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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허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남아있는 다섯 편의 전(傳) 전체를 대

상으로 하여 이 작품들의 주제 의식과 문예적 성취를 구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종전

까지 허균의 전에 대한 연구는 대개 서구의 문학이론에 연원을 둔 소설론의 견지에

서 이루어져 왔다. 그 때문에 한문학(漢文學) 특유의 장르 관습에서 비롯된 특질이 

설명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소설적 요소가 적은 작품들은 도외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도 잘 알려진 작품 못지않게 허균 문학의 주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잘 알려진 작품의 개성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중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각광받아온 작품 역시 동양 고유의 문학 전통

을 의식하는 가운데 재검토해 볼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

  허균의 다섯 편의 전에 대해 동양문학적 전통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취했다. 첫째는 허균의 전들을 ‘5전’이란 

통칭 하에 하나의 작품군으로 묶어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기(史記) 열전(列

傳) 이래 확립된 한문학 고유의 장르인 전의 전통에 비추어 5전을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는 허균 문학 전반(全般)과 이와 관련된 시대적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5전을 조

망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5전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았다. 먼저 성소부

부고의 이본 4종과 관련 자료들을 참조해서 5전의 창작 시기를 추정했다. 5전은 

초고가 작성된 시기 순으로 실려 있는데, ｢엄처사전｣은 가장 초기에, ｢장생전｣은 가

장 나중에 쓰였으며, ｢남궁선생전｣은 성소부부고의 완성 직전까지 거듭 수정된 특

별한 텍스트일 것으로 보았다.

  제3장에서는 5전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자아’와 ‘세계’의 모습에 

주목하여 작품들을 점검했다. 5전에 입전된 인물들은 모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자

인 동시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재능의 발휘 여부를 통제하는 인물로 서술되

고 있다. 또한 입전 인물들의 모습에는 부분적으로 허균의 자전적(自傳的) 요소도 

투영되어 있다. 이 인물들은 출사(出仕)하기 어려운 시국, 혹은 상벌이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세계에 처해 있거나, 질병이 창궐하고 전란이 발발한 시기를 만난 까닭에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 형식을 상고했다. 5전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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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다섯 인물들은 제각기 모범적 인물형 혹은 일탈적 인물형의 어느 한쪽에 귀속

시킬 수 있으며 인물형의 대비를 통해 각 입전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포폄(褒貶) 의

도를 볼 수 있다. 또 각 작품 내에서는 입전 인물과 유사한 인물이나 대조되는 인물

을 배치하여 입전 인물의 특징을 부각했다. 인물들이 처한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문 문장 특유의 암시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와 상세한 묘사를 추구한 경우가 있다.

  제4장에서는 5전 중 비교적 후기에 지어진 신선전 3편이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

한 해법을 모색하는 고심의 산물로서 저술되었다는 관점 하에 작품들을 고찰했다. 

허균이 그린 선계(仙界)의 유형은 관료형과 이인형(異人型)으로 나뉘며, 이들 선계는 

현실 세계의 세 가지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는 세계로서, 대안적 성격을 지닌다. 

  이어서,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는 선계에 진입하려는 자아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

표적 인물이라 보아 남궁두의 수련담을 살폈다. 이 구도(求道) 과정 묘사에는 스승

의 구득(求得), 정신 수련의 수단으로서의 신체 수련, 장기(長期)에 걸친 점진적 노

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강조되어 있다. 다음으로 남궁두의 실패담과 이에 대한 허

균의 논찬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순리를 따르는 태도를 지지

하고 개인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교술적(敎述的) 성격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점

과, 성리학적 사유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신선을 긍정한 허균의 입장을 확인했

다.

  마지막으로 선계의 모습과 신선 수련을 행하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구

사한 수법을 살펴보았다. 수많은 관료들로 이루어진 선계의 장관을 재현하는 데에는 

서경(書經)의 전고(典故)를 동원하여 화려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범속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는 이인형 선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에는 노출과 은폐

의 대비적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신선이 되려는 수련에 실패한 주(主) 인물의 모습

을 강조하기 위해 부인물(副人物)의 일생담이 길게 삽입되었으며, 주 인물의 내면과 

작가의 의도를 다각도로 표현하기 위해 ‘인(忍)’자와 ‘신(信)’자를 거듭 활용하여 의

미심장한 서술 효과를 거두었다. 

주요어: 허균(許筠), 사기(史記), 전(傳), ｢엄처사전(嚴處士傳)｣, ｢손곡산인전(蓀谷

山人傳)｣, ｢장산인전(張山人傳)｣,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장생전(蔣生傳)｣
학 번: 2010-20002



- iii -

목   차

*국문초록

Ⅰ. 서  론 ···························································································· 1

Ⅱ. 5전의 형성 과정 ········································································ 12

Ⅲ. ‘不遇之士’와 전망 없는 세계 ···················································· 25

1. 입전 인물들의 특징 ································································ 25

  1) 재능과 의지를 지닌 인물 ···························································· 25

  2) 작가의 공감과 自傳的 요소가 투영된 인물 ······························ 31

2. 입전 인물이 처한 세계의 특징 ············································· 38

  1) 出仕不可한 시국: ｢엄처사전｣ ····················································· 38

  2) 적대 세력과 불공정한 상벌: ｢손곡산인전｣ ｢남궁선생전｣ ······ 42

  3) 질병 창궐과 전란 발발: ｢장산인전｣ ｢장생전｣ ························· 47

3. ‘불우지사’의 형상화 수법 ······················································ 50

  1) 모범적 인물형과 일탈적 인물형의 배치 ···································· 50

  2) 유사한 인물형과 대조적 인물형의 활용 ···································· 53

4. 전망 없는 세계의 표현 방식 ················································ 55

  1) 암시적 표현의 추구 ······································································ 55

  2) 상세한 묘사의 추구 ······································································ 60



- iv -

Ⅳ. 仙界의 추구와 求道의 좌절 ······················································ 65

1. 선계의 유형과 대안적 성격 ·················································· 65

  1) 官僚型 선인과 異人型 선인 ························································ 65

  2) 현실 세계의 대안으로서의 선계 ················································· 70

2. 신선 수련과 실패 후의 각성 ················································ 76

  1) 수련 과정의 특징 ········································································· 76

  2) 실패를 통해 도달한 결론 ···························································· 83

3. 선계의 형상화 방식 ································································ 91

  1) 장관의 화려한 재현: ｢남궁선생전｣ ············································ 91

  2) 드러냄과 감춤의 대비적 구성: ｢장생전｣ ·································· 98

4. 구도 과정의 표현 수법 ························································ 101

  1) 主 인물과 副인물의 대비 ·························································· 101

  2) 字眼의 활용 ················································································· 104

Ⅴ. 결  론 ························································································ 109

참 고 문 헌 ································································································ 115

Abstract ····································································································· 123

   *부 록: 허균 5전의 원문 교감과 주해



- 1 -

Ⅰ. 서론

  본고는 許筠(1569∼1618)의 다섯 편의 傳, 즉 ｢嚴處士傳｣, ｢蓀谷山人傳｣, ｢張山人

傳｣,｢南宮先生傳｣, ｢蔣生傳｣을 대상으로 그 주제 의식과 문예적 성취를 究明하고자 한

다. 허균은 1611년(광해 3년) 惺所覆瓿藁라는 제하에 총 64권의 自撰 문집을 刪定

했는데 현재는 그 중 26권만 남아있다. 성소부부고의 제8권 文部 5에는 모두 다섯 

편의 傳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다섯 작품의 공통점과 상호 연관성에 각

별히 유의하여 연구를 진행하려 하므로, 이들 작품을 총괄하여 ‘五傳’이라 칭하고자 

한다. 

  종전까지 허균의 5전은 소설로 간주되었거나, 혹은 전에서 소설로의 장르 운동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傳’이라는 한문학의 전통적 

산문 양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작품들은 당대에 傳으로 창작되고 감상되었으

며, 이 때 작품 향유의 준거로서 史記의 列傳이 강력하게 의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허균이 지은 여러 전들은 사기 열전 이래의 동양문학적 전통에 비추어 보아야만 그 

문학성과 역사적 의의가 잘 드러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5전은 허균 문학의 일

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허균 문학의 시기적 변모와 연속성 및 창작 배경을 이루는 

시대 상황과의 관련에도 주목하여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허균은 국문소설 ｢홍길동전｣의 작자로 알려져 왔고, 5전 역시 서사적 요소가 두드

러지는 까닭에 허균의 傳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홍길동전｣과의 관계에 착안하는 경

향이 강했다. 그리하여 5전을 소설로 보면서 허균 사상의 혁신적 면모를 부각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자로 조동일을 들 수 있다. 조

동일은 韓國小說의 理論에서 허균의 5전을 묶어 ‘逸士小說’이라 칭하면서 허균의 

생애와 사상 및 여타 작품과의 연관성 하에 5전의 특질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1) 그

1) 조동일, 韓國小說의 理論, 지식산업사, 1977, 197∼270면. 허균의 5전을 ‘일사소설’로 보

는 견해는 2005년에 개정하여 출간된 한국문학통사 3권(4판, 지식산업사)에서도 견지되

고 있다. 

     허균의 5전을 소설로 본 연구자들은 대개 ｢홍길동전｣을 허균의 작품으로 보는 시각을 공

유했다. 그러나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허균 창작설이 여

전히 학계의 통설이기는 하나, 1960년대 이후 이능우와 김진세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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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균의 ｢호민론｣ㆍ｢유재론｣을 중시하여 이들 작품에 보이는 사회비판적 논지에 주

목하였다. 이어 허균의 傳은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

가, 부당한 세계에 맞서는 비범한 자아의 모습을 고도로 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런 

이유로 허균의 5전이 傳의 외양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소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처럼 허균의 5전을 소설로 간주한 조동일의 관점은 1970년대의 연구뿐 아니라 

최근까지의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조동일의 연구는 5전을 허균의 

균 창작설에 대한 반론 역시 상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허균 창작설을 따르는 

논자들도, 현전하는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었다는 失傳된 원작과 큰 차이가 있으리라는 점

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허균이 썼다는 ｢홍길동전｣은 그 원래 모습

을 알기 어렵다고 보아 연구 범위에서 배제했다. ｢홍길동전｣의 허균 창작설을 부정하는 입

장에서 작자 시비를 정리한 연구로 이윤석, ｢홍길동전 작자 논의의 계보｣,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참조. 허균 창작설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작자 시비를 정리한 연

구로 이복규, ｢｢홍길동전｣ 작자 논의의 연구사적 검토｣, 論文集 20, 서경대학교, 1992 참

조. 

2) 조동일의 관점을 遵信하면서 논지를 보강한 연구로 이문규, ｢許筠 散文文學의 硏究｣, 서울

대학교 박사논문, 1986 참조. 이 연구는 5전이 당시 사회의 문제에 對峙하는 개인의 모습

을 그린 것이라는 조동일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필자는 5전을 소설로 간주하는 그의 견해

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허균의 傳에 묘사된 仙界는 상징적 표현일 뿐이며, 허균 傳의 진정

한 의미는 현실적 문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허균의 傳

에 등장하는 신선담의 비중이 큰 만큼, 이는 단순한 상징으로 치부할 수 없고 서술 분량에 

합당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 허균의 5전을 소설로 취급한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현룡, ｢蛟山의 ｢南宮

先生傳｣ 硏究｣, 국문학논집 5-6,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2; 김무헌, ｢蛟山文學硏

究: 漢文小說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73; 이종찬, ｢허균의 인간적 갈등과 남

궁선생전｣, 韓國漢文學硏究 1, 한국한문학회, 1976; 최삼룡, ｢남궁선생전에 나타난 도선

사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16, 한국언어문학회, 1978; 강동엽, ｢허균의 전에 대한 고구｣, 
韓國漢文學硏究 2, 한국한문학회, 1979; 김무헌, ｢蔣生傳硏究｣, 論文集 1, 韓國體育大

學校, 1979; 김무헌, ｢蓀谷山人傳小考｣, 京畿語文學 2,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회, 1981; 최창록, ｢神仙傳과 神仙小說 장르의 設定｣, 人文科學硏究 1, 대구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982.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허균의 5전을 비록 ‘소설’이라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작품의 서사적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 사례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박영호, ｢전을 통해 본 허균의 도교사상｣, 한국도교사상의 이해, 아세아문화사, 

1990; 서수강, ｢蛟山의 ‘傳’文學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0; 조문주, ｢許筠의 

漢文傳 硏究: 小說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전상경, ｢｢남궁

선생전｣의 형성과 작품구조｣, 문학과언어 14, 문학과언어연구회, 1993; 문범두, ｢｢남궁선

생전｣의 기술태도와 작가의식｣, 韓民族語文學 27, 한민족어문학회, 1995; 차충환, ｢｢南宮

先生傳｣의 意味構造와 作家意識｣, 人文學硏究 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윤채

근, ｢허균 傳에 나타난 불온한 인간상의 문제: 누아르적 세계의 등장과 타자의 서사｣, 漢

文學論集 28, 근역한문학회, 2009; 이규운, ｢허균이 지향하는 삶: 허균 ｢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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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주목한 결과, 입전 인물 5人 모두 공통적으로 懷才不遇한 인물

임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아’와 ‘세계’를 두 축으로 삼

아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5전에서 문제시한 사회ㆍ정치적 의제를 명료히 부각할 수 있

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허균의 5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동일의 관점을 계승하여 이를 발전적으

로 극복해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중 허균의 5전을 모두 ‘소설’로 규정한 

점이 가장 문제시되었다. 허균의 5전 중에는 한문학 장르로서 傳의 양식적 특징이 비

교적 뚜렷한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傳으로서의 특징을 소설론의 견

지에서 결함으로 보아 비판했던 점은, 이 작품들을 傳으로 인정함으로써 시정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섯 작품들 간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섬세한 해석을 제공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박희병을 들 수 있다. 

  박희병은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에서 서구문학에서 산출된 소설 개념을 

한국의 고전문학사에 등장하는 여러 서사물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비한 위

에서, 허균 5전의 偏差를 논의했다. 그 결과 5전 중 ｢남궁선생전｣은 소설로, 나머지 

네 작품은 傳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남궁선생전｣을 ‘傳系小說’이라 규정함으로써, 이 

작품이 傳의 전통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지니는 문체상의 특징과, 비극적이면서도 현

실적인 세계관의 면모가 충실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韓國古典人物傳硏究에서

는 고려후기와 조선시대에 걸치는 傳의 문학사적 전개에 대한 포괄적 조망 하에, 허

균 5전 중의 白眉라 할 ｢남궁선생전｣이 탄생할 수 있었던 정신사적 배경을 고찰하였

다. 그 결과 허균의 傳에서 중요한 비중을 지니는 道家的 요소가, 당대 지식인들의 사

상적 모색과 연결되는 심중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이 해명될 수 있었다.3)

  ‘전과 소설 간의 장르 운동’을 상정하고 작품들의 다양한 편차에 주목한 이 연구는 

문학사의 전개를 역동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司

馬遷의 열전 이래 이어진 傳 양식의 고유한 영역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傳을 

漢文古典硏究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전진아, ｢17세기 비주류 담론의 자기정당화 

방식: 허균의 <南宮先生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 박희병, ｢한국한문학에 있어 <傳>과 <소설>의 관계양상｣, 韓國漢文學硏究 12, 한국한문

학회, 1989;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1992, 187∼213면;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392∼402면. 박희병, 韓國

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101면. 특히 ｢남궁선생전｣을 ‘傳系小說’로 보아 중시했는

데, 이러한 견해는 최근에도 견지되고 있다. 박희병, 범애와 평등: 홍대용의 사회사상, 돌

베개, 2013, 232∼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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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료로 삼아 傳과 소설 간의 교섭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傳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傳 장르의 일반적 성격인 것처럼 규정하게 된 면이 있다. 또

한 傳의 주요 토대가 되는 敍事性과 議論性 중, 소설과 연결될 소지가 많은 서사성에 

집중한 나머지, 의론성의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그 결과 허균의 5전 중에서 소설적 

성격이 짙은 ｢남궁선생전｣의 가치가 부각될 수는 있었지만, 나머지 작품들은 비교적 

소홀시 되었다.

  한편 김명호는 사기 열전 이래 형성된 傳의 전통을 중시하여, 종래 소설 시비가 

있었던 朴趾源의 傳을 모두 傳으로 다뤄야 한다고 논하면서 허균의 5전 역시 사마천

의 사기의 수준에 근접한 傳의 秀作이라 평했다. 또한 사기 열전의 창작정신이 

‘發憤著書’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정신이 허균을 거쳐 박지원에게 연결되고 있음

을 언급했다. 이는 傳 연구에서 傳 固有의 문예적 특성 뿐 아니라 작가의 창작 정신

과 현실 비판 의식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다.4)

  허균의 5전을 하나의 作品群으로 묶고 傳 장르의 전통에 입각해 분석을 시도한 논

문으로는 전준이와 김은경의 석사논문을 들 수 있다. 전준이의 논문은 허균의 5전 창

작을 전후한 시기의 문학적 전통과 작가의 ‘세계관’에 유념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했

다. 그 결과 5전 중 전반부의 2편, 즉 ｢엄처사전｣과 ｢손곡산인전｣은 前代의 전범과 

유가적 규범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후반부의 3편 ｢장산인전｣과 ｢남궁선생전｣, ｢장생

전｣은 도가적 지향이 뚜렷하고 후대에 小品을 파생시킨 작품으로 양분하는 결론을 내

렸다.5) 이 논문은 허균 5전의 문학사적 위상과 작가의 사상적 면모를 고찰할 필요성

을 환기하기는 했지만, 작품에 내포된 다양한 사상적 요소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

악한 점과, 한문 산문 특유의 서술 관습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점, 傳의 장르 전

통을 조선에 한정하여 一國史的으로 조망한 점은 한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은경의 논문은 입전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 자료를 보강하면서 각 작품들의 

4) 김명호, ｢신선전에 대하여｣, 새터 姜漢永敎授 古稀記念 韓國판소리 古典文學 硏究, 아세

아문화사, 1983; ｢燕巖 문학과 史記｣, ｢연암의 현실인식과 傳의 변모양상｣,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특히 ｢연암의 현실인식과 傳의 변모양상｣에서

는 허균의 5전과 연암의 ｢放璚閣外傳｣이 입전 인물의 유형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고 보았다.

     그 외에 허균의 5전을 傳으로 보는 관점 하에 진행된 연구로 김용덕, 韓國傳記文學論, 

民族文化社, 1987, 68∼73면; 이동근, ｢허균 ｢전｣의 문학사적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참조. 

5) 전준이, ｢허균 傳의 양식적 특성과 입전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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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구조와 입전 인물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는 입전 인물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의지를 지녔다는 데 주목하고, 입전 인물의 삶을 

당대의 시대상과 연관시켜 설명함으로써 각 작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6) 그러나 

전준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논문은 5전의 서지 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결

하였을 뿐 아니라, 5전의 각 편이 지니는 양적ㆍ질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각 작품

을 엇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로 5전 중 특정 작품에 유독 공력을 

기울인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와 더불어 이들의 논문은 허균 사상의 진보적 면모에 주목한 초기 연구들7)에 거

의 전적으로 힘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균의 혁명가적 면모에 주목한 초

기 연구들은 허균이 문학사나 사상사에서 점하는 독특한 위치를 중시했지만, 허균이 

지녔던 견해의 일면을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이후의 연구에 일종의 선입견으로 작용

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성으로 허균의 전기

적 사실에 착목하여 허균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 허균의 독서 履歷을 토대로 폭넓은 교양을 갖춘 지식인의 면모를 살핀다거나, 허

균이 전 생애에 걸쳐 수정해 나간 문학적 입장의 변화를 검토한 연구들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 변화에는 허균의 전기적 사실들을 엄밀하게 점검

하고 1차 자료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정리한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

다.8) 또한 허균이 뛰어난 文才를 외교 일선에서 발휘함으로써 朝ㆍ明 문학교류에 기

6) 김은경, ｢허균 ‘傳’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논문, 2003.

7) 조동일,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임형택,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비

평사, 1984.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애, ｢산문기법으

로 본 허균의 개혁의식｣, 전농어문연구 13, 서울시립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01.

8) 허균의 사상과 문학관, 전기적 사실 등을 살핀 주요 연구들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창

헌, ｢허균 연보의 재검토｣, 仁濟論叢 14, 인제대학교, 1998;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227∼230면;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10∼133면; 김대

중, ｢조선후기 한문학 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 大東文化硏究 6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연구원, 2007; 김우정, ｢허균 산문의 연구: 산문 텍스트의 확장과 문예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금창호, ｢權韠과 許筠의 交遊와 그 當代的 

意味｣, 韓國漢文學硏究 40, 한국한문학회, 2008; 강명관, ｢허균, 모순과 부정합의 인간｣, 
연보와 평전 4,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2010; 정길수, ｢許筠 文集 번역과 한문 고전 

번역의 몇 가지 문제｣, 고시가연구 30,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김풍기, 독서광 허균: 

17세기 조선 문화사의 한 국면, 그물, 2013; 정길수, ｢許筠 文學論의 모순과 一貫: 王世貞 

혹은 擬古文派 문학론과의 연관｣, 韓國漢文學硏究 51, 한국한문학회, 2013; 허경진, 허
균연보, 보고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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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경력을 밝힌다든지, 당대 관료 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허균이 점했던 위치를 

조명하려는 시도 역시 허균이 활동했던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허

균 문학의 이해에 이바지한 연구라 할 수 있다.9) 그리고 허균의 저술 중에서 종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켰거나, 새로 발굴된 작품을 고찰한 논

의들은 허균의 다면적 면모를 환기시킨 중요한 연구이다.10)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허균에 대한 통념, 예컨대 허균이 혁명가라거나 유가적 예교를 거부한 급진

적 인물이라 보는 시각은 여전히 강고한 실정이다.11) 그 결과 허균의 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親性理學的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

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아래와 같은 관점

에서 허균의 5전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 5전을 하나의 작품군으로 묶어 다루고자 한다. 종래의 연구는 허균의 5전 중 

일부 작품에 주목하거나, 어느 한 작품을 개별적으로 논의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5전을 수록하고 있는 성소부부고는 작가 자신의 산정을 거친 문집이다. 따라서 후

손이나 문하생에 의해 편집된 여느 문인들의 문집과 달리, 작가의 의도를 중시할 필

요가 있는 자료임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본다. 

9) 朝ㆍ明 문학 교류의 측면에서 허균의 이력을 논한 사례로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정

민, ｢임란시기 문인지식인층의 명군 교유와 그 의미｣, 韓國漢文學硏究 19, 한국한문학회, 

1996; 노경희, ｢17세기 초 문관출신 明使 接伴과 韓中 문학교류｣, 韓國漢文學硏究 42, 

한국한문학회, 2008; 노경희, ｢17세기 초 조선시의 중국 전파에 대한 조선 문단의 이중적 

태도｣,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2008;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명 문단의 조선시집 간

행과 조선 한시에 대한 인식｣, 韓國漢文學硏究 47, 한국한문학회, 2011;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 晩明 文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1; 박현규, ｢北京에서의 許筠 足跡 고찰｣, 東方漢文學 53, 동방한문학회, 2012. 

10) 1990년대 이후로 허균의 척독, 기문, 산문 일반 및 새로 발굴된 乙丙朝天錄에 대한 연

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김명균, ｢許筠 散文의 硏究: 記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4; 김풍기, ｢조선 중기 古文의 小品文的 성향과 許筠의 尺牘｣, 民族文化硏究

 3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김성진, ｢許筠의 尺牘에 대한 一考察｣, 韓國漢文

學硏究 31, 한국한문학회, 2003; 박세진, ｢許筠의 記 作品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01;  조춘염, ｢許筠과 王建의 宮詞百首 比較硏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 오

가현, ｢교산 허균의 사행 한시 연구: 乙丙朝天錄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논문, 

2009; 이규운, ｢허균의 문장론과 그 구현 양상｣,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0; 박현규, 

｢乙丙朝天錄에 드러난 許筠의 모습과 작품 세계｣, 大東漢文學 32, 대동한문학회, 2010.

11) 김영, ｢許筠論｣, 애산학보 18,  애산학회, 1996; 김병애, 앞의 논문; 손문호, ｢許筠의 정

치사상 연구｣, 사회과학연구 15, 서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정호훈, ｢許筠의 學

風과 政治理念｣, 韓國思想史學 21, 한국사상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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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5전은 허균 자신에 의해 성소부부고의 한 部에 묶여 있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관된 작가 의식에 바탕을 둔 강한 공통성을 띠는 작품들로 선정ㆍ배열

되어 있다. 각 작품들의 소재에만 주목할 경우, 각 편들 간의 뚜렷한 차이점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관찰에 불과하다. 종래와 같이 이들을 

작품별로 고립시켜 논함으로써 각종 주제의 산만한 나열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면

적으로 고찰하여 5전에 일관된 전체적 의미의 추출에 힘쓸 때 비로소 허균 문학의 한 

특질이 온전히 드러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5전을 한데 묶어 각 작품의 차이점을 견주어보아야 각 편의 개성도 보

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입전 인물에 따라 작가가 즐겨 쓴 유사 표현을 

달리 구사하여 의미 차이를 둔다든지, 비슷한 유형의 인물을 입전하면서도 각 인물의 

평가에 층차를 두어 褒貶을 가한 부분 등은, 각 편을 한데 모아 비교해 살필 때에라

야 똑바로 분별될 수 있다. 이처럼 5전을 한 묶음으로 총괄해 이모저모를 따져보아

야, 동일한 양식을 한데 묶어두어 독자로 하여금 다섯 작품을 연이어 읽게 한 작가의 

의도가 올바로 조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처럼 허균의 5전을 하나의 작품군으로 묶어 연구하는 것은 조동일의 선구

적 연구 이후 전준이ㆍ김은경의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은 5전을 소설로 보는 관점을 전제했거나, 傳으로 본 경우에도 正格의 전과 變格의 

전으로 양분하는 피상적 구분에 그쳤다. 그리하여 소설이 아닌 傳으로서 갖는 고유한 

특질이 충분히 드러날 수 없었다. 본고는 우선 5전의 공통점에 주목하는 한편 각 전

들의 상호 관련성에 유의하는 가운데, 傳 고유의 장르 관습에 따른 주제 의식과 표현 

수법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허균의 5전 중 종래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의 가치를 새롭게 음미하고, 이미 잘 알려진 작품에 대한 이해도 증진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둘째, 사기 열전 이래 傳의 전통에 입각해서 허균의 5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

마천 이래 확립된 傳 양식은 ‘사실 記述’과 ‘저자의 의견 개진’이라는 두 축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사실을 기술하는 부분이 傳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

로, 이의 근간이 되는 서사적 성격이 중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

게 저자의 의견이 개진된 부분, 즉 議論이 개입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傳 양

식을 택한 저자의 의도를 실상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동양 고유의 서사 양식에서는 의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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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의론은 동양 문학의 한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연구들12)을 적극 참조하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사기의 주요 특징으로 거론되는 점

들, 예컨대 저자 자신이 겪은 곤경에서 推動된 저술 동기, 타인의 삶을 서술함에 있어

서 간간이 介在되는 自傳的 요소, 뛰어난 개인이 세계와 만났을 때 숙명적으로 좌절

되고 마는 비극적 상황의 서술 등13)에도 주목하여 허균의 5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허균 문학 全般과 이를 에워싼 시대적 맥락 속에서 5전을 검토해 보겠다. 허

균이 평생에 걸쳐 수정해 나간 정치적ㆍ문학적 입장을 動態的으로 살피는 한편, 당대

에 성행했던 談論과의 관련성에도 유념하고자 한다. 또한 허균의 여타 작품들을 통해 

당시 정세의 추이나 戰亂 등의 사회 문제를 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핌으

로써, 5전에서 당대의 문제가 어떻게 포착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떤 대안을 모색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와 아울러 허균의 사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종래에 간과되어 왔던 허균의 친성리학적 면모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허균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三重의 관점에 입각하여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다. 

