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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이 책은 17세기 조선의 학자 불온당(不慍堂) 성(成)공 휘 창원(成昌遠, 1601-1680)

의 전해지는 시(詩)와 문(文)과 그에 대한 만사(輓詞)와 제문(祭文), 행장(行狀)과 묘

갈명(墓碣銘) 등의 부록을 엮어 만든 불온당집(不慍堂集)이다. 한국역대문집총서에 

포함되어 전해지는 한자(漢字) 판각본(板刻本)은 1920년에 성근호(成瑾鎬)를 대표로

한 그의 후손들이 집안에 남겨진 불온당이 직접 쓴 시와 문을 제1권에, 불온당 당

대와 구한말 영남(嶺南) 유학자(儒學者)들이 불온당에 대해 찬(撰)한 글들을 제2권

에 한 질로 모아 판각하여 출판한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어언 백 년이 지나, 이 한

자 판각본을 후손들이 현대 한학자 한송(寒松) 성백효(成百曉) 선생께 부탁하여 우

리말로 번역하여 창녕성씨 정절공파 불온당종중의 후원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바쁘

신 가운데도 흔쾌히 번역해 주시고 상세히 주를 달아 주신 한송 선생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번역본은 후손들과 더불어 많은 일반 독자들이 17세기 시문을 읽어 감상하고,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지녔던 충(忠), 효(孝), 신의(信義), 선비정신, 호연지기(浩然之氣)와 같은 정신적 가

치와 전통은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단절되고 

겉으로 보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 지 오래이다. 저자의 호인 불

온(不慍)이라함은 학문을 강마하고 덕행을 행함에 있어 남이 알고주고 알아주지 않

음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닦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선행 하나

로, 작은 업적 하나로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과 전통이 오늘날에도 계승되어 좋

은 사회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기 2015년 1월

                                        불온당 후손 성낙희, 성낙세, 성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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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당집(不慍堂集)》 국역을 마치고

  이 책은 불온당(不慍堂) 성공 창원(成公 昌遠, 1601~1680)의 유고(遺稿)와 공에 

대한 만사(輓詞)와 제문(祭文), 행장(行狀)과 묘갈명(墓碣銘) 등의 부록을 국역한 것

이다. 공은 우리 성씨의 관향인 창녕에서 출생하시어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 선생을 사사하고 문학이 뛰어나 향시에 여러 번 급제하였으나 문과에 

낙방하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人不知而

不慍 不亦君子乎]”라는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따라 ‘불온당’이라고 자호하시고 일

생을 효제(孝悌)와 충신(忠信), 후진양성에 바치신 인물이다. 

  선비가 꼭 출세하여 높은 벼슬을 하고 명성을 얻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고 자제들을 잘 가르쳐 

가문의 명성을 계승하며, 시주(詩酒)로 일생을 즐겁게 사는 은사(隱士)야말로 진짜 

훌륭한 군주이다. 

  공의 글은 얼마 되지 않는다. 후세에 유실된 탓도 있겠지만, 우리 선조들은 특별

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글을 모아 후세에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 또한 

겸손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선조의 한 수(首)의 시(詩)와 한 

편의 글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조의 인품과 교우관계 등을 알려면 만사

와 제문·행장 등의 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행히도 공은 훌륭한 후손을 두어 이것을 잘 지켜왔고 또 책으로 엮어 

발간하였으며, 이제 또다시 어려운 한문을 우리 글로 국역하여 출간하려 한다. 얼마 

전, 그 후손인 성영철(成靈哲) 박사로부터 번역을 부탁받고는 선조의 사상을 이어오

고 가문을 잘 지켜오는 일가분들을 보면서 똑같은 시중공(侍中公)의 후손으로서 긍

지와 보람을 느껴 사양하지 않고 번역에 착수하였다. 주석은 되도록 자세히 내되, 

근세의 인물에 더 상세히 한 것은 이분들의 인물이나 활동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

았기 때문이었다. 성 박사의 주선으로 주를 보충하여 더욱 명백한 역서가 될 수 있

었다. 

  본인이 정성을 들였지만 워낙 어려운 한문이다 보니, 오역이 없지 않을 것이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주역(周易)》에 “선(善)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후손

의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 하였다. 공의 적덕(積德)과 가문의 선행(善行)

으로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고 있다. 후손들은 더욱 뿌리를 잊지 말고 공의 후손답

게 전통을 이어가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다. 

2015년 1월 20일  역자 성백효(成百曉)는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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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한국역대문집총서(韓國歷代文集叢書)에 실린 한자(漢字) 판각본(板

刻本) 《불온당문집(不慍堂文集)》이다. 이 한자 판각본은 1920년에 성근호(成瑾鎬)를 대표

로한 불온당의 후손들이 집안에 남겨진 불온당이 직접 쓴 시와 문을 제 1권에, 불온당 당대

와 구한말 영남(嶺南) 유학자(儒學者)들이 불온당에 대해 찬(撰)한 글들을 제 2권에 한 질로 

모아 판각하여 출판한 것이다. 원문 이미지는 한국학 종합 데이터베이스(DB)  

http://db.mkstudy.com/coll/korean-anthology/book/34774/ 에서 볼 수 있다.

2. 내용이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호가 사용되었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넣을 때 사용되었다.

[   ] : 번역문과 뜻은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넣을때 사용되었다.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넣을 때 사용되었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넣을 때 사용되었다.

「   」 : ‘   ’ 안의 재인용 문구를 넣을 때 사용되었다. 

『   』 : 「  」안의 재인용 문구를 넣을 때 사용되었다.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넣을 때 사용되었다.

〈   〉 : 책의 편명 및 운문·산문의 제목을 넣을 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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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目錄

불온당 일고 서 不慍堂逸稿 序 (鄭在敎 序)

불온당 일고 제1권 不慍堂逸稿 卷之一

시詩

백암정에 붙여 올리다 백암정은 성현이 건축한 것이다 寄呈白巖亭 成琄所築

쌍석에 쓰다 題雙石

척금대에서 정후 도응 과 작별하다 滌襟臺別鄭侯 道應

용산록을 읽다 진사 양훤이 기록한 것이다 讀龍山錄 楊進士咺所錄

이지현 대 에게 화답하다 2수 和李知縣 垈 二首

매화를 보내준 유공에게 감사하다 謝兪公 送梅

하양여 흡 와 박 찰방 수홍 과 작별하다 別河瀁汝 洽 朴察訪 守弘

자련사에 쓰다 題紫蓮寺

스스로 서글퍼하다 自悼

죽은 아내의 꿈을 꾸다 夢亡妻

글을 써서 아들 남두에게 보여주다 書示兒子南斗

곽 전적 회부 연 를 추억하다 憶郭典籍會夫 硏

문가에 있는 용주를 읊다 詠門上龍柱

칠원의 장수방에서 곽회부의 시에 화답하다 漆原長壽房和郭會夫

홍태수 처공 가 매화를 읊은 시에 차운하다 次洪太守處恭詠梅詩

도야정 잡영 道也亭雜詠

서산의 석양 西岑夕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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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 모퉁이의 아침 아지랑이 北角朝嵐

앞마을의 밥짓는 연기 前邨炊烟

평교의 저녁 피리소리 平郊晩笛

백사장의 갈매기 沙鷗

가을 달 秋月

차가운 매화 寒梅

떨기 국화 叢菊

푸른 대나무 綠竹

붉은 복사꽃 紅桃

윤생원 근 에게 올리다 2수 呈尹生員 瑾 二首

우포에서 뱃놀이하다 을사년 船遊于浦 乙巳

허태수 담 가 노인을 잔치하는 자리 위에서 許太守 墰 宴老人席上

강자원과성사달하민등삼십여명과함께화왕산에올라곽망우당의장단에쓰다與姜子源

成士達 夏敏 三十餘人步上火旺山題郭忘憂堂將壇

가야산에 유람할 적에 조성주의 시운에 차운하다 遊伽倻山次曺星州韻

정군 우 에게 주다 贈鄭君 堣

벗 강자원을 애도하다 悼姜友子源

빠진 이빨을 보관하다 藏落齒

손을 다치다 傷手

선비의 휘일에 先妣諱日

양생 시지에게 주다 贈楊生時之

허생원 점 과 하양여 흡 를 전송하다 送許生員 坫 河瀁汝 洽

오진사가 보내준 시에 화답하다 和吳進士見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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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당의 여러분에게 올림 呈校堂諸員

양정서원의 유생인 황락부 협 등 여러분이 내가 동주로 있다 하여 원록을 정리해 줄

것을 청하고 또 향리 사람들을 평론해주기를 요구하므로 시로써 사절하였다 무신년

陽亭書院儒生黃樂夫 悏 諸人 以余居洞主 請修整院錄 且要評論鄕人 詩以辭之 戊申

아들 남규를 그리워하다 思兒子南奎

죽은 아들 남벽을 서글퍼하다 悼亡子南璧

죽은 조카 남익을 애도하다 무오년 悼亡姪南翼 戊午

해인사에 유람하다 遊海印寺

회포를 쓰다 書懷

풍성에서 회포를 읊다 豐城詠懷

불온당에 스스로 쓰다 自題不慍堂

양도남의 시에 차운하다 次韻 楊道南

백암정의 시운에 차운하다 次白巖亭韻

관룡사에서 심좌랑 약해 와 양진사 훤 를 그리워하다 觀龍寺憶沈佐郞 若海 楊進士 晅

노군 시박 의 쌍매당 운을 차운하다 작은 서문도 함께 짓다 次盧君 時鑮 雙梅堂韻 幷小序

관북으로 가는 자형(姊兄) 김군 용 을 전송하다 送姊婿金君 鎔 之關北

만사輓

양진사에 대한 만사 輓楊進士

노자흡 훈 에 대한 만사 輓盧子翕 壎

김 판관 영후 에 대한 만사 輓金判官 纓後

곽 전적 언숙 융 에 대한 만사 輓郭典籍彥叔 瀜

강 직장에 대한 만사 輓姜直長

김정숙에 대한 만사 輓金貞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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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적 회부에 대한 만사 輓郭典籍會夫

안익중 상한 에 대한 만사 ○작은 서문을 함께 짓다 輓安翼仲 翔漢 ○幷小序

이 첨사 경략 여정 에 대한 만사 輓李僉使景略 汝靖

동지 박백헌 유 에 대한 만사 輓朴同知伯獻 瑠

제문祭文

한강 정 선생에 대한 제문 계묘년 3월 이장(移葬)할 때임 祭寒岡鄭先生文 癸卯三月改葬時

내구 월담 김공 정룡 에 대한 제문 祭內舅月潭金公 廷龍 文

오진사에 대한 제문 祭吳進士文

노자흡에 대한 제문 祭盧子翕文

내구 국원공 정견 에 대한 제문 祭內舅菊園公 廷堅 文

박백헌에 대한 제문 祭朴伯獻文

재종제 덕수 창매 에 대한 제문 祭再從弟德叟 昌邁 文

잡저雜著

글을 써서 현손 세탁에게 보여주다 書示玄孫世鐸

불온당 일고 제2권 不慍堂逸稿 卷之二

부록附錄

행록 行錄 (樵軒 成瑾鎬 術)

행장 行狀 (小訥 盧相稷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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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명 병서 墓誌銘 幷序 (晦堂 張錫英 撰)

묘갈명 병서 墓碣銘 幷序 (深齋 曺兢燮 序)

만장 양도남 輓章 楊道南

제문 김원길 祭文 金元吉

또 진사 도처화 又 進士 都處華

또 이광윤 又 李光潤

또 재종질 이인 又 再從姪 以仁

도야정 기 직강 윤명철 道也亭記 直講 尹命哲

또 무금당 양도남 又 無禁堂 楊道南

불온재 기 진사 김재인 不慍齋記 進士 金在仁

증정 받은 시편 贈遺詩篇

병중에 자이에게 보여주다 어촌 양헌 病中示成自邇 漁邨 楊晅

성자이와이덕구가관룡사에유람할것을청하였으나병으로부응하지못하였다成自邇李

德耉請遊觀龍寺以病未副

도야정 2수 무금당 양도남 道也亭 二首 無禁堂楊道南

차운 2수 次韻 二首

또 又

발문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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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당 일고 서

不慍堂逸稿 序

나의 선조이신 한강(寒岡) 선생1)의 문하에 어진 명사들이 많았는데, 이

분들이 함장(函丈)2)에서 훈도(薰陶) 받은 것이 각각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황하(黃河)의 물을 마셔 양(量)을 채운 실제3)가 풍부

한가 풍부하지 않은가는 수학한 세월이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아니다. 불온당(不慍堂) 성공(成公)은 약관 시절에 한두 번 문하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스승의 은택을 입음이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여겼

다.

불온당의 저술이 다 전해지지 못하여 도(道)를 들은 것이 깊은지 얕은지

를 자세히 헤아릴 수가 없으나,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한 데서 그 효성을

알 수 있고, 여러 현자(賢者)들을 추종(追從)할 적에 견수(肩隨)4)한 데서

사람들과 사귐에 도(道)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임천(林泉)에서 부지런히

학문을 닦은 데5)에서 뜻과 마음의 높음을 알 수 있다.

1) 한강(寒岡) 선생 : 정구(鄭逑, 1543∼1620)로 한강은 그의 호이고 자는 도가(道可), 본관은 청주(淸州),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어린 시절 5촌 이모부 덕계 오건(吳健)에게서 가학으로 배우고, 나중 당대 삼현

(三賢)인 퇴계(退溪) 이황(李滉), 남명(南冥) 조식(曺植) 그리고 대곡(大谷) 성운(成運)에게서 성리학을 배

웠으며, 과거(科擧)를 단념하고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천거로 창녕 현감(昌寧縣監)에 제수되고 이후 공조 

참판(工曹參判), 대사헌(大司憲) 등을 역임하였다. 여러 분야에 두루 능통하였으나 특히 예학(禮學)에 정

통하여 명성이 높았다. 

2) 함장(函丈) : 한 길[丈]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이란 뜻으로 스승과 강론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예기

(禮記)》<곡례(曲禮)>에 “만약 음식을 대접하는 손님이 아니고 스승과 강론하는 자리이면 깔자리를 펴

되 한 길쯤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을 띄운다.[若非飮食之客 布席 席間函丈]”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3) 황하(黃河)의……실제(實際) :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 성취한 실재를 이른다. 《장자(莊子)》<소요

유(逍遙遊)>에 “두더지는 황하의 물을 마셔도 자기 배를 채움에 지나지 않는다.[偃鼠飮河 不過滿腹]”라

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황하의 물은 바로 스승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배우는 자의 능력과 

정성에 따라 각기 성취함이 다름을 의미한다. 

4) 견수(肩隨) : 동행하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걷되 조금 뒤처져서 따라가는 것으로, 자신보다 조금 

연장인 사람에 대해 예우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예기》 <곡례 상(曲禮上)>에 “나이가 배 이상이 많

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열 살 이상이 많으면 형처럼 섬기고, 다섯 살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

되 조금 뒤처져서 따른다.[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之]”라고 보인다. 

5) 부지런히……데 : 원문의 ‘장수(藏修)’는 장수유식(藏修游息)의 줄임말인바, 장수는 항상 학문을 닦아 게

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식은 정해진 과정에 의해 쉬는 시간에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한

다. 《예기》 <학기(學記)>에 “군자는 학문할 적에 장하고 수하고 유하고 식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修

焉 息焉遊焉]”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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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자신의 서재에 편액(扁額)한 것이 절대로 남에게 있는 것을 가지

고 기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니,6) 그렇다면, 그 힘쓰는 바가

자신에게 있을 뿐이다.

아! 공은 서계(西溪) 김공(金公)7)의 외손(外孫)으로서, 김공이 물려준

기맥(氣脈)을 이어받았으니, 스승을 따라서 받은 가르침은 본래 이미 흰

비단에 그림을 가한 것이었다.8)

내가 일찍이 하산(夏山)9)에 이르러 그 자손들이 대대로 유당(遺堂)을 지

킨다는 말을 듣고는 한 번 유적을 찾고자 했는데, 하루는 그의 8세손인

근호(瑾鎬)씨가 일족(一族)인 원영(遠永)과 계호(繼鎬)를 보내어 공의 유고

(遺稿)를 받들고 와서 나에게 서문(序文)을 청하니, 이는 내가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서가 아니요 아마도 내가 사문(師門)의 후손임

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사양하지 않고 이것을 써서 자손(慈孫)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바이

다.

대한제국(大韓帝國) 홍문관(弘文館)의 옛 관리인 청주(淸州) 정재교(鄭在

敎)10)는 삼가 쓰다.

6) 자신의……것이니 : 주인공이 자신의 서재에 불온당(不慍堂)이라고 편액한 것을 말한 것인데, 이는 《논

어(論語)》  <학이(學而)>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

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다.

7) 서계(西溪) 김공(金公) : 김담수(金聃壽, 1535∼1603)로, 서계는 그의 호이고 자는 태수(台叟),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남명(南冥)을 사사하고, 정구(鄭逑)와 도의로서 사귀었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명성이 있

었다. 1564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591년(선조24) 학행(學行)으로 선공감 참봉(繕工監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뛰어난 학행

으로 인해 선조가 황계처사(黃溪處士)라는 별호를 하사하였다. 저서로는《서계일고(西溪逸稿)》가 있다. 

1796년 서계 선생과 두 아들 월담 김정용(金廷龍), 국원 김정견(金廷堅)을 기리기 위해 상주에 낙암서

원(洛巖書院)이 건립되었고, 두 아들과 함께 이 낙암서원에 제향되었다. (불온당의 외숙부인 월담 김정

용과 국원 김정견의 제문이 이 불온당집의 59와 66페이지에 각각 있다.) 

8) 흰……것이었다 : 주인공이 외조인 서계로부터 이미 기맥을 물려받아 학문의 기본을 제대로 갖춘 상태

에서 한강에게 수학하였음을 말한 것으로, 《논어》<팔일(八佾)>의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

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繪事後素]”라고 하신 공자(孔子)의 말을 원용한 것이다.  

9) 하산(夏山) : 창녕(昌寧)의 고호이다.

10) 1852 ~ ? 한강 정구의 후손으로 본관은 청주, 부친은 정태용(鄭泰容)이며 1891년(고종28) 식년 문과

에 급제하였다. 《國朝文科榜目》 벼슬은 고종(高宗) 광무(光武) 9년(1905)에 궁내부(宮內府)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의 시독관(侍讀官)에 제수된 기록이《청선고(淸選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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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先祖寒岡先生之門 蓋多賢流 函席薰陶 縱各有久不久之殊 其飮河充量之實 則不

以久不久而有豊嗇也 不慍堂成公 弱冠之歲 一再及門 自以爲恩澤之被不後於人也 著

述不盡傳 有未能揣其聞道之淺深 然以六載守墓而知其孝 以群賢肩隨而知交人有道

以林壑藏修而知志尙之高 況其所以扁乎堂者 絶不以在人者爲喜懼焉 則其所勉在己

而已 噫 公以西溪金公爲外祖 承襲乎氣脈之遺 則從師聞訣 自是旣素而加繪也 在敎

嘗至夏山 聞其子姓之世守遺堂 而思欲一躡遺塵 日 其八世孫瑾鎬氏 送其族君遠永繼

鎬 奉公一稿 問序於在敎 非以在敎足以堪此役 蓋以爲師門後承也 遂不辭而書此 以

塞慈孫之請云爾

大韓弘文館舊吏 淸州鄭在敎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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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당 일고 제1권 不慍堂逸稿 卷之一

시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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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정에 부쳐 올리다 백암정은 성현이 지은 것이다.11)

寄呈白巖亭 成琄所築

백암정이 아름답다는 말 듣고는 聞道巖亭好

한 번 올라가 구경할 것 늘 생각하였네 常思一凭臨

생각은 있어도 끝내 이루지 못하니 有懷終未就

어느 날에나 함께 올라 흉금을 열는지 何日共開襟

쌍석12)에 쓰다

題雙石

쌍석은 화표주(華表柱)13)와 같으니 雙石同華表

지금 바로 몇 년이나 지났는가 于今正幾年

물건은 모질어 남았으나 사람은 없으니 物頑人不在

전말을 물을 곳이 없어라 顚末問無緣

11) 백암정(白巖亭) : 1580년(선조13) 창녕 현감으로 부임한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창녕의 학풍을 진

작시키기 위해 강학(講學)의 장소로 삼은 8서재(八書齋) 중의 하나이다. 8서재는 옥천정(玉川亭)，술정

(述亭)，관산정(冠山亭), 백암정，물계정(勿溪亭), 부용정(芙蓉亭), 팔락정(八樂亭)，만진정(蔓津亭) 등으

로 한강은 이들 서재의 운영을 지역의 유력 가문들에게 맡겼는데, 백암정은 처음 정자를 지은 성현(成

琄)에게, 부용정은 한강의 문인인 부용당(芙蓉堂) 성안의(成安義)에게 위탁하였다. 성안의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이후 남원 부사, 승정원 승지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는데, 고대소설 춘향전의 이몽

룡은 바로 성안의의 아들 성이성(成以性)의 남원 시절의 행적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이성은 올

바른 관직생활의 표상인 조선조 청백리 218명 중의 한 명이다. 물계(勿溪)는 창녕 맥산(麥山)의 북쪽에 

위치한 개울인데 경치가 수려하여, 숙종 38년(1712)에 효행으로 이름난 시중공(侍中公) 성송국(成松國) 

선생을 향사(享祠)하는 영효사(影孝祠)를 이 근처에 건립하였다가, 영조 5년(1729)에 창녕 성씨 문중과 

많은 선비들이 건의하여 서원(書院)으로 바꾸고 물계서원(勿溪書院)이라 이름하였다. 물계서원에는 창녕

성씨 명현(名賢) 19분이 배향되었다.

12) 쌍석 : 망주석(望柱石)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주석은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으로 

망석(望石)ㆍ망주(望柱)ㆍ화표주(華表柱)라고도 불린다.

13) 화표주 : 옛날 교량이나 성문ㆍ궁전ㆍ능묘(陵墓) 등을 장식하기 위하여 화려하게 꾸민 기둥을 이른다. 

요동(遼東) 사람 정령위(丁令威)가 신선술을 배워 학(鶴)으로 변신하고 천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화표

주에 내려앉아 속세를 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요동학(遼東鶴)의 전설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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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금대에서 정후14) 도응 와 작별하다

滌襟臺別鄭侯 道應

척금대 아래 흐르는 물은 滌襟臺下水

떠나감을 애석해 하는 듯하네 似惜去留情

학과 거문고 지금 멀리 사라졌으나 琴鶴今雖遠

깨끗한 풍류는 만고에 명성을 전하도다 淸風萬古名

용산록15)을 읽다 진사 양훤이 기록한 것이다

讀龍山錄 楊進士咺所錄

용산록을 얻어보고는 得見龍山錄

예전에 노닐던 일 서글퍼하네 還傷昔日遊

고인들 모두 세상 떠나 적막하니 古人皆寂寞

누구와 더불어 풍류를 말할까 誰與話風流

14) 정후(鄭侯) : 정도응(鄭道應, 1618~1667)으로 자는 봉휘(鳳輝), 호는 무첨(無忝), 본관은 진주(晉州)이

며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손자이다. 학문이 깊고 덕행이 있었는데, 1648년(인조26)에 좌의정 이

경석(李景奭)의 천거를 받아, 이듬해에 대군 사부(大君師傅)에 제수되고 효종 때 세자시강원 자의(世子

侍講院諮議), 단성 현감(丹城縣監), 현종 때 창녕 현감(昌寧縣監)을 역임하였다. 후(侯)는 지방관에 대한 

존칭인바, 이 시는 정도응이 지방관으로 있던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

記)》

15) 용산록(龍山錄) : 중양절(重陽節)에 친지들이 모여 술 마시고 노는 모임을 흔히 용산의 모임이라 부르

는데 이 모임에 대한 기록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명칭은 술을 좋아하면서도 문재(文才)가 뛰어났던 

동진(東晉) 사람 맹가(孟嘉)의 용산낙모(龍山落帽)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용산은 중국의 호북성(湖北

省) 강릉현(江陵縣) 서북쪽에 있는 산이며, 낙모(落帽)는 바람에 모자가 날아감을 이른다. 중양절에 정서

장군(征西將軍)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의 주연(酒宴)에 참군(參軍)의 신분으로 참석했던 맹가가 국화주

에 취한 나머지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측간에 가자, 환온이 손성(孫盛)에게 희롱하

는 글을 짓게 하였는데 맹가가 돌아와서 그 글을 보고 곧바로 대응하는 글을 지으니, 그 글이 매우 훌

륭하여 좌중들이 모두 경탄한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 맹가전(孟嘉傳)》



- 24 -

이 지현16) 대 에게 화답하다 2수

和李知縣 垈 二首

꿈속에 의관을 가까이하고 夢裏衣冠近

수레에 오르니 눈이 갑자기 열리네 攀轅眼忽開

별을 보고 부지런히 나가고 들어오는데 戴星勤出入

저물녘 언제 오는가 한하노라 還恨暮何來

온갖 폐한 것 모두 일어나는 날에17) 百廢俱興日

농사와 누에치는 일 또한 열렸네 農桑務亦開

백성들은 부모를 노래하고 있으니18) 民方歌父母

우선 귀거래사 읊지 마오19) 且莫賦歸來

이때 사직하는 글을 올렸으므로 말한 것이다.[方呈辭狀故云]

16) 이 지현(李知縣) : 당시 창녕 현감(昌寧縣監)인 이대(李垈)를 가리킨 것으로, 지현은 현을 맡은 수령을 

이른다. 이대의 신원(身元)은 미상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숙종 7년(1681)에 창녕 현감으로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바, 이 시는 주인공의 몰년인 1680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17) 온갖……날에 : 지방 수령으로 선정을 베풂을 말한 것으로 북송(北宋)의 명상(名相)인 범중엄(范仲淹)

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경력(慶曆) 4년 봄에 등자경(滕子京)이 좌천되어 파릉군(巴陵郡)을 맡았는

데, 명년에 정사가 소통되고 인민이 화합하여 온갖 폐지된 것이 모두 일어났다.[慶曆四年春 滕子京 謫守

巴陵郡 越明年 政通人和 百廢具興]”라고 보인다. 

18) 백성들은……있으니 : 선정(善政) 베푼 지방관을 백성들이 부모라고 높여 노래함을 이른다. 전한(前漢)

의 소신신(召信臣)과 후한(後漢)의 두시(杜詩)가 앞뒤로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푸니, 남

양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앞서는 소부(召父)가 있었는데 뒤에는 두모(杜母)가 있네.[前有召父 後有杜

母]”라고 하였는바, 이는 소신신을 아버지, 두시를 어머니라고 칭송한 것이다. 《後漢書 卷31 杜詩列

傳》

19) 우선……마오 :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는다는 것은 벼슬을 그만 두고 돌아가는 것을 이른다. 귀거래

사는 진(晉)나라 때의 은사이자 시인인 도연명(陶淵明 372〜427)이 지은 사(辭)로, 도연명이 41세 때 

팽택 영(彭澤令)이 되었는데 소인들을 윗사람으로 모시기가 싫고 전원(田園)이 그리워 부임한 지 80일 

만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심경을 노래한 글이다. 도연명은 장사환공(長沙桓公) 

도간(陶侃)의 증손(曾孫)으로 자가 원량(元亮)이며 뒤에 도잠(陶潛)으로 개명하였는데, 일설에는 연명이 

그의 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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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를 보내준 유공에게 감사하다

謝兪公送梅

옛 친구가 매화를 보내오니 故友送梅來

그대의 참다운 뜻을 아노라 知君眞有意

다른 해 계단 한쪽에 他年階一邊

꽃이 피면 서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花著相思未

하양여 흡 와 박 찰방 수홍 과 작별하다

別河瀁汝 洽 朴察訪 守弘

세상살이 장강대하(長江大河)와 같으니 處世若長河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人生能幾何

원컨대 항상 촛불 잡고20) 願言常秉燭

서로 마음껏 춤췄으면 하노라 相與任婆娑

20) 촛불 잡고 : 밤에 촛불을 밝혀 놓고 잔치한다는 말로, 이태백(李太白)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

序)>의 “옛사람이 촛불을 잡고 밤에 논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었도다.[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라는 구

절을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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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련사에 쓰다

題紫蓮寺

손잡고 친구와 함께 유람하니 攜手同遊處

관을 쓴 자와 동자 사십 명이라오 冠童四十人

산중의 바람과 햇볕 좋으니 山中風日好

무릉의 봄21)인가 의심하노라 疑是武陵春

스스로 서글퍼하다

自悼

사십이라 안자(顔子)의 수보다 더하고 四十加顔壽

이십삼 년 공자(孔子) 나이보다 적다오22) 二三少孔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한탄한 지 이미 오래니 無聞嗟已久

어떻게 황천길을 향할런고 何以向黃泉

21) 무릉(武陵)의 봄 : 무릉은 무릉도원(武陵桃源)으로,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別天地)를 이른다. 진(晉)나라 때 호남(湖南) 무릉의 한 어부가 배를 타고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수원지로 올라가 한 동구에서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곳이 하

도 살기 좋아 그동안 바깥세상의 변천과 많은 세월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한다.

22) 안자(顔子)의……적다오 : 안자는 공자의 문하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로 이름은 회(回)이고 자는 자연

(子淵)인데 보통 안연(顔淵)으로 칭한다. 안자는 33세에 요절하였으며 공자는 73세인 B.C. 479년에 별

세하였는데, 여기에는 오자(誤字)가 있는 듯하다. 당시 저자가 사십 세이면 공자보다 33세가 적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23년이라 한 것은 자세하지 않은데, 23년이라고 한다면 당시 나이가 50세가 되어야 한

다.



- 27 -

죽은 아내의 꿈을 꾸다

夢亡妻

꿈에 조강의 얼굴빛23) 보고 夢見糟糠色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정 논하였네 相論契濶情

꿈 깨어 놀라 일어나 앉으니 覺來驚起坐

여러 닭들이 꼬끼오 우는구나 喔喔衆鷄聲

글을 써서 아들 남두에게 보여주다

書示兒子南斗

국화 사랑하는 이 도연명 뒤에 없는데24) 愛菊無陶後

은근하게 너만 홀로 그렇구나 慇懃爾獨爲

손수 세 오솔길에 국화 심으니25) 手栽三逕種

천 년 뒤에 동쪽 울타리 감싸고 있겠지26) 千載護東籬

23) 조강(糟糠)의 얼굴빛 : 몹시 가난하고 힘들 적에 함께 고생했던 아내의 파리한 안색이란 뜻이다. 조강

은 지게미와 쌀겨로 먹을 것이 떨어졌을 적에 양식으로 삼는 매우 거친 먹거리이므로, 어려웠던 시절 

같이 고생한 아내를 흔히 조강지처(糟糠之妻)라고 칭한다. 

24) 국화……없는데 : 이 내용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愛蓮說)>에 “국화를 사랑하는 이가 

도연명(陶淵明) 이후에 <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菊之愛 陶後鮮有聞]”라고 한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25) 손수……심으니 : 이 내용은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세 오솔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남아 있다.[三逕就荒 松菊猶存]”라고 한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26) 천……있겠지 : 도연명이 지은 <음주(飮酒)> 시에 “동쪽 울 밑에서 국화를 따다가,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본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고 한 구절이 있으므로 앞의 구절과 연관시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구절은 천고의 절창(絶唱)으로 꼽히며 도연명이 세상을 떠난 지 천 년이 넘도록 인구(人口)에 회자

(膾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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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적 회부27) 연 를 추억하다

憶郭典籍會夫 硏

구사당28)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久俟堂猶在

머리 돌려 바라봄에 옛 자취 아니네 回頭舊迹非

서글퍼 눈물 흘리며 지나가니 傷心揮淚過

강 위로 내리는 눈 어지러이 흩날리네 江雪亂霏霏

문가에 있는 용주를 읊다

詠門上龍柱

문가에 있는 백룡의 기둥 白龍門上柱

변화하지 않은 지 삼 년이네 不變化三年

어느 날이나 구름과 비를 따라 何日從雲雨

만 리 높은 하늘로 비등할런지 飛騰萬里天

칠원의 장수방에서 곽회부의 시에 화답하다

漆原長壽房和郭會夫

우연히 어랑29)을 따라오니 偶逐漁郞到

27) 곽전적 회부(郭典籍會夫) : 곽연(郭硏, 1609〜?)으로 전적은 그의 벼슬이고 회부는 자, 호는 구사당(久

俟堂)이며 본관은 현풍(玄風)이다. 1646년(인조24)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 성

균관 전적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28) 구사당(久俟堂) : 곽연이 살았던 당으로 지금의 함안군(咸安郡) 칠서면(漆西面)의 구곡동(龜谷洞)에 있

었는바, 구곡동의 옛 이름이 구사곡(久俟谷)인데, 곽연의 문과 급제를 기념하여 사람들이 그의 호인 구

사당을 따서 이렇게 이름하였다고 한다. 

29) 어랑 : 어부(漁夫)와 같은 말로, 여기서는 별천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찾은 무릉의 어부를 이른다. 무

릉도원에 대해서는 앞의 주 2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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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암자 자욱한 안개 속에 있네 孤庵杳靄中

땅은 연도와 연하여 가깝고 地連蓮島近

산은 무릉과 접하여 통하였네 山接武陵通

한조각 구름 푸른 봉우리에 희고 雲片靑巒白

복사꽃 푸른 시내에 붉게 떠가누나 桃花碧澗紅

만약 이대로 이 늙음 마칠 수 있다면 若將終此老

응당 삼공30)과 바꾸지 않으리라 應不換三公

홍태수31) 처공 가 매화를 읊은 시에 차운하다

次洪太守 處恭 詠梅詩

새로 핀 매화 아름다우니 爲愛新梅好

관청 뜰 굽은 섬돌 가에 있네 公庭曲砌傍

빗속에서 처음 꽃망울 터뜨리고 雨中花始坼

달 아래 처음 고운 빛 단장하였네 月下色初粧

밤이 고요하니 맑은 이슬 내리고 夜靜和淸露

바람 잔잔하니 은은한 향기 날리누나 風微動暗香

어느 누가 비단 같은 시구를 읊어 阿誰吟繡句

이 동향32)에 전하여 외게 할는지 傳誦此桐鄕

30) 삼공(三公) : 세 명의 정승으로, 조선조의 영의정(領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을 이른다. 

31) 홍태수 : 홍처공(洪處恭, 1625〜?)으로 자는 중겸(仲謙),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1654년(효종5) 식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출사하여 희릉 참봉(禧陵參奉), 사도시 직장(司䆃寺直長) 등을 역임하

고, 지방관으로 1666년(현종7)에 창녕 현감(昌寧縣監), 1680년(숙종6)에 경산 현감(慶山縣監)을 지냈다. 

태수는 지방관을 이른다.  

32) 동향(桐鄕) : 지방 수령이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이 사모하는 고을을 가리킨다. 동향(棟鄕)이라고

도 표기하는바, 중국 안휘성(安徽省) 동성현(桐城縣) 북쪽에 있었다. 서한(西漢) 선제(宣帝) 때의 명신인 

주읍(朱邑, ？〜B.C. 61)이 젊었을 적에 동향(棟鄕)의 사법과 조세를 담당하는 벼슬인 색부(嗇夫)로 있

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동향의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였는데, 그 뒤 대사농(大司農)에 이르러 병으로 죽을 

무렵 아들에게 자신을 동향에 장례지낼 것을 부탁하며 “동향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죽거

든 동향에 묻어 다오. 후세의 자손들이 동향의 백성들만 못할 것이다.” 하였다. 아들이 유언대로 동향에 

장례를 치렀는데, 과연 그곳 백성들이 모두 나서서 무덤을 높이고 사당을 세워 세시(歲時)에 제사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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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정 잡영

道也亭雜詠

서산의 석양 西岑夕陽

중천에서 지는 해 높은 봉우리로 넘어가니 天中落日下岹嶢
아침마다 동쪽에서 잃고 서쪽에서 거둔다오33) 東失西收朝復朝

남아는 분음도 참으로 아낄 만하니34) 男子分陰眞可惜

세월이 많지 않음을 그 누가 알랴 誰知歲月不相饒

북산(北山) 모퉁이의 아침 아지랑이 北角朝嵐

북산35) 모퉁이의 아침 아지랑이 참으로 기이하니 北角朝嵐無數奇

황홀히 홍의를 입은 만 부의 자태를 보는 듯하여라36) 紅衣恍見萬夫姿

공을 이루었으나 부귀 누리지 않고 끝내 명철하였으니37) 功成不食終明哲

서산의 굶주린 두 분과 누가 더 나은가38) 爭似西山二子飢

를 끊지 않았다. 《漢書 循吏傳 朱邑》

33) 아침마다……거둔다오 : 사람들이 대부분 소년시절에는 잘못된 일을 하다가 노년시절에 그 잘못을 고

침을 비유한 말이다. 당(唐)나라의 문장가인 왕발(王勃)의 <등왕각 서(滕王閣序)>에 “동우는 이미 지나

갔으나 상유는 늦지 않다.[東隅已逝 桑楡非晩]”라고 보이는바, 동우는 동쪽 귀퉁이로 해가 뜨는 곳을 가

리키며, 상유(桑楡)는 뽕나무와 느릅나무로 지는 해의 그림자가 이들 나무 끝에 남아 있다 하여 해지는 

곳을 가리키는바, 사람의 노년이나 일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에 이 구절은 흔히 처음에는 잘못하였으나 

뒤에 잘못을 고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34) 남아는……만하니 : 분음(分陰)은 한 푼의 광음(光陰)이란 말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이른다. 이 내용은 

《진서(晉書)》 권(卷)66 <도간열전(陶侃列傳)>의 “대우는 성인인데도 촌음을 아꼈으니,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응당 분음을 아껴야 할 것이다.[大禹聖者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35) 북산(北山) : 창녕 북쪽에 있는 화왕산(火旺山)을 이른다. 

36) 홍의(紅衣)를……듯하여라 : 홍의를 입은 만부(萬夫)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의병장(義兵將)인 홍의

장군(紅衣將軍)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가 거느린 의병을 이른다. 이 시는 정유재란 화왕산성전과 

이를 승리로 이끈 곽재우를 찬미한 것이다. 뒤의 주 144) 및 부록 참조.

