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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 사 부들의 詩畫를 통한 

교유에 한 試論

�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보물 1985호)을 심으로 �

1)

오 세  *

1. 머리말

2.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의 구성과 특징 

3.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의 역사  가치

4. 맺음말

록: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제작 상황과 래 내력을 말해주는 서발문과 련 기록들을 

통해 미술품의 역사성을 비교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문화재이다. 조선 기를 표하는 화가 

이징이 그림을 그리고, 국왕 선조의 부마인 신익성이 서문을 지었다. 그리고  다른 부마 윤신

지를 비롯하여 5명의 사 부들이 상당한 양의 제화시를 작성했고, 그  한 명인 정두경은 발문

에 해당하는 을 지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화로 꾸며진 화첩은 선조의  다른 부마인 서경

주의 아들 서정리가 소장하고 있었다.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조선시  사 부들이 그림을 매개로 하여 시문을 주고받는 문화활

동이 정서  교감과 집단  공감 를 바탕으로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수단이라는 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서문과 제화시를 작성한 인물들은 모두 해군 의 정치  시련을 공유했

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림을 매개로 한 시의 수창으로 

공감 를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이다. 

핵심어 :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신익성(申翊聖), 이식(李植), 제화시(題畫詩), 문화재

* 경상국립 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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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미술품은 감각  享受의 상을 넘어서, 다양한 역사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사료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미술품의 역사성은 그것이 제작된 시기의 다

양한 사회 ㆍ문화  역 속에서 바라보는 수평  근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

석하고 의미를 규정하는 수직  근이 동시에 수행될 때 비로소 명확한 실체를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품들 에서 제작 상황과 래 내력을 명확

히 밝힐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미술품에 기록된 款書나 自題文과 같이 작가 자신이 남긴 기록과 함께 제작 당시

는 물론 그 이후에 제작된 련 기록과 증언들은 그러한 미술품의 역사성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다.1)

본고에서 조명하는 虛舟 李澄(1581～미상)이 그린 화첩은 이상과 같은 조건들

을 두루 구비한 작품이다. 이징은 조선왕조 宗室 출신의 화가 鶴林正 李慶胤(154

5～1611)의 서자로 조선 기를 표하는 화가 다. 특히 花卉翎毛畵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이징은 뛰어난 묘사력과 화면 구성력을 바탕으로 화원의 통  院體

畫風 화조화를 변조하여 세련되고 단아한 수묵화조화의 세계를 열었다. 한 工筆

과 寫意를 하게 융화하고 疎枝翎毛와 折枝翎毛의 형 인 구도를 자신의 방

식으로 재구성한 이징은 모를 표 할 때에도 먹이를 주거나 자맥질하는 등 생생

한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이 에 없던 詩情 가득한 수묵화조화를 창조했다.2)

이와 같이 이징은 조선 기를 표하는 화가 고, 그의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

된 작품이 바로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소장되어 있는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이다. 

이 화첩에는 이징이 그린 산수화 10폭과 화조화 8폭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선

조의 셋째 부마인 東陽  申翊聖(1588∼1644)의 서문과 東溟 鄭斗卿(1597∼1673)

의 後序가 화첩의 앞과 뒷부분에 장첩되어 있기 때문에 화첩의 구체 인 제작 내

1) 백인산, 2013 ｢간송미술  소장 《삼청첩(三淸帖)》의 역사성에 한 고찰｣, �문화재� 46, 

187면.

2) 장지성, 2020 �한국의 화훼 모화� 안그라픽스,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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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 은 바로 조선 기의 표 인 

문인 李植, 李明漢, 尹新之, 정두경, 李景奭, 李敏求가 지은 題畫詩들이 각각의 그

림들과 함께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제화시들은 모두 작자들의 親筆詩

로 추정되는데,3) 이를 통해 조선 기 표  문인들의 筆跡 역시 직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는 조선 기를 표하는 화

가 이징의 산수화와 화조화가 상당한 양으로 수록되어 있고, 당  문단의 표  

문인들이 각각의 그림에 해 작성한 친필 제화시들이 함께 장첩된 조선 기의 

표  문화재이다. 특히 조선시  사 부들에게 시문을 주고 받는 酬唱이 정서  

교감과 집단  공감 를 바탕으로 하여 참여한 사 부들 사이에 집단 지성을 형성

하는 요한 수단이라는 을 감안할 때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이 지닌 역사  

가치는 더욱 각별하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계에서는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화첩의 그림 제작을 담당한 이징 개인에 한 연구가 미

술사학계를 심으로 일부 진행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아직 역사

학계가 주목하지 않고 있는 문화재의 역사성을 조명하는 차원에서 《이징 필 산수

화조도첩》을 집 으로 조명하고자 한다.5) 특히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작 

상황은 물론 당  사 부 사회에서 詩畫를 매개로 한 사 부들의 교류, 조선 기 

사 부 사회의 시화를 통한 인  네트워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역사학계의 

3) 정두경의 後序는 1647년 1월 23일 작성되었는데, 이 화첩에 여한 사람들  신익성과 이

명한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서 이징이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징

이 1647년까지 생존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민족미술연구소편, 2003 �澗松文華� 65  

｢朝鮮中期繪畵｣, 150면.

4)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2018년 6월 27일 보물 1985호로 지정되었다.

5) 최근 미술사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에 련된 역사  의미를 조명

하는 연구들이 본격 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 인 연구들  서의 경우는 다음과 같

다. 송지원 등 공 , 2014 �새로 쓰는 술사� 항아리; 황정연, 2012 �조선시  서화수

장 연구� 신구문화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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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 연구를 한 기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조선 기 사 부 

사회의 문화 상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2.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의 구성과 특징6)

1) 詩畫帖에 수록된 그림과 

보물 1985호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그림을 그린 이징은 아버지 이경윤과 

숙부 竹林正 李英胤(1561～1611)의 회화  재능을 이어받아 산수, 화조, 인물 등 

모든 그림 분야에 뛰어났던 조선 기의 표  화가다.7) 光海君과 仁祖의 총애

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인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자자하여 그에게 그림을 부탁하

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징은 선조의 부마 신익성을 비롯하여 당  문인들의 다양

한 그림 청탁에 여러 차례 응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이자 이징의 회

화를 표하는 작품이 바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이다.8)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총 56면으로 이루어진 蝴蝶裝 화첩이다.9) 총 10폭의 

산수화와 각각의 그림에 한 제화시, 8폭의 花鳥畫가 수록되어 있는 시화첩의 

체 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6) 제2장의 내용은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을 소장하고 있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조에 의

해 련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할 수 있었음을 밝힌다.

7) 金智惠, 1995 ｢虛舟 李澄의 生涯와 山水畫 硏究｣, �미술사학연구� 207, 7면.

8)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수록된 그림들은 1642년(인조 20) 경 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했다가 1648년 무렵 재의 화첩과 같은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 이은하, 2018 �문화재  보물 - 회화 Ⅰ� 문화재청, 396면.

9) 문화재청, 2018 ｢05. 이징 필 산수 모첩(李澄 筆 山水翎毛帖)｣, �2018년도 제2차 동산문화

재분과 원회 회의록�, 48-91면; 이원복, 1991 ｢朝鮮中期 四季翎毛圖 ｣, �美術資料� 47, 

48-55면. 이원복의 논문에는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수록된 화조화 체 8 의 제목과 

도 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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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 종 류 제 목 작 자 수

1 제1-5면 序文 無 申翊聖 1건

2 제6면 空欄

3 제7면 山水圖-1 春雨孤 李澄 1건

4 제8-10면 題畫詩 ① 李植 등 6인 6수

5 제11면 山水圖-2 坐松 溪 李澄 1건

6 제12-14면 題畫詩 ② 李植 등 6인 6수

7 제15면 山水圖-3 煎茶看瀑 李澄 1건

8 제16-18면 題畫詩 ③ 李植 등 6인 6수

9 제19면 山水圖-4 携琴登臺 李澄 1건

10 제20-22면 題畫詩 ④ 李植 등 6인 6수

11 제23면 山水圖-5 山月照溪 李澄 1건

12 제24-26면 題畫詩 ⑤ 李植 등 6인 6수

13 제27면 山水圖-6 溪壑酒樓 李澄 1건

14 제28-30면 題畫詩 ⑥ 李植 등 6인 6수

15 제31면 山水圖-7 崖陰淸溪 李澄 1건

16 제32-34면 題畫詩 ⑦ 李植 등 6인 6수

17 제35면 山水圖-8 驢客散雁 李澄 1건

18 제36-38면 題畫詩 ⑧ 李植 등 6인 6수

19 제39면 山水圖-9 培溪凍雪 李澄 1건

20 제40-42면 題畫詩 ⑨ 李植 등 6인 6수

21 제43면 山水圖-10 雪山 梅 李澄 1건

22 제44-46면 題畫詩 ⑩ 李植 등 6인 6수

23 제47면 花鳥圖-1 山溪秋禽 李澄 1건

24 제48면 花鳥圖-2 竹林瑞鵲 李澄 1건

25 제49면 花鳥圖-3 蓼塘鴛鴦 李澄 1건

26 제50면 花鳥圖-4 石竹唐雁 李澄 1건

27 제51면 花鳥圖-5 蓮池白鷺 李澄 1건

28 제52면 花鳥圖-6 秋渚 雁 李澄 1건

29 제53면 花鳥圖-7 深山白鷳 李澄 1건

30 제54면 花鳥圖-8 水邊金鷄 李澄 1건

31 제55-56면 後序 無 鄭斗卿 1건

<표 1>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체 구성

산수화 10 은 모두 北宋과 南宋의 畫法을 두루 익힌 이징이 大觀山水와 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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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水人物畫의 기법을 혼합하여 표 한 작품들이다.10) 

신익성은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서문에서 산수화와 련하여 다음과 같이 

품평했다.

