기양의 5대손 손사익이 주축이 되어 제작되었다. 화
첩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그중 한 점은 작가 미상의 밀양 화가의 작
품 16면에 1754년 이익의 서문과 그의 제화시가 있고, 나머지 한 점은 강세황의
그림과 시에 이현환(1713~1772)의 제시가 추가된 작품 16면이다. 이 화첩은 칠
탄정 일대 16처의 경관을 그렸지만, 16세기 <무이구곡도>의 본격적 도입과 함께
학덕 있는 인물이 경영한 정사를 중심으로 그의 학맥을 계승한 후학들이 발의하
74) 뺷月淵集뺸 권2, 부록, 洪晟ㆍ權思浩, ｢雙鏡堂重修記｣; 뺷月淵集뺸 권2, 부록, 柳厚祚ㆍ李敦
禹, ｢月淵臺重建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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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곡 경관을 정하여 그 도통을 형상화한 18세기 구곡도의 제작 유행과도 맥
이 닿아 있다. 18세기 말부터 밀양 지역의 학맥을 단합시키기 위해 향현을 중심
으로 손기양을 향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숭 작업이 시작되었다.
《칠탄정십육경화첩》의 밀양 문인의 그림에 이익이 1754년 서문과 16경에 제영
하였는데, 손사익이 《칠탄정십육경화첩》을 이익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손기양
을 퇴계 이황-한강 정구-성호 이익으로 이어지는 학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강세황이 칠탄정십육경을 다시 그리고 이현환과 함께 제영한 것은 이익의
요청으로 1751년 <陶山圖>, 1753년 <武夷九曲圖>를 그렸던 점을 미뤄볼 때 이익
을 비롯한 여주이씨 문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세황이 칠탄
정십육경을 그린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안산시기 여주이씨 문인들과 친
교하며 1753년부터 1766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호의 족손 이재덕이 개최한 聲
皐의 詩會 참여하여 그림, 글씨, 인장 등 활발한 문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려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화첩에 李壽煥의 인장이 찍혀 그의 이름을
玄煥으로 바꿔 쓴 1762년 4월 편지 이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칠탄정십육
경화첩》의 제작 배경은 손기양 학맥의 표상화 작업으로써 이익을 중심으로 한
근기 남인들과 연계한 學賢 추숭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칠탄정십육경화첩》이 <무이구곡도>와 <도산도>의 상징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는 점에서 18세기 영남 남인계열에서 도맥의 이미지 표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칠탄정십육경화첩》 중 이익의 제시가 있는 밀양 문인의 그림 16폭은 화면을
이등분하여 하단에 수묵 담채의 문인화풍으로 그려 운치가 있다. 산의 준법은
피마준법, 나무는 주로 호초점으로 묘사하여 남종산수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따
라서 밀양의 직업화가가 아닌 문인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강세황의 그
림은 화면의 2/3를 차지할 만큼 경물이 근경으로 확대 묘사되었고, 밀양 문인의
작품을 임모하면서 새롭게 번안하여 두 작품의 상관관계를 모르고 보면 서로 다
른 작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채색과 구도에서 강세황의 개성적 화풍이 다소 가미
된 점이 특징이다. 비록 강세황이 밀양 현지에 가보지 못하고 그렸지만, 이 작품
은 실경산수와 화보풍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적 작품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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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칠탄정 16경이 그려진 배경이 실경인 점을 감안하여, 각 화면의
시를 단서로 단장면 미촌리 칠탄정 주변과 칠리탄의 백사장, 산외면 다죽리의
주산인 앵수와 율전마을, 단장면 미촌리의 등연, 산외면 금천리 일대 평야 등의
위치 비정을 시도하였다.