37) 공을……명철하였으니 :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워 선조 때에는 찰리사(察理

使), 가선대부 용양위상호군(嘉善大夫龍驤衛上護軍) 등의 관직에 등용되었으나 이를 사임하고 낙향하였

으며, 광해군 때에도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總管), 함경도 관찰사, 전라도 병마절도사 등의 관

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1613년(광해군5)에는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구원하는 상소문을 

올린 뒤에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은둔한 채 일생을 마쳤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38) 서산(西山)의……나은가 : 서산은 수양산(首陽山)이며 굶주린 두 분은 은(殷)나라 말기의 고사(高士)들

인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이른다. 이들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만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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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을의 밥짓는 연기 前邨炊烟

아침 해 들녘 농가에 처음 비추니 朝暾初照野田家

차례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보이네 漸見炊烟次第斜

군주는 성스럽고 신하는 어질어 백성과 물건 많고 主聖臣良民物阜

마을 사람들 서로 화합하니 햇빛이 환하네 邨人相和日光華

평교의 저녁 피리 소리 平郊晩笛

소와 양이 내려와 내와 언덕에 가득하니 牛羊下括滿川原

해 저물어 돌아오는데 반달이 떠 있구나 日暮歸來月半痕

길고 짧은 몇 가락 목동의 피리소리 長短數聲牧童笛

바람 따라 흩어져 마을에 들려오네 隨風散入野人邨

백사장의 갈매기 沙鷗

백조가 쌍쌍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白鳥雙雙往復還

무심히 푸른 모래 사이에 졸고 있네 無心眠在碧沙間

주인은 본래 기심(機心)39)을 잊은 자이니 主人本是忘機者

종일토록 한가로워 너의 한가로움과 같구나 終日閒閒等爾閒

가을 달 秋月

가을바람40)에 날씨 서늘하고 밤이 깊어지니 金風乍冷夜初闌

단정한 항아가 옥쟁반을 받들고 있네41) 端正嫦娥捧玉盤

였으며,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주나라 왕조에서 벼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수양산에 은둔한 채 

고사리로 연명하다가 끝내 굶주려 죽었다. 원문의 ‘쟁사(爭似)’는 ‘어찌 같으랴’의 뜻이다.   

39) 기심(機心) : 기회를 보아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을 이른다. 《열자(列子)》의 “바닷가의 한 사람이 

매일 해조(海鳥)와 친하게 놀아서 해조가 피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해조를 잡아올 것

을 요구하여 기회를 엿보아 잡으려는 마음을 품자, 해조들이 눈치를 채고는 일체 가까이 오지 않았다.”

라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40) 가을바람 : 원문의 ‘금풍(金風)’은 가을바람이나 서풍(西風)을 뜻하는바, 오행(五行)의 금(金)은 계절에 

있어서는 가을, 방위에 있어서는 서쪽이 되기 때문이다. 

41) 단정한……있네 : 둥근 달을 비유한 것이다. 항아(嫦娥)는 항아(姮娥) 또는 상아(嫦娥)로도 표기한다. 

유궁(有窮)의 군주 이예(夷羿)의 아내가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선약(仙藥)을 훔쳐 먹고 신선이 되어 월

궁(月宮)으로 들어가 항아가 되었다 한다. 《淮南子 覽冥訓》옥쟁반 또한 둥근 달을 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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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한전 앞의 향기로운 계수나무42) 廣漢殿前香桂樹

달그림자 인간 세상에 흐르니 이슬이 오히려 차갑네 影流人世露猶寒

차가운 매화 寒梅

새 매화 좋아하여 손수 심으니 爲愛新梅手自栽

바위 사이에 초췌한데 때를 기다려 피네 巖間憔悴待時開

한가로운 정자에 온종일 찾아오는 이 없으니 閒亭盡日無人到

의심컨대 서호의 처사43)가 온 듯하여라 疑是西湖處士來

떨기 국화 叢菊

동쪽 울 밑에 남은 종자 바위 옆에 자라더니 東籬遺種傍巖開

가을 기운 짙어지자 고운 빛 피려 하네 秋氣方鮮色欲催

뜰 앞에 달은 밝은데 할 일이 없으니 月白庭前無所事

국화 따서 세 번 맡아보고 술잔에 띄우노라 採花三嗅汎殘盃

푸른 대나무 綠竹

우뚝이 솟은 대나무 한 줄을 이루어 亭亭竹樹此行成

사람의 뼛속까지 깨끗하게 하니 정말 사랑스럽네 最愛令人逼骨淸

맑은 정취 바람 속에 듣는 것이 좋으니 淸趣又宜風裏聽

창 너머에 여전히 현악기 소리 들리누나 隔窓猶作奏絃聲

붉은 복사꽃 紅桃

양쪽 강안에 복사꽃 무수히 붉으니 兩岸桃花無數紅

바람 개인 따뜻한 늦봄이라오 暖風晴日暮春中

42) 광한전(廣寒殿)……계수나무 : 원문의 ‘광한전(廣漢殿)’은 광한전(廣寒殿)의 오기이다. 광한전은 달 속에 

있다고 하는 선궁(仙宮)의 이름인데 이 앞에 계수나무가 있다고 한다. 당나라 명황(明皇)이 신천사(申天

師), 홍도객(鴻都客)과 함께 8월 보름날 밤 달 속에서 노닐다가 큰 궁부(宮府) 하나를 보았는데, 방(榜)

을 보니 ‘광한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11 天時部》

43) 서호(西湖)의 처사(處士) : 북송(北宋)의 은사(隱士)이며 시인인 임포(林逋 967〜1028)로 박학하고 시

와 서법에 통달했으나 평생 동안 벼슬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으며, 항주(杭州) 서호(西湖)에 있는 고산

(孤山)에 매화 3백 그루를 심고 학을 길러, 사람들이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칭하였다. 《宋史 卷457 

林逋列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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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랑은 우선 시내 따라 들어오지 말라 漁郞且莫沿溪入

신선의 도원 혹 세상에 알려질까 두렵노라44) 卻恐仙源世或通

윤 생원 근 에게 올리다 2수

呈尹生員 瑾 二首

인간에 있는 옛 친구들 점검해보니 點檢人間故舊中

오직 공의 높은 의리 청풍처럼 심원(深遠)하네45) 惟公高義穆淸風

우리 나이 서로 다르다고 혐의하지 말라 莫嫌君我年相異

노쇠하여도 뜻이 같음을 다행으로 여기노라 自幸衰慵志尙同

훌륭한 모습 한 당 가운데서 맞이하니 淸儀幸接一堂中

예의가 간곡하여 예스러운 풍모 있구나 禮義慇懃有古風

절에서 만나자는 옛 약속 실천하지 못했으니 蕭寺夙言曾未踐

허다한 회포 응당 나와 같으리라 許多懷抱也應同

44) 어랑은……두렵노라 : 무릉도원(武陵桃源)의 고사를 인용하고 복사꽃 만개한 이 별천지를 외부 사람에

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무릉도원의 고사는 앞의 주 21)을 참고할 것. 

45) 청풍처럼 심원하네 : 이 내용은 《시경》 <대아(大雅) 증민(烝民)>의 “길보가 송시(誦詩)를 지으니 심

원함이 청풍과 같도다.[吉甫作誦 穆如淸風]”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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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에서 뱃놀이하다 을사년

船遊于浦 乙巳

한 줄기 장강 만고로부터 흐르는데 一帶長江萬古流

다행히 쉬는 휴가 얻어 기이한 유람 하였노라 幸偸休暇作奇遊

복사꽃 붉고 버들잎 푸른데 삼춘46)이 저물어가니 桃紅柳綠三春暮

소옹의 적벽의 가을47)을 어찌 부러워하랴 何羨蘇翁赤壁秋

허 태수 담 가 노인을 잔치하는 자리에서

許太守48) 墰 宴老人席上

공관을 새벽에 열고 노인에게 절하니 公館晨開拜老人

복사꽃 붉고 버들잎 푸른데 시절은 삼춘이네 桃紅柳綠序三春

오늘밤 두 하늘의 무궁한 은택49) 二天今夕無窮澤

동향50)의 크고 작은 백성들에게 두루 미치네 遍及桐鄕大小民

46) 삼춘(三春) : 봄의 석 달을 이른 것으로, 음력 정월인 맹춘(孟春), 2월인 중춘(仲春), 3월인 계춘(季春)

을 통칭하는 말이다. 

47) 소옹(蘇翁)의 적벽(赤壁)의 가을 : 소옹은 북송(北宋)의 대문장가인 소식(蘇軾, 1037~1101)으로 호가 

동파, 자가 자첨(子瞻)이며 미주(眉州) 출신이다. 노천(老泉) 소순(蘇洵)의 아들이고 영빈(穎濱) 소철(蘇

轍)의 형으로 이들 삼부자는 모두 문명(文名)을 떨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들었다. 적벽의 가을은 

소식이 임술년 가을에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천고의 명문인 <적벽부(赤壁賦)>를 지어 적벽의 아

름다운 경치를 읊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48) 허 태수(許太守) : 인적 사항은 미상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肅宗) 즉위년(1674) 기사에 

허담(許墰)을 창녕 현감에 제수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49) 두……은택 : 지방 수령의 공정무사(公正無私)한 선정(善政)을 이른다. 후한(後漢) 순제(順帝) 때의 소

장(蘇章)이 기주 자사(冀州刺史)로 부임했을 적에, 옛 친구가 자신의 관할 구역인 청하(淸河)의 태수(太

守)로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적발하고는 그 친구를 불러 술을 같이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옛날의 우정을 서로 나누었다. 친구가 기뻐하며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하늘을 가지고 있지만 나만은 

두 개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人皆有一天 我獨有二天]”고 하자, 소장이 “오늘 저녁에 내가 자연인(自然

人)으로서 옛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은 사은(私恩)이요, 내일 기주 자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공법(公法)이다.” 하고는 마침내 그의 죄를 바로잡아 처벌하니, 경내가 숙연해졌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이다. 《後漢書 卷31 蘇章列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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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과성사달하민등삼십여명과함께화왕산에올라곽망우당의장단51)에

쓰다

與姜子源 成士達 夏敏 三十餘人 步上火旺山 題郭忘憂堂將壇

칠십 세에 등라 부여잡고 소년을 따라 七十攀蘿逐少年

부질없이 시 읊으며 장단 앞을 지나가네 浪吟行過將壇前

영명한 풍모와 웅장한 기운 지금 어디에 있는가 英風壯氣今安在

성가퀴만 부질없이 남아 백세에 전하네 雉堞空留百世傳

가야산에 유람할 적에 조 성주52)의 시운에 차운하다

遊伽倻山次曺星州韻

삼월의 봄에 다리 저는 나귀 채찍질하여 任策蹇驢三月春

홍류동 속에서 참된 신선 찾았네53) 紅流洞裏訪仙眞

천년의 옛 대는 남았는데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千年臺古人何處

진세 사이의 혈육의 몸 응당 비웃겠지 應笑塵間血肉身

50) 동향(桐鄕) : 지방 수령이 선정을 베푼 고을을 이르는바,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32)을 참조할 것.

51) 곽망우당(郭忘憂堂)의 장단(將壇) : 곽망우당은 의병장 곽재우(郭再祐)로 망우당은 그의 호이다. 장단

(將壇)은 대장(大將)이 지휘할 때 올라가는 단이다. 

52) 조성주(曺星州) : 조씨(曺氏) 성(姓)을 가진 성주(星州) 고을의 수령(守令)을 이른 것인데 인적 사항은 

미상이다. 가야산은 합천(陜川)과 거창(居昌) 및 성주에 걸쳐 있다. 

53) 홍류동(紅流洞)……찾았네 : 홍류동은 가야산에 있는 계곡 이름이고 참된 신선은 고운(孤雲) 최치원(崔

致遠, 857〜?)을 이른다. 紅流洞홍류동 계곡은 고운이 말년에 은거한 곳으로 고운의 유적이 남아 있는 

농산정(籠山亭)과 제시석(題詩石)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문장

가로 자가 고운 또는 해운(海雲),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사량부(沙梁部) 출신 견일(肩逸)의 아들이다. 

868년(경문왕8) 12세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의 나이로 빈공과(賓貢科)에 장원급제한 뒤, 고변(高騈)

의 종사관이 되어 881년에 지은 <격황소문(檄黃巢文)>으로 널리 알려졌다. 885년 신라로 돌아와 말년

에는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동모형(同母兄)인 승려 현준(賢俊)과 함께 지냈는데, 그 뒤

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문장가로도 명성이 높았는데, 저술로는 문집 30권과 《계원필경

(桂苑筆耕)》 등이 있다. 문묘(文廟)에 종사되고 문창후(文昌侯)에 추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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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 우 에게 주다

贈鄭君 堣

가야산 좋은 경치 주머니에 가득 담아 돌아오니54) 伽倻佳景滿囊還

아름다운 산수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리라 山水猶懸夢寐間

더구나 또 최선55)을 참으로 만날 듯하니 况又崔仙眞庶遇

남은 인생 이로부터 참으로 한가로우리라 餘生從此正閒閒

벗 강자원을 애도하다

悼姜友子源

먼 시골에 나이 늙으니 서로 아는 이 드물고 年老遐邦識者稀

오직 그대만이 때로 혹 사립문 두드렸네 惟君時或叩柴扉

발자국 소리 적막하니 한탄한들 어이 미치랴 跫音寂寞嗟何及

송정을 향할 때마다 홀로 돌아옴 서글퍼하노라 每向松亭悵獨歸

54) 가야산……돌아오니 : 가야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시를 많이 지어가지고 돌아왔음을 말한 것이다. 

당(唐)나라의 시인인 이하(李賀)가 날마다 명승지를 다니면서 해(奚)라는 종에게 비단 주머니[錦囊]를 

지고 따르게 하여 시를 짓는 즉시 써서 주머니에 담았던 고사를 원용하여 말한 것이다. 《新唐書 卷203 

文藝列傳下 李賀》

55) 최선(崔仙) : 최씨 신선이란 뜻으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을 가리킨다. 전설에 고운이 홍류동에 은

거하다가 신선이 되어 갓과 신만 남겨두고 사라졌다 한다. 앞의 주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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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이빨을 보관하다

藏落齒

너와 함께 산 지 오십 년 동안 與爾俱生五十年

밥상에서 먹으면 단단한 것도 다 깨물었지 對床臨食喫無堅

이제 흔들려 뽑혀 나누어 둘이 되었으니 如今撓落分爲二

후일 서로 찾음은 구천에 있으리라56) 他日相尋在九泉

손을 다치다

傷手

세월이 빨라 이미 팔순이 되었으니 歲月駸駸已八旬

온전히 몸 보전하여 돌아가 양친(兩親) 뵙고자 하였네57) 全歸將欲覲雙親

신체를 훼손한 근심을 내 어이 면하랴 毁傷身體吾何免

손을 열어보니 이제 불효한 사람이 되었노라58) 啓手今爲不孝人

56) 후일……있으리라 : 구천(九泉)은 저승을 이르는바, 죽은 뒤에나 뽑힌 이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말한 

것이다. 옛날에는 손톱과 발톱, 빠진 치아 등은 모두 부모가 물려주신 물건이기 때문에 염습(殮襲)할 때 

함께 넣어 매장하였다.

57) 온전히……하였네 : 증자(曾子)의 제자 악정자춘(樂正子春)이 “하늘이 낸 바와 땅이 기르는 바에 사람

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낳아주셨으니 자식이 몸을 온전히 하여 돌아가야 효

도라고 이를 수 있으니, 몸을 훼손하지 않으며 몸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온전히 한다고 이를 수 있는 

것이다.[天之所生 地之所養 無人爲大 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可謂孝矣 不虧其體 不辱其身 可謂全矣]”

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禮記 祭義》

58) 신체를……되었노라 : 《논어》 <태백(泰伯)>의 “<이불을 헤쳐> 나의 발과 손을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전전(戰戰)하고 긍긍(兢兢)하여 깊은 못에 임한 듯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 하였

으니, 이제야 나는 <이 몸을 훼손할까 하는 근심에서> 면한 것을 알겠노라. 제자들아.[啓予足 啓予手 詩

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라는 증자(曾子)의 말씀과, 《효경(孝經)》의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처음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는 내용을 원용하여 자신이 손을 다쳐 불효한 것을 자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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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휘일59)에

先妣諱日

예전의 오늘에 자친을 작별하였는데 昔年今日別慈親

손가락 꼽아보니 지금 오십 년이 되었네 屈指于玆五十春

늙음과 병이 찾아듦은 내 관여치 않으나 老病侵尋吾不與

하늘 같은 은덕 갚을 길이 없어라 昊天恩德報無因

양생 시지에게 주다

贈楊生時之

내 그대 아버지와 형제간처럼 지내어 吾與而翁若弟兄

정분이 친하였음 그대는 분명히 알리라 分曾相厚子知明

왕래하는 행인들의 말 부디 믿지 말라 往來行說須無信

손을 엎어 비를 내리고 구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인정이라오60)

覆雨翻雲是世情

59) 선비(先妣)의 휘일(諱日) : 선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르고 휘일은 기일(忌日)을 이른다. 

60) 왕래하는……인정이라오 : 세상 사람들의 반복무상하고 제멋대로 지어낸 말들을 믿지 말라고 한 것으

로, 두보(杜甫)의 <빈교행(貧交行)>의 “손 뒤집으면 구름이요 손 엎으면 비로다. 경박한 작태 분분함을 

따질 것이 있으랴.[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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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생원 점 과 하양여 흡 를 전송하다

送許生員 坫 河瀁汝 洽

차가운 날씨에 번번이 작별하니 憀慄寒天動別離

늙은 인생 어느 곳에서 다시 서로 만날까 老生何處更相期

그대 떠나고 나는 머물러 정이 다하지 않으니 君去我留情不盡

부디 노력하여 잘 돌아오라고 말하노라 爲言努力好歸之

오 진사가 보내준 시에 화답하다

和吳進士見寄

지금 백발이 된 것 한하지 말라 莫恨如今已白頭

나이 이십 세에 밀성61)에 유람하였지 行年二十密城遊

산과 냇물이 서로 그리워하는 뜻 어찌 막으랴 山川豈遏相思意

한 폭의 아름다운 시62) 온갖 시름 깨뜨리네 一幅瓊章破萬愁

교당63)의 여러분에게 올림

呈校堂諸員

61) 밀성(密城) : 밀양(密陽)의 옛 지명이다.

62) 아름다운 시 : 원문의 ‘경장(瓊章)’은 주옥처럼 아름다운 문장이라는 뜻으로 남의 시문(詩文)을 높여 이

르는 말이다. 

63) 교당(校堂) : 향교(鄕校)로, 교궁(校宮)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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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향교의 풍습 더욱 침체되니 邇來校習甚陵夷

우리들의 풍류 날로 점점 쇠해가네 吾黨風流日漸衰

만약 정교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若使鄭僑生此世

향교를 훼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님을 알리라64) 須知毁撤未爲非

양정서원65)의유생인황락부 협 등여러사람이내가동주66)로있다하여

원록67)을정리해줄것을청하고또향리사람들을평론해주기를요구하므로

시로써 사절하였다 무신년68)

陽亭書院儒生黃樂夫悏 諸人 以余居洞主 請修整院錄 且要評論鄕人 詩以辭之 戊申

향사(享祀)하는 시기 바로 이월의 봄철이니 祀事時丁二月春

산 빛과 물 빛 아름다운 시절이로세 山光水色屬佳辰

인물의 평론은 오직 향리의 의논을 따라야 하니 評題秖是從鄕議

하필 구구하게 이 사람에게 묻는가 何必區區問此人

64) 정교(鄭僑)가……알리라 : 정교는 춘추 시대 정(鄭)나라의 명상인 공손교(公孫僑)로 자가 자산(子産)인

데 40여 년 간 국정을 맡아 내정을 다지고 뛰어난 외교를 펼쳐서 강대국인 진(晉)나라와 초(楚)나라 사

이에서 약소국인 정나라를 잘 이끌었으며, 매우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나라 사람들이 향교에 

모여 놀면서 정사의 잘잘못을 논의하니, 연명(然明)이 자산에게 “향교를 허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자산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허물겠는가? 사람들이 조석으로 물러 나와 향교에서 놀면서 집

정 대신(執政大臣)의 잘잘못을 의논하니, 저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고 저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친다면 이들이 바로 나의 스승이니, 무엇 때문에 향교를 허물겠는가?[鄭人游于鄕校 以論執

政 然明謂子産曰 毁鄕校如何 子産曰 何爲 夫人朝夕退而游焉 以議執政之善否 其所善者 吾則行之 其所惡

者 吾則改之 是吾師也 若之何毁之]”라고 한 일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襄公31

年》

65) 양정서원(陽亭書院) : 어느 서원을 이르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수륜면

(修倫面) 신정리(新亭里)에 있는 회연서원(檜淵書院)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강(寒岡) 정구(鄭逑)를 제

향하기 위하여 1622년(광해군14)에 그의 문인들이 설립하여 1690년(숙종16)에 사액을 받았다. 이 서원

이 있는 동리의 이름이 양정(陽亭)인데, 이 마을이 양지바르고 정자가 있다 하여 한강이 이렇게 칭했다

고 한다.  

66) 동주(洞主) : 서원(書院)의 원장(院長)을 이른다. 

67) 원록(院錄) : 서원의 제반 기록을 적은 책을 이른다. 

68) 무신년(戊申年) : 1668년(헌종9)으로 불온당의 나이 68세 되는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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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남규69)를 그리워하다

思兒子南奎

도보로 머나먼 길 낙양성70)에 들어가니 徒步長程入洛城

버들잎을 뚫어 공명을 세우고자 해서이네71) 穿楊心欲立功名

일 년이 이미 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一年已半無聲息

당시에 길 떠나도록 허락한 것 후회하노라 卻悔當時許汝行

죽은 아들 남벽을 슬퍼하다

悼亡子南璧

품 안에 기른 지 오십 년이 되었으나 育鞠懷中五十年

잠시도 일찍이 앞을 떠나는 것 보지 못하였네 須臾曾未見離前

까마귀의 정 끝마치지 못하고 먼저 죽으니72) 烏情未卒身先死

매양 남산을 향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노라 每向南山涕自漣

69) 남규(南奎) : 불온당의 넷째 아들로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다. 아래의 <도야정(道也亭)> 시를 지은 

무금당(無禁堂) 양도남(楊道南)이 그의 장인인데, 양도남은 할아버지 양허국(楊許國), 아버지 양훤(楊晅)

과 함께 광산서원(光山書院)에 제향되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신석록(辛錫祿)은 남규의 사돈이다.

70) 낙양성(洛陽城) : 낙양은 중국의 여러 왕조가 도읍했던 곳이므로 국도(國都)인 한성(漢城)을 이렇게 말

한 것이다.

71) 버들잎을……해서이네 :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 원문의 ‘천양(穿楊)’은 뛰

어난 궁술(弓術)을 뜻하는 말로,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인 양유기(養由基)가 활을 잘 쏘아 백 보 밖

에 있는 버들잎을 쏘면 백발백중으로 꿰뚫었다고 한다. 《史記 周本紀》 

72) 까마귀의……죽으니 : 아들 남벽이 성장하여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먼저 죽

은 것을 탄식한 말이다. 까마귀는 새끼가 자라나면 자신을 키워 준 어미를 먹여 살린다[反哺]고 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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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조카 남익을 애도하다 무오년73)

悼亡姪南翼 戊午

십오 세에 집안의 살림살이 맡아서 하니 治業家庭十五歲

은혜롭게 보살피고 교양한 것 이 아이에게 있었네 恩勤敎養有斯兒

지금 불행하여 나보다 먼저 죽으니 如今不幸先吾逝

천지도 아득하고 풀과 나무도 슬퍼하네 天地茫茫草木悲

해인사를 유람하다

遊海印寺

팔십 노인의 유람 예부터 드문 일이니 八十遊觀古所稀

산 빛과 물 빛 대략 거두어 돌아왔네 山光水色略收歸

친한 벗들과 다행히 밤새도록 이야기하여 親朋幸得通宵話

인간의 시비 모두 잊었노라 忘卻人間是與非

회포를 쓰다

書懷

팔십 년의 인생 한바탕 꿈과 같으니 八十人間一夢如

평생의 마음과 일 모두 허공으로 돌아갔네 平生心事㹅歸虛
충성하고 효도함은 진실로 미치기 어려우나 忠君孝父誠難及

73) 무오년(戊午年) : 1678년(숙종4)으로 불온당의 나이 78세 되는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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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들과 신실(信實)하고 형에게 공손함은 얻을 수 있을지74) 信友恭兄可得諸

풍성에서 회포를 읊다

豐城詠懷

예전 젊었을 때 청춘의 나그네가 昔年幼少靑春客

오늘날 다시 오니 백발의 늙은이가 되었네 此日重來白髮翁

옛날과 지금의 서글픈 생각에 정이 다하지 않으니 懷古傷今情不極

부질없이 남은 눈물 뿌리며 동풍을 향하노라 謾揮殘淚向東風

불온당에 스스로 쓰다

自題不慍堂

불온당 앞에 경치 기이하니 不慍堂前景物奇

이 사이에 좋은 풍미 누가 알랴 此間風味有誰知

푸른 소나무는 북쪽으로 연명의 집을 감싸고75) 靑松北繞淵明宅

콸콸 흐르는 물은 남쪽으로 자후의 못76)을 지나가네 活水南經子厚池

74) 충성하고……있을지 : 벼슬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은 이미 늙고 부모가 별세하여 할 수 

없으나, 벗들에게 신실하고 형에게 공손히 함은 할 수 있으므로 말한 것이다.  

75) 푸른……감싸고 : 연명은 남북조 시대 진(晉)나라의 은사이자 시인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으로, 

그가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세 오솔길은 묵었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 있다.[三逕就荒 松

菊猶存]”라고 읊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도연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21) 참조.

76) 콸콸……지나가네 : 자후(子厚)는 당나라의 문장가인 유종원(柳宗元, 773〜819)으로 자후는 그의 자이

며 유 하동(柳河東) 또는 유 유주(柳柳州)라고도 부른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한유

(韓愈, 768~824)와 함께 상투적인 변려문(騈儷文)을 버리고 고문체(古文體)를 쓸 것을 주장하는 고문 

운동(古文運動)을 창도하였으며, 산수(山水)의 시를 특히 잘하여 도연명(陶淵明)과 비교되었고, 왕유(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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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파고 밭 갈아 먹으니 제왕의 힘을 잊고 鑿井耕田忘帝力

산에서 채취하고 채소 먹으며 아이들의 굶주림 자연에 맡기노라

採山茹草任兒飢

우습구나 바쁜 가운데 홍진의 나그네 笑他忙裏紅塵客

놀란 파도에 출몰하며 갈 바를 잃는구나 出沒驚波迷所之

양도남77)의 시에 차운하다

次韻 楊道南

몇 칸의 새로운 집 아름다움을 사양하니 數椽新構謝瑰奇

세상에서는 공을 아는 이 없고 공만 스스로 알고 있네 世莫知公只自知

남을 대함에 일찍이 마음을 외면한 적 없고 待物不曾心有外

세상을 생각함에 무위로 교화하고자 하였지 念時常欲化無爲

생애는 원사의 병과 같으니 이를 어찌하며78) 生涯柰此原思病

생업은 열어의 굶주림과 같음을 서글퍼하노라79) 計業還嗟列禦飢

維)ㆍ맹호연(孟浩然) 등과 당시(唐詩)의 자연파를 형성하였는데, 자구(字句)의 완숙미와 표현의 간결, 정

채(精彩)함은 후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우계시서(愚溪詩序)>에서 “우계(愚溪)의 위에 작은 언

덕을 사서 우구(愚丘)를 만들고, 우구로부터 동북으로 60보를 가서 샘물을 얻고는 또다시 이곳을 사고

는 우천(愚泉)이라 이름하였다. 우천은 무릇 샘구멍이 여섯 개인데, 모두 산 아래 평지에서 솟아나오는 

것이었다. 합류하여 굴곡하여 남쪽으로 흘러가 우구(愚溝)가 되었는데, 마침내 흙을 져오고 돌을 쌓아 

그 좁은 곳을 막아 우지(愚池)를 만들었다.[愚溪之上 買小丘 爲愚丘 自愚丘 東北行六十步 得泉焉 又買居

之 爲愚泉 愚泉 凡六穴 皆出山下平地 蓋上出也 合流屈曲而南 爲愚溝 遂負土累石 塞其隘 爲愚池]”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77) 앞의 주 69) 참조.

78) 생애는……어찌하며 : 무금당 양도남(楊道南)이 평생 동안 지조를 지키며 가난하게 살아온 것을 말한 

것이다. 원사(原思)는 춘추 시대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헌(憲), 자가 자사(子思)인데 공자가 돌아가신 뒤

에 평생 토담집에 거적을 치고 깨진 독으로 구멍을 내서 바라지 문으로 삼은 채 가난하게 살았다. 하루

는 출세한 자공(子貢)이 방문하였는데, 원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 선생은 어찌 이렇게 병이 드셨

습니까?[噫 先生何病也]”라고 안타까워하자, 원사가 “내가 들으니,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하고 

배우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병이라 한다고 했오. 나는 지금 가난하기는 하지만 병이 든 것은 아니오.[憲

聞之 無財謂之貧 學而不能行謂之病 今憲貧也 非病也]”라고 대답한 고사가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

다. 《莊子 讓王》

79) 생업은……서글퍼하노라 : 이 또한 양도남이 평생 청빈(淸貧)을 즐기며 살아온 것을 말한 것이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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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년 동안에 힘입어 내 믿음이 있으니 賴是百年吾有信

세속의 정은 무슨 연고로 비난하고 칭찬하는가 俗情何故毁譽之

백암정의 시운에 차운하다

次白巖亭韻

한 구비의 시내와 산에 몸을 깨끗이 하고 있으니 一曲溪山淸淨身

그대 가난하게 살지 않고 큰 집 지은 것 좋아하네 愛君高築不須貧

바위는 큰 들에 임하여 천 년토록 희고 巖臨大野千年白

땅은 어진 사람 얻어 태고처럼 순박하네 地得賢人太古淳

여름에 삼베옷 겨울에 갖옷으로 분수대로 살아가고 暑葛冬裘惟分數

꽃 피고 잎이 지니 절로 가을이요 봄이로다 花開葉落自秋春

시 읊으며 돌아와 한가한 정자에 홀로 앉았으니 詠歸獨坐閒亭上

가슴 속에 속세 멀어지려 해서라오 要見胷中逈絶塵

관룡사80)에서 심 좌랑 약해 과 양 진사 훤 를 그리워하다

觀龍寺憶沈佐郞 若海 楊進士 晅

(列禦)는 열어구(列禦寇)의 약칭으로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 열자(列子)의 본명이다. 열자가 궁핍하여 굶

주린 낯빛[飢色]을 하자, 이를 본 나그네가 당시 재상인 자양(子陽)에게 말하여, 식량을 보내주게 하였

으나, 열자는 이를 사양하였다. 열자의 아내가 이를 보고 불평하자, 열자가 웃으며 이르기를 “자양은 스

스로 나를 알아 본 것이 아니고 남의 말만 듣고 나에게 양식을 보낸 것이오. 그러니 나에게 죄를 주는 

것 또한 남의 말을 듣고 할 것이오. 그래서 곡식을 받지 않은 것이오.[君非自知我也 以人之言而遺我粟 

至其罪我也 又且以人之言 此吾所以不受也]”라고 한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80) 관룡사(觀龍寺) : 지금의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구룡산(九龍山) 중턱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 조계종(曹

溪宗) 통도사(通度寺)의 말사(末寺)이다.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사찰로 <사기 (寺記)>에 의하면 349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의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제자 송파(松坡)와 함께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렸는데, 오색채운이 영롱한 하늘을 향해 화왕산으로부터 9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절 이름을 관룡사, 산 이름을 구룡산이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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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년81) 사이에 이 절에 왔었는데 戊己年間到寺中

푸른 산 울창하고 물은 겹겹이 둘렀다오 靑山鬱鬱水重重

단청한 높은 누각 땅이 없는 곳에 임하였고 丹流飛閣臨無地

높이 솟은 푸른 봉우리 반공에 솟아 있네82) 翠聳層巒出半空

옛날에는 짚신 신고 찾아와 함께 달을 읊었는데 昔日芒鞋同詠月

오늘은 대나무 지팡이로 홀로 바람을 읊노라83) 今朝竹杖獨吟風

배회하며 서글퍼하여도 아는 이 없고 徘徊怊悵無人識

오직 호승84)이 몸을 굽혀 절하네 惟有胡僧拜鞠躬

노군 시박 의 쌍매당 운을 차운하다 작은 서문도 함께 짓다

次盧君 時鑮 雙梅堂韻 幷小序

나는 군의 네 아버지85)와 성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는데, 불행히 모두 별세하고
오직나만홀로살아남았으니, 옛당의터에있는네그루의매화가항상꿈속으로
들어오곤하였다. 듣자하니그대형제들이사매당(四梅堂)을바꾸어쌍매당(雙梅
堂)이라 했다 하니,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했다고 이를 만하다. 매양 한 번 당에
오르고자 하나 늙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므로, 이에 당의 운을 차운하여 회포를
쓴다.[吾與君之四父 姓二心一 不幸俱歿 惟我獨存 堂墟四梅 常入夢想 聞君兄弟易爲
雙梅 可謂善繼述矣 每欲一登 老不遂意 玆足堂韻以叙懷]

81) 무기년(戊己年) : 육십갑자(六十甲子) 중 천간(天干)이 무(戊)와 기(己)인 연속되는 두 해를 이른 것인

데, 어느 해를 말하는지는 미상이다. 

82) 단청한……있네 : 이 내용은 당(唐)나라 초기의 문장가인 왕발(王勃, 649〜676)이 지은 <등왕각 서(滕

王閣序)>의 “중첩된 산봉우리가 높이 푸르니 위로 구중(九重)의 하늘로 솟아나고, 나는 듯한 누각이 단

청을 흘리니 아래로 땅이 없는 곳에 임하였다.[層巒聳翠 上出重霄 飛閣流丹 下臨無地]”라는 구절을 원

용한 것이다.  

83) 옛날에는……읊노라 : 원문의 ‘망혜(芒鞋)’와 ‘죽장(竹杖)’은 짚신과 대지팡이란 뜻으로,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간편한 차림새인바, 여기서는 유람객의 복장을 이른 것이다. 지난번의 유람에는 좌랑(佐郞) 심

약해(沈若海)와 진사(進士) 양헌(楊晅)과 함께 관룡사를 유람하였으나 지금은 홀로 이곳을 찾았으므로 

말한 것이다.  

84) 호승(胡僧) : 인도(印度)나 서역(西域)에서 온 승려를 이른다.   

85) 군의 네 아버지 : 누구를 말하는지 상고할 수는 없으나 노시박(盧時鑮)의 부친과 

그 형제들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자의 전 이름인 사매당은 이들 네 형제가 

매우 화목하게 지내 지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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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도 아우에게도 마땅하여 한 방이 환하니 宜弟宜兄一室明

쌍매당이 이제 사매당의 이름이었다오 雙梅今繼四梅名

당년에 옥 같은 빛 가업을 전하고 當年玉色傳家業

오늘의 맑은 향기 옛 명성 인습하네 此日淸香襲舊聲

상체꽃 매번 전대의 꽃을 그리워하니 常棣每懷前世韡

자형나무 한 가지 다시 자라는구나86) 紫荊還幸一枝生

옛 사람 이미 떠나가고 산사나무만 남았으니 昔人已去遺査在

정녕 수호하여 맹세를 저버리지 말게 守護丁寧不負盟

관북으로 가는 자형(姊兄) 김군 용 을 전송하다

送姊婿金君 鎔 之關北

아우와 형이 삼천 리 멀리 서로 전송하니 弟兄相送三千里

떠나는 정 이기지 못하여 북풍을 향하노라 不勝離情向北風

주흘산 깊은 곳에서 두견새87) 울음소리 듣고 主屹山深聞蜀魄

한양의 강에서 멀리 돌아가는 기러기 보리라 漢陽湖遠見歸鴻

함관령88) 변방의 풀 일찍 파랗게 돋아나고 咸關塞草曾抽綠

86) 상체(常棣)꽃……자라는구나 : 부친의 형제들이 매우 화목하게 지낸 일을 지금의 노시박 형제가 깊이 

그리워하면서 자신들 또한 화목하게 지내고 있음을 칭찬한 것이다. 상체는 산매자나무라고도 하고 아가

위나무라고도 하여 확실하지 않으나, 형제가 우애롭게 사는 것을 비유한다. 《시경(詩經)》<소아(小雅) 

상체(常棣)>에 “상체의 꽃이여 어찌 환하게 선명하지 않겠는가. 무릇 지금 사람들은 형제만한 이가 없

느니라.[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는 구절에서 연유하였다. 자형나무는 박태기나무로 또

한 형제간의 깊은 우애를 비유할 때 인용하는바, 남조(南朝) 때 양(梁)나라의 경조(京兆) 사람인 전진(田

眞)에게 두 아우가 있었는데, 형제간에 모든 재산을 서로 나누고 오직 집 앞의 자형나무 한 그루만 남

게 되자, 세 형제가 의논하여 이것마저 쪼개서 나누기로 하였다. 다음 날 자형나무를 나누려고 가서 보

니 나무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어 있었다. 이에 세 형제가 크게 뉘우치고 다시 재산을 합하기

로 하니, 그 나무가 금방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續齊諧記 紫荊樹》

87) 두견새 : 원문의 ‘촉백(蜀魄)’은 두견새의 별칭이다. 옛날 촉(蜀) 나라에 이름이 두우(杜宇)로 망제(望

帝)라고 불리운 임금이 있었는데, 쫓겨나 죽어서 두견새가 된 뒤 봄철에 밤낮으로 슬피 운다는 전설에

서 유래하였다. 촉혼(蜀魂)ㆍ촉조(蜀鳥)ㆍ귀촉도(歸蜀道)ㆍ두백(杜魄)ㆍ두우(杜宇)ㆍ망제혼(望帝魂)이라고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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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령89)의 변방 봉화불 또한 조용하겠지 鐵嶺邊烽亦息紅

부디 몸조심하여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오 愼莫輕身虛度日

집에 가득한 처자들의 그리움 무궁하다오 滿堂妻子思無窮

88) 함관령(咸關嶺) : 지금의 함경남도 함주군(咸州郡) 덕산면(德山面)과 홍원군(洪原郡) 용운면(龍雲面) 사

이에 있는 재의 이름이다. 함경산맥(咸鏡山脈) 남서단(南西端)으로 그 북쪽에 차유령(車踰嶺)이 있는데, 

교통의 요지로 많은 글에 언급되었다.