나는 玅香山에 올라 서쪽 변방을 바라보았

고, 怾怛山에 올라 북쪽 바다를 바라보았고, 大

嶺( 령)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았고, 首陽山

에 올라 渤澥를 바라보았고, 鳥嶠(鳥嶺)에 올

라 남쪽 변방을 바라보았다. 永保亭에서 다락

배를 타고 나가 望僊臺에 올랐고, 彈琴臺에 올

라 獺川을 바라보며 옛 쟁터를 조문하 다. 

... 그(李澄)가 그린 산수를 보면 큰 기세로 웅

장하게 솟은 것은 마치 묘향산에 오른 듯하고, 

끝 간 데 없이 우뚝 솟은 것은 기달산에 오른 

듯하고, 기이하고 험 한 것은 령 같고, 높

고 화려한 것은 수양산 같고, 구불구불한 것은 

조령 같고, 정자의 망이 아득한 것은 보정

과 비슷하고, 강산이 소슬한 것은 달천과 비슷

하다. 언덕과 골짜기 하나하나에 짧은 처마, 성

긴 울타리, 고깃배와 그물, 지팡이 짚고 소요하

는 것은 내가 卜居하는 곳과 닮았다. 이징은 

비록 그림을 잘 그려 형상을 모사한 것이 각각 

다르지만, 요컨  내가 다녀본 곳의 밖을 넘지 

못한다. 이징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지만 직  가보지는 못했고, 나는 직  가보기는 

잘 하지만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니, 후세의 논객들은 가 더 낫고 가 더 못하다고 

할까?11)

10) 한국민족미술연구소편, 2008 �澗松文華� 75 ｢葆華閣設立七十周年紀念書畫大展｣, 130면. 

11)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序文. “余登玅香望西塞, 登怾怛望北海, 登大嶺望東溟, 登首陽望渤

澥, 登鳥嶠望南徼. 自永保亭泛樓舡登望僊臺, 上彈琴臺眺獺川, 弔古戰場. ... 觀其山水之大勢

雄峙 如登玅香, 峭拔造極 如登怾怛, 奇險 似大嶺, 高華 似首陽, 逶迤 似鳥嶺, 亭觀縹

緲 有類乎永保, 河山蕭瑟有類乎獺川. 而一丘一壑短簷 籬 舠釣絲杖屨逍遙 , 宛然吾卜

居之地. 澄也, 雖善畵摹狀各殊, 要不出吾所歷之餘也. 澄也, 能善畫而不能登臨, 吾能登臨而

不能畵, 後之論 , 以爲孰得孰失也.”

<그림 1>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제15면 <煎茶看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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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성은 산수에 한 지극한 심을 갖고 평생 국의 명승지들을 두루 유람

했던 인물이다. 자신의 문집 서문에서도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妙香山, 西嶽山, 

五臺山, 金剛山을 유람했는데, 毘盧峯에 올라 북해 가의 여러 산을 바라보고 바다

를 따라 동쪽으로 大嶺에 올랐다. 그밖에 국내의 명산 천에 발자취가 거의 두루 

미쳤다.”라고 할 만큼 신익성의 발걸음은 국을 볐다.12) 특히 신익성은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서문을 작성하기 인 1631년 강산 유람을 했는데,13) 신익

성은 산수화에서 實景의 답사와 그에 기반한 寫生論을 강조했다.14) 이처럼 산수 

유람에 해 일가견이 있던 신익성은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서문에서 이징이 비

록 실경을 답사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이 강산과 묘

향산 등 우리나라의 표 인 산수를 매우 하게 표 하고 있다는 감상평을 남

겼다.15) (<그림 1> 참조)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수록된 화조화 8  역시 이징의 재능이 유감없이 발

휘된 작품들이다. 신익성은 서문에서 화조화가 살아 있는 생명체를 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정 한 찰을 통해 사생해야 한다는 품평을 남겼다.16) 

산수화에 해 남긴 비평의 연장선에서 眞景과 련된 신익성의 견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동시에 이징의 그림이 진경에 한 이해에 아직은 부합하지 못하는 지

이 있다는 언 이기도 하다.17)

12) 申翊聖, � 全 集� ｢ 全居士自敍｣. “性喜山水, 所遊歷妙香西嶽五臺金剛, 躡毘盧望北海上

諸山, 循海而東登大嶺. 其他域內名山大川, 跡殆遍也.”

13) 당시 신익성의 강산 유람은 그 이 까지 산수 기행이 도학자로서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순수한 놀이의 즐거움을 찾고 흥취와 풍류가 가득한 유

람을 견인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金垠廷, 2004 ｢신익성의 金剛山 유람과 문학  표

｣, �震檀學報� 98, 126면.

14) 이태호, 2008 ｢17세기, 仁祖 시 의 새로운 회화경향 - 東淮 申翊聖의 寫生論과 實景圖, 

肖像을 심으로｣, �강좌 미술사� 31, 115-120면.

15) 한국민족미술연구소편, 2008 �澗松文華� 75 ｢葆華閣設立七十周年紀念書畫大展｣, 16면.

16)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序文. “花鳥亦有飛動之意. 卽余觀物中一事, 留覽數月, 以余所歷, 

商抨畵品, 題其卷以歸之.”

17) 한국민족미술연구소편, 2003 �澗松文華� 65 ｢朝鮮中期繪畵｣,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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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는 산수화 한 에 해 각각 6수의 제화시가 장첩되

어 있기 때문에 총 60수의 제화시가 수록되어 있다. 제화시와 서문은 작성자들의 

개인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상호 비교가 가능한데, 그 수록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수록 시문의 개인 문집 수록 황

이름 종류 문집명 문집 종류 권수 수록 기사명

1 申翊聖 序 �先集�(續稿) 草稿本 권14 ｢書徐淸風貞履素粧畫帖後｣

2 鄭斗卿 後序 �東溟集�
初刊本

(1674년)
권11 ｢徐勉中畫帖序｣

3 李植 題畫詩 �澤 遺稿全集� 筆寫本 7책
｢題畫帖十絶 - 徐淸風貞履所藏李

澄畵也｣

4 李明漢 題畫詩 �白洲集�
重刊本

(1688년)
권1 ｢題徐淸風-貞履-家藏畫帖｣

5 尹新之 題畫詩 �玄洲集�
初刊本

(1734년 이 )
권6

｢題徐淸風貞履家藏李澄所寫水墨山

水圖十景-十首｣

6 鄭斗卿 題畫詩 �東溟集�
初刊本

(1674년)
권2

｢題徐勉仲-貞履-畫帖.四首｣, ｢題徐

勉仲-貞履-畫帖｣, ｢題畫帖｣

7 李景奭 題畫詩 �白軒集�
初刊本

(1700년)
권7 ｢題徐使君-貞履-畫帖｣

8 李敏求 題畫詩 �東州集�
初刊本

(1680년경)
권13 ｢李澄畫山水十帖｣

의 내용을 통해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수록된 시문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화첩의 서문은 신익성의 문집 간본인 � 全 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재 학계에서 신익성의 문집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신

익성의 외손인 金錫胄(1634～1684)가 1681년 활자로 간행한 初刊本이다. 그리고 

이 간본 에서 재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낙 당집�(奎 

4089)을 본으로 하여 한국고 번역원에서 인본을 간행했는데,18) 이 간본이 

신익성의 문집을 표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화첩의 서문은 신익성의 自編 

18) 박헌순, 1999 ｢낙 당집｣, �한국문집총간해제� 3, 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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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稿로 추정되는 후손가(申東宣氏) 소장의 필사본 문집인 �先集�의 �續稿�에만 

수록되어 있다.19) 신익성의 문집 �선집�은 재 학계에는 리 알려지지 않은 자

료라는 에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수록된 신익성의 서문이 지닌 자료  가

치가 주목된다.

둘째, 제화시를 작성한 이식의 경우도 유사하다. 시화첩에 수록된 이식의 제화

시 10수는 재 학계에서 표 인 이식의 문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목 본(1674년 

刊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식의 문집은 이후에도 몇 차례 重刊되었고, 재 

규장각에는 간행본 외에 별도의 필사본 문집이 몇 건 소장되어 있다.20) 그 에서 

시화첩에 수록된 이식의 제화시는 필사본 문집인 �澤 遺稿全集�에만 수록되어 

있다.21) 어떠한 이유에서 시화첩에 수록된 이식의 제화시들이 간행본에 락되었

는지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과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의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을 조해 본 결과 두 곳의 제화시가 완벽하게 일

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셋째, 후서와 함께 제화시를 작성한 정두경의 경우는 조  다른 상황이다. 정두

경이 지은 제화시 10수 에서 정두경의 문집 �東溟集�에 수록된 것은 모두 6수

이다. 그리고 �동명집�의 시문 수록 체제가 詩體에 의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6

수의 시는 제각각 분산되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시의 제목들도 서

로 다르다.(<표 3> 참조)

19) 신익성의 문학을 연구한 김은정의 박사학 논문에 시화첩의 서문 ｢書徐淸風貞履素粧畫帖

後｣이 소개되어 있다(金垠廷, 2005 ｢ 全  申翊聖의 문학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박

사학 논문, 130-158면). 신익성의 자편 고인 �先集�에 수록되어 있다는 서문과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에 수록된 서문을 비교한 결과 동일 내용임을 확인했다.

20) 오세 , 2014 ｢규장각 소장 �澤 集�의 刊行과 다양한 異本 연구｣, �奎章閣� 44.

21) �澤 遺稿全集�(古 3428-67A) 제7책 ｢題畫帖十絶-徐淸風貞履所藏李澄畵也｣. 