주제어 : 칠탄정십육경화첩, 손기양, 손사익, 칠탄정, 밀양, 이익, 강세황, 근
기남인, 영남학파
투고일(2021. 1. 31), 심사시작일(2021. 2. 15), 심사완료일(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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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 《칠탄정십육경화첩》 구성과 제시
면수

화첩순서

문집
순서

1-2

서문

서문

3

1경
七里明沙

4

2경
釣磯垂竿

5

3경
臨崖賞花

6

4경
仙巖賭棊

7

5경
頫檻觀魚

8

6경
洗瀑淸溜

9

7경
石壁危松

10

8경
小塘孤荷

11

9경
一帶靑林

원문

번역

본문 참조

본문 참조

1

曉渚鷗眠雲貼地
漁翁欸乃但聞聲
輕颸一道平沙出
極目皚皚日照明

새벽 물가에 갈매기 잠들고 구름 낮게 깔렸는데
어부의 뱃노래만 들려온다.
한바탕 가벼운 바람이 백사장에 일더니만
끝없이 펼쳐진 흰 모래 위로 해가 비춰 오네.

9

水邊楊柳綠依依
藏護臨流石一磯
揀竹得竿靑裊裊
一肩高荷去忘歸

물가에 버들 녹음 하늘하늘
시내 가에 감춰진 바위 낚시터 한 자리.
대를 잘라 만든 푸른 낚싯대 간들간들
한쪽 어깨에 높이 메고서 돌아갈 줄 모르네.

15

仄徑回磎草樹平
山花無數不知名
主人厭寂隨筇舃
到底幽香別種淸

비탈길과 굽은 시내에 초목이 펼쳐져서
이름 모를 꽃들이 무수히 피어났네.
주인이 고적함에 지쳐 지팡이 짚고 노니는데
이르는 곳마다 그윽한 향기가 각양각색 맑구나.

10

商顔爭似橘中歡
落子聲遲决勝難
余賭余閒君亦共
任敎樵客拄柯觀

商山과 귤 속의 즐거움을 견주면 어떠한가.
바둑알 소리 더디 나니 승부 내기 어려워라.
나의 내기와 나의 한가로움을 그대도 함께하나니
나무꾼 도끼 자루 괴고 구경하든 말든 내버려두네.

16

糚點簷楹狎水干
新添欄檻爲觀瀾
堂堂策策魚來集
莫遣濠梁理釣竿

강가 가까운 정자의 처마 기둥을 단장함에
난간을 새로 덧붙인 건 물결 보기 위함이라.
당당과 책책 같은 물고기가 와서 모이리니
호량에서 낚싯대 손질하지 말도록 하여라.

3

聽說淸川玉液寒
晴空噴灑作飛湍
何能好跨南雲去
濯盡塵纓透肺肝

청천의 옥 같은 물이 차다고 들었는데
맑은 창공에 뿜어져 폭포를 이루었네.
어떻게 남쪽 구름 지나갈 것인가.
풍진에 찌든 갓끈 씻어 속마음이 시원하리.

12

何年鉅刃劈巖開
太古貞松種子來
倒挂虬龍含偃蓋
白雲仙駕幾時回

어느 해에 큰 칼날이 바위를 쪼개 열었던고
태곳적 곧은 소나무 종자가 뿌리 내려 자랐도다.
거꾸로 매달린 규룡이 日傘을 품은 듯
흰 구름 속의 신선 수레는 언제나 돌아올꼬.

11

半畝池成養活泉
根移太華幾多年
亭亭出水香尤遠
始信濂溪獨愛蓮

반 이랑 크기 연못에 솟아나는 샘을 담고
태화산 연을 뿌리째 옮겨 몇 년이 지났던고.
물 위로 우뚝 솟아 향기 더욱 멀리 퍼지니
염계가 유독 연을 사랑했다는 말 처음 믿게 되었네.

2

黛色參天釀日陰
蟬吟鳥哢出長林
炎曦幾處方揮汗
可識仁人大庇心

짙푸른 산 빛이 하늘 찔러 그늘을 빚어내고
매미소리 새소리가 기다란 숲에서 들려오네.
이글대는 태양 아래 몇 곳에서 땀을 닦는고
어진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을 알 만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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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경
煙郊牧牛

13

11경
月橋歸僧

14

12경
禪龕曉鍾

15

13경
竹村炊烟

16

14경
鶯岫暮鴉

17

15경
燈淵漁火

18

16경
琴野農歌

19

20

13

鳴牛浮鼻度前坪
牧竪相隨笛一聲
豐草芊綿時出沒
歸鞭直待日西傾

우는 소가 코 쳐들고 앞 들판을 지날 적에
목동이 서로 따라가며 피리 한 곡조 부니.
무성한 풀 우거져 아른거리고
해 서쪽으로 기우려니 채찍 재촉하네.