  제2장에서는 5전의 형성 과정에 유의하여 각 작품들의 얼개를 성소부부고에 수

록된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관련 자료와 여러 이본들을 참조하여 종전까

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의 창작 시기를 추정함으로써 5전에 관한 논의의 바탕을 

다지고자 한다. 특히 그중 가장 길고 복잡한 작품인 ｢남궁선생전｣은, 허균이 자신의 

문집 편찬을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개작ㆍ증보한 특별한 텍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12) 권석환, ｢史記 傳의 장르적 고찰｣, 中國小說論叢 3, 한국중국소설학회, 1994; 홍상훈, 

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론, 소명출판, 2004; 한종진, ｢明淸時期 小品文에 나타난 글쓰기의 

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K.S.Y. Kao, “Domains of Moral 

Discourse: Self, History, and Fantasy in "Fengshen yanyi"”,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24, pp.75-97, 2002.

13) 韩兆琦, 中国传记文学史, 河北敎育出版社, 1992; 安平秋, 史记硏究集成 第2卷, 华文出

版社, 2005; M. Huang, Literati and self-re/presentation: autobiographical sensibility 
in the eighteenth-century Chinese novel,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S.W. 

Durrant, The cloudy mirror : tension and conflict in the writings of Sima Qia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W. Li, “The Idea of Authority in the 

Shih chi (Records of the Historia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54, No. 
2, Harvard-Yenching Institute, pp.345-40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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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자아’와 ‘세계’를 두 축으로 하여 5전의 공통적 내용과 다채로운 표현 

수법을 고찰하겠다.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우선 5전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5전에 

공통적으로 표현된 ‘자아’의 모습을 살필 제1절에서는 입전 인물들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로 서술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데서 나아가, 능동적 인물이자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투영된 인물로 서술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세계’의 모습

에 착목하여 뛰어난 입전 인물이 지닌 포부의 실현을 저해하는 곳으로 묘사된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입전 인물들이 처한 세계의 문제점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표현한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 제3절에서는 각 

작품의 나열 방식과 작품 내 인물형의 배치 방식을 통해, 각 인물의 특징이 효과적으

로 부각되고 있는 점과 암암리에 작가의 포폄이 덧붙여져 있음을 살펴보겠다. 제4절

에서는 입전 인물의 주변 환경을 묘사함에 있어 암시적 표현과 상세한 묘사의 수법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는 양상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처럼 내용과 형식

의 양면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기 열전의 전통을 의식하는 가운데 5전이 저술

된 내력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에서는 5전 중 비교적 後期에 창작된 3편의 신선전에 집중하여, 이들 傳이 前

期에 창작된 傳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논의하겠다. 제1절에서는 ‘仙界’로 묘사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허균이 묘사한 선계를 두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두 유형의 선계가 모두 당대 사회의 문제점

으로 지적된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가상적 대안으로서 적극적 의의를 지니는 것임을 

논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그러한 선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아’의 모습에 대해 분

석하겠다. 여기에서는 선계에 진입하려는 ‘자아’의 노력이 가장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

는 ｢남궁선생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남궁두의 수련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서술을 소상히 살핌으로써 허균의 傳에 나타난 신선 담론이 과연 극히 획기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남궁선생전｣의 결말부를 검토하여, 

개인의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작가의 敎述的 의도를 암시적으로 전달한다는 傳 양

식의 원칙에 충실한 서술이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허균이 묘사한 선계와 선계에 이르고자 하는 자아의 모습을 

묘사한 수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상이한 두 유형의 선계를 형상화하기 

위해 동원된 두 종의 서술 기법을 典故 활용과 단락 구성방식의 측면에 주목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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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겠다. 제4절에서는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계로의 입성에 결국 실패하고 마

는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작가의 의도를 은근히 밝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주요 서술 수법을 검토할 것이다. ｢남궁선생전｣에는 주 인

물 남궁두에 대한 이야기와 별개로, 그의 스승 권 진인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등장한

다. ｢남궁선생전｣이란 표제 하에 권 진인의 일생담이 자세하게 삽입된 점은 그간 작

품 해석에서 난점이 되어온 부분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은 그다지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거나, ‘액자소설’의 기법이 나타난 부분이라 하여 단순히 현상을 전달하는 차원의 

설명에 만족해 왔다. 그러나 권 진인은 작품의 논찬부에서 다시금 비중 있게 거론되

는 인물인 만큼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반복하여 등장하거나 암시되는 어구는, 한문 산문으로서 지니는 독특한 표

현 기법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처럼 主 인물과 대비되는 副人物의 등

장과 字眼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궁선생전｣이 한문 산문이기에 지니는 특질

을 해명하는 데에도 일조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성소부부고는 1611년 허균 자신의 산정이 이루어진 이후 1670년 그의 외손 李

必進에 의해 재편집되었다. 그러나 허균이 역모 혐의로 처형되는 바람에 허균의 원고

들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산발적으로 세간에 유통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14) 이러

한 사정은 성소부부고의 이본들 사이에 字句 상의 차이가 적지 않을뿐더러 그 자체

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성소부부고에 수록된 허

균의 傳을 고찰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현전하는 성소부부고 중, 허균의 5전을 수록하고 있는 이본은 총 4종이다. 그 중 

학계에 널리 알려진 이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하 국중본으로 약칭)과 규장각

에 소장된 觀物軒 인장이 찍힌 이본(이하 관물헌본으로 약칭)이다. 그 외에 규장각에 

소장된 또 다른 이본으로 홍문관 인장이 찍힌 이본(이하 홍문관본으로 약칭)과, 연세

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이본(이하 연세대본으로 약칭)이 있다.15) 이상의 이본들 중 

14) 허균의 글은 惺所覆瓿藁에 수록된 것 외에도 習齋集 初刊本 말미의 後敍(權純鎰 家, 

일본 동양문고 소장)와 水色集 등 여러 문집에 흩어져 있다. 그 밖에 최근 허균의 작품이

라 지목된 장서각본 臥游錄 소재 두 편의 글인 ｢東國名山洞天註解記序｣와 ｢題名山洞天誌

解後｣는 허균의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묵, ｢臥游錄 해제｣, 
臥游錄, (한국학자료총서 v.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編, 

1997, 3∼21면; 정민, ｢허균의 동국명산동천주해기와 도교 문화사적 의미｣, 도교문화연구

 14, 한국도교문화학회, 2000; 정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267∼316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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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는 국중본이 가장 오자가 적은 이본이며 관물헌본이 가장 오자가 많은 이본

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국중본에도 오탈자가 상당수 발견되며, 이러한 오자가 관물헌

본에는 교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이본이라 할 수 있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4종의 주요 이본들을 對校하여 원문을 확정한 校勘本을 만들고 여기에 

주해를 가하여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16) 본고는 이 교감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

다. 원문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 編 (국역)성소부부고와 최근에 選譯된 국역본17) 

등을 참고하였으며, 일부 수정과 윤문을 가하여 인용하였다.

15) 국중본(26권 8책)은 민족문화추진회 간행 한국문집총간 74에 영인 수록되었다. 관물헌

본(26권 12책, 奎 6718)은 1961년에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이후 1972년에 

허균전집이란 제목으로 重刊되었으며, 1981년 姜信赫의 교감과 구두가 덧붙여진 標點校

勘 許筠全集이 간행되었다. 나머지 두 이본인 홍문관본(26권 12책, 奎6286)과 연세대본

(26권 8책)은 대체로 국중본의 체제와 유사한 형태인데 다만 연세대본에는 다수의 수정 지

시가 있다. 성소부부고의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국역)성소부부고에 

수록된 辛鎬烈의 해제; 허경진, 許筠 詩 硏究, 평민사, 1984, 27∼61면; 조춘염, 앞의 논

문, 45∼47면; 이규운, ｢허균의 문장론과 그 구현 양상｣,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0, 

57∼68면.

16) 이가원, 이가원전집(李朝漢文小說選譯注) 19, 正音社, 1986; 신해진, 朝鮮朝 傳系小說, 

월인, 2003.; 박희병 標點, 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를 참조했다. 

17) 박희병ㆍ정길수 편역, 낯선 세계로의 여행, 돌베개, 2007; 정길수 편역, 나는 나의 법

을 따르겠다: 허균선집, 돌베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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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전의 형성 과정 

  惺所覆瓿藁는 주지하다시피 王世貞(1526∼1590)의 弇州山人四部稿의 체제를 

따라 詩部ㆍ賦部ㆍ文部ㆍ說部의 4개 部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文部에는 문체별로 작

품들을 모아 놓았는데, 작품 각 편은 대체로 작성 시기 순으로 실려 있다. 이러한 경

향은 특히 5전이 수록된 8권 전후에 실린 권6,7의 記나 권9,10의 書에서 뚜렷이 나

타난다.18) 書의 경우 1602년에 죽은 李憲國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하여 허균이 刑曹

參議로 있던 1609년의 편지인 ｢答李生書｣로 끝난다. 이로 보아 文部의 권8에 수록된 

5전 역시 작성 순서대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권8의 첫머리에 실린 ｢엄처사전｣은 조선 명종 때 강릉 사람인 嚴忠貞이라는 효자에 

대한 傳이다. 이 작품은 엄충정의 일생에 대한 서술과 이에 대한 허균의 논찬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엄충정의 일생에 대한 서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서두는 엄충정

의 효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엄충정은 몹시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

구하고 편모를 효성스럽게 모셨다고 한다. 또한 모친의 권유로 문장 실력을 닦아 司

馬試에 합격했다고도 한다. 모친이 별세한 이후에 엄충정은 더 이상 과거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엄충정에게 과거 응시란 효행의 일

환이었을 뿐임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자 한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는 엄충정의 

높은 학식에 대해 서술하고, 이어서 엄충정이 모친의 병환에 극진한 기도를 드린 일

과 禮를 다해 喪禮를 치른 일을 드러내었다. 엄충정을 학행이 구비된 인물로 묘사하

고 있는 것이다. 

  엄충정의 효행 서술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엄충정의 만년의 삶에 관한 기술이 나

타난다. 여기서 엄충정은 仁義를 겸한 인물이자, 충효를 중시하는 가르침을 베푼 스승

으로 그려진다. 또 詩文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려

고 하지 않았던 인물로 서술되고 있다. 조정에서는 엄충정에게 거듭 참봉 벼슬을 내

렸으나 이를 거부하고 78세의 나이로 시골에서 별세했다고 한다. 그가 죽자 온 마을 

18) 記 각 편의 작성 연대에 대해서는 김명균, 앞의 논문, 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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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사대부들이 조문했다고 하여, 생전에 인망이 두터웠던 인물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의 논찬부에서는, 높은 학덕을 지닌 인물이 그에 합당한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죽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점을 애석해하는 작가의 심경을 드러내었다. 

  엄충정은 허균의 傳뿐 아니라, 조선왕조실록과 강릉의 지리지에도 행적이 실려 

있는 실존 인물이다. 최근 김은경은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

는 강릉의 지리지 臨瀛誌와 명종실록에 엄충정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소개했

다.19) 명종실록에는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鄭浚의 장계로 엄충정의 행적이 조정

에 알려졌음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성소부부고에는 엄충정이 실존인물이라는 점 외에도, ｢엄처사전｣의 작성 

시기를 보다 좁혀서 추정할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허균은 1596년 음력 9월, 당시 강

원도 관찰사였던 鄭逑(1543∼1620)와 연락하면서 江陵誌 작성에 참여했다.20) 강릉

은 허균의 외가로 허균이 자주 왕래한 곳이었던 까닭에 정구의 지리지 작성에 관여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구는 허균의 부친 許曄의 행장을 짓는 등 허균 가문과의 세

교가 있었던 터라 허균을 지리지 편찬에 참여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21) ｢엄처사전｣은 

이때 허균이 엄충정에 관한 일화를 접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된다. 

19) 김은경, 앞의 논문, 20∼21면; 瀧澤誠 編, (增修)臨瀛誌, 江凌古蹟保存會, 1933, 307면; 

明宗實錄, 9년(1554) 음력 11월 29일(병인) 2번째 기사.

20) 惺所覆瓿藁 권20, ｢與鄭寒岡(丙申九月)｣, 修府志, 問府故老, 云衙典房、東門倉、羽溪廂

房, 皆羅時金忻公所建. 令人遠想慨然. 여기서 羽溪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府志라 한 것은, 강릉이 조선 초부터 4개 大都護府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약칭한 것이다. 이하 본고에서 5전 이외의 惺所覆瓿藁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한국문집

총간 74권에 실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영인본을 대본으로 했다. 또한 이하에서 별다

른 언급이 없는 경우 날짜는 모두 음력을 가리킨다.

21) 정구는 지리지 편찬에 남다른 열의가 있었던 인물로,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마다 거의 매

번 해당 지역의 지리지를 만들었다. 정구의 지리지 편찬에 대해서는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남명학연구원총서 5, 남명학연구원, 2011, 참조. 정구의 임
영지 편찬에 대해서는 연보에 그 기록이 보인다. 寒岡先生年譜 권1, “[萬曆] 二十一年

(我宣祖二十六年), 癸巳(先生年五十一歲): (중략) 十一月, 拜江陵大都護府使.”; “二十二年(我

宣祖二十七年), 甲午(先生年五十二歲), 臨瀛志成.”; “二十四年(我宣祖二十九年), 丙申(先生年

五十四歲): 正月, 拜江原道觀察使. (중략) 關東志成.” 정구의 연보에 의하면 임영지는 

1594년에 완성된 것이어서 허균의 글과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1594년에 1차 확정

된 임영지를 수정하는 과정에 허균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전하는 

最古本 임영지에는 이 지리지가 萬曆(1573∼1620) 末年에 작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

다. 최철, ｢臨瀛誌(江陵誌)考｣, 연세어문학 5,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4; 박영완, ｢
江陵 臨瀛誌 硏究｣, 關大論文集 12, 관동대학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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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엄처사전｣의 저술 방식은 허균의 지리지 작성 방침과 부합한다. 우선 허균은 

강릉의 지리지를 편찬하면서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임하고 있음을 정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력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편찬의 전범으로 明人 田汝成의 西湖志
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22)

  전여성의 서호지의 정식 제목은 서호유람지로, 이 책이 조선 문인들에게 熱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서호지가 稗史小品 

내지는 서호 지역에 대한 이국적 풍물을 소개하는 책 정도로 誤認될 여지를 남긴 듯

하다.23) 그러나 전여성의 自序에서는 이 책의 역사서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을뿐

더러, 四庫全書提要에서도 이 책의 기본 성격은 역사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4) 

다음 글을 보면 허균도 임영지 편찬을 역사 기술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오랫동안 어르신을 뵙지 못했더니 뵙고 싶은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강릉지
에는 분명 빠진 것도 있고 잘못 들어간 것도 있을 테니 全氏가 돌아오는 편에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기록한 것들은 핵심을 담으면서도 너

무 소략하지는 않고, 상세하면서도 거짓되지 않아야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이 책은 시골에서 나온 데다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 재주도 없어서 젊은 

시절의 망령된 견해로 지은 것이, 어찌 사람들의 식견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깊이 생각해보면, 혹 예전 것보다 나은 점이 있을 듯해서, 세세하

게 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25)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22) 惺所覆瓿藁, 권20, ｢與鄭寒岡(丙申九月)｣, “志之凡例, 欲据田汝成西湖志, 閤下不欲之, 

奚哉? 地里廨宇土產, 聞命矣. 以志餘載其事, 吾自用吾法, 愼毋過何如?”

23) 김성진, 앞의 논문; 정민, ｢16ㆍ7세기 조선 문인 지식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

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지용환, ｢朝鮮時代 西湖圖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이상의 세 논자가 이 서호유람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김성진은 이 책을 패사

소품이라 하였고, 정민은 이 책에 대한 당대 조선 문인들의 관심을 이국 문물에 대한 호기

심과 문예취향의 관점에서 주로 조명하고 있다. 

24) 全汝成, 田叔禾小集 권1, ｢西湖遊覽志序｣, “予則以為志者, 史家之一體也. 史不實録, 則觀

者何稽焉? (중략) 至是侍御劍泉鄢公, (중략) 訪及此書, 覽而嘉之, 謂郡守嚴公曰: ‘是誠郡史, 

可以傳矣.’ 嚴公敬諾.”; 四庫全書提要 史部11, ｢西湖遊覽志｣, “是書雖以遊覽為名, 多紀湖山

之勝, 實則闗於南宋史事者為多. 故於髙宗而後, 偏安逸豫, 每一篇之中, 三致意焉.” 

25) 惺所覆瓿藁 권20, ｢與鄭寒岡(辛丑三月)｣, “久不陪杖屨, 斗望逾切. 江陵志, 當有刊落者, 

或添入者, 幸於全子之回, 付示企企. 凡記事, 核而不略, 詳而不誣, 可以傳後也. 此書出於叢俚, 

而不佞乏史才, 少日妄見, 安能合人目也? 更加覃思, 則或賢於前, 故縷縷不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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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1년에 정구에게 보낸 위의 편지에서는 허균의 서술 방침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상세한 서술을 지향함과 더불어 자기의 고유한 견해를 반영하고자 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처사전｣은 漢字로 모두 500여자 되는 분량으로 허균의 다른 전에 비

하면 짧은 편이나, 현전하는 임영지에 40여자 남짓하게 실려 있는 엄충정 관련 기

록에 비하면 훨씬 상세하다. 허균은 엄충정에 대해 상세하게 쓰고자 했던 자신의 집

필 방침이 지리지 작성 시에 만족스럽게 관철되지 못하자, 傳을 따로 작성해 두었다

가 훗날 성소부부고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의 정황을 고려할 때, ｢엄처사전｣의 저술 시기는 허균이 강릉지 편찬에 관여

하고 있던 1596년에서 1601년 사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 인용

문을 참조할 때, 그의 傳은 흥미 위주의 서술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역사 기술의 일

환이라는 의식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엄처사전｣을 포

함한 5전을 분석함에 있어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5전의 두 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 ｢손곡산인전｣은 이른바 ‘三唐詩人’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蓀谷 李達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달의 정확한 생몰년은 알려진 바 

없다. 학계에서는 대략 1539년(중종 34) 경에 출생하여 1612년(광해 4) 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6) 이 작품은 이달의 作詩 관련 행적을 서술한 서두와, 이달의 

인품 및 노년에 대해 서술한 중간 부분, 그리고 허균의 논찬을 서술한 말미의 세 부

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서두에서는 이달이 본래 崔慶昌ㆍ白光勳과 종유하면서 宋詩風의 시를 수백 편

씩 多作했으나, 朴淳의 권유로 唐詩風의 시를 짓는 데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5년간의 고된 연마 끝에 지어낸 10여 편의 시를 통해 평단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달은 詩名을 날리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사

람들의 질시를 샀다고 한다. 여기서 허균은 이달의 시에 대해 극도의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허균 25세 때의 저술인 ｢鶴山樵談｣에서 이달의 수준을 낮게 보았던 

태도27)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이후 허균은 점차 입장을 바꿔 30대 후반에 이르

26) 이종호, ｢蔬谷 李達과 三唐詩｣,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0, 11면 참조. 이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로 김종서, ｢｢蓀谷山人傳｣과 이달의 생애｣,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참조.

27) 許筠全集(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45∼346면), ｢鶴山樵談｣, “李(이달을 가리킴-

인용자)則富艶, 比二氏(최경창ㆍ백광훈을 가리킴-인용자), 家數頗大, 皆不出郊島之蕃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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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는 이달의 시를 극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28)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달이 그의 투박한 외모와 성품 탓에 시류를 거슬러, 대다수 

사람들의 천대를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허균은 이달이 곤궁한 가운데 늙어간 이유

를 그의 詩 탓으로 돌리면서도, 이달의 시가 산실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이 네 

권 분량의 책으로 묶었다고 했다. ｢손곡산인전｣에서는 이달의 노년에 대해서만 언급

했을 뿐 이달이 죽었다고 명기하지는 않았다.29) 이는 1618년에 허균이 손곡시집을 

여섯 권 분량으로 엮으면서 이달이 죽었음을 분명히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다.30) 

  이달의 沒年은 李睟光의 ｢西潭集跋｣에 의거하여 1612년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수

광은 자신이 20세 때 이달을 만났고, 전쟁이 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지 20년이 

흘렀으며 그 후 이달이 사망했다고 하였다. 이 때 최경창의 表姪 柳珩이 海西兵使로 

있으면서 죽은 이달의 시를 한 권 분량으로 묶어서 가져왔다고 했다.31) 光海君日記
에 따르면 유형은 1612년 黃海兵使로 있었으므로32) 유형이 이달의 사망 직후 시집을 

仲氏亟稱曰: “可與隨州比肩, 亦不多讓.” 余曰: “文章與世升降, 宋不及唐, 元不及宋, 勢使然

也. 安有度越二氏, 與作家爭衡之理乎?” 仲氏曰: “退之唐人也, 子厚以爲直須與子長馳騁, 子長

豈徒言之士乎? 益之亦若是也.” 余終不以爲然.” ｢손곡산인전｣에서 허균은 이달의 시가 최경

창ㆍ백광훈의 시보다 뛰어난 듯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통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예컨대 이수광은 허균과는 상반된 시각의 서술을 보여준다. 芝峯集 권21, ｢西潭集跋｣, 
“…崔孤竹、白玉峯始以唐倡之, 頗變向來之習. 時則有西潭李達者, 與之頡頑上下, 能以詩名噪

於一世. … 余得受而卒業, 其詩淸新婉麗, 往往警策. 五七言絶句, 尤近唐可誦,  視崔、白兩家, 

或過之, 雖不能進於盛唐, 然自有張、王風調, 未可以小家而忽之也.”

28) 허균은 14세 때 허봉을 통해 이달을 만났다. 惺所覆瓿藁 권4, ｢淸溪集序｣, “不佞往在壬

午歲, 尙少矣. 從亡兄荷谷先生坐, 適蓀谷李益之袖所謂龍城唱酬集者一帙, 來質曰” (여기서 

壬午년은 1582년이다.-인용자) 한편 그가 형조참의로 재직했던 1609년의 글로 추정되는 

다음 글에서는 이달을 ‘천년 이래의 絶調’라 하여 극찬하고 있다. 惺所覆瓿藁 권10, ｢答
李生書｣, “當今之業, 文推崔東皐, 詩推李益之, 俱是千年以來絶調. … 方赴秋官讞議, 當闋呼

促, 草草奉覆, 不盡欲言.” (여기서 秋官은 刑曹의 별칭이다.)

29) 그럼에도 박수천은 ｢손곡산인전｣은 이달 사후의 작품임이 내용으로 보아 분명하고, ｢손곡

산인전｣을 통해 이달의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수천, ｢허균의 전과 세계

관｣, 동양한문학연구 5, 동양한문학회, 1990, 6면 참조.

30) 蓀谷詩集, ｢蓀谷集序｣, “及其死也, 惜其遺文泯沒不傳.”

31) 芝峯集 권21, ｢西潭集跋｣, “余生也後,  不及見崔、白之面, 獨于西潭, 弱冠遇於洪陽相識

也. 雖亂離契闊, 而彼此托之神交者餘二十歲矣. 自其歿後, 一二遺唾之在人間者, 皆可貴重, 常

以未觀全稿爲歉. 今海西節帥柳公珩, 以崔之表姪, 少學於李, 乃取其所爲詩, 目曰西潭集者, 總

一卷, 將入梓, 因便以示余, 欲使余選且尾之, 其意勤矣.”

32) 光海君日記 4년 9월 19일, “備邊司啓曰: 黃州爲西路要衝之地, 繕築城子, 以爲他日緩急守

禦之計, 萬分不可已也. 築城之議, 自前有之, 而得人爲難, 完役無期. 今者新兵使柳珩, 不久辭

朝, 問計於珩.”; 光海君日記 4년 12월 17일, “兵曹啓曰: 海浪賊出沒沿海, 剽掠無常, 黃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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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었다고 본다면, 임진왜란이 발발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되는 1612년 이후에 이달

이 죽었다는 이수광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33) 이로 미루어볼 때, 허

균이 ｢손곡산인전｣을 저술하던 무렵 이달은 생존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의 논찬부에서는 明 사신 朱之蕃과 權韠이 모두 이달의 시를 李白의 수준에 

필적한다고 높이 평가했음을 언급하고, 허균 자신도 이달의 시를 기이하다고 평하는 

것으로 서술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기서 주지번이 이달의 ｢漫浪舞歌｣를 읽고 감탄했

다는 것은 1606년의 일로, 허균의 ｢丙午紀行｣ 4월 6일 條에 기록되어 있다.34) 이로 

볼 때, ｢손곡산인전｣ 저술 시기의 상한선은 1606년 4월 6일 경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작품인 ｢장산인전｣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異人 張漢雄

(1519~1592)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정확한 저술 시기를 추정할 단서

는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을 포함한 세 편의 전에는 초현실적인 서술이 등장하며, 장한

웅의 죽음을 ‘劍解’라 하여 신선술과 관련된 용어를 통해 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허균이 신선 담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인 1607년 이후의 글로 추정할 수 있다.35) 

  이 작품에는 5전 중 유일하게 贊이 없다. ｢장산인전｣과 마찬가지로 온갖 초현실적

인 사건을 기록한 ｢남궁선생전｣과 ｢장생전｣의 贊에서는 허균이 입전 인물을 직접 만

났음을 밝히고 있다. 아마도 허균은 장한웅에 대한 풍문을 들었을 뿐, 실제로 장한웅

을 만나 이적을 목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贊은 생략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장한웅은 일설에 의하면 명종ㆍ선조 때의 御醫였던 楊禮壽(?~1597)의 스승이라 한

兵使柳珩銳意勦滅.”

33) 이재복은 ｢서담집발｣에서 이수광이 늦게 태어난 까닭에 최경창ㆍ백광훈을 만나지 못했다

고 한 구절을 확대 해석하여 ｢서담집발｣ 全文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적 표

현을 오해한 것이다. 이재복, ｢蓀谷 李達의 詩硏究｣,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88, 20∼21

면.

34) 惺所覆瓿藁 권18, ｢丙午紀行｣, “初六日. 留開城. 宴散, 上使招余評本國人詩曰: … 因高詠

李達｢漫浪歌｣, 擊節以賞.” 

35) 1607년 음력 3월 삼척부사로 부임하면서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或言山鬼

作妖, 不利於太守. 僕素事普化君, 驅雷府諸神以壓之, 何物魍魎, 敢以弄人耶?” (惺所覆瓿藁
권10, ｢與成德甫書｣) 普化君은 소위 우레를 관장하는 신으로 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의 약칭

인 듯하다. 이 신은 도교에서 말하는 三淸중 玉淸境에 살며 雷神의 우두머리라고 알려져 있

다. 1605년에 수안군수로 재직 당시 허균은 자신의 당호를 ‘學仙堂’이라 했다. (惺所覆瓿
藁 권1, ｢遼山錄｣ 참조.) 그러나 허균이 본격적으로 도교적 소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보

다 후기의 일이다. 1609년에 지은 ｢夢記｣, 1610년에 지은 ｢巡軍府君廳記｣, 1611년에 지은 

｢沙溪精舍記｣, ｢山月軒記｣등에 비로소 신선 담론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나타나 있다. 또 

1611년에는 宋天翁에게 단학에 관해 문의하는 편지를 두 통 보낸 적이 있다. 宋天翁은 宋

耈라는 인물이다. 단학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권필, 조위한과도 교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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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 이 작품의 서두에서도 장한웅의 가문이 3대째 내려오는 의원 집안이었다는 점

과, 장한웅이 역병을 잘 치료했다는 것을 서술하여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

다. 약물을 통해 죽은 물고기를 살려냈다는 삽화 역시 장한웅의 기이한 의술을 강조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37) 

  그런데 ｢장산인전｣에는 의원으로서의 장한웅의 모습 외에도, 그의 여러 면모가 나

타나 있다. 장한웅은 40세 무렵에 지리산으로 출가하여 秘術을 전수받고 道家 계통의 

의학서인 修眞十書를 읽었으며 3년간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허

균은 장한웅이 입산해 있으면서 맹수를 자유롭게 부렸다고 하여 異人의 면모를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수련을 한지 18년 만에 하산해서는, 죽기 직전까지 서울에 살면서 

각종 이적을 행했다고 한다. 주변 인물의 청탁을 받아 凶家의 귀신을 제압해 집안을 

掃除해 주었다든가, 남들과 낚시를 다니다가 죽은 물고기를 살려냈다든가, 각종 잡기

놀이를 했다거나, 용한 점쟁이가 잘못 친 점괘를 바로잡아 주었다는 등의 일화가 그 

사례이다. 