22) 규장각에서는 이식의 문집 필사본의 가치에 주목하여 2013년 두 가지의 필사본을 인하

여 간행했다. 김 , 2013 ｢ 환기의 지식인 택당(澤 ) 이식(李植)과 �택당유고 집(澤

遺稿全集)�｣(�택당유고 집� 서울  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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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수록 정두경 제화시․후서의 �동명집� 수록 황

시화첩 수록 면 詩體 �東溟集� 수록 제목 �東溟集�

11면 五 絶句 ｢題徐勉仲-貞履-畫帖.四首｣ ① 권2

15면 四 絶句 미수록

19면 五 絶句 미수록

23면 五 絶句 ｢題徐勉仲-貞履-畫帖.四首｣ ② 권2

17면 五 絶句 ｢題徐勉仲-貞履-畫帖.四首｣ ③ 권2

31면 六 絶句 ｢題徐勉仲-貞履-畫帖｣ 권2

35면 五 絶句 미수록

39면 五 絶句 ｢題徐勉仲-貞履-畫帖.四首｣ ④ 권2

43면 五 絶句 미수록

47면 五 絶句 ｢題畫帖｣ 권2

55-56면 後序 ｢徐勉中畫帖序｣ 권11

정두경의 문집 �동명집�에 수록된 6수의 시와 후서는 확인 결과 《이징 필 산수

화조도첩》의 제화시와 동일함을 확인했다. 그런데 �동명집�에 수록되지 않은 4수

의 제화시는 오직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수록된 제화시는 기본 으로 조선 기 유행했던 盛

唐 詩風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 기 제화시의 특징은 시문의 길이가 이 에 

비해 짧아지고 함축성이 증가하면서 경치를 우선 으로 서술하고 작가의 정서를 

표 하는 先景後情이다.23)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수록된 제화시들은 이러한 

선경후정의 특징을 기본 인 틀로 공유하고 있다. 

추운 산에  녹아 시냇물 불어나고, / 山寒雪漲谿,

벼랑 에는 밥 짓는 연기 끊어진  있네. / 崖寺炊烟斷.

어디로 매화 찾아 가는 것일까, / 何處去 梅,

아찔한 다리가 깍아지른 벽에 이어졌네. / 危橋連絶岸.

23) 정혜린, 2009 ｢조선 기 회화  연구｣, �인문논총� 62, 171-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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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화시는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43면에 수록되어 있는 산수화 <雪山 梅>에 

한 이식의 제화시이다. 이 제화시에서 이식

은 앞 부분에서 겨울 산 속에 자리한 사찰의 

풍경을 언 하고, 뒷부분에서 매화를 찾아가는 

나그네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24) (<그림 2> 

참조)

2) 詩文 작성자 그룹의 성격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시문 작성에 참

여한 인물들은 모두 조선 기 사 부 사회에

서 뛰어난 문장력으로 명망을 얻고 있었다. 

한 이들은 정치 ㆍ학문  측면에서 서로 깊

은 유  계를 맺고 있었다. 시문 작성을 비

롯하여 시화첩에 참여한 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련 인물

이 름 생몰년 신분 참여 수단 계

1 徐貞履 1599∼1664 士大夫 시화첩 소장자 達城  徐景霌의 長男

2 申翊聖 1588∼1644 駙馬 序文 작성 申欽의 長男, 東陽

3 鄭斗卿 1597∼1673 士大夫 後序, 題畫詩④ 작성 李恒福의 門人

4 李植 1584∼1647 士大夫 題畫詩① 작성 朝鮮中期 文章 四大家

5 李明漢 1595∼1645 士大夫 題畫詩② 작성 李廷龜의 長男, 徐貞履와 사돈

6 尹新之 1582∼1657 駙馬 題畫詩③ 작성 尹斗壽의 孫子, 海嵩

7 李景奭 1595∼1671 士大夫 題畫詩⑤ 작성 ｢三田渡碑文｣ 작성

8 李敏求 1589∼1670 士大夫 題畫詩⑥ 작성 李睟光의 아들

9 李澄 1581∼미상 畵員 그림 제작 李慶胤의 庶子

24) 한국민족미술연구소편, 2003 �澗松文華� 65 ｢朝鮮中期繪畵｣, 48면, 150면.

<그림 2>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제43면 <雪山 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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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첩을 소장했던 徐貞履는 국왕 宣祖의 첫째 부마인 達城  徐景霌(1579～

1643)의 장남이고, 시화첩의 서문을 작성한 동양  신익성과 제화시를 작성한 海

嵩  尹新之는 모두 선조의 부마이다. 그런데 서경주, 신익성, 윤신지의 공통 은 

모두 仁嬪金氏(1555～1613)의 소생 翁主들과 혼인했다는 것이다. 인빈김씨의 3째 

아들 定遠君(1580～1619)은 反正을 통해 국왕으로 즉 한 仁祖의 生父인데, 정원

군의 바로 아래 여동생이 서경주의 아내 貞愼翁主(1582～1653) 다. 그리고 연이

어 출생한 貞惠翁主(1584～1638)가 윤신지의 아내 고, 바로 아래 동생인 貞淑翁

主(1587～1627)가 신익성의 아내 다.25) 

선조의 후궁 에서 옹주를 출산한 후궁이 靜嬪閔氏와 貞嬪洪氏 등을 비롯해 

여러 명인데, 서경주를 비롯한 인물들이 그 에서 인빈김씨 소생의 옹주들과 혼

인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해군의 재 와 인조반정으로 이어지는 조

선 기 정치사에서 이들만의 각별한 유 가 형성되었음을 짐작  한다. 이는 

해군 재  시  서정리와 신익성, 윤신지가 모두 癸丑獄事(1613년)와 련하여 유

배 는 은둔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일 부터 詩才를 인정받으며 국왕 宣祖의 총애를 받은 윤신지는 조부 尹

斗壽와 부친 尹昉이 西人의 핵심 인사 기 때문에 해군 조정에서는 두문불출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정권 담당세력이었던 大北세력의 制的 정국 운 으로 발

생한 계축옥사와 廢母論이라는 정치  사안에 해 윤신지는 부친 윤방과 함께 반

를 표명하면서 정치  시련을 겪었다. 이때 윤신지는 玄江에 머물면서 일체의 

모든 활동을 고 스스로 ‘玄洲散人’으로 自號했는데,26)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서 윤신지가 자신의 호를 ‘玄洲病散’이라고 한 것은 이후 나이가 든 자신을 ‘병든 

주산인’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제화시를 작성한 이식 등 5명의 인물들은 모두 名家 출신이라는 가문  배경과 

25) 지두환, 2002 �선조 왕과 친인척 - 조선의 왕실 14-2 선조 후궁�, 역사문화, 96-100면.

26) 尹新之, �玄洲集� 권1, ‘童冠 ’ ｢瓮村亭 謾吟｣. “ 來玄洲結數椽, 江臯寸土亦前緣. 隣村花

發鳥爭閙, 遠浦風鳴 正懸. 入夜時看 艇火, 捲簾遙認酒家烟. 西湖明月吾能管, 有底空吟歸

去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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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선시  문인들의 필수 능력인 시문에 한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시문과 더불어 사 부들의 필수 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서화에 한 감식과 

비평의 능력도 뛰어났다. 한 이들 역시 부분 서인이라는 정치 집단의 구성원

이었다는  역시 주목된다.

이식은 해군 반 과거에 제했지만, 계축옥사 당시 처형 沈挺世가 연루되었

다는 이유로 북세력의 탄핵을 받았다. 특히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북세

력으로부터 집 인 탄핵을 받았다.27) 

이명한 역시 해군  과거에 제하면서 조정에 진출했고, 부친 李廷龜와 함께 

해군 조정에서 문장과 련된 일들을 담당했다. 해군  후반 진행된 폐모론에 

불참한 이명한은 해군  후반 북세력의 정책을 총 하던 李爾瞻을 탄핵하고, 

인조반정 功臣 張維와 함께 반정의 일을 주도했다.28)

이경석은 어릴  金長生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역시 해군  후반의 폐모론

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은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29)

정두경은 先祖 부터 지속되었던 명가 자제들과의 교유를 바탕으로 어린 시

부터 당 의 명사들과 폭넓은 교유 계를 형성했다. 종증조 鄭碏은 李安訥ㆍ權韠 

등과 교유했고, 조부 鄭之升은 李好閔, 林悌 등과 함께 詩社 활동을 했으며, 부친 

鄭晦는 趙緯韓, 金尙憲, 柳夢寅 등과 교유했다.30) 이러한 가문  배경은 자연스럽

게 당 를 표하는 문인들과의 교유로 이어졌다. 특히 정두경은 李恒福의 문인으

로서 西人系 다수의 인물들과 친분이 깊었는데, 인조반정 공신 장유와는 평생지기

다. 한 화첩에 제화시를 함께 작성한 이명한, 윤신지와도 친분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남인계 인물들과도 교유했다.31)

27) 이식의 처남 沈挺世는 永昌大君의 외조부 金悌男의 사 다. 이로 인해 심정세가 계축

옥사로 목숨을 잃었고, 이식은 妻家가 창 군과 한 인척이라는 이유로 조정에서 

물러났다. 宋時烈, �宋子大全� 권203, ｢澤 李公諡狀｣.

28) 宋時烈, �宋子大全� 권204, ｢白洲李公諡狀｣.

29) 李景奭, �白軒集� 附  권1, ｢年譜｣.

30) 남은경, 1998 ｢동명 정두경 문학의 연구｣,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11-33면.

31) 이남면, 2012 ｢鄭斗卿의 교유 계와 교유시｣, �고 과 해석�, 12, 40-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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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화시를 작성한 인물들은 부분 해군 재

 시  과거 제를 통해 조정에 진출했다. 그러나 해군  반 이후 진행되었

던 북세력의 제  정권 행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계축옥사와 폐모

론의 정치  혼란 속에서 정권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정치  소외는 제화시 작

성 그룹 구성원들에게는 일종의 공감 를 형성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그

리고 이들은 인조반정으로 인한 정치  변화 속에서 다시 정서  교감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 때 이들의 정서  교감이 집단 지성으로서 발화할 수 있는 매개로서

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詩才에 기반한 문장력이었다.