8

曲曲淸溪略彴橫
山中人定月初明
千村乞米歸心急
飛錫凌風步步輕

굽이굽이 맑은 개울에는 외나무다리 걸쳐 있고
산중이라 인적 고요한데 달이 처음 밝아 오네.
마을마다 탁발하고 돌아가는 마음이 다급한데
錫杖 날려 바람 타니 걸음걸음 사뿐하네.

4

蒼茫林岫鳥知歸
定有琳宮隔翠微
淸曉鍾聲來世界
解敎人識起穿衣

아득한 산봉우리로 새들이 둥지를 찾으니
필시 푸른 산 너머로 琳宮이 있는 게지.
맑은 새벽 종소리가 세상으로 울려 퍼져
사람들에게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알게 하네.

6

依微籬落綠筠遮
吠犬鳴雞問幾家
只有靑煙藏不得
朝朝暮暮羃成霞

희미하게 보이는 촌락이 푸른 대숲에 가렸는데
개 짖고 닭 우는 걸로 봐선 몇 집이나 될까.
단지 푸른 연기만으로는 감출 수 없기에
아침저녁으로 밥 짓는 연기 노을을 덮는다네.

14

騷家絶景畫應難
流水詩中萬點寒
滿目楓丹爭別色
斜陽留待酒醒看

시인이 절경을 그려 내기 정말 어려워라.
유수 시에 점점이 겨울 갈까마귀 있고,
눈에 가득한 단풍마다 독특한 빛깔 다투니
석양 속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 보리라.

5

山谿呑納匯而淸
擒蟹罾魚約伴行
一帶長隄無月黑
遙燈點點透林明

산골짝이 들이 삼킨 물이 굽이쳐 맑게 흐르니
게 줍고 물고기 잡으러 함께 가자 약속했네.
한 줄 긴 제방에 달이 없어 칠흑 같은데
멀리서 등불 점점이 숲을 뚫고 밝게 비치네.

7

襏襫茅蒲摠自修
西阡東陌雨新收
天時人力渾無缺
樂意相關處處謳

도롱이와 삿갓을 모두 스스로 마련했더니
서쪽 밭과 동쪽 밭에 새로 비가 개었어라.
천시와 인력이 갖추어져 모자람이 없나니
즐거운 마음 서로 통해 곳곳마다 農歌로다.

1

長灘橫七里
沙白水冷冷
嚴子高風在
且看符地名

긴 영울 칠리에 비껴 흘러
모래 희고 물은 졸졸 흐르네.
엄광의 고상한 풍격 있어
지명 또한 부합됨을 보이네.

1

七里灘邊若練鋪
明沙淨塋接靑湖
夕陽鷗鷺雙雙度
一色皚皚看有無
印 [松塢],
[無心隨白鷗]

칠리탄 물가는 명주를 펼치듯
맑은 모래 맑게 빛나 청호와 접하였네.
석양에 백구와 해오라기 쌍쌍이 건너
하얀 빛 빛깔이 보일 듯 말 듯.

3

磻石淸溪上
漁翁垂釣竿
日斜魚不食
欲去更盤桓

푸른 시냇가 낚시터에
어옹은 낚싯대 드리웠네.
해는 기울고 고기는 물지 않아
돌아가려다 다시 머문다.

1경
七里明沙

2경
釣磯垂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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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3

灘上秋山碧四圍
荷竿漁子人烟霏
觀漁不覺蘆花雨
一半斜陽在釣磯
印 [鶴西堂],
[晈如玉樹]

여울 위 가을산 푸르게 둘렀고
낚싯대 드리운 고기잡이 안내 속에 들었네.
고기 보며 갈대꽃에 비 내리는 것 느끼지 못하고
절반이나 기운 해 낚싯대에 머무네.