  그러한 일화를 나열함으로써 허균은 장한웅의 비상한 면모를 한껏 부각한 다음, 임

진왜란이 나던 해 5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듯 장산인은 가산을 처분하고 절로 들

어가 사후 수습을 부탁하고서 왜적의 칼을 받아 의연히 죽음을 맞았다고 서술하였다. 

이 작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해 9월 강화에 살던 鄭䨜38)에게 장한웅이 나타났

다는 일화로써 마무리되고 있다. 일화의 나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
산인전｣은 이 작품 한 편만을 놓고 보면, 異人을 입전한 소재적 특수성 외에는 달리 

주목할 만한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장산인전｣은 나머지 네 작품

과 견주어 볼 때 비로소 이 작품에 함축된 의미와 작가의 고심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남궁선생전｣은 허균이 부안에 살고 있던 戊申年(1608년)에 남궁두를 만난 일이 

36) 劉在健, 里鄕見聞錄 권9, ｢楊太醫禮壽｣, “楊禮壽, 字敬南, 號退思翁, 太醫也. 學于山人張

漢雄, 神於醫理, 著醫林撮要.”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117면에서 

재인용.

37) 장한웅의 의술을 이어받았다는 양예수는 독한 약재를 써서 빠른 효험을 보는 치료법을 선

호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 약효가 서서히 드러나는 약물을 선호했던 安德壽의 치료법과 

상반되는 것으로 양자 간의 대립은 당시 인구에 회자되어 於于野談의 ｢醫藥｣조에도 실려 

있다고 한다. 김호, 위의 글, 119∼120면 참조. 장한웅이 동물에게 행했다고 하는 약물 치

료 역시 빠른 효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양예수의 치료법과 유사하다.

38) 정붕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해동이적 등에도 따로 실려 있지 않다. 다만 金止男(1559∼

1631)의 龍溪遺稿 권1에 정붕이 별을 보고 왜란의 조짐을 예측했다는 짧은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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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어 지은 것이라고 작품에 밝혀져 있다. 아마 그런 까닭인지 선행 연구들에

서는 이 작품이 1608년에 완성된 작품이라고 예단하고, 텍스트가 장기에 걸쳐 개작

되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궁선생전｣은 漢字로 모두 4500여자 분

량으로, 대개 4∼500자 분량인 나머지 네 편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작품이다. 또한 

작가 자신도 각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달 등 주변 문인들에게 읽혔던 작품으로,39) 

단시간에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본들을 검토해 볼 때, 

수년간의 개작 끝에 완성된 작품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된다. 

  ｢남궁선생전｣은 내용별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남궁두의 속

세에서의 삶을 다룬 부분으로, 전라도 임피의 부잣집에서 태어난 남궁두가 사마시에 

합격해 上京했지만, 첩과 그녀의 情夫를 죽인 일로 우여곡절 끝에 山寺로 도피하게 

되기까지를 다룬 부분이다. 둘째 부분은 남궁두가 入山修道하는 부분이다. 산으로 도

피한 남궁두는 ‘權 眞人’의 거처를 찾아가 不死의 방술을 배우기 위해 7년간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하산한다는 것이다. 셋째 부분은 환속한 남

궁두의 삶을 그리고 있다. 남궁두는 하산해서도 한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지냈

지만, 허균을 찾아와 자신의 내력을 들려준 후에는 더 이상 장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고는 홀연히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고 한다. 마지막 부분은 허균

의 논찬부로, 남궁두의 스승이 실존 인물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다음 남궁두

가 신선 수련에 실패했음을 애석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선생전｣을 비롯해 ｢장산인전｣과 ｢장생전｣ 3편은 洪萬宗의 海東異蹟 등 道

家類 서적이나 19세기의 여러 야담집에 개작ㆍ수록되었을 정도로 후대에도 크게 주

목을 받았다.40) 이들 작품은 홍만종의 해동이적외에도 黃胤錫이 증보한 海東異蹟
에 각기 ｢權眞人｣, ｢張漢雄｣, ｢莊都令｣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41) 이하에서는 홍

39) 惺所覆瓿藁 권21, ｢與李蓀谷(庚戌十月)｣, “故謹寫閑情錄序、朴氏山莊、王塜二紀、十二

論、李節度誄、關廟碑、南宮生傳、對詰者、曁北歸賦、毀璧辭爲一通, 付卞生而去.”

40) ｢남궁선생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본은 홍만종의 海東異蹟과 황윤석

의 海東異蹟이다. 남궁두에 관한 일화는 동시대의 어우야담과 芝峯類說등을 비롯하

여 후대의 東野彙輯, 東稗洛誦, 記聞叢話등의 야담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기존 연구

에서는 ｢남궁선생전｣의 서사적 성격에 주목했기 때문에 야담집 등에서 서사가 어떻게 변개

되는가에 더 주목해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허균의 글을 지식인 작가 특유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글로 보아 교술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흥미본위의 개작 방침이 우선시되

었다고 여겨지는 야담계 개작본들은 허균 본래의 저술의도가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보아 연

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야담계 개작본의 개관과 서사적 변용에 대해서는 전상경,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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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종과 황윤석의 책에 실린 ｢권진인｣條를 편의상 각각 홍본과 황본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중 ｢권진인｣條는, 선행 연구의 입장과 달리 홍본과 황본 간에 의미 있

는 차이가 있고,42) 성소부부고에 수록된 ｢남궁선생전｣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양 본을 대조해 보면 황본보다 홍본이 문체가 더 매끄럽고, 내용도 더 자연스럽다. 

예컨대 권 진인이 남궁두더러 경전을 매일 읽도록 지시하는 부분도 황본은 하루에 천 

번씩 읽도록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는 반면, 홍본은 하루에 10번씩 읽어 3년에 걸쳐 

만 번을 읽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보다 사리에 닿는 서술로 변경되어 있다.43) 이

러한 차이는 단순한 필사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허균의 후대에 정리되

지 않은 여러 필사본들이 유통되던 중에, 홍본은 비교적 다듬어진 이본을 모본으로 

삼았고, 황본은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이본을 모본으로 삼은 데서 온 차이가 아닌가 

한다. 

  한편 홍본과 황본은 성소부부고에 수록된 ｢남궁선생전｣과 비교하면 다음의 공통

점을 지닌다. 양 본은 ① 남궁두가 첩을 죽이는 장면을 상세히 서술한 단락과 ② 남

궁두의 요청으로 권 진인이 신들에게 朝會받는 모습을 구경하는 단락, ③ 환속한 남

궁두가 서울의 옛 거처에 다시 찾아가는 단락, ④ 허균을 찾아온 남궁두가 장수하려

41) 惺所覆瓿藁에는 ｢장산인전｣, ｢남궁선생전｣, ｢장생전｣의 순서로 수록된 것과 달리, 해동

이적에서 ｢權眞人｣ 條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남궁선생전｣의 상당 부분이 남궁두의 스승 

권 진인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권 진인이 고려 초 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홍만종의 해동이적은 개인 소장본 2종을 포함하여 5종의 이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순희, ｢洪萬宗 編纂의 歷史書에 대한 考察: 海東異蹟과 東國歷代

總目의 비교를 중심으로｣, 文獻情報學論集 8,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2002, 95∼97면 참조. 황윤석의 해동이적에 대해서는 최삼룡, ｢黃胤錫 文學의 道敎的 側

面에 대하여｣, 道敎文化硏究 7, 한국도교문화학회, 1993, 신해진ㆍ김석태 역, 황윤석 증

보ㆍ홍만종 편, (증보)해동이적 (景仁文化社, 2011)의 해제 참조. 본고에서는 홍만종의 
해동이적은 서울대 고도서실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고 태학사 영인본 홍만종전집을 참조

했다. 황윤석의 해동이적은 고려대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42) 신해진ㆍ김석태 역, 위의 책, 605면, “몇 글자의 출입이나 몇 문장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두 본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인데,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金可記>ㆍ<姜邯贊>ㆍ<權眞人>

ㆍ<洪裕孫>ㆍ<徐花潭>을 비롯하여 13편이다.” 

43) 황본에는 “令日各誦千遍. (중략) 留讀二訣凡萬遍”라 된 부분이 홍본에는 “令日各誦十遍. 

(중략) 留三年讀二訣凡萬遍”으로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권 진인이 남궁두에게 식

사량을 줄이도록 지도하는 부분 역시 홍본에는 “君試先碎穀. 卽令斗曰再食, 七日又一飯一

粥, 七日減一粥, 更七日以粥替飯, 過四七日撤飯粥, 以匕開上龕鑰, 取漆盒二個…”라 되어 있

는데 황본에는 밑줄 친 부분이 없다. ‘四七日(28일)’이란 구절을 감안하면 밑줄 친 부분이 

있는 홍본의 서술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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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단락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이 중 단락 ③은 

단락 ①에서 남궁두가 성균관에 머물면서 고향에 왕래했다는 일화에 연결되는 부수적 

서술이므로 크게 보아 단락 ①에 딸린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본과 황본에

는 惺所覆瓿藁 수록본과 비교할 때, 세 개의 내용 단락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단락 ①ㆍ②ㆍ④는 후대의 필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기 보다, 애초에 이 단락이 없

었던 ｢남궁선생전｣의 초기 원고를 모본으로 한 데서 발생한 차이가 아닌가 한다. 이

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단락 ②의 제신 조회 장면은, 순전히 줄거리 전개의 관점에서 보자면 없는 편

이 순탄하다. 남궁두가 수련에 실패하자 남궁두는 권 진인의 내력을 묻고 丹田을 보

여 달라고 청하는데, 권 진인은 이 두 가지 요청을 즉시 수락한다. 홍본과 황본에서는 

이 대화를 끝으로 남궁두가 수련에 실패한 당일, 즉시 하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내

용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성소부부고의 ｢남궁선생전｣에서는 남궁두가 권 진인이 관

장하는 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아해하고, 권 진인은 다음해 정월 보름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되면 남궁두는 수련에 실패한 뒤 다음해까지 하는 일 

없이 권 진인의 거처에 머물렀다는 말이 되어 서사의 흐름이 어색해진다.

  둘째, 단락 ①과 단락 ④에는 허균이 1610년에 경험한 일과 연결되는 自傳的 요소

가 뚜렷하다. 단락 ①에는 남궁두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에 애매한 죄목으로 혹독한 

형벌을 받아 남쪽으로 이송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단락을 허균

의 자전적 요소가 투영된 부분이라고만 보아왔으나,44) 해당 사건의 시기를 보다 자세

히 따질 필요가 있다. 허균은 1610년 12월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문을 당하고 

전라도 함열로 유배되었는데, 허균은 이를 매우 치욕스런 경험이라 하여 자주 언급했

다.45) 허균은 ｢남궁선생전｣의 초고를 완성한 후 1611년 초 귀양지에서 자신의 최근 

경험을 반영하여 단락 ①을 덧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락 ④에는 남궁두가 수

44) 문범두, 앞의 논문, 5면.

45) 惺所覆瓿藁 권20, ｢答李觀松(辛亥正月)｣, “人言吾分謗而取兄之壻, 兄若不言, 則吾何從知

之乎? 此不辨而可破, 擧世惑之, 何也?”; 惺所覆瓿藁 권20, ｢與申玄翁(辛亥正月)｣, “牢狴中

屢奉氷刺. 未知史遷蠶室之日, 董江、都倪大夫輩, 亦肯來存否? 事絶千古, 得囚爲幸.”; 惺所

覆瓿藁 권6, ｢巡軍府君廳記｣, “庚戌冬, 余以殿試對讀官, 而姪子中第, 兩司以爲私, 交章請鞫,  

上是其議, 下于禁府.”; 惺所覆瓿藁 권21, ｢與許子賀(庚戌)｣, “詞臣參考下獄受榜掠, 自隋氏

開科以來所無有者, 弟而身親見之. 又不幸而出於吾門, 辱先訓大矣. 殆欲自滅也. 篁墩亦不受拷

掠, 伯虎亦不至削籍, 用法之嚴, 今何至是? 然亦命也, 可若何?”; 惺所覆瓿藁 권21, ｢答尹鳴

益｣, “僕之不幸, 士夫所羞. (중략) 惠以三布, 亟以給榜楚者, 此恩可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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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 실패해 환속했을지언정 800세의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스승의 훈시에도 불구

하고, 고독과 환멸을 느껴 더 이상 장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드러나 

있다. 이와 유사한 고독의 정서는 유배시기에 쓴 허균의 다른 글에서도 확인된다.46)

  이렇게 볼 때 ｢남궁선생전｣은 다음과 같이 개작된 듯하다. 1608년 가을 남궁두를 

만나 1차로 초고를 작성했던 허균은 1610년 4월 이 원고를 이달에게 보냈을 것이다. 

이때 보냈던 원고가 세간에 유통되어 홍본과 황본의 모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초고 단계의 원고에서는 이달에게 보낸 허균의 편지에서처럼 표제 또한 남궁 ‘선생’전

이 아닌 ‘南宮生傳’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해 말 뜻밖에 유배에 처해진 허균은, 이 

작품에 자신의 경험과 함께 황홀한 仙境 묘사를 덧붙인 것 같다. 여기에 신선술도 궁

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허균 자신의 각성 내용을 남궁두의 발언 속에 끼

워 넣으면서, 표제도 ｢남궁선생전｣으로 변경하여, 현재 惺所覆瓿藁에 수록되어 전해

지는 것과 같은 수정 원고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전의 마지막에 실린 ｢장생전｣은 장씨 성을 지닌 요절한 걸인을 입전한 작품이다. 

장생은 허균이 21세이던 기축년(1589)경, 서울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장생은 밀양 座

首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모친이 일찍 죽고 첩의 참소에 홀린 부친 때문에 집에서 쫓

겨났다. 그는 15세 무렵 아내를 얻었지만 아내도 금세 죽고 여러 고을을 전전하다가 

서울로 흘러들어왔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장생은 기축년 당시의 허균과 비슷한 연배

였을 것이다.  

  작품 서두에서는 장생이 걸식을 일삼았다고 했지만, 장생은 계절에 상관없이 자줏

빛 비단으로 된 붉은 솜옷 한 벌을 입고 다녔으며 외모도 수려했다고 하여 비범한 자

질을 지닌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온갖 물태를 흉내 내는 비상한 재주를 지녀 

다른 거지보다 훨씬 많은 양의 먹거리를 구해왔다고 했다. 또한 악기도 잘 다룬 인물

이었는지, 악공의 집에 머물면서 어느 계집종에게 胡琴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진 慶會樓 잠입 일화는 이 여종의 잃어버린 머리 장식을 찾아주는 맥락에서 등장

한다. 

  생전에 그처럼 활약한 장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4월 초에 이상한 행동을 보

46) 惺所覆瓿藁 권6에 수록된 ｢四友齋記｣는 작품 말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611년 봄

에 쓴 글이다. ｢사우재기｣에서 허균은 자신에게 뜻이 맞는 벗이 없으므로 陶潛, 李白, 蘇軾

의 畵像을 벽에 걸어 놓는 것으로써 쓸쓸함을 잊는다고 하였다. (“許子性疏誕, 不與世合, 時

之人群詈而衆斥之, 門無來者, 出無與適. … 余命李楨繪三君像, 惟肖, 作贊倩石峯楷書, 每所

止, 必懸諸座隅, 三君子儼然相對軒衡解權, 若與之笑語, 怳若聆其謦欬, 殊不知索居之爲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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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가 水標橋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 후 장생은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武人 洪世喜

에게 나타나 임진왜란 시의 탄금대 전투와 정유재란 시의 황석산성 전투를 암시하는 

언질을 준 뒤 종적을 감췄으며, 장생의 마지막을 목격했다는 홍세희 역시 황석산성에

서 죽었다는 내용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허균은 말미에 붙인 짧은 논찬을 통해 

자신이 장생의 기예를 모두 보았다고 주장한 다음, 그 신기한 능력에 찬사를 보내면

서 장생을 劍仙의 부류로까지 추어올리고 있다.

  이 작품은 5전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만큼 ｢남궁선생전｣의 초고 완성 시점보다는 

늦은 어느 시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에는 경회루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입전 인물이 수표교에서 죽었다고 서술되고 있다. 허균은 1610년 여름 수

표교 근처에 머물면서 仁宗代부터 宣祖代에 이르기까지 궁중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늙

은 궁녀의 이야기에서 착안하여 ｢宮詞｣를 지은 바 있다. 허균은 이 시기에 장생이 오

가던 길목에 살면서 젊은 시절 목격한 장생의 행적을 회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의 궁궐 모습과 그 안에서 벌어진 궁인들의 풍습을 상

세하게 묘사하는 중에, 장생을 경회루까지도 자유롭게 출입하는 인물로 묘사할 착상

을 얻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47) 요컨대 ｢장생전｣의 정확한 작성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작품 말미에서 허균이 장생을 본 시점을 “내가 젊었을 때(余少時)”라고 표

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중년기의 작품으로 봄이 무방할 것이다. 

  허균의 이 작품은 후에 金鑢에 의해 개작되었다. 허균의 ｢장생전｣과 김려의 ｢장생

전｣의 차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논한 바 있다.48) 따라서 본고에서

는 그간의 논의 중에서 허균의 ｢장생전｣이 저술된 시기와 관련된 사항만 거론하고자 

47) 실제로 ｢宮詞｣에는 경회루의 연못에서 적삼을 빠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한다. 惺所

覆瓿藁 권2, “來浣春衫慶會池”

48)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1992, 231∼245면; 최준하, 韓國 實學派 私傳의 

硏究, 이회문화사, 1992, 94면; 전준이, ｢허균의 <장생전>과 조선 후기 稗說의 관련 양상

｣, 동방학 8,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2; 윤정안, ｢허균과 김려의 <蔣生傳> 비교 

연구｣, 전농어문연구 19,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김준형(｢조선후기 거지, 

문학적 시선과 전승｣, 한국어문학연구 5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은 ‘거지’라는 소재

에 주목하여 허균이 장생을 신비한 존재로 그린 것과 달리 후대의 작품에서는 보다 현실적

인 묘사가 나타남을 지적했다. 박희병은 김려의 ｢장생전｣을 허균의 ｢장생전｣과 비교하고 두 

가지 특징에 주목했다. 김려의 작품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세부묘사가 이루어

졌으며, 주제 의식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 작품의 비교를 통

해 그러한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그러한 결론에서 그칠 경우 허균

의 ｢장생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작가의 기량이 미흡해서 빚어진 결과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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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허균이 그린 장생은 유곽에 드나들면서 좌중을 기쁘게 해주는 인물이라는 점을 비

롯해, 전체적으로 김려의 ｢장생전｣에 묘사된 인물에 비해 덜 침통한 인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생이 두 젊은이와 함께 경복궁에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일화는 

신비로운 색채를 더하고 있기는 하나, 다소 비현실적인 감을 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중년을 목전에 둔 작가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현재 

不在하는 소재를 가지고 쓴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

되어 1603년에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19세기 말까지 중건되지 못한 채 남아있

었다. 허균이 이 작품을 지었을 시기에는 경복궁은 폐허 상태였고, 요절한 장생 역시 

‘젊은 시절’에 본 과거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작가가 젊은 시절에 본 쾌활했던 인물이

나 화려한 궁궐이 작품의 창작 시기에 부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생전｣은 작가

의 허전감을 달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현실적 요소를 삽입한 작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허균의 5전은 약 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형성되었으되, 

여러 차례의 개고 과정을 거쳐 1611년 4월, 저자 자신에 의해 최종 산정을 거친 작

품들임을 알 수 있다. 5전은 각각의 저술시기에 따라 상이한 소재가 선택되었을 수는 

있으나, 성소부부고가 허균의 자찬 문집이라는 점을 유념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저자 

자신의 일관된 창작 정신에 따라 저술된 작품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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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不遇之士’와 전망 없는 세계 

     1. 입전 인물들의 특징

          1) 재능과 의지를 지닌 인물

  5전의 입전 인물은 고매한 선비로부터 걸인에 이르는 다양한 부류이다. 그런데 이

들에게서는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인물인 동시에, 자기 재능의 사용 여부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49) 다섯 인물들은 분야는 다르나 저마다 고유한 재능을 가졌다. 嚴忠貞의 학식

과 문학적 재능, 李達의 詩才, 張漢雄의 의술과 점술, 南宮斗의 문학적 역량과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탁월한 자질, 그리고 蔣生의 기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재능을 지니고

도 자발적으로 은둔하거나, 세계와의 불화로 인해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5전의 

입전 인물들은 사기 열전에 자주 등장하는 懷才不遇한 인물들과 유사하다. 이하에

서는 다섯 작품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겠다.

  ｢엄처사전｣의 경우, 엄충정이 뛰어난 학식을 지닌 인물로서 詩文에도 뛰어난 재능

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50) 또한 贊에서는 그의 재능이 쓰이지 못한 

점을 애석해하는 서술이 등장한다.51) 작가 역시 엄충정의 덕성 뿐 아니라 재능에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허균의 ｢엄처사전｣은 엄충정에 관한 다른 기록들에서 보이는 어조와는 

달리, 엄충정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명
종실록과 임영지를 보면 허균의 글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52)

49) 김은경의 앞의 논문에서는 입전 인물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의지를 지녔

다는 데 주목했지만 결론에서 소략하게만 언급했을 뿐 이를 핵심적인 공통점으로 중시하여 

논하지는 않았다. 

50) “於書無所不通, 而尤邃於易、中庸, 理致超詣, 所著文墨, 與河洛相契. 爲文簡切有致, 而

詩亦壯麗, 所傳誦者百餘篇, 皆合作家, 處士不屑爲也.” (이하에서 허균의 5전을 인용할 때는 

별첨한 교감본을 사용하고 따로 서지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51) “外史氏曰: 處士孝於家廉於鄕, 固當得位, 而以母死不賓于王, 卒窮以終, 其才不少售, 惜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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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에게 전교하였다. “강릉에 사는 엄충정에게는 상당한 직을 제수하고 (중

략)” 이는 강원도 관찰사 鄭浚의 장계에 따른 것이다. 【엄충정은 부친상에 예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슬퍼하였고 편모를 봉양함에 있어서도 역시 자신의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온 마을에서 그를 칭송하였다. 또 학행과 쓸 만한 재질이 있었다. 

(후략)】53) 

  엄충정: 공경스러운 효성과 부모에 대한 애정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어버이를 

섬기고 상례를 치르는 것 모두를 마음과 예절을 다해서 하였다. 백발이 되도록 

경전을 연구하였으나 한 번의 시험에도 선발되지 못하였다. 이 일이 알려져 특

별히 璿源殿 참봉 벼슬을 주어 두 번이나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우계】54)

  명종실록에는 엄충정에 대한 史官의 평가만이 일방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임영

지에는 한층 더 흥미로운 서술이 등장한다. 엄충정이 늙도록 공부했지만, 끝내 시험

에 선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허균의 傳에서는 엄충정이 

자발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상례가 끝나자 벗들이 과거에 응시하라고 권했는데 처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

하길, “나는 노모를 위해서 과거를 보았던 것이니 이제 무엇을 위해 응시한단 

말인가? 내 자신이 영화로운들 어머니께서 누리지 못하시니 내 차마 못하겠다.” 

하고는 슬피 오열을 그치지 않자 사람들이 다시는 권하지 못했다.55)

  위의 서술에 따르면 엄충정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

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물이 된다. 특히 모친이 돌아가셨기에 과거에 응시하지 

52) 이 두 자료는 김은경의 앞의 논문, 20∼21면에 처음 소개되었다.

53) 명종실록 9년 11월 29일, “傳于政院曰: “江陵居嚴忠貞, 相當職除授, (중략) 因江原道觀

察使鄭浚狀啓也.【忠貞在父喪, 哀毁踰禮, 盡誠居廬, 養偏母, 亦盡其誠, 一鄕稱之, 且有學行可

用之才.(후략)】”

54) 瀧澤誠 編, 앞의 책, 307면, “嚴忠貞: 孝愛出人, 事親居喪, 皆盡情禮. 白首窮經, 未占一科. 

事聞特授璿源殿參奉, 再徵不起.【羽溪】”

55) “尤邃於易、中庸, 理致超詣, 所著文墨, 與河洛相契. 母病殆, 以身禱於天, 不獲祐. 水漿

不御數旬, 杖而起. 三年廬啜粥. 制訖, 朋友勸應擧. 處士泣曰: “吾爲老母也, 今奚赴爲? 身榮而

母不享, 吾不忍是.” 悲咽不止, 人莫敢更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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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위 밑줄 친 부분은, ｢엄처사전｣ 전체를 통틀어 엄충정 자신

의 발화로 처리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그와 같은 서술 방식의 차이를 보면 관찬 

기록이나 허균의 전에 엄충정이 문과에 뽑힌 적이 없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그 내력에 관하여 허균의 전은 입전 인물의 의지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손곡산인전｣에서는 高敬命과 許篈이 이달의 시를 盛唐詩의 수준에 부합한다고 호

평한 내용을 인용한 뒤, 조선의 詩史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 극찬하고는 급기야 이달

의 시적 성취를 漢 高祖의 창업에 비유하고 있다.56) 贊에서는 朱之蕃과 權韠 두 사람

이 이달의 시를 李白 시의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내용을 실음으로써 이달이 이룬 

시적 성취를 전면에 부각시켰다.57) 그와 더불어 이달이 어릴 적부터 박식하고 문재가 

있었지만 자신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 바가 있었기에 자기 결정에 따라 漢吏學官 직을 

거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58)

  장한웅을 다룬 ｢장산인전｣의 경우, 그가 귀신을 부리고 학질을 치료하는 신비한 능

력을 가졌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후에도 죽은 물고기나 새를 살

려내며, 당대의 유명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게 길흉화복을 점쳤다는 내용이 차례로 서

술되고 있다.59) 그와 더불어 장한웅이 겉으로는 문장 독해력이 없는 듯이 처신했지만 

실제로는 문장을 향유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60) 즉 장

한웅은 자신이 지닌 능력 중 일부는 드러내고 일부는 감춤으로써 능력의 노출 정도를 

스스로 통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 작품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도 남다른 재능의 소유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

가 司馬試에 급제한 뒤 성균관에 있으면서 지었던 ‘大信不約’이라는 賦를 사람들이 모

56) “霽峯、荷谷一代名爲詩者, 皆推以爲盛唐. 其詩淸新雅麗, 高者出入王、孟、高、岑, 而下不失

劉，錢之韻. 自羅麗以下, 爲唐詩者皆莫及焉. 寔思菴鼓舞之力, 而其陳涉之啓漢高乎.”

57) “外史氏曰: 朱太史之蕃, 嘗觀達詩, 讀至｢漫浪舞歌｣, 擊節嗟嘗曰: 斯作去太白, 亦何遠乎? 權

石洲韠見其｢斑竹怨｣曰: 置之靑蓮集中, 具眼者不易辨也. 此二人者, 豈妄言者耶? 噫! 達之

詩, 信奇矣哉.”

58) “達少時, 於書無所不讀, 綴文甚富. 爲漢吏學官, 有不合, 棄去之.”

59) “張山人名漢雄, 不知何許人也. 自其祖三世業瘍醫, 其父嘗餌商陸, 能視鬼而役使之. 年九十

八, 如四十許人, 出家去莫知所終. 臨行, 以二卷付之, 乃玉樞經及運化玄樞也. 山人受之, 

讀數萬遍, 亦能呼召神鬼, 治瘧癘, 輒已之. (중략) 與人游箭串捉魚, 山人擇死者盛於水盆, 以匕

藥投之, 魚更活洋洋然. 人試以死雉, 又以匕藥納口中, 卽奮迅而活. (중략) 卜人李和方有名, 山

人弟視之. 常觀其算命 有謬則山人輒改之, 言皆中.”