이식은 해군  후반 계축옥사와 연루된 정치  박해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

의 안을 해결하기 해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製述官과 接伴使의 從事官 등에 

차출되었다. 이식의 문장력은 인조반정 이후 조정에서 활발한 文翰 활동을 통해 

꽃을 피웠다. 인조반정 직후 이식은 ‘문학에 뛰어난 선비(文學之士)’로 추천을 받

았고, 곧이어 은 문신들에게 최고의 인 賜暇讀書에 선발되었다.32) 이 때 주

목되는 은 당시 사가독서에 함께 선발된 인물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

화시를 작성한 이명한과 이민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해군 의 정치  

시련을 거친 이후 새롭게 조성된 정치 환경 속에서 문장력을 통해 정서  교감을 

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한은 조선 기 문장사 가의 일원인 이정구의 맏아들이다. 아버지, 그리고 

장남 李一相(1612～1666)과 함께 三代가 연이어 文衡을 역임하며 조선시  최  

‘三代文衡’의 을 이룩한 가문 출신이다.33) 한 동생 李昭漢(1598～1645) 역시 

문장력이 탁월하여, 이정구-이명한-이소한 부자는 ‘三 ’라고 불리기도 했다.34) 이

처럼 조선 기 최고의 文翰家 출신 이명한 역시 인조반정 이후 두 차례의 사가독

32) 宋時烈, �宋子大全� 권203, ｢澤 李公諡狀｣. 

33) 오세 , 2015 ｢조선후기 漢陽 東部 館洞의 인문지리와 延安李氏 館洞派｣, �서울학연구� 61, 

53면.

34) 이명희, 2018 ｢ 주 이소한의 한시 연구 - 가계 문학 계승양상을 심으로｣, �語文硏究�

98,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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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문장을 기반으로 한 교유의 장을 통해 정서

 교감과 함께 동류 의식을 형성했다. 특히 이식

과의 교분이 매우 깊었는데, 인조반정 이후 �宣祖

修正實 �의 제작에 함께 참여했고,35) 앞뒤로 문

형을 역임하며 문형의 상징인 文衡硯을 직  

해주기도 했다.36) 이와 같은 이식과 이명한의 교

분과 연 의식을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나란

히 수록된 두 사람의 제화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정두경은 타고난 시재를 바탕으로 14살 때

(1610년) 별시 시에 합격했고, 1629년(33세) 별

시에 장원 제했다. 비록 乙巳士禍의 주역 鄭 朋

의 高孫이라는 출신 배경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직 생활을 했지만, 정두경의 문장력에 한 인정은 이미 조선 기에 리 공유

되었다. 장유는 ‘시의 품격이 높아서 盛唐의 시를 능가한다.’ 라고 칭송했고, 이안

은 정두경의 시가 ‘ 미문의 품격을 지녔다.’ 라고 했으며, 南龍翼은 권필․이

안 과 함께 조선의 최고 시인으로 칭송했다.37) 윤신지 역시 정두경의 문집 서문

에서 시 의 흐름에 따라 氣風과 문장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두경만은 古

道를 회복했다고 극찬했다.38)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윤신지가 지은 정두경의 문집 서문이 1646년 12

월에 작성되었다는 이다. 윤신지가 정두경의 自編稿를 보고 문집 서문을 작성한 

바로 다음 달인 1647년 1월에 정두경이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 한 후서를 작

35) 李植, �澤 集� 권6, ｢以史冊擣粧, 偕天章往宿造紙署, 次天章韻｣

36) 李植, �澤 續集� 권5, ｢寄天章遞 文衡硯. 二絶. 此時此任, 此詩此物, 皆是文山夢中好事, 

幸勿說 他人也｣

37) 呂運弼, 2006 ｢東溟 鄭斗卿의 詩世界｣, �韓國漢詩作家硏究� 10, 241면.

38) 尹新之, �玄洲集� 권11, ｢東溟稿序｣.

<그림 3>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제8면 이식․이명한 제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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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다. 정두경이 죽마고우 서정리로부터 시화첩

을 받아보았을 때 이미 시화첩에는 신익성의 서

문과 이식, 이명한, 윤신지의 제시가 수록되어 있

었다. 정두경은 한 달 에 자신의 자편고에 서문

을 지은 윤신지의 제화시 바로 에 추가 인 제

화시를 짓고 직  썼다. 이것은 이미 해군 시

부터 정치  동고동락을 함께 하고 문장력을 통한 

교유를 통해 일종의 정서  교감을 하고 있던 이

들이 그림과 그에 한 제화시를 매개로 한 자리

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재 《이징 필 산수화조

도첩》에는 윤신지와 정두경이 지은 제화시가 나란

히 같은 면에 수록되어 있다.39) (<그림 4> 참조)

이경석 역시 제화시를 작성한 다른 문인들처럼 해군 재  시  어린 나이로 

과거에 제하면서 탁월한 문장력을 드러냈다. 당시 이경석의 을 한 유몽인, 

이정구, 이안  등 문단의 선배들이 모두 이경석의 문장을 극찬했다.40) 이경석

은 인조반정 이후인 1626년 이식, 이명한, 이민구와 함께 사가독서에 선발되었고, 

이듬해 치러진 應製試에서 장원을 차지했다.41) 孝宗 반 조선의 軍備 확충에 

한 청의 압박에 의해 책임을 지고 白馬城에 리안치되었을 때 정두경은 길 떠나

는 이경석의 조카를 통해 편지를 부치며 이경석에게 안부를 했다.42) 이경석에 

39) 윤신지는 그림에도 재능이 남달랐다. 재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소장되어 있는 <飛瀑蘆雁>

이라는 작품은 윤신지의 뛰어난 그림 재능을 말해주는 작품이다. 그리고 윤신지의 아내 

정혜옹주 역시 뛰어난 刺繡 솜씨를 지녔는데, 정혜옹주의 자수 작품 <蓮塘鴛鴦>은 서화

와 자수에 능해서 女行의 모범으로 일컬어졌던 그녀의 명성을 증명하는 작품이다. 한국

민족미술연구소편, 2003 �澗松文華� 65 ｢朝鮮中期繪畵｣, 151-152면.

40) 李景奭, �白軒先生集� 附  권1, ｢年譜 上｣. “柳夢寅逐篇批評, 有公然盛唐深得妙處, 太逼

盛唐, 忠義滿腹等語. ... 月沙李相公, 亦嘗見公課試之文, 白洲曰, 汝雖已決科, 不及此遠矣. 

... 東岳李公, 嘗見公所爲詞賦, 大加歎賞, 招澤 李公示之曰, 此他日秉文手也.”

41) 李景奭, �白軒集� 附  권1, ｢年譜｣.

<그림 4>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제9면 윤신지․정두경 제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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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두경의 안부는 이들이 오래 부터 형성했

던 교분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 교분의 하나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화시 작성이 있었음

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민구 역시 이식과 마찬가지로 해군 조정에

서 과거에 제했는데, 三場壯元을 통해 화려하

게 조정에 진출했다.43) 과거 제 후 이민구가 

弘文館 副修撰에 임명되었을 당시 부친 이수 은 

大司憲, 맏형 李聖求(1584～1644)는 사간원 獻納

으로 재직하는 등 三司의 요직에 三父子가 임명

되는 등 이민구의 家勢가 융성했다. 인조반정 직

후 이식, 이명한과 함께 사가독서를 했던 이민구

는 3년 후 다시 한 차례 더 사가독서에 선발되었

다. 이 두 번째의 사가독서 선발 명단에 이식, 이명한, 이경석의 이름이 함께 올랐

는데, 이를 통해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화시를 작성한 4명의 인물이 함께 

조정의 기 주로 각 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시화첩의 제화시를 작성한 인물들의 학문 ㆍ정서  교감이 증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조선 기 사 부들 에

서 정치 ․학문  공감 를 바탕으로 한 사 부 지식인들이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

해 문장을 통한 교감으로 이루어진 조선 기의 표  문화재임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것은 조선시  시기의 사 부들에게 공통 으로 확인되는 문화  취향이

기도 하다는 에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역사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2) 鄭斗卿, �東溟集� 권2, ｢寄白軒謫所-二首｣.

43) 李敏求, �東州集�, ｢東州先生前集序｣. “二十一己酉, 魁進士試. 越四年壬子, 由三魁擢第.”

<그림 5>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제10면 이경석․이민구 제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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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의 역사  가치

1) 詩畫를 통한 조선 기 사 부들의 교유

조선시  사 부들에게 詩書畵는 여러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지녔다. 朱熹

(1130～1200)가 書畫를 載道之具로 정의한 이후 사 부들에게 서화는 시문과 함께 

수련해야 할 상이었다. 그리고 文ㆍ史ㆍ哲을 공의 필수로 인식하고, 시서화를 

교양 필수로 인식했던 사 부들은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

고 생각하여, 시를 음미하며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며 시를 쓰기도 했다. 

한 그림에 畫題를 써서 하나의 그림 속에 시서화가 어우러져 격조 있는 멋을 이

루는 일을 시했다.44)

조선시  사 부 문인들이 주도하여 시서화가 어우러진 사례는 기부터 확인

된다. �詞翰傳芳�은 禪敎都摠攝을 역임한 조선 기의 승려 信眉의 詩卷이다. 여기

에는 신미의 동생 金守溫(1410～1481)이 지은 서문, 徐居正(1420～1488)과 姜希顏

(1418～1464)ㆍ姜希孟(1424～1483) 형제, 成任(1421～1484), 李承召(1422～1484) 

등 조선 기의 표  문인들이 작성한 친필 제화시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화원 安 이 그렸다는 석가모니와 아미타 부처의 그림 두 도 함께 粧帖

되어 있었다.45) 승려 신미의 시를 수합한 두루마리에 안견의 佛畫가 추가되고, 이

에 더해 신미 주변 지인들이 제화시를 작성하여 만들어진 �사한 방�은 조선 

기 사 부 문인들이 시와 그림을 통해 서로 교유하고 이러한 교유의 결과가 시화

첩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사한 방�은 존하지 않고, �사한 방�의 구성과 래에 해서는 조

선 기의 문인 許筠(1569～1618)이 소장하게 된 내력을 서술한 을 통해 그 

체 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46) �사한 방�을 소장하고 이에 한 을 

44) 정옥자, 2012 �지식기반 문화 국 조선�, 돌베개, 94면.