4

層巖如積鐵
其上有長松
盤石仍成局
圍祺數子同

층암은 쇠를 쌓아 놓은 듯
그 위에 큰 소나무 있고
편평한 바위 바둑판 삼아
여럿이 함께 바둑 두네.

5

石壁松陰盡日淸
一坪何處快輸嬴
隔溪時有山僧過
拄杖惟聞落子聲
印 [純庵], [壽煥]

석벽 솔 그림자 종일 맑고
한 평 어디에서 승부를 내는가.
시내 건너로 지나가는 산승 있어
지팡이 짚고서 바둑돌 소리 듣누나.

5

落落長松樹
巉巉亂石層
下臨幽磵曲
秋水晩逾澄

낙낙장송
가파르고 어지러운 층층바위
아래는 시내 굽이쳐 그윽하고
가을 깊을수록 물 더욱 맑구나.

7

喬松掛壁老虬形
盤蓋常涵雨露淸
月中時送颼颼響
怳若鸞笙下玉京
印 [詩狂], [蘭圃]

높다란 소나무 절벽에 걸려 늙은 교룡의 형상 같고
가지 드리운 솔잎은 항상 우로를 머금어 맑다.
달이 중천에 있을 때 바람소리 보내니
난새의 피리같이 玉京에서 내려온 듯하네.

6

小堂臨碧沼
淸水澹無波
最愛淸和節
新浮數點荷

소당에 임한 푸른 못
맑은 물은 물결 없어 조용하네.
4월에 가장 사랑스러우니
새 연잎 몇 점 떠있누나.

8

新荷數朶漾漣漪
風外微香掩再時
最是淸宵人不寐
雨聲强半在華池
印 [星印],
[西湖梅鶴]

새 연 몇 송이 흔들리는 잔물결에 떠있고
바람결에 옅은 향기 다시 때 맞춰 감싸니
가장 맑은 밤 사람은 잠 못 이루고
빗소리는 절반 남짓 화지에 있다네.

7

欄檻淸幽極
小塘仍俯臨
觀魚有奇趣
惠子是知心

난간에 맑고 그윽한 운치 다하니
작은 못에 이르러 굽어보네.
관어는 기이한 아취 있으니
혜시여, 이 마음 아는가.

6

湪漪繁藻好藏身
潑潑方塘幾箇鱗
早晩風雲潛會合
定看騰躍上龍津
印 [含光混世貴無名],
[星叟氏]

고운 물결 무성한 수초에 몸 숨기기 좋아하는
네모난 연못에 활달한 몇 마리 물고기.
조만간 풍운의 기회를 만나
용진 위로 약진하는 것을 정이 보리라.

3경
仙巖賭碁

4경
石壁危松

5경
小潭孤荷

6경
頫檻觀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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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28

29

9

小橋橫絶澗
日暮見歸僧
山寺知何處
時聞梵磬鳴

작은 다리 시내에 걸렸고
해 저물자 돌아가는 스님 보이네.
산사는 어느 곳일까.
때로 범종과 풍경 소리 들려오네.

13

林雨初收巖月明
飄然雲衲度橋行
笻枝踏破千峯色
聽度疏鐘第幾聲
印 [自笑], [適齋]

숲에 비 그치고 바위에 달 밝으니
스님은 표연히 다리 건너가네.
지팡이로 온산의 풍경 찾아다니며
드문드문 종소리는 몇 번째 들었는고.

11

幽瀑自淸瀉
洗人塵俗心
奔馳者誰子
山水此深深

그윽한 폭포 절로 맑게 쏟아져
속세에 찌든 마음 씻어주네.
급히 내닫는 자 누구인가.
산수는 여기가 깊고 깊다네.

9

懸泉百丈噴如雷
勢劈層巖一道開
縱有林風吹細沫
何層飛到一塵埃
印 [遺興莫過詩],
[星叟: 주문방인]

백장 길이로 걸린 폭포 우레같이 뿜어내니
기세는 층암 갈라 한 길을 열고
숲 바람 불어 물방울 날릴지라도
한 점 티끌 어디까지 날릴 것인가.