60) “山人繆爲不解文而文自好, 且稱雀眼夜不出, 而能於昏讀細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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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외워 전송하였다는 부분과, 남궁두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修道에 정진하자 남

궁두의 스승이 이를 만족스럽게 여겨 그릇이 좋다며 칭찬하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61)

  남궁두 역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집안이 대대로 부유했기 때문에 굳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

었다. 더구나 부친과 조부는 관리에 뽑히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았는데도 남궁두만은 

과거를 보아 家勢를 일으키고자 했다는 것이다.62) 남궁두에 관한 일화를 비교적 상세

히 담고 있는 글인 柳夢寅의 於于野談에도 남궁두가 詩賦를 잘 지었다는 점을 기록

하고는 있다. 그러나 어우야담에서는 남궁두 자신이 先代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결과, 사마시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식의 서술은 발견되지 않는다.63) 

반면 허균의 작품에서 남궁두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속세에서 입신 가능성이 봉쇄된 후에도 스승을 선택하고 가

르침을 청할 때 자신의 의지를 뚜렷이 피력하는 인물로 묘사된다.64)

  마지막 작품인 ｢장생전｣의 장생은 저자거리에서는 온갖 물상의 흉내를 잘 내었으

며, 심야에는 문자 그대로 鷄鳴狗吠의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로 묘사된다.65) ｢장생전｣
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장생이 자유자재로 궁궐을 출입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일

화에 과도하게 주목한 나머지, 작품 전반부에 서술된 바 장생이 저자거리에서 발휘한 

61) “始中乙卯司馬, 有聲場屋間. 嘗以大信不約賦, 魁泮解, 人皆傳誦之”, “長老喜曰: “君眞利器

也. 但息慾念.”

62) “先生名斗, 世居臨陂, 家故饒財, 雄於鄕. 自其祖父二世, 皆不肯推擇爲吏, 斗獨以博士弟子業

起家, 年三十, 始中乙卯司馬, 有聲場屋間.”

63) 다음은 유몽인의 어우야담 중 남궁두에 관한 서술의 서두 부분이다. “남궁두는 詩賦를 

잘했다. 일찍이 성균관 場試에서 일등을 하여 과거 공부하는 선비들은 모두 그 辭를 외웠

다. (南宮斗善詩賦, 嘗於館學場屋爲第一, 士子皆傳誦其辭)”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

개, 191면. 어우야담(원문) 98면.)

64) “始先生移家輦下, 爲進取計, 而留一妾於鄕墅, 每年秋, 輒歸” (중략) 斗跽曰: “愚魯无他技, 

聞老師多藝, 欲行一方技以行世, 千里求師而來. 週一歲方得樞衣, 幸進而敎之.” 여기서 ‘노선생

께서 재능이 많으심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은 남궁두가 이 스승을 찾아오기에 앞서 이 스승

에게서 관상 보는 법을 배운 중을 알게 되어 스승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음을 의미한

다. 

65) “或於酒半, 效盲卜、醉巫、懶儒、棄婦、乞者、老奶所爲, 種種逼眞. 又以面孔學十八羅漢, 无

不酷似. 又蹙口作笳簫、箏琶、鴻鵠、鶖䳱、鴉鶴等音, 難辨眞贗.” 장생의 재능을 의협적 면

모로 보아 주목한 연구로 박혜순, ｢俠傳의 초기적 형태로서의 ‘蔣生傳’ 연구｣, 어문논집
60, 민족어문학회, 2009 참조. 박혜순은 허균의 이 작품을 특히 태평광기와의 연관 관계

에 유의하여 논했으며, 우리나라 유협전의 효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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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와 후반부에 나타나는 장생의 궁궐 출입 능력 간의 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계명구폐의 故事가 사기 ｢孟嘗君列傳｣에서 유래한 것이라

는 점을 상기하면, 장생의 이러한 능력이 단지 저자에서의 모습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慶會樓 잠입 일화에까지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계명구폐의 고사는 맹상군이 秦나라에서 탈출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던 식객들의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맹상군이 개와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두 사

람을 예우하자 다른 빈객들이 이를 불쾌해했지만, 맹상군이 결국 이 두 사람의 능력

에 힘입게 된 일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맹상군의 안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맹상

군을 만나 자신들의 진가를 인정받고 발휘할 수 있었던 두 식객과는 달리, 여기에 등

장하는 장생은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되, 안목 있는 주인을 만나 자신의 능력

을 의미 있게 발휘하지는 못한 인물이다. 

  사기에서 맹상군은 온갖 부류의 빈객을 차별 없이 후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

와 같은 맹상군의 일화는 ｢장생전｣의 중반부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된

다. 장생이 개와 닭 울음을 한꺼번에 흉내 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맹상군의 일화에

서는 개 시늉과 닭 울음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두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런

데 개 시늉을 내는 식객은 그저 개 흉내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도둑질도 잘하는 것

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 식객이 개처럼 도둑질을 잘했기 때문에 진나라 궁전 깊은 곳

까지 잠입하여 맹상군이 이미 바쳤던 호백구를 다시 훔쳐 내서 소왕의 애첩에게 바침

으로써 맹상군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66) ｢장생전｣의 장생 역시 맹상군의 식객처

럼 궁궐에 잠입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여종을 불러 데리고 나와 경복궁 서쪽 담장 옆의 서쪽 거리를 구

불구불 따라가 神虎門 모퉁이에 도착했다. 그러자 큰 띠로 여종의 허리를 묶어 

장생의 좌측 어깨에 묶고는 한번 크게 뛰어 궁궐 문 여럿을 날아 들어갔다. 

  때는 저녁 무렵이라 길을 알아 볼 수 없는데도 순식간에 경회루에 도착했다. 

경회루 위엔 두 젊은이가 촛불을 붙잡고서 장생을 맞는데 장생을 보고서는 크게 

66) 史記 권75(中華書局, 1982, 2354∼2355면), ｢孟嘗君列傳｣, “齊湣王二十五年, 復卒使孟

嘗君入秦, 昭王卽以孟嘗君爲秦相. 人或說秦昭王曰: “孟嘗君賢, 而又齊族也, 今相秦, 必先齊而後

秦, 秦其危矣.” 於是秦昭王乃止. 囚孟嘗君, 謀欲殺之. 孟嘗君使人抵昭王幸姬求解. 幸姬曰: “妾

願得君狐白裘.” 此時孟嘗君有一狐白裘, 直千金, 天下無雙, 入秦獻之昭王, 更無他裘. 孟嘗君患

之, 遍問客, 莫能對. 最下坐有能爲狗盜者, 曰:  “臣能得狐白裘.”  乃夜爲狗, 以入秦宮臧中, 取所

獻狐白裘至, 以獻秦王幸姬. 幸姬爲言昭王, 昭王釋孟嘗君.” 



- 30 -

껄껄 웃어댔다. 그리고는 대들보 위의 구멍에서 금과 진주 비단을 매우 많이 꺼

냈는데 여종이 잃어버린 봉미도 그 곳에 있었다. 젊은이가 이것을 돌려주자 장

생은 “두 아우들은 행동거지를 삼가 세간 사람들이 우리의 종적을 엿보지 못하

게 하게.” 했다. 그리고는 종을 데리고 북쪽 성을 날아 빠져나와 여종을 자기 집

으로 돌려보냈다.67)

  장생은 맹상군의 식객처럼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 개 흉내를 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몰래 궁궐에 익숙하게 잠입한다는 점은 같다. 또한 경회루 대들보에 숨겨둔 보물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장생과 두 젊은이의 경회루 출입이 꽤 오랫동안 지속된 일임

을 짐작할 수 있다. 허균의 ｢장생전｣과 사마천의 ｢맹상군열전｣은 공히 능력을 지닌 

인물을 보여주지만, 허균의 글에는 맹상군에 해당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다르다. 사마천은 하찮아 보이는 능력을 지닌 인물까지도 포용하는 맹상군의 덕목

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허균은 능력자를 발탁할 주군이 없는 곳에 처한 才士의 불운

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생도 여타 네 傳의 입전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 노출 정도를 통

제하는 인물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장생은 두 젊은이들을 통해 여종에게 머리 장

식을 돌려준 후 이들에게 자취를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생이 종적을 감추라고 

지시하는 부분 역시 ｢엄처사전｣에서처럼 인물 자신의 발언을 통해 서술되어 장생의 

의지가 문면에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5전에 입전된 다섯 인물은 모두 비상한 재능을 지녔지만 이 능력을 발휘하

지 않기로 결심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 작품에서 悲感의 情調가 발생하

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 인물이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낮은 지위를 전전하며 살아갔

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재능을 지녔음에도 이를 원만하게 실현하

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에 직면한 결과, 자신들의 재능 발휘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억

압당하게 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요컨대 허균 5전에 입전된 인물들은 모두 능동

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도 이를 발휘할 환경을 얻지 못했다는 점

에서 사기에 입전된 인물들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68)

67) “及夕, 招叉鬟出, 迤從西街傍景福西墻, 至神虎門角, 以大帶綰鬟之腰, 纏於左臂, 奮迅一踊, 

飛入數重門. 時曛黑, 莫辨逕路, 倏抵慶會樓上. 有二年少秉燭相迓, 相視大噱. 因自梁上鑑嵌中, 

出金珠羅絹甚多, 鬟所失鳳尾亦在焉. 年少自還之. 生曰: “二弟愼行止, 毋使世人瞰吾蹤也.” 遂

引還飛出北城, 送還其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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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가의 공감과 自傳的 요소가 투영된 인물

  이상에서 본 것처럼 허균의 5전은 공통적으로 불우지사를 소재로 삼았다. 그런데 

이들 인물에 비해 작가는 신분이나 관직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장생전｣을 제외한 네 작품에 모두 처사나 산인, 혹은 선생이라는 표제를 붙

이고 이름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입전 인물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표하고 있다. 

특히 ｢남궁선생전｣의 경우는 주목할 만하다. 남궁두에 관한 여타 기록들을 비교해보

면, ‘先生’이라 하여 존칭의 표제를 붙인 경우는 허균이 유일하다.69) 물론 그 구체적

인 내용에 있어서는 5전이 호감 일변도의 서술로 흐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5

전의 표제 방식에는 공통적으로 작가의 호의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허균이 소외된 인물들에게 남달리 주목하고 공감하게 되었던 것은 입전 인물들의 

삶과 자신의 삶에서 공통되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허균도 ｢北歸賦｣에
서 자신이 능력에 걸맞은 직책을 얻어 자기의 재주를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

움을 읊은 적이 있다.70) 5전에서 입전 인물들을 묘사하는 곳곳에 허균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부분이 유독 강조되거나 가필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마천 역시 先代의 史料를 조합하여 사기 열전

을 저술하면서,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세부 일화에 사마천 자신의 자전적 경험, 

특히 고통스럽고 억울했던 경험을 투영시켰다는 점이다.71) 허균의 5전에서도 더러 그

68) 사기의 입전 인물들이 대체로 회재불우한 인물이며, 이 때문에 비극적 정조가 지배적임

을 논한 연구로 韩兆琦, 앞의 책, 83∼88면 참조. 또 사마천이 유독 회재불우한 인물에 주

목한 사실을 거론한 논저로는 S.W. Durrant, 앞의 책, pp.105-122 참조. 사기에 등장하

는 인물들의 능동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로 W. Li, 앞의 논문, pp.345-405, 참조.

69) 남궁두의 事蹟을 간추려 실은 直指鏡(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도 제목은 ｢南宮斗傳｣이라 

되어 있다. 이수광이나 유몽인 등 남궁두에 관한 기록을 실은 타 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70) 惺所覆瓿藁 권3. 이처럼 자신이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면서도 이를 의미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은 漢代 이래 賦 양식에서 지속되어온 전통이다. 이에 

대해서는 H. Wilhelm, “The Scholar’s frustration: Notes on a type of Fu” in Chinese 
Thought and Institutions, ed. by John K. Fairbank, The Univesity of Chicago, 1957, 

pp.310-319 참조.

71) S.W. Durrant, 앞의 책, pp.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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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작가의 경험이 투영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다섯 작품 중 

이러한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엄처사전｣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 작품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엄처사전｣의 贊에는 뛰어난 사대부의 흔적이 인멸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작품의 

저술 동기가 되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외사씨는 말한다. ① 엄처사가 집안에서는 효를 하고 마을에서는 방정하게 지

냈으니 진실로 높은 지위를 얻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

유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궁핍한 가운데 일생을 마쳐 그의 재능이 조금도 쓰

이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② 암혈 간에 이와 같은 선비로서 이름이 인멸되어 전

해지지 않는 것이 유독 엄처사만은 아니리라. 슬프다.72) (번호 첨가-인용자. 이

하 동일)

  우선 ②에서는 이름이 인몰되어 전해지지 못하는 훌륭한 인물이 엄충정 한 사람에

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엄충정의 사례를 통해, 능력이 있으면서도 끝내 

알려지지 못한 수많은 才士의 존재를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입전 인물이 

잊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에서 발분하여 傳을 저술하게 된 심정을 표현하는 것

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5전 전체에 걸친 작가의 입전 취지의 표명으로도 읽을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②는 사기 ｢伯夷列傳｣
의 다음 밑줄 친 구절에서 전고를 취한 것이다. 

  백이와 叔齊가 비록 어질었으나 夫子를 얻어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되었고 안연

은 비록 학업에 독실했으나 준마의 꼬리에 붙어서 행실이 더욱 드러난 것이다. 

암혈지사의 趣舍에 때가 있음이 이와 같아서 대개는 이름이 인멸되고 알려지지 

않으니 비통하다. 곧은 행실로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여항의 사람이 청운지사에

게 의지하지 않으면 어찌 후세에 알려질 수 있으랴?73)

72) 外史氏曰: ① 處士孝於家廉於鄕, 固當得位, 而以母死不賓于王, 卒窮以終, 其才不少售, 惜哉. 

② 巖穴間有士如此, 名湮沒而不傳者, 非獨處士. 悲夫! 

73) 史記 권61(앞의 책, 2127면), ｢伯夷列傳｣, “伯夷、叔齊雖賢, 得夫子而名益彰; 顔淵雖篤

學, 附驥尾而行益顯. 巖穴之士, 趣舍有時若此, 類名堙滅而不稱, 悲夫! 閭巷之人, 欲砥行立名

者, 非附靑雲之士, 惡能施于後世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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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훌륭한 인물들의 흔적이 사라지는 데 대한 사마천의 개탄이 드러난 ｢백이

열전｣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런데 ‘암혈지사’를 운위한 서술이 끼어있는 맥락을 살펴

보면, 사마천은 훌륭한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음을 개탄하는 데 그치고 있지 않다. 백

이, 숙제, 안연과 같은 인물이 후대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적을 드러내 줄 史

家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백이열전｣은 백이와 숙제의 행적보다 사마

천 자신의 議論이 절반을 차지하는 變格의 傳으로, 사마천 자신의 저술 동기 표명에 

중점이 놓인 사기 열전의 總序格인 작품이다.74) 허균은 사기 ｢백이열전｣의 말미

를 연상시키는 인용을 통해서 사기의 원 문맥에서 말하는 바, 자신의 傳 저술의 정당

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도까지도 아울러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라 여겨진다.75)

  한편 ｢엄처사전｣의 贊 중 ①에서는 엄처사가 벼슬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

현하는 한편, 허균이 입전 인물의 위상을 상당한 정도로 고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엄처사가 응당 고위직을 얻었어야 함에도 모친이 돌아가신 까닭에 “왕에게 빈

객 되지 않고(不賓于王)” 죽어 끝내 재능을 조금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왕에게 

빈객이 된다는 표현은 엄충정이 특별한 조예를 보였다고 하는 주역에 등장하는 표

현이다. 觀괘 六四 효에는 “나라의 빛남을 봄이니, 왕에게 손님이 됨이 이롭다(觀國之

光, 利用賓于王)”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에 대해 程頤는 덕 있는 선비가 왕

에게 벼슬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바 있다.76) 士가 왕에게 빈객이 된다는 것은 군신 간

의 관계에서 신하가 점하는 위치를 대단히 격상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77)

  또한 끝내 그의 재능이 조금도 발휘되지 못했다(其才不少售)는 표현은 논어에 등

장하는 구절과 관련이 있다. 논어에는 벼슬하는 문제에 대한 공자와 자공 간의 문

답에도 옥을 파는 비유가 등장한다.78) 공자가 출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한 자공

74) 김명호, 앞의 논문, 16면.

75) 허균의 성소부부고에는 저자 생존 당시 편찬한 글들의 1/4에 불과한 부분만 남아 있어

서 현전하는 傳도 허균 생존 당시 저술한 傳의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엄처사

전｣의 말미를 보건대, ｢엄처사전｣이 허균 스스로 원고를 정리했을 당시에도 여러 傳의 서두

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76) 程頤, 易程傳 권3, “利用賔于王, 夫聖明在上, 則懷抱才德之人, 皆願進于朝廷輔戴之, 以康

濟天下. 四既觀見人君之德, 國家之治, 光華盛美, 所宜賔于王朝, 效其智力, 上輔於君以施澤天

下. 故云利用賔于王也. 古者有賢德之人, 則人君賔禮之. 故士之仕進於王朝, 則謂之賔.”

77) 조정에 벼슬하는 일을 서술하면서 신하의 지위를 왕의 지위에 상응하는 정도로 격상시켜 

서술하는 사례는 惺所覆瓿藁 권17에 실린 ｢新平李生墓誌｣에서도 “出仕於王家”라는 표현

으로 등장한다. 

78) 朱熹, 四書集注 권5, ｢論語｣,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匵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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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좋은 옥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표현을 빌어 질문을 제기하고, 공자는 ‘팔고

자 하나 좋은 값을 기다리고 있다’는 대답을 들려준다. 해당 구절은 군자가 벼슬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해석되어 왔다.

  范氏가 말했다. 군자는 벼슬하려고 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또한 그 道(정당한 

방법-인용자)를 따르지 않음을 싫어한다. 선비가 禮遇를 기다리는 것은 玉이 좋

은 값에 팔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예컨대 伊尹이 莘野에서 농사를 짓고 백

이와 太公이 바닷가에서 은거할 때에 당시 湯王과 文王이 없었다면 이들은 그대

로 일생을 마쳤을 뿐일 것이요, 굳이 도를 굽혀 남을 따르고 옥을 자랑하여 팔

리기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79)

  백이가 문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절에서도 

연상되는 것처럼 ｢엄처사전｣ 말미의 ‘재능을 팔지 못했다’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엄충정이 대단히 훌륭한 인물임에도 그를 제대로 대우해 줄 군주를 만나

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대부가 자신의 진가에 걸맞게 예우하는 왕을 만나야만 비로소 

출사한다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대부의 권위를 군주의 정치적 지위에 근접할 

만큼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가가 엄충정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인 점과 함께 유의해야 할 부분은 허균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킨 측면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영지나 명종실록에서는 喪禮를 

마음을 다해 치렀다거나 부친상에 각별한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된 반면, ｢엄처사전｣
에서는 부친상은 간략하게 서술되고, 모친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모친

을 극히 효성스럽게 봉양했고, 모친의 권유로 사마시에 응시했다거나, 모친의 사망으

로 인해 문과 응시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엄충정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모친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80)

之哉沽之哉. 我待賈者也.”

79) 위의 책, 같은 곳, “范氏曰: 君子未嘗不欲仕也, 又惡不由其道. 士之待禮, 猶玉之待賈也. 若

伊尹之耕於野, 伯夷太公之居於海濱, 世無成湯文王, 則終焉而已, 必不枉道以從人衒玉而求售

也.” 

80) “父早卒, 家甚貧, 躬薪水自給, 養其母極孝, 晨夕不離側, 母稍恙則不解帶寢, 手調膳以進. 母

嗜山雀, 結網膠竿, 必獲以供之. 其母勸令學取第, 益孜孜着力於問學, 爲詩賦甚古, 屢擢鄕解, 

得司馬以榮之. (중략) 母病殆, 以身禱於天, 不獲祐. 水漿不御數旬, 杖而起. 三年廬啜粥. 制訖, 

朋友勸應擧. 處士泣曰: “吾爲老母也, 今奚赴爲? 身榮而母不享, 吾不忍是.” 悲咽不止, 人莫敢

更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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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균은 부친을 일찍 여읜 때문인지, 성소부부고에는 부친에 대한 언급이 적고, 혹 

있더라도 정감이 섞이지 않은 서술이 대부분인 반면 모친을 그리워하는 감회가 반영

된 저술은 다수 발견된다.81) 성소부부고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현전하

는 문집에는 모친에 대한 글에 비해 부친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다.82) 엄충정의 생애

를 기록하면서 굳이 모친과의 일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허균 자신이 모친에 대한 추

억을 각별히 여기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손곡산인전｣의 경우를 보겠다. 허균은 14세에 이달을 만난 이후 詩文을 

주고받으면서 오랫동안 두터운 교분을 맺었다. 그런데 ｢손곡산인전｣에는 이달의 삶을 

다소 특이하게 서술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를 미워한 수많은 속인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누명을 자주 뒤집어 씌웠고 엄

밀한 법망을 적용시켰지만 끝내 이달을 죽이거나 명성을 빼앗을 수 없었다.83)

  이달이 불우한 일생을 살았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관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인 인

물을 굳이 주변에서 죽이려 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이달의 일생에 대한 사실 기록이기보다는 허균 자신에 대한 서술과 겹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허균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한 다음의 

시84)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81) 허균은 9세에 부친을 여의고 문과에 급제한 바로 그 해인 1594년, 26세에 모친상을 당했

다. 惺所覆瓿藁 권7의 첫 작품인 ｢愛日堂記｣는 ‘愛日’의 어원적 의미와는 달리 양친이 아

닌 모친에 대한 추억만을 기술하고 있다. 한 작품 건너 이어지는 ｢鼈淵寺古迹記｣도 외가의 

계통을 바로잡는 것이 저술의 주안점임이 말미에 명시되고 있으며, ｢修證寺楊侍中夫婦畫像

記｣에서는 허균 자신의 외모가 외조모와 닮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惺所覆瓿藁 권6

에 수록된 ｢陶山朴氏山莊記｣, ｢遊原州法泉寺記｣는 모두 모친 성묘를 오가는 길에 쓴 것이

다. 특히 ｢遊原州法泉寺記｣에는 매년 자신이 성묘 다님을 언급하고 있다. 작고한 모친에 대

한 애정이 드러난 글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惺所覆瓿藁 권20, ｢與南子安｣, “兄方侍大

夫人, 故臘劑之分, 優於他友矣. 亡母寄窆於原州, 享祀不躬. 樵牧未禁, 風樹之哀, 每結于心, 

安得駐節以掃墓耶? 此爲人子者所動心處也.… ”

82) 이는 아마도 허균의 생모 김씨 부인이 허균의 20대 무렵까지도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김씨 부인이 낳은 2남 1녀 중 허봉과 허초희가 요절하고 허균만 남아 임종을 지냈

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엄처사전｣의 작성 연대가 1596년경이라면 이

는 모친상 기간에 해당하거나, 탈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83) “俗人之憎嫉者, 比肩林立, 屢加以汚衊, 寘之刑網, 卒莫能殺而奪其名也.”

84) 惺所覆瓿藁 권2, ｢病閑雜述｣ 중 ｢余以病火動, 不克燕行, 竢譴巡軍, 作長句贈奇獻甫以抒

懷.｣라는 시의 일부이다. 1610년 초에 저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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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깃발과 북 손수 들고 문단에 올라 이끄니

손곡 노인은 더욱 걸물이라.  

왕유·맹호연·고적·잠삼이 힘써도 그만큼은 공교롭지 못해

곧바로 조화옹과 공을 다투었네.

(중략)

나 또한 영락하여 가소로운 사람이지만 

고관의 수레 향해 공경하며 절하기를 기꺼워하지 않네. 

이 때문에 당대의 고관들이 나를 죽이려 드니  

꾸지람과 쫓아냄이 어찌 그리 분분한지.

(후략)

(전략)

手提旗鼓登將壇,

蓀谷老人才尤傑. 

王孟高岑力未工,

直與造化爭其功. 

(중략)

余也歷落可笑人, 

不肯斂衽拜車塵.

是以時宰欲殺之, 

譴訶斥逐何紛繽.

(후략)

  이 시에는 “왕유ㆍ맹호연ㆍ고적ㆍ잠삼이 힘써도 그만큼은 공교롭지 못해(王孟高岑

力未工)”라고 하여, ｢손곡산인전｣에서 이달을 王ㆍ孟ㆍ高ㆍ岑에 비겼던 것과 동일한 

표현85)이 사용되고 있다. 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허균은 자신이 고관들에게 굽실거

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오명을 입고 법망에 

걸려 죽음을 당할 뻔 했다는 것은 ｢對詰者｣나 ｢解命文｣와 같이 허균 자신을 소재로 

삼은 글에서 자주 발견되는 어구이다.86) 물론 이달에게 실제로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猜忌를 받아 죽음의 위기에 몰렸다는 표현은 실제로 

관직에 있는 동안 여러 번 탄핵되었던 허균에게 더 어울리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

럼 이달에 대한 서술 중 일부는 허균 자신에 대한 서술과 겹치는 면이 있다.

  세 번째 작품인 ｢장산인전｣은 허균의 부친 許曄과 비슷한 연배였던 장한웅의 일대

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손곡산인전｣에 비해서는 작가의 직접적 감회가 드러

나 있지 않으나, 장한웅이 생전에 보여준 기이한 능력과 죽음 앞에 의연했던 모습을 

호의적 필치로 그리고 있다. 또한 허균 자신도 장한웅과 같이 道家에 깊은 관심을 갖

고 관련 서적을 숙독했던 점은 장한웅을 입전하게 된 한 동기였겠으나, 동시에 허균

과 장한웅의 모습이 겹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85) “其詩淸新雅麗, 高者出入王、孟、高、岑, …” 

86) 惺所覆瓿藁 권12, ｢對詰者｣, “將此惰容, 去謁公孤, 見者輒憎, 欲斮其顱.”; 惺所覆瓿藁
권12, ｢解命文｣, “恣口業兮觸人, 亦磨蝎兮爲祟. 嗟呼天不弔兮, 當艱厄以至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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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작품인 ｢남궁선생전｣에서 남궁두가 애매한 죄목으로 형벌을 받는다는 줄거

리에는, 허균 자신이 겪은 억울했던 경험이 상당 부분 투영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

다. 허균은 1610년 겨울 殿試의 對讀官으로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태형을 당

하고 전라도 咸悅에 유배되었다.87) 남궁두 역시 첩의 간통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들 

남녀를 죽인 것임에도 謀殺 혐의를 입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남쪽으로 유배되었다고 

했다.88)

  마지막 작품인 ｢장생전｣에서는 허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허균은 

작품에서 자신이 젊었을 적에 유흥가를 전전하다가 장생을 보았다고 적었다.89) 허균

이 묘사한 장생은 허균과 동년배일 뿐 아니라 성장 과정이나 성격도 허균과 유사하

다. 예컨대 장생은 어려서 가족을 잃고 객지를 전전하는 바람에, 밀양 좌수였던 부친

과 달리 걸인 신분으로 살아간 인물이다. 또한 장생은 서울의 유곽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온갖 재주를 부려 남들의 이목을 기쁘게 해주는 인물이라 했다.90) 구체적인 

사정은 다르지만 허균 역시 어려서 부모ㆍ처자와 사별했으며, 중년에도 주로 외직을 

전전했다. 이는 장생의 생애와 유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장생전｣보다 몇 년 앞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의 편지를 보면, 허균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는 言辭

가 장생의 모습을 그리는 필치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저는 어려서 아비의 훈계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와 형님들께서는 어여삐 여겨 

단단히 타이르심을 가하지 않으셨기에 마음대로 스스로를 방치하여 항간에서 떠

돌며 찻집이나 술집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이를 본 사람들은 참으로 

87) 光海君日記 2년 12월 8일, “義禁府, 許筠、許嵱、鄭文振等元情供辭入啓. 判付內刑推依

允.”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허균에 대해 시종일관 부정적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광해군일기

에서조차 허균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光海君日記 2년 12월 29일, “放罪

人許筠于咸悅縣. 筠, 才華無儔, 而浮妄輕薄, 且無行檢. 頃以循私場屋, 拿鞫受刑, 至是筠乃服

罪, 按律斷罪, 定配于全羅道咸悅地. 當時以父兄而用私情擧子弟者, 非但寶之叔也, 以子弟而因

父兄得科者, 亦非但筠之姪也. 而以筠之無時望, 不能取重於世之故, 寶獨削科, 筠獨受罪, 宜乎

人之不服也.”