45) 許筠, �惺所覆瓿稿� 권4, ｢詞翰傳芳序｣. “題曰詞翰傳芳. 披閱之, 卽世廟朝嬖髡信眉詩卷也. 

金文良爲序, 徐剛中姜景愚景醇成重卿李三灘, 爲詩俱自書, 贊不知何人作, 而書則鄭東萊也. 

終以安可度畫釋迦彌陀二軀, 極 而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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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던 허균은 서화에 심이 많았던 인물인데,47) 그에게서 주목되는 은 이징

과의 인연이다. 허균은 1609년 遠接使 李尙毅(1560～1624)의 서장 으로 명나라 

사신을 하는 외교 으로 차출되었는데, 이 때 수행 화원으로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징이었다. 동행한 사행 일정을 통해 이징의 그림 재능을 알게 된 허균은 

이징을 당  최고의 화가로 칭송했다. 허균은 李楨(1578～1607)에 비해서는 뒤쳐

질지 몰라도 다양한 그림 소재에 능한 이징의 재능을 언 하면서 특히 인물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음을 칭송했다.48) 허균의 서화 감상은 이징과의 인연을 통해 

지속되었다.

1606년 명나라 문인 朱之蕃(1546～1624)이 황제의 長孫 탄생을 알리는 사신으

로 조선을 방문했는데, 이때 주지번은 자신이 그린 화첩인 《千古 盛》을 국왕 선

조에게 바쳤다. 이 화첩에는 滕王閣ㆍ岳陽樓ㆍ赤壁 등 국의 명승 20여 곳을 묘

사한 주지번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후 이 화첩은 義昌君(1589～1645)이 소

장했고, 의창군의 장인이자 허균의 형인 許筬(1548～1612)은 이징으로 하여  이 

화첩을 모사하게 했다. 그리고 이징의 형인 李潚이 화첩에 씨를 썼는데, 허균은 

이징의 그림이 주지번의 그림보다 훌륭하다고 평했다.49) 

조선 기 사 부들의 서화에 한 심과 제화시 작성을 통한 주변 지인들과

의 교유는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서문을 작성한 신익성에게서 집 으로 확

인된다.

46) 허균은 1607년(宣祖 40) 강원도 三陟府使로 재직하던  사헌부로부터 불교와 연 된 탄

핵을 당해 직되었다. 한양으로 돌아오던 허균은 경기도 砥平에서 머물다가 �사한 방�

을 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許筠, �惺所覆瓿稿� 권4, ｢詞翰傳芳序｣. “丁未夏, 余在三陟, 憲

司以佞佛參論, 革職歸田. 道出砥平, 宿于隣丈梁丹城思訥墅. 有稱李生 忘其名, 手一編來示, 

題曰詞翰傳芳.”

47) 허균은 실에서 좌 한 자존감과 주체성을 그림 속 이상  모습에서 찾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안식과 치유의 방편으로 간주했다. 임희숙, 2018 ｢蛟山 許筠(1569～1618)

의 도피와 치유로서의 회화 인식｣, �民族文化� 51, 158-172면.

48) 許筠, �惺所覆瓿稿� 권13, ｢題李澄畫帖後｣. 

49) 許筠, �惺所覆瓿稿� 권13, ｢題千古 盛後｣. “朱太史倩吳輞川畫 景二十幅, 皆取古名人詩文

可入於畫 以載之. ... 其本自內, 今在義昌家. 兄倩李澄榻之, 其嫡兄潚書之, 書雖不及朱公, 

而畫則優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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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소박한 터  있으니 / 선 에 기 어 집을 지었네.

다행히 그 와 사는 곳 가까워 / 강호에서도 짝이 되었구려.

가벼운 배 타고 오가며 / 술 마시고 시 읊으며 마음껏 즐겼지.50)

의 은 신익성이 《斜川詩帖》에 차운하여 작성한 시의 일부분이다. 《사천시

첩》은 조선 기의 문인 李景嚴(1579～1652)이 경기도 양주에 마련한 별장인 斜川

庄을 그린 李信欽(1570～1631)의 그림 <斜川庄八景圖>에 해 여러 문인들이 시문

을 작성하여 春夏秋冬의 4개 첩으로 제작한 것이다.51) 이경엄은 1617년부터 1646

년에 걸쳐 당 의 표  문인들과 명필가 34명으로부터 시문을 받아 시화첩을 제

작했다.52) 시문을 작성한 인물들은 부분 이경엄의 부친 李好閔(1553～1634)의 

지인들로서 이안 의 東岳詩壇과 劉希慶의 枕流臺詩社 등을 통해 이호민과 교유한 

인물들이었다.53)

《사천시첩》에는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화시를 작성한 이식도 참여했다.

나의 거처는 龍門山 동쪽에 있고 斜川은 서쪽에 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인 使君公

(李景嚴)과 친하게 지냈는데, 앞뒤에 걸쳐 서로 세상을 피해 은거한 시기도 략 비슷

했다. 《사천첩》에 해 내가 시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것은 나의 졸렬한 재

주를 감히 선보일 수 없었던 이유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實景에 심취하여 한껏 즐기고 

있느라 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  세상 일에 온통 정신을 빼앗긴 와

에 그 그림을 보고  거기에 제화시를 작성한 여러분들의 을 보게 되었으니, 어

 慨然한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54)

50) 申翊聖, � 全 集� 권1, ｢李子陵斜川莊帖次淵明韻-景嚴｣. “余亦有薄業, 結屋依先丘. 幸

子居近, 江湖且爲儔. 去來駕輕艇, 觴詠聊自酬.”

51) 조선시  사 부들이 앙 정계에서 물러났을 때 서울 부근의 先塋에 별서를 마련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조선 기 문장사 가의 일원들이 특히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

는데, 신익성의 부친이었던 申欽은 계축옥사로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 경기도 김포에 

坎止亭을 마련했고, 장유 역시 선 이 있는 경기도 안산에 海藏精 를 마련했으며, 이식

은 경기도 砥平에 澤風 을 조성했다.

52) 이경엄이 사천장을 경 하게 된 것은 해군 정권 반 발생했던 金直哉 옥사에 부친 李

好閔이 연루되어 조정에서 물러난 것과 연 이 있다. 김은정, 2009 ｢이경엄의 사천장 경

과 �斜川詩帖�의 의미 재론｣, �국문학연구� 19, 29-31면.

53) 조규희, 2006 ｢朝鮮時代 別墅圖 硏究｣,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40-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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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은 인근에 거주했던 이경엄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시화첩에 수록된 여러 문

인들의 제화시를 감상하고 자신도 참여하게 된 내력을 서술했다. 의 을 통해 

이식이 이경엄의 《사천시첩》에 제화시를 작성한 배경에 이경엄과의 지리  친연성

과 더불어 둘 사이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식은 《사천시첩》의 그림을 그린 

화가 이신흠과도 개인  친분이 있었다.

이식이 1626년 원 사 李元翼과 함께 명나라 사신 姜曰廣 일행을 맞이하기 

해 龍彎으로 향하던 도  수행 화원으로 이신흠이 동행했다. 당시 이신흠은 황해

도 평산의 蔥秀山 館所에서 아 의 홀 를 받고 화를 내며 말다툼을 벌 는데, 이

를 본 이식이 시를 지어 주며 이신흠을 달래기도 했다.55) 

조선 기 문인들이 시화를 통해 교류하던 모습은 신익성과 이식의 교유에서도 

확인된다.

에 필마로 돌아들던 강변 길 / 천산에 과 얼음 새들도 날기를 멈췄네.

산뜻하게 빛나는  그림 속 풍경 에 / 낚시터 가로지른 다리도 여 하구나.

강물 서쪽 굽이 돌아 조 한 띠 집 하나 / 추 에 움츠린 숲의  하얗게 빛나네.

산음 땅 흥이 난 손님을 하지 않는다면 / 이 녁 굴 해 사립문 열어 놓을

까.56)

의 시는 신익성이 소장하고 있는 화첩에 해 이식이 작성한 제화시이다. 화

첩의 작자는 물론 화첩의 내용에 해 하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첩 

자체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 인 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식과 

신익성이 그림과 시를 매개로 하여 서로의 교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 다.

부마 던 신익성은 평소 서화에 한 심이 지극했는데,57) 서화에 한 신익

54) 李植, �澤 先生集� 권3, ｢題李子陵-景嚴-斜川帖｣. “僕居龍門之東, 斜川在迤西. 又 主人

使君公同好, 前後棲遁略同時. 惟所 斜川帖 , 未曾 和, 非但不敢衒拙, 蓋方游泳實境, 未

暇以其文也. 今居 井乾沒中, 閱其圖, 誦諸公什, 寧無慨然.”

55) 李植, �澤 先生集� 권3, ｢戲贈李畫師｣.

56) 李植, �澤 先生續集� 권6, ｢題東淮畫帖｣. “匹馬曾從江路歸, 千山凍雪鳥休飛. 分明粉繪開生

色, 依 溪橋跨石磯. 茅茨蕭灑水西隈, 寒勒叢篁雪正皚. 不爲山陰乘 客, 柴門日夕向誰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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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심은 주변 지인들에게 리 알려졌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인들이 소장

한 서화첩에 한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다. 신익성은 부인 정숙옹주의 동

생 貞安翁主의 남편인 錦陽  朴瀰(1592～1645)와도 친분이 깊었는데, 정숙옹주와 

정안옹주가 모두 인빈김씨 소생이었기 때문이다. 박미의 6  동생인 朴炡(1596～

1632)은 부친 朴東善이 해군 조정에서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兩司

의 탄핵을 받고 직된 이후 스스로 은거했다가, 인조반정에 참여한 靖社功臣의 

일원이었다. 