8

蒼崖當小屋
春來花亂開
推窓極幽賞
何必費笻鞋

푸른
봄이
창을
어찌

4

烟崖春樹影葳蕤
萬紫千紅爛熳時
山簷臥聽前宵雨
今日花開又幾枝
印 [百梅], [梅竹生涯]

아지랑이 봄나무 그림자 무성하고
울긋불긋 어지러이 필 때
산자락에 누워 빗소리 듣누나.
오늘 핀 꽃이 몇 가지인가.

13

禪室深山裏
冷冷磬響傳
令人發深省
淸韻警晨眠

선실은 깊은 산속에 있어
졸졸 물 풍경소리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깊이 살피게 하여
맑은 울림 새벽 잠 경계하네.

11

涵虛松陰影參差
山寺鐘鳴禮佛時
白雲深處聲聲動
月在西峰也獨知
印 [松湖], [跌岩琴書]

허공을 머금은 솔 그림자 들쭉날쭉
산사의 종소리 예불을 알리네.
흰 구름 깊은 곳에 소리마다 움직이고
서쪽 봉우리에 달 있음을 홀로 안다오.

2

長林橫一帶
野水連平郊
幽興携笻立
閑看鸛鶴巢

긴 숲이 일대를 빗겨 있고
들의 물은 들판에 이어졌다.
그윽한 흥 일어 지팡이 짚고 서서
한가로이 황새와 학의 둥지를 보네.

2

脩林葱欝隔淸灣
蒼翠重重靄香間

푸른숲 울창하여 맑은 물굽이와 거리 두고
푸른 산허리 겹겹이 아지랑이 사이에

7경
月橋歸僧

8경
洗瀑淸溜

9경
臨崖賞花

10경
禪龕曉磬
(磬改以鍾)

11경
一帶靑林

벼랑이 작은 집에 마주하여
오면 꽃이 만발하게 피네.
열고 그윽이 감상하니
지팡이와 신발을 허비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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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送秋風霜葉脫
가을바람 다시 불어 서리 맞은 잎 떨어지니
曲欄深處看靑山
굽은 난간 깊은 곳에서 청산 바라보네.
印 [鶴西], [玉立高歌]

30

31

32

33

10

長郊草如織
牧竪驅牛歸
相伴吹蘆管
前村已夕暉

긴 들풀은 베를 짠 듯하고
목동은 소를 몰고 돌아가네.
서로 어울려 갈피리 부니
앞마을엔 이미 저녁별 빛나네.

14

煙郊芳草綠芊綿
緩步烏犍彈柳鞭
山日欲斜春睡覺
數聲蘆管過江天
印 [天機], [淸虛閣]

안개 낀 들의 방초 푸르러 무성하게 이어지고
느린 걸음 검은 소는 버들 채찍 맞네.
산중의 해 기우려니 봄잠 깨어
몇 마디 갈피리 소리 강 하늘 지나네.

15

一村亂山下
翠竹圍成籬
縷縷靑烟起
應知午饁時

어지러운 산봉우리 아래 마을 하나
푸른 대나무 둘러 울타리 되었네.
푸른 연기 실처럼 솟으니
한낮의 들밥 때를 알겠네.

15

竹外村烟澹復橫
隨風搖曳望中平
霏霏漠漠連江雨
添作空灘一夜聲
印 [能事],
[星叟: 백문방인]

대숲 밖 마을 연기 맑았다 다시 비껴
바람 따라 흔들리고 끌리며 평평하게 보이는데
부슬부슬 연이은 강우는
빈 여울 한밤에 소리 보태네.

14

屋後層巒立
黃昏數點鴉
平郊十里路
行子亦歸家

집 뒤엔 층층 봉우리 서있고
황혼에 갈까마귀 몇 마리
평교 십리 길에
행자도 집으로 돌아가네.

12

林岫蒼茫罩晩霞
寒空點點見歸鴉
數聲啼斷江雲冷
古木斜陽一半多
印 [詩得江山助],
[大迂齋]

산봉우리 아득하고 가리에 저문 노을
찬 하늘에 점점이 돌아가는 갈까마귀
몇 마디 울음소리 멈추니 강 구름 차갑고
고목에 빗긴 석양 반나절을 넘었네.