88) 조선시대에 준거로 삼았던 大明律에 의하면 본 남편이 간통한 남녀를 현장에서 살해하

는 것은 무죄로 처리되었다.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354∼

356면.

89) “余少日狎游俠邪, 與之諧謔甚親, 悉覩其技.”

90) “蔣生不知何許人, 己丑年間, 往來都下, 以乞食爲事. 問其名則輒曰吾亦不知, 問其父祖居住則

曰: “父爲密陽座首, 生我三歲而母沒. 父惑婢妾之譖, 黜我莊奴家. 十五, 奴爲娶民女, 數歲婦

死. 因流至湖南西數十州, 今抵洛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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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이미 가볍게 여겼습니다. 조금 성장해서는 배운 것이라곤 취할 것 없는 작

은 재주였으며 남을 조소하거나 남의 흠을 지적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기쁘게 해

주는 데 힘쓰다가 경박한 데 빠진 줄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91)

 

  위 밑줄 친 부분에 쓰인 표현은 ｢장생전｣에서 장생이 “모든 기생집에 드나들며 그

들과 다 교분을 맺었다(凡倡店姬廊, 靡不歷入慣交)”거나 “술을 잔뜩 따라 마시고는 노

래를 불러 좌중을 한껏 흥겹게 해주고서야 떠났다(遇酒輒自引滿, 發唱極其懽而去)”고 

한 부분과 酷似하다. 이와 같은 장생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장생이 혹 劍仙의 부류가 

아니었겠는가’ 하고 덧붙인 贊의 내용으로 볼 때, 장생에 대한 허균의 호의적 태도를 

알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입전 인물이 처한 세계의 특징

          1) 出仕不可한 시국: ｢엄처사전｣

  허균의 5전을 종합적으로 논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평범한 인간을 다룬 앞의 두 작

품과 기이한 능력을 지닌 異人을 다룬 뒤의 세 작품으로 크게 나누어 양자 간의 이질

성을 강조했다. 본고에서는 소재적 차이에 따른 그러한 양분은 인정하되, 선행 연구와

는 시각을 달리하여 양자 간의 관련성에 주목함으로써 5전의 내적 연관성을 보다 뚜

렷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5전의 입전 인물이 처한 세계의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부각된 문제점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91) 惺所覆瓿藁 권9, ｢與李大中第一書｣, “僕早失嚴訓, 母兄嬌愛之, 不加誨勑, 任誕自放, 浮湛

於里社中, 茶肆酒坊, 靡不出入, 人見之者, 固已相輕. 稍長所習乃小技, 不足取, 嘲哂抉剔, 務

快人耳目, 不自覺其陷於輕薄.” 수신인 李大中은 李惟弘(1567~1619)으로, 大中은 그의 字이

고 號는 艮庭이다. 작성 순서대로 편차되어 있는 성소부부고의 편집 방식을 고려하면, 이 

편지는 대략 1606년에서 1607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편지의 바로 앞에 수록

된 ｢答錦溪正書｣에는 1605년 무렵의 일인 璿源錄 편찬과 관련된 사안이 언급되고 있으며, 

｢與李大中第三書｣ 다음에 실린 ｢與成德甫書｣에는 1607년 3월 허균이 삼척부사로 발령된 

일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수록 순서로 볼 때 ｢장생전｣은 ｢남궁선생전｣의 초고가 쓰인 

1608년 이후의 저술이므로 이 편지는 ｢장생전｣보다 시기가 다소 앞선 때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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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엄처사전｣에는 유능한 인물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지위가 주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허균은 엄충정이 효행과 덕행을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인물임을 서술했다. 그런 다음 엄충정의 만년에 고작 

참봉직을 두 차례 제의 받았을 뿐이었다고 하여, 이러한 인재가 초야에서 사라져 간

다는 사실을 국가에서는 자각하지도 못하고 인재의 능력에 합당한 처우를 베풀지 못

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와 같은 작가의 태도는 贊에서 드러난다.

  외사씨는 말한다. 엄처사가 집안에서는 효를 하고 마을에서는 방정하게 지냈

으니 진실로 높은 지위를 얻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

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임금을 보필하지 않고-인용자) 궁핍한 가운데 일생을 

마쳐 그의 재능이 조금도 쓰이지 못했으니 애석하다.92)

  위 글은 엄처사의 재능이 조금도 쓰이지 못했다는 진단과 더불어, 그의 재능이 쓰

이지 못한 까닭에 관해 거론하고 있다. 문면 상으로는 모친이 일찍 별세했다는 점만

을 언급하는 듯 보이나, 실은 이면에 암시된 이유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위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韓愈의 ｢柳子厚墓誌銘｣을 보면, 

  子厚(柳宗元의 字-인용자)는 전 시대의 젊은이로 사람됨이 용감하여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아 돌아보지 않고서는 공업을 금세 이룰 수 있다고 여겼기에 연

좌되어 축출되었다. 쫓겨난 이후에는 또 기력이 있고 요직을 얻은 자로서 그를 

알아보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끝내 궁벽한 곳에서 죽어 그 재능

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그 도가 당시에 시행되지 못했다.93)

라고 되어 있다. ｢유자후묘지명｣에서 한유는 높은 지위의 人士가 유종원을 이끌어주

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엄처사전｣에서는 엄충정 본인이 직접 요직을 얻어

야 했다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 점을 제외하면 두 인용문의 나머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한유의 글에서는 유종원이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적절한 지위를 얻지 

92) “外史氏曰: 處士孝於家廉於鄕, 固當得位. 而以母死不賓于王, 卒窮以終, 其才不少售, 惜哉.”

93) 韓愈, 昌黎先生文集 권32, ｢柳子厚墓志銘｣, “子厚前時少年, 勇於為人, 不自貴重顧藉, 為
功業可立就, 故坐廢退. 既退, 又無相知有氣力得位者推挽, 故卒死於窮裔, 材不為世用, 而道不

行於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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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재능이 세상에 쓰이지 못했을 뿐더러, 그가 지닌 도가 당시에 시행되지 못했음

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엄처사전｣의 贊에서 ‘끝내 궁벽한 데서 죽어 재능을 발

휘하지 못했다’라 한 것은, 엄충정이 끝내 ‘道’를 실천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 한 데 

진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허균이 한유와 유사한 취지에서 ｢엄처사전｣의 贊을 썼으리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글로 ｢南孝溫論｣을 들 수 있다. 허균은 이 글의 서두에서 남효온이 벼슬하지 않은 이

유는 당시 임금이 남효온의 견해를 채택해 주지 않아 자신의 도를 실천하지 못할 상

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당시 남효온의 판단이 다음과 같았을 것이

라고 서술하였다. 

  그러자 남효온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보고서는 이르기를 “선비로서 

임금에게 등용되기를 요구하는 자는 바로 자신의 도를 행하고자 해서이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 한갓 영예와 이익만 탐한다면 이는 선비가 아니다.” 하고는 의

향을 결단하여 과거를 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자 사마시에 응시

하여 어미를 영화롭게 하였으나 평생토록 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애초 

자신의 말을 실천했다. 

  이는 강개하게도 부귀를 즐기지 않는 志士나 개결한 장부가 하는 일이었다. 

어찌 이익을 사사롭게 취하고 명성을 도둑질하는 자와 더불어 한 날에 말할 수 

있으랴. 그런즉 자기 뜻이 아니요, 바로 부득이해서였다고 하는 것이다.94)

  위의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허균은 관직에 나아가는 것 자체보다는 관직

을 통해 선비가 자신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유자후묘지명｣에서 한유가 유종원의 사례를 안타까워하는 이

유와도 상통한다. 한편 위 예문의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남효온 역시 엄충정

과 유사하게 효성을 다하기 위해 사마시에는 응시하지만, 자신의 소신에 따라 문과에

는 응시하지 않은 인물로 서술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 부귀에 얽매

94) 惺所覆瓿藁 권11, ｢南孝溫論｣, “孝溫已見其无可爲也, 曰: “士之求用於君者, 乃欲行其道

也. 道不行而徒耽其榮利, 則非士也.” 乃決意而不就貢. 母氏有言, 則占司馬以榮之, 終其身不言

祿, 以踐初言. 是則志士介夫慷慨不屑富貴者之所爲也. 詎可與私其利竊其名者, 同日而語哉? 故

曰非得已也, 乃不得已也.” ｢남효온론｣을 허균의 역사의식과 관련 지어 분석한 연구로 백진

우, ｢許筠의 史論 散文 硏究｣, 語文硏究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328∼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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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志士의 행동이라 예찬한 태도는 ｢엄처사전｣에서 엄충정을 부귀에 무관심한 

인물로 서술한 대목과 유사하다.95)

  이처럼 허균이 논한 남효온은 엄충정과 유사한 행적을 보인 인물이지만, 허균은 남

효온의 행적에 대해서는 功過를 따져 논한 반면 엄충정에 대해서는 예찬 일변도의 傳

을 지어 바쳤다. 그 같은 차이는 허균이 남효온의 일부 행적에 부당한 점이 있어 그 

까닭을 명료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남효온론｣의 

후반부에는 출사해서는 안 될 시국에 처한 남효온이 굳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어 失

言한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엄처사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비록 그러하나 나는 남효온이 뜻을 세워 자신의 지혜를 숨기고 그 도량을 제

한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가 직간하는 상소를 올리던 해에 그가 온축한 

세월은 겨우 20년이었다. 그가 배양한 바로서는 과감히 뜻을 다 펴서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고, 한갓 심중에 격발되는 것만 가지고 임금에게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랐으니, 시기에 可한 때와 不可한 때가 있는 줄은 모르고 

그저 임금이 더불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으며, 자신이 말한 것

들이 갑자기 다 실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분이 얕

은 사람 앞에서 깊은 말을 하고, 말도 날카롭게 해서 지나치게 책망을 했던 것

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의 의견이 채택되지도 못하고 세상에 스스로를 부득이 

방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의 실언함이 심하였다. 나이 어리고 도량이 좁은 

자가 예로부터 이와 같으니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남효온이 차분히 학업에 전념하여 道로써 벼슬하여 신

하와 임금이 동등하게 된 다음 서로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신임하여 오랜 시간 동

안 연마하여 가벼운 일(폐단-인용자)부터 시험 삼아 먼저 제거해 나가고 있다가, 

貞熹王后가 죽고 세조 때의 신하들이 모두 죽는 날을 기다려서 그제야 비로소 

95) “訓誨後進, 必以忠孝爲先, 以其紛譁名利, 則泊然不一出諸口.” 허균이 부귀를 돌아보지 않고 

도의 실현에 관심을 두는 선비의 모습을 이상화하여 그릴 때, 그가 운위한 ‘도’는 성리학에

서 지칭하는 ‘도’와 유사한 의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균이 宋代 성리학자들을 긍정적으

로 열거하면서 道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글로 惺所覆瓿藁 권11, ｢學論｣ 참조. 신승훈

은 이 글을 들면서 이전의 논자들과는 달리 허균의 유학자적 면모에 주목했으나, 허균의 사

상에서 유ㆍ불ㆍ도교가 지니는 비중의 경중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허균이 유ㆍ불ㆍ도가

를 ‘두루 섭렵’한 인물이라고 결론 냈다. (신승훈,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기 문학이론의 

다변화 양상: 유몽인ㆍ이수광ㆍ신흠ㆍ허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5, 44∼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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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그 논의를 폈다면 성종이 분명 그의 말을 채택하여 널리 一國을 새롭게 

했으리니, 그렇다면 어찌 신하와 임금이 모두 영화롭고 역사책에 빛나지 않았겠

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내지 못하고 한갓 속히 이루려고만 해서 마침내 실언하

는 허물에 빠져 곤궁한 가운데 생을 마쳤다. 이는 賈生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

면서 자살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비통해 할만하다.96)

  이와 같이 ｢남효온론｣의 후반부에서 허균은 본래 시기에는 가한 때와 불가한 때가 

있다는 전통적 관점에 충실한 논지를 편 뒤, 남효온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히 이

루려고 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허균은 엄충정을 자신이 처

한 시기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때를 기다리는 인물로 파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엄

충정은 남효온과 마찬가지로 출사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대에 처했으되, 適時를 기다

리는 분별력이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엄충정의 사례에서는 남효온의 경

우와 달리 잘못의 소재가 엄충정이 아닌, 그가 처한 시국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엄처사전｣에는 불우지사의 일생을 묘사하는 가운데, 훌륭한 선비가 인멸되게 하는 

시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완곡한 표현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97)

          

      2) 적대 세력과 불공정한 상벌: ｢손곡산인전｣ ｢남궁선생전｣

  여기서는 ｢손곡산인전｣을 통해 ‘報償’의 측면을, ｢남궁선생전｣을 통해 ‘처벌’의 측면

96) 앞의 글, “雖然, 余悲孝溫之志而闇其智隘其量也. 其抗疏之年, 溫纔二十. 所養未知果盡就否, 

徒以激於中者, 欲取必於上, 而不知時之有可不可, 徒知上之可與而有爲, 而不知所言者遽難悉

行. 深言於淺交之前, 發之旣銳, 而責望之太深. 終至於不見採用, 不得已而自放於世, 其失言甚

矣. 而年少量隘者, 自古已然, 可勝嘆哉. 不然, 使孝溫從容藏修, 進身以道, 臣主旣同量相親信, 

而磨以歲月, 事之淺者則試先去之, 以待貞熹上賓, 而光廟舊臣皆盡之日, 始發此論, 則康靖王必

用其說. 曠然與一國更始, 豈不臣主俱榮而有光於簡冊也哉! 計不出此, 而徒欲速焉, 竟陷失言之

咎, 而窮其身以終. 此奚與賈生流涕痛哭以自亡者何異? 其可悲也歟.” 

97) ｢남효온론｣을 통해 볼 때 허균을 급진적 인물로 보아온 종래의 시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남효온론｣에서 허균은 ‘시기에는 可한 때와 不可한 때가 있다’고 하여 世

運이 변천한다는 古來의 순환론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남효온론｣에
는 정희왕후와 세조대 신하들이 일종의 개혁 반동분자로서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들을 척결

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퇴진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볼 때 허균에게는 유능한 선비의 출사 가능성을 봉쇄하는 ‘不可한 시국’에 대

한 감각은 있지만, 이처럼 출사 불가한 시국은 급진적 개혁을 통해 타개해야 할 상황이 아

니라, 可한 시국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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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작품에는 모두 입전 인물에게 적대적인 주변 인물들이 등

장하여 입전 인물에 대한 상벌을 불공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양상이 나타난다.

  ｢손곡산인전｣은 그 전반부에서 이달이 朴淳의 지도에 힘입어 詩風의 전환을 이루어 

냈으며 문단의 명가들이 모두 독보적 수준이라 인정할 경지에 올랐음을 서술했다. 그

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달이 그러한 남다른 성취에도 불구하고 늙도록 곤경 속에 살아

갔음을 기술했다. 여러 대가들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달을 싫어

하거나 천시했다는 것이 傳의 말미에서 허균이 이달의 일생을 요약한 내용이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이달이 어떠한 세계에 처해 있다고 서술되고 있는지를 알

아보겠다.

  ① 이달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달을 귀하게 여겨 

그 사람됨을 개의치 않고 칭찬해 마지않은 문단의 거장이 서너 분 계시기는 했

다. 하지만 그를 미워한 수많은 속인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누명을 자주 뒤집어 

씌웠고 엄밀한 법망을 적용시켰지만 끝내 이달을 죽이거나 명성을 빼앗을 수 없

었다. 

  ② 이달의 외모는 우아하지 않았고 성품도 호탕하여 검속하지 않았으며 또 세

간의 예절에도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류와 어긋났다. 그러나 古今의 이야기

를 잘 했고,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이르면 술을 즐겨 마셨으며, 晋나라 사람(王

羲之-인용자)의 글씨도 잘 썼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막힌 데가 없었고 재산에

는 관심이 없어 더러는 그 때문에 이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평생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고 사방으로 유리걸식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달을 천하

게 여겼고 그는 빈궁한 가운데 늙어갔으니 이는 참으로 그의 시 때문이다.98)

  위 글에는 이달이 노년에 겪은 불행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①과 ②에 나타난 이

유는 이달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①에서는 문단의 

거장 몇 명이 이달을 극히 칭찬했지만 상당수의 속인들은 그를 미워하여 곤경에 몰아

넣었다고 기술했고, 이어 ②에서는 더러 이달을 아낀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달을 

98) “① 達以是名動東國. 貴之而捨其爲人, 稱譽不替者, 詞林三四鉅公也. 而俗人之憎嫉者, 比肩

林立, 屢加以汚衊, 寘之刑網, 卒莫能殺而奪其名也. ② 達貌不雅, 性且蕩不檢, 又未習俗禮, 以

此忤於時. 而善談今古, 及山水佳致, 喜酒能晉人書. 其中空洞無封畛, 不事產業, 人或以此愛之. 

平生無着身地, 流離乞食於四方, 人多賤之, 窮厄以老. 信乎坐其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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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했다고 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①이다. 허균의 관점에 서게 되면, ‘소수의 

거장’들이 이달에 대해 ‘옳은’ 평가를 내릴 수는 있었지만 그 거장들은 다수의 동조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달은 자신에게 적대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속에

서 살아가야 했고, 그리하여 자신의 역량에 걸맞은 보상을 생전에 얻을 수 없었다. 허

균의 관점에서, 이달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인 다수의 사람들은 이달의 역량을 알아볼 

식견이 결여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달이 생존 시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식견이 부족하거나 공정한 시각을 결여한 적대적 다수가 

주도권을 장악한 세계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남궁선생전｣에도 적대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남궁두의 처벌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드는 자들로 그려진다. 남궁두가 첩과 그녀의 情夫를 살해한 뒤 이 사건으

로 인해 속세를 떠나게 되는 부분에는, 남궁두가 적대적인 인물에게 둘러싸여 있음이 

잘 드러난다. 

  斗는 성격이 뻣뻣했으며 교만하고 굳세고 모질었던 데다 자기 재능을 믿고 향

리에서 제멋대로 굴었고, 거만하게도 수령에게 예를 표하지 않았으므로, 고을의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 남궁두를 질시했는데, 미운 마음을 속으로 쌓아 두기만 

하고 감히 드러내 보이지는 못했다. 

  애초에 선생이 벼슬길에 오를 생각으로 서울로 이사할 적에, 첩 하나를 시골 

집에 남겨두고 매년 가을마다 돌아와서 집안 일(농사 수입-인용자)을 처리했다. 

첩은 武人의 딸이었는데 매우 예쁘고 똑똑해서 글자 쓰는 것과 셈법을 가르쳐주

면 척척 알아듣는 것이 남달랐기에 남궁두가 매우 총애했다. 남궁두가 서울에 

있을 때는 시골 집을 몇 개월이고 비우는 까닭에 그 첩은 남궁두의 異姓 당질과 

사통했다.99)

  모범적인 인품을 지닌 엄충정과 달리, 남궁두는 분명 인격적 하자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소수의 식견 있는 사람들에게만은 인정을 받았다는 이달의 경우와 

달리, 남궁두는 위아래 할 것 없이 고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서술되

고 있다. 즉, 남궁두는 이달보다 한층 더 적대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이라 할 수 있

99) “斗伉倔, 自矜懻剛忍, 敢爲恃才, 豪橫於閭里, 倨不爲禮於長吏, 縣上下俱側目於斗, 而積不敢

發. 始先生移家輦下, 爲進取計, 而留一妾於鄕墅, 每年秋, 輒歸, 經紀其務. 妾卽兵家女而艶慧

甚, 敎以書計, 該捷絶倫, 斗絶嬖之. 其在洛也, 則曠居累月, 故潛與斗之堂姪異姓者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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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이달이 원한을 샀던 인물들로부터 박해를 당한 데에 비해, 남궁두를 미워

한 사람들은 즉각 증오를 드러내지는 못했다고 서술된다. 남궁두에게 적대적인 인물

들은 원한을 쌓아두기만 하고 표출하지 못하다가 절호의 기회를 얻자 남궁두를 궁

지로 몰아넣게 된다. 

  다음은 남궁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경과를 서술한 부분이다.

남궁두는 관가에 이 일을 알릴까 했지만, 가문을 더럽히는 것인데다가 수령의 

마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두 시체를 끌어다 논두렁에 묻고 

그 즉시 급히 말을 달려 서울로 돌아갔다. 

날 밝을 때쯤 집안 종들이 남녀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는, 당질과 함께 도망갔

다고 생각하여 당질네 집에 물어보았더니 그 집에서도 그들이 간 곳을 몰랐다. 

예전에 남궁두의 곡식 백 여 석을 훔치고서는 남궁두가 오면 분명 자기를 죽

일 것으로 여겨 항상 두려워하는 소작인 놈이 있었다. 그 자는 남궁두가 두 사

람을 죽였다고 의심하여 그 자취를 밟다가 논두렁 물 위에 기름이 몽실몽실 떠

있기에 이를 삽으로 파헤쳐 보았더니, 두 시체가 위아래로 마주보며 엎어져 있

었다. 즉시 첩의 친정에 달려가 이 일을 알렸더니 첩의 아비 늙은 무인은 수령

에게 이 일을 고하고, 남자의 집안을 끌어들여 남궁두가 여자에게 묵은 원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세웠다. 

수령과 여러 아전들은 본디 일찍부터 남궁두를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두

들 고소해하며 남궁두를 죽여서 분을 풀리라 생각하고, 私的인 불화 때문에 당

질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조서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남궁두를 서울에서 칼 

씌워 다섯 종류의 혹독한 고문을 번갈아 하고는 붙잡아 尼山(현재의 논산-인용

자)으로 이송하였다. 

남궁두의 처는 어린 딸을 업고 뒤쫓아 오다가 감시하던 자를 취하게 만들어서 

밤중에 형틀을 벗기고 남궁두를 달아나게 해주었다. 날이 밝자 감시하던 자가 

남궁두가 도망간 줄을 깨닫고 자취를 밟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남궁두의 

처를 고을로 압송하여 딸과 함께 감옥 속에서 굶주려 죽게 만들었다. 임피에 있

던 남궁두의 못과 논밭, 종놈들은 흩어서 두 원수, 당질과 첩의 집안으로 나누어 

돌려졌다.100)

100) “斗欲告官, 以點汚門戶, 且難保長吏心. 卽牽二屍, 埋於稻田瀆內, 卽疾驅回洛. 遲明, 家僕覺

之, 意其與堂姪逃, 問姪家, 則亦莫知所之. 有莊奴竊斗穀百許石, 常恐斗來則必死, 疑斗之殺二

人, 尋其跡, 田瀆有膏沸於水上, 鍤發之, 二屍俯仰焉. 卽奔告妾家, 老革告于令, 引男家証有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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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두는 자신의 첩과 당질을 죽인 일을 관가에 보고하려다가 마음을 바꿔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결국 사태는 악화되고 만다. 남궁두에게 곡식을 꾸어 간 

소작인은 남궁두가 살인을 감행할 인물이라 여겨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뿐 아니라, 

남궁두가 두 사람을 죽인 것으로 짐작한다. 이 소작인은 두 사람이 살해된 사실을 발

견한 이후 피해자의 집안과 결탁하고, 피해자의 집안에서는 관가와 결탁하여 남궁두

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다. 

  주변 인물들이 남궁두에게 적대적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두 남녀가 남궁두에게 죽

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둘러싼 맥락은 주변 인물들의 바람에 맞

게 조작된다. 남궁두의 입장에서는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합당한 응징을 가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 밑줄 친 구절처럼, 당질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건으로 왜곡된 

것이다. 또한 남궁두의 체포와 고문에서 사건 처리가 그친 것이 아니라 남궁두의 무

고한 처자는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고, 마을에서 가장 많던 재산은 도리어 남궁두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두 남녀의 집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된다.

  이토록 극히 불공정한 처벌이 집행된 것은 남궁두가 평소의 오만한 행동으로 주변

의 미움을 산 것 외에도 남궁두의 주변 인물들에게 사태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단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궁두가 두 남녀를 응징한 것은 제3의 불편부당한 목

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어난 일의 전후 맥락을 공정하게 심판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남궁두가 벌인 일과, 그에 부과

된 형벌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남궁두가 속세에서 출세의 희망

을 완전히 단념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처럼 남궁두에게 과도한 형벌이 부과된 것은 적대적 인물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의 선입견에 법적 정당성을 덧입혔기 때문이다. 이달의 주변 인물들

의 태도가 안목의 결여, 즉 지적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남궁두의 주변 인물

들은 공정한 태도 및 은폐된 사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의 결여로 인해 기존에 

지닌 적대적 태도를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지만, 두 입전 

인물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다수의 인물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세계에 처해있다는 점에

怨. 令與諸吏, 固嘗不快於斗, 俱喜而欲甘心, 以私嫌謀殺堂姪爲案. 械斗於都下, 五毒備慘, 檻

至尼山. 斗之妻負幼女追至, 醉守者, 夜脫械逸去. 天亮, 守者覺之, 跡不獲, 以其妻致縣, 竝女

瘦死獄中. 陂池園田臧獲, 狼籍分析於二仇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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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적이다.

          3) 질병 창궐과 전란 발발: ｢장산인전｣ ｢장생전｣

  이달과 남궁두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곤경을 겪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성격을 제어하고 행동을 잘 관리했다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상당 부분 개선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질병과 전란은 개인이 처신에 유의하는 정도로는 예방

이 불가능하여 한층 두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장산인전｣에 따르면 1519년에 태어난 장한웅은 지리산에 입산하기 전인 1559년 

무렵에 이미 역병을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리산에서 수련을 마치고 하산한 60세 

무렵인 1579년부터는, 1592년 사망하기까지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101) 장한웅이 주로 활동했던 16세기 중후반은 이

상기후로 인해 기근이 확산되고 그에 따라 역병도 창궐했던 시기였다.102) 따라서 질

병에의 대처는 당시 사회의 당면 문제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산인전｣에는 

장한웅이 악귀를 쫓아내거나 동물을 살렸다고 하여 사건이 다소 신비적으로 묘사되고

는 있지만, 이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질병의 치료 방식에 관한 사실적인 언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103) 질병 치료에 대한 관심은 이 작품의 서두에서도 나타난다. 

장한웅이 부친에게 받은 의약서 중, 明初의 책인 運化玄樞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元末 明初의 의약서를 집대성하려던 노력이 대두하고 있던 조선 중기의 시대상

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4) 요컨대 장한웅이 해결하고자 했던 당대 사

101) “山人受之, 讀數萬遍, 亦能呼召神鬼, 治瘧癘, 輒已之. … 住山十八年而回, 至洛居于興仁門

外, 六十而貌不衰. 隣有空宅, 凶不可入, 其主請禳之. 山人夜詣之, 有神二人來跪曰: “吾門竈神

也. 有妖蛇據之, 售其奸, 請誅之.” 卽指庭中大槐根, 山人呪水噴之, 有頃大蛇人面者目如鏡, 蜿

蜒以出其半而斃. 令焚之, 宅遂淸. 與人游箭串捉魚, 山人擇死者盛於水盆, 以匕藥投之, 魚更活

洋洋然. 人試以死雉, 又以匕藥納口中, 卽奮迅而活.”

102) 김호, ｢東醫寶鑑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醫學論｣,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24∼49

면.