89) 철령(鐵嶺) :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군(安邊郡)과 강원도 회양군(淮陽郡)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서울과 

관북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 고개의 북쪽을 관북지방, 동쪽을 관동지방이라고 부른다. 이 

관문에는 지금도 석성(石城)터가 남아 있고, 서쪽에 솟은 풍류산(風流山)과 동쪽의 장수봉(將帥峰)이 천

하의 난관을 이루며, 녹음과 단풍의 경승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49 -

만사

輓

양 진사에 대한 만사

輓楊進士

십팔 년 전 일찍이 이웃에 살았는데 十八年前早接鄰

뜻밖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는 몸이 되었네 不圖今作遽歸身

마음가짐 올곧아 천지가 굽어보고 處心有可臨天地

행한 일 의심 없어 귀신에게 질정할 수 있네 行事無疑質鬼神

당시에 칠교의 정의(情誼)90)를 다행하게 여겼는데 當時自幸漆膠誼

오늘 도리어 살고 죽는 사람이 되었구나 此日翻成生死人

가장 한스러운 것은 고당에 백발의 노친 계신데 最恨高堂垂白髮

색동옷으로 노래자(老萊子)의 춤 다시 출 수 없는 것이라오91)綵衣萊舞更無因

90) 칠교(漆膠)의 정의(情誼) : 우정이 매우 돈독함을 뜻한다. 후한 때 뇌의(雷義)와 진중(陳重)이 우정이 

매우 두터웠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교와 옻칠을 섞어 놓으면 굳게 합하지만, 뇌의와 진중 

두 사람의 우정처럼 굳지는 못하다.[膠漆自謂堅 不如雷與陳]” 하였다. 《後漢書 卷81 獨行列傳 雷義》

이후로 친구 간에 우정이 돈독한 것을 ‘교칠(膠漆)의 정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음의 고저(高低)를 맞

추기 위해 칠교로 바꿔 쓴 것이다.  

91) 색동옷으로……것이라오 : 망자인 양진사가 나이 들어서도 어린 아이의 재롱을 하며 노친에 대한 효도

를 다하였는데 이제 죽어 이를 다시 행할 수 없음을 슬퍼한 것이다. 노래자(老萊子)는 춘추 시대 초(楚)

나라의 은사(隱士)로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70살이 되어서도 어린애처럼 색동옷을 입고서 

새 새끼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놀았다고 한다. 《初學記 卷17 孝子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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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흡 훈 에 대한 만사

輓盧子翕 壎

그대와 나 약관시절부터 알고 지내 君我相知自弱冠

한집안처럼 정의(情誼)가 도타워 매번 간담(肝膽)을 피력하였지

連家誼重每披肝

형제간의 우애 사람들이 흠잡지 못하였고 怡怡友愛人無間

간절한 우정 세상에서 관여하지 못하였네92) 切切交情世莫干

고당의 백발 어버이 병든 지 오래되었으니 白髮堂前惟病久

거적자리 곁에 서글퍼하는 외로운 모습 어찌할까 孔懷苫側柰形單

가련하다 창 아래 차가운 매화나무 可憐窓下寒梅樹

아직도 봄바람의 옛 모습 그대로 띄고 있네 猶帶春風舊日顔

김 판관 영후 에 대한 만사

輓金判官 纓後

어려서 일찍 버들잎을 꿰뚫으니93) 少小穿楊葉

명성이 호장94)을 휩쓸었네 聲名虎帳傾

일찍이 북문의 자물쇠가 되었고95) 北門曾鎖鑰

92) 형제간의……못하였네 : 망자인 노자흡이 형제간에는 화기애애하게 우애를 지켰고 붕우 간에는 간절한 

우정을 잃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논어》 <자로(子路)> 편에 “어떠하여야 선비라 이를 수 있습니

까?”라는 자로(子路)의 질문에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며 화락(和樂)하면 선비라 이를 수 있으니, 붕

우간에는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며 형제간에는 화락하여야 한다.[切切偲偲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

切切偲偲 兄弟怡怡]”라는 공자의 말씀이 보인다. 

93) 어려서……꿰뚫으니 : 뛰어난 무예(武藝) 실력으로 일찍 무과(武科)에 급제한 것을 이른다. 망자인 김

영후는 1637년(인조15) 별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94) 호장(虎帳) : 장군이 지휘하는 지휘소를 이른다. 

95) 일찍이……되었고 : 망자가 변방을 수어(守禦)하는 중책을 맡았음을 말한 것이다. 송나라 진종(眞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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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의 옛 간성이었다오96) 南漢舊干城

인척을 맺으니 왕씨와 사씨처럼 친하였고97) 姻結親王謝

정이 깊으니 형제간의 우애였네 情深誼弟兄

늙고 쇠하여 집불98)하지 못하니 老衰違執紼

만시(輓詩) 읊조림에 눈물이 갓끈을 적시노라 吟罷淚沾纓

곽 전적 언숙99) 융 에 대한 만사

輓郭典籍彥叔 瀜

어렸을 때부터 서로 친하고 사랑하여 幼少相親愛

마음을 안 지 육십 년이 되었다오 知心六十年

집이 가난하여도 도를 더욱 즐거워하고 家貧道益樂

관직이 낮아도 덕은 더욱 온전하였네 官小德彌全

때, 요(遼)나라의 대군(大軍)이 남침하여 개봉(開封)에서 불과 3백여 리 떨어진 전주(澶州)에 이르자 조

정의 대신들이 천도(遷都)를 의논하였으나, 구준(寇準)이 황제의 친정(親征)을 주장하여, 황제가 황하(黃

河)를 건너 전주(후일의 대명부(大名府))의 북성(北城)에 올라 마침내 요나라와 강화하고 돌아왔다. 구준

이 이곳을 지키자, 요나라의 사신이 와서 구준에게 “상공(相公)은 명망이 높으신데 어찌하여 중서성(中

書省)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구준이 “주상께서 북문의 쇄약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다.”

라고 대답한 고사를 원용하여 말한 것이다. 《宋史 卷281 寇準列傳》

96)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옛 간성(干城)이었다오 : 병자호란 당시 인조(仁祖)가 남한산성에서 수성할 적에 

망자가 무관으로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간성은 국가를 위하여 방패가 되고 성이 되는 훌륭한 장수

를 뜻하는바, 《시경(詩經)》 <주남(周南) 토저(兎罝)>에 ‘씩씩하고 늠름한 장수는 공후의 방패와 성이로

다.[赳赳武夫 公侯干城]’라고 보인다.

97) 인척을……친하였고 : 왕씨(王氏)와 사씨(謝氏)는 진(晉)나라 때의 명문거족(名門巨族)들로 서로 간에 

자주 혼인하여 친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98) 집불(執紼) : 장례할 적에 상여의 동아줄을 잡는 것으로 친우나 문생(門生)들이 주로 하였다. 

99) 곽 전적(郭典籍) 언숙(彥叔) : 곽융(郭瀜, 1600〜?)으로 전적은 그의 벼슬이고 언숙은 자이다. 본관은 

현풍(玄風)으로 홍의장군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의 조카이다. 1627년(인조5) 식년 문과에 급제

하고 교서관(校書館) 저작(著作), 성균관 전적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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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를 누려 삼달100)을 겸하였고 享壽兼三達

뜰에 가득한 자손 팔현을 초월하였네101) 盈庭邁八賢

만사(輓詞)를 씀에 슬픈 정 무궁하니 題詞情不盡

늙은 눈물 절로 줄줄 흐르노라 老淚自潸然

강 직장에 대한 만사

輓姜直長

우리 두 사람 친분을 맺던 날 생각하니 言念結交日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가 묻노라 于今問幾秋

어짊은 마땅히 장수를 누려야 하고 仁宜享遐壽

행실은 본래 깨끗하게 닦여졌었지 行自有淸修

기복102)은 사람들 다툴 이가 없고 箕福人無競

뜰의 난초는 세상에 짝할 이 드물구나103) 庭蘭世罕儔

훌륭한 모습 다시 보지 못하니 儀形不復見

옛일 추억함에 눈물만 부질없이 흐르네 回首涕空流

100) 삼달(三達) : 삼달존(三達尊)으로 관작(官爵)과 연치(年齒)와 덕망(德望)을 가리킨다.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천하에 공통으로 높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관작이 하나요 연치가 하나

요 덕망이 하나이다. 조정에서는 관작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거주하는 지방에서는 연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림에는 덕망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天下有達尊三 爵一 齒一 德一 

朝廷莫如爵 鄕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라고 보인다.

101) 뜰에……초월하였네 : 팔현(八賢)은 여덟 명의 현자라는 말인데, 망자가 여덟 명의 아들을 두었으므로 

순씨팔룡(荀氏八龍)의 고사를 든 것으로 보인다. 순씨팔룡은 후한(後漢) 때 고사(高士)인 순숙(荀淑, 83

〜149)의 여덟 명의 아들들인 검(儉)ㆍ곤(緄)ㆍ정(靖)ㆍ도(燾)ㆍ왕(汪)ㆍ상(爽)ㆍ숙(肅)ㆍ전(專)인데 모두 

뛰어난 재능으로 명성이 높아 당시 사람들이 팔룡(八龍)이라 칭하였다. 《後漢書 卷62 荀淑列傳》

102) 기복(箕福) :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숙부인 기자(箕子)가 말한 홍범구주(洪範九疇) 중의 오복(五福) 

즉 장수[壽], 부(富), 강녕(康寧), 덕을 좋아함[攸好德], 올바르게 죽음[考終命]을 이른 것이다. 《書經 

洪範》

103) 뜰의……드물구나 : 훌륭한 자제들이 많음을 예찬한 말로, 진(晉)나라의 명재상인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왜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자제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라고 묻자, 조카 사현(謝玄)이 “이

것은 마치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자기 집 정원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한 고

사를 원용한 것이다. 《晉書 卷79 謝安列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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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에 대한 만사

輓金貞叔

듣자하니 그대의 무덤 풍성에 정했다 하니 聞君宅兆卜豐城

아름다운 모습 이 세상과 막힘 서글프네 痛悼儀刑隔此生

그중에도 가장 유명에 남은 한은 最是幽明遺恨事

고향 산의 소나무 정을 머금고 있는 것이라오 故山松樹正含情

곽 전적 회부104)에 대한 만사

輓郭典籍會夫

우리들 불행하여 이분의 상에 곡하니 吾儕不幸哭斯人

어느덧 오십 년의 광음이 지나갔네 倏然光陰五十春

이로부터 무릉도원(武陵桃源) 가는 길에 從此武陵源下路

참을 찾는 발걸음 누구를 위해 잦을까 尋眞步屧爲誰頻

104) 곽 전적 회부 : 곽연(郭硏, 1609〜?)으로 전적은 그의 벼슬이고 회부는 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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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중105) 상한 에 대한 만사 ○ 작은 서문을 함께 짓다

輓安翼仲 翔漢 ○幷小序

아! 익중은나보다세살이적은데외가의친족이다. 어려서부터서로따르고말년
에다시 한시내 남쪽과 북쪽에 이웃하여의심스러운 일이있으면서로질문해서
일마다 함께하지않음이 없었다. 스스로 길이백 년을 보존하여조금도 헤어짐이

없을것이라고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대가나보다먼저떠나가니, 애통함을 어찌
다말할수있겠는가.[嗚乎 翼仲 少我三歲而母黨之親也 自少相從 晩復結鄰于一澗南

北 有疑相質 無事不共 自以謂永保百年 少無睽離 今君先我而逝 痛悼曷極]

뜻밖의 부고(訃告)106) 꿈인가 참인가 不意凶蘭夢也眞

공과 같은 분 지금 세상에 어찌 다시 찾으랴 若公今世復何人

형이라 부르고 아우라 불러 정이 더욱 친밀하였고 曰兄曰弟情逾密

벗과 같고 스승과 같아 의가 더욱 친하였네 如友如師誼更親

세 조정에 옥을 안아 불우함을 한탄하고107) 抱玉三朝嗟不遇

글을 품고 열 번 올리려 하였으나 길이 없음 한탄하였네108) 懷書十上歎無因

105) 안익중(安翼仲) : 안상한(安翔漢, 1604∼1661)으로 익중은 그의 자이고 호는 동만(東巒), 본관은 광

주(廣州)이다. 1636년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모아 상주(尙州)에 이르렀으나, 화

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을 향해 통곡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고 스

스로를 숭정일민(崇禎逸民)이라고 부르면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106) 부고(訃告) : 원문의 ‘흉란(凶蘭)’은 흉사(凶事)의 난보(蘭報)를 줄여 쓴 것으로, 상(喪)을 알리는 부고

를 말한다. 난보는 원래 상(喪)의 소식을 전해 온 경란(耿蘭)의 편지라는 뜻으로, 후세에 인신하여 부고

의 의미가 되었다. 한유(韓愈)의 <제십이랑문(祭十二郞文)>에 조카인 십이랑의 죽음을 슬퍼하며 “꿈일 

것이요 이 소식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동야의 글과 경란의 편지가 어찌하여 내 곁에 있단 말인

가. 슬프다, 참이로구나.[夢也 傳之非其眞也 東野之書 耿蘭之報 何爲而在吾側也 嗚呼 其信然矣]”라는 구

절에서 유래하였다. 경란은 십이랑의 하인이다.

107) 세……한탄하고 : 망자가 뛰어난 인재였으나 불우하여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슬퍼한 것이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변화(卞和)가 일찍이 형산(荊山)에서 박옥(璞玉)을 얻어 여왕(厲王)에게 바쳤다

가 군주를 속였다는 죄목으로 왼발을 잘리는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무왕(武王)이 즉위하자 다시 바쳤

다가 이번에는 오른발을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 무왕이 죽고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변화는 박옥을 안

고 성문 앞에서 3일 동안 구슬피 울었다. 문왕이 그 이유를 물으니, 변화는 “좋은 옥이 인정을 받지 못

하고 충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군주를 속였다는 누명을 쓰게 된 억울함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라

고 대답하였다. 이에 문왕이 옥공(玉工)을 시켜 박옥을 쪼아내게 한 결과 큰 벽옥(璧玉)을 얻게 되었다. 

이후로 이 벽옥을 ‘화씨벽(和氏璧)’이라 하여 천하의 보물로 인정되어 진(秦)나라 때 옥새(玉璽)로 쓰였

다. 《韓非子 和氏》

108) 글을……한탄하였네 : 이 내용은 전국 시대 유세객(遊說客) 소진(蘇秦)이 조(趙)나라에서 흑초구(黑貂

裘)와 황금 1백 근을 받아 가지고 진(秦)나라로 가서 열 차례나 글을 올려 진 혜왕(秦惠王)에게 유세하

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진나라를 떠나 돌아왔는데, 이때 소진의 모습은 시커먼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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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가 고당의 눈물 위로하랴 有誰能慰高堂淚

이 이치 내 장차 저 하늘에 물으리라 此理吾將詰彼旻

이 첨사 경략 여정 에 대한 만사

輓李僉使景略 汝靖

우리 지방 불행하여 어르신이 별세하니 吾鄕不幸丈人亡

팔십년 광음이 전광석화처럼 빨리 지나갔네 八十光陰石火忙

이광이 봉해지지 못하니 천도(天道)를 기필하기 어렵고109) 李廣不封天未必

□□□□ 이치를 자세히 알기 어렵구나 □□□□理難詳

내외 가에 파가 이어지니 정이 서로 좋았고 派連內外情相好

가문 간에 인척을 맺으니 친분이 더욱 깊었네 家結姻親分更長

지하의 정령은 아시는가 地下精靈知也否

소미성(少微星)의 죽음110) 가장 서글퍼할 만하네 星微之死最悲傷

비쩍 마른 모습이 매우 초라하였다고 한다. 《戰國策 秦策1》

109) 이광(李廣)이……어렵고 : 이광은 한나라 무제(武帝) 때 북평 태수(北平太守)를 지낸 무신(武臣)으로 

팔이 길고 활을 잘 쏘아 흉노(匈奴)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비장군(飛將軍)이라고 부르며 피할 정도의 명

장이었다. 흉노와의 7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으나 제후로 봉(封)함을 받지 못

했고, 원수(元狩) 4년(기원전 119)에 대장군 위청(衛靑)을 따라 흉노를 공격했다가 길을 잃었는데 이를 

문책하자 자살하였다. 《史記 李將軍列傳》 당(唐)나라 초기의 문장가인 왕발(王勃)이 지은 <등왕각 서

(滕王閣序)>에 “풍당이 늙기 쉽고 이광이 봉해지기 어려웠다.[馮唐易老 李廣難封]”라는 구절이 보인다. 

110) 소미성(少微星)의 죽음 : 소미성(少微星)은 처사(處士), 즉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

은 선비를 뜻한다. 《사기정의(史記正義)》 권27 <천관서(天官書)>의 주(註)에 “소미성이 빛나면 처사가 

세상에 나오고 소미성이 빛을 잃으면 그 반대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망자인 이여정(李汝靖)을 처사로 

높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 56 -

박 동지 백헌111) 유 에 대한 만사

輓朴同知伯獻 瑠

이십 년 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하니 二十年來不相見

각각 쇠하고 병든 몸으로 언제나 그리워하였네 各將衰病每懸懸

누가 알았으랴 예전에 따라다니던 곳이 誰知昔日徵隨地

갑자기 오늘 아침 통곡하는 무덤이 될 줄을 忽作今朝痛泣阡

셋째 딸 함께 죽으니 신명은 어찌 참혹한 화를 내리는가 三女俱亡神豈忍

한 아들의 남은 경사112) 세상에서 다투어 전하네 一男餘慶世爭傳

만약 어진 매씨를 지하에서 만나거든 若逢賢妹泉臺下

이 몸 아직도 몸을 보전하고 있다고 말해 주오113) 爲報此生猶保全

111) 박 동지 백헌(朴同知伯獻) : 박유(朴瑠)로 백헌은 자이며 동지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약칭

으로 아들 진한(振翰)의 벼슬이 종2품에 이르러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부친은 불온당의 장인인 국담(菊

潭) 수춘(壽春)이다. 아래에 불온당이 지은 <박백헌에 대한 제문[祭朴伯獻文]>이 있다. 

112) 한……경사 : 한 아들은 박진한(朴振翰, 1651~?)을 이른 것으로 1651년(효종2) 식년 무과에 급제하

고 벼슬이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에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원문의 ‘여경(餘

慶)’은 선조가 쌓은 선행으로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번성함을 이르는바, 《주역(周易)》 <곤괘(坤卦) 문

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고 보인다.

113) 만약……주오 : 어진 매씨(妹氏)는 망자 박유의 여동생을 가리킨 것으로 불온당의 첫째 부인인 밀양 

박씨(密陽朴氏)를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온당은 처음 밀양 박씨에게 장가드니 국담(菊潭) 수춘(壽春)의 

따님이었는데, 일찍 별세하여 다시 현풍 곽씨(玄風郭氏)에게 장가들었다.  



- 57 -

제문

祭文

한강 정 선생114)에 대한 제문 계묘년 3월 이장(移葬)할 때임

祭寒岡鄭先生文 癸卯三月改葬時

아! 선생은 嗚乎先生

백 년의 시기에 응하고115) 應百歲期

오현116)을 이어 탄생하셨습니다 繼五賢生

사문117)에 주인이 되시어 斯文有主

우리 도가 크게 밝혀졌습니다 吾道大明

태산이 무너진 지118) 이미 오래니 山頹已久

114) 한강(寒岡) 정 선생 : 정구(鄭逑, 1543∼1620)로 한강은 그의 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1) 참

조. 

115) 백 년의……응하고 : 퇴계(退溪) 선생과의 시대의 차이가 멀지 않아 직접 수학하였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맹자(孟子)》 <진심 하(盡心下)>에서 맹자께서 요(堯)ㆍ순(舜)과 탕(湯), 문왕(文王)과 공자(孔

子) 등의 성인(聖人)들이 5백년 만에 나오심을 설파하고 “공자로부터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백여 

년이다.[由孔子而來 至於今 百有餘歲]”라고 하였는바, 이 내용을 원용하여 말한 것이다. 

116) 오현(五賢) : 조선 중기까지 큰 자취를 남긴 다섯 분의 유현(儒賢)으로 문경공(文敬公)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문정공(文正公)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문순공(文純公)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이르는 말이다. 

1610년(광해군2)에 이 다섯 분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였는바, 보통 ‘영남 오현(嶺南五賢)’이라고 

칭하나 정암은 영남 출신이 아니고 다만 한훤당에게 수학하였을 뿐이다.  

117) 사문(斯文) : 유학(儒學)을 가리키는 말이다. 《논어(論語)》<자한(子罕)>에 공자가 “문왕(文王)이 이

미 별세하였으니, 문(文)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장차 ‘이 문[斯文]’을 없애려 하였다면 내가 

이 문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不得與於斯文也]”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집주(集註)》에 “문(文)은 도(道)가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하였다. 이후로 유

학을 칭하는 말로 쓰였으며 유학자를 직접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성씨를 붙여 김 사문(金斯文), 

이 사문(李斯文)으로 칭한다.  

118) 태산이 무너진 지 : 원문의 ‘산퇴(山頹)’는 태산(泰山)이 무너졌다는 말로 스승이나 철인(哲人)의 죽음

을 비유하는 말이다. 옛날 공자(孔子)가 자신이 별세하는 꿈을 꾸고 아침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

이를 끌고 문 앞에 한가로이 거닐며 “태산이 무너지겠구나. 대들보가 부러지겠구나. 철인이 죽게 되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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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성상이 지났습니다 閱幾星霜

더구나 우리 한 고을은 况我一邦

옛날 공의 동향119)입니다 昔公桐鄕

나를 널리 가르쳐주시고 나를 요약해주시니120) 博我約我

은혜가 부모와 같으십니다 恩若爺孃

깊은 인과 후한 은택 深仁厚澤

영세토록 잊지 못하여 永世不忘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제향하니 立祠歲享

남기신 은애(恩愛)가 더욱 영원합니다 遺愛彌長

이번 개장함에 今玆改窆

날짜가 길하고 때가 좋아 日吉辰良

옛 모습 다시 접하는 듯하니 恍接儀刑

갱장의 사모121) 더욱 간절합니다 慕切羹牆

삼가 하찮은 제수를 장만하여 謹具菲薄

한 잔의 술 올립니다 用奠一觴

나.[泰山其頹乎 梁木其摧乎 哲人其萎乎]”라고 노래하고는 조금 후에 별세하신 일에서 유래하였다. 《禮

記 檀弓上》

119) 동향(桐鄕) : 지방 수령이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이 사모하는 정이 있는 고을을 가리킨다. 동향

(棟鄕)이라고도 표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32) 참조할 것. 

120) 나를……요약해주시니 : 이 내용은 《논어(論語)》 <자한(子罕)>편의 “부자(夫子)께서 차근차근히 사

람을 잘 이끄시어 문(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禮)로써 나의 행실을 요약해주셨다.[夫子循

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라는 구절을 원용하여 스승께 받은 가르침을 말한 것이다. 후세에는 이

것을 박문(博聞)과 약례(約禮)로 요약하여 박문은 지공부(知工夫)를 약례는 행공부(行工夫)를 가리키게 

되었다. 

121) 갱장(羹牆)의 사모 : 이미 죽은 선배나 성현에 대한 흠모(欽慕)를 이르는 말이다. 요(堯)임금이 죽자 

순(舜)임금이 그를 워낙 그리워한 나머지 요임금의 모습이 앉아 있을 때는 담장에 어른거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국그릇에 어른거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後漢書 卷63 李固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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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 월담 김공122) 정룡 에 대한 제문

祭內舅月潭金公 廷龍 文

아! 애통합니다. 嗚乎痛哉

하늘이 우리 두 집안에 내린 화(禍)가 天之降割于我兩家

어쩌면 이리도 혹독하단 말입니까 何其酷耶

재작년 오늘 再昨年是日

큰 외숙께서 하세하였고 伯舅下世

다음 해 다음 날 翌年明日

외숙이 뒤이어 서거하였는데 舅氏繼逝

얼마 안 있다가 未幾

백표종이 상을 이기지 못하여 별세하였습니다123) 伯表從不勝喪

그리고 지난해 사월에 前年四月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母氏見背

금년 봄 삼월에 今春三月

선고께서 또다시 여러 고아들을 버리셨습니다 先考又棄諸孤

가슴을 치고 부르짖는 마음 지극하여 叩叫之極

외가를 위해 슬퍼할 겨를이 없었으나 不暇爲外家悲

공의 순후한 자질로 然以公純厚之質

겨우 하수124)를 얻었으니 纔得下壽者

이 어찌 하늘이 돈독히 탄생시킨 뜻이겠습니까 豈天之篤生之初意耶

소자가 오늘날 곡함에 小子今日之哭

122) 내구(內舅) 월담(月潭) 김공(金公) : 불온당(不慍堂)의 외숙인 김정룡(金廷龍, 1561~1619)으로 내구

는 외숙을 이르고 월담은 그의 호이다. 자는 시견(時見), 본관은 의성(義城)으로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인이다. 1585년(선조18)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고 벼슬이 이조 정랑(吏曹正郎)에 이르렀다. 임

진왜란(壬辰倭亂) 때 예안 현감(禮安縣監)으로 있으면서 군량미 수송에 공을 세워 국왕으로부터 상을 받

았다. 부친인 서계(西溪) 김담수(金聃壽)와 아우인 국원(菊園) 김정견(金廷堅)과 함께 상주(尙州)의 낙암

서원(洛巖書院)에 제향되었다. 

123) 백표종(伯表從)이……별세하였습니다 : 백표종은 외종사촌 형제 중의 맏이를 이르며 상을 이기지 못

해 별세하였다는 것은 부모의 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하다가 병에 걸려 죽음을 이른다. 

124) 하수(下壽) : 인간의 수명을 상ㆍ중ㆍ하로 나누었을 때 가장 적은 나이인 60세를 이른다. 《장자(莊

子)》<도척(盜跖)>에 “사람의 상수를 백 세라 하고, 중수를 팔십 세라 하고, 하수를 육십 세라 한다.[人

上壽百歲 中壽八十 下壽六十]”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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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亦安得不大聲長痛也

아! 嗚乎

공의 효도와 우애는 公之孝友

천성에서 우러나왔으니 出於天性

소자가 감히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非小子所敢稱述

그러나 친족들이 의지함과 而族親之庇賴

친구들의 추중함이 朋儕之推重

동량과 지란보다도 더하였는데125) 不啻若棟梁芝蘭

고개 한 번 눈 한 번 돌리는 사이에 轉眄之間

이미 옛 자취가 되었습니다 已成陳迹

다만 옛 전장(田庄)이 텅 비어 但見故庄空虛

경치가 슬프고 처량함을 볼 뿐이니 物色悲凉

모르는 행인들도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데 行路尙淚

하물며 지극한 저의 심정이겠습니까 矧伊至情

위로할 수 있는 것은 所可慰者

아드님이 영특하여 胤兒英特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있어서 人皆稱道

타일에 크게 성취할 것이니 他日成立

길이 자손에게 물려줌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可期其永錫矣

아! 嗚乎

소자는 공에게 있어 小子於公

죄를 진 것이 많습니다 罪負多矣

한 고을에 살면서도 철과 달마다 안부를 묻지 못하였고 同鄕而不能時月拜候

별세하였는데도 달려가 곡하지 못하였으며 圽焉而不能匍匐
장례할 때에도 무덤에 임하여 곡하지 못하였으니 窆焉而不能臨穴

옛날을 생각함에 撫念疇昔

어떻게 가슴의 회포를 억누르겠습니까 何以爲懷

125) 친구들의……더하였는데 : 친구들이 집을 떠받치는 대들보[棟梁]처럼 믿고 좋은 영향을 주는 지란(芝

蘭)처럼 믿고 따랐음을 비유한 것이다. 지란은 지초와 난초로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선인(善人)과 

함께 거처하는 것은 마치 지란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되면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곧바로 

더불어 동화된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不聞其香 卽與之化矣]” 하였는바, 이는 어진 벗과 사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으로 어질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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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 잔 술과 거친 제문으로 惟以單杯蕪詞

이 만곡(萬斛)126)의 슬픈 회포를 펴오니 陳此萬斛悲抱

엎드려 바라건대 높은 영령께서는 伏惟尊靈

부디 흠향해 주소서 肯賜歆斯

오 진사에 대한 제문

祭吳進士文

아! 嗚乎

그대가 별세한 뒤로부터 自君之歿

어느덧 일 년이 지나가니 忽已踰朞

매번 그대를 생각할 때마다 每一念至

황홀하여 참으로 죽었는가 의심하였는데 恍惚猶疑

이제 상을 모시고 돌아감에 今以喪歸

길이 이곳을 지나가니 路出于玆

아! 끝났습니다 이분이여 已矣斯人

어찌 여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而至於斯

여러 대 동안 한 집안처럼 지내서 累世通家

정의가 돈독하였습니다 情親誼密

시와 술로 서로 따르며 詩酒相從

육 년 동안 서울에 있었는데 六載京洛

중간에 재앙을 만나 中間夭閼

이 남쪽 지방으로 귀양왔습니다 謫玆南服

초나라 죄수가 동병상련(同病相憐)하여127) 楚囚同病

126) 만곡(萬斛) : 아주 많은 분량을 비유한 말이다. 곡은 10말[斗]을 이른다. 

127) 초나라 죄수가 동병상련(同病相憐)하여 : 망자인 오진사와 불온당이 서로의 불우한 처지를 가엾게 여

기며 깊은 정을 나눔을 비유한 말이다. 초나라 죄수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곤궁에 빠져 있는 처지를 

비유한 말로, 춘추 시대 진(晉)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문고로 초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고향을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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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동안 서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十載相憐

목소리와 용모는 비록 격조(隔阻)하였으나 音容縱隔

서찰을 여러 번 전하니 書牘累傳

장황하게 종이에 가득히 글을 써서 張皇滿紙

지극한 경계(警戒)가 서로 이어졌습니다 至戒相屬

그대의 머리는 아직 희지 않았고 君髮未華

내 치아(齒牙)도 여전히 희니 我齒猶白

헤어져 있을 날이 얼마이겠는가 其幾何離

끝내는 반드시 서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終必有合

그런데 어찌 불운하여 云胡不淑

중도에 갑자기 별세한단 말입니까 中路奄忽

주천의 한 번 작별이 酒泉一別

어느덧 꿈속과 같으니 忽若夢覺

오산128)에 놀러가자던 약속을 鰲山追約

끝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竟莫能遂

인간의 슬프고 한스러운 人間悲恨

이 회포 어찌 다하겠습니까 此懷何已

아! 嗚乎

그대는 죽어서 돌아가고 君死而歸

나는 살아서 치욕스러우니 我生而辱

내 삶이 어찌 기쁘며 我生何喜

그대의 죽음이 어찌 서글프겠습니까 君死何惻

다정스러운 용모를 衎衎之容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며 今不復覿

했던 종의(鍾儀)의 고사에서 유래하였으며《春秋左氏傳 成公 9年》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전국 시대 오왕(吳王) 합려(闔閭)의 신임을 얻은 초나라 출신 오자서(伍

子胥)가 모함을 받아 일가족을 잃고 오나라로 망명한 백비(伯嚭)를 합려에게 천거하여 대부(大夫)에 임

명하게 하였는데, 당시 백비를 위험하게 여긴 대부 피리(被離)가 오자서에게 그를 신임하는 이유를 묻

자, 오자서가 “그것은 그와 내가 같은 원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상가(河上歌)>에 ‘같은 병을 앓

으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같은 걱정이 있으면 서로 구해 주네.[同病相憐 同憂相救]’ 하였다.”라고 대답

한 데서 유래하였다.《吳越春秋 闔閭內傳》

128) 오산(鰲山) : 동해(東海)에 있다는 삼신산(三神山) 즉 봉래(蓬萊)ㆍ영주(瀛洲)ㆍ방장(方丈)산을 이르는 

말로 전설에 큰 자라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金剛山)을 봉래, 

한라산(漢拏山)을 영주, 지리산(智異山)을 방장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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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밝은 기운을 炯炯之氣

한 관(棺) 속에 거두어 갑니다 戢于一木

내가 와도 알지 못하고 我來無覺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有言莫聞

생전에 똑같은 마음은 生前一心

죽어도 어찌 간격이 있겠습니까 死何有焉

형체는 기운과 함께 변화하나 形與氣化

어둡지 않은 것은 영혼이니 不昧者魂

부디 꿈에 나타나서 庶假以夢

좋은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冀獲晤言

곡하며 아드님129)을 상대함에 哭對阿郞

전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典型斯存

저 옛날을 돌아보고 생각하니 顧念㫰昔

나의 정이 어찌 나뉘겠습니까 我情曷分

하찮은 제수로 슬픔을 펴니 菲薄叙哀

평소의 정을 다하지 못합니다 未盡平昔

영령(英靈)이 만약 앎이 있거든 靈如有知

부디 와서 흠향하소서 庶幾歆格

노자흡에 대한 제문

祭盧子翕文

아! 嗚乎

공과 내가 서로 안 지가 公我相知

이제 이십 년이 되었습니다 二十年于玆矣

명륜당(明倫堂)에 오르내리면서 升降倫堂

129) 아드님 : 원문의 ‘아랑(阿郞)’은 상대방의 아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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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문장을 논하였고 互相論文

과장을 출입하면서 出入科塲

각자 먼저 채찍질할 것을 기약하였습니다130) 各期先鞭

그런데 광음이 빠르게 지나가고 光陰倏忽

세상 일이 어긋났습니다 世事蹉跎

공은 평생 동안 가난한 살림을 즐거워하여 平生樂貧

조금도 경영함이 없었으나 了無經營

남의 근심스러운 일을 근심해주고 而憂人之憂

남의 즐거운 일을 즐거워해주며 樂人之樂

가정에서 화목하고 怡怡家庭之間

붕우 간에 간절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切切朋友之際

일찍이 남을 훼방하지 않으니 未嘗毁人

어느 누가 공을 훼방하며 人孰毁公

일찍이 남을 저버리지 않으니 未嘗負人

남들이 어찌 공을 저버리겠습니까 人豈負公

이것은 바로 우리 공의 마음이니 此乃我公之心

우리들이 일찍이 추앙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而吾儕之所嘗推譽者也

어찌 알았겠습니까 那知

오늘날 유명이 영원히 막혀서 今日幽明永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呼之不答

웃어도 듣지 못할 줄을 笑之莫聞

옛날 담소하던 집이 昔日談笑之堂

지금은 통곡하는 장소가 되니 今作哭泣之所

고요히 옛 일을 생각함에 靜言思之

내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我懷何如

한 소리로 길이 한탄함에 一聲長吁

130) 먼저……기약하였습니다 : 서로 공명을 이루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기약했다는 말이다. 원문

의 ‘선편(先鞭)’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에 채찍질하여 앞서서 공명을 이룬다는 뜻으로 ‘선착편(先著

鞭)’으로도 쓰인다. 북쪽 오랑캐에게 쫓겨 강남(江南)의 건강(建康)으로 도읍을 옮긴 동진(東晉)의 명장 

유곤(劉琨)이 친구 조적(祖逖)과 함께 중원 수복(中原收復)의 큰 뜻을 품고 서로 격려하였는데, 한번은 

다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창을 베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역적의 머리를 효시하려는 생

각뿐인데, 항상 조생이 나보다 먼저 말채찍을 잡을까 염려한다네.[吾枕戈待旦 志梟逆虜 常恐祖生先吾著

鞭]”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62 劉琨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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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九泉)이 아득하고 아득합니다 九原茫茫

어머니가 살아계시어 서글퍼하고 有母傷痛

처자식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妻子號哭

사매당이 비었으니 四梅堂空

매화꽃이 처량합니다 花蘂凄凉

어찌 평소 공의 효도하고 우애하던 성품과 何平日孝友之性

자애로운 정이 慈愛之情

마침내 여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一至於此耶

금년 유월에 今年六月

내가 횡당131)에 우거할 적에 我寓黌堂

진흙길과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泥濘炎程

오고감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不憚來往

구 일 동안 함께 유숙하니 淹留九日

실로 저를 좋아함에 연유하였습니다 實由好爾

밤이면 베개를 연하고 夜則連枕

낮에는 책상을 연하여 晝則連床

술을 얻으면 서로 권하고 得酒相酬

시구를 얻으면 서로 화답하였습니다 得句相和

작별에 임하여 시를 지어주어 臨別贈詩

아직도 귀에 가득한 듯한데 怳若盈耳

황량이 익기도 전132)에 黃粱未熟

이 일이 묵은 자취가 되었습니다 此事陳迹

한 잔 술을 공경히 올리니 一杯敬奠

부디 와서 흠향하소서 庶幾來格

131) 횡당(黌堂) : 공부를 하거나 글을 배우는 서당이나 학당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향교(鄕校)를 가리킨 것

으로 보인다. 

132) 황량(黃粱)이 익기도 전 : 황량지몽(黃粱之夢)의 고사를 말한 것으로 원래 인간 세상의 영욕(榮辱)이 

한바탕 꿈처럼 부질없음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덧없이 짧은 시간이란 의미로 쓰였다. 황량지몽은 당(唐)

나라 노생(盧生)이 한단(邯鄲)의 여관에서 도사(道士) 여옹(呂翁)의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동안 꿈속에

서 한평생의 부귀영화를 한껏 누렸는데, 잠을 깨고 보니 아직도 황량 즉 메조로 짓던 밥이 다 익지 않

았었다는 꿈 이야기로 한단지몽(邯鄲之夢)이라고도 한다. 《枕中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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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 국원공133) 정견 에 대한 제문

祭內舅菊園公 廷堅 文

아! 嗚乎

친함은 외숙과 생질 사이요 親則舅甥

의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이니 誼則師弟

부음(訃音)이 오던 당시에 訃及當時

저의 심정 어떠하였겠습니까 我情曷謂

도로가 이미 막히고 道途旣阻

병고가 또 중첩되어서 病故且疊

한번 통곡함도 이루지 못했는데 一哭尙稽

두 번째 기일이 임박하였습니다 再朞將迫

외숙께서는 비록 용서한다 하나 舅氏雖恕

소자는 무슨 마음으로 이 슬픔 달래겠습니까 小子何心

비통한 소회(所懷) 백 가지여서 悲懷百端

스스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有難自禁

병자년134)의 가르침에는 丙子之誨

저의 슬픈 마음 위로하시고 慰我哀疚

계미년135)의 편지에는 癸未之書

저의 배우를 잃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憐我喪耦

외숙께서는 저에 대하여 舅氏於甥

자식처럼 보셨는데 視之猶子

저는 외숙에 대하여 甥於舅氏

아버지처럼 보지를 못했습니다 視不猶父

133) 내구(內舅) 국원공(菊園公) : 김정견(金廷堅, 1576~1645)으로 불온당(不慍堂)의 내구(외숙)인바 국원

(菊園)은 그의 호이고 자는 훈경(勳卿)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문인이

다. 1612년(광해군4)에 식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 연구에 전

념하였다. 먼저 정구에게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배우고, 뒤에 상주의 정경세를 따라 도학(道學)을 닦고

서 향리에 머물며 경의(經義)의 연마에 힘쓰고 후진 양성에 노력하였다. 부친인 서계(西溪) 김담수(金聃

壽)와 형인 월담(月潭) 김정룡(金廷龍)과 함께 상주의 낙암서원(洛巖書院)에 제향되었다.  

134) 병자년(丙子年) : 1636년(인조14)으로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발발한 해이다. 