12

明沙鋪如雪
一水滙成淵
寒山千古興
漁火對愁眠

흰 모래 눈처럼 깔렸고
한 물이 돌아 모여 못을 이루었네.
한산의 천고 흥취 있어
고깃배 등불 마주하니 시름겨워 잠 설치네.

10

烟渚蒼蒼夜色闌
忽驚漁火下前灘
更移別浦依俙遠
便作疏星蘸水看
印 [李壽煥印],
[一生好入名山遊]

안개 어린 물가 푸르러 밤빛 다하는데
홀연히 고기잡이 불 앞 여울로 내려오네.
자리 옮겨 포구에서 이별하고 희미하게 멀어지니
문득 성긴 별 물에 잠긴 걸 보노라.

12경
煙郊牧牛
(牛改以兒)

13경
竹村炊烟

14경
鶯岫昏鴉
(昏改以暮)

15경
燈淵漁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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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6

曠野杳無際
稻田遙望平
太平還有像
處處聽歌聲

넓은 들 아득하여 가없이
논밭 멀리 지평선이 바라보이고
태평의 상 볼 수 있어
곳곳에서 노래 소리 들린다.

16

千頃濃雲半欲黃
田間細路入陂塘
勞歌數曲成腔調
簑笠欹斜度夕陽
印 [鶯愁], [확인불가]

천 이랑 짙은 구름 반은 노을 지고
밭 사이 좁은 길 방죽으로 들어가네.
노동요 몇 곡조 음률을 이루고
도롱이에 빗긴 석양 아름답구나.

16경
琴野農歌

* 전거: 이익, 뺷성호전집뺸 권6, 詩, ｢七灘亭十六景幷小序｣; 강세황, 뺷豹菴稿뺸 권2,｢題密陽孫
聱溪(起陽)七灘亭十六景｣; 이현환의 시는 그의 문집 뺷蟾窩雜著뺸에는 미포함 되었고, 뺷칠
탄지뺸 권1에서만 확인됨. 제시 번역은 뺷칠탄지뺸(손팔주ㆍ정경주 역주, 1989)를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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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Son Gi-yang’s Scholarly Lineage :
The “Album of Sixteen Views around Chiltanjeong”
Jeong, Eun-joo *
75)

The “Album of Sixteen Views around Chiltanjeong” was produced by Son Gi-yang's
fifth-generation grandson, Son Sa-ik. The album consists of two versions. One of them
is 16 landscape paintings worked by an unknown painter in Miryang, including the
preface and poetry written by Yi Ik in 1754, while the other is the poems by Kang
Se-hwang and Lee Hyun-hwan on 16 landscape views by Kang Se-hwang painted by Yi
Ik's request. This album shows 16 landscapes around the Pavilion Chiltanjeong, but it is
also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production of Gugokdo in the 18th century, which
was proposed by his students to inherit his academic background, led by a scholars such
as Yi Ik. From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o unite the academic background and to
hold memorial service by scholars who succeeded Son Gi-yang in Miryang.
Son Sa-ik's effort to link the “Album of Sixteen Views around Chiltanjeong” with Yi
Ik is closely related to the origin of the school network that leads to Yi Hwang, Jeong
Gu, and Yi Ik. It is not clear when Kang Se-hwang painted the paintings, but it is
believed that it was painted when Kang actively participated in literary activities with
members of the circle of Yi Jae-deok, a descendant of Yi Ik. Kang was close to the
Yeoju Yi clan when he lived in Ansan. The background of the production of this album
could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n Gi-yang’s
school and the Geunginamin(近畿南人) school led by Yi Ik. This i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to represent the images of the scholarly lineage in the Yeongnam
region of the 18th century.
Key Words : Album of Sixteen Views around Chiltanjeong, Son Gi-yang, Son Sa-ik,
Chiltanjeong pavilion, Miryang, Yi Ik, Kang Se-hwang, Geunginamin
school, Yeongnam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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