서화에 심이 많았던 박정이 화첩 하나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화첩에는 명

필 宋寅(1517∼1584)과 金玄成(1542∼1621)의 씨를 비롯하여 韓濩(1543∼1605)

의 行書가 수록되어 있고, 成守琛(1493∼1564)이 직  쓴 絶句도 수록되었다. 이처

럼 명망과 덕행을 지닌 인사들의 씨가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金禔(1524∼

1593)의 인물화와 모화, 이경윤의 화조 모화, 李楨의 인물화, 그리고 李巖ㆍ李

霆ㆍ黃執中ㆍ魚夢龍의 그림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신익성은 이처럼 당  최고 문

인과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한 박정의 서화첩에 해 “康陵(明宗)과 穆陵(宣祖) 두 

시 의 유명한 작품들이 모두 박 권의 시화첩에 들어 있다.” 라고 칭송했다. 그러

면서 이 화첩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인 이징에 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징은 화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견문이 풍부하고 재능이 뛰어났으므로 마침내 두루 

통달하 다. ... 이징의 그림은 구도가 여유롭고 起伏이 법도에 맞으며, 실물을 사실

로 그리는 것은 으로 意態를 주로 하여 평범함을 월하여 신묘한 경지에 이르

다. 체로 그 체를 들어 말한다면 근세의 인물 에 계수를 제외하곤 이징과 

할 만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징이 남을 해 그린 그림이 어  한량이 있겠는가마

는 여러 작품이 모두 극치에 이른 것으로 이 화첩만한 것이 없으니, 박 (박정)을 

해 그의 재주를 다한 것이리라.58)

57) 1631년 강산 여행을 하다가 摩訶衍에서 한 승려 指空의 상화를 수리하여 사찰로 

돌려보내며 발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申翊聖, � 全 集� 권8, ｢書指空畫像軸｣.

58) 申翊聖, � 全 集� 권8, ｢書朴錦洲所藏書畫帖後｣. “李澄生於畫家, 聞見贍博, 才氣敏達, 遂

至旁通. ... 而鋪置優綽, 起伏合度, 至於肖生, 主意態, 超凡臼而臻化境. 槩擧其全, 則近世

季綏之外, 無可敵 . 澄之爲人寫絹何限, 而群品造極, 無如此帖, 爲大觀盡其伎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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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을 통해 신익성이 화가로서 이징의 능력을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이징 

역시 박정을 해 각별히 심 을 기울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익성은 의  

말미에서 박정으로부터 서화첩을 빌려 감상한 후 이 의 고를 지었다고 했는

데, 그 사이 박정이 세상을 떠났고 오랜만에 고를 발견하고는 고를 수정하여 

이 을 작성했다는 내력을 서술했다. 평소 서화에 깊은 심과 애정을 지녔던 신

익성이 박정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매개로서 서화첩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데, 다만 이 서화첩은 존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  사 부들은 시문에 한 기본  소양을 바탕

으로 제화시를 작성하며 이를 매개로 교유의 장을 만들었다. 그러한 다양한 활동

의 결과로 이미 당 에 다수의 시화첩이 제작되었는데, 각각의 시화첩 제작에 참

여하는 인물들의 詩才와 筆力, 그리고 그림을 그린 화가의 재능에 의해 시화첩의 

聲價가 명되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확인한 부분의 시화첩은 존하지 않고 단

지 기록으로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고에서 다루는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은 당  최고의 화가라는 칭송을 들었던 이징이 심 을 기울인 여러 의 산수화

와 화조화가 수록되어 있고, 당  최고의 문인들이 각각의 산수화에 해 작성한 

다수의 친필 제화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시화첩의 제작에 한 구체 인 제

작 내력을 하는 서발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2) 詩畫를 통한 同類意識의 구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작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인  네트워크에서 핵심

 인물은 신익성이다.

汝固(李植)는 얼굴을 모르는데 / 다만 그의 시격을 칭송하 네.

선조의 기풍이 무성하여 / 조  드러내고 두텁게 쌓았네. 

두 이씨(李植, 李敏求)는 청운의 그릇이니 / 문식이 어  그리 휘황찬란한가.

별안간 명성을 날리더니 / 채가 화씨벽에 비견되네. ...

洲翁(尹新之)은 자연의 순리 터득하여 / 평생 제 하고 싶은 로 살았네.

충분하구나 우리 무리들은 / 부귀는 참으로 팽개칠 만하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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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는 신익성의 교유 계를 보여주는 시 ｢十子篇｣의 일부분이다. 이 시를 

작성하기  신익성은 ｢五子詩｣를 지어 자신의 친분을 표 했는데,60) 오자로 거론

된 인물은 鄭弘溟, 崔鳴吉, 장유, 박미, 이명한이었다.61) ｢십자편｣의 서문에서 신익

성은 평생의 친구들로 이식, 이민구, 鄭百昌, 윤신지를 추가 으로 언 하며 이들

과의 친분을 언 했다.62)

신익성이 언 한 것처럼 ‘十子’의 그룹에 속하는 인물들은 모두 당 를 표하

는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뛰어난 문장력과 학문  능력을 겸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 로 당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63) 그리고 십자 그룹의 

구성원들은 신익성의 표 에 의하면 부귀라고 하는 세속  가치를 월하여 자신

들만의 가치 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감 를 토 로 한 그룹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제화시 작성에 참여했다. 우선 오자에 언 되었던 이명한, 그리고 십자로 추가되었

던 이식, 이민구, 윤신지가 제화시를 작성했고, 그 모임을 주 한 인물로 신익성이 

시화첩의 서문을 작성한 것이다. 특히 이민구의 경우는 신익성이 세상을 떠난 후 

신익성의 아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신익성의 문집을 편찬하는 일에 참여하고 문집

의 서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민구는 자신의 부친 이수 과 신익성의 부친 신흠이 

서로 교분이 두터웠다고 하는 선 로부터의 인연을 언 했다. 특히 신흠과 이수

이 문장력을 토 로 문단의 맹주를 번갈아 담당했음을 언 하면서 두 집안의 자제

들인 자신과 신익성 역시 어릴 부터 뜻을 함께 하는 사이 음을 강조했다.64)

59) 申翊聖, � 全 集� 권1, ｢十子篇｣. “汝固不識面, 但 其詩格. 蔚有乃祖風, 薄發而厚積. 兩

李靑雲器, 斧藻何煇赫. 倏然動聲價, 光比連城璧. 德餘夙抱奇, 氣銳諒無敵. 聖則淡自持, 局

束寧形戚. 洲翁得天和, 平生適其適. 淵生秉性靈, 劌鉥窮學力. 足矣吾黨子, 富貴眞堪擲.”

60) 金垠廷, 2003 ｢｢五子詩｣ 창작배경  和答詩 연구｣, �震壇學報� 96, 141-144면.

61) 申翊聖, � 全 集� 권1, ｢五子詩｣.

62) 申翊聖, � 全 集� 권1, ｢十子篇｣. “旣述五子, 而迺惟接袂一時雅皆髦穎, 何止是也. 德水李

植汝固完山李敏求子時延日鄭百昌德餘海嵩尹新之仲又, 通前五子, 合著十子篇.”

63) 申翊聖, � 全 集� 권1, ｢十子篇｣. “生也雖苦晩, 得士無媿昔. 彬彬質有文, 頗皆著名迹.”

64) 李敏求, �東州集� 권2, ｢東陽 申公文集序｣. “不佞 東陽 全申公交 早. 蓋申文貞公於

先大夫文簡公, 長相慕用至驩, 兩家子又生歲相隣, 故遇合自髫齓時已然. 旣文貞公曁先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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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시문 작성자들의 인연은 일정 부분 화가 이징의 그

림이 매개가 되었다. 시문 작성에 참여한 인물들은 서로의 공감 를 바탕으로 이

징의 그림을 애호했는데, 특히 이징의 그림에 한 신익성의 심이 지 했다.

아내가  입던 朝服을 당 잡  / 이것 한 벌만 온 히 남았네. 

우연히 옛 상자를 뒤지다 나왔으니 / 서  마음 어  그리 처량한가. 

잘라서 짧은 폭으로 만들어 이생에게 주고 / 나를 해 좋은 산수 그려 달라고 했

네. ...

나처럼 외롭고 가난한 자가 얻으면 / 하고 받는 마음 한 움큼 옥보다 더하리.

왕손의 풍치는 그 가 본디 지니고 있으니 / 그 의 그림에 나의 시편 없어서야 되

겠나.65)

신익성은 하지 못한 살림이지만 이징의 그림을 구하기 해 아끼던 옷감을 

잘라 비용을 마련했다. 의 시 앞부분에서 신익성은 그림을 구하기 해 옷감을 

마름질하는 자신에게 어느 지인이 “이징은 나라에서 솜씨 있는 사람으로 고귀한 

이들의 집을 다니며 날마다 좋은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데 어  이런 보잘 것 없는 

바탕에 그림을 그리겠는가.”라며 핀잔을 들었던 내력을 언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익성은 어렵게 구하는 이징의 그림에 자신의 제화시를 더하는 것을 최종 으로 

희망했는데, 여기서 그림을 애호하는 조선시  사 부들의 모습과 그림과 시가 만

나 하나의 문화재가 제작되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징의 그림에 한 심은 제화시를 작성한 이식에게서도 확인된다. 1625년 이

식은 승지에 임명되어 승정원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승정원의 승지가 두 명이나 

자리를 비우게 되어 이식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승지가 아침부터 녁까지 분주

用文章闢 奧, 迭主夏盟, 兩家子俱治筆硏, 嗣脩其家業. ... 唯東陽公幼通籍禁掖, 襲綺紈爲豪

擧, 而於藝苑閫域, 一超便詣.”