103) 병의 발생을 귀신의 소행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春秋左傳 이래로 여러 史書에 등장

한다. 이를 참조할 때, ｢장생전｣에서의 악귀 퇴치 일화는 병이 귀신 때문에 발생한다고 여

겼던 믿음이 반영된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리라 본다.

104) 運化玄樞는 명 태조의 17번째 아들 朱權이 지은 도교 의학서이다. 明代 高儒의 百川

書志에 의하면 이 책은 본래 5권 분량이었는데 완질이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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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요한 문제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산인전｣에서 이 

문제는 장한웅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부분적으로만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장산인전｣과 ｢장생전｣은 모두 당대의 전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장한웅은 

자신이 ‘올해는 명이 다할 것’을 예견하고는 가산을 정리하고 산사로 들어가 火葬을 

요청한 뒤 왜인의 칼에 죽음을 맞는다.105) 이러한 결말에서 보듯 장한웅은 자신의 죽

음을 예견만 할 수 있었다. 기이한 능력을 지닌 異人조차 전란 와중에 닥친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는 서술로 보아, 동시대 사람들이 직면했던 전란의 여파가 극

히 감당하기 어렵고 심중한 문제였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장생전｣ 말미의 洪世熹에 대한 에피소드에는 전란 중에 놓인 개인의 운명이 얼마

나 초라한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다. 

무인 홍세희란 자는 蓮花坊에 살았는데 장생과 가장 친했다. 4월에 李鎰을 따

라 왜적을 방비하러 鳥嶺에 당도했을 때 장생을 만났다. 

장생은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끌고 있었는데 홍세희의 손을 붙들고 몹시 기뻐

하면서 말했다. 

“나는 사실 죽은 게 아니라네. 바다 동쪽의 어떤 나라를 향해 떠난 것이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대는 올해는 죽을 운명이 아니네. 전쟁이 있거든 높은 숲으로 가고 물로 

들어가지 말게. 정유년에는 결코 남쪽으로 와서는 안 되네. 혹시 공무가 있더라

도 산성으로 올라가지 말게.” 

말을 마치고는 나는 듯이 떠나가서 잠시 후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홍세희는 과연 탄금대 전투에서 장생의 말을 기억해내 산 위로 달아나 화를 

면했다. 

정유년 7월에 홍세희는 禁軍(국왕의 친위군-인용자)으로 당직을 서다가 梧里

(李元翼의 호-인용자) 정승에게 임금의 전교를 전할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장생

이 주의 준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星州에 이르렀을 때 적에게 

쫓기게 되어 黃石城이 방비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빨리 그리로 들어갔는데, 

105) “壬辰亂日, 山人年七十四, 處其家分與諸姪, 一衲携筇, 五月, 入逍遙山, 語僧曰: “今年命當

訖, 須焚葬之.” 未久, 賊至, 坐而受刃, 其血如白膏, 立不僵. 俄而大雷雨, 賊懼而去. 山僧茶毗, 

則瑞光瞩天三晝夜, 得舍利七十二粒其大如芡實, 色紺碧, 藏之塔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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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함락될 때 성과 운명을 같이했다.106)

  위 인용문 중에서 장생이 홍세희에게 건넨 말을 보면 장생 역시 장한웅과 마찬가지

로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인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생이 홍세희에게 

전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592년 전투(임진왜란)에서는 죽지 않을 것

인데 다만 이러저러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597년 전투(정유재

란)에서는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정한 두 시점을 제시하여 

對句를 이루는 장생의 발언에 홍세희가 1597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이 없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특히 정유년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은, 마치 

그 금지된 행동을 할 경우 죽게 된다는 경고의 뉘앙스를 담은 듯 보이기도 한다.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장생이 예언한 사건은 결국 임진왜란 초기의 탄금대 전투와 

정유재란 초기의 황석산성 전투인 것으로 드러난다. 두 전투 모두 조선군이 거의 전

멸한 전투이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장생전｣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를 내다본 신비

한 인물의 능력을 보여줌과 더불어, 가망 없는 두 번의 전투에서 한번은 용케 살아났

다가 두 번째 전투에서는 戰死하고 만 어느 무인의 일생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생전｣과 ｢장산인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삶을 서술하는 가운

데, 이들이 경험한 잔혹한 전란의 흔적을 서술함으로써, 당대 사회가 직면한 거시적 

차원의 역사적 사건을 문학의 영역으로 요령 있게 포섭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장생의 최후에 대한 것이다. 장생은 임진왜란

이 발발하던 바로 그 달 초에 크게 취하여 거리에서 하염없이 노래를 부르다가 죽은 

인물로 서술된다. 그런데 되살아나서 홍세희 앞에 나타난 장생은 자신이 해동의 한 

국토를 찾아간다고 일러준다. 이는 앞서 ｢장산인전｣의 장한웅이 자신이 갈 곳을 ‘금강

산’이라고 특정한 것과 다르다. 허균은 ｢장생전｣ 말미에서 장생을 劍仙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처럼 신비스러운 존재인 장생이 갈 곳을 ‘찾아[覓]’ 나선다고 말하게 했

다. 이는 당시 허균이 자신이 처한 세계에서 뚜렷한 전망을 찾기 어렵다고 본 절망감

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107)

106) “武人洪世熹者居于蓮花坊, 最與之昵. 四月, 從李鎰防倭, 行至鳥嶺, 見生芒屩曳杖, 握手甚

喜曰: “吾實非死也. 向海東覓一國土去矣.” 因曰: “君今年不合死. 有兵禍, 向高林勿入水. 丁酉

年, 愼毋南來. 或有公幹, 勿登山城.” 言訖, 如飛而行, 須臾失所在. 洪果於琴臺之戰, 憶此言, 

奔上山得免. 丁酉七月, 以禁軍在直, 致有旨於梧里相, 都忘其戒. 回至星州, 爲賊所迫, 聞黃石

城有備. 疾馳入, 城陷倂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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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우지사’의 형상화 수법 

          1) 모범적 인물형과 일탈적 인물형의 배치

  허균의 5전은 惺所覆瓿藁 권8에 나란히 실려 있어서, 허균의 5전에 접근한 과거

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각 입전 인물들을 비교하며 읽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 작품

에서 인물들을 지칭할 때 작가가 입전 인물을 부르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처사’나 

‘산인’이라 부르는 경우와 이름을 부르는 경우로 양분됨을 볼 수 있다. ｢엄처사전｣과 

｢장산인전｣은 前者에 해당하고, ｢손곡산인전｣, ｢남궁선생전｣은 後者에 해당한다. 

  이렇게 5전을 양분해 보면, 전자의 경우 입전 인물의 모범적 언행이나 탁월한 능

력에 대한 서술이 주조를 이루는 반면, 후자의 경우 해당 인물의 탁월한 능력을 서

술하는 가운데 그 인물의 부정적 언행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리하여 독자는 후자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이 비록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는 있으나, 

전자 계열에 속하는 인물에 비해서는 모자란 인품을 가진 자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간취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5전의 서두에 등장하는 엄충정은 여타의 입전 인물에 비해 매우 모범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장한웅은 이웃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등 덕행을 베푸는 삶

을 살기는 하지만, 엄충정과 같은 성리학적 理想을 실천한 인물이라 하기는 어렵다. 

장한웅이 엄충정에 비해서는 덜 모범적인 인물일지라도, 후반부 세 편의 신선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덕행이 구비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후자에 속하는 인물 중 이달은 “성품도 호탕하여 검속하지 않았다(性且蕩不

檢)”거나 “속례에 익숙하지 못했다(未習俗禮)”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다소 거

107) 개인의 힘으로 생사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점과,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을 전란과 연관시켜 서술한 허균의 글로 惺所覆瓿藁 권17, ｢新平李生墓誌｣ 참조. 이 글

에는 조모와 부친을 왜적에게서 구출하려는 효성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음

을 맞는 인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특히 다음 구절에 약여하다. “賊欲加刃祖

母, 其父以身翼之, 刃傷其耳, 蓍爭先死. 芝繼斃於劍, 葑在澗邊, 大呼袒而進, 擧體覆父上, 以

手抗賊, 十指俱落, 叫號不少衰, 被創十有六處乃隕. 會日暝棄去, 祖母及父賴以全.” 허균이 전

란 체험을 소재로 하여 쓴 다양한 글에 대해서는 이지영, ｢성소부부고에 나타난 許筠의 

민간전승에 대한 관심과 그 의의｣,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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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인품의 소유자였음이 드러난다. 남궁두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부터 “성격이 오만

하고 거칠며 모질었다(斗伉倔, 自矜懻剛忍)”는 부정적 언급이 명시되고 있다. 장생 

역시 작가가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일지언정, 존모하는 대상은 아니다. 장생 역시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킨다면 이달이나 남궁두와 같은 계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전자를 ‘모범적 인물형’으로, 후자를 ‘일탈적 인물형’으로 명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범적 인물형을 앞세운 다음 가지각색의 인물 군상을 

차례로 제시하는 서술 방식은, 앞 시기의 사기 열전과 그 영향을 받은 淸代의 장

편소설 儒林外史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108) 사기의 서술 방식을 극도로 발전

시켰다고 평가되는 유림외사에서는 서두에 긍정적인 인물인 王冕이 한 차례 등장

한 다음, 부정적인 여러 인물들이 등장과 퇴장을 반복한다. 그리하여 유림외사에

서는 어떤 인물도 전체 작품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서사를 이끌

어가는 중심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109) 허균의 5전에서도 각 

傳의 배치 순서를 유념하여 보면, 서두에 엄충정이라는 모범적인 인물이 한 번 등장

하고는, 다시는 그에 필적할 정도의 모범적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사기 열전이나 유림외사의 사례를 고려할 때, 그와 유사한 인물 배치 방식을 

취하고 있는 허균의 5전 역시 이들을 각기 독립적인 별개의 작품으로 볼 것이 아니

라 각 작품들 간의 상호 연관 속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 작품을 

상호 비교하면서 읽을 때에라야 각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범적 인물을 앞세움으로써, 작가 자신은 인물에 대한 판단을 노

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도 독자로 하여금 나머지 입전 인물들을 상호 비교케 하여 

각 인물들의 도덕적 우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서술한 점은, 허균이 사기 열

전의 수법을 계승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110) 이는 예컨대 동시대 작가인 李山海가 

108) 사기와 유림외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상훈, ｢章回小說의 새로운 독법을 위하여: 
유림외사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53, 韓國中國語文學會, 2007 참조.

109) Z. Slupski, “Three Levels of Composition of the Rulin Waishi”,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9, No.1, Harvard-Yenching Institute, 1989 참조. 유림외사의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서구 문학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의 견해와 이에 대

한 반론을 소개한 사례로 조관희, ｢儒林外史의 구조｣, 語文學硏究 4, 상명대학교 어문

학연구소, 1996 참조.

110) 이와 비슷하게 유림외사의 서두에 등장하는 왕면이 나머지 인물의 준거점 기능을 한다

는 설은 Shuen-fu Lin, Idema, 高友工, Slupski등 여러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

다.(Z. Slupski, 위의 글, p.21, 각주 13번 참조.) 

     허균이 이처럼 사기와 氣脈이 닿는 표현 수법을 동원하게 된 것은 17세기 초 조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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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主簿傳｣에서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전면에 부각시킨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룬

다.111)

  한편 허균은 일탈적 인물형에 속하는 이달과 남궁두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모범

적 인물형을 그릴 때와는 태도를 달리하여 ‘達’이나 ‘斗’라 하여 인물의 이름을 칭하

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신분이나 나이 같은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은 아닌 듯

하다. 일탈적 인물형 중 이달은 서자이지만, 남궁두는 士族임에도 이달과 마찬가지

로 작중에서 이름을 부른 것이다. 또한 이달과 남궁두는 모범적 인물형인 엄충정ㆍ

장한웅과 마찬가지로 16세기 초에 출생한 인물이라, 입전 인물의 나이에 따라 호칭

의 차이를 두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5전의 모범적 인물에 비하여 인품의 

낮음을 분명히 보이기 위하여 존칭이 아닌 이름을 칭하는 서술 방식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작가가 모범적 인물과 일탈적 인물을 구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일례로 

｢엄처사전｣과 ｢손곡산인전｣의 대비적 서술을 들 수 있다. 엄충정의 화락한 인품에 

대해 “남과 거스르지 않았다(不與人忤)”라 한 것과 대조적으로, ｢손곡산인전｣에는 

비록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달이 “속례에 익숙하지 못해 시류와 어긋났다(未

習俗禮, 以此忤於時)”고 서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탈형 인물을 ‘貶’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에 각기 차등을 두려는 의

도가 介在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달과 남궁두는 빈부의 차이로 보면 극명한 대

조를 이룬다. 이달은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주 가난하여 걸식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반면 남궁두는 자기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였으며 서울로 이사한 이후에도 

고향에 셈을 잘 하는 첩을 남겨두어 집안일을 처리하게 했다. 게다가 자신이 직접 

단에 明으로부터 사기 選集이 유입된 점, 허균이 사기 독서 열풍을 주도했던 문인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사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규, ｢朝鮮後期 士大夫의 

<史記> 理解｣, 진단학보 74, 진단학회, 1992; 심경호, ｢宣祖ㆍ光海君朝의 韓愈文과 史記 

硏鑽에 관하여: 韓愈文과 史纂의 懸吐와 註解를 중심으로｣, 서지학보 17, 한국서지학

회, 1996; 이현호, ｢朝鮮後期 史記 批評 硏究｣,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1 참조. 이들은 

대표적인 논거로 1600년 7월 20일자 실록 기록을 근거로 들어 凌稚隆의 史記評林과 漢

書評林, 茅坤의 史記抄가 조선 전래되었다는 사실, 조선 내에서도 이러한 저작과 유사한 

사기 초록본이 등장하였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시기 사기에 현토와 주해 

작업을 했던 尹根壽와 車天輅, 漢史列傳抄를 편찬한 崔岦, 史纂 간행을 주도했던 李恒

福 등은 허균과도 친분이 있었다.

111) 鵝溪遺稾 권3, ｢安主簿傳｣, “況覆載生成之偏, 不能無憾於人.故人而病者, 有狂者瞽者聾者

瘖者肉而塊者, 如是者何限, 而又有型之不病而心病者, 則其視於此, 果何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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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 고향에 돌아가 사무를 돌봤다고 했다.112) 그 결과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러 남들의 호감을 사기도 했던 이달과 달리, 첩을 통해 가산을 

적극 관리했던 남궁두는 첩의 일이 빌미가 되어 패가망신하는 데 이르고 만 것처럼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단, 일탈적 인물형을 貶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모범적 인물형과 

대비시킨 결과일 따름이다. 허균은 일탈적 인물형에 대해 서술할 때에도, 인물의 事

蹟을 다 기술한 뒤 작품 말미에서 자신을 일컬을 때는 ‘不佞’이라 하여 謙稱했

다.113) 이를 통해 볼 때, 허균은 입전 인물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인

물을 지칭하는 방식에는 변화를 둠으로써 인물의 도덕적 우열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114)

          2) 유사한 인물형과 대조적 인물형의 활용

  위에서 5전 각 편의 나열 방식에 주목했다면 여기서는 각 작품 내의 인물 배치 방

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傳이 입전 인물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입각해서 저술되

는 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傳 서술은 인물에 대한 작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삽화를 동원하여 작가의 관점을 독자에게 납득시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112) ｢손곡산인전｣, “其中空洞無封畛, 不事產業, 人或以此愛之. 平生無着身地, 流離乞食於四方, 

人多賤之.”; ｢남궁선생전｣, “先生名斗, 世居臨陂, 家故饒財, 雄於鄕. … 始先生移家輦下, 爲

進取計, 而留一妾於鄕墅, 每年秋, 輒歸, 經紀其務. 妾卽兵家女而艶慧甚, 敎以書計, 該捷絶倫, 

斗絶嬖之.”

113) ｢손곡산인전｣, “所著殆失盡, 不佞粹爲四卷以傳云.”; ｢남궁선생전｣, “不佞見先生, 飮啖食息

如平人, 怪之”

114) 특히 허균의 자전적 요소가 뚜렷하게 투영된 인물 남궁두에 대해서는, 그의 오만하고 모

진 성격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여타 인물에 비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결과적

으로는 자기반성의 의도가 어느 정도 개재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다. 제3의 인물

에게 저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함으로써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명대 후반 自傳 문학의 경향

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 W. Huang, Literati and self-re/presentation: 
autobiographical sensibility in the eighteenth-century Chinese novel,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5, pp.7-12; 36-42. 또한 중국의 역사 기술 전통에서 인물에 관한 

일화가 궁극적으로는 해당 인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임을 지적한 연구로 

D. Schaberg, A patterned past: form and thought in early Chinese historiograph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1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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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허균의 5전은 입전 인물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입전 인물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5전에서 입전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는 주

변 인물들은 크게 입전 인물과 유사한 인물과 대조되는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산인전｣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은 장한웅과 유사한 점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하에서 볼 ｢장산인전｣의 서두와 말미에는 각각 장한웅의 부친과 鄭䨜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張山人名漢雄, 不知何許人也. 自其祖三世業瘍醫, 其父嘗餌商陸, 能視鬼而役使

之. 年九十八, 如四十許人, 出家去莫知所終. 臨行, 以二卷付之, 乃玉樞經及運

化玄樞也. 山人受之, 讀數萬遍, 亦能呼召神鬼, 治瘧癘, 輒已之.115)

  (장산인은 이름이 한웅인데,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조부로부터 3대에 

걸쳐 瘍醫(종기나 부스럼을 치료하는 의원-인용자) 일을 했는데 장산인의 부친

은 일찍이 商陸을 맛보고는 귀신을 보고 귀신을 부릴 수 있었다. 나이가 98세가 

되었을 때에도 마치 40여세 쯤 되어 보였으며 출가해 떠났는데 어디서 생을 마

쳤는지는 알 수 없다. 출가할 적에 장산인에게 두 권의 책을 맡겼는데 그 책은 

바로 옥추경과 운화현추였다. 장산인은 그 책을 받아서 만 번을 읽었더니 

그도 역시 귀신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학질을 고쳐 항상 낫게 했다.) 

  是年九月, 山人至江華鄭䨜家. 䨜不知其死, 留三日去. 自言往金剛山. 明年, 方知

其死, 人謂劍解也. 䨜亦遇異人, 善占侯風鑑象緯家, 言多奇中. 爲齋郞不受. 或言其

能役鬼, 早卒.

  (이해 9월, 장산인은 강화의 정붕 집에 갔다. 정붕은 장산인이 죽은 지 모르고 

있었는데, 장산인은 3일을 머무르고 떠나면서 스스로 말하길, 금강산으로 간다

고 했다. 정붕은 다음해에야 바야흐로 장산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이를 劍解라고 했다. 정붕도 異人을 만나서 점을 잘 치고 관상을 잘 보며 천문

을 잘 보았으며 말한 것이 기이하게도 많이 맞았다. 참봉에 임명되었지만 응하

지 않았다. 혹자는 그가 능히 귀신을 부렸다고 하는데 일찍 죽었다.)

  장한웅의 부친과 정붕, 이 두 사람은 각각 장한웅의 앞 세대와 뒤 세대 인물이다. 

115) 5전의 형상화 수법에 대해 고찰한 제3장과 제4장의 3,4절에서는 원 자료의 특성을 보이

기 위해 원문을 본문에서 다루겠다.



- 55 -

그런데 되살아난 장한웅에 대한 서술이 끝난 뒤에도 정붕의 행적에 대한 기술이 이어

지고 있다. 입전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서사의 凝集性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입전 인물

이 아닌 정붕의 행적에 대한 작품 말미의 언급은 서술의 초점을 산만하게 만든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예문의 ‘亦’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장한웅의 

앞뒤 세대의 인물들은 장한웅이 평지돌출한 異人이 아님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즉 

장한웅은 부친과 정붕 사이에 놓임으로써 대대로 등장했다 사라진 이인들 중 하나라

는 맥락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남궁선생전｣과 ｢장생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입전 인물과 대조적인 인물

형이 많다. 예를 들어 남궁두와 권 진인은 각기 수련에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라는 

대조를 이룬다. 또한 ｢장생전｣ 말미에 등장하는 홍세희도 장생과 대조되는 인물이다. 

장생은 죽은 듯 보였지만 살아나서 미지의 어떤 곳을 찾아 떠나는 인물로 서술되는 

반면, 장생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함락되는 성과 함께 목숨을 잃은 자로 서술된다.

  그런데 이처럼 유사한 인물형과 대조적 인물형을 작품 내에 등장시킴으로써 입전 

인물의 특징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는 수법은 사기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백이열

전｣에서 백이와 유사한 덕을 지닌 인물로 숙제를 제시한 것과, ｢魏公子列傳｣에서 위

공자의 도량을 부각하기 위하여 우둔한 魏王을 등장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

다.116) 이로 볼 때, 입전 인물에 대한 서술의 초점을 흐리는 것처럼 보이는 주변 인

물에 대한 서술은 작품의 단점으로 재단하고 말 부분이 아니라, 입전 인물의 특성을 

부각시키려는 필요에 의한 의도적인 수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전망 없는 세계의 표현 방식

          1) 암시적 표현의 추구

  허균의 5전에서 입전 인물들이 처해 있는 세계의 문제점을 앞에서 세 가지 측면으

116) 상이한 인물을 대조시켜 입전 인물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烘托’의 수법이라 하기

도 한다. 韩兆琦, 앞의 책, 77∼78면 참조. 유림외사의 여러 등장인물들은 상호 간의 유

사점ㆍ대조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Z. Slupski, 앞의 논문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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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처럼 전망 없는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은 ‘암시적 표현’을 추

구한 경우와 ‘상세한 묘사’를 지향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전 인물이 암울한 

시국에 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엄처사전｣과, 모범적 인물임에도 知遇를 입지 못

하고 불우하게 죽은 인물을 그린 ｢장산인전｣에는 암시적 표현 방식이 주로 쓰인 것으

로 보인다. 

  먼저 ｢엄처사전｣에서 엄충정이 위독한 모친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에는, “어

머니의 병이 위중하자 자신으로 어미의 죽음을 대신하기를 하늘에 기도했으나 복을 

얻지 못했다(母病殆, 以身禱於天, 不獲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武王의 병이 

위독하자 周公이 자신을 대신 데려가고 무왕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書經 ｢金縢｣
의 일화를 연상케 한다.117)

  향리에서의 행적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엄충정은 가난한 환경에 처했지만 평정한 심

리상태를 보이면서 주변 인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만년의 삶을 

묘사하면서 “산수가 몹시 그윽한 곳을 골라 머물면서 띠집을 짓고 거기서 일생을 마

치려 했다(擇山水幽絶處, 構茆舍, 若將終身焉)”라는 부분에 쓰인 “若將終身焉”이란 구

절은 맹자에서 舜 임금의 삶을 서술할 때 썼던 표현이다. 맹자는 순 임금이 평민이

었을 때와 천자가 되었을 때의 처신을 대비하면서, 순 임금이 평민으로 있을 적에는 

마치 평민인 채로 삶을 마감해도 좋을 것처럼 유감없이 지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썼다.118) 주희는 빈부와 같은 외적 조건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인의 덕’을 드러낸 데 이 구절의 요점이 있다고 해석했다.119) 가난한 처지의 엄충

정을 묘사하면서 유사한 형편에 처했던 성현을 묘사하는데 쓰인 표현을 가져다 쓴 것

을 볼 때, 허균은 여느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보았던 ｢남효온론｣에서 빈곤에 처했어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

하는 태도를 칭송한 것과도 상통한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엄충정이 “항상 진실하게 처신하는(恒居肫肫如也)” 인물이었

음을 서술했다. 여기서 ‘肫肫’이란 中庸에 전고를 둔 표현으로, 주희의 해석에 따르

117) 書經集傳 권4, ｢金縢｣, “史乃冊祝曰: 惟爾元孫某, 遘厲虐疾, 若爾三王, 是有丕子之責于

天, 以旦, 代某之身.” 

118) 四書集注 권14, ｢孟子｣, “孟子曰: 舜之飯糗茹草也, 若將終身焉. 及其爲天子也, 被袗衣鼓

琴, 二女果, 若固有之.”

119) 四書集注 권14, ｢孟子｣, “言聖人之心, 不以貧賤而有慕於外, 不以富貴而有動於中, 隨遇

而安, 無預於己, 所性分定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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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극한 仁을 체현한 자의 모습을 가리킨다.120) 엄충정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지성

스러운 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엄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일체 義에 의거해

서 엄격히 판단했으므로 향리 사람들이 모두 경애했다고 한다. 또한 후학을 가르칠 

때 충효를 가장 중시했고 名利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121) 이처럼 작

가는 엄충정의 덕성과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기보다는 經書의 구절을 

암시하거나, 자세한 에피소드가 아닌 요점만을 거론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다음에는, 엄충정의 훌륭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만년에 조정으로부터 

제의된 벼슬은 엄충정의 능력에 걸맞은 지위가 아닌 참봉에 불과했으며 그조차도 겨

우 두 번 제의되었을 따름이라는 내용이 이어진다.122) 이는 劉備가 諸葛亮에게 요직

을 제의하면서 三顧草廬한 일화와 대조를 이룬다. 허균은 엄충정이 참봉직 제의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終不赴焉)”고만 하여, 매우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주공

이나 순 임금에 필적하는 덕행을 갖춘 인물에게 조정이 낮은 벼슬을 제의한 것은, 엄

충정으로서는 수락하기 어려운 굴욕적인 대우라 여긴 허균의 생각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엄충정이 죽은 이후, “여항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통곡하였고, 사대부들도 그

를 알건 모르건 모두 그 집에 와서 조문했다.(閭巷爭來哭之, 士夫識與不識, 皆相弔于

家)”는 부분은 사기 ｢李將軍列傳｣과 유사하다. ｢이장군열전｣에 입전된 李廣 역시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죽은 인물이라 묘사

되어 있다. 사마천은, 이광이 죽자 “사대부를 비롯하여 이광의 군사들은 모두 통곡했

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知面이 있건 없건 간에 늙은이 젊은이를 막론하고 모

두 눈물을 흘렸다(廣軍士大夫一軍皆哭. 百姓聞之, 知與不知, 無老壯, 皆爲垂涕)”고 하여, 

뛰어난 인물의 가치를 조정의 고위 인사들은 간과했지만 하층민들은 오히려 정확히 

120) ‘肫肫’이란 표현은 ｢中庸｣에 나온다. “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

天地之化育, 夫焉有所倚? 肫肫其仁, 淵淵其淵, 浩浩其天. 苟不固聰明聖知達天德者, 其孰能知

之?” 이에 대한 주희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經綸, 皆治絲之事, 經者, 理其緖而分之; 綸者, 

比其類而合之也. 經, 常也. 大經者, 五品之人倫, 大本者, 所性之全體也. 惟聖人之德, 極誠無

妄, 故於人倫, 各盡其當然之實, 而皆可以爲天下後世法, 所謂經綸之也. (중략) 肫肫, 懇至貌, 

以經綸而言也; 淵淵, 靜深貌, 以立本而言也; 浩浩, 廣大貌, 以知化而言也.” ｢중용｣ 원문에서 

‘肫肫’이 仁과 연결되어 있고, 주희의 註에서 이를 경륜(다스림)의 일과 연결시킨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四書集注, ｢中庸｣ 참조.)

121) “及至鄕評臧否, 辭受取與之間, 截然不可犯, 一切以義裁之, 鄕人皆愛而敬之. 訓誨後進, 必

以忠孝爲先, 以其紛譁名利, 則泊然不一出諸口.”