135) 계미년(癸未年) : 1643년(인조2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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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가 지은 죄 小子罪負

어찌 그 다함이 있겠습니까 曷云其極

한 소리로 길게 한탄하니 一聲長吁

모든 일이 옛 자취가 되었습니다 萬事陳迹

정은 깊지만 말은 짧고 情長話短

정성은 간절하나 제물은 박합니다 誠摯物薄

어둡지 않은 높은 영령이여 不昧尊靈

부디 와서 흠향해 주소서 庶賜歆格

박백헌에 대한 제문

祭朴伯獻文

아! 嗚乎

공의 재주와 지혜로 以公之才智

한 기예(技藝)를 이루지 못하고 不能成一藝

공의 강건한 몸으로 以公之康健

천수(天壽)를 다 누리지 못하니 不能享天年

하늘이여 귀신이여 天乎鬼乎

이 이치 밝히기 어렵습니다 此理難明

위로할 수 있는 것은 所可慰者

아드님이 높은 관직에 올라 子躋顯秩

삼대에 은혜가 미치니136) 覃恩三世

멀고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들음에 遠近瞻聆

136) 아드님이……미치니 : 아드님은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에 이

르렀던 박진한(朴振翰, 1651~?)을 이른 것이며, 삼대에 은혜가 미쳤다는 것은 조선 시대에 2품 이상 관

원의 경우 직계 존속 삼대에 관직을 추증(追贈)하였는바, 망자 박류(朴瑠)의 아들인 박진한의 관위(官位)

가 종2품인 병마절도사에 이르러 삼대에 걸쳐 추증의 은혜가 미친 것을 말한다. 앞의 주 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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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화롭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孰不爾榮

더구나 두 손자가 矧伊兩孫

가업을 계승할 희망이 있으니 紹述有望

영공께서 후손에게 주심은 令公貽厥

참으로 끝이 없음을 깨닫겠습니다 儘覺未艾

다만 오십 년 동안 但五十年

서로 따르던 정의를 相從之誼

다시 펼 수가 없습니다 無復相叙

이 양계137)에서는 於陽界也

어찌한단 말입니까 爲之柰何

내 나이 팔십에 吾年八十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死亡無幾

지하에서 서로 만날 날이 泉下會見

자연 앞으로 시기가 있을 것이니 自有前期

내 또 어찌 슬퍼할 것이 있겠습니까 則吾又何悲

슬퍼함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요 悲不幾時

슬퍼하지 않음은 而不悲者

장차 무궁히 기약할 수 있습니다 將無窮期矣

아! 嗚乎

영령은 이것을 아십니까 靈其知也耶

알지 못하십니까 其不知也耶

137)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이승을 이르는 말로, 저승을 음계(陰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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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제 덕수 창매 에 대한 제문

祭再從弟德叟 昌邁 文

아! 嗚乎

자네는 나보다 열두 살이 적었네 君少我十二歲矣

그 기개가 장수(長壽)를 누릴 수 있었으니 其氣岸可以享年

누가 나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而孰謂其先我而歿也

자네 병환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聞君疾劇

내가 달려가 보니 馳往見之

인사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則人事不錯

말소리가 분명하였으며 語言分明

작별할 때 한마디 말이 而臨訣一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니 怳若盈耳

자네는 이것을 기억하시는가 君其記得耶

더욱 애통한 것은 尤可痛者

자네의 아들 원회가 君之子元會

뜻밖에 뒤이어 죽었고 不意繼殞

나의 조카 남익이 我之姪南翼

지난달 또한 죽으니 前月亦亡

하늘이 우리 가문에 인자하지 못함을 天之不仁於吾門

그 까닭 알 수가 없네 不可得而知也

내 나이 장차 팔십이니 吾將八十

세상에 살아 있을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在世幾何

천대138)의 모임 泉臺之會

또한 멀지 않을 것일세 當亦不遠

자네를 한잔 술로 전송하니 送子一酹

말은 다함이 있으나 言有盡而

정은 끝날 수가 없네 情不可終

138) 천대(泉臺) : 천하(泉下)나 천양(泉壤)과 같은 말로 황천(黃泉) 또는 무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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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지 않은 영혼이 있거든 不昧者存

이 하찮은 제수를 흠향하오 歆此薄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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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저

雜著

글을 써서 현손 세탁에게 보여주다

書示玄孫世鐸

아! 세탁(世鐸)아. 너의 아비가 죽은 지 지금 몇 해인가. 내 나이 장차

팔십이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여전히 어린 고아이니,

뒤에 비록 너로 하여금 상학(上學)139)하게 하고자 한들 얻을 수 없을까

염려스럽다.

이에 한 질의 《사략(史略)》140)을 가지고 네 후일의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려 하니, 너는 모름지기 나의 뜻을 체인(體認)하여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강(講)하기를 싫어하지 말아서 성취에 이를 것을 기약하라.

이렇게 하면 나와 너의 아비가 죽어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을 것이니, 너는

부디 노력할지어다.

병진년(1676) 8월 2일에 쓰다.

嗟爾世鐸 汝父之歿 今幾星霜 吾年將八十 死亡無日 而汝尙幼孤 後雖欲使汝上學

恐不可得也 玆將一部史略 資汝異日課讀 汝須體余意 受之不倦 講之不厭 期至成立

吾與汝父 死可瞑目也 汝其勉之哉 丙辰 八月 二日 書

139) 상학(上學) : 학교나 서당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함을 이른다.

140) 사략(史略) : 원(元)나라의 증선지(曾先之)가 18종의 사서(史書) 가운데 풍교(風敎)와 관련 있는 말을 

가려 뽑아 책으로 만든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이르는바, 이 책은 중국의 역사(歷史)와 아울러 한문

(漢文)을 익히기 위해 조선 초기부터 학동(學童)들에게 널리 읽혀졌다. 18종의 사서는 《사기(史記)》ㆍ

《한서(漢書)》ㆍ《후한서(後漢書)》ㆍ《삼국지(三國志)》ㆍ《진서(晉書)》ㆍ《송서(宋書)》ㆍ《남제서

(南齊書)》ㆍ《양서(梁書)》ㆍ《진서(陳書)》ㆍ《후위서(後魏書)》ㆍ《북제서(北齊書)》ㆍ《후주서(後周

書)》ㆍ《수서(隋書)》ㆍ《남사(南史)》ㆍ《북사(北史)》ㆍ《당서(唐書)》ㆍ《오대사(五代史)》ㆍ《송감

(宋鑑)》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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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당 일고 제2권 不慍堂逸稿 卷之二

부록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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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록

行錄

공은 휘(諱)가 창원(昌遠)이고 자가 자이(自邇)이고 호가 불온당(不慍堂)

이다. 우리 성씨(成氏)는 계통이 창녕(昌寧)에서 나왔으니, 상세(上世)의

시조는 고려 때 중윤(中允)을 지낸 휘 인보(仁輔)이시다. 휘 송국(松國)을

낳으니, 벼슬이 시중(侍中)인데, 효행으로 온 나라에 알려졌다.

네 번 전하여 휘 사제(思齊)141)에 이르러 벼슬이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

提學)이었는데, 고려가 망하자 옛 왕조에 충절을 지켜 새 왕조에서 벼슬하

지 아니하여 두문동 칠십이현(杜門洞七十二賢)142)의 한 분이 되니, 시호(諡

號)가 정절(貞節)이다. 휘 두(杜)를 낳으니 혁명하는 초기143)에 칠원 현감

(漆原縣監)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취임하지 않았는바, 공에게 7대조가 되신

다.

증조 휘 호(灝)144)는 현감(縣監)으로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追贈)

141) 사제(思齊) : 1330∼1392. 호는 두문자(杜門子),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고려 좌정승(左政丞) 휘 유

득(有得)의 독자(獨子)로 신현(申賢)의 문인(門人)이다.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보문각 직제

학(直提學, 정4품)에 이르렀다. 고려가 망하자 “차라리 왕씨의 귀신이 될지언정 이가의 신하는 되지 않

겠다.[寧爲王氏鬼不作李家臣]”라고 하고 두문동으로 들어갔으며, 부인 성산 이씨에게 “나는 고려의 신하

이니 신왕조(新王朝)인 조선에 벼슬해서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아들을 

데리고 고향(창녕)으로 돌아가서 선영을 지켜라.”라고 하였으며, 아들의 이름도 두문불출의 의미를 담아 

두(杜)라고 고쳤다. 표절사(表節祠)는 두문동 칠십이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조가 1783년(정조7)에 

왕명으로 개성의 성균관(成均館)에 세운 사당으로, 성사제는 1808년(순조8)에 여기에 제향되고, 1873년

(고종10)에 정절이란 시호(諡號)를 받았다. 성사제의 직계 후손인 성석주(成碩周, 1649~1695)가 성사제

와 두문동 충신들에 관해 쓴 책인 《두문동선생실기(杜門洞先生實記)》가 1809년(순조9) 물계서원(勿溪

書院)에서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

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 소장되어 있고, 전자판으로도 볼 수 있다.

142) 두문동 칠십이현(杜門洞七十二賢) : 조선조 개국에 반대하여 고려조에 대한 충성을 지킨 채 조선조에

서 벼슬하지 않고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킨 72명의 고려 유신(遺臣)을 이른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

풍군 광덕면(光德面)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던 옛 지명으로, 칠십이현이 이곳에 들어와 동ㆍ서쪽에 문을 

세워 빗장을 걸어놓은 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데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이들 두문동 칠십이현

은 후세에 절의의 표상으로 숭앙되었으며, 1783년(정조7)에 왕명으로 개성의 성균관(成均館)에 표절사

(表節祠)를 세우고 이들을 배향하였다. 

143) 혁명하는 초기 : 원문의 ‘정혁(鼎革)’은 정신혁고(鼎新革故)를 줄인 말인바 새것을 취하고 옛것을 버

린다는 뜻으로 이미 있던 왕조를 뒤집고 새 왕조를 세움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조선의 개국을 말한 것

이다. 

144) 호(灝) : 봉정대부(奉正大夫)로 진보 현감(眞寶縣監)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의병장 망우당 곽재우(郭

再祐)의 부친 곽월(郭越)과 남명(南冥)과 퇴계(退溪)의 문인인 덕계(德溪) 오건(吳健)과 사돈지간으로, 아

우 성연(成演), 성홍(成洪)과 함께 명성이 높아 창녕 성씨가 영남의 사림 중 핵심 가문이 되는데 기여하

였다. 천우(天祐), 천희(天禧), 천조(天祚), 천지(天祉) 등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 천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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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조고(祖考) 휘 천우(天祐)는 충순위(忠順衛)인데 호가 미은(眉隱)

이다. 선고(先考) 휘 발(撥)은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이고 선비(先妣) 의

성 김씨(義城金氏)는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 서계(西溪) 담수(聃壽)145)의

따님이다.

공은 만력(萬曆)146) 신축년(1601) 성주(星州)의 수륜동(修倫洞)에 있는

외가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어 효성과 우애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고, 문학이 일찍이 이루어졌으며, 두 어버이의 상(喪)에

모두 시묘살이를 하여 삼년상(三年喪)을 마쳤고, 매번 기일(忌日)을 만나면

며칠 동안 목욕재계하였으며, 왕왕 눈물을 떨구곤 하였다.

여러 번 향시(鄕試)에 합격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는데,147) 이때 한강

(寒岡) 정문목(鄭文穆) 선생이 사문(斯文)의 종장(宗匠)148)이 되어 후생들

을 장려하는 일을 좋아하시자, 공이 찾아가서 자신을 위하는 학문149)을

들었으며, 또 미수(眉叟) 허문정공(許文正公)150)과 함께 도의지교(道義之

진왜란에 의병장으로 의병 1천여 명을 이끌고 임진년 1차 창녕 수복 전투, 2차 창녕 수복 전투를 승리

로 이끌었으며, 3차 영산 전투에서는 초유사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을 도와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왜군의 재침에 대비해 요충지인 창녕의 화왕산에 산성을 쌓아 적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지역민과 더불어 조정의 도움을 받아 화왕산성을 쌓았다. 정유년(1597)에 총 14

만여 명의 왜군이 좌군과 우군으로 편성되어 재침하였는데, 이 중 모리, 가토, 구로다가 이끄는 우군은 

경상도로 쳐들어와 밀양을 거쳐 창녕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성천희의 건의에 따라 구축된 화왕산성에서 

방어사 곽재우, 종사관 성안의(成安義), 조방장(助防將) 이영(李英) 및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의병 1천명

과 승병 1천명으로 30배나 되는 왜군을 맞아 분전하여 이들의 경상도를 통한 북상로를 차단하여 정유

재란의 판도를 바꾸었다. 성천희가 화왕산성 수축을 건의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선

조(宣祖) 29년, 11월 20일 기사에 기록되어 있다. 성호는 아들의 큰 공으로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145) 서계(西溪) 담수(聃壽) : 불온당의 외조부인 김담수(金聃壽, 1535∼1603)로, 서계는 그의 호이다. 자

세한 내용은 주 7) 참조.

146) 만력(萬曆) : 중국 명(明)나라 제13대 황제 신종(神宗)의 연호로 1573년부터 1619년까지이다.

147) 그 이전 불온당의 재종숙부 중 한 명과 종숙부 중 한 명이 참여한 광해군 복립운동이 실패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불온당은 여러 번 향시에 급제하였으나, 대과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불온당은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당시, 서인과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불온당의 친가와 외가는 북인 계통이었지만 처가 무진재·국담 집안은 남인 계통이었는데 처질(妻姪) 박

진한(朴振翰)은 효종 식년 무과에 급제해 벼슬이 충청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불온당의 동문(同門)지교 

붕우 미수 허목(許穆)도 남인 계통으로 후일 우의정이 되었다.

148) 한강(寒岡)……종장(宗匠) : 한강은 정구(鄭逑, 1543∼1620)호로 문목은 시호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 

1)을 참조할 것. 사문(斯文)은 유학을 이르고 종장은 학문이 높은 경지에 도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른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을 이른다.

149) 자신을 위하는 학문 :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남에게 알려지기 위해 하는 위인지학(爲人之學)과 대칭

되는 말이다. 공자(孔子)의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공부하였는데 지금에 배우는 자들은 남

을 위해 공부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한 말씀에서 취해 온 것이다. 《論語 憲問》

150) 미수(眉叟) 허문정공(許文正公) : 허목(許穆, 1595~1682)으로 미수는 그의 호이고 문정은 시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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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151)를 맺었다.

향린(鄕隣)의 친구와 인척과 동성 간의 우호로는 양어촌(楊漁邨), 노사매

당(盧四梅堂), 신택은(辛澤隱), 이죽파(李竹坡)152)와 같은 여러 분이 모두

문학으로 서로 추중(推重)하였다. 중간에 세도(世道)가 막힘이 많은 것153)

을 보고는 마침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단념하고, 창녕현 북쪽 도야동(道

也洞)에 정자를 짓고 아름다운 산수 사이에 노닐면서 시를 짓고 술을 마셔

손님과 벗들과 즐기면서 항상 유유자적하였다. 경신년(1680) 8월 18일에

별세하니, 향년이 80세였다.

처음 밀양 박씨(密陽朴氏)에게 장가드니 참의(參議)에 추증된 국담(菊潭)

수춘(壽春)154)의 따님이고, 또다시 현풍 곽씨(玄風郭氏)에게 장가드니 진

사(進士) 유도(有道)의 따님이다. 5남을 두었으니, 남두(南斗), 남정(南

자는 문보(文甫),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정구(鄭逑)의 문인이다. 1626년(인조4) 유생으로서 동학(東學)

의 재임(齋任)을 맡고 있을 때, 박지계(朴知誡)의 일로 과거 응시를 금지당하는 처벌을 받자 이후 과거

에 응시하지 않았다. 효종이 등극한 후에 출사하여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는데, 남인을 이끌고 두 번의 

예송(禮訟)에서 서인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과 대립하였다. 시(詩)ㆍ서(書)ㆍ화(畵)에 모두 능했으

며, 글씨는 특히 전서(篆書)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151) 도의지교(道義之交) : 도덕과 의리로써 사귀는 교분을 이른다.

152) 양어촌(楊漁邨)……이죽파(李竹坡) : 불온당의 친지와 동서(同壻)들이다. 양어촌(楊漁邨)은 양훤(楊晅, 

1597~1650)으로 어촌은 그의 호이고 자는 이정(以貞),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1618년(광해군10) 증광 

진사시에 합격하고 병자호란 때 창녕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려다가 인조가 청나라

에 항복하자 은거하여 세상에 나가지 않고 후학 양성에만 힘을 기울였다. 광산서원에 제향되고 있다. 노

사매당(盧四梅堂)은 노훈(盧壎)으로 사매당은 그의 호이고 자는 자흡(子翕), 본관은 광주(光州)이나 이 

외는 미상이다. 신택은(辛澤隱)은 신시망(辛時望, 1606∼1676)으로 택은은 그의 호이고 자는 자중(子

重), 본관은 영산(靈山)이며 불온당의 동서이다. 목사 신륜(辛崙)의 손자인 신응(辛膺)의 아들로 외조부

인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에게 수학하였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채 향리에서 학문에 전념하였

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창원에 잠시 우거할 적에 도의지교를 맺고 학문을 교류하였다. 이죽파(李竹

坡)는 이이정(李而楨)으로 죽파는 그의 호이다. 밀양시 무안면(武安面)의 벽진 이씨(碧珍李氏) 성산군파

(星山君派)의 중심인물로 불온당의 동서이며 학문과 행의가 뛰어났다. 주자서(朱子書)를 절록(節錄)한

《성리대요(性理大要)》, 예설(禮說)을 절록한 《가례절요(家禮節要)》 등의 편술이 있고 문집(文集)으로 

《죽파집(竹坡集)》이 전한다. 

153) 세도(世道)가……것 : 세도는 세상의 도리를 가리키는 말로 당시 당쟁이 심하여 벼슬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154) 국담(菊潭) 수춘(壽春) : 저자 불온당(不慍堂)의 장인인 박수춘(朴壽春, 1572~1652)으로 국담은 그의 

호이고 자는 경로(景老),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퇴계의 문인 서학교수(西學敎授) 무진재(無盡齊) 박신

(朴愼)의 아들이다. 밀성 박씨 행산공파(杏山公派)이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의병을 모집하여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에서 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싸웠으며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는 창

의(倡義) 격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켰으나,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듣고 산중에 들어가서 숭정처사(崇禎處

士)라고 자처하면서 은거하였다. 한강(寒岡) 정구(鄭逑), 여헌(旅軒) 장현광(張顯光) 등과 함께 성리학의 

연구에 힘썼다. 1672년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다. 현재 대구 남강서원에 

제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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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 남벽(南璧),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인 남규(南奎)와 남려(南呂)이고,

다섯 딸은 노시건(盧時鍵), 정광주(鄭光周), 이세적(李世績), 김종철(金宗

哲), 백이욱(白而旭)에게 출가하였다.

남두는 2남을 두었으니 대집(大集)과 통덕랑(通德郞) 대섭(大涉)이고, 두

딸은 진사 도처화(都處華)와 김천수(金天受)에게 출가하였다. 남정의 양자

는 대림(大臨)이고, 두 딸은 이광윤(李光潤), 윤겸래(尹謙來)에게 출가하였

다. 남벽은 2남을 두었으니 대현(大賢)과 대지(大志)이고, 두 딸은 강덕제

(姜德躋), 안시로(安是老)에게 출가하였다. 남규는 3남을 두었으니 대형(大

亨)과 중부(仲父)에게 출계(出系)한 대림(大臨)과 대호(大濩)이며, 두 딸은

이세식(李世植), 여국거(呂國擧)에게 출가하였다. 남려의 1남은 대도(大

道)이며, 나머지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아! 공은 지극한 효성과 영명(英明)한 자품으로 문헌(文獻)의 세가(世

家)155)에서 생장하여 일찍 공거(公車)156)를 버리고 또 도(道)가 있는 스승

과 벗에게 강마(講磨)하고 훈도(薰陶)되었다. 그러므로 그 도를 행함에 효

도와 우애와 질박함과 정직함을 평생 의거할 바로 삼아서 목소리와 얼굴빛

에 드러내지 않고 반드시 내면에서 구하였으며, 이로써 집안에 거처하고

남을 대함에 평이하고 과묵하여, 비록 혁혁하게 사람들의 귀와 눈에 비춰진

것은 없었으나 그 덕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후세에 전하여 아직도 오랜

세대가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3백 년 동안 지방의 의논이 똑같은 말로 충신(忠信)하고

행실이 돈독한 군자라고 칭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 어찌 후손들이 감히

사사로이 할 바이겠는가. 이에 감히 제현(諸賢)들이 찬술(撰述)한 글 가운

데 한두 가지 큰 것을 뽑아 기록해서 당세에 글을 짓는 군자가 채택해 주기

를 바라는 바이다.

8세손 근호(瑾鎬)157)가 삼가 짓다.

155) 문헌(文獻)의 세가(世家) : 문장과 학문으로 가학의 전통을 수립하여 여러 대를 이어서 내려온 양반 

가문을 말한다.

156) 공거(公車) : 중앙에서 치르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중국 한나라 때 지방 선비들

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적에 공가(公家 국가)의 수레에다 태워서 서울로 보냈으므로 이렇게 이르게 되

었다. 

157) 근호(瑾鎬, 1855 ~) : 자는 치강(致剛), 호는 초헌(樵軒)으로 불온당의 직계 후손이고, 구한말 창녕향

교의 전교(典校)를 역임하였다. 1915년 일제의 침탈에 항거해 묘지계출(墓地屆出) 반대 운동을 비롯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문집으로 《초헌집(樵軒集)》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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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諱昌遠 字自邇 號不慍堂 我成系出昌寧 上祖 高麗中允諱仁輔 生諱松國侍中

以孝聞國中 四傳至諱思齊 寶文閣直提學 麗亡 守罔僕節 爲杜門洞七十二賢之一 諡

貞節 生諱杜 鼎革初 徵漆原縣監 不就 於公間七代 曾祖諱灝 縣監 贈兵曹參判 祖諱

天祐 忠順衛 號眉隱 考諱撥 軍資奉事 妣義城金氏 繕工監役西溪聃壽女 公以萬曆辛

丑 生于星州修倫洞外氏宅 幼有異姿 孝友出人 文藝夙就 二親之喪 皆廬墓以終制 每

遇忌日 齋沐數日 往往垂淚 屢擧鄕解不第 時寒岡鄭文穆先生 爲斯文宗匠 喜獎進後

生 公往從之 與聞爲己之學 又與眉叟許文正公 結道義交 鄕鄰之舊 姻婭之好 如楊漁

邨 盧四梅堂 辛澤隱 李竹坡諸公 俱以文學相推重 中見世道多梗 遂絶意應擧 築亭於

縣北道也洞 徜徉山水間 詩酒賓朋之樂 常由由也 卒于庚申八月十八日 享年八十 初

娶密陽朴氏 贈參議菊潭壽春女 又娶玄風郭氏 進士有道女 五男 南斗,南井,南璧,南

奎,司憲監察南呂 五女適盧時鍵,鄭光周,李世績,金宗哲,白而旭 南斗二男 大集,大

涉通德郞 二女 適進士都處華,金天受 南井系子 大臨 二女適李光潤,尹謙來 南璧二

男 大賢,大志 二女 適姜德躋,安是老 南奎三男 大亨,大臨出,大濩 二女適李世植,呂

國擧 南呂一男 大道 餘繁不錄 嗚乎 公以至性英姿 生文獻之世 早辭公車 又能講磨浸

灌於有道師友之故 其爲道也 以孝友質直 爲生平所據依 不于聲色而必求諸內 以之

居家接人 平易簡默 雖無赫赫照人耳目者 而其德之孚于人 傳于後者 猶有歷世之久而

不泯焉 則于玆三百年鄕論 無不一辭稱忠信篤行君子 斯其爲遺仍者之所敢私也 玆敢

據錄諸賢贊述中一二大者 以冀當世秉筆君子之採擇焉

八世孫 瑾鎬 謹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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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

行狀

공은 휘가 창원(昌遠)이고 자가 자이(自邇)이니, 불온당(不慍堂)은 편안

할 때 거처하시던 서재의 이름이다. 성씨(成氏)는 창녕의 명문 대족(名門大

族)이니, 고려 때 효자이신 시중 선생(侍中先生) 휘 송국(松國)이 상세(上

世)의 선조이시다. 고려가 망할 적에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지낸

휘 사제(思齊)가 있었으니 만수산(萬壽山)에 들어갔는바, 조선조에 이르러

표절사(表節祠)라 사액(賜額)하고158) 시호가 정절(貞節)이다.

현감(縣監) 두(杜)와 판관(判官) 근례(近禮), 판관 철(轍), 정(正)인 세황

(世璜), 현감 호(灝), 충순위(忠順衛)로 호가 미은(眉隱)인 천우(天祐)와 봉

사(奉事) 발(撥)은 정절공(貞節公) 이하 7세의 선조이다.

봉사 발이 의성 김씨(義城金氏)로 감역(監役)인 서계(西溪) 담수(聃

壽)159)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만력(萬曆) 신축년(1601)에 성주(星州) 수륜

동(修倫洞)에 있는 외가에서 공을 낳았는데, 서계가 공의 골격을 보고 기이

하게 여겼다.

겨우 성동(成童)160)이 되자 문장을 잘한다는 칭찬이 있으니, 국담(菊潭)

박공(朴公)이 보고 가상히 여겨 딸을 시집보내어 아내를 삼게 하였다. 이로

부터 들어가면 종숙부(從叔父)인 진사 습제(習齋) 람(攬)161)에게 수학하

고, 나가면 국담의 집에서 문예(文藝)에 노니니, 국담은 한강(寒岡) 정(鄭)

선생의 문인(門人)이었다. 공은 이로 인연하여 한강 선생을 사상(泗上)162)

158) 조선조에……사액(賜額)하고 : 표절사(表節祠)는 두문동 칠십이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조(正祖)가 

1783년(정조7)에 왕명으로 개성의 성균관(成均館)에 세운 사당으로, 성사제는 1808년(순조8)에 여기에 

제향되고 1873(고종10)에 정절이란 시호(諡號)를 받았다. 성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141) 

참조.

159) 서계(西溪) 담수(聃壽) : 불온당의 외조부인 김담수(金聃壽, 1535∼1603)로, 서계는 그의 호이다. 자

세한 내용은 앞의 주 7) 참조.

160) 성동(成童) : 15세 정도의 소년을 이른다. 《예기(禮記)》 <내칙(內則)>에 “성동이 되면 <상(象)>으로 

춤을 추며 활쏘기와 말 모는 것을 배운다.[成童 舞象 學射御]”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성

동은 15세 이상이다.”라고 하였다. 상(象)은 악장(樂章)의 이름이다. 

161) 성람(成攬): 불온당의 조부 미은(眉隱) 성천우(成天祐)의 아우 선무랑(宣務郞) 권암(倦菴) 성천조(成天

祚)의 아들이며 망우당 곽재우의 생질이다. 불온당의 부친 성발(成撥)과 사촌지간이다. 광해군 13년 별

시 병과에 급제하였다.

162) 사상(泗上) : 춘추 시대에 공자가 사수(泗水) 북안에서 제자들에게 강학(講學)을 베풀었던 데에서 연

유하여, 이후 유학이 성행하는 지역을 범연히 칭하는 말이 되었다. 여기서는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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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지(執贄)163)하여 《심경발휘(心經發揮)》164)와 《오선생예설(五

先生禮說)》165) 등 여러 책을 읽었다.

경신년(1620)에 정선생이 별세하자, 공은 심상(心喪)166)의 제도를 행하

고 계묘년(1663) 개장(改葬)할 적에 제문(祭文)을 지어 제사하였으며, 인

하여 미수(眉叟) 허문정공(許文正公167))과 도의(道義)를 강마(講磨)하였

다.

어촌(漁邨) 양훤(楊晅)과 사매당(四梅堂) 노훈(盧壎)은 향리의 동지였다.

번번이 서로 따라 이택(麗澤)의 도움168)을 받았으며, 택은(澤隱) 신시망(

辛時望)과 죽파(竹坡) 이이정(李而楨)은 동서(同壻) 간으로 지기였으니, 자

주 모여 정분이 친밀하였다. 구곡(鷗谷) 곽융(郭瀜), 독오(獨梧) 황협(黃

悏), 동암(東巖) 이이장(李而樟)과는 서로 보고 선(善)해져서169) 왕복하며

시를 창수(唱酬)하였다. 말년에 여러 서원(書院)의 산장(山長)170)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여러 생도들과 예(禮)를 익히고 학문을 강하였다.

진을 양성한 낙동강 상류인 성주(星州)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163) 집지(執贄) : 제자가 스승을 처음 찾아가서 예폐(禮幣)를 올려 경의(敬意)를 표하고, 사제 간의 의를 

맺는 것을 말한다.

164) 심경발휘(心經發揮) : 1603년(선조36)에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편찬한 《심경(心經)》의 주석서이

다. 《심경》은 남송(南宋)의 서산(西山) 진덕수(眞德秀)가 선현의 여러 가르침을 모아 심학(心學)의 대

본을 세운 책으로 명(明)나라의 정민정(程敏政)의 주석서인 《심경부주(心經附注)》가 있다. 한강은 

“《심경부주》가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대훈(大訓)을 놓친 것이 많아서 

이 《심경발휘》를 편찬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165)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 : 1629년(인조7)에 한강이 편찬한 예설서(禮說書)로 정식 명칭은 《오선생예

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이다. 송대(宋代)의 성리학자인 정호(程顥)ㆍ정이(程頤)ㆍ사마광(司馬光)ㆍ장재

(張載)ㆍ주희(朱熹) 등의 예설(禮說)을 모아 이를 관(冠)ㆍ혼(婚)ㆍ상(喪)ㆍ제(祭)와 잡례(雜禮) 등으로 체

계 있게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전집은 주로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에 관한 예(禮)를 다루었고, 후집

은 일반 사대부(士大夫)에 관한 예를 다루어 수록하였다. 단순한 예설만이 아니고 유교를 중심으로 한 

모든 법질서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책으로, 난해한 내용들이 해박하게 규명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와 범위가 넓어 동양 고대 및 중세의 법제사 연구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된다. 

166) 심상(心喪) : 유족이 아니어서 상복은 입지 못하나 마음으로 깊이 애도하고 마치 복상하듯이 처신함

을 이른다. 흔히 스승이나 친구의 상에 심상을 행하였다. 

167) 미수(眉叟) 허문정공(許文正公) : 허목(許穆, 1595~1682)으로 미수는 그의 호이고 문정은 시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149) 참조.

168) 이택(麗澤)의 도움 : 인접해 있는 두 못이 서로 도와 서로 윤택하게 한다는 뜻으로,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과 덕행을 닦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역(周易)》<태괘(兌卦) 상전(象傳)>에 “붙어 있는 택(澤)

이 태(兌)이니, 군자가 보고서 붕우들과 강습한다.[麗澤兌 君子以 朋友講習]”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169) 서로 보고 선(善)해져서 : 원문의 ‘상관이선(相觀而善)’은 친구들끼리 서로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것

을 말한다. 《예기(禮記)》<학기(學記)>에 “서로 보아 선해지는 것을 연마라 한다.[相觀而善之謂磨]”라

고 보인다.

170) 산장(山長) : 서원 또는 향교(鄕校)의 장(長)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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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산수를 좋아하여 화왕산(火旺山)과 가야산(伽倻山), 우포(于浦)의

사이에 왕왕 작은 수레를 타고 유람하였는데, 번번이 읊조린 시(詩)와 기록

이 있었다.

화왕산 북쪽 아래에 도야동(道也洞)이 있었는데, 공은 이곳 산과 골짝의

감도는 형국과 수석(水石)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여 마침내 이 가운데에 서

실을 짓고 불온당(不慍堂)이라는 편액(扁額)을 걸었다. 이로부터 외물(外

物)을 좇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경서(經書)와 역사책을 가까이하여

노년을 마칠 계책으로 삼으니, 이에 학업을 묻는 자가 많이 찾아와서 이들

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쳤다.

공은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겨서 전후의 친상(親喪)에 모두 시묘살이를

하였고, 매번 기일(忌日)이 되면 반드시 목욕재계하였으며, 제사가 끝나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니, 향리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공의 효성을 칭찬한

다.

숙종 경신년(1680) 8월 18일에 정침(正寢)에서 별세하니, 향년(享年)이

80세였다. 창녕현 서쪽 송림산(松林山) 묘좌(卯坐)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배위(配位) 밀양 박씨(密陽朴氏)는 참의(參議)에 추증된 수춘(壽春)의 따님

이니 참의는 바로 국담(菊潭)이며, 계배(繼配) 현풍 곽씨(玄風郭氏)는 진사

유도(有道)의 따님이다.

5남 5녀를 길렀으니, 아들은 남두(南斗), 남정(南井), 남벽(南璧), 감찰인

남규(南奎)와 남려(南呂)이고, 사위는 노시건(盧時鍵), 정광주(鄭光周), 이

시적(李時績), 김종철(金宗哲), 백이욱(白而旭)이다. 손자는 대집(大集), 대

섭(大涉), 대림(大臨), 대현(大賢), 대지(大志), 대형(大亨), 대호(大濩), 대

도(大道)이고 손녀사위는 진사 도처화(都處華)와 선비인 김천수(金天受),

이광윤(李光潤), 윤겸래(尹謙來), 안시로(安是老), 이세식(李世植), 여국거

(呂國擧)이다.

공은 시(詩)와 예(禮)를 익히는 세가(世家)171)에서 생장하여 서계(西溪)

를 외조(外祖)로 삼고 국담(菊潭)을 외구(外舅 장인)로 삼았으며, 또 대현

171) 시(詩)와……세가(世家) : 대대로 유교 경학(經學)에 대한 지식과 예의범절을 이어오는 양반 가문을 

이른다. 공자께서 일찍이 홀로 뜰에 서 계셨는데, 아들인 이(鯉)가 종종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가자, 그를 

불러 세워 “시(詩)를 배웠느냐?” 하고 묻고, 또 한 번은 “예(禮)를 배웠느냐?” 하고 물어서, 이가 시와 

예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論語 季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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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賢)의 문하에 의귀(依歸)하여172) 더불어 교유한 분들이 모두 한때 명망

이 높은 인사였다. 그리하여 기맥(氣脈)의 유래에 보고 감동하기를 일찍

하였으며, 훈도(薰陶)된 효험과 절시(切偲)173)한 힘이 실로 속일 수 없었

다. 그러므로 자취가 산림(山林)을 나가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공의 명성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저술이 또 적막하여 별로 없었으나 공의 학문

을 신복(信服)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당시의 만사(輓詞)와 제문(祭文)을 상고해 보면, 여기에 이르기를 ‘마음

이 온화하고 순수하다.’ 하였고, ‘조행(操行)이 준엄하고 깨끗하다.’ 하였으

며, ‘경서를 연구하여 싫어하지 않고 가르침을 베풂에 게으르지 않았다.’

하였고, ‘사림(士林)이 높이는 바였다.’ 하였으며, ‘공(功)과 이익이 사람들

에게 남아 있다.’ 하였다. 여기에서 공의 풍모(風貌)를 엿볼 수 있으니, 또한

충분히 후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보기가 될 만하다.

8세손인 근호(瑾鎬)가 족질(族姪)인 원영(遠永)을 시켜서 가장(家狀)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공의 행적을 나열해줄 것을 청하니, 내가 그 적임자가

아니나, 일찍이 송림(松林)에 있는 불온당(不慍堂)에 가서 공이 편액(扁額)

한 것을 보고는 그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는 실제’174)를 감탄하고

흠모하였으며, 또 공의 후손인 여러 군자들과 향리에서 추종(追從)하여 한

집안과 같이 지내고 있으니, 나의 말이 가볍다 하여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에 집안에 전해오는 글 가운데 대략을 뽑고 내가 사사로이 외운 것을

덧붙여서 합하여 한 본을 만들어 문장가의 채택하는 자료로 삼게 하는 바이

다. 삼가 행장을 짓는다.

기미년(1919) 중양절(重陽節)175)이 지난 다음 날 광주(光州) 노상직(盧

172) 대현(大賢)의 문하에 의귀(依歸)하여 : 대현(大賢)은 한강(寒岡) 정구(鄭逑)를 이른 것으로 그의 문하

에 들어가 제자가 된 것을 말한다.

173) 절시(切偲) : ‘절절시시(切切偲偲)’의 줄인 말로 붕우 간에 간절하게 타이르고 자상하게 권면함을 말

한다. 《논어(論語)》  <자로(子路)>에 “자로가 ‘어떠하여야 선비라 이를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

께서 대답하셨다.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며 화락하면 선비라 이를 수 있으니, 붕우 간에는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며 형제간에는 화락하여야 한다.’”[子路問曰 何如 斯可謂之士矣 子曰 切切偲偲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切切偲偲 兄弟怡怡]라고 보인다.  

174) 알아주지……실제 : 주인공이 자신의 서재에 불온당(不慍堂)이라고 편액하고 그대로 실천하였음을 말

한 것인데, 이는 《논어(論語)》  <학이(學而)>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다.

175) 중양절(重陽節) : 세시 명절의 하나로 음력 9월 9일을 이르는 말이다. 이날 남자들은 시를 짓고 국화

주를 마셨으며,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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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稷)176)은 삼가 짓다.