65) 申翊聖, � 全 集� 권1, ｢余求李澄畫用故絹 裁爲數幅或 李生國手遊貴家日掃好東絹豈肯

涴此弊質余遂題古風一首以勖之｣. “家人典盡 袍笏, 獨此一襲能得全. 偶爾披閱 巾衍, 感懷

惋傷何悽然. 裁 短幅付李生, 爲我掃取好山川. ... 李生之筆雖云妙, 貴家視之不甚憐. 如我孤

貧 獲之, 拜受不翅拱壁焉. 王孫風致君自有, 君畫可無吾詩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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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식은 ‘승정원의 가을 흥취(銀臺秋 )’

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그림을 하게 되었다. 그 그림의 내용은 4명이 골짜기를 

굽어보고,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강물에 배를 띄운 모습을 각각 그린 것이었다. 

이에 이식은 분주한 나날 속에서도 항상 동경하던 흥취를 표 한 그림을 본 후 그 

감흥을 바탕으로 발문을 작성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이징이었다.66)

이식은 평소에 이징과의 친분이 있었고, 그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이징의 그림에 

한 다양한 제화시를 작성했다. ‘까마귀의 효성(返哺烏), 물고기 잡는 가마우지

(捕魚鸕鶿), 숲 속의 학(竹鶴), 갈 밭의 기러기( 雁)’ 라는 4가지 주제로 이징

이 그린 화조화에 한 이식의 제화시는 이식이 평소 이징의 그림에 한 깊은 애

정과 심이 있었음을 말해 다.67) 

이징의 그림에 한 이식의 품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화시 작성은 이식의 후

배 羅萬甲(1592∼1642)이 소장한 화첩에 해 작성한 이식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羅學士 夢賚(나만갑)의 선군 牧使公(羅級)이 石敬의 그림 10첩을 오래도록 소장하

고 있었는데, 그 화첩은 검은 바탕에 黃白의 가루를 써서 그린 것이었다. 그리고 좌

측에 각각 시를 첨부했는데, 그 시들은 모두 한 시 를 울린 名家의 작품으로, 우리 高

王父 容齋公(李荇)의 시도 한 편 수록되어 있었다. 몽뢰가 일 이 이 화첩을 새로 단

장하려고 그림과 시를 따로 떼어 놓았었는데, 丁卯胡亂 과정에서 그림은 바닷가에서 

잃어버리고 시만 홀로 온 하게 남게 되었다. 이에 나라의 畫工 이징에게 부탁하여 시

의 내용을 근거로 그림을 그리게 해서 모두 옛 모습 로 복원한 뒤 다시 시를 그 자리

에 배치했다. 그리고 몽뢰가 나를 찾아와 이에 한 략 인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다.68)

66) 李植, �澤 先生集� 권9, ｢題銀臺秋 圖｣. “畫四人臨壑憩亭泛江各一幅, 而署之曰, 銀臺

秋 圖. 銀臺無是事也. 是秋, 臺中曠二員, 吾四人晨夜押尺一文字, 襆被遞直, 卒卒靡斯

得騁登臨之 .”

67) 李植, �澤 先生集� 권3, ｢題李澄畫-四絶｣. 

68) 李植, �澤 先生集� 권9, ｢羅夢賚家藏畫帖序｣. “羅學士夢賚先君牧使公, 藏有石敬畫十帖, 

帖以黑爲質而用黃白金泥筆之. 左旁各貼詩, 皆一代名家, 余高王父容齋公一章, 亦在其中. ... 

夢賚嘗欲改粧, 離畫 詩, 丁卯虜變, 畫湮於海而詩獨全. 乃命國工李澄, 按詩作畫, 一依前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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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은 나만갑의 부탁을 받고 나만갑이 선 로부터 소장해 왔던 화첩이 병란으

로 화를 입은 이후 이를 보완하여 改粧한 내력을 서술했다. 병란으로 훼손된 그림

은 본래 강희안의 뒤를 이어 조선 기에 활동한 화가 石敬(1440～?)의 그림이었

다.69) 나만갑은 병란으로 소실된 석경의 그림을 당  최고의 화가에게 부탁하여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하여 화첩을 복원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인물이 바로 이징이

었다. 

그런데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징이 소실된 그림을 복원할 수 있었던 근거와 방

법이다. 나만갑은 비록 병란으로 시화첩의 일부분이 사라졌지만, 시화첩의 나머지

인 제화시를 통해 그림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했고, 그러한 나만갑의 기

에 부응하여 이징은 제화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라진 그림을 옛 모습 로 복

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만갑은 그 게 제작된 그림을 이 에 작성되었던 제화

시와 함께 다시 제자리에 배치하여 손실된 시화첩을 복원할 수 있었다. 시와 그림

이 함께 꾸며진 시화첩의 각별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목이다.

시화첩의 복원 내력을 서술한 이식은 이징이 석경의 그림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제화시에 해서도 그 역사  의미를 부여했다. 

그 당시는 태평을 구가하여 館閣에서도 별로 할 일이 없었던 때로서 그림을 보고 

경물을 감상하며 얼마나 멋들어지게 唱酬했는지를 지 도 이 시들을 통해 상상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지 이 비록 兵禍를 겪고 난 혼란기라 하더라도, 이따 씩 名勝을 

찾아가서 詩文의 묘한 경지를 펼쳐낸다면, 어  그것이 이징과 더불어 뛰어난 재능을 

다투는 정도에 그치겠는가. 나만갑이 만약 이 시에 상응하는 그림들을 모두 구해 얻을 

수만 있다면, 후 에 더욱 기이한 보배로 해질 수 있을 것인데, 나도 여기에 참여하

여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면 무척 다행이리라.70)

復以其詩配焉. 夢賚要僕記其槩.”

69) 석경은 생애는 물론 그의 그림에 해서도 재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安 의 제자

라는 이 주목된다. 존하는 석경의 유작은 인물화와 翎毛畵가 심을 이루는데, 간송

미술문화재단에 소장된 <溪山晴樾>은 조선 기 산수화풍의 형 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안견과의 련성을 입증할만한 가장 신빙성 높은 작품이다. 한국민족미술연구소

편, 2006 �澗松文華� 70 ｢澗松誕辰百周年紀念號｣,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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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이 시와 그림이 하나의 화면에서 서로 어울려 이룩한 성취를 매우 이상

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시가 병란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림이 화재로 소실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시 는 그림을 통해 다시 시

와 그림의 결합을 재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식이 생각하는 시화첩의 가치이다. 

한 이식은 그림을 감상하고 시를 노래하는 문화의 향유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융성했던 이 의 문화 수 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 

시화첩이 지닌 역사  가치에 한 견해는 다음의 사례에서 더욱 구체 으로 

짐작할 수 있다. 1631년 신익성이 말미를 얻어 강산을 유람하게 되자 지인들이 

별연을 마련했다. 별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시를 지어 여행을 축하했고, 

신익성이 여행 도  지은 시들을 모아 함께 수록하여 詩帖을 제작했다. 당시 제작

되었던 시첩이 존하지 않기 때문에 신익성의 강산 여행을 송하는 자리에 참

여한 인물들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동명집�에 수록된 당시의 별시를 

통해 정두경의 참여를 짐작할 수 있다.71) 

신익성과 각별한 교분을 맺었던 이식은 杆城郡守에 임명되어 먼  한양을 떠났기

에 별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식은 별연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 하던 에 국

왕의 명을 받고 앙 조정에 복귀하여 지인들과 시간을 내어 崇禮坊에 있는 신익성

의 집을 방문해서 시첩을 하게 되었다. 그 시첩에는 별연 당시 여러 사람들이 

지은 시와 함께 신익성이 강산과 주변을 여행하며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었는

데, 이식은 시첩의 시들을 보면서 자신이 재임했던 간성을 비롯하여 강산 주변의 

풍경을 회상하며 별연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상쾌함으로 환할 수 있었다. 

全公(신익성)이 嶺東 지방으로 여행을 떠날 때 藝苑의 여러 사람들이 餞別宴을 

마련하고 시를 지어 송했다. ... 이런 을 얻어 보게 된 것은 상쾌한 일이다. 가령 

수십 년이나 백 년이 지난 뒤에 옛것을 좋아하는 文士가 다행히 이 詩軸을 얻어 보게 

70) 李植, �澤 先生集� 권9, ｢羅夢賚家藏畫帖序｣. “顧彼時昇平, 館閣無事, 看畫賞物, 唱酬之盛, 

猶可想見. 今雖干戈怳悴, 數王名勝詞翰之妙, 何啻 澄爭工. 羅君倘盡求得之, 其傳當益奇, 

僕何幸 寓目焉.”