122) “朝廷聞而嘉之, 再授齋郞, 終不赴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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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다고 썼다. 허균도 엄충정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와 유사한 표현을 구사하

여 엄충정이 초야에 묻힌 채 별세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123)

  ｢장산인전｣에도 장한웅과 같이 뛰어난 인물이 조정에서 쓰이고 있지 못함을 비판하

는 어조가 드러나 있다. 우선 장한웅의 부친이 귀신을 부릴 수 있었다고 한 구절에서 

사용한 “귀신을 볼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었다(能視鬼而役使之)”라는 표현은 管子
에서 管仲이 齊桓公에게 일러준 통치술의 방법을 설명하는 대목에 나오는 ‘役使鬼神’

에서 온 것이다.124) 또한 장한웅도 “귀신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亦能呼召神鬼)”고 

한 구절에서 쓰인 ‘呼召’란 단어 역시, 소환하는 자와 소환 당하는 자의 위계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어휘로, 전자가 후자보다 위계가 높은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다. 장한

웅의 凶家 掃除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신들은 장한웅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청탁하는 등, 장한웅보다 하위에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125) 

  특히 장한웅이 유명한 점쟁이 李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대목에서

는, 이화의 점괘에 오류가 있을 때마다 장한웅이 고쳐주어 다 적중했기에 “이화가 한 

마디도 거들지 못했다(和不敢贊一辭)”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사기 ｢孔子世家｣에
서 공자가 春秋를 지을 때 “子夏의 무리가 한 마디도 거들지 못했다(子夏之徒不能

贊一辭)”고 한 표현과 유사하다.126)

  이처럼 지도자적 모습을 지닌 장한웅의 행적은 점치는 무당들의 전기인 사기 ｢日
者列傳｣의 서술을 참조할 때 의미심장하게 읽힐 수 있다. ｢日者列傳｣에서 賈誼가 의

술과 점술의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나서는 장면을 보겠다. 

   司馬季主는 楚나라 사람이다. 그는 長安의 東市에서 점을 쳤다. 宋忠은 中大夫였

고 賈誼는 博士였는데 같은 날 휴가를 나왔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면서 易經은 

123) 이처럼 사건을 서술하는 가운데 암시적으로 작자의 의향을 드러내는 사기의 전형적 수

법에 대해서는 김도련, ｢司馬遷 史記의 構成과 敍述技法에 대하여｣, 中國學論叢 13, 국

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1997 참조.

124) 管子 권24, ｢輕重丁｣, “龍斗于馬謂之陽、牛山之陰, 管子入復于桓公曰:天使使者臨君之

郊, 請使大夫初飭左右玄服天之使者乎!天下聞之曰:神哉齊桓公, 天使使者臨其郊!不待擧

兵, 而朝者八諸侯. 此乘天戚而動天下之道也, 故智者役使鬼神而愚者信之.”

125) “住山十八年而回, 至洛居于興仁門外, 六十而貌不衰. 隣有空宅, 凶不可入, 其主請禳之. 山

人夜詣之, 有神二人來跪曰: “吾門、竈神也. 有妖蛇據之, 售其奸, 請誅之.” 卽指庭中大槐根, 

山人呪水噴之, 有頃大蛇人面者目如鏡, 蜿蜒以出其半而斃, 令焚之, 宅遂淸.”

126)  史記 권47(앞의 책, 1944면), ｢孔子世家｣, “孔子在位聽訟, 文辭有可與人共者, 弗獨有

也. 至於爲春秋, 筆則筆, 削則削, 子夏之徒不能贊一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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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王과 聖人의 道術로, 두루 세상 물정에 통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마주 보면서 탄

식하였다. 가의가 “제가 듣기로는 옛날 성인은 조정에 있지 않으면 점쟁이나 의원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三公과 九卿을 비롯하여 조정의 관원과 대부들을 

보건대, 이들은 모두 성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시험 삼

아 점치는 사람 중에서 관찰하고 채택합시다.”127)

  위 글에서 가의는, 조정에 훌륭한 인물이 없다면 점복이나 의술을 행하는 무리 사

이에 역경에 담긴 성현의 이치를 체득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의

로서는 현재 조정에 있는 자들에게 기대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자에 나가서 성인 

급의 인물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128) 요컨대 가의가 점술가나 의원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정치를 주도하는 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129) 

  ｢일자열전｣에서 사마계주가 예찬한 바, 저자에 은거하며 점을 치고 살아가는 현자

와도 같이, 장한웅도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살아간다. 장한웅은 유가적 

성현의 이상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엄충정처럼 유가적 성현에 가까운 인물이 등용되

지 못하는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저자로 내몰리게 된 상황을 그리는 데 부합하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에서 훌륭한 인물이 적재적소에 등용

되지 못한다는 개탄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허균의 傳에서는 인재 

127) 史記 권127(앞의 책, 3215∼3216면), ｢日者列傳｣, “司馬季主者, 楚人也. 卜於長安東

市. 宋忠爲中大夫, 賈誼爲博士, 同日俱出洗沐, 相從論議, 誦易先王聖人之道術, 究遍人情, 相視

而歎. 賈誼曰: “吾聞古之聖人, 不居朝廷, 必在卜醫之中. 今吾已見三公九卿朝士大夫, 皆可知矣. 

試之卜數中以觀采.” 

128) 위에 인용한 부분에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사마계주가 조정의 ‘현자’들이 진정한 현자가 

될 수 없다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진정한 현자는 ① 直諫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조

정에 머물지 않으며, ② 불초한 자들과 동렬에 있기보다는 비천한 데 은거하면서, 존대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앞의 책, 3217면, “司

馬季主曰: “公且安坐. 公見夫被髮童子乎? 日月照之則行, 不照則止, 問之日月疵瑕吉凶, 則

不能理. 由是觀之, 能知別賢與不肖者寡矣. 賢之行也, 直道以正諫, 三諫不聽則退. 其譽人也

不望其報, 惡人也不顧其怨, 以便國家利衆爲務. 故官非其任不處也, 祿非其功不受也; 見人不

正, 雖貴不敬也; 見人有汚, 雖尊不下也; 得不爲喜, 去不爲恨; 非其罪也, 雖累辱而不愧也. 今

公所謂賢者, 皆可爲羞矣”, 앞의 책 3219∼3220면, “故騏驥不能與罷驢爲駟, 而鳳皇不與燕

雀爲群, 而賢者亦不與不肖者同列. 故君子處卑隱以辟衆, 自匿以辟倫, 微見德順以除群害, 以

明天性, 助上養下, 多其功利, 不求尊譽. 公之等喁喁者也, 何知長者之道乎!”)

129) 허균이 가의의 인물됨에 대해 주목한 글로 惺所覆瓿藁 권7의 ｢慟哭軒記｣를 들 수 있

다. ｢통곡헌기｣에서 허균은 당면한 정치상황에 회의감을 표명하면서 가의와 같이 時事를 어

찌할 수 없음에 통곡하는 심정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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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암시적으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엄충정이나 장

한웅이 처했던 시대가 허균의 시대와 아주 가까운 과거였기 때문에 忌諱에 저촉될 우

려를 피하고자 한 때문으로 짐작된다.

          2) 상세한 묘사의 추구

  모범적 인물형에 속하는 엄충정이나 장한웅과 달리, 이달과 남궁두는 인격적 하자

가 두드러지는 인물이고, 장생은 매우 비천한 신분의 인물이다. 따라서 이처럼 일탈적 

유형에 속하는 인물들을 立傳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있는가 하는 회의적 견해를 불

식하기 위해서는 모범적 인물형이 처한 세계를 표현할 때보다 훨씬 더 상세한 현실 

묘사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일례로 ｢손곡산인전｣에는, 이달이 唐詩風의 시를 쓰기 위해 참고한 책들을 열거되

거나, 이달이 성취해 낸 시의 수준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고유명사가 연달아 나열된

다. 박순의 권유로 시풍을 쇄신하기로 결심한 이달이 전에 은거했던 곳으로 돌아가 

시를 연마했다고 한 부분에서는 “文選, 李太白集, 盛唐十二家, 劉隨州詩集, 
韋蘇州集, 楊士宏의 唐音을 취하여 밤새도록 들여다보며 외우느라 좌석에서 무릎

을 떼지 않았다(取文選、太白、及盛唐十二家、劉隨州、韋左司、曁伯謙唐
音, 伏而誦之, 夜以繼晷, 膝不離坐席)”고 하여 책 이름을 일일이 들었다. 이는 이달이 

시풍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盛
唐十二家와 같은 책은 이달과 거의 동시대 인물인 명나라 張遜業(1525∼1560)이 편

찬하여 1552년에 간행한 책이다.130) 허균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러 책을 거론하

는 가운데 이 책을 언급했을 뿐이지만, 이를 언급함으로써 이달이 당시 국내 문단에 

갓 유입된 책까지도 섭렵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달이 당시풍의 詩作에 숙달하게 되었을 때의 수준이 어떠했던가를 설명하는 

대목에도 열거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30) 盛唐十二家는 일명 唐十二家詩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王勃, 楊炯, 盧照隣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이몽양, 하경명 등 복고를 제창한 前七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서

적으로 朱警이 간행한 唐百家詩, 黄貫曾이 간행한 唐詩二十六家 등과 같이 대체로 中

唐 이전의 시를 모은 책이다. 清 王棻의 (光緒）永嘉縣志 권30 ｢藝文志｣에, 張遜業이 明 

嘉靖 壬子(1552년)에 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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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凡著十餘篇, 乃出而詠之諸公間, 諸公嗟異之. 崔、白皆以爲不可及, 而霽峯、

荷谷一代名爲詩者, 皆推以爲盛唐. ② 其詩淸新雅麗, 高者出入王、孟、高、岑, 而

下不失劉，錢之韻. 自羅麗以下, 爲唐詩者皆莫及焉. ③ 寔思菴鼓舞之力, 而其陳涉

之啓漢高乎. 

  (① 그렇게 하여 지은 작품이 10여 편인데 이 작품들을 발표하여 여러분들 사

이에서 읊었더니 그들은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최경창과 백광훈 모두 자신

들이 따라갈 수 없다고 여겼으며 제봉 고경명과 하곡 허봉처럼 일대에 시로 이

름난 사람들도 모두 盛唐 수준의 시라면서 추어올렸다. ② 그의 시는 청신하고 

우아하고 화려했다. 그 중 훌륭한 것은 왕유ㆍ맹호연ㆍ고적ㆍ잠삼의 수준이고 

잘 되지 않은 작품도 劉長卿이나 錢起의 운치를 잃지 않았다. 이는 신라ㆍ고려 

이래로 唐詩를 지은 자가 모두 미칠 수 없는 경지였다. ③ 참으로 思庵(朴淳의 

호-인용자)이 고무해 준 덕분이니, 진섭이 한 고조의 길을 열어준 격이 아니랴)

  ①에서는 먼저 주변 인물들이 이달을 인정했음을 서술하되, 그 인물들의 이름을 들

었다. 최경창ㆍ백광훈, 고경명ㆍ허봉 등이 모두 이달의 시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여기

에서 그치지 않고 ②에서는 다시 이달의 시가 唐代의 여러 시인들과 비교해도 부족하

지 않다는 점을 역시 구체적인 여러 인명을 거론해가며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③에서는 진섭과 한 고조의 비유를 통해 이달이 성취한 당시풍의 시는 漢 帝國의 開

創에 상당하는 수준이라고 예찬함으로써 그의 시에 대해 극도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허균은 그와 같이 이달의 시를 칭송한 다음, 俗人들이 이달을 질시하거나 천시했다

는 서술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달에게 적대적인 인물들은 이달을 인정해 준 諸賢

들의 식견에 미치지 못한 자들로서, 중국 唐代의 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인물

을 천대한 것이라는 비판을 가한 것에 다름 아니다.131)

  마찬가지로 적대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남궁두의 삶을 묘사할 때에도 상세한 

표현이 동원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궁두는 오만한 성격 탓에 윗사람에게나 아

랫사람에게나 미움을 받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남궁두가 저지른 살인의 맥락이 충분

히 드러나지 못하여 불공정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남궁두가 지닌 성격의 긍

131) 이러한 서술 수법을 볼 때, ｢손곡산인전｣에서도 암시적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여

지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인명이나 서명을 나열하여 자세한 서술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 상세함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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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면이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음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

례로 남궁두는 첩이 情夫를 기다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분노를 즉시 표출하지 않

고, 사태가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린 ‘참을성 있는(忍)’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허

균은 남궁두의 성격과 상황 전개 과정을 서술하면서, ｢엄처사전｣의 간결한 표현과 달

리, 장면 묘사나 주변 인물의 발화를 통해 상세하게 상황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다. 

  일례로 남궁두의 살인을 서술한 대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戊午秋, 斗以事急還鄕, 未及一舍所, 日曛. 留傔從, 獨一騎馳至墅, 則已燃燈矣. 

僕隷咸休, 中門洞啓. 見妾艶粧麗服佇於階, 而堂姪者踰東短垣, 足未及地者半咫, 妾

遽前摟抱. 斗忍怒而姑徐俟其終, 繫馬於外門柱, 潛身蔽於隙中以窺之. 二人者諧謔極

褻, 將解衣竝枕. 斗方窮其實. 就暗裏摸壁, 則掛箙有二矢一弧. 遂關而注射, 先貫女, 

胸腹立潰, 其男驚起, 跳北囱出. 又射之中脅斃. 斗欲告官, 以點汚門戶, 且難保長吏

心. 卽牽二屍, 埋於稻田瀆內, 卽疾驅回洛. 

  (무오년 가을, 남궁두는 일이 있어 급히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30리

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들은 남겨두고 홀로 말

을 타고 시골집에 달려 돌아와 보니 벌써 등이 켜져 있었다. 종복들은 모두 쉬

고 있었으며 中門은 활짝 열려 있었다. 첩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단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보였다. 당질 놈이 동쪽의 낮은 담을 넘

는데 발이 땅에 닿기가 반 척쯤 남았을 때 첩이 급히 앞으로 가서 끌어안는 것

이었다. 

  남궁두는 노여움을 참고 우선 그 짓이 끝나기를 천천히 기다리면서 말을 바깥

문 기둥에 묶어두고 몸을 틈 사이에 숨기고 엿보았다. 두 사람은 장난치면서 극

히 추잡하게 굴다가 옷을 벗고 동침하려고 했다. 남궁두는 그 실정을 바야흐로 

다 알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 벽을 더듬어 보니, 활집에 화살 둘과 활 하나가 

있었다. 드디어 활을 힘껏 당겨 정신을 집중하여 쏘았더니 화살이 우선 계집을 

관통하여 가슴과 배가 즉시 터졌다. 사내는 놀라 일어나서 도망하여 北窓으로 

빠져나갔다. 또 활을 쏘자 옆구리에 명중하여 그 자가 죽었다. 

  남궁두는 관가에 이 일을 알릴까 했지만, 가문을 더럽히는 것인데다가 수령의 

마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두 시체를 끌어다 논두렁에 묻고 

그 즉시 급히 말을 달려 서울로 돌아갔다.)



- 63 -

  남궁두가 사통한 첩과 정부를 죽였다고만 서술해도 무방했을 내용인데, ‘소설식’의 

장면 묘사를 통해 사건의 경과와 남궁두의 심리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132) 남궁

두가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자 종들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말을 타고 집으

로 달려갔다는 데에서 남궁두가 자신의 첩을 “극히 총애했던(絶嬖之)”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첩은 아름답게 단장하고서 남궁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당질을 기다리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 두 남녀가 얼싸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남궁두는 이들을 즉시 죽이지 않고, 옷을 벗고 함께 눕는 광경을 확인하

기까지 분을 참고 기다린다. 이는 남궁두에게 죄목을 씌울 구실을 발견하자마자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즉시 판결을 확정해버린 남궁두의 적대 세력들이 보였던 행동

과는 다르다. 이처럼 참을성 있는 면모를 드러내는 한편으로, 첩을 화살로 쏘자 내장

이 터진 장면과, 이를 보고 경악한 남자를 연달아 쏘아 죽이는 장면을 서술하여 남궁

두의 모진 성격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남궁두가 이 일을 계기로 적대적인 주변 인물들에게 위협을 받아 도피하게 된 山寺

에서, 젊은 중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 역시 주목할 만하다.

  續有一僧至, 丰秀年少, 解襆距堂廉, 睨曰: “君, 士族也. 何晩削乎?” 俄曰: “性忍

者.” 少頃曰: “業儒而得一名也.” 良久笑曰: “傷二人命, 負罪逃者.” 發四言皆合, 斗

大駴, 錯愕失措. 

  (이어 한 승려가 그 암자에 왔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젊은 사람이었다. 그는 

두건을 벗고 마루 귀퉁이에 걸터앉아 남궁두를 흘깃 쳐다보면서 말하길, “당신

은 士族이군요. 어찌하여 늦게 머리를 깎았소?” 하고 또 잠깐 후 말하길, “성격

이 모진 분이군요.” 하고 조금 있다 말하길, “유학을 업으로 삼아서 시험에서 1

등을 하셨군요.” 했다. 한참 있다가 웃으며 말하길, “두 사람 목숨을 해쳐서 죄

를 짓고 도망 나온 사람일세.” 했다. 네 번 말한 것이 모두 들어맞자 남궁두는 

크게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앞뒤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남궁두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적대적인 인물들과 대조적

132) 여기서 ‘소설식’이라 한 것은 소설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형상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제 기법을 소설이 아닌 일반 산문인 傳에서 적극 끌어 쓰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206면 각주 96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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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승려는 남궁두의 사정을 정확하게 간파한 인물이다. 승려는 남궁두가 두 사

람을 죽였음을 알아채고도 이 점을 웃으면서 말했다는 것으로 볼 때, 남궁두를 극악

무도한 살인범으로 단죄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허균은 직접적인 설명을 되도록 피하고, 그 대신에 장면이나 대화를 구사함

으로써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나 남궁두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우회적으로 표

현하는 데 공력을 들였다.133) 또한 사태의 요점만을 서술하지 않고 사건의 경과를 상

세하게 표현하여 독자가 남궁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유도했다. 만약 남궁

두가 두 남녀를 죽인 사실만을 서술했다면 독자는 남궁두를 성품이 모진 인물이라고

만 단정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신통한 능력을 지닌 젊은 중과 대면한 사건을 적어놓

지 않았다면, 남궁두가 젊은 중의 스승을 오랜 시간 찾아다닐 원동력이 되었던 내적 

열망에 대해서 독자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탈적 인물형에 속하는 인물의 삶을 묘사한 傳에서는 모범적 인물형

을 서술할 때와는 방식을 달리하여 고유명사를 늘어놓거나, 장면이나 대화를 자세하

게 재현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달이나 남궁두 주변

의 적대적 인물들이 입전 인물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독자에게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3) 이와 같이 사기 열전에 유래를 두고 있는 傳의 소설적 형상화 수법에 대해서는 김명

호, 위의 책, 218∼220면 참조. 左傳 이래 동양의 역사서에서 삽화를 활용한 내력과 그 

소설적 특징에 대해서는 제해성, ｢左傳 서사의 소설적 특징에 관하여｣, 중국어문학 37, 

영남중국어문학회,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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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仙界의 추구와 求道의 좌절

     1. 선계의 유형과 대안적 성격

          1) 官僚型 선인과 異人型 선인

   

  허균의 神仙傳이라 알려져 있는 ｢장산인전｣, ｢남궁선생전｣, ｢장생전｣에는 仙界의 다

양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134) 이들 작품을 ‘선계가 독자들에게 공개되는 정도’라는 기

준에 따라 살펴보면 ｢남궁선생전｣에서 남궁두가 목격한 신선들의 세계가 가장 비공개

적이라 할 수 있다. 남궁두는 벽지에 사는 권 진인을 만나기까지 1년을 소비했고, 권 

진인을 만난 이후에도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여러 신선들이 조회오는 장면을 보여 달

라고 할 수 있었으며, 요청이 있은 다음에도 정해진 날짜를 기다려서야 조회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장산인전｣은 가장 공개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장한웅의 신비한 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약 없이 노출되었다고 했다. 장한웅 본인의 태도 역시 개방적이

다. 일반인들이 장한웅에게 신이한 수완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죽은 짐승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지 문의할 때마다 장한웅은 이들에 대해 호의적으

134) 본고에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초현실적 모티프나, 凡人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을 지칭하기 위해 ‘선계’나 ‘신선’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용

하고자 한다. ｢남궁선생전｣과 ｢장생전｣에서는 작중 인물을 신선이라 칭하는 부분이 등장하

고, ｢장산인전｣에도 장한웅의 죽음을 ‘劍解’라 했다는 傳聞을 수록함으로써 신선을 지칭하

는 어휘가 쓰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세 작품을 신선전이라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다

만 전통 시기 문학작품의 초현실적인 모티프에 대해, 현대적 기준으로 현실과 초현실을 가

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고 있다.(J. Zeitlin, Historian of the strange: 
Pu Songling and the Chinese classical tal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3-8.) 그러나 光海君日記를 보면, 허균이 자주 거론한 소위 초현실적 소재들에 대해 

동시대인들도 ‘허탄한 것’이라며 규탄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光海君日記 6년 10월 10일, 

“筠文才甚高, 下筆數千言. 然好作贗書, 自山水讖說、仙佛異迹, 皆自僞撰, 其文勝於常時述作, 

人莫能辨.”) 이 점을 고려한다면 허균의 五傳을 설명하기 위한 잠정적 용어로, (인간과 구

분되는 존재로서의) ‘신선’이나 (인간 세계와 구분되는 세계로서의) ‘선계’를 이용해도 무방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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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답했다. 또한 죽었다 살아난 장한웅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정붕 한 명 뿐이라 

되어 있지만, 장한웅이 되살아난 일이 널리 알려져 人口에 회자되었다고도 했다.135) 

작품 속에서 장한웅은 자신의 능력을 그다지 감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한웅은 공개

도가 가장 높은 신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생전｣의 장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유곽이나 저자 등지에서 자신의 능력

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능력은 특정한 인물에게만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경복

궁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여종의 머리 장식을 되찾아주는 일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기 위하여 밤을 기다려 행했다. 날이 밝은 뒤에도 그는 마치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쿨쿨 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은폐한다. 그러

나 그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이름이 알려진 악공의 집에 기거하다가 많은 

행인들이 왕래하는 곳인 水標橋에서 죽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삶을 

살기도 한 인물이다. 요컨대 그는 공개도가 중간 정도인 신선이다. 

  이하에서는 가장 비공개적인 ｢남궁선생전｣의 선계와 가장 공개적인 ｢장산인전｣의 

선계를 중심으로 하여 선계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우선 남궁두가 목격한 여러 신들의 

조회 장면에서는 신선들이 모여 사는 세계를 대상화하여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여기

서 그려진 여러 신들은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비가시적 존재들이다.

  기약한 날이 되자 長老는 감실에서 옷상자를 꺼내더니, 八霞方山巾을 쓰고 북

두칠성과 해와 달을 수놓은 도포를 입고, 여러 개의 둥근 벽옥으로 장식하고 사

자를 수놓은 띠를 두르고, 五花文을 수놓은 신을 신고, 손에는 옥으로 만든 8각

의 여의를 들고 돌로 만든 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남궁두는 서쪽을 향해 

모시고 섰고, 동자는 그 맞은편에 섰다. (중략) 

  이윽고 푸른 적삼을 입고 상아홀을 들고 水蒼玉을 차고 고깔을 쓴 두 사람이 

섬돌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동방의 極豪林, 廣霞山, 紅映山의 3大神君이 알현하나이다!”

  세 신은 모두 자주색 金梁冠과 자주색 도포 차림에 옥대와 단홀을 달고 구름

무늬가 있는 신을 신고 검을 차고 옥를 달았으며 풍채가 좋고 살결이 희었으며, 

키가 크고 미목이 모두 수려했다. 장로가 일어나 양손을 맞잡고 예를 표하자 세 

신이 모두 두 번 읍한 다음 물러갔다. 

135) “是年九月, 山人至江華鄭䨜家, 䨜不知其死, 留三日去. 自言往金剛山, 明年, 方知其死, 人謂

劍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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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깔 쓴 사람들이 또 큰소리로 외쳤다. 

  “蓬壺, 方丈, 圓嶠, 祖洲, 瀛海 등 5주의 眞官이 알현하나이다!”

  다섯 신은 각각 다섯 방위를 대표하는 색의 도포를 입었고 관이며 몸에 찬 것

은 앞서의 세 신과 같았는데 모두 풍채가 좋고 용모가 수려했다. 장로가 일어서

자 다섯 신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갔다.

또 큰 소리로 외쳤다

  “동해와 남해와 서해의 長離, 廣野, 沃焦, 玄隴, 地肺, 摠眞, 女几, 東華, 仙源, 

琳霄 등 10島의 女官들이 알현하나이다.” (중략)

  선녀들은 모두 키가 컸으며 앞서의 남자 신들처럼 절했다. 장로는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절을 받았다. 이윽고 여관들이 물러갔다. (중략)

  장로는 동자에게 명하여 붉은 색의 작은 깃발을 들고 북쪽에서 동쪽을 향해 

가서 남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간 뒤 중앙 대열의 앞에 서게 했다. 동자가 아뢰

었다. 

  “여러 신령이 다 모였지만 魏州의 趙夫人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素泉神이 앞으로 나와 꿇어앉더니 말했다. 

  “조부인은 귀양 가서 인간으로 강등되었으며 조부인을 대신할 사람이 오지 못

했습니다.”

  장로가 광하산 등의 세 신군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경들은 三方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소. 모두 옥황상제의 살려주기 좋아하는 덕

을 본받아 만백성이 경들의 은혜를 입은 지 오래요.136) (밑줄-인용자, 이하동일)

  우선 권 진인이 등장하여 좌정하는데, 먼저 조회하는 신일수록 위계가 높은 자들임

을 짐작케 한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신들에게 조회를 받는 권

진인도 상류층의 신선에게는 좀 더 격식을 갖춰 답례하고, 하류층의 신선에게는 더 

136) “至期, 長老出龕中衣箱, 戴八霞方山巾, 服七星日月綉袍, 係圓靑玉束獅帶, 穿五花文履, 手

持八角玉如意, 趺坐砌臺上. 斗西向侍, 童子偶立. (중략) 續有靑衫象簡佩水蒼戴弁者二人, 鞠躬

階下, 唱曰: “東方極豪林、廣霞、紅映山三大神君見!” 有三神, 俱頂紫金梁冠, 紫袍、玉帶, 端

笏、雲履, 佩劍、珩者, 頎而晳長, 眉目皆朗秀. 長老起立拱手, 三神皆再揖而退. 又唱曰: “蓬

壺、方丈、圓嶠、祖洲、瀛海等五洲眞官見!” 有五神, 各披方色袍, 冠佩如前, 而俱頎秀. 長老

起立, 五神皆再拜而退. 又唱曰: “東、南、西海長離、廣野、沃焦、玄隴、地肺、摠眞、女几、

東華、仙源、琳霄等十島女官見!” (중략) 頎長而男子拜. 長老不起, 坐受之, 女官退. (중략) 長

老命小童, 持小綘幡, 從北方指東, 環南抵西, 立于中隊之前, 告曰: “諸靈俱會, 而魏州趙夫人未

至矣.” 素泉神出跪曰: “他以謫, 今降爲人, 其代不來矣.” 長老招廣霞三眞人至前, 謂曰: “卿輩

分理三方, 體上帝好生之德, 黎庶受卿澤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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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답례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단락에서 보듯 이 신

들은 각각 특정 구역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인간 세계

를 관장할 권능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간보다 상위의 존재들이다. 조부인이 인간으로 

강등되었다는 부분에서도 신선이 인간보다 상위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에 묘사된 선계는 관료제 사회로서 위계가 엄격한 세계로 묘사된다.137) 

  ‘관료제형 선계’란 ｢남궁선생전｣의 조회 장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

효한 어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凡人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고 묘사되는 장한웅과 장

생의 경우를 볼 때, 그러한 이론은 예외 사례들을 포괄하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해진다. 