公 諱昌遠 字自邇 不慍堂 其燕居也 成氏 昌寧大族 高麗孝子侍中先生諱松國 其上

祖也 麗亡 有寶文閣直提學諱思齊 入萬壽山 至國朝 賜額表節祠 諡貞節 縣監杜 判官

近禮 判官轍 正世璜 縣監灝 忠順衛眉隱天祐 奉事撥 貞節以下七世也 奉事娶義城金

氏監役西溪聃壽之女 以萬曆辛丑 生公于星州倫洞之外氏第 西溪見其骨格而異之 甫

成童 有文藝譽 菊潭朴公 見而嘉之 妻以女 自是入而受課于從祖叔父進士習齋攬 出

則遊藝于菊潭之館 菊潭是寒岡鄭先生門弟也 公夤緣贄謁于泗上 讀心經發揮,五先生

禮說諸書 庚申 鄭先生卒 行心喪之制 至癸卯改葬 文以祭之 因與眉叟許文正公 講劘

道義 楊漁邨晅,盧四梅壎 鄕里同志也 動輒相隨 資以麗澤 辛澤隱時望,李竹坡而楨

同婭而知己 會數而契密也 與郭鷗谷瀜,黃獨梧悏,李東巖而樟 相觀而善 往復唱酬

晩年爲諸院山長 所至 與諸生習禮課學 愛名山水 火王,伽倻,于浦之間 往往以小車而

遊歷 輒有詠有錄 火王北角下 有洞曰道也 喜其丘壑之繚 水石之麗 遂築室其中 不慍

之扁成焉 自是斷置外慕 日親經史 以爲終老之計 於是問業者衆 敎之以孝悌之道 公

事親孝 前後喪俱廬墓 每遇忌日 必齋沐 祭訖 涕泣終其日 鄕里至今稱之 肅宗庚申

八月十八日 終于寢 壽八十歲 葬縣西松林山枕卯之阡 配密陽朴氏 贈參議壽春女 參

議卽菊潭也 繼配玄風郭氏 進士有道女 育五男五女 男南斗,南井,南璧,南奎監察,南

呂 女婿盧時鍵,鄭光周,李時績,金宗哲,白而旭 孫男大集,大涉,大臨,大賢,大志,大

亨,大濩,大道 孫女婿進士都處華,士人金天受,李光潤,尹謙來,安是老,李世植,呂國

擧 公生詩禮之世 以西溪爲外王父 菊潭爲外舅 又得依歸於大賢之門 而所與交者 俱

一時之望也 氣脈之來 觀感之早 薰濡之効 切偲之力 實有所不誣 故跡不出山樊而人

無不誦其名 著述又寥寥而人無不服其學 以當時輓誄而考之 有曰秉心溫純 有曰所操

峻潔 有曰窮經不厭 施敎不倦 有曰士林攸宗 有曰功利在人 於是而覿其彷彿 而亦足

以矜式于來人也 八世孫瑾鎬 使其族姪遠永 以家狀示相稷 求所以臚列行治 相稷非其

人 然嘗至松林遺堂 見公所以爲扁者 而歎慕其不知不慍之實 又與公後承諸君子 肩隨

鄕井 視同一室 不暇以言輕而辭 謹撮取家傳中大槩 附以己所私誦 合爲一本 要爲立

言家採擇之資云爾 謹狀 己未重陽后一日 光州盧相稷謹狀

176) 광주(光州) 노상직(盧相稷) : 1855~1931. 광주는 본관이고 호(號)는 소눌(小訥), 자(字)는 치팔(致八)

이다.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으로 유명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을 학문 연마와 후학 양성에 

진력하였다. 1910년(융희4) 경술국치를 당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가 1911년 아들을 잃고 다시 밀양으

로 돌아와 1912년 자암서당(紫岩書堂)을 짓고 강학에 힘써 경상남도 일대의 학풍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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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명 병서

墓誌銘 幷序

문목(文穆) 정(鄭) 선생이 사수(泗水)의 북쪽에서 도학(道學)을 창도(倡

導)할 적에 한때의 명현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불온당(不慍堂) 성공

(成公)으로 휘가 창원(昌遠)이며 자가 자이(自邇)인 분도 그중에 한 분이시

다. 공은 정선생에게 올린 제문(祭文)이 있고, 직강(直講) 윤명철(尹命哲)

이 <불온당기(不慍堂記)>를 지었으니, 모두 살펴볼 수 있다. 공은 또 연상

(漣上)의 허(許) 선생177)을 따라 도의(道義)를 강마하였으며, 향리의 원로

들이 모두 문학이 높다고 추앙하였다.

공은 집안에 거처하고 사람을 접할 적에 소탈하고 과묵하고 질박하고

정직하여, 안으로 자신의 행실을 성찰(省察)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일찍 과거공부를 포기하고는 창녕 읍내의 북쪽 도야동(道也洞)에

정자를 짓고 불온당이라 편액한 다음, 시와 술과 손님과 벗들과 아름다운

산수 사이에서 한가로이 노닐며 일생을 마쳤다. 만력(萬曆) 신축년(1601)

에 출생하여 경신년(1680)에 별세하니, 향년이 80세이다.

상대(上代)로부터 창녕(昌寧)을 관향으로 삼았으니, 고려 때 중윤(中允)

을 지낸 휘 인보(仁輔)가 바로 시조이시다. 고려가 망할 적에 보문각 직제학

(寶文閣直提學)을 지낸 정절공(貞節공) 사제(思齊)가 있었으니, 새 왕조에

서 벼슬하지 않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갔다. 이분이 두(杜)를 낳으니 혁

명하는 성조(聖朝)178)의 초기에 현감으로 불렀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증조

인 호(灝)는 현감으로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조고(祖考)인 천우(天祐)

는 충순위(忠順衛)이며, 선고(先考) 발(撥)은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이고

선비(先妣)는 의성(義城) 김서계(金西溪) 담수(聃壽)의 따님이다.

배위(配位)는 국담(菊潭) 박수춘(朴壽春)의 따님이고, 계배(繼配)는 곽유

도(郭有道)의 따님이다. 남두(南斗), 남정(南井), 남벽(南璧), 감찰인 남규

(南奎)와 남려(南呂)는 다섯 아들이요, 노시건(盧時鍵), 정광주(鄭光周), 이

177) 연상(漣上)의 허(許) 선생 : 연상은 ‘연강(漣江) 가’라는 뜻으로 연천(漣川)을 가리키는데, 연강은 임진

강(臨津江)을 이른다. 허 선생은 미수(眉叟) 허목(許穆)으로, 연천에서 살았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178) 혁명하는 성조(聖朝) : 원문에는 ‘정성조(鼎聖朝)’로 되어 있으나 문리에 의거하여 혁(革)자를 추가하

여 ‘정혁성조(鼎革聖朝)’로 보고 해석하였다. ‘정혁’은 정신혁고(鼎新革故)를 줄인 말로 자세한 내용은 앞

의 주 143) 참조. 성조는 조선조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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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李時績), 김종철(金宗哲), 백이욱(白而旭)은 다섯 사위이다.

남두의 아들은 대집(大集)과 대섭(大涉)이고, 사위는 진사 도처화(都處

華)와 김천수(金天受)이며, 남정의 사위는 이광윤(李光潤), 윤겸래(尹謙來)

이다. 남벽의 아들은 대현(大賢)과 대지(大志)이고, 사위는 강덕제(姜德躋)

와 안시로(安是老)이며, 남규의 아들은 대형(大亨)과 남정에게 양자 간 통

덕랑(通德郞) 대림(大臨)과 대호(大濩)이고, 사위는 이세식(李世植)과 여국

거(呂國擧)이며, 남려의 아들은 대도(大道)이다.

8세손 근호(瑾鎬)가 공의 행실을 기술하여 족군(族君)인 원영(遠永)과

계호(繼鎬)로 하여금 나를 찾아와 명문(銘文)을 청하였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주역에 근심하지 않는다 하였고179) 易曰無悶

논어에 서운해 하지 않는다 하였네180) 語曰不慍

본성이 안에 있으니 所性在內

밖에서 이르는 것에 어찌 연연하랴 外至奚戀

그윽하고 그윽한 도야촌에 幽幽道邨

누가 세상을 피해 은둔하였는가 侯誰遯世

네 자 높이의 묘소가 있으니 有崇四尺

초부(樵夫)와 목동(牧童)들은 경계할지어다 樵牧爲戒

도유 협흡(屠維協洽)181) 양복절(陽復節)182)에 인주(仁州) 장석영(張錫
英)183)은 삼가 짓다.

179) 주역(周易)에……하였고 :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의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도 근

심하지 않아, 즐거운 세상이면 도(道)를 행하고 걱정스런 세상이면 물러난다.[不見是而無悶 樂則行之 憂

則違之]”라고 한 것을 말한다.  

180) 논어(論語)에……하였네 : 《논어》 <학이(學而)> 편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不慍 不亦君子乎]라고 한 것을 말한다.

181) 도유 협흡(屠維協洽) : 기미년(己未年)을 이른다. 도유는 고갑자(古甲子) 천간(天干) 중에 기(己)에 해

당되고 협흡은 고갑자 지지(地支) 중에 미(未)에 해당된다. 

182) 양복절(陽復節) : 음력 11월을 이른다. 양(陽)의 기운이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주역(周易)의 복괘(復卦)

에서 유래되었는바, 음력 동지(冬至)에 양효(陽爻) 하나가 회복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3) 장석영(張錫英) : 1851∼1926. 일명 석교(碩敎), 호는 회당(晦堂), 본관은 인동(仁同)으로 경상북도 

칠곡(漆谷) 출신이며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의 문인이다. 1905년 일제가 무력으로 을사늑약(乙巳勒

約)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이승희(李承熙)ㆍ곽종석(郭鍾錫)과 함께 을사늑약의 파기와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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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穆鄭先生 倡道於泗水之陽 一時名碩 多出其門 不慍堂成公諱昌遠字自邇 其一也

公有祭先生文 尹直講命哲有堂記 皆可按也 公又從漣上許先生 講磨道義 鄕鄰宿德

皆以文學推重焉 葢公居家接人 簡默質直 內省其行而不求人知 早廢擧業 築亭於州治

北道也洞 扁曰不慍 詩酒賓朋 相羊山水間以終焉 生萬曆辛丑 卒庚申 享八十歲 自上

世 氏昌寧 高麗中允仁輔 其初祖也 麗亡 有寶文閣直提學貞節公思齊 罔爲僕 入杜門

洞 是生杜 鼎[革]聖朝初 徵以縣監不就 曾大父灝 縣監 贈兵曹參判 大父天祐 忠順衛

考撥 軍資監奉事 妣義城金西溪聃壽女 配朴菊潭壽春女 配郭有道女 南斗南井南璧南

奎監察南呂 五男 盧時鍵鄭光周李時績金宗哲白而旭 五婿也 南斗男 大集大涉 女進

士都處華金天受 南井女 李光潤尹謙來 南璧男 大賢大志 女姜德躋安是老 南奎男 大

亨 通德郞大臨嗣南井 大濩 女李世植呂國擧 南呂男 大道 八世孫瑾鎬 述其行 使族君

遠永繼鎬 謁余銘 銘曰 易曰無悶 語曰不慍 所性在內 外至奚戀 幽幽道邨 侯誰遯世

有崇四尺 樵牧爲戒

屠維協洽陽復節 仁州張錫英 謹撰

오적(乙巳五賊)의 처형을 요청하는 청참오적소(請斬五賊疏)를 올렸다.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國

債報償運動)이 일어나자 칠곡 지방의 국채보상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하였으며, 3·1운동이 일어나자 

곽종석, 김창숙(金昌淑) 등과 협의하여 파리평화회의에 제출할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巴里長書)를 작성

하였으며, 성주(星州) 장날의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징역 2년형을 선

고받고 복역하였다. 1925년 제2차 유림단운동에서 영남대표로 활동하였다.



- 87 -

묘갈명 병서

墓碣銘 幷序

성씨(成氏)는 우리 고을의 명문 대족(名門大族)이니, 2~3백년 사이에

문학과 훌륭한 행실로 드러난 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처사(處士)인

불온당(不慍堂) 성공(成公)을 으뜸으로 칭하며, 자손들도 또한 가장 번성하

여 지금 10대에 수백 명이 된다.

공의 옷과 신을 묻은 묘소가 창녕현 서쪽 5리쯤 되는 송림산(松林山) 묘좌

(卯坐)의 산에 있고 그 아래에 재실(齋室)이 있으니, 인하여 불온당이라고

편액한 것이 오래되었으나, 묘소에는 홀로 드러내어 새긴 명문(銘文)이 없

었다. 후손이 한 비석을 장만하려 할 적에 그 글을 나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그 가장(家狀)을 살펴보니, 여기에 이르기를 “공은 만력(萬曆) 신축

년(1601)에 성주(星州)의 외가에서 탄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

질이 있어서 효성과 우애가 보통사람보다 뛰어나고, 문장이 일찍 이루어졌

다. 두 어버이의 상(喪)에 모두 여묘(廬墓)하여 상제(喪制)를 마치고, 매번

기일(忌日)을 만나면 며칠 동안 목욕재계하여 슬픔과 정성을 다하였다. 말

년에 세도(世道)가 막힘이 많은 것을 보고서 벼슬길에 진취하는 것을 단념

하고는 창녕현 북쪽 도야동(道也洞) 가운데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짓고서 한가로이 노닐며 일생을 마쳤다.” 하였다.

아! 내가 근대에 자기 조상의 명문(비문)을 구하는 자들을 보면, 비록

칭찬이 한 마을과 한때를 벗어나지 않은 분이라도 그 일과 행실의 기록이

번번이 천백 자를 넘었는데, 어찌 공처럼 명망이 높은 분으로 한 지방에

계신 지가 수백 년 동안 오래되었는데도 이와 같이 쓸쓸하단 말인가.

그러나 내 속으로 괴이하게 여기노니, 풍속이 변하여 백 년 내외에 인심의

후덕하고 야박함과 진실되고 거짓됨이 고금이 서로 막혀있는 듯 달라져서

저 행실을 기록한 천백 자 되는 것은 그 한두 가지 일이나마 실제에 부합되

는 것을 찾아보더라도 혹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공의 쓸쓸한 행록(行

錄)이 어찌 귀하고 믿을 만하지 않겠는가.

집안에 전해오는 글에 또 이르기를 “공이 일찍이 정문목(鄭文穆) 선생에

게 수학했다.”고 하였으나, 정 선생이 별세할 적에 공은 겨우 약관(弱冠)인

데다 달리 학문을 전수받았음을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공의 출생

이 실로 정 선생의 향리에서 있었으니184), 그렇다면 반드시 서당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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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親炙)185)하였음을 또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공은 휘가 창원(昌遠)이고 자가 자이(自邇)이다. 시조는 고려 때 시중(侍

中)을 지낸 휘 송국(松國)이니, 대대로 창녕에 거주하였다. 고려 말에 휘

사제(思齊)가 있었으니,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으로 새 왕조에 벼슬

하지 않은 절개가 있어 시호가 정절공(貞節公)이다. 증조 휘 호(灝)는 현감

으로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조고(祖考) 휘 천우(天祐)는 충순위(忠順衛)

로 호가 미은(眉隱)이며, 선고(先考) 휘 발(撥)은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

이고 선비(先妣)는 의성 김씨(義城金氏)이니,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인 서

계(西溪) 담수(聃壽)의 따님이다.

공은 숙종 경신년(1680) 8월 18일에 별세하니, 향년이 80이었다. 처음

에 밀양 박씨(密陽朴氏)에게 장가드니 참의에 추증된 국담(菊潭) 수춘(壽

春)의 따님이고, 또다시 현풍 곽씨(玄風郭氏)에게 장가드니 진사 유도(有

道)의 따님이다.

아들은 다섯 명이니, 남두(南斗), 남정(南井), 남벽(南璧), 감찰인 남규

(南奎)와 남려(南呂)이고, 딸이 다섯 명이니, 노시건(盧時鍵), 정광주(鄭光

周), 이세적(李世績), 김종철(金宗哲), 백이욱(白而旭)이 사위이다.

남두는 2남을 두었으니 대집(大集)과 대섭(大涉)이고, 두 딸은 진사 도처

화(都處華)와 선비 김천수(金天受)에게 출가하였다. 남정의 양자는 대림(大

臨)이고, 두 딸은 이광윤(李光潤), 윤겸래(尹謙來)에게 출가하였다. 남벽은

2남을 두었으니 대현(大賢)과 대지(大志)이고, 두 딸은 강덕제(姜德躋), 안

시로(安是老)에게 출가하였다. 남규는 3남을 두었으니 대형(大亨)과 양자

간 대림과 대호(大濩)이고, 두 딸은 이세식(李世植)과 여국거(呂國擧)에게

출가하였다. 남려는 1남 대도(大道)를 두었다. 증손과 현손 이하는 다 기록

하지 못한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184) 공의……있었으니 : 불온당(不慍堂)이 외가인 성주(星州)에서 태어났는데, 스승인 정구(鄭逑)가 말년

에 자신의 고향인 이곳에서 학문의 강마와 후학 양성에 힘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185) 친자(親炙) : 직접 가르침을 받들었다는 말로,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성인이 아니고서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분들을 직접 친자하여 감화를 받은 자에 있어서랴.[非聖人而能若是乎 而況

於親炙之者乎]”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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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人不我知

서운해 하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떳떳한 정이나 慍亦恒情

군자는 그렇지 않으니 君子則否

성인의 가르침 분명하네186) 聖訓有明

아! 우리 공은 嗟惟我公

행실이 풍부하였으나 명성이 적었네 豐實儉名

이것을 불온이라 하여 是曰不慍

명문에 드러내노라 以著于銘

창산(昌山) 조긍섭(曺兢燮)187)은 삼가 짓다.

186) 남이……분명하네 : 당호 불온당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6) 참조. 

187) 창산(昌山) 조긍섭(曺兢燮) : 1873∼1933. 창산은 본관으로 창녕의 고호이며, 자는 중근(仲謹), 호는 

심재(深齋)이다. 남명 조식의 후손이다. 일정한 스승 없이 홀로 학문에 전념하여 한말 영남 사림의 거목

이 되었다. 20대에《남명집(南冥集)》을 중간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여러 선배들과 교유하였으나, 1910

년 한일 합방 소식을 듣고는 두문불출하다가 정산(鼎山, 현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에 은거하고 정산서

당(鼎山書堂)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다. 1928년 겨울, 문인들의 요청으로 정산에서 비슬산 서쪽 쌍계

(雙溪)로 이거하여 구계서당(龜溪書堂)을 짓고 강학을 계속하다가, 1933년 61세로 별세하였다. 구한말 

지식인 가운데 특히 황현(黃玹)ㆍ김택영(金澤榮)ㆍ이건창(李建昌) 등과 활발히 교유하였다. 후일 《심재

집(深齋集)》을 편찬한 심재의 수제자 도산(濤山) 성순영(成純永, 1896~1972)은 불온당의 직계 후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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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爲吾鄕大族 而三二百年之間 以文學行誼著者 不無其人 然必以處士不慍堂公爲

稱首 子孫亦最蕃衍 於今十世 數百人矣 公之衣履之藏 在縣西五里松林山負卯之原

其下有齋舍 仍以不慍顔之者舊矣 而墓道獨闕顯銘 後孫方營具一石 而以其辭屬兢燮

就按其家狀 則曰 公以萬曆辛丑 生于星州母家 幼有異姿 孝友出人 文藝夙就 二親之

喪 皆廬墓以終制 每遇忌日 齋沐數日 以盡哀誠 晩見世道多梗 絶意進取 築亭於縣北

道也洞山水佳處 徜徉以終老云 嗟乎 吾觀近世求銘其親者 雖譽不出於一里一時 而其

事行 動踰千百言 豈以公之名論 在一鄕數百年之久 而若是之寂寥哉 然竊恠風俗之變

化 百年內外 厚薄誠假 如隔今古 彼所爲千百言者 求其一二事之符於實 或不可得也

則公之寂寥者 豈不愈可貴信也歟 家傳又云 公嘗學於鄭文穆先生 而先生之沒 公甫弱

冠 無他授受可徵 然公之生 實于先生之鄕里 則其必升堂而親炙 又何疑焉 公諱昌遠

字自邇 始祖曰高麗侍中松國 世居昌寧 至麗季 有諱思齊 寶文閣直提學 有罔僕節 諡

貞節公 曾祖諱灝 縣監 贈兵曹參判 祖諱天祐 忠順衛 號眉隱 考諱撥 軍資監奉事

妣義城金氏 繕工監役西溪聃壽女也 公卒以肅宗庚申八月十八日 享年八十 初娶密陽

朴氏 贈參議菊潭壽春女 又娶玄風郭氏 進士有道女 男五人 南斗.南井.南璧.南奎監

察.南呂 女五人 盧時鍵.鄭光周.李世績.金宗哲.白而旭 婿也 南斗二男 大集.大涉 二

女適進士都處華.士人金天受 南井嗣男 大臨二女適李光潤.尹謙來 南璧二男 大賢.大

志 二女 適姜德躋.安是老 南奎三男 大亨.大臨出, 大濩 二女適李世植.呂國擧 南呂

一男 大道 曾玄以下 不能盡錄

銘曰 人不我知 慍亦恒情 君子則否 聖訓有明 嗟惟我公 豐實儉名 是曰不慍 以著于

銘

昌山曺兢燮 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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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 양도남

輓章 楊道南

팔십여 년 동안 영수가 된 몸이니 八十餘年領袖身

자연 공과 이로움 사람들에게 남아 있네 自然功利在人人

오늘 아침 하늘이 데려갔다188)고 갑자기 알려오니 忽報今朝天不憗
백발에 두 줄기 눈물 흘러 옷과 수건에 가득하노라 白頭雙淚滿衣巾

제문 김원길

祭文 金元吉

공은 惟公

타고난 자품이 정직하며 天姿正直

온화하고 평탄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和易與人

지방에서는 은혜로웠고 恩于鄕黨

종족들과 화목하여 睦于宗族

일찍부터 명성이 있어 早有名譽

사림들이 높였는데 士林攸宗

불행하게도 지금 不幸而今

한 병환으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一疾莫救

아! 끝나고 말았습니다 已乎已乎

188) 하늘이 데려갔다 : 원문의 ‘천불은(天不憗)’은 흔히 ‘천불은유(天不憗遺)’로 쓰는데, 하늘이 국가를 위

해서 원로를 이 세상에 남겨 두려 하지 않는다고 한탄한 말이다. 《시경》 <소아(小雅) 시월지교(十月之

交)>의 “억지로라도 한 원로(元老)를 남겨두어 우리 왕(王)을 지키게 하지 않는구나.[不憖遺一老 俾守我

王]”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노(魯)나라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내린 조사

(弔辭)에도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라의 원로를 조금 더 세상에 남겨 두어 나 한 사람

을 도와 임금 자리에 있게 하지 않는구나.[旻天不弔 不憖遺一老 俾屛余一人以在位]”라고 탄식한 구절이 

있다. 《春秋左氏傳 哀公1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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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얼굴과 눈을 뵐 수 없고 不得復見面目

아! 끝나고 말았습니다 已乎已乎

다시는 웃음소리와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不得復聞笑語

아! 嗚乎

저는 곤궁하고 외로워 의지할 곳이 없으니 窮獨無依

지금부터 이후의 세월을 今後歲月

누구와 함께 보낸단 말입니까 誰與消遣

모시고 놀던 일 추억하니 追思陪遊

간담이 타오르는 듯합니다 肝膽如煎

병이 골수에 들어 病入骨髓

앉아서 집의 앉은뱅이가 되어 坐作堂躄

염할 때 달려가 곡하지 못하고 而不得趍哭

장례할 때 무덤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窆而不得臨穴

영령이 앎이 있으시면 精靈有知

부디 허물하지 마소서 庶幾休咎

스스로 정의를 생각함에 自念情誼

저버림이 실로 많습니다 知負實多

대신 하찮은 제수를 펴서 倩陳薄奠

슬픈 정성 멀리서 고합니다 遠告哀誠

또 진사 도처화

又 進士 都處華

아! 嗚乎

하늘의 보시(報施)가 天之報施

장차 여기에서 끝날 뿐이란 말입니까 將止於斯而已耶

천리마의 재주를 간직하고 있었으나 千里驥才

그 뜻을 펴지 못하고 未展其志



- 93 -

팔순의 빠른 광음(光陰)에 八旬駒光

지위가 그 덕에 차지 못했으니 不滿其德

보시하는 천도(天道)가 則報施之天

어찌 여기에서 그칠 뿐이란 말입니까 豈止於斯而已耶

또 듣자하니 抑又聞

선한 자는 사후에 이름이 특별히 드러나고 善者後身而特彰

공이 있는 자는 세상을 떠나도 오히려 남아 있다 하였습니다 功者沒世而猶存

설씨(薛氏)의 세 봉(鳳)189)이 나란히 있고 觀其薛鳳聯三

순씨(荀氏)의 여덟 용(龍)190)이 있는 것을 보건대 荀龍有八

혹은 금(金)을 버리고서 소단(騷壇)에 기치를 세우고191) 或舍金而立幟於騷壇

혹은 얼음을 잡고서 호방(虎榜)에서 명성을 드날리니192) 或執氷而騰譽於虎榜

그렇다면 자기 몸에서 덕을 닦아 則所以修德於身

후손에게 보답을 바라고 而責報於後

앞에서 창업(倡業)하여 倡業於前

후손에게 밝히는 것이 而用昭其裔者

그 또한 믿을 수 있어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其亦信而有徵矣

어리석은 소자(小子)와 같은 자는 如愚小子

덕 있는 가문의 췌객(贅客)193)이 되어 贅德門

덕 있는 음성을 받든 지가 承德音

지금 사 년이 되었습니다 四載于玆矣

진실되고 순수한 천부의 성품과 眞純天賦之性

탁월하고 늠름한 기운을 踔厲風發之氣

진실로 용렬한 제가 추측하여 엿볼 수 없으나 固非謭劣者所可窺測

189) 설씨(薛氏)의 세 봉(鳳) : 당나라 때 하동(河東) 사람으로 당 태종의 18학사(十八學士)의 한 명인 설

원경(薛元敬)이 문학을 잘하여 숙부 설수(薛收)와 족형(族兄) 설덕음(薛德音)과 명성이 같으니, 당시 사

람들이 이들을 일러 하동(河東)의 세 봉(鳳)이라고 칭하였다. 이후로 가문에 문장에 뛰어난 형제들을 가

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舊唐書 卷73 薛收列傳》

190) 순씨(荀氏)의 여덟 용(龍) : 후한(後漢) 때 고사(高士)인 순숙(荀淑, 83〜149)의 여덟 명의 아들들을 

이르는 말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101) 참조.

191) 혹은……세우고 : 부귀에 뜻을 두지 않고 뛰어난 문장 실력을 쌓아 문단에서 명성이 높았음을 이른 

것으로, 소단(騷壇)은 문단(文壇)을 이르고 금은 부귀를 이른 것이다. 

192) 혹은……드날리니 : 호방(虎榜)은 무과(武科) 급제자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방을 이른다. 얼음을 잡았

다는 것 또한 부귀를 도외시했다는 말로 보인다. 

193) 췌객(贅客) : 사위를 이른다. 도처화(都處華)는 불온당의 장남 남두(南斗)의 사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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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와 눈으로 보고 기억한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而若以耳目之所覩記

마음을 중정과 화평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則持心以中正和平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나 나아가면 온화하였고194) 故望儼而卽溫

집안에 있을 적에 효도하고 우애하고 화목하셨으므로 居家而孝友敦睦

가까이 있는 자가 기뻐하고 먼 곳에 있는 자가 복종하였으니195)

故近悅而遠服

이는 공이 자기 몸을 수행한 큰 법칙이셨습니다 此公修己之大經也

구덩이에 따라 흘러 하늘에 맡겨서196) 流坎任天

은둔하고 평탄하여 隱約平寬

백발에 경서를 연구하면서도 白首窮經

마음에 싫어하지 않고 而志不厭焉

청금(靑衿)197)들이 학업을 물으면 靑衿問業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而敎不倦焉

이는 공이 덕을 진전한 대략입니다 此公進德之大略也

기타 가슴 속에 쌓고 其他蘊於中

밖에 드러나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著於外而可以指數者

오직 이뿐만이 아니니 不寧惟是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보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則向所謂報施之未艾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是耶非耶

아! 嗚乎

성주(星州) 고을은 소자의 고향입니다 星邑小子之鄕

땅의 거리가 地之相距

백여 리가 되고 百有餘里

강산이 멀리 막혀 있어서 江山隔遠

모신 것이 비록 드물었으나 得御雖罕

194) 멀리서……온화하였고 : 이 내용은 《논어》 <자장(子張)> 편의 “군자는 세 가지 변함이 있으니, 멀

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명확하다.[君子有三變 望之儼然 

卽之立溫 聽其言也厲]”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195) 가까이……복종하였으니 : 이 내용은 《논어》 <자로(子路)>의 “가까이 있는 자들이 기뻐하며 멀리 

있는 자들이 오게 하는 것이다.[近者說 遠者來]”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196) 구덩이에……맡겨서 : 일을 행함에 있어 순리(順理)를 따르고 천명(天命)에 맡김을 이른다.

197) 청금(靑衿) : 유생(儒生)의 별칭으로 유생들은 옷깃이 푸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청

금(靑襟)으로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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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가르침을 받들면 有時承誨

온화한 봄바람 아래에 앉아 있는 듯하고198) 蔚然若坐春風之下

난초 향기 짙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하였습니다199) 藹然如入蘭室之中

사사로이 감사하건대 노둔하고 미련한 자질로 私感鹵質之駑庸

높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遇蒙眷愛

또 스스로 위로하건대 강령한 기력으로 且慰氣力之康寧

반드시 이수(頤壽)200)를 누리리라 여겼는데 必享頤齡

어찌 알았겠습니까 那知

불행히 한번 떠나가셔서 제가 따를 수 없을 줄을 不幸奄一去而莫余追哉

아! 嗚乎

넷째 아드님이 서울에 들어가 벼슬을 구함은 季胤之入洛求官

어버이를 위하여 지조를 굽힌 것이었습니다201) 爲親屈也

금년 봄 삼월에 今春三月

소자가 침상 아래에 나아가 배알하였더니 小子進拜於床下

무탈한가를 물으신 외에는 則問無恙外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고 不暇出一言

저에게 이십 팔 자의 시를 보여주셨는데 而示余以卄八字詩

그 시에 당시 서울 가는 것을 허락함을 후회한다 하셨습니다202)

198) 온화한……듯하고 : 이 내용은 북송의 대학자인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사람을 대할 적에 온화하고 

순수하여, 제자 주광정(朱光庭)이 여주(汝州)에서 뵙고 돌아와 “내가 춘풍 속에서 한 달 동안 앉아 있었

다.”라고 말한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近思錄 卷14》

199) 난초……듯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선인(善人)과 함께 지내는 것은 지초와 

난초가 피어 있은 방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랫동안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나, 더

불어 동화된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聞而不知其香 卽與之化矣]”라고 한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200) 이수(頤壽) : 백 세를 가리키는 말로,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백세가 된 자를 ‘기(期)’라 

하니 부양을 받는다.[百年曰期 頤]”라고 하였는데, 진호(陳澔)의 《예기집설(禮記集說)》에 “사람의 수명

은 백 년을 기한으로 삼기 때문에 기(期)라 한 것이고, 음식과 거처와 동작이 길러줌을 필요로 하지 않

음이 없기 때문에 이(頤)라 한 것이다.[人壽以百年爲期 故曰期 飮食居處動作 無不待於養 故曰頤]”라고 

해석하였는바, 여기에서 유래한 듯하다.

201) 그 이전 불온당의 재종숙부 중 한 명과 종숙부 중 한 명이 참여한 광해군 복립운동이 실패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불온당은 여러 번 향시에 급제하였으나, 대과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불온당은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당시, 서인과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불온당의 친가와 외가는 북인 계통이었지만 처가 무진재·국담 집안은 남인 계통이었는데 처질(妻姪) 박

진한(朴振翰)은 효종 식년 무과에 급제해 벼슬이 충청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불온당의 동문(同門)지교 

붕우 미수 허목(許穆)도 남인 계통으로 후일 우의정이 되었다.

202) 이십……있었습니다 : 이십 팔 자의 시는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이른다. 이 시는 <아들 남규를 그리

워하다[思兒子南奎]>로 앞 38쪽에 보이는데, 이 시의 결구가 ‘당시에 길 떠나도록 허락한 것 후회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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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中有卻悔當時許汝行之句

이는 생각함이 깊고 염려함이 지극해서 葢思之深念之至

마침내 이 시가 있게 된 것이니 乃有此詩

또한 어찌 지극히 자애로운 정에 而亦豈非慈愛至情

다시 못 보게 될 줄을 미리 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有以先知其不復見耶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 遺詞在耳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念之哽塞

사후의 일이 눈에 선하여 後事宛目

자연히 눈물이 떨어지니 自然涕零

더구나 숲의 까마귀가 반포(反哺)하지 못한 애통203)이 則况林烏未反之慟

마땅히 어떠하며 當如何

구천(九泉)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포가 泉臺望汝之懷

어찌 그 다함이 있겠습니까 曷有其極

더욱 한스러운 것은 尤可恨者

큰 아드님이 절차탁마하여 伯胤參解

경사(經史)를 널리 배워서 博學經史

문장의 옛 값이 文章舊價

난액(鸞掖)에 남을 만하고 留在鸞掖

비단옷을 입는 새로운 영화가 錦衣新榮

이정(鯉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204) 佇待鯉庭

라[卻悔當時許汝行]’이므로 말한 것이다. 앞의 주 69) 참조.

203) 숲의……애통 : 셋째 아들 남벽이 성장하여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먼저 죽

은 애통을 이른 것이다. 까마귀는 새끼가 자라나면 자신을 키워 준 어미를 먹여 살린다[反哺]고 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애통을 읊은  <죽은 아들 남벽을 슬퍼하다[悼亡子南璧]>라는 시가 앞 

39쪽에 있다. 

204) 문장의……있었는데 : 이 내용은 당나라의 문장가인 양여사(楊汝士)가 지은 <양복야의 신창에 있는 

집 잔치에서[宴楊僕射新昌裏第]> 시의 “임금 곁에서 문장으로 성가(聲價)를 빛낸 지 오래더니 복사꽃 

오얏꽃 그늘이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던 이정(鯉庭)에 새롭구나.[文章舊價留鸞掖 桃李新陰在鯉庭]”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이 시는 양사복(楊嗣僕)이 문생(門生)을 거느리고 고향 집에서 그의 아버지 복야

공(僕射公) 양오릉(楊於陵)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좌객(座客)이었던 양여사(楊汝士)가 축하

차 지은 것이다. 난액(鸞掖)은 왕명의 출납과 조칙(詔勅)의 심의를 맡아보던 문하성(門下省)을 이르는 말

로 임금을 지근(至近)에서 보좌하는 관서이다. 비단옷을 입는 새로운 영화는 과거 급제를 말한 것이며, 

‘이정(鯉庭)’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한 뜰로 공자가 일찍이 홀로 뜰에 서 계셨는데, 아들인 이(鯉)가 종

종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가자, 그를 불러 세워 “시(詩)를 배웠느냐?” 하고 묻고, 또 한 번은 “예(禮)를 

배웠느냐?” 하고 물어서 시와 예에 대해 배우도록 훈계한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論語 季氏》 이는 

큰 아들 남두(南斗)가 학문을 연마하여 이미 그 실력이 시종(侍從)의 신하가 될 만하여 과거 급제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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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두 병마(病魔)205)에 걸려서 而二竪忽嬰

백 년 세상을 갑자기 끝마치니 百年遽爾

상상컨대 구천의 아래에서 想九泉之下

눈을 감지 못하실 것입니다 不能瞑目

영령(英靈)께서는 묵묵히 돕고 속으로 도우셔서 而默佑陰隲

선친의 뜻을 따라 使得追先志

후일 가문의 명성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大家聲於他日耶

아! 嗚乎

저는 역책(易簀)206)하시는 날에 易簀之日

병으로 즉시 달려오지 못하고 病未卽奔

오늘 저녁에 영결하오니 永訣今夕

슬픈 한이 실로 깊습니다 悲恨交深

한잔 술로 곡하며 올리니 單杯哭奠

부디 와서 흠향하소서 庶幾歆格.

또 이광윤207)

又 李光潤

아! 공이시여 嗚乎惟公

받은 기운이 청수(淸粹)하고 稟氣淸粹

앞에 두고 있어 아버지의 가르침을 빛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별세하신 것을 탄식한 말이다.  

205) 두 병마(病魔) : 원문의 ‘이수[二竪]’는 낫기 어려운 병(病)을 마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춘추 시

대에 진(晉)나라 경공(景公)이 병이 들어 진(秦)나라의 명의(名醫)를 청하였는데, 그가 오기 전에 경공의 

꿈에 두 수자(豎子)가 서로 말하기를, “내일 명의가 오면 우리를 처치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고(膏)의 

밑과 황(肓)의 위로 들어가면 명의도 어찌 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다음 날 명의가 와서 진찰하고는, 

“병이 고황(膏肓)의 사이에 들어갔으니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春秋左傳 成公 10

年》 수자는 천인이나 의관을 정제하지 않은 남자를 낮게 칭하는 말이다. 

206) 역책(易簀) : 깔고 누워 있던 대자리를 바꾼다는 뜻으로, 어진 이의 올바른 임종(臨終)을 일컫는 말이

다. 증자(曾子)가 임종할 때 일찍이 계손씨(季孫氏)에게 받은 대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자신은 대부(大夫)

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깔 수 없다 하고 다른 자리로 바꾸게 한 다음 운명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禮

記 檀弓上》

207) 이광윤(李光潤) : 불온당의 둘째 아드님인 남정(南井)의 사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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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행(操行)이 준엄하고 깨끗하였습니다 所操峻潔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공경하는 가르침을 부지런히 하였고 居家勤孝悌之敎

종족(宗族)을 대할 적에는 화목하는 도리를 다하였으며 處宗盡和睦之道

일찍 문장의 명성을 전파하여 早播文名

예원(藝苑)208)에 드높았습니다 超踔藝苑

재주와 배운 것을 다 펴지 못하여 才未展學

비록 관작과 녹봉의 영화를 받지 못하였으나 雖歉爵祿之榮

이미 장수하고 또 강녕하며 旣壽且寧

난초가 쑥쑥 자라는 복209)을 누리시니 能享蘭茁之福

공에게 있어서는 유감이 없으나 則在公無憾

넷째 아드님이 천 리 멀리서 별을 보고 달려오니210) 而但季胤戴星千里

구천(九泉)에서도 앎이 있으시면 九泉有知

한스러움이 어떻겠습니까 茹恨如何

소자는 공의 문에 출입한 지 십여 년에 小子出入公門十餘年

다행히 훈도하는 힘을 입어 幸蒙薰陶之力

거의 노둔한 자질을 계발할 것을 바랐는데 庶希鹵質之牖

하늘은 어찌하여 저에게 곤액을 내려서 天何厄我

담장에 얼굴을 대하는 처지211)에 서게 한단 말입니까 俾立於面牆之域耶

아! 애통합니다 嗚乎慟矣

208) 예원(藝苑) : 예림(藝林)과 같은 말로, 문단(文壇)을 이른다.

209) 난초가……복 : 슬하에 훌륭한 자제들이 많은 복을 이른 것으로 난초는 남의 집안의 빼어난 자제(子

弟)를 비유하는 말이다. 원문의 ‘난줄(蘭茁)’은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명(殿中少監馬君墓銘)>에 

“어린 아들은 아름답고 예쁘며 고요하고 빼어나 옥가락지 옥귀고리와 같고 난초 싹이 쑥쑥 자라는 듯하

니, 그 집안의 아들에 걸맞았다.[幼子娟好靜秀 瑤環瑜珥 蘭茁其芽 稱其家兒也]”라고 보인다. 《古文眞寶

後集 卷4》

210) 넷째……달려오니 : 넷째 아드님은 남규(南奎)로, 본책 <행록(行錄)>에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낸 것으로 나오는바, 부친의 부음(訃音)을 듣고 한양(漢陽)에서 달려온 듯하다. 원문의 ‘대성(戴星)’은 

별을 보고 밤길을 걷는다는 뜻인바, 대성지행(戴星之行)은 객지에서 부모의 부음을 듣고 밤을 새워 집으

로 돌아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211) 담장에……처지 : 훌륭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도리를 몰라 담장을 마주하고 선 것처럼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한 물건도 볼 수 없는 처지를 이른다. 공자가 아들 백어(伯魚)에게 “너는 <주남(周南)>

과 <소남(召南)>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라고 훈계한 데서 유래하

였다. 백어는 이(鯉)의 자이며, <주남>과 <소남>은 《시경》 국풍(國風)에 나오는 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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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종질 이인

又 再從姪 以仁

아! 嗚乎

가문에는 들보가 부러지고 門摧棟梁

지방에서는 시구212)를 잃으니 鄕失蓍龜

종숙의 별세에 從叔之喪

누가 슬픈 마음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孰不增悲

마음이 온화하고 순수하며 秉心溫純

입으로는 남의 시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口絶是非

지방에 있을 적에는 신실(信實)하고 處鄕恂恂

집안에 있을 적에는 온화하셨으며 在家怡怡

광채를 감추고 세상에 은둔하여 含光混世

알아주지 못하여도 서운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不慍不知

기력이 강건하시어 氣力强壯

젊었을 적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시니 無减少時

사람들은 지상의 신선이라 칭하면서 人稱地仙

기이(期頤)213)의 복을 누리리라고 말했었는데 謂享期頤

어찌 알았겠습니까 한 병환으로 那知一疾

끝내 치료하기 어려움에 이를 줄을 竟至難醫

학궁214)에 일이 있을 적에 學宮有事

의심나는 것을 질문할 곳이 없으며 無處質疑

시골의 풍속이 야박해짐에 鄕風有渝

누가 이것을 바로잡는단 말입니까 矯之其誰

말이 여기에 미치면 言念及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집니다 不覺涕洟

212) 시구(蓍龜) : 시(蓍)는 시초(蓍草)이고 구(龜)는 거북껍질로, 국가의 대사를 결정할 때 자문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원로(元老)를 가리킨다. 고대에 국가의 큰 일이 있을 적에 거북껍질을 사용하여 거

북점을 치고 시초로 주역점을 쳐서 그 점괘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 데서 유래하였다. 