71) 鄭斗卿, �東溟集� 권6, ｢ 東陽 遊楓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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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공의 스럽고 아름다운 詩韻과 기걸찬 자취는 물론, 한 시 의 文壇을 풍미한 

 성 한 詞翰이 마치 ‘성인이 나오면 만물이 우러러보게 되는 것(聖人作而萬物覩)’처

럼 다시 약동할 것이다. 어  아침과 녁 사이로 만나는 격(朝暮遇之)이라고 해야 하

지 않겠는가.72)

시화첩은 병란을 통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시나 그림을 통해 다시 복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후세에 해지게 되는 시화첩은 짧게는 

수십 년 혹은 길게는 백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선조들의 뛰어난 문화 수

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을 이식은 지 했다. 그리고 그러한 선

조들의 훌륭한 자취는 마치 임 과 신하가 만나 훌륭한 정치를 이루고자 할 때 聖

君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만백성이 성군을 우러르게 되는 것처럼, 후손들의 시

에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73)

신익성의 강산 여행 별연에 참여했던 정두경은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使君 徐勉仲(서정리)은 나의 죽마고우이다. 나에게 화첩 하나와 그 화첩에 제술한 

시문을 보여주었다. 그림은 畫師 이징의 필 이었고, 시문은 玄洲(윤신지), 東淮(신익

성) 두 명의 都 와 白洲(이명한), 澤 (이식) 두 명의 尙書가 지은 것이었다. 시문과 

그림 모두 한 시 의 묘한 걸작이니, 그 그림을 하고 그 시문을 읽으니 세속의 胸

襟을 씻어내고 滄洲의 정취를 일으킬 만하 다. 다만 백주와 동회는 이미 故人이 되었

으니, 화첩을 펼쳐놓고 감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물이 흘 다. 면 (서정리)이 나에게 

이어서 화답하기를 청했다. 나는 다행히도 면  덕분에 묘한 시와 그림을 직  보고

서, 세속의 흉 을 씻어내고 창주의 정취를 일으키게 되었다.  스럽게 여러 公들

의 아래에 이름을 나열하게 되었고, 한 山陽의 옛 일에 한 그리움이 들었다. 구 

10수를 지어 화답하고, 다시 이를 기록한다.74)

72) 李植, �澤 先生集� 권9, ｢題東陽 申公東遊詩卷後｣. “ 全公之觀於嶺東也. 藝苑諸公, 祖

餞以詩. ... 然猶以得見斯文爲快. 如使數十百年之後, 操毫好古之士, 幸待此軸而閱之, 則公之

雅韻奇蹤, 夫一時擅場詞翰之盛, 當復躍然如覩. 寧不曰朝暮遇之哉.”

73) �周易�, ｢文 ｣ ‘九五’.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74)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後序. “徐使君勉仲, 余竹馬友也. 示余一畵帖, 若述畵帖詩文. 畵李

畵師澄筆也, 詩文玄洲ㆍ東淮兩都 , 白洲ㆍ澤 兩尙書作也. 詩文 畵, 俱妙絶一代, 其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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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의 시문 작성자들  가장 나이가 었던 정두경이 발

문을 작성한 시 은 신익성이 서문을 작성한 때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난 1647년

이었다. 정두경은 화첩의 소장자 서정리와 죽마고우 고, 서정리로부터 화첩을 

해 받은 후 발문을 작성하게 된 내력을 서술했다. 서문을 작성한 신익성과 제화시

를 작성한 이명한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시 이었기 때문에 정두경은 처음 화첩을 

비하며 서정리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시문을 구해 받았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

고 그 과거의 시간에는 신익성과 이명한 등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선배들과의 시

화를 통한 교유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다.75) 

지난 시 에 한 정두경의 그리움은 세속의 흉 을 씻어내고, 여러 선배들의 

에 이어 자신의 을 함께 수록하는 으로도 이어졌다. 특이 한 달  자신

의 자편고에 서문을 지은 윤신지의 제화시에 뒤이어 시를 작성한 정두경의 모습은 

조선 기 사 부들이 정서  교감을 바탕으로 특정한 동류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 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이징 필 산수화조

도첩》은 정두경 이후 이경석과 이민구의 참여로 동유의식이 더욱 구체화되었음을 

보여 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  사 부들은 그림과 서화를 동일한 범주 안에

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림에 한 제화시를 작성함으로써 그림과 시가 하나의 

이상 인 문화재로 구성되는 통을 만들었다.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그러한 

조선시  사 부 문화를 변하는 작품으로 거의 완벽한 상태로 존하는 조선

기의 표  시화첩이다. 이와 같은 문화  통은 조선후기에도 지속되었는데,76) 

讀其作, 足以滌塵土之襟, 起滄洲之趨矣. 但白洲ㆍ東淮已爲古人, 披玩之餘, 不覺淚下. 勉仲

請余續和. 余自幸因勉仲, 寓目妙絶詩畵, 滌塵土之襟, 起滄洲之趨. 且榮列名于諸公之下, 又

有山陽懷 之感. 遂和作絶句十首, 復爲之識.”

75) ‘山陽의 옛 일에 한 그리움’에서 山陽은 국 河南에 있는 지명이다. 晉의 嵇康과 向秀 

등이 이곳에 살면서 竹林의 교유를 했는데, 훗날 向秀가 山陽을 지나며 젓  소리를 듣

고 죽은 친구인 혜강과 呂安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할 수 없어 ｢思 賦｣를 지었다고 하

는 고사가 있다. 이로 인해 산양의 옛 일에 한 그리움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을 의미한다. �晉書� 권49, ｢向秀列傳｣.

76) 18세기 崔北이라는 걸출한 화원의 그림을 매개로 하여 경기도 安山에 거주했던 驪州李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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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존 시화첩들 에서 비교  시기가 빠를 뿐만 아니라 

시화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 당 의 문단과 화단을 표한다는 에서 문화사  

가치가 더욱 주목된다. 

4. 맺음말

시서화를 시했던 조선시  사 부들은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했다. 그러므로 그림에 한 제화시를 작성하는 문화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  사 부들은 시를 통해 만나고 

시를 통해 이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 세태를 비 하고 자신의 정치

ㆍ학문  지향을 표 했다.77) 사 부들의 만남과 이별의 자리에서 시가 작성되고 

그림이 그려져 시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통은 조선시 의 격조 높은 문화를 표

한다.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조선 기 사 부 문인들이 시와 그림을 통한 교

유의 장에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한 결과물이 그림과 시로 어우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소 한 문화재이다.

조선시  사 부 문인들의 제화시와 화가의 그림이 하나의 시화첩으로 꾸며진 

사례는 조선 기부터 기록을 통해 부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그 결과물인 시화첩이 재까지 실물로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쟁으

로 인한 병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실되기도 했지만, 시화첩의 聲價에 따라 시

를 지속하는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성가는 결국 제화시를 작성한 인물이나 

그림을 그린 사람의 문장력과 필력 등을 비롯한 참여 인물들의 재능과 사회  명

가문을 심으로 주변의 문인 혹은 여항문인화가들과 함께 교유했던 모습도 그러한 문화

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權惠銀, 2012 ｢崔北의 花鳥翎毛畵를 통해 본 安山文人들과의 

交遊｣, �미술사연구� 26, 158면.

77) 17세기 斥和論의 표자 金尙憲(1570～1652)과 主和論의 표자 崔鳴吉(1586～1647)이 

丙子胡亂 이후 청나라 瀋陽에 투옥되었을 때 서로의 마음을 시를 통해 주고받은 일화가 

표 이다. 



470 奎 章 閣 58  ․

망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국왕의 사 인 부마를 비롯하여 문형을 역임한 당  

최고의 문인들이 제화시를 작성했다는 에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조선 기

를 표하는 독보  가치를 지닌 문화재임에 틀림 없다. 한 서문과 발문은 물론 

제화시를 작성한 인물들의 개인 문집, 그리고 련 자료들을 통해 《이징 필 산수

화조도첩》의 역사성이 구체 으로 밝 진다. 특히 이들이 정치 으로 동고동락하

고 문장력을 바탕으로 조정과 문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모습들은 이들이 정서  교

감을 토 로 동류의식을 형성해 나갔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이다.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에는 그림이 다 담지 못한 것에 한 시의 提 , 그리고 

시가 다 드러내지 못한 것에 한 그림의 應 가 담겨있다. 그림과 시가 만나 상

호작용한 감성은 서문과 제화시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것은 조선 사 부들이 도를 

‘실천’하는 양식으로서의 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 부들의 부단한 쓰

기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과 응 를 한 권의 시화첩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본 논문은 일면을 들어 올렸을 뿐이다. 이 논문이 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차차 

더해져 법고창신의 흐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논문투고일(2021. 5. 14),   심사일(2021. 5. 25),   게재확정일(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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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rief Study of the Formation of the Literati’s Friendship 

through Poems and Paintings in the Mid-Joseon Period with Focus 

on The Album of Landscape, Flowers, and Birds by Yi Jing (李澄) 

(National treasure No.1985)

Oh Se-hyun *

78)

The Album of Landscape, Flowers, and Birds by Yi Jing (李澄, 1581-?)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artworks in Joseon Dynasty that can reveal how the eminent literati of 

the time formed friendship through poems and paintings. Yi Jing, a distinguished painter 

of the mid-Joseon period, created the album. Sin Ik-seong (申翊聖, 1588-1644), one of the 

sons-in-law of King Seonjo (宣祖, r. 1567-1608), wrote the preface. Yun Sin-ji (尹新之, 

1582-1657), another son-in-law of King Seonjo, and five other literati wrote a large 

number of poems on the paintings in the album. One of them, Jeong Du-gyeong (鄭斗卿, 

1597-1673), wrote a colophon that corresponds to the essay. The album was owned by 

Seo Jeong-ri (徐貞履, 1599-1664), the son of Seo Gyeong-ju (徐景霌, 1579-1643) who 

was another son-in-law of King Seonjo.

The Yi Jing album has a historical meaning in that literati’s cultural activities of 

contributing poems to the paintings served as a means of forming collective identity and 

friendship. The men who wrote the foreword and poems on the paintings all shared the 

political ordeal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光海君, r. 1608-1623) and after the 

enthronement of King Injo (仁祖, r. 1623-1649). In the poems, they show their writing 

skills. The paintings and poems in the Album of Landscapes, Flowers, and Birds offer 

* Professor, Dept. of Histo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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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into the achievement of the Three Perfections (詩書畵三絶) by Yi Jing, Sin 

Ik-seong, and others. 

Key words : The Album of Landscape, Flowers, and Birds Yi Jing (李澄), Sin Ik-seong 

(申翊聖), Yi Sik (李植), poems on paintings (題畵詩), Cultural Heri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