213) 기이(期頤) : 백 년의 수명을 누리면서 자손의 봉양을 받는 것을 뜻한다. 《예기(禮記)》<곡례 상(曲

禮上)>에 보이는 바,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198) 참조.

214) 학궁(學宮) : 원래는 성균관(成均館)을 이르나, 서원(書院)이나 향교(鄕校)도 이렇게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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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정 기 직강 윤명철215)

道也亭記 直講 尹命哲

내가 살펴 보건대 세상에서 산수(山水)를 사랑하는 자들이 비록 자신은

그 실제(實際)를 얻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나, 능히 사랑할 만한 실제

를 알아서 좋아하는 것인가? 좋아할 만한 실제를 알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면, 그 사랑과 그 좋아함은 한갓 높이 빼어난 산과 맑고 깨끗한 물에 있을

뿐이니, 어찌 막히지 않고 옮겨지지 않는 본체(本體)를 상상하여 알 수 있겠

는가.

우리 창녕 고을은 산에 의지하여 있으니, 수석(水石)으로 감상할 만한

것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옛날 정문목(鄭文穆) 선생께서 이 고장에 부임해

와서는 더욱 빼어난 경치를 택하여 강학(講學)하는 장소로 삼고 그 지명을

따라 관산재(冠山齋)216)라 하였는데, 이 관산재에서 남쪽으로 몇 리 쯤에

도야촌(道也邨)이 있으니, 또한 정(鄭) 선생께서 지팡이 짚고 신 신고 오신

곳이다.

성사문(成斯文) 자이(自邇) 어른이 이곳의 산수를 좋아하여 작은 정자를

짓고 ‘도야정(道也亭)’이라고 편액하였다. 내가 찾아가 묻기를 “정자의 이름

과 서로 걸맞습니까.” 하였더니, 어른께서는 “그렇다.” 하였다. 내가 또다시

묻기를 “그 이름만 있고 그 실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였더니, 어르신께

서 놀라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 말대로라면 내 장차 이 이름을 제거한

뒤에야 비로소 이곳에서 한가로이 노닐고 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손을 모으고 서서 허리를 굽히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저는 어르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 선생은 도학(道學)의 종장(宗

匠)217)인데 어르신께서는 정 선생에게 배우신 분으로, 이제 이곳에 정자를

215) 윤명철(尹命哲) : 1618〜? 자는 석여(錫予),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1673년(현종14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전적(典籍), 공조 좌랑(工曹佐郞)을 역임하고 직강(直講)에 이르렀다. 

216) 관산재(冠山齋) : 1580년(선조13) 창녕 현감으로 부임한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창녕의 학풍을 진

작시키기 위해 강학(講學)의 장소로 지은 8서재(八書齋) 중의 하나인데, 1620년(광해군12)에 관산서원

(冠山書院)이 되어 한강을 제향하였고 1711년(숙종37)에 사액(賜額)되었으나, 1868년(고종5) 흥선대원

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앞의 주 11) 참조.

217) 도학(道學)의 종장(宗匠) : 도학은 도덕(道德)에 관한 학문이란 뜻으로 유학(儒學)을 이르는데 좁게는 

송대(宋代)에 발전한 주자학(朱子學) 즉 성리학(性理學)을 가리킨다. 종장은 학문이 높은 경지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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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한 몸이 노년을 마칠 장소로 삼으시니, 인품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논한다면 어르신께서 정 선생에게 진실로 미치지 못하는 실제가 있으나,

산수를 좋아하는 취미는 똑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천품이 강직하고 청렴

하며, 또 재주가 있다는 명성을 얻으시어 일찍 향시(鄕試)에 합격하였으나,

유사(有司)에게 등용되지 못하자, 이에 ‘불온(不慍)’이라고 스스로 당호를

칭하셨으니, 이는 도(道)에 가까운 자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아!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달려 있고, 하고 하지 않음은 자신

에게 달려 있으니, 하는 것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도(道)일 뿐입니다.

이 도를 하면서 정자를 짓고 이 도를 하면서 학문을 하여, 이 도와 이 정자로

하여금 길이 자신의 물건이 되게 하신다면 우리 고을의 후진(後進)으로서

이 도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이 정자에서 본받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余竊觀 夫世之愛山水者 雖有自謂得其實 而愛之者 能知愛之實 而好之耶 不知可

好之實 而愛之 則其愛其好 徒在高秀淸潔而已 豈能想得不滯不遷之本體乎 吾昌爲邑

依山而泉石之可賞者不一 而足昔鄭文穆先生來莅此邦 擇其尤勝者 爲講學之所 而因

其地名曰冠山 由冠山而南數里有道也邨 亦鄭先生杖屨之攸曁也 成斯文自邇丈 愛其

山水 爲小亭 扁以道也 余就而問之曰 亭與名相稱乎 丈人曰 唯 余又問曰 有其名而無

其實可乎 丈人瞿然曰 信斯言也 吾將去斯名而後少可以逍遙遊息於此矣 余拱以立磬

折而言曰 吾於丈人有說焉 鄭先生道學宗匠 而丈人學於先生者 今亭於斯 以爲一身終

老之所 以人品高下論之 丈人於先生 固有不及之實 而山水之趣一也 丈人天稟剛介

又兼才譽 早擧鄕解 不獲於有司 於是以不慍自稱 此非幾於道不能爲也 噫 知不知在

人 爲不爲在己 爲之如何 斯道也已 斯道也而爲亭 斯道也而爲學 使斯道斯亭 長作自

家之物 則吾鄕後進之從事於斯道者 皆有所矜式於斯亭焉

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른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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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금당 양도남

又 無禁堂 楊道南

불온당(不慍堂) 성공(成公)이 그 아드님인 남두(南斗) 숙첨(叔瞻)218)으

로 하여금 도계(道溪)의 물가에 정자를 세우게 하였는데, 정자가 이미 이루

어지자 전적(典籍) 곽회부(郭會夫)219)가 기문(記文)을 지어 게시하였는바,

그 사이의 수석(水石)의 아름다움과 정자를 이름한 뜻이 기문에 잘 나와

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회부공(會夫公)이 다만 수석의 아름다움만 언급하고

하늘과 땅이 이곳을 숨겨두었다가 후세를 기다림이 있었음을 말씀하지 않

았으며, 다만 도(道)의 본체(本體)만 논하고 그 쓰임이 과연 이 정자에 부합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니, 미진한 내용을 어찌 다시 펴지 않을 수 있겠는

가.

아! 도는 있지 않은 곳이 없으나, 도는 윤리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니,

진실로 능히 부자(父子)와 붕우(朋友)의 사이에 집안의 일을 주관하고 신실

함이 있는 도220)를 다한다면 이 어찌 우리 도의 묘용(妙用)으로서 군자가

마땅히 취할 바가 아니겠는가.

옛날 임술년(1622) 사이에 심공 선(沈公譔)과 우리 공과 저의 선친221)께

서 뜻이 같고 도가 합하였으며, 또 수석을 좋아하여 화왕산(火旺山) 둘레

18리에 발걸음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셨는데, 특별히 사랑하고 잊지 못

하여 열 번 가고 아홉 번 돌아본 곳은 오직 도야촌(道也邨) 한 구역이었다.

여기에 정사(精舍)를 짓고서 세 분이 정립(鼎立)하여 노년을 마치려고 했었

218) 남두(南斗) 숙첨(叔瞻) : 남두는 불온당의 장자(長子)이며 숙첨은 그의 자이다. 

219) 전적(典籍) 곽회부(郭會夫) : 곽연(郭硏, 1609〜?)으로 전적은 그의 벼슬이고 회부는 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27) 참조.

220) 부자(父子)와……도(道) : 부자간에는 아들이 부친의 뜻을 계승 발전시키고 붕우(朋友) 간에는 서로 

믿음이 있는 도를 말한다. 원문의 ‘간고(幹蠱)’는 간부지고(幹父之蠱)의 줄인 말로, 《주역(周易)》 고괘

(蠱卦) 초육 효사(初六爻辭) 효사에 “초육(初六)은 아버지의 일을 주관함이다. 훌륭한 아들이 있으면 아

버지가 허물이 없으리니, 위태롭게 여겨야 끝내 길(吉)하리라.[初六 幹父之蠱 有子 考无咎 厲 終吉]” 하

였는바,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여 이루지 못한 사업을 완수함을 말한 것이며 ‘유신(有信)’은 붕유

유신(朋友有信)을 말한 것이다. 

221) 선친 : 양도남의 부친인 어촌(漁邨) 양훤(楊晅, 1597~1650)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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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먼저는 모이고 흩어지는 운수가 있었고 뒤이어 생존하고 별세하는

애통함이 있었으니, 우뚝한 정자 터가 피차간 자제(子弟)들의 감회를 더할

뿐이었다.

지금 우리 공께서는 죽은 벗과의 옛 약속을 생각하고 오늘에 옛 소원을

이룰 것을 생각하셨는데, 숙첨(叔瞻)이 우리 공의 지극한 뜻을 깊이 이해하

고 능히 하루아침에 정자를 이루었다.

아! 친구간의 도가 이지러진 지 오래되었는데 오직 공만이 이를 보전하였

고, 자식의 도가 이지러진 지 오래되었는데 오직 숙첨만이 이를 다하여,

아버지가 도로써 선창하자 아드님이 도로써 이었으니, 이 도는 바로 천하의

공공한 물건이나, 홀로 공의 집안 소유가 되어서 선창하고 계승하여 마치

자기 집안의 사사로운 물건처럼 되었다.

더구나 못에 가득한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222)에 도가 살아나고, 몇 그루

버드나무 바람에 도가 온화해서 늙음이 장차 이름을 알지 못하고223) 오직

이것을 가지고 낙을 삼으시니, 그렇다면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사람인가? 물건인가? 정자인가? 도인가?

사람은 정자 가운데의 물건이 되고 정자는 도 가운데의 물건이 되며 사람

은 도로써 정자를 이름하고 정자는 사람으로써 도가 되니, 이는 공이 도로

써 즐거워하시는 이유요, 정자가 도로써 이름한 이유이다.

나는 찬미함이 지극함에, 뒤이어 감격하는 눈물이 옷깃을 적심을 깨닫지

못하니, 이 참된 것을 찾던 당일에 어느 분이 뒤이고 어느 분이 먼저이며,

갓끈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임함에 어느 분이 옷을 걷고 어느 분이 깊은 물을

건넜는가?224) 높은 곳에 올라 글을 지음에 읊은 분은 누구이고 화답한

분은 누구인가? 구원(九原)225)이 아득하여 만사가 증거할 것이 없다.

222) 못에……그림자 : 이 내용은 주자(朱子)가 지은 <관서유감(觀書有感)> 시에 “반 묘의 네모난 연못 한 

거울처럼 열렸으니,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라는 구절

을 원용한 것이다.  

223) 늙음이……못하고 : 이 내용은 《논어》 <술이(述而)>의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발분하여 먹는 것

도 잊어버리고, 진리를 터득하면 즐거워서 걱정도 잊어버린 가운데, 늙음이 장차 이름을 알지 못한다.

[發憤忘食 樂以忘憂 不知老之將至]”라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224) 어느……건넜는가 : 이 내용은《시경》 <패풍(邶風) 포유고엽(匏有苦葉)>에 “물이 깊으면 옷을 벗어 

가지고 건너고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야 한다[深則厲 淺則揭]”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인데, 주자(朱子)는 

《집전(集傳)》에서 “옷을 벗어 가지고 건너는 것을 여(厲)라 하고, 옷을 걷고 건너는 것을 게(揭)라 한

다.[以衣而涉曰厲 蹇衣而涉曰揭]”라고 주하였다.

225) 구원(九原) : 구천(九泉)과 같은 말로 저승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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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우리 공이 살아 계셔서 신선의 높은 연세를 보전하고, 옛 자취를

남은 터에서 찾으셨다.

때로 혹 풍파가 평지에서 일더라도, 한 거울 같은 정자226) 앞에 끝내

그 깨끗함을 변치 아니하여, 40년이 지나간 자취가 역력히 밝아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듯하니, 우러러보고 사모하는 정성과 회포가 마땅히 다시

어떠하겠는가.

조만간에 하느님이 도와주어서 심고(沈孤)227)와 서로 만나게 된다면 우

러러 사모하는 정성과 풍수(風樹)의 감회228)를 마땅히 정자 안에서 함께

토할 것이다.

226) 한……정자 : 주자(朱子)가 지은 <관서유감(觀書有感)> 시의 “반 묘의 네모난 연못 한 거울처럼 열렸

다.[半畝方塘一鑑開]”라는 구절의 ‘일감(一鑑)’을 원용하여 말한 것이다.  

227) 심고(沈孤) : 심선(沈譔)의 아들로 심선이 이미 별세하여 이렇게 칭한 듯하나 분명하지 않다. 

228) 풍수(風樹)의 감회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감회를 말한다. 공자(孔子)께서 길을 가는데 고어(皐

魚)란 사람이 슬피 울고 있기에 까닭을 물었더니,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

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여도 어버이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夫樹欲靜而風不止 子欲養而親不待]”라고 

대답한데서 유래하였다. 《韓詩外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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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慍堂成公 使其子南斗叔瞻 建亭於道溪之上 亭旣成 郭典籍會夫 作記以揭之 其

間泉石之勝 亭號之義 則於記存焉 但恨會夫公 只及泉石 而不言慳秘之有待於前後

只論道體 而不知其用之果合於此亭 則未盡之蘊 烏可以不展乎 噫 道無不在 而道莫

重於彜倫 苟能於父子朋友之際 而盡幹蠱有信之道 則此豈非吾道之妙用 而君子所當

取者乎 昔在壬戌間 沈公譔及吾公及先君 志同道合 又喜水石 環火旺十八里 足跡無

不到 而酷愛不忘 十步九顧者 惟道也一區也 擬作精舍 鼎足終老 而先之以聚散之數

繼之以存歿之痛 則巍然一亭基 增彼此子弟之感而已 今者吾公 念亡友之舊約 思遂願

於今日 叔瞻體吾公之至意 能有成於一朝 噫 友道缺者久矣 而惟公保之 子道缺者久

矣 而惟叔瞻盡之 父以道而唱之 子以道而繼之 則是道乃天下之公物 而獨爲公家之所

有 唱之繼之 有若自己之私物也 况滿塘天雲影 道以之活 數株楊柳風 道以之和 而不

知老之將至 惟以是而爲樂 則其所以樂之者 吾未知誰也 人耶物耶 亭耶道耶 人爲亭

中之物 亭爲道中之物 而人以道名亭 亭以人而爲道 則此公之所以樂以道 而亭之所以

道以名者也 讚美之極 仍不覺感淚之沾襟者 尋眞當日 誰後誰先 濯纓臨流 誰揭誰厲

登高作賦 唱者誰而和者誰也 九原茫茫 萬事無徵 幸有吾公 保地仙之遐齡 尋舊迹於

遺基 有時波瀾 雖或起於平地 一鑑亭前 終不變其澄澈 而四十年旣往之跡 歷歷昭昭

如耳如目 則瞻慕之懷 當復如何也 早晩天佑 得與沈孤相値則向仰之誠 風樹之懷 當

共吐於亭中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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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재 기 진사 김재인

不慍齋記 進士 金在仁

창산(昌山)의 서쪽 송림산(松林山)의 언덕은 불온당(不慍堂) 성공(成公)

의 옷과 신을 편안히 모신 곳이다. 공은 일찍이 도야동(道也洞)에 정자를

짓고는 여기에 은거하며 수행하였는데, 후손들이 송추(松楸)229) 아래로

옮겨 ‘불온당’이라고 현판을 게시하니, 이는 평소 공의 거처를 상상하고

제수(祭需)를 올림에 편리함을 취한 것이었다.

근호(瑾鎬)와 재탁(載鐸) 두 사문(斯文)230)이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

며 말하기를 “존선조(尊先祖)이신 서계공(西溪公)231)은 우리 할아버지의

외조(外祖)이십니다. 서재가 이루어진 지 이미 오래이나 아직도 기문이 없

으니, 그대가 한 말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나는 적임자가 아니

라고 사양하였으나, 청하기를 더욱 간곡히 하였다.

아! 배움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달려

있다.232)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 특별히 서운해 하지 않는 사람을 군자

라고 칭하셨으니,233) 공이 이 뜻을 깊이 취하여 끝내 군자를 이루신 것이

다. 저 한 행실을 닦아 한 선행(善行)을 얻으면 행여 남이 알아주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과시하는 자는 마땅히 이 편액을 보고

서 경계할 바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시경(詩經)》에 “너의 할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 덕(德)을 닦

을지어다.[無念爾祖 聿修厥德]”234) 하였고, 또 이르기를 “세덕(世德)을 지어

229) 송추(松楸) : 선영(先塋)을 가리키는 말이다. 옛날 선영에 주로 소나무[松]와 가래나무[楸]를 심은 데

서 유래하였다. 

230) 사문(斯文) : 유학자(儒學者)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 117) 참조.

231) 서계공(西溪公) : 김담수(金聃壽, 1535∼1603)로, 서계는 그의 호이다. 불온당의 어머니인 의성 김씨

(義城金氏)는 바로 서계의 따님인바, 자세한 내용은 주 7) 참조. 

232) 배움은……있다 : 이 내용은, 《논어(論語)》  <학이(學而)> 편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

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구절에 대해, 주자(朱子)가 《집

주(集註)》에 수록한 윤씨의 주의 “학문은 자신에게 달려 있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서운해 할 것이 있겠는가.[學在己 知不知在人 何慍之有]”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윤씨

는 북송(北宋)의 문신이자 학자로 정이천(程伊川)의 제자인 윤돈(尹焞, 1071~1142)이다. 

233) 부자(夫子)께서……칭하셨으니 : 《논어》 <학이(學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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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셨도다.[世德作求]”235) 하였으니, 할아버지를 생각하고자 한다면 덕을

닦는 것만 못하고, 덕을 닦고자 한다면 세덕을 구하는 것만 못하다. 지금

성씨(成氏) 중에 세덕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불온당을 버리고 어디에서

하겠는가.

이곳에서 공(公)에게 제사하면서 편액을 보고 공의 의지를 생각하고, 이

곳에서 책을 읽어 선조의 가업에 욕되지 않게 할 것을 각자 힘써 노력한다

면 서재(書齋)에도 빛남이 있고 학문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니, 그런 뒤에

우리 선조께서 사자(獅子)의 화첩(畵帖)을 부탁한 것236)이 더욱 힘이 있을

것이요, 나와 같이 게으르고 또 용렬한 자 또한 참여하여 영광이 있을 것이

다.

234) 시경(詩經)에……닦을지어다 : 이는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의 한 구절이다.

235) 세덕(世德)을 지어 구하셨도다 : 세덕은 선조 대대로 이어 오는 덕으로, 이는 《시경》 <대아(大雅) 

하무(下武)>의 한 구절이다.

236) 우리……것 : 주자(朱子)가 사위인 면재(勉齋) 황간(黃幹)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황간의 아들이자 자신

의 외손(外孫)인 황노(黃輅)가 자신의 집 벽 사이에 걸려있던 사자 그림을 좋아했던 일을 상기하여 이 

그림을 보내며 황노가 사자와 같은 기상을 갖기를 바란 일이 있었는데, 이 글을 쓴 김재인(金在仁)의 선

조인 서계(西溪) 김담수(金聃壽, 1535∼1603)와 불온당이 같은 외조손 관계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晦菴集 續集 卷1 答黄直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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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山之西 松林之阡 不慍堂成公衣履攸妥也 公嘗爲亭于道也洞 而藏修焉 後昆移構

于楸下 揭以不慍 葢象公平日居處 而取便於蘋藻之供也 瑾鎬載鐸兩斯文 問記於在仁

曰 尊先祖西溪公 吾祖之外大父也 齋之成已久 而尙無記 願吾子有一言也 在仁辭以

非其人 而請之愈勤 噫 學在己 知不知在人 故夫子特以君子稱之於不慍底人 此公之

所以深取義而終成君子也 彼做一行 得一善 而恐人不知 自衒而自耀者 宜視斯扁而

知所警也哉 詩曰 無念爾祖 聿修厥德 又曰 世德作求 欲念祖 莫如修厥德 欲修德

莫如求世德 今成氏之欲求世德者 捨不慍而奚以哉 祭於斯 瞻厥扁 而思公之志意 讀

於斯 惟以無忝祖業 各自勉勵 於齋有光 於學有進 夫然後 吾祖獅帖之托 愈久而愈有

力也 在仁之慵且劣者 亦得以與有榮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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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 받은 시편

贈遺詩篇

병중에 자이에게 보여주다 어촌 양훤

病中示成自邇 漁邨 楊晅

병들어 긴긴 해 보내기 괴로우니 病來長日苦難消

몸을 천만 번 뒤척여 스스로 편치 못하다오 萬轉千回不自聊

일 년이 넘은 외로운 회포 누가 다시 알아주랴 經歲孤懷誰復識

오직 봄 새를 의지하여 쓸쓸히 보내노라 只憑春鳥送寥寥

꽃이 피기 전에 병으로 문 닫고 있었는데 花未開時病揜門

지금 꽃이 다 떨어지고 녹음이 짙어졌네 如今花盡綠陰繁

긴긴 해 앉아 보내며 그리운 사람 보지 못하고 長日坐消人不見

오직 봄 새가 앞 서재에서 지저귐을 기뻐하노라 卻欣春鳥語前軒

성자이와 이덕구가 관룡사에 유람할 것을 청하였으나 병으로 부응하지

못하였다

成自邇李德耉請遊觀龍寺以病未副

관포의 사귐237)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管鮑之交君不聞

237) 관포(管鮑)의 사귐 : 두터운 우정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지내는 친구 사이임을 말한다. 관포(管

鮑)는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을 병칭한 것으로, 이 들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 환공(桓公) 때의 명신(名

臣)들인데, 젊었을 때 우정이 막역하였는바, 같이 장사를 하여 얻은 이익을 관중이 더 차지하여도 포숙

은 관중이 자기보다 빈한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었고 관중이 전쟁에서 도망쳐도 노모(老母)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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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삶에 대한 허락 끝내 저버림이 없었다네 死生然諾終無負

후세에는 경박하여 친구들을 떠밀고 또 돌을 던지니238) 後來輕薄擠且石

저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하면 추악하다오 彼何人斯言可醜

우리들은 다만 서로 친할 뿐만 아니니 吾儕不獨少相能

예로부터 지금까지 간담을 통하였다오 古今從來肝膽透

난초의 향기와 사탕과 같아 모두 다르지 않으니 蘭薰蔗啖兩不枝

온 세상이 단정한 벗 취했다고 다투어 말하네 擧世爭道能端取

하늘이 일을 좋아하여 좋은 이웃 빌려주니 天工好事乞芳鄰

자이와 덕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아왔지 自邇德耉相先後

산 남쪽과 물 북쪽 마음대로 오고 가니 山南水北任去來

몇 번이나 시와 술로 즐겨 진세를 잊었던가 幾多詩酒忘塵臼

근래에 우환이 서로 이어져서 邇來憂患坐相仍

소태처럼 쓰고 매실처럼 시어 백발이 되었노라 蘗苦梅酸堪白首

덕구여 덕구여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耉乎耉乎不相見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두 달이 되었다오 不相見來蟾再彀

자이여 자이여 비록 잠시 만났으나 邇乎邇乎雖蹔覯

취한 중에 한 말씀 아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오 醉語依依能記不

작별에 임하여 띠를 묶어 은밀히 약속하니 臨分綰帶密約存

나더러 고요한 분이라며 임부239)를 기약하였네 謂我靜者期林阜

임부가 그윽하고 한가하여 참으로 밝고 아름다우니 林阜幽閒正明媚

도남의 말씀240) 참으로 역력하네 歷歷已得道南口

서 그러한 것임을 알아주었으며, 관중이 몇 차례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실패하여도 포숙은 그가 시운을 

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을 뿐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에 관중은 후일 “세상에 나를 낳아준 이

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아다.”라고 말하였는데, 이후 막역하고 두터운 우정을 관포지교(管鮑

之交)라고 이르게 되었다.

238) 친구들을……던지니 : 무정한 세태(世態)를 비유한 말로 한유(韓愈)의 <유자후묘지명(柳子厚墓誌銘)>

에 “친구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털끝만큼이라도 작은 이해에 관련이 되면, 언제 보았느냐는 듯 눈길을 

돌리고는, 함정에 빠졌어도 손을 한 번 내밀어서 구원해 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떠밀며 돌을 

던지기까지 한다.[一旦臨小利害 僅如毛髮比 反眼若不相識 落陷穽 不一引手救 反擠之 又下石焉]”라고 보

인다. 《昌黎集 卷32》

239) 임부(林阜) : 산림(山林)이란 뜻으로 은거나 은거하는 곳을 가리킨다. 《진서(晉書)》권49  <완수열전

(阮修列傳)>에 “집에는 한두 섬의 저축이 없는데도 태연스럽기 이를 데 없이 형제 동지들과 늘 은거하

는 산림에서 스스로 만족히 여겼다.[家無儋石之儲 晏如也 與兄弟同志 常自得於林阜之間]”라고 보인다.

240) 도남의 말씀 : 바로 아래에 보이는 무금당(無禁堂) 양도남(楊道南)이 지은 두 수의 시 <도야정(道也

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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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의 서대초(書帶草)241) 푸르러 잡을 만하고 山中書帶綠堪把

돌구멍에 흐르는 물 깨끗하여 양치질할 만하다오 石竇流泉淸可嗽

바위 사이의 밝은 달 옛 마름242)이 달려 있고 巖間淸月古菱懸

솔 위의 가벼운 바람 소씨243)의 거문고 연주하네 松上輕風昭氏奏

단구244)의 푸른 학은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丹丘靑鶴不待招

푸른 절벽과 붉은 노을 어찌 비질할 것이 있으랴 翠壁彤霞何用箒

동쪽으로 화악산 바라보니 만길 높이 푸른데 東瞻華岳碧萬丈

높은 손바닥245)과 방불하니 지금도 오히려 머뭇거리노라 彷彿高掌今猶逗

그 사이로 향기로운 사찰 수천 칸에 其間香刹幾千楹

북두성에 들어가 있는 경루246)가 사랑스럽네 最愛瓊樓入星斗

이 가운데 도사가 있어 예상247)을 걸치고 中有道士披霓裳

꽃 염주 가볍게 세며 옥 같은 물 마시누나 蘂珠輕盡餐瓊溜

한 등불이 언제나 항하사248)에 비취니 一燈長照恒河沙

쌍수249)는 아직도 구름 밖에 나부끼네 雙樹猶飄雲外臭

올라가자 대라천250)에 와 있는 듯하니 登臨如在大羅天

241) 서대초(書帶草) : 줄기가 길고 질긴 풀의 이름으로, 한(漢)나라의 경학가(經學家)인  정현(鄭玄)이 불

기산(不其山) 기슭에서 후학을 가르칠 때, 산 아래에 이 풀이 자라서 문하생들이 이 풀을 가지고 책을 

묶었으므로 이렇게 이름하였다고 한다. 스승의 유적지를 말할 때에도 인용된다. 《古今事文類聚 後集 卷

32》

242) 옛 마름 : 흰 마름꽃을 달에 비유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243) 소씨(昭氏) : 고대의 거문고의 명인인 소문(昭文)을 이른다. 《莊子 齊物論》

244) 단구(丹丘) : 밤이 없어 항상 밝은 땅으로 신선들이 산다는 신화 속의 지명이다. 굴원(屈原)의 <원유

부(遠遊賦)>에 “우인을 따라 단구에서 노닒이여 장생불사하는 옛 고장에 머물렀네.[仍羽人於丹丘兮 留

不死之舊鄕]”라고 보인다.

245) 높은 손바닥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만든 것으로 선인장(仙人掌)이라 칭하였는데, 구리로 신선

의 손바닥을 만들어 높이 세우고 이슬을 받게 하였는바, 이 이슬을 옥가루와 섞어 먹으면 장생불사한다

고 한다.

246) 경루(瓊樓) : 옥으로 꾸민 누대라는 뜻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누대를 이르는데, 대궐 또는 선궁(仙宮)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선궁의 의미로 쓰였다. 

247) 예상(霓裳) : 예상우의(霓裳羽衣)를 줄인 말로, 신선이나 도사가 입는 의상을 이른다. 당나라 현종(玄

宗) 때에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로 있던 양경충(楊敬忠)이 올린 곡조의 이름이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

인데, 이 역시 천상의 아름다운 곡조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248) 항하사(恒河沙) : 항하(恒河)의 모래알이란 뜻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이른다. 항하는 인도(印度)

의 간지스강(Ganges江)으로 Gagā의 음역이다.

249) 쌍수(雙樹) : 사라쌍수(沙羅雙樹)의 줄인 말로, 학수(鶴樹)라고도 한다. 석가모니가 입멸(入滅)한 장소

의 사방에 쌍으로 서 있었던 나무인데, 동쪽의 두 그루를 상(常)과 무상(無常). 서쪽의 두 그루를 아(我)

와 무아(無我), 남쪽의 두 그루를 낙(樂)과 무락(無樂), 북쪽의 두 그루를 정(淨)과 부정(不淨)에 비유한

다고 한다. 후대에는 단순히 사찰 경내에 있는 거목을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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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의 때 모두 씻어 몸이 깨끗하여라 滌盡塵垢淸膚湊

평소 내 홀로 구경하고 싶은 마음 맺혔는데 生平我結獨往願

더구나 아름다운 기약이 있으니 감히 지체하랴 况有佳期敢宿留

다시 생각하건대 남은 병에 걸음 법 배우지 못했으니 翻思殘病未學步

절름발이가 어찌 빨리 달리는 걸음 따라가랴 躄者何能追疾走

비장방처럼 축지하는 방법 모르고251) 縮地無計費長房

구름수레 누가 서왕모에게서 빌려오랴252) 雲車誰僦西王母

다시 정신으로 생각하여 그대에게 부쳐 보내니 還將神想寄君去

누어서 놀려던 초심253) 처음으로 부응해줌 기쁘노라 卧遊初心欣始副

그대 발아래에서 연하를 밟을 줄 아노니 知君腳底足烟霞

곳에 따라 간장을 피력하여 아름다운 문장 지으리라 隨處肝膓披錦繡

대체로 경물을 접함은 이치를 아는 것이 소중하니 大都觸物貴理會

한갓 부지런히 경치를 탐구하지 마오 莫須徒勤搜景趣

시 읊는 지팡이 응당 석교 위를 지날 것이니 吟筇應度石橋上

우리의 우정 돌처럼 견고한가 알아보게나 認取交情如石否

맑은 못 꽃다운 풀 채취하기 좋으리니 瓊潭芳草好采采

장미 이슬에 내 마땅히 손 씻고 읽으리라 薇露行當吾浣手

그대가 있어 진실로 나의 마음 기쁘게 하니 有子而實甫可人

이 산중에 앉아 주역 괘사254) 연구하네 坐此山中窮易繇

250) 대라천(大羅天) : 상상의 천계(天界)나 선계(仙界)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도가(道家)에서는 삼계(三

界)의 밖을 사인천(四人天)이라 하고, 사인천의 밖을 삼청(三淸)이라 하고, 삼청의 위를 대라천이라고 하

는데, 도교의 최고 신(神)인 원시천존(元始天尊)이 여기에 거처한다고 한다. 《酉陽雜俎 玉格》
251) 비장방(費長房)처럼……모르고 : 비장방은 후한(後漢) 때 여남(汝南) 사람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자리

에 있었는데, 시중에서 약을 파는 노인이 신선인 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 깊은 산으로 들어가 도를 배웠

으나 끝내 다 배우지 못하였다. 그 뒤에 환속하여서 그 신선이 준 부적(符籍)을 가지고 백귀(百鬼)를 부

리다가 얼마 뒤에 그 부적을 잃어버리고는 뭇 귀신들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後漢書 卷82 方術列傳下 

費長房》 축지(縮地)는 축지법으로 땅을 좁혀 걷는 신선술인데, 한 걸음으로 몇 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

는바, 비장방이 이 축지법을 잘하였다고 하므로 말한 것이다. 

252) 구름수레……빌려오랴 : 원문의 ‘운거(雲車)’는 자운거(紫雲車)의 줄인 말로 신선인 서왕모(西王母)가 

타고 다니는 구름수레이다. 서왕모는 전설 속의 여자 신선인데, 곤륜산(崑崙山)에서 불로장생하며 모든 

신선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253) 누어서……마음 : 원문의 ‘와유(臥遊)’는 명승지와 고적의 그림이나 시를 걸어 놓고 누워서 감상하여 

유람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남조(南朝) 때 송(宋)나라의 은사(隱士)인 종병(宗炳)은 금(琴)ㆍ서(書)ㆍ

화(畫)의 삼절(三絶)로 유명하였는데 노년에 병이 들어 명산을 유람하지 못하게 되자, 그동안 다녔던 명

승지를 그림으로 그려 걸어 놓고는 누워서 감상하며 노닐었다.[臥以游之]고 한다. 《宋書 93 隱逸列傳 

宗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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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골짝에 은둔한 자는 사람 발자국 소리 기뻐하니255) 逃空虛者喜跫然

그대 보면 응당 눈썹이 펴짐을 알리라 見君懸知眉展皺

시원한 바람이 흰 구름 몰고 가니 冷然風馭指白雲

내가 벗을 기다리지 못함 한하노라256) 以貞恨不卬須友

도야정 2수 무금당 양도남

道也亭 二首 無禁堂楊道南

좋은 날 도수 가에 꽃다움을 찾으니257) 勝日尋芳道水邊

한 바위는 물에 임해 있고 물에는 하늘이 잠겨 있네 一巖臨水水涵天

배회하는 오늘날 다시 감회가 많으니 徘徊此日還多感

옛 자취 지금 오십 년이 되었구나 陳迹如今五十年

한 구역의 광경 넓어 끝이 없으니 一區光景浩無邊

이는 인간세상의 별유천지임을 아노라 知是人間別有天

사랑스러운 것은 시냇물 끝없이 흘러 最愛溪流流不盡

순히 흘러 매년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라오 順流朝海自年年

254) 주역 괘사(卦辭) : 원문의 ‘역주(易繇)’는 점사(占辭)인 주역의 괘사와 효사(爻辭)를 이른다.

255) 빈……기뻐하니 : 이 내용은 《장자(莊子)》<서무귀(徐无鬼)>의 “빈 골짜기로 도피한 사람은 명아주

와 콩잎이 족제비의 길마저 가로막고 있다. 빈 골짜기에서 홀로 걷다가 쉬다가 하노라면, 사람들의 발자

국 소리만 들어도 기쁘다.[夫逃虛空者 藜藿柱乎鼪鼬之逕 踉位其空 聞人足音跫然而喜矣]”라는 구절을 원

용한 것이다. 

256) 내가……한하노라 : 원문의 이정(以貞)은 양훤(楊晅)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그의 자이다. 이 내용은 

《시경》 <포유고엽(匏有苦葉)>의 “손짓하며 부르는 뱃사공에게 남들은 건너도 나는 건너지 않노라. 남

은 건너도 나는 건너지 않음은, 나는 내 짝을 기다려서이다.[招招舟子 人涉卬否 卬須我友]”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257) 좋은……찾으니 : 이 내용은 주자(朱子)의 시 <춘일(春日)>의 “좋은 날 사수 가에 꽃다움을 찾으니 

가이없는 광경이 일시에 새롭네.[勝日尋訪泗水濱 無邊光景一時新]”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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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운 2수

次韻 二首

편패의 위엄스러운 명령258) 중하여 서릿발처럼 차가우니 片牌威令重霜寒

초가집에 어떤 분의 몸이 홀로 펴졌는고 草屋何人體獨胖

세상만사 지금 잊은 지 이미 오래니 萬事卽今忘已久

자연 세상을 잊고 또 관직을 잊으리라 自然忘世又忘官

병중에 정다운 편지 바삐 뜯어보니 病裏情緘忙手坼

기쁨이 깊어 본래 있던 근심 없었던 듯하네 喜深還似本無憂

양생(養生)은 의술이 지엽임을 비로소 알았으니 求生始覺醫爲末

한 장의 편지 간곡하여 병이 이미 나았노라 一紙慇懃病已瘳

또

又

고운259)을 보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려 하였는데 未見孤雲擬不還

무슨 일로 이처럼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왔는고 此還何事卽人間

홍류동260)의 피리소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吹笛紅流方在眼

누어 유람하는 이 인생 한가로움 기뻐하노라 卧遊還喜此生閒

258) 편패(片牌)의 위엄스러운 명령 : 편패는 패자(牌子)로 군령(軍令)을 전하는 서면이며 원문의 ‘위령(威

令)’은 군령을 이른다. 

259) 고운(孤雲) : 최치원(崔致遠, 857〜?)의 자이다. 최치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53) 참조.

260) 홍류동(紅流洞) : 가야산에 있는 계곡 이름으로 고운이 말년에 은거한 곳인바, 고운의 유적이 남아 있

는 농산정(籠山亭)과 제시석(題詩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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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跋

아! 이것은 우리 선조이신 불온당 부군(不慍堂府君)께서 남기신 책이다.

이제 부군과의 세대는 2백여 년이 되었는데, 책상에 보관한 이 책을 좀벌레

에게 맡겨두어 천 가지와 백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

으니, 후손들의 서글픔과 답답함이 마땅히 어떻겠는가.

기미년(1919)에 삼종형(三從兄) 근호(瑾鎬)씨가 여러 종족들과 상의하

기를 “원고를 판각(板刻)하는 일을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도모하지 않으면

끝내 없어져 전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만약 이렇게 되면 부군의 영혼이

어찌 ‘내 훌륭한 후손이 있다.’고 기꺼이 말씀하시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끊기고 찢어진 남은 책을 수습하여 장차 판각261)에 맡기려 하니, 시(詩)가

약간 수(首)이고 문(文)이 약간 편(篇)이며, 부록이 약간이다. 이것을 합하

여 한 질로 만드니, 매우 쓸쓸하다.

그러나 한 점의 고기로도 온 솥의 고기 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니,262) 그렇

다면 부군에게 무슨 더하고 덞이 있겠는가. 스승을 따라 학문을 한 올바름

과, 집안에 있으면서 실천한 돈독함과, 친구들과 종유(從遊)한 거룩함과,

동산과 정자에서 장수(藏修)263)한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앞 뒤 여러 군자

들의 찬술(撰述)에 찬란히 드러나 상고할 수 있으니, 우매한 불초가 감히

다시 덧붙이지 않는다.

경신년(1920) 계하(季夏)에 8세손 영호(英鎬)는 삼가 쓰다.

261) 판각(板刻) : 원문의 ‘기궐(剞劂)’은 책을 판각함을 이른다.

262) 한……것이니 : 상정일연(嘗鼎一臠) 즉 솥 속에 있는 한 점의 고기를 맛보면 온 솥 속의 고기 전체의 

맛을 알 수 있다는 말로서, 일부분을 근거로 해서 전체를 알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여씨춘추(呂氏

春秋)》  <찰금(察今)>에 “한조각 갈빗살을 맛보고서 한 가마솥의 맛과 한 솥의 조화를 안다.[嘗一脟肉

而知一鑊之味 一鼎之調]”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263) 장수(藏修) : 장수유식(藏修游息)을 줄여 말한 것으로 장수는 항상 학문을 닦아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을 말하며, 유식은 정해진 과정에 의해 쉬는 시간에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한다. 《예기》<학기

(學記)>에 “군자는 학문할 적에 장하고 수하고 유하고 식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라

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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嗚呼 此吾先祖不慍堂府君遺卷也 今距府君之世 二百有餘歲 而巾衍之藏 任諸蠹魚

不能保一二於千百 後承之慨鬱 當何如也 歲己未 三從兄瑾鎬氏 謀于諸族曰 失今不

圖 恐終湮沒不傳 若爾 府君之靈 其肯曰余有後乎 乃收拾斷爛餘簡 將付剞劂 詩若干

文若干 附篇若干 合之爲一㢧 甚寂寥 然一臠可以知全鼎 則於府君 有何加損哉 至若
從師問學之正 居家踐履之篤 朋友遊從之盛 園亭藏修之美 前後諸君子撰述 斑斑可考

不肖愚昧不敢更贅云

歲庚申季夏 八世孫英鎬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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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당 일고 부록 II 

- 불온당 세계(世系)

- 창녕성씨 정절공파 불온당종중의 역사 (국문)

- 창녕성씨 정절공파 불온당종중의 역사 (영문)

- 불온당 관련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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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당 세계 (不慍堂 世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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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성씨 정절공(貞節公)파 불온당(不慍堂)종중의 역사

이 글은 창녕(昌寧) 성(成)씨 정절공파(貞節公派) 불온당(不慍堂)종중이 어떠한

삶을 살아 왔는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선비정신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소개

하는 글이다. 불온당까지의 공통의 이야기는 상세히 적고 그 후는 많은 이야기들

이 있지만 불온당후 모든 계통을 다 자세히 적을 수 없어 간략히 축약하였다.

창녕(昌寧) 성(成)씨는 고려 중엽 옛 신라 땅인 창녕264) 지방의 중윤(中尹)

호장(戶長)265) 성(成)공(公) 휘(諱) 인보(仁輔) 할아버지가 시조이다. 조선씨족

통보에는 인보 할아버지는 신라 대관 성저(成貯)의 후손이라고 하나, 창녕 성씨

문헌에는 그 전 기록은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아 인보 할아버지를 공식적인 시조

로 삼는다. 창녕 성씨 이야기 중 첫 번째의 큰 감동의 이야기는 2世 휘 송국(松國)

할아버지 이야기이다. 송국 할아버지는 어느 추운 겨울 정월 초 임금께 신년 하례

를 하러 창녕에서 수도 개성으로 시조 할아버지와 함께 올라갔었는데 개성에서

그만 시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비통함 속에 “아버지께서 이 먼 객지에서

돌아가심은 내 효가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시신을 창녕까

지 운구하라고 임금께서 하사한 말과 수레를 사양하고 몸소 아버지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개성부터 창녕까지 천리 길(400 km)을 10여일이 넘게 걸어서 내려

오셨다고 하는데, 이를 천리부시(千里負屍)라고 한다. 창녕에 거의 다 온 현풍현

(玄風縣)에 이르러 눈이 내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지게를 내리고 하룻밤을 묵었는

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신 주변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지만, 시신은 온전하

여, 기이하게 여겨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 가보니, 낮은 언덕에 눈이 녹은 양지가

있었다. 송국 할아버지는 이곳을 표시해 두고, 며칠 뒤 이곳에 아버지의 시신을

안장하였다. 이곳이 바로 현재 창녕 성씨 시조 할아버지가 계시는 창녕 대지면(大

地面) 맥산(麥山)이다. 이 천하의 효도(출천대효出天大孝)는 당시 모든 고려 사람

들이 칭찬하였다고 한다. 후일 송국 할아버지는 고려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셨

고 자손들도 번창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孝)가 바로 복(福)의 근원이

264) 창녕(昌寧): 신라시대의 이름은 비사벌이고, 신라 경덕왕이 화왕군(火王郡)으로 고치고, 고려 태조가 

창녕군으로 고쳤다. “화왕”이라는 이름은 창녕의 화왕산에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창산(昌山) 또는 하

산(夏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265) 호장(戶長): 고려 태조 때 신라시대 이래로 지방에 세력을 가진 성주(城主)나 호족을 포섭하여 호장과 

부호장의 향직을 준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고려시대 지역 호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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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창녕 성씨는 6世에(고려말경) 와서 13명의 자손이 있었고, 이 13명은

창녕성씨 13공파의 중시조가 된다.

13공파 중 하나인 정절공파(貞節公派)는 고려 좌정승(左政丞)이셨던 5世 휘 유

득(有得) 할아버지의 독자(獨子)인 6世 휘 사제(思齊)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

유득 할아버지와 사촌지간이었던 성여완(成汝完)의 아들들(석린石璘, 석용石瑢,

석연石珚, 석번石璠)이 조선 창건에 적극 동참하였던 것에 반해, 사제 할아버지는

고려 충신 두문동(杜門洞) 72현 중 한 명이시다. 고려가 망할 때 죽음으로써 선한

도를 지키셨다(守死善道)266). 할아버지의 호는 두문자(杜門子)이고, 시호(諡

號)267)는 정절(貞節)이시다. 할아버지는 안향(安珦)과 우탁(禹卓)의 도통(道統)

을 이색(李穡)과 정몽주(鄭夢周)에게 연결시켜준 유학자 신현(申賢,

1298~1377)의 문인이며, 저서로는 범세동 편찬, 할아버지가 증보(增補)한 화

해사전(華海師全)268)이 있다. 사제 할아버지는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해 문장(文

章)과 책문(策問)을 다루셨는데, 벼슬은 보문각(寶文閣)269) 직제학(直提學)이었

다. 고려가 망할 당시 할아버지는 “차라리 왕씨의 귀신이 될지언정, 이가의 신하

는 되지 않겠다(寗爲王氏鬼不作李家臣).”라고 말씀하시고, 또 할머니(성산 이씨)

에게 “나는 고려의 신하이어서 신조(新朝·역조)에 벼슬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아들을 데리고 관향으로 돌아가 선영을 지키시오.”라

고 말씀하신 후, 두문동270)으로 들어가셨다. 할아버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

의 이름까지도 두문불출(杜門不出)의 첫 글자를 따서 ‘두(杜)’라고 고치셨다. 이것

이 왜 창녕성씨 정절공파 7世 할아버지의 휘가 ‘두(杜)’인 이유이다. 정조가 1783

년에 두문동 칠십이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개성 성균관(成均館)에 표절사(表節

祠)라는 사당을 세웠는데, 사제 할아버지는 1808년(순조8)에 여기에 제향되시

고, 1873(고종10)에 ‘정절(貞節)’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으셨다. 정절공파인 성

석주(成碩周, 1649~1695)가 할아버지와 두문동 충신들에 관해 쓴 책인 두문동

266) 논어 태백편, 篤信好學 守死善道 (독신호학 수사선도): 신의를 두텁게 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죽음으

로써 선한 도를 지킨다. 선비(士)의 정신(道)이다.

267) 시호: 충신, 열사, 대학자 등 만인에게 본이 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내리는 호(號)이다.

268) 화해사전: 고려 말 유학의 계통과 성리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269) 보문각: 고려시대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고 장서(藏書)를 맡아보던 관청

270) 두문동: 현재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기슭으로 고려말 고려 충신들이 백이와 숙제처럼 산으로 

들어가 나오지를 않았던 곳이다. 대부분 두문동에서 순절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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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실기(杜門洞先生實記)가 현재 창녕 물계서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

원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조선 말기

1881년에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을 지낸 성대진(成大璡)이 속록(續綠)을 붙

여 재간한 두문동선생실기(병)속록(杜門洞先生實記(弁)續錄)271)이 또한 전한다.

7世 두 할아버지는 조선조가 칠원272) 현감직을 제수하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조선조에 나아가지 않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창녕 성씨는 조선조에 새롭게 일어난

가문이 아니라 고려조부터 창녕에 기반을 둔 명문이었다.273) 정절공파는 사제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조선의 중앙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사림(士林)의 길을

걸었다. 7世 휘 두(杜) 할아버지께서 망한 고려조에 대한 예를 마친 후, 8世부터

두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관직에 나갔는데,274) 8世 휘 근례(近禮) 할아버지는

판관(判官)이었고, 9世 휘 철(轍) 할아버지도 판관이었고, 10世 휘 세황(世璜)

할아버지에 이르러 벼슬이 정3품 정(正)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세황 할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조선의 법에 의해 충순위(忠順衛)로275) 입속되었다. 세황 할

아버지는 세 명의 아들을 두셨는데 장남 휘 호(灝)276)와 아래 두 동생 휘 연(演),

휘 홍(洪)이다. 이때가 대략 16세기 중반이다. 11世 호(灝) 할아버지는 남명(南

冥) 조식(曺植) 선생의 사숙인(私淑人)277)이며 봉정대부(奉正大夫)278)로서 경상

도 진보(眞寶) 현감을 역임하셨다.279) 이 때 세황 할아버지의 아들 삼형제 호,

271) 조선말에 재간한 두문동선생실기에는 권두에 정종로(鄭宗魯)의 서문과 권말에 김굉의 발문이 있고, 

속록에는 성대진(成大璡)과 한주(寒州) 이진상(李震相)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ㆍ국립중앙도서관ㆍ연

세대학교 도서관ㆍ경북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272) 조선 경상도 칠원현: 현재 경상남도 함안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걸쳐 있었다.

273) 고려중엽부터 말기까지 6대에 걸쳐 3대(2世 송국(松國), 5世 유득(有得), 6世 을신(乙臣))에서 고려 

정승을 배출하였다.

274) 결국 사림이 조선창건을 주도한 훈구파(勳舊派)와의 사화(士禍)를 거치며 16세기 이후 조선을 주도한

다. 정몽주 선생과 두문동 충신들의 절의과 가르침이 제자들과 후손들로 찬란히 되살아났던 것이다. 다

음 단락 참조.

275) 충순위란 양반숙위군이다.

276) 성호(成灝): 불온당 할아버지의 증조부이시다.

277) 덕천서원(德川書院) 사우연원록 참조. 사숙인이란 직접 스승으로부터 배우지는 않았으나, 스승의 정신

과 가르침을 따르고 본받아 학문을 닦는 사람이다. 

278) 조선시대에는 문반(文班) 4품 이상을 대부(大夫), 문반 5품 이하를 랑(郞)이라고 불렀다. 무반(武班)의 

경우, 7품 이하 부위(副尉), 5·6품 교위(校尉), 3·4품 장군(將軍), 2품 이상은 대부(大夫)라고 불렀다.

279) 봉정대부 행 진보현감(奉正大夫 行 眞寶縣監). 행수법(行守法): 조선 관료가 자신의 품계(봉작)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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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홍의 가문은 당시 영남우도(嶺南右道) 핵심 사림(士林) 가문 중 하나이었는

데,280) 세황 할아버지의 모든 손자들(12世)은 하늘 천(天)자를 중간 돌림자로

썼다.

16세기 이 당시, 조선의 훈구파와 사림파의 사화(士禍)281)는 이미 끝나고, 조

선 조정은 사림이 장악한 후 영남 사림을 기반으로 한 동인(東人)과 기호(畿湖)

사림을 기반으로 한 서인(西人)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선 사림은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 뿌리는 바로 사제 할아버지와 같이 신현(申賢)의 문인인 고려 충신

정몽주(鄭夢周) 선생과 그를 잇는 그의 제자 길재(吉再) 선생이시다. 길재 선생이

고려가 망한 후 고향인 영남으로 내려와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이 고려 성리학의

사림적 학맥은 길재의 제자 강호(江湖) 김숙자(金叔滋), 김숙자의 아들 점필재(佔

畢齋) 김종직(金宗直), 김종직의 제자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 일두(一蠹) 정

여창(鄭汝昌)과 한훤당(寒暄堂) 김굉필(金宏弼), 김굉필의 제자 정암(靜庵) 조광

조(趙光祖), 그리고 조광조의 제자 청송(廳松) 성수침(成守琛)과 휴암(休庵) 백인

걸(白仁傑), 그리고, 성수침의 아들 우계(牛溪) 성혼(成渾, 소론), 백인걸의 제자

율곡(栗谷) 이이(李珥, 노론)로 이어진다. 영남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남쪽 오른쪽

인 강우(江右), 낙동강 주변 강안(江岸), 그리고 북쪽 왼쪽 강좌(江左)로 나누어지

고, 보통 강우와 강안을 경상우도(慶尙右道) 그리고 강좌를 경상좌도(慶尙左道)라

고 부른다.282) 경상우도는 고려조부터 내려오던 명문들의 향(鄕)이었으며, 조선

사림의 시발점이다.283) 조선 사림의 초기의 스승인 김숙자, 김종직, 정여창, 김

굉필 모두 바로 경상우도 사람들이었다.284)285) 한훤당 김굉필의 제자인 한양

은 관직으로 나가는 것을 “행(行)”이라고 하고,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을 “수(守)”

라고 한다.  진보(眞寶)는 조선시대 경상도 38현 중 하나이다. 

280) 박병련 외 저,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한국철학총서22, 예문서원, 2004. 박병련,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광해군 복립 모의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파,“ <남명학> 11권 pp. 229-259,  2002

281) 사화(士禍): 성종이후부터 사림(士林)이 본격적으로 조선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는데 훈구 세력의 비리

를 규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도중 일어난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갈등이다. 연산군과 명종조

에 걸쳐 일어났고, 선조이후부터 사림이 조정을 주도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연산군)와 1504년 갑자사

화(연산군)로 사림(士林) 점필재 김종직, 탁영 김일손,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등이 화를 입었고, 

이후 1519년 기묘사화(중종)로 김굉필의 제자 정암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이 희생되었다.

282)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경상도를 내려다보며 낙동강 왼쪽을 경상좌도, 낙동강 오른쪽을 경상우도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경상좌도가 동해와 접하고, 경상우도가 지리산과 전라도와 접한다. 경상우도의 

대표적 지역은 낙동강을 따라 성주, 고령, 합천, 의령, 함안, 현풍, 창녕, 영산, 밀양, 김해와 내륙 깊숙이 

있는 진주, 하동, 함양, 산청, 거창, 사천 등이다. 

283) 박병련 외 저,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한국철학총서22, 예문서원, 2004. 

284) 점필재 김종직은 밀양(密陽)인고, 한훤당 김굉필은 현풍(玄風)인이고, 일두 정여창은 함양(咸陽)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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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정암 조광조286)가 바로 이 영남 사림의 맥을 기호 지역으로 전파하여 그

제자인 청송 성수침287)과 휴암 백인걸로부터 기호 사림이 형성되는 것이다. 16

세기 이 당시 영남에는 경상우도와 경상좌도를 대표하는 두 큰 선생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바로 경상우도의 남명(南冥) 조식(曺植) 선생과 경상좌도의 퇴계(退

溪) 이황(李滉) 선생이시다. 각각 강우학파와 강좌학파의 스승이시다.288) 위대

한 선생은 특별히 스승을 지목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배우나니, 이 두 분도 마찬가

지이다. 모든 것에서 배우며 스스로 일어나 큰 스승들이 되었다. 퇴계 선생이

인(仁)을 강조한 것에 비해 남명 선생은 의(義)와 실천(實踐)289)을 강조하셨다.

남명290) 선생은 산청(山淸)에서 가르쳤지만, 본관은 다름아닌 바로 창녕이다.

태어났다.

285) 영남 오현(嶺南五賢): 조선 중기까지 큰 자취를 남긴 다섯 분의 유현(儒賢)으로 조선 초기 영남우도의 

문경공(文敬公)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문정공(文正

公)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그 이후의 영남좌도의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문순

공(文純公)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이른다. 1610년(광해군2)에 이 다섯 분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

하였다. 이 중 정암은 실제 영남 출신이 아니고 다만 한훤당에게 수학하였다.

286) 정암 조광조: 한양 조씨이다. 

287) 청송 성수침: 창녕 성씨 명현 중 한 분이시다. 말년에 경기도 파주에 사셨다. 그리하여, 청송의 후손

들은 경기도 파주에 대대로 살았다. 파주 파산서원(坡山書院)과 창녕 성씨 명현들이 제향된 창녕 물계서

원(勿溪書院)에 제향되셨다.

288) 이 영남 두 학파와 정암 조광조의 손제자(孫弟子)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의 기호 두 학파로 조선 사

림의 4대학파가 이루어진다. 영남의 남명학파(조식)와 퇴계학파(이황)와 기호의 우계학파(성혼)와 율곡

학파(이이)이다. 이 네 학파가 각각 조선 중·후기를 주도한 북인, 남인, 소론, 노론의 학문적·정신적 기반

이다. 

        우계와 율곡은 남명과 퇴계의 다음 세대인데, 남명과 퇴계의 세대의 당대 삼현(三賢)은 영남의 남

명 조식, 퇴계 이황 그리고, 기호의 대곡(大谷) 성운(成運)이다. 대곡은 을사사화 이후 속리산에 은거하

였는데, 청송 성수침의 사촌동생이며 우계 성혼의 종숙부이다. 소수서원(紹修書院)에 이어 조선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충북 보은군 상현서원(象賢書院)과 창녕 성씨 명현들이 제향된 창녕 물계서원(勿溪書院)

에 배향되셨다. 우계는 아버지 청송과 종숙부 대곡의 학맥을 이어받아 우계학파(牛溪學派)를 형성하였

다. 한강(寒岡) 정구(鄭逑)는 당대 삼현 퇴계, 남명, 대곡 모두에게서 수학하였고, 내암(來庵) 정인홍(鄭

仁弘)도 대곡과 남명에게서 수학하였다.

289) 남명 조식 선생과 우계 성혼의 아버지 청송 성수침과 종숙부 대곡 성운은 막역한 친구 사이이다. 청

송 성수침 또한 의와 실천적 학문을 중요시하였는데 그는 연려실기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道若大路 

而聖謨現訓 昭如日月 知之不難 要在力行 以實基知爾 言語之學 都不齊事” “도는 큰 길과 같고 성현의 가

르침은 일월과 같이 밝아 그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요는 힘써 행하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함에 

있다. 말로만 하는 학문은 도무지 실사에 소용이 없다.” 청송은 평생 청렴하게 살며 학문을 넓히고 힘써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 그가 죽었을 때 집안에 그를 장사지낼 돈조차 없었다. 이에 임금이 직접 

청송의 장례비를 보내었다. 물질보다 학문과 가치와 덕행과 명예를 소중히 한 조선의 선비(士)이다. 이

런 가르침을 보고 자란 우계는 후일 조선 4대 성리학파의 하나인 우계학파의 시조가 되고 문묘에 배향

되었다. 소론의 영수 윤증의 조부 윤황이 우계 성혼의 사위이다. 청송의 가르침은 우계를 통해 소론으로 

이어져 조선후기 국학운동으로 이어진다.

290) 남명 조식: 창녕 조씨이다. 후일 남명집을 편찬한 구한말 영남 거유(巨儒) 창녕인 심재(深齋) 조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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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 문하에 가장 뛰어난 다섯 제자인 남명오현(南冥五賢)이라 함은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291), 덕계(德溪) 오건(吳健)292), 한강(寒岡) 정구(鄭逑)293), 동

강(東岡) 김우옹(金宇顒), 수우당(守愚堂) 최영경(崔永慶)을 말하며, 임진왜란 의

병장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는 남명의 문인이자 외손녀사위이고 곽재우

와 김우옹과는 동서지간이다. 남명오현 중 오건과 정구는 퇴계의 제자이기도 하

다. 당시 학생들이 두 선생사이를 자유롭게 오간 것으로 볼 때 두 선생사이에는

벽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두 선생의 훌륭한 가르침은 그 공동 제자 문목공(文穆

公) 한강 정구와 한강의 제자 미수(眉叟) 허목(許穆)294), 성호(星湖) 이익(李

瀷)295), 그리고 이익의 사숙인(私淑人)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으로 이어지는

근기실학파(근기실학파)로도 발전한다. 16세기말 당시 임진왜란 전 영남 사림인

동인과 기호 사림인 서인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이 희생된

기축옥사(己丑獄事)로 나타난다.

11世 호(灝) 할아버지의 네 아들, 장남 휘 천우(天祐), 그리고 세 동생 천희(天

禧), 천조(天祚) 그리고 천지(天祉)는 이러한 16세기 후반을 살았다. 그들이 살았

던 시대의 1592년 임진년 5월에 왜가 조선을 침략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일본은 15만 8800명의 왜군을 9군으로 나누어 고니시 유키나와(小西行長)가 이

(曺兢燮)은 그의 후손이다.

291) 내암 정인홍: 서산 정씨로 경상우도 합천군에서 태어났다. 대곡(大谷) 성운(成運)과 남명(南冥) 조식

(曺植)에게서 수학하였다. 강직한 기상의 임진왜란 영남(嶺南) 도의병대장(道義兵大將)이다. 왜란 후 북

인을 이끌며, 광해군 시 개혁을 주도하였다. 단재 신채호는 (근대화전) 우리 오천년 역사의 삼걸(三傑)을 

을지문덕, 이순신, 그리고 정인홍이라 하였다.

292) 덕계 오건: 함양 오씨로 남명의 수문이며 퇴계가 사랑하는 제자로 경상우도 산청현이 낳은 대학자이

다. 한강 정구 등 사림이 뜻을 모아 세운 산청 서계서원(西溪書院)에 제향되었다. 

293) 한강 정구: 청주 정씨로 경상우도 성주(星州)목(牧)에서 태어났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어려서는 5

촌 이모부 덕계 오건으로부터 배우고, 나중에는 당대 삼현인 남명 조식, 퇴계 이황, 대곡 성운에게서 수

학한 대학자이다. 천거로 관직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창녕현감으로 부임한 적이 있다. 부임하여 

덕계의 사위인 성천기(成天祺)와 함께(각주 298)참조) 창녕의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학(講學)의 장

소로 8서재(八書齋)를 건립하였는데, 이를 한강 8서재라고 한다. 8서재는 옥천정(玉川亭)，술정(述亭)，

관산정(冠山亭), 백암정(白巖亭)，물계정(勿溪亭), 부용정(芙蓉亭), 팔락정(八樂亭)，만진정(蔓津亭)이다. 

이 중 부용정에서는 한강 자신의 문인인 창녕 성씨 검교공파 성안의(成安義)가 강학하였다. 이리하여, 

성안의의 호가 부용당(芙蓉堂)이 된다. 20세기 초 이 불온당집을 편찬할 때 이 불온당집의 서문을 쓴 

대한제국 홍문관(弘文館)을 거쳐 황태자궁 시강원(侍講院) 시독(侍讀)을 지낸 정재교(鄭在敎)는 바로 한

강의 직계 후손이다.

294) 허목: 본관은 양천(陽川), 호는 미수,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한강 정구의 말년 제자이다.

295) 성호(星湖) 이익: 미수 허목을 사숙한 남인 실학자로 성호학파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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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1군(1만 8700명),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2군(2만 800명),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가 이끄는 3군(1만 1000명)은 돌격부대로 한양을 점

령하고 북진하고, 나머지 군은 각 도를 점령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왔다.

고바야가와 다카가게가 이끄는 6군 1만 5700명은 전라도를 점령, 모리 테루모토

가 이끄는 7군 3만명은 경상도를 점령하려는 전략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관군은

형편없이 대패하여 북으로 후퇴하고 죄없는 백성들만 고스란히 왜군의 수중에

떨어져 참혹한 지경이었다. 이때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의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의병장과 의병들이었다. 이때 경상우도의 사림 사대부가

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령의 곽재우(당시

나이 41세)를 비롯하여 합천의 정인홍, 고령의 김면, 창녕의 호(灝) 할아버지

집 둘째 충순위(忠順衛) 성천희와 그 형제들, 일가 성안의(成安義, 검교공파),

창원의 변연수 등이 바로 경상우도의 의병장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남명의 제자

로서의 학맥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곽재우의 부친 곽월296)과 호 할아버

지는 사돈지간이었고, 호 할아버지는 덕계 오건과도 사돈지간이었으며,297) 호

할아버지의 넷째 천지(天祉)298)와 조카 천유(天裕)299)는 곽재우와 사돈지간이

었다. 그리고, 호 할아버지 장남 직계 천우(天祐) 할아버지는 남명의 문인 서계(西

溪) 김담수(金聃壽)300)와 사돈지간이었다.301) 곽재우, 정인홍, 김면, 성천희,

296) 곽월(郭越): 의주목사, 사헌부 장령, 사간원 사간, 호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황해도관찰사에 임명되

었으나 나아가지 았았다.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이때 명나라에서 붉은 비단을 선물로 

받아왔다. 임진년 일본의 침략시 망우당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킬 때 집안에 간직해 두었던 바로 이 붉

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귀한 것을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먼저 쓰는 망우당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곽재우는 전장에서 늘 이 홍의를 입고, 스스로 홍의장군(紅衣將軍)이라 칭하여, 후세 사람들

도 망우당을 홍의장군이라 부른다. 망우당(忘憂堂)이라는 호는 곽재우가 영산현 청암진 낙동강가에(현재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지은 정자 ‘망우정(忘憂亭)’의 이름으로 “근심을 잊는다”라는 뜻이다.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우고도 그에 따른 높은 벼슬과 영화를 사양하고 초야의 이 망우

정에서 진실로 궁핍함 속에서도 조각배 하나와 짧은 거문고 하나를 친구로 삼고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을 바라보며 늘 백성과 나라에 대한 근심을 잊지 못하며 여생을 마쳤다(망우선생문집 참고). 천강홍의장

군(天降紅衣將軍) 조선의 선비(士)이다. 이 불온당집의 30 페이지 시 도야정잡영 제2수가 바로 곽망우당

을 기리는 불온당 할아버지의 시이다.

297) 셋째 성천조의 부인이 곽재우의 여동생이다. 넷째 성천지의 부인이 덕계 오건의 따님이다.

298) 성천지: 각주 316) 참조. 곽재우의 아들 곽활(郭活)이 성천지의 사위이다

299) 성천유: 호 할아버지 동생 성홍(成洪)의 아들이며 통훈대부(通訓大夫)이다. 아들 두회암(斗回庵) 성이

도(成以道)가 곽재우의 사위이다. 형님 성천기(成天祺)는 덕계 오건의 문인이며 사위이고, 통정대부(通政

大夫)로 승정원승지를 역임하였다. 성이도(成以道)는 입효출제(入孝出悌)하고 박학능문하였으며, 진신(縉

紳)으로서 공의 집앞을 지나는 자가 모두 경의를 표하고 갔다고 한다. 뛰어난 학덕으로 창산서원(蒼山書

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두회암선생문집이 전하고, 망우당 곽재우가 별세하였을 때 사위 성이도가 

망우선생문집을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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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의, 변연수 등 경상우도 의병들은 조선을 지키는 데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

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로, 그들은 낙동강-남강 전선을 방어하였다. 고바야가와 다카가게가

이끄는 왜 제6군은 동래에서 함안을 거쳐 남강을 건너 의령을 지나 육십령을

넘어 전라도를 점령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은 바로 정인홍과 의병들의 낙동강

방어전(임진년 6월)과 곽재우와 의병들의 정암진(鼎巖津) 대첩302)(임진년 7월)

에 의해 좌절된다. 곽재우와 경상우도 의병장과 의병들 그리고 전라도 의병장들

과 의병들이 있어 왜군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를 끝내 점령하지 못했는데303),

이것은 임진왜란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이로 인해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았고 또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

의 활약의 기반인 전라도 해안 기지가 보전되었다.

둘째, 이들은 낙동강 병참수로와 경상도를 통한 왜군의 연결선을 끊었다.

당시 왜군은 전라도 바다를 돌아 서해로 올라가는 군수 수송이 이순신 장군에

의해 차단되었고,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동강을 최대로 활용하여

군수물자 수송을 하려하였다. 왜군의 낙동강 병참수로와 왜군 상륙의 시발점인

부산(동래)에서 대구로 연결되는304) 적의 연결선을 끊기 위해 낙동강 오른편에

머무르던 의병들은 낙동강 좌편의 깊숙한 곳은 수복하지 못하더라도 강과 바로

인접하는 주요 좌현들은 수복하여야만 했다. 이에 낙동강 바로 좌측(동쪽) 현풍

(玄風), 창녕, 영산(靈山)305) 세 현을 수복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옮겼다.

300) 김담수: 본관은 의성, 호는 서계이다. 남명의 제자이며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공거(公車)를 버리고 학

문과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뛰어난 학행(學行)으로 임금께 황계처사(黃溪處士)라는 별호를 받은 조선

의 선비이다. 서계와 두 아들 월담(月潭) 김정룡(金廷龍), 국원(菊園) 김정견(金廷堅)을 기리기 위해 

1796년에 상주 낙암서원이 건립되었는데, 두 아들과 함께 낙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이 불온당집에 불온

당의 외숙부인 김정룡과 김정견에 대한 제문이 있다. 20세기초 이 불온당집을 편찬할 때 기문을 쓴 진

사(進仕) 김재인(金在仁)은 서계 김담수의 직계 후손이다.

301) 13世 발(撥) 할아버지 장인이 서계 선생이시다.

302) 정암진 대첩: 곽재우와 경상우도 의병장들과 의병들이 남강을 건너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왜 제6군을 

남강에서 저지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방어에 기여한 중요 전투이다. 정암진은 의령 남강가에 있던 나

루이다. 곽재우가 문과에 합격하였으나, 임금의 실정을 비판한 답안 내용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된 후 벼

슬에 뜻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이 정암진 남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곳 지형을 잘 알아 두었던 것이 후일 임진년 왜군의 남강 도하를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303) 망우선생문집에 이 사실을 선조가 직접 언급한 교지가 있다. 

304) 경상도 내륙은 낙동강을 따라 부산 김해평야-창원 대산평야-밀양 하남평야-영산-창녕-현풍-대구-성

주로 평야가 연결되어 있다. 임진년 왜가 부산 동래성 함락을 시작으로 이 길을 따라 북상하였던 것이

다. 이 평야를 따라 신라·고려조에 김해 김씨, 밀성(밀양) 박씨, 영산 신씨, 창녕 성씨, 창녕 조씨, 현풍 

곽씨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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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리 테루모토가 이끄는 왜7군 3만명이 경상도를 장악하고 있었다. 현풍

수복은 현풍 곽씨인 곽재우가 맡고 창녕 수복은 천희 할아버지가 맡고, 군을 합하

여 영산현을 수복하기로 하였다. 700명의 의병을 이끈 1차 창녕 전투 (임진년

7월 6일, 의병장: 성천희, 참모: 성안의, 조열, 신방즙, 신의일, 곽찬), 1000명의

의병을 이끈 2차 창녕 전투(임진년 8월 4일, 의병장: 성천희, 별장: 조열, 소모

관: 성안의)로 창녕을 탈환하였다.306) 그 후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과 합세하여

초유사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307)과 함께 영산 전투로 영산을 수복하였

다.308) 이후 낙동강 병참수로를 끊고, 부산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왜군의 허리를

차단하였다. 평안도, 함경도까지 이르렀으나 병참이 약해진 왜군은 전선을 유지

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물론 다른 후방의 전투도 왜군의 후방을 약화시켰지만,

낙동강 병참수로와 경상도 내륙 연결선의 차단은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로, 성호(成灝)의 가문은 정유재란에서도 수만명의 목숨을 구하고 정유

재란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하삼도

를 할양하려는 협상이 결렬된 왜는 정유년 1597년 1월 14일에 재차 침입하였다.

당시 왜는 14만 1천5백명의 군인을 좌군과 우군으로 나누어 좌군은 바로 전라도

를 침략하고 우군은 임진년 때처럼 경상도를 통해 북상(밀양-창녕-현풍-대구-상

305) 조선 경상도 영산현: 현재 창녕군의 영산면, 남지읍, 계성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을 포함

하던 조선시대 경상도 현이다. 1895년 갑오경장 때  영산군으로 바뀌었다가 1914년 창녕군에 통합되었

다.

306) 이 창녕 탈환 전투에서 의병 1000명을 5개 군으로 나누어 각 군은 1군(200) 성안의, 2군(200) 신갑, 

3군(100) 박윤근, 4군(200) 조열, 5군 본진(300) 성천희 지휘, 총대장 성천희가 지휘하였다. 이 창녕 탈

환 전투는 비록 국지전이나 임진년 5월 동래성 함락 후 두어달간 패하여 후퇴하기만 한 조선에 승리를 

안겨준 최초의 반격 탈환 전투이다 (창녕군지 상권 제2편 제3장 제6절 참조).

307) 학봉 김성일: 퇴계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직전 동인 대표로 부사로 서인 대표 정사 황윤길(黃允吉)과 

함께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왔다. 임진왜란 발발 후 초유사(招諭使)로 영남 전선(戰線)으로 내려왔다. 임

진년 영산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제1차 진주성 전투(임진년 9월)에서 초유사 김성일, 진주 목사 김시민, 

진주 판관 성수경(成守慶, 정절공파 12世) 등은 격문을 돌려 군사를 모으고 시민들이 진주성으로 돌아

오게 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성과 무기를 수리하고, 마침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왜군의 대공격이 

있었던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초유사 김성일, 창의사 김천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진주 목사 서예원, 진주 판관 성수경, 의병장 고경명 등과 진주성 내 많은 시민들이 순

국하였다. 성수경은 진주 충렬사와 창녕 물계서원에서 제향되고 있다.

308) 이 현풍·창녕·영산 전투에서 순국한 의병들을 기리는 임진왜란 충혼탑이 창녕군 영산면 호국공원에 

세워져 있다. 이 낙동강과 접한 영산벌에 영산의 영취산(靈鷲山) 자락이 낙동강까지 뻗혀 있는데 창녕·

영산에서 이 산자락을 넘으면 바로 밀양 하남 평야·창원 대산 평야이고 이 평야들은 바로 부산과 붙어 

있는 김해 평야로 연결되어 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수백년이 지난 1950년 6.25동란 시 바로 이 영산

벌과 영취산자락이 부산까지 밀린 대한민국 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으며 가장 치열한 낙동강 전선 

중 하나이었다. 영산 호국공원은 6.25동란 시 이 영산 전투에서 산화한 수많은 용사들도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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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경-충청-경기)하여 충청도에서 좌군과 합세하여 한양으로 북진하려 하였

다. 적의 재차 침공할 것을 집안 할아버지들과 곽재우가 미리 예측하고, 적의

북상로의 주요 기점에 산성을 쌓아 적의 북진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하

여, 곽재우는 현풍309)에 산성을 쌓고 있었고, 집안 할아버지들은 창녕 화왕산에

지역민들과 함께 산성을 쌓기 시작했다. 하지만, 험난한 화왕산에 창녕 지역민만

으로 빠른 시일 내 산성을 쌓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천희 할아버지는 한양 비변사

(備邊司)310)에 직접 올라가 조정을 설득하여 창녕 주변 수령들에게도 명하여

화왕산성 쌓는 것을 도와달라고 청하였고 조정은 이를 들어 주었다.311) 이에

화왕산성은 다른 산성보다 빨리 쌓을 수 있었다.312) 1597 정유년 7월 하순 마침

내 모리 데루모토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 우군 6만명은 그들의 전략대로

양산과 울산 서생포를 출발하여 밀양을 거쳐 7월말 창녕으로 올라 왔다. 이에

현풍 산성을 쌓고 있던 곽재우는 이미 다 쌓은 창녕 화왕산성으로 급히 의병들을

이끌고 내려왔다. 이리하여 화왕산성 전투가 시작되었다.313) 왜 우군 6만명과

화왕산성 내 방어사 곽재우, 종사관 성안의(검교공파)314), 조방장 이영, 조전장:

장웅기(창녕현감), 전제(영산현감), 신초(현풍현감), 이숙, 성정국(成定國, 정절

공파 11世), 신방로, 김충민 등과 990명의 의병, 그리고 사명대사와 영산 보림사

스님들을 비롯한 승병 1000여명 총 2000여명의 의·승병과의 산성전이 시작되었

다. 이 전투는 왜 우군의 경상도를 통한 북진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결전이었다.

이때 아군의 수십배나 되는 왜군은 화왕산성 둘레를 죽 둘러쌓다고 한다. 아!

309) 현풍에 석문산성(石門山城)을 새로 수축하고 있었다.

310) 조선 중·후기 위기 시 조선 최고 의결기관이다.

311) 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선조 82권 29년 11월 20일자에 기록되어있다.

312) 2014년 현재에도 경상도 창녕 화왕산 꼭대기에 산성의 유적이 남아 있다.

313) 이 불온당집의 30 페이지 시 도야정잡영 제2수가 바로 이 정유재란 화왕산성전과 곽재우를 기리는 

불온당 할아버지의 시이다.

314) 성안의(成安義): 호는 부용당(芙蓉堂)이다. (‘부용’은 한강 정구가 창녕현감으로 있을 때 지은 8정자 

중 하나인 부용정의 이름이다.) 6世 고려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성을신(成乙臣)의 후손으로 창녕

성씨 검교공파이다.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급제로 왜란 후 남원부사와 승정원승지를 역임하였다. 남원부

사 시절 군민을 위하고 선정을 베풀어 군민들이 活佛(활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불렀다고 한다. 남원부

사 시절 아들 성이성(成以性)에 관한 이야기가 춘향전의 소재이다. 아들 성이성은 강직한 간관이자 조선 

청백리(淸白吏)이다.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들의 잔치자리 한 구석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암행어사가 지은 

한시 “金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천인혈), 玉盤佳肴萬姓膏(옥반가효만성고), 燭淚落時民淚落(촉루락시민루

락), 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원성고).” “금잔 좋은 술은 천인의 피이며, 옥반의 기름진 고기는 만백성의 

고름이다. 촛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 또한 높구나”는 그가 남긴 

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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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조선 선비들의 기백(氣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단 한명도 항복하거나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산성을 지켜내었다.315) 왜 우군은

산성을 정복하지 못하였다.316) 이에 초조해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년의

패전의 원인을 전라도 함락 실패로 보고 우군도 철수하여 좌군과 같이 전라도로

가게 한 것이다. 이에 화왕산성에 있었던 의병들은 산성에서 나와 철수하는 왜

우군을 공격하여 물러서는 왜군에 타격까지 주었다. 시를 놓치지 않았던 집안

할아버지들의 선견지명으로 정유재란의 판도가 바뀌고 왜군 작전의 경상도 북진

로 상에 있던 수많은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이다.317) 전쟁이 끝나고, 집안의 천희,

천지 할아버지는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셨고318) 이미 돌아가진 호 할아버지

는 병조참판에 추증되셨다. 임진왜란 당시 불온당의 증조부 성호(成灝)의 가문은

315) 두려움은 본능이나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 때 곽재우와 의병장들은 

성내 객사에 섶나무를 쌓아 두고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한다는 비장한 의지를 의·승병들에게 

보였다고 한다. 이에 모든 의·승병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다. (출처: 망우선생문집)

316) 화왕산의 높이는 756미터이다. 창녕읍쪽에서는 평지부터 꼭대기까지는 가파르고 아주 험난하다. 하지

만, 밀양쪽에서는 화왕산 꼭대기까지 완만하다. 처음 왜군은 창녕쪽에서 화왕산성을 공격하여 몇 번을 

실패하여 나중에는 밀양쪽 능선을 타고 올라와 화왕산성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317) 정유재란 시 왜군은 점령지역의 모든 민간인을 죽였다.

318) 성호(成灝)의 네 아들 천우, 천희, 천조, 천지: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나라가 위급하고 백성이 곤경에 

처할 때 성호의 가문은 가재(家財)를 내어 형제와 친척(사촌 성천유)과 일가(성안의)와 동료와 함께 의

병을 일으켰고, 창녕 화왕산성을 쌓는데 기여하였다. 

   성천우(成天祐): 호는 미은(眉隱)이고, 자(字)는 맹길(孟吉)이다. 높은 벼슬보다는 산수와 시와 예를 좋아

하는 온화한 선비이었으며, 군자감 봉사를 역임하였다. 서계 김담수가 사돈이다.

   성천희(成天禧): 자는 중길(仲吉)이고, 집에서는 천복(天福)이라고도 불렀다. 왜란 시 곽재우와 함께 많

은 공을 세웠지만 초연히(超然-) 물러난 선비이다. 임진년 직후 훈련원정 등을 잠시 역임하였다 물러났

고, 정유재란이 끝나고 고향에서 조용히 여생을 마쳤다. 돌아가신 후 병조좌랑(兵曹佐郞)에 추증되셨고 

또, 형조참의(刑曹參議)에 가증되었다.  

   성천조(成天祚): 호는 권암(倦菴)이고 선무랑(宣務郞)이다. 곽재우의 매제이다. 임진왜란 당시 형님들을 

도와 의병으로 싸웠다. 후일 옥구현감(沃溝縣監)을 역임하였다.

   성천지(成天祉): 덕계 오건(吳健)의 문인이며 사위이다. 선조 5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직전 조

선도 전쟁을 대비해 비변사(備邊司, 위기시 조선 최고 의결기관)에서 유능한 무신들을 발탁하여 적재적

소에 배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비변사 신료 10명이 각자 유능한 무신들을 추천하였는데, 이때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우의정 정언신(鄭彦信) 두 명의 북인 신료로부터 천거를 받은 네 명의 장수-손

인갑(孫仁甲), 성천지, 이순신(李舜臣), 이명하(李明河) 장군-중 한 명이다. 임진왜란 직전 황윤길과 학봉 

김성일을 수행하여 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로 왜를 다녀왔다. 하지만, 그 이전 전주판관이었

던 연유로 수많은 동인이 희생된 기축옥사에 연류되어 임진왜란 직전 파직되어 창녕 고향집에 와있었

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형님들을 도와 거병하였다. 의병장 곽재우와 성천희를 도와(곽재우의 아들 곽

활(郭活)이 성천지의 사위이다) 적에게 빼앗긴 많은 현들을 수복하고 방어하고,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며 

산성전을 대비하는데 실질적인 전략적 전술적 기여를 하였다. 왜란시 영·호남을 오가며 의병활동을 하였

다. 영남의병이며 또한 호남의병이다. 국란을 당해 당쟁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와 민

족을 위해 싸웠다. 임란 후 복권되고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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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제민(救國濟民)을 위해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 몸소 앞장섰다. 이는 바로 나라

와 절의(節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정절공(貞節公) 사제(思齊) 할아버지의 가르

침과 실천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후에 경상우도 사대부들은 광해군 때 조선 조정의 핵심 세력이 되었

다. 이 사람들을 북인(北人)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영남 사림 동인은 경상좌도의

남인(南人)과 경상우도의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남명의 제자 내암 정인

홍319)이 이 북인을 이끈다. 이들은 진취적 기백을 가지고 외부로는 망해가는

명나라와 새로 흥한 청나라 사이에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며, 내부로는 민간 의료

를 위한 동의보감 완성, 사회경제 문제에서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을 주장하며

공물의 폐해와 이의 개정, 부국강병책으로 균전제(均田制)320), 그리고 문무(文

武)에 대한 비중을 균등하게 두고 병농일치적인 부병제(府兵制) 등으로 국가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했다. 하지만, 광해군 재위 15년(1623)에 서인을 중심으

로 일어난 인조“반정”에 의해 광해군은 폐위되어 유배되고321) 북인 정권이 물러

나, 부국강병·경국제민을 위한 그 개혁의 꿈은 좌절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주장은

미수 허목322)을 통해 근기실학파와 정약용으로 이어져 계속 주장된다.323)324)

319) 앞 각주 291) 참조.

320) 균전(均田): 토지를 국가에서 거두어들여 백성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321) 왜란 후 광해군과 북인이 모범적 전후 복구, 민생 안정 및 실리적 외교를 펼친 것에 비해, 인조“반

정” 후 인조와 서인의 전략적·외교적 판단 착오로 인해 정묘호란, 병자호란 발발하였다. 그 결과는 처참

하였는데, 호란으로 만주 심양에 조선인 60만명이 포로로 끌려가 노비로 팔려갔다. 이때에도 국담(菊潭) 

박수춘(朴壽春) 선생을 비롯한 영남 선비들은 의병을 일으켰으나 인조의 항복으로 해산하였다. (국담 선

생은 불온당의 장인이다.) 호란 후에도 인조의 실정으로 나라와 민생이 피폐한 상황이었다. 이에 강안

(江岸)의 북인 가문의 주도로 전국의 뜻있는 선비들이 군사를 일으켜 인조를 폐위시키고 광해군을 복립

시켜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이 광해군 복립운동에 강안(江岸) 북인 가문인 고령의 박희집(朴禧集, 

고령 박씨) 등, 합천의 정인홍(鄭仁弘) 가문(서산 정씨, 정한(鄭澣) 등), 창녕의 성세황(成世璜) 가문(불

온당의 재종숙부 성지도(成至道), 종숙부 성람(成攬), 그리고 재종 성창리(成昌履))이 참여하였다. [참고: 

박병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광해군 복립 모의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파,“ <남명학> 11권 pp. 

229-259,  2002] (성지도(成至道)는 임진왜란 의병장 망우당 곽재우의 사위 성이도(成以道)의 동생이

며, 통훈대부 성천유(成天裕)의 아들이며, 덕계 오건의 사위인 통정대부 승정원 승지 성천기(成天祺)가 

백부이다. 성람(成攬)은 불온당의 작은 할아버지 권암 성천조(成天祚)의 아들이며 망우당 곽재우의 생질

이다.) 하지만, 한설(韓渫)과 조흥빈(趙興賓)의 밀고로 이 광해군 복립운동은 실패하였다. 인조“반정”과 

광해군 복립운동 실패로 북인 가문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후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 주도하였다.

322) 미수 허목은 한강 정구의 말년 제자인데, 남인 계열로 후일 우의정으로 남인에서 분파된 청남(淸南)

의 영수가 된다. 퇴계, 남명, 대곡을 스승으로 둔 한강의 학맥에서 보듯이 미수는 남인과 더불어 북인의 

계통도 계승하였다. 또다른 대표적 남인 정치가 백호(白湖) 윤휴(尹稶)도 북인의 후예이다 (아버지 윤효

전(尹孝全)이 북인(소북)이다). 그리하여, 북인의 맥은 인조 이후 효종·현종 시 남인 대표 정치가인 허목

과 윤휴 등으로 계승되었다. 예송논쟁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북인을 계승한 남인 허목, 윤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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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世 호 할아버지의 장남, 12世 미은(眉隱)공 휘 천우 할아버지는 아들을 한

명 두셨는데 그 휘는 13世 발(撥)325)이시다. 승사랑(承仕郞)이며 군자감 봉사를

역임하셨다. 발 할아버지는 의성 김씨 황계처사(黃溪處士) 서계(西溪) 김담수(金

聃壽)326) 선생의 따님과 결혼하시어 네 아들을 낳으시니, 14世 자련 휘 창욱(昌

郁), 불온당 휘 창원(昌遠), 찰방 휘 창현(昌顯), 그리고, 하담 휘 창우(昌遇)이시

다. 바로 둘째 아들이 이 책의 저자인 불온당 할아버지이시다.

불온당 할아버지는 만력(萬曆) 신축년(선조 34년, 1601)에 성주(星州) 수륜동

(修倫洞)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나시어 숙종 6년(1680)에 돌아가신, 17세기 조선

의 학자이자 문장가이시다. 불온당 할아버지는 남명 조식의 사숙인이며327), 한

강(寒岡) 정구(鄭逑)의 말년 제자이시며, 문정공(文正公) 미수 허목이 막역한 붕

우328)이다. 어려서는 종숙부(從叔父) 성람(成攬)329)과 외숙부 국원(菊園) 김정

숙종이후 정치적으로 제거되고 서인이 정치 주류를 형성하였는데, 서인은 숙종 후 숙종의 배다른 두 아

들 경종과 연잉군을 두고 소론과 노론으로 나누어진다. 연잉군 4년 무신사변으로 소론마저 힘을 잃어,  

그 이후 노론의 독주가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323)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기실학파와 정약용은 학맥적으로 조식과 퇴계를 계승한다. 조식과 정인홍의 서

리망국론(胥吏亡國論), 이익의 장리론(臟吏論) 그리고 정약용의 향리론(鄕吏論)이 변법사상을 가진 공통

점이 있고, 실학파의 한전론(限田論)은 남명학파의 균전론과 유사하며, 실학파의 부병제(府兵制)는 문무

의 비중을 균등하게 두는 북인 남명학파의 주장과 일치한다. 

324) 이 미완의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균전(均田) 즉 토지개혁은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내암의 개혁이 

중단된지 326년 2개월 10일(약 10세대)이 지난 1949년 6월 21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

晩, 전주 이씨) 박사와 초대 농림부 장관 남명의 후예 조봉암(曺奉岩, 창녕 조씨) 선생에 의해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 토지개혁은 부국(富國)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는 중요한 초기 작업이었으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구국제민·홍익인간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 토지개혁을 통해 해방 직후 65%나 차

지하던 소작지가 1951년 8%로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소작농이 자작농이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냈고,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이로 인해 토지자본이 산

업자본으로 넘어가고 전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급속한 근대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대한민

국은 조선후기 겉으로는 단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면면히 우리 속에 흘러왔던 우리 선조들의 진취적 기

백과 역사적 전통을 다시 잇고 태어나 해방 후 70년만에 세계 일류 국가가 되었다. 

325) 낙동강이 휘감아 도는 경상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詩南里) 청단(靑丹村) 비봉산에 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성 김씨)의 묘가 있고, 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기리는 봉양재(鳳陽齋)가 있다.

326) 앞의 각주 300) 참조.

327) 덕천서원(德川書院) 사우연원록 참조.

328) 미수 허목과 불온당 할아버지 모두 한강 정구의 말년 제자들이다.

329) 성람(成攬): 미은(眉隱) 천우 할아버지의 동생 선무랑(宣務郞) 권암(倦菴) 천조 할아버지의 아들이며, 

망우당 곽재우의 생질이다. (망우당이 성람의 외숙부이다.) 광해군 13년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인

조“반정” 이후 광해군 복립 운동에 참여하였다. 성람(成攬)과 성이도(成以道)가 쓴 망우당 곽재우에 대

한 제문과 만사가 망우선생문집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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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金廷堅)330)에게서 수학하시고, 그 후 무진재(無盡齋) 박신(朴愼)331)의 아들

이자 한강의 문인이며 할아버지의 장인인 숭정처사(崇禎處士) 국담(菊潭) 박수춘

(朴壽春)에게서 학문을 배우셨다. 또한 국담 선생이 한강 정구의 문인인 인연으로

한강 정구 선생께 나아가, 집지(執贄)332)하여 심경발휘(心經發揮)333)와 오선생

예설(五先生禮說)334) 등 여러 책을 읽고, 학문을 배우셨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망우당(忘憂堂)과 종숙부 람(攬), 서계(西溪)와 국원(菊園)을 통해 남명의 학맥을

무진재(無盡齋)와 국담(菊潭)을 통해 퇴계의 학맥을 또다시 한강(寒岡)을 통해

양쪽 학맥을 모두 물려받으셨다. 경신년(1620)에 한강 선생이 별세하자, 불온당

할아버지는 심상(心喪)335)의 제도를 행하고 계묘년(1663) 개장(改葬)할 때에

제문(祭文)을 지어336) 제사하였으며, 미수(眉叟) 허문정공(許文正公)과 도의(道

義)를 강마(講磨)하였다. 불온당 할아버지는 일찍이 혼탁한 세상의 관직에 뜻을

버리고337) 관향에서 도학을 강마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말년에는 여러 서원의

330) 김정견(金廷堅, 1576~1645) :  불온당(不慍堂)의 외숙부로 국원(菊園)은 그의 호이고 자는 훈경(勳

卿)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문인이다. 1612년(광해군4)에 식년 생원

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먼저 정구에게서 위기지

학(爲己之學)을 배우고, 뒤에 상주의 정경세를 따라 도학(道學)을 닦고서 향리에 머물며 경의(經義)의 연

마에 힘쓰고 후진 양성에 노력하였다. 부친인 서계(西溪) 김담수(金聃壽)와 형인 월담(月潭) 김정룡(金廷

龍)과 함께 상주의 낙암서원(洛巖書院)에 제향되었다.  

331) 박신: 밀성 박씨 행산공파(杏山公派)이다. 퇴계의 문인으로 퇴계 선생께서 국자장을 역임하실 때 동몽

교관, 서학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아들 국담 박수춘은 뛰어난 학행과 충의로 대구 남강서원에 배향되었

다. 국담 선생은 임진년때 의병활동을 하였으며, 호란때도 의병을 일으켰다. 저서로는 국담집과 독서자

람, 학문류해, 도통 원류록, 동방학문연원록 등이 있다.

332) 집지(執贄) : 제자가 스승을 처음 찾아가서 예폐(禮幣)를 올려 경의(敬意)를 표하고, 사제 간의 의를 

맺는 것을 말한다.

333) 심경발휘(心經發揮) : 1603년(선조36)에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편찬한 《심경(心經)》의 주석서이

다. 《심경》은 남송(南宋)의 서산(西山) 진덕수(眞德秀)가 선현의 여러 가르침을 모아 심학(心學)의 대

본을 세운 책으로 명(明)나라의 정민정(程敏政)의 주석서인 《심경부주(心經附注)》가 있다. 한강은 

“《심경부주》가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대훈(大訓)을 놓친 것이 많아서 

이 《심경발휘》를 편찬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334)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 : 1629년(인조7)에 한강이 편찬한 예설서(禮說書)로 정식 명칭은 《오선생예

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이다. 송대(宋代)의 성리학자인 정호(程顥)ㆍ정이(程頤)ㆍ사마광(司馬光)ㆍ장재

(張載)ㆍ주희(朱熹) 등의 예설(禮說)을 모아 이를 관(冠)ㆍ혼(婚)ㆍ상(喪)ㆍ제(祭)와 잡례(雜禮) 등으로 체

계 있게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전집은 주로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에 관한 예(禮)를 다루었고, 후집

은 일반 사대부(士大夫)에 관한 예를 다루어 수록하였다. 단순한 예설만이 아니고 유교를 중심으로 한 

모든 법질서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책으로, 난해한 내용들이 해박하게 규명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와 범위가 넓어 동양 고대 및 중세의 법제사 연구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된다. 

335) 심상(心喪) : 유족이 아니어서 상복은 입지 못하나 마음으로 깊이 애도하고 마치 복상하듯이 처신함

을 이른다. 흔히 스승이나 친구의 상에 심상을 행하였다. 

336) 이때 지은 한강 선생 제문이 이 불온당집의 57페이지에 있다.

337) 불온당은 일찍 문학을 이루어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그 이전 불온당의 재종숙부 지도(至道)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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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여러 생도들과 예를 익히고 학문을 강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치셨다.338) 처음 밀성 박씨 행산공파(杏山公派) 국담 박수춘의 따님과

결혼하셨고, 일찍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현풍 곽(郭)씨 진사(進士) 유도(有道)의

따님과 재혼하셨다. 15世 휘 남두(南斗), 남정(南井), 남벽(南璧), 남규(南奎),

남여(南呂) 다섯 아들을 두셨다.

남벽 할아버지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셨고, 나머지 모두 후손을 남기셨는데,

남두와 남정 할아버지의 후손은 창녕 직교(直橋)에, 남규 할아버지의 후손은 창녕

조산(造山)339)과 창녕 직신(直新)에, 남여 할아버지의 후손은 창녕 백산(柏山)

(이방)을 대대로 근거지로 삼고, 그 후 불온당의 후손들은 영남(嶺南) 유학자(儒

學者) 집안으로 지적 날카로움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조선 후기를 보냈으

며,340) 온 국민이 고통 받던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정신을

종숙부 람(攬)의 광해군 복립운동 주도와 실패로 인해 인조 당시 대과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에 화왕

산 북쪽 아래에 있는 도야동(道也洞)에 불온당은 이곳 산과 골짝의 감도는 형국과 수석(水石)의 아름다

움을 좋아하여 이 가운데에 서실을 짓고 불온당(不慍堂)이라는 편액(扁額)을 걸고, 이로부터 외물(外物)

을 좇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경서(經書)와 역사책을 가까이하여 노년을 마칠 계책으로 삼았다. 

효종이후 불온당의 다음 세대부터 다시 관직에 나아갔는데, 그의 사남(四男)이 사헌부(司憲府) 감찰(監

察)을 역임하였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는 시가 이 불온당집 41페이지에 있다.) 

효종·현종 당시 서인과 남인이 집권하였는데, 이때 불온당의 붕우 문정공 미수 허목이 우의정으로 청남

을 이끌었다. 예송논쟁으로 남인이 제거되고 숙종 이후 서인의 독주가 이루어지고, 숙종의 두 아들 경종

과 연잉군을 두고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나누어진다. 경종의 이른 죽음으로 영조(연잉군) 4년 무신사

변이 일어나고 영조 이후부터 노론의 독주가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338) 불온당 처사 (不慍堂 處士): 배움과 행함은 자신에게 있고, 알아주고 주지 않음은 남에게 있다. 배움

과 덕행을 남이 알아주고 주지 않음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실천한 조선의 선비이다. 논어 학이편 “人

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바로 불온당(不慍堂)이라는 호가 의미하는 바이다.  

339) 창녕 조산: 5世 유득 할아버지 비각과 두문동에서 무덤도 없이 순절하신 6世 사제 할아버지를 기리

는 망송각과 할머니(성산 이씨)의 묘가 있다. 그리고, 14世 불온당 할아버지와 할머니(밀성 박씨)의 묘

가 있는 선산(先山) 송림산(松林山)이 있고, 불온당 서재(不慍堂 書齋)가 있었다. 

340)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너의 할아버지를 잊지 말고, 그 덕(德)을 알리고 닦을지어다.[無念爾祖 

聿修厥德]” 하였고, 또 이르기를 “세덕(世德)을 지어 구하여라.[世德作求]” 하였으니, “할아버지를 생각

하고자 한다면 덕을 닦아야 하고, 덕을 닦고자 한다면 세덕(조상의 뜻을 기억하며 대대로 덕을 닦는 것)

을 구해야한다.”하였다. 정절공파가 주도로 세운 창녕성씨 물계서원(勿溪書院)은 선현제향과 교육기관으

로 1866년까지 운영되었다. 철훼 전 위치는 현재 주소로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 368이다. 고종 3년

(1866)에 철훼되었으나, 1989년 복원을 시작하여 조선시대 양식대로 1995년에 복원되었다. 성리학을 

강(講)한 불온당 서재는 불온당후 1950년 6.25동란 발발로 문을 닫을 때까지 270년 동안 운영되었으

며, 창녕향교도 계속 운영되었다. 불온당문중에서 불온당후부터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22世 근호(瑾鎬), 

계호(繼鎬), 영호(英鎬), 23世 진영(璡永), 원영(遠永), 도영(度永), 헌영(憲永), 순영(純永) 등까지 수많은 

유학자(儒學者)들을 배출하였는데, 22世 근호(瑾鎬), 23世 진영(璡永) 등이 각각 구한말, 일제강점기 창

녕향교 전교를 역임하였다. 신·구학이 아직은 혼재했던 일제강점기 불온당 서재에서 구학을 배우는 학생

들이 글삯으로 쌀을 가져오면 모두 돌려주었다고 한다. 23世 순영(純永)은 심재(深齋) 조긍섭(曺兢燮)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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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 같이, 불온당 문중에서도 22世 초헌(樵軒)

근호(瑾鎬) 할아버지, 23世 도산(濤山) 순영(純永) 할아버지 등이 일제의 민족말

살정책에 맞서 유림(儒林)의 측에서 민족정신을 지키고 계승시키는 운동을 하였

다.341) 그리고, 화해(和解)와 탕평(蕩平)과 자유(自由)와 대동(大同)의 현대 대한

민국의 각 분야에서 불온당의 후손들은 자신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2014년 8월 6일

창녕성씨 정절공파

불온당 후손

25世 성영철(成靈哲) 삼가 씀

문인으로 영남 유학의 맥을 이어(조선말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면우(傘宇) 곽종석(郭鍾錫)-심재 조

긍섭-도산 성순영으로 이어진다) 대구 문우관(文友觀)에서 성리학을 강(講)하였으며 해방 전후 변영만

(卞榮晩) 등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한학자이다. 

341) 성근호(成瑾鎬): 자는 치강(致剛), 호는 초헌(樵軒)으로 구한말 창녕향교의 전교(典校)를 역임하였다. 

1915년 61세의 나이로 일제의 침탈에 항거해 묘지계출(墓地屆出) 반대 운동을 비롯하여(독립유공자 홈

페이지 3.1운동 이전 주요 영남 항일운동편 참조) 여러 유림과 유대하여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문집

으로 《초헌집(樵軒集)》이 전하고, 별세하였을 때 후학(後學) 진산(晉山) 하겸진(河謙鎭)등이 묘명을 썼

다.

      이 불온당집의 제2권 부록 앞부분의 불온당의 행록(p.74), 행장(p.79), 묘지명(p.84), 묘갈명(p.87)을 

각각 쓰신 초헌(樵軒) 성근호(成瑾鎬), 소눌(小訥) 노상직(盧相稷),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 심재(深

齋) 조긍섭(曺兢燮) 선생님은 구한말 영남 거유(巨儒)들이시며 유림 항일 운동가들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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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ChangNyeong

Sung Family, The BulOnDang Branch

The Sung family started with the founding grandfather, Sung InBo

who governed the ChangNyeong area belonging to the territory of

old Shilla from the middle of Korea Dynasty and is known to be a

descendent of Shilla DaeKwan Sung Jeo. The first of the deeply

moving stories of the Sung family is about InBo’s only son,

SongKuk. The second generation grandfather, SongKuk, carried his

father’s body on his back for 400 km’s from GaeSung to

ChangNyeong, saying “Alas, this is due to my lack of Hyo to my

father.” and refusing horses and a carriage bestowed from the

emperor when his father, InBo, died in a cold winter during an

annual visit to salute the emperor in GaeSung. This

ChulChunDaeHyo was known to all people in Korea. Later

SongKuk became MunHaSiJung of Korea Dynasty and his

descendants prospered. At the sixth generation, there were 13

members in the Sung family and each of them became the father

of the 13 branches of the Sung family. The story of

JungJulGongPa starts with Sung, SaJae, the only son of Korea

JwaJungSeung Sung, YooDuk. Grandfather JikJeHak SaJae was a

student of Sin Hyun who also taught Lee Saek and Jung MongJoo,

and is one of the 72 DooMunDong Patriots of Korea Dynasty at

the time of its collapse. By death he kept loyalty, a SunDo

(righteous way) (SuSaSunDo), to the collapsing dynasty of Korea,

refusing to surrender and convert to the new dynasty of Chosun.

He even changed his son’s name to Doo to make his son remember

his righteous deed and death, and entered DooMunDong after

sending his wife, a daughter of the SungSan Lee Family, and the

son to ChangNyeong, the hometown, to preserve his blood. The

seventh generation grandfather, Doo, followed his father’s will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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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sing to join the new dynasty by rejecting Chosun’s offer of a

KwanJik, ChilWonHyunGam, to him.

A tree with a deep root does not perish easily. The Sung family

was a powerful, famous and respectful family at its stronghold

ChangNyeong since Korea Dynasty, not a new rise in Chosun

dynasty. Ending paying homage to the old dynasty Korea for one

generation, Doo’s descendants started to proceed to new Chosun

Dynasty. The eighth generation KeunRye was a PanKwan; his son,

the ninth generation, Chul, was a PanKwan; and his son, the

tenth generation, SeHwang, became GunJaGam Jung, the head of

GunJaGam, which is of the right third grade, i.e., JungSamPum.

Due to his position, his sons and grandsons were enlisted to

ChungSoonWi which is YangBanSukWiKun. This was around the

mid 16th century. The eleventh generation grandfather Ho, the

eldest son of SeHwang and a SaSukIn of NamMyeong Cho Sik,

was a BongJungDaeBoo around the mid 16th century and served

as the HyunGam of JinBo which is one of the 38 Hyuns of

GyungSangDo of Chosun. At that time, SaJae’s descendants were

the main stream Chosun SaDaeBoo taking residence at

ChangNyeong, YeungNam.

Around this time, the officials in Chosun’s central government

were divided into DongIn based on YeungNam and SeoIn based on

KiHo. In YeungNam, there were two great scholars and their

schools at that time. One was NamMyeong Cho Sik and the other

was ToeGye Lee Hwang. YeungNam or GyungSangDo can be

divided into three regions with the reference of NakDong river:

GangWoo (the deep right and lower side of NakDong river),

GangAn (near NakDong river), and GangJwa (the far left and

upper side of NakDong river). Typically, KyungSangJwaDo means

GangJwa and KyungSangWooDo means GangWoo and G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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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angWooDo was an old stronghold of powerful families from

Korea Dynasty and was the origin of Chosun SaRim SungRiHak.

The early fathers of Chosun SaRim, Kim SukJa, Kim JongJik, Kim

GwoengPhil and Jung YeoChang were all rooted here and their

pragmatic academic philosophy was delivered to Cho Sik around

the late 16th century. The hometown of NamMyeong himself is

ChangNyeong although he taught at SanChung. NamMyeong is a

great scholar and righteous person emphasizing reality, practice,

and reformation to a better society of justice. The best five

students of NamMyeong called NamMyeongOHyun are NaeAm

JungInHong, DukGye O Gun, HanGang Jung Goo, DongGang Kim

WooOng, and SuWooDang Choi YoungKyung. DukGye O Gun and

HanGang Jung Goo were also students of ToeGye Lee Hwang. So,

at that time students could freely move between NamMyeong and

ToeGye, showing no barriers between the two scholars.

NamMyeong and ToeGye’s teaching was delivered to many later

scholars, for example, to HanGang Jung Goo, MiSoo Heo Mok,

SungHo Lee Ik and finally DaSan Jung YakYong. During SunJo’s

incumbency before ImJinOeRan, i.e., in the late 16th century,

there was a political feud between DongIn (YeungNamSaRim) and

SeoIn (KiHoSaRim), which culminated with KiChukOkSa.

Grandfather Ho’s four sons, ChunWoo, ChunHee, ChunJo, and

ChunJi lived around the end of the 16th century. In Year ImJin

1592 at their time, Japanese invaded Chosun. At the early stage

of the war, Chosun’s army was defeated hopelessly. But the

SaDaeBoos in KyungSangWooDo rose up righteously to save people

and defend the country. These men include Kwak JaeWoo at

EoRyung, Jung InHong at Hapchun, Kim Myeon at GoRyung, Sung

ChunHee and his brothers and Sung AnEo at ChangNyeong, and

Byun YeonSoo at ChangWon, mostly students of NamMyeong. All

these people are intertwined with academic lineage and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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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kWul, the father of Kwak JaeWoo, and Sung Ho, the father of

Sung ChunHee were connected by marriage; a daughter of Kwak

Wul was the wife of Sung ChunJo, the third son of Sung Ho. The

fourth son of Sung Ho, Sung ChunJi’s wife was a daughter of

DukGye O Gun, one of the NamMyeong O Hyun. Sung EDo, a sun

of Sung ChunYoo a nephew of Sung Ho was a son-in-law of Kwak

JaeWoo. During the war, Kwak JaeWoo, Jung InHong, Kim Myeon,

Sung ChunHee, Sung AnEo and other EoByungJangs played a

critical role to defend Chosun. They protected the NakDong river

war front and stopped Japanese invasion to ChunLa province by

blocking Japanese army’s crossing NakDongriver at JungAmJin.

This blocking of Japanese army’s procession to ChunLa is critically

important in ImJinOeRan. They recovered many Hyuns just to the

left of NakDong river including HyunPoong, ChangNyeong and

YoungSan, and cut Japanese’s supplies delivery through NakDong

river. At that time, since the sea was blocked by Lee SunSin,

Japanese tried to use NakDong river and nearby plains to deliver

supplies. The cut of Japanese’s supplies delivery through NakDong

river weakened the Japanese army that penetrated deeply into the

northern part of Chosun. Furthermore, Sung Ho's sons and Kwak

JaeWoo sav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s lives at the time of

Japanese reinvasion in Year JungYoo 1597. At the time of

reinvasion, Japanese army was grouped into two divisions: the left

division and the right division. Japanese planned that the right

division goes through KyungSang and ChungCheong provinces and

the left division directly goes to ChunLa province. But the

procession of the right division was blocked due to Sung Ho's sons

and Kwak JaeWoo. They had the foresight to see that Japanese

will come again and ChangNyeong is in the way to the north.

Sung ChunHee, one son of Sung Ho, reported his strategy of

defense to Chosu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helped him to

construct a fortress on mountain HwaWang at ChangNyeo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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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he northern procession of Japanese army. At the time when

Mori Terumoto and Kato Kiyomasa arrived at ChangNyeong with

their right division of 60,000 soldiers, BangEoSa Kwak JaeWoo,

JongSaKwan Sung AnEo, 990 EoByung, SaMyoungDaeSa, 1000

SeungByung, and nearby refugees were inside the Hawang

mountain fortress. Fighting fearlessly with a daunting and

overwhelming number of Japanese soldiers and leading the battle

to victory, they protected HwaWang mountain and frustrated the

Japanese right division’s plan. The Japanese right division spent

much time, not conquering the HwaWang mountain fortress.

Toyotomi Hideyoshi commanded Mori Terumoto to give up the

KyungSang path and to head for ChunLa province directly. Due to

Sung ChunHee and Kwak JaeWoo, the Japanese procession to the

north through the KyungSang path was frustrated and the lives of

the people on the path, ChangNyeong, HyunPoong, Daegu, SangJu,

and MoonKyung were preserved. At the time of Japanese inva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BulOnDang's grandfathers did

brave and brilliant deeds to defend and save the country.

After ImJinOeRan, KyungSangWooDo SaDaeBoo families became

the main power of the central Chosun government at the time of

KwangHaeGun. These people are called BukIn, departing from

NamIn of KangJwa and headed by NaeAm Jung InHong, a student

of NamMyeong. They tried to reform the country in a good

direction with pragmatism in a wis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of old Ming and new Qing, but failed by InJoBanJung

conspired by NamIn and SeoIn. InJoBanJung weakened

KyungSangWooDo. After InJoBanJung, there were movements to

reinstate KwangHaeGun led mainly by BukIn, but these

movements failed. This is during the 17th century.

The twelfth grandfather MiEunGong ChunWoo, the eldest s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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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had only one son and his name was Bal, who was a

SeungSaRang and served as a GunJaGam BongSa. He married a

daughter of EoSung Kim Family HwangGeyCheoSa SeoGye Kim

DamSoo, who is honored in SangJu NakAmSeoWon, and begot four

sons: JaRyun ChangWook, BolOnDang ChangWon, ChalBang

ChangHyun and HaDam ChangWoo. The second son is BulOnDang

ChangWon, who is the author of this book. ChangWon lived from

1601 (SunJo 34) to 1680 (SukJong 6) and was a great scholar

and writer in the 17th century’s Chosun. He was a SaSukIn of

NamMyeong, was a student of HanGang Jung Goo in Jung Goo’s

late days, and also learned from his uncle-in-mother-side KukWon

Kim JungGyeon and from KukDam Park SooChoon who is a son of

Park Sin, a student of ToeGye. His advisor Jung Goo learned from

three great scholars at that time, ToeGye Lee Hwang, NamMyeong

Cho Sik, and DaeGok Sung Woon. MiSoo Heo Mok was a close

friend of ChangWon. BulOnDang ChangWon lived a calm life in

ChangNyeong, advancing learning and nurturing students. He

married a daughter of MilSung Park Family HaengSanGongPa

SoongJungCheoSa KukDam Park SooChoon who is honored in

DaeGu NamGangSeoWon, and later married a daughter of PoSan

Kwak Family JinSa YooDo after his first wife’s early death.

ChangWon begot five sons: NamDoo, NamJung, NamByuk,

NamGyu and NamYeo. NamByuk did not leave descendants but

the other four son’s descendants prospered. The descendants of

NamDoo and NamJung lived in JikGyo, the descendants of

NamYeo lived in BaekSan, and the descendants of NamGyu lived

in JoSan and JikSin.

BulOnDang's descendants spent the late Chosun period as

neo-Confucianism scholars, contributing to the society. They

runned MulGyeSeoWon till 1863, BulOnDang SeoJae till 1950 and

taught in ChangNyeongHyangGyo. In the dark time of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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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al period, BulOnDang family members, e.g. ChoHun Sung

KeunHo and DoSan Sung SoonYoung showed good examples of life,

rising up for our country against Japanese tyranny and protecting

our national mental heritage on the YooRim side against Japanese

MinJokMalSal JungChaek. Throughout the history, the BulOnDang

family always followed a righteous way. Now, many members of

the BulOnDang family are playing active roles in modern Republic

of Korea.

August 6, 2014

ChangNyeong Sung Family

JungJulGong SaJaePa

BulOnDang ChangWonPa

The 25th generation

Youngchul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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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당 관련 유적지

불온당 성창원과 배위 밀성 박씨(국담 박수춘 녀)의 쌍묘

불온당 성창원과 배위 밀성 박씨 쌍묘의 위치와 후손 세거지

(창녕현 서쪽 들판 가운데 위치한 연못(송곳못) 옆 송림산(불온산)에 위치한다. 직교: 불온당의 장남,차남 남두,남정 후손의 

세거지, 조산/직신: 불온당의 사남 사헌부 감찰 남규 후손의 세거지, 미락: 불온당의 형님 자련 성창욱 후손의 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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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 김담수(金聃壽) 선생의 후손 진사(進士) 김재인(金在仁)이 쓴 불온재 현판

17세기말에 지은 불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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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성씨 관련 창녕 지명들

불온당 부친 성발(成撥) 선생과 배위 의성 김씨(서계 김담수 녀)의 묘와 봉양재의 위치

(낙동강 휘감아도는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청단 비봉산 자락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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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성씨 물계서원

(불온당의 7대조 정절공 성사제(成思齊)를 비롯하여 청송 성수침(成守琛), 대곡 성운(成運) 등 창녕 성씨 명현들이

제향되어있다.)

창녕 화왕산성

(임진왜란 당시 불온당의 증조부 봉정대부 성호(成灝)의 가문과 창녕·밀양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쌓았다. 의병장

곽재우가 정유재란 당시 모리 테루모토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 우군 6만명의 경상도를 통한 북침을

원천 차단한 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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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창원(成昌遠)

1601년(선조34) ~ 1680년(숙종6). 자는 자이(自邇), 호는 불온당(不慍堂)이다. 종

숙부 성람(成攬) 선생, 내구(內舅) 국원(菊園) 김정견(金廷堅) 선생, 외구(外舅) 국담

(菊潭) 박수춘(朴壽春) 선생, 그리고 한강(寒岡) 정구(鄭逑) 선생을 사사하였다. 아버

지는 봉사(奉事) 성발(成撥)이고, 조부(祖父)는 미은(眉隱) 성천우(成天祐)이며, 외조

부(外祖父)는 서계(西溪) 김담수(金聃壽)이다. 영남 유학(儒學)의 학맥을 이어 문학

이 뛰어났으나 과거를 단념하고,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에 연연하지 않는[人

不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따라 일생을 처사(處士)로 지내며, 

효제(孝悌)와 충신(忠信), 경전공부 및 후진양성에 바친 인물이다. 저서로는 《불온

당집》이 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의 제2권 앞부분과 부록 참조.)

역자 성백효(成百曉)

194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부친 월산공과 월곡 황경연, 서암 김희진 선생을 

사사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연수부를 수료하였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

원 한문교육과를 수료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해

동경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번역서로는 사서집주와 《시경집전》, 《서경집

전》, 《주역전의》, 《고문진보》, 《근사록집해》, 《심경부주》, 《통감절요》, 

《당송팔가문초》, 《손무자직해·오자직해》, 《육도직해,삼략직해》 등이 있고, 

《우계집》, 《약천집》, 《여헌집》, 《잠암선생일고》, 《존재집》, 《부안설 논어

집주》, 《부안설 맹자집주》, 《양천세고》, 《도곡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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