선계가 대개 옥황상제 이하 계급이 분화된 여러 신선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관료 집

단과 유사하게 묘사된다는 것은, 20세기 후반 중국 도교를 연구한 서구 학자들에게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아온 견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 남부 지역을 대상

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중국 도교에서 묘사하는 仙界가 단순히 관료제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음을 비판한 미국의 知性史家 하임즈는 관료제형과 더불어 異人型 모델

을 추가해야 함을 지적했다. 하임즈는 중국 도교에 대한 기존의 종교학ㆍ인류학적 연

구가 仙界의 관료제적 유형에만 지나치게 주목하였음을 비판하면서, 관료제적 유형에 

덧붙여 개인화된 유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임즈는 관료제적 모델(the 

bureaucratic model)과 개인적 모델(the personal model)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

리하고 있는데 그 중 허균의 신선전과 유관한 네 가지 항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관료제적 모델의 경우, ① 신들은 관료(official)로 묘사되고, ② 신들의 위계는 다

단계로 되어 있다. ③ 신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는 하위 신들과는 다른 세

계로부터 오고, 상제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것으로 묘사된다. ④ 각 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특정 장소나 거주지는 위로부터의 임명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지 각 신과 해당 

장소 간의 내적 연결이 있거나 각 신들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님을 들고 있다.138)

137) 이 장면에 엄격한 위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등장하는 신들의 위계를 정리

하여 제시하고 장서각본 와유록에 기재된 ｢東國名山洞天註解記序｣에 서술된 신들의 사회

와 유사함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정민, 앞의 책, 286∼288면.) 

138) R. Hymes, Way and byway: Taoism, local religion, and models of divinity in Sung 
and moder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p.4-5.  ‘personal model’을 

직역하면 ‘개인 모델’이 되어야 하겠으나, 의미를 보다 명료히 부각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異人型 仙人’이란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겠다. 하임즈도 personal model에 해당하는 인

물을 언급할 때 주로 ‘extraordinary man(異人)’이라 하여 ‘異人’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선

계의 유형을 하임즈의 모델에 의거하여 두 종류로 나누어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취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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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인 모델의 경우 ① 신들은 異人으로 묘사되며, ② 신과 신의 관계는 다단계

가 아닌 일대일 관계(예컨대 師弟 간이나 父子 간)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묘사된다. 

③ 신(異人)의 권위나 특별한 능력은 위임된 것이 아니라 그 신에게 내재해 있는 것

으로 묘사되며, ④ 각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는 신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지속적

인 것, 혹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장산인전｣을 보면 입전 인물 장한웅은 이인형 선인의 조건에 

부합한다. ｢장산인전｣에서 장한웅과 유사한 異人들을 소개하면서 ‘亦’자를 쓴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한웅은 異人으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장한웅은 자신의 부친으로부

터 醫書를 전수받고 기이한 능력을 지니게 된 인물이다. 이후 40세에 출가하여 지리

산에 들어가 異人에게 秘術을 전수받고 수련했다고 되어 있다.139) 이는 異人들이 일

대일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권 진인이 상제로부터 東國의 

신들을 통솔할 권위를 위임받았던 것과 달리,140) 장한웅은 그 자신에게 특이한 능력

이 있는 것처럼 서술될 따름이다. 또한 권 진인이 속히 후계자에게 자기 자리를 넘겨

주고 현재 거처를 떠나고자 한 반면, 장한웅은 서울 근교에 거주하면서 주변 사람들

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인다.141) 권 진인과는 다르게 장한웅은 비교적 자

신의 의사에 따라 거주 지역을 선택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상을 통

해 볼 때 ｢장산인전｣에는 장한웅이 異人으로 묘사된다는 점, 신과 신의 관계가 일대

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인물에게 능력이나 권위가 ‘위임’된 것이 아니라 ‘내

재’한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 인물의 거주지가 인물 자신의 선택에 의한 자연스러운 

장소인 듯 서술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료형 선계’와 ‘이인형 선계’로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본 절의 

소제목에서 택한 ‘관료형/이인형 선인’이라는 용어는 ‘세계’의 모습을 논의하는 데에는 다소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허균의 傳에는 仙人이 처한 세계의 모습보다 선인들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그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선계의 모습을 고찰하면서도 

부득이하게 각 선인이 ‘유사 관료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논했음을 

밝혀 둔다.

139) “四十, 出家入智異山, 嘗逢異人, 受煉魔法, 又讀修眞十書, 坐空菴, 不食三年餘.”

140) “凡苦志十一年, 乃成神胎, 法當解去, 上帝命留此, 統東國三道諸神, 故留此五百餘年, 限滿

則當上昇矣.”

141) “住山十八年而回, 至洛居于興仁門外, 六十而貌不衰. … 與人游箭串捉魚, 山人擇死者盛於

水盆, 以匕藥投之, 魚更活洋洋然. … 壬辰亂日, 山人年七十四, 處其家分與諸姪, 一衲携筇, 五

月, 入逍遙山.” 이상을 보면 장한웅이 서울로 돌아와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교분을 맺고 지

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산하기 전에 가산을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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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장생전｣에는 ‘異人’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으나, 장생 역시 이인형 선인

에 가깝게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생 역시 기이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선계

에서 특정한 지위를 부여받지 않고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는 점에서 그렇

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신과 신의 관계라 할 것은 나오지 않으나, 장생이 죽은 다음 

홍세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고, 장생을 신선이라 알아본 허균과의 관계가 일대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밀양 출신의 장생이 서울에 올라와 살면서 李漢의 집에 寄食하

고 있었다는 서술로 미루어 볼 때, 장생 역시 장한웅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거주 지역을 선택했던 인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남궁선생전｣에 입전된 남궁두 역시 이인형 선인에 가깝다. 남궁두는 

권 진인과 사제 간의 일대일 관계를 맺었으며, 하산한 뒤에도 치상산 근처의 깊은 골

짝에 머물렀는데 이는 스승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 까닭이라고 했다.142) 이는 이인

형 선인의 모습에 부합하는 면모라 하겠다. 따라서 ｢남궁선생전｣에는 관료형 선인과 

이인형 선인이 둘 다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14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남궁선생전｣의 조회 장면에 나타나는 선계의 모습은 

관료제형 모델과 유사하며, 여기에 등장하는 신선 권 진인은 관료형 선인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산인전｣과 ｢장생전｣, ｢남궁선생전｣에 등장하는 장한웅과 장

생, 남궁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고려할 때 이인형 선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요컨

대 허균의 신선전에는 관료형 선인과 이인형 선인이 모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현실 세계의 대안으로서의 선계 

  허균의 신선전에는 앞서 대략 언급했던 조회 장면을 비롯하여, 선계와 연관된 환상

적 모티프가 빈출하는 까닭에 대개의 논자들은 이 傳들을 도가적 지향이 분명한 작품

들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허균이 묘사한 선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그저 문학적 

상상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나, 성리학을 대체할 신념 체계를 추구한 것이 아님을 

142) “[先生]擇深谷以居, 爲近雉裳, 冀再遇仙師計. … 先生今年八十三, 而容若四十六七歲人, 視

聽精力, 不少衰, 鸞瞳綠髮, 翛然如瘦鶴. 或數日絶食不寐, 誦參同、黃庭不輟.”

143) 이러한 현상은 관료형 선계에 대한 서술이 우세한 道家書에서도 관료형과 더불어 이인형 

선계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 하임즈의 견해와도 부합한다. Hymes, 앞의 

책,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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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허균이 그린 선계가 인간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여 고안된 상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144)

  앞서 제3장 2절에서는 5전에서 부각된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유능한 인물이 

지닌 理想을 펼칠 수 있을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 상벌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다는 점, 질병과 전란에 무작위로 노출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허균이 묘사하는 선계에

서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첫 번째 사안부터 살펴보겠다. 

  허균이 보기에, 엄충정이 처했던 현실의 정치체에서는 정부 바깥에 유능한 인물이 

있더라도 과거 시험을 거쳤거나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 출신이 아니면 고위직에 기용

해주지 않았다.145) 그래서 엄충정은 자신의 포부를 제대로 알아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응분의 지위를 제의하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이를 출사 불가한 시기로 판단

하여 평생 은둔한 인물로 그려졌다. 그러나 선계에서의 상황은 그와 다르다. 수련 끝

에 목적을 달성한 권 진인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아래 인용문은 권 진인이 자

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다.

  “의지를 연마한 지 11년 만에 마침내 나는 神胎를 이루었네. 의당 해탈해서 

144) Brook은 19세기 중국의 중간 지배층들이 지옥의 모습을 상상하여 만든 책인 옥력의 

사례를 다루면서 상상의 세계가 비록 현실 세계의 직접적 반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상된 

세계의 모습은 현실 세계의 모습과 상당한 관련을 맺으면서 재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민간 신앙 체계에서 惡神의 모습을 연구한 Von Glahn의 유사한 주장과도 상통한다.  

(T. Brook, J. Bourgon, and J. Blue, Death by a thousand cu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R. Von Glahn, The sinister way: the divine and the demonic in 
Chinese religious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125-127, p.265.) 

이들 연구에서는 상상된 세계의 모습은 현실 세계의 구체적 모습이나 의미가 재구성된 것

이라 현실의 직접적 반영이라 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의 현실은 상상된 세계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데 주요한 토대가 됨을 강

조하였다. 

145) 惺所覆瓿藁 권11, ｢遺才論｣, “我國地褊, 人才罕出, 蓋自昔而患之矣. 入我朝, 用人之途尤

狹, 非世胄華望, 不得通顯仕, 而巖穴草茆之士, 則雖有奇才, 抑鬱而不之用, 非科目進身, 不得

躡高位, 而雖德業茂著者, 終不躋卿相.” 허균의 그러한 진단은 능력 본위의 관료 충원을 표

방하는 과거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거제가 사회적 계층 이동성(social mobility)을 

활성화하는 장치로 거의 기능하지 못했으며, 지배 집단의 혈연적 동질성이 중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정도로 지속되었다는 후대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J.B. Palais, 

Confucianism and The Aristocratic/Bureaucratic Balance in Kore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4, No.2, pp.427-468, 1984; E.W. Wagner,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이훈상ㆍ손숙경 역, 일조각, 2007; 김재호,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

원｣, 經濟學硏究 59, 한국경제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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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올라가야겠으나, ① 옥황상제께서는 내게 여기 머무르며 東國 三道의 모

든 신을 통솔하라 명하셨네. 그리하여 여기 머문 지도 5백여 년이 지났는데, 때

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동안 내가 수십 사람을 겪어 보니, 어떤 사람은 

기가 너무 날카롭고, 어떤 사람은 기가 너무 둔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부족

하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얕고, 어떤 사람은 욕념이 많아 모두 도를 이루지 못

하더군. ② 그중에 도를 이룬 사람이 있었다면, 내 일을 맡기고 玉京으로 올라갔

을 텐데 수백 년 동안 아직 그럴만한 한 사람을 얻지 못했으니, 이건 속세와 나

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146) 

  선계에서 권 진인의 지위는 삼도의 여러 신들을 통솔하는 자리이다. ①에서 보듯 

선계에서는 유자격자임이 판명되면 상제의 명령에 의해 곧장 고위직에 임명됨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은 남궁두가 수련에 실패한 후, 권 진인과 남궁두 간에 오간 대화

에서 따온 것인데, 만약 남궁두가 권 진인의 지도에 성공적으로 부응했다면 권 진인

의 지위를 남궁두가 이어받게 되었으리라는 점을 ②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권 진

인의 지위는 각 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을 거쳐 차례로 승진해 올라가는 자리이

거나 참봉 정도의 낮은 직급이 아니다. 득도하면 즉시 얻어지는 높은 직위인 것이다. 

  선계에서 이러한 등용 방식이 가능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도

를 이루었는가의 여부라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로 득도 여부나 고

위직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한 판단자’가 항상 존재한다. 권 진인의 전

임자들은 권 진인이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임을 예견하고 그에게 임무를 전수한

다.147) 또한 상제는 불편부당한 시선을 가진 인물로 상정되어 그 판단의 공정성이 의

심되지 않는 존재인데, 그러한 상제가 적임자에게 지위를 맡기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

다. 이는 엄충정에게 참봉 직을 제수하는 잘못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의심할 데 없

이 공정하고 정확한 안목을 지닌 판단자의 존재가 선계의 이상적 人事를 가능케 하는 

주요 요소인 것이다. 셋째, 고위직에 오르는 데 있어 출신과 관련된 제약이 없다는 점

이다. 권 진인이 여러 신들을 통솔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일정

146) “凡苦志十一年, 乃成神胎, 法當解去, 上帝命留此, 統東國三道諸神, 故留此五百餘年, 限滿

則當上昇矣. 吾經歷數十人, 或氣過銳, 或太鈍, 或少忍力, 或緣淺, 或多慾念, 俱不能成. 若有

成道者, 吾當擧授吾任, 上歸玉京, 而曠百年不得一人, 此我塵緣未盡而然也.”

147) “有一老病僧, 擁布褐, 隱几而喘, 幾死, 擡眼見之曰: “夜夢, 老相言: “傳我師祕書者, 今當

至”, 相君面, 眞其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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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취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권 진인은 巨族 출신이지만 집안에서 버림받아 내쫓

긴 인물로, 인간 세계에서는 고위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렇듯 유리한 혈연적 조건을 상실했다는 점은 선계에서는 전혀 약점이 되지 않았다.

  둘째, 선계는 상벌의 집행이 정의롭게 작동하는 세계이다. 이달은 자신이 이룩한 성

취에 대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신선이 된 권 

진인은 후계자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천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생존해 있

을 수 있는 인물이다. 선계에서는 죽음이 없는 만큼, 느리고 빠르고의 차이만 있을 뿐 

보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염려되지 않는다. 

  한편 징벌과 관련한 선계의 지배질서를 보면 남궁두의 재판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남궁두의 재판에서는 주변 인물들의 원한이 일종의 촉매가 되어 實

情보다 가혹한 형벌이 집행된 반면, 선계의 신선들은 자신들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정

해진 질서에 따라 형벌을 집행한다. 그러한 특성은 형벌에 대해 거론하는 신선들의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뭇 진인들이 九光殿에서 상제를 모시고 있는데, 三島帝君이 말하더군요. 

  “염부제에 사는 三韓의 백성들이 간교하여 속임수를 잘 쓰고 남을 잘 속이고 

흉포하며, 복을 아끼지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효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며 신들을 업신여기고 귀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句林洞에 있는 

살쾡이 얼굴을 한 큰 마귀로 하여금 赤土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토벌하게 하려고 

합니다. 7년간의 交戰에도 나라는 다행히 망하지 않겠지만, 삼한 백성 중 열에 

대여섯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경계시키려 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천명의 소관이니 

어찌해 볼 도리가 있겠습니까?”148)

  삼도제군은 삼한 백성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토벌을 단행하겠다고 선

언한다. 그런데 이렇듯 도덕적 원리를 따르는 지배 방식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판단의 위험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남궁선생전｣에서는 선계의 지배가 

부당할 수 있다는 회의가 전혀 제기되고 있지 않으므로, 삼도제군이 내린 판단의 정

148) “衆眞在九光殿上, 侍上帝, 有三島帝君道: “閻浮提三韓之民, 機巧姦騙, 誑惑暴殄, 不惜福, 

不畏天, 不孝不忠, 嫚神瀆鬼. 故借句林洞貍面大魔, 捲赤土之兵, 往勦之. 連兵七年, 國幸不亡, 

三方之民, 十奪其五六, 以警之.” 臣等聞之, 亦皆心怵, 而大運所關, 何敢容力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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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은 일단 긍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려면 

감추어진 영역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신

선들이 ‘모든 것을 보는 시선’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리는 서술을 보겠다. 

  “자네는 인연이 엷어졌으므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이제 下山하여 머

리를 기르게. (중략) 이 밖에 마음을 수양하는 비결로는 오직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네. 무릇 사람이 한번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하면 귀신들이 좌

우에 늘어서 있다가 그걸 먼저 알아차린다네. 상제께서 강림하심이 매우 가까워

서 어떤 일을 했다하면 곧바로 그것은 斗宮에 기록되니, 하늘에서 선과 악에 대

한 보답을 내리는 것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더 빠른 게야.”149)

  수련에 실패한 남궁두를 하산시키며 권 진인이 당부하는 말이다. 권진인의 말에 따

르면 개개인의 선악 ‘행동’, 즉 겉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생각’의 단

계에서 귀신들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만약 남궁두를 재판한 자가 사건의 

진상을 꿰뚫어 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남궁두가 인간들의 세계에서 내몰릴 일

은 없었을 것이다. 즉, 공정한 형벌 집행을 가능케 하는 仙界의 상황은 인간 세계에서

의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식으로 상상되고 있는 것이다.150)

  셋째, 선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전란이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불사의 

존재인 신선들에게는 당연히 전란이 위험시 되지 않는다. 장한웅의 경우에서 보듯 일

반인의 시각에서는 장한웅이 칼날에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들이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장한웅이나 장생, 권 진인은 미래에 닥쳐올 일

을 미리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 신선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란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151) 

149) “你旣緣薄, 不合久于此, 其下山長髮. (중략) 此外修心之要, 唯不欺爲上. 凡人一念之善惡, 

鬼神布列於左右, 皆先知之. 上帝降臨孔邇, 作一事, 輒錄之於斗宮, 報應之效, 捷於影響.”

150) 이러한 양상은 내세를 상정하는 중국 민간 신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거론했

던 것처럼 19세기 중국의 옥력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즉, 현실에 대칭되는 영역으로서의 상상된 내세는 현실에 만연해 있는 정의의 패

배가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며, 따라서 일이 항상 옳게 돌아가 정의가 결코 패배하지 않는 

영역으로 상상된다. 저승은 이승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서 제시된다. 만약 현실 세계가 질서 있고 체계적인 윤리에 따라 완벽하게 

다스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승에 다름 아니다. (Brook, 앞의 책, pp.122-140.) 이

러한 ‘저승’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남궁두가 목도한 선계의 성격과도 조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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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질병과 노화 등 다소 느린 속도로 죽음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선계에는 

즉각적인 대안과 점진적인 대안이 구비된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 예컨대 장한웅은 약

물을 통해 동물들을 즉시 살려내고, 귀신을 제압하여 역병을 고쳤다고 되어 있다. 한

편 이처럼 즉각적 대안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간결한 것과 대조적으로, ｢남궁선생전｣
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다 점진적인 대안, 즉 수련하는 자의 몸 안에 丹을 만들어서 

아프거나 늙어 죽지 않는 몸으로 스스로를 바꾸어나가는 과정은 길고 상세하게 서술

되어 있다. 약물 복용보다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허균의 신선전에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상정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권 진인에 대한 서술 때문이다. 

권 진인이 어린 시절 병 때문에 집안에서 내쫓겼을 때,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

던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식물을 대량 복용한 까닭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가 스승

을 만나 도가에 입문한 후에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그저 지식 습득과 수련을 통하

여152)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153)

  식사량을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은 당시 

횡행하던 기근의 위협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또한 약물 의존도를 無에 가깝게 최소

화한다는 것은 약물을 구입할 경제력 및 환경적 조건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허균이 그린 신선들은 생산에 종사하지 않지만 배고픔이나 질병 

151) ｢장산인전｣, “卜人李和方有名, 山人弟視之. 常觀其算命 有謬則山人輒改之, 言皆中.(중략) 

壬辰亂日, 山人年七十四, 處其家分與諸姪, 一衲携筇, 五月, 入逍遙山, 語僧曰: “今年命當訖, 

須焚葬之.””; ｢장생전｣, ““君今年不合死. 有兵禍, 向高林勿入水. 丁酉年, 愼毋南來. 或有公幹, 

勿登山城.” 言訖, 如飛而行, 須臾失所在. 洪果於琴臺之戰, 憶此言, 奔上山得免. 丁酉七月, 以

禁軍在直, 致有旨於梧里相, 都忘其戒. 回至星州, 爲賊所迫, 聞黃石城有備. 疾馳入, 城陷倂

命.”; ｢남궁선생전｣의 권 진인, “長老招廣霞三眞人至前, 謂曰: “卿輩分理三方, 體上帝好生之

德, 黎庶受卿澤久矣. 今者厄會將至, 萬姓當罹其殃, 思所以捄之之策耶?”” 

152) 秦漢 시기에는 단약을 복용하여 신선이 되기를 도모하는 경향이 우세했다가 葛洪의 시기

에 와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구도자 자신의 수련에 의해 신선이 되는 방식이 모색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C.T. Lai, Ko Hung's Discourse of Hsien-Immortality: A 

Taoist Configuration of an Alternate Ideal Self-Identity, Numen Vol.45, No.2, 1998, 

pp.183-220.) 허균 역시 그와 같은 수련 방식에 동의하는 글을 남겼다. 惺所覆瓿藁 권

20, ｢與宋天翁(辛亥二月)｣, “少時悞讀抱朴子, 以爲飡金服石, 亦可致神仙. 及見紫陽、海瓊、

致虛諸眞人書, 則自失者久之. 凡丹在同類所合, 可以入眞. 精氣神三寶, 奚外求乎? 然必得明師

良友相規切, 可與之道. 今之任世師友之責者, 非君而誰, 唯以累臣不獲近左右爲恨耳. 須以口訣, 

型諸牘中, 幸甚.” ｢남궁선생전｣에서도 권 진인은 승려에게 약물이 아닌 책을 전수받고 각고

의 수련을 통해 득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53) 남궁두가 처음 본 권 진인은 아무 것도 먹지 않는 사람이었다. “斗到此四日, 而長老不食

飮, 惟童, 日一食黑豆末一合, 了无飢疲色, 心已異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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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필요를 초월한 존재가 됨으로써, 이달이 그랬던 것처럼 걸인으로 전락할 위험

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2. 신선 수련과 실패 후의 각성

          1) 수련 과정의 특징

  입전 인물 자신이 신이한 세계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남궁선생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남궁두가 입산하여 권 진인을 만나 수련을 시작했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기까지의 구도 과정에는 그 상세한 수련 방법이 드러나 있다.

  구도 과정을 서술한 부분은 주요 일화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방황하던 남궁두가 관상 보는 용한 중을 만나 그의 스승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첫째 부분, 세 단계의 수련을 진행하는 둘째 부분, 마지막 관문의 

수련에서 결국 실패하고 마는 셋째 부분이 그것이다. 이 순서에 따라 남궁두의 행적

을 살펴볼 때, 남궁두의 구도 과정에서 포착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구도 과정의 至難함과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평소 허균이 문장 학습의 

요건으로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과 유사하다. 다음은 허균이 문장 학습에 관해 언급

한 편지이다.

  문장은 비록 작은 기예라 하겠지만 학력이 없고 식견이 없고 공력이 없으면 

지극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높고 낮은 

차이가 있지만 그 묘함에 이르러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① 옛 것

에 박식하지 못해서 학력이 없고, ② 스승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식견이 없

으며, ③ 익숙히 익히지 않기 때문에 공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

면서도 망령되이 스스로 뽐내면서 옛 사람의 수준을 앞질러 명성을 후대에 남길 

수 있다고 여기니 나는 감히 이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154)

154) 惺所覆瓿藁 권10, ｢答李生書｣, “文章雖曰小技, 無學力無識見無功, 不可臻其極. 所瑧雖

有大小高下, 及其妙則一也. 我東人不博古, 故無學力; 不就師, 故無識見; 不溫習, 故無功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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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문장을 ‘기예(技)’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남궁선생전｣
에서도 권 진인은 “자네는 성품이 투박해 다른 기예는 가르쳐 줄 수 없고 오직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推朴不可訓他技, 唯可以不死敎之)”라 하여 자신이 가르

치는 신선술을 ‘기예(技)’라 칭했다. 위 인용문에서 허균은 비록 하찮은 기예라도 성

취를 보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균이 내세운 조건을 

정리해 보면 독서를 통한 지력의 축적, 스승의 지도, 본인의 노력 세 가지이다. 기예 

습득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남궁두의 수련 과정 서술에서도 순서와 구체적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남궁두의 구도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승을 찾아내는 데에서 수련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우선 그가 스승을 찾아가

는 과정과 그 문하에 들여지는 과정에 주목해 보겠다. 남궁두는 치상산에서 1년을 헤

맨 끝에 권 진인의 거처를 발견하게 된다. 사건의 핵심은 이처럼 간단한데도 실제 서

술은 그에 비해 길게 제시되고 있다. 

  남궁두는 즉시 발길을 돌려 치상산으로 갔다. 온 산에 절이 무려 수십 채나 

되었지만, 어디에도 기이한 승려는 없었다. 1년을 머물며 애타게 찾아서 층층 

암벽이나 새 발자국조차 닿지 않을 높은 산정까지 서너 차례나 찾아보았지만 찾

지 못했으므로, 그 젊은 승려가 나를 속였는가 싶어서 실의하여 돌아가려고 했

다. 그러다가 홀연히 한 계곡에 이르자, 냇물이 우거진 수풀로 흘러드는데 큰 복

숭아씨가 흘러오는 것이었다. 

  남궁두는 기쁜 마음에, “이 복숭아씨가 흘러나온 곳에 그 선사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물길을 따라 올라가니, 몇 리 쯤 가자 우뚝

한 봉우리가 솟아있고 소나무, 삼나무가 해를 가리고 있는데 거기 허름한 세 칸

짜리 집이 절벽을 뒤로하여 세워져 있고 돌층계로 대를 만들었는데, 맑고 건조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옷깃을 손에 쥐고 바로 그 위쪽으로 올라갔더니 한 

작은 동자가 있었다.155)

無此三者, 而妄自標榜, 以爲可軼古人名後世, 吾不敢信也.”

155) “卽回錫, 到雉裳山. 環山伽藍殆數十區, 俱無異僧. 留一歲, 苦心參訪層硿絶頂、鳥迹所不到

處, 搜覓三四周而不能得, 以爲少年僧相誑, 悵然欲返. 忽到一洞, 有川注於林薄間, 流出大桃核. 

斗心欣然曰: “是中莫是仙師所否?” 促步沿流可數里許, 仰觀一峯陡起. 松杉翳日, 有素屋三楹, 

倚崖而構, 砌石爲臺, 位置淸塏. 攬衣徑登其上, 則有一小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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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두가 수십 채의 사찰을 돌면서 방문하기 어려운 곳까지 서너 차례 거듭 찾아보

았지만 만나지 못하자 거의 포기할 뻔 했다는 점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과정

에서 남궁두의 심경 변화와 주변 경관을 기술하느라 서사 전개가 지연되고 있다. 위 

인용문에 나타나는 남궁두의 고충은 그가 이후에 겪은 어려움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다. 남궁두는 어렵게 권 진인을 만났지만 굳게 거절당하고, 사흘을 간청한 후에야 가

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간 대화는 주목할 만하다. 

  비쩍 마른 나무 같은 늙은 승려가 해진 옷을 걸치고 나와서는, “스님은 풍채

가 좋아 범상한 사람이 아닐세. 무슨 일로 오셨는가?” 했다. 남궁두가 꿇어앉아 

말하길, “저는 노둔하고 다른 재주가 없지만, 들으니 선생님께서 재주가 많으시

다 하므로 한 가지 기예를 얻어 세상에 펼치고자 해서 천리 길에 스승을 찾아 

왔습니다. 1년 동안이나 걸려 이제야 인사를 하게 되었으니 부디 이끌어 가르쳐 

주십시오.” 했다. 장로가 말하길, “나는 산야에서 죽어가는 늙은이일 뿐인데 무

슨 재주가 있겠는가?” 했다. 

  남궁두는 여러 번 절하며 간절히 구했지만 장로는 굳게 거절하고 문을 닫고서

는 나오지 않았다. 남궁두는 집 아래 엎드려 새벽이 되도록 슬피 하소연하면서 

아침이 되도록 쉬지 않았다. 그래도 장로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부좌를 틀고 

禪定에 들어 3일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도 남궁두는 그럴수록 해이해

지지 않았다. 장로는 그제야 그 정성을 보고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사방 열자 쯤 되는 좁은 방에는 그저 목침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북쪽 

벽을 뚫어 감실 여섯 개를 만들어 두었는데, 자물쇠로 잠그고 숟가락 하나를 감

실 기둥에 걸어 두었다. 남쪽 창문의 선반에는 책이 대여섯 권 있을 뿐이었다. 

장로가 남궁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모진 

사람일세. 투박한 성품이라 다른 기예는 가르쳐 줄 수 없겠으나 오직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네.” 그러자 남궁두는 일어나 절하고 말했다. “그거면 충

분합니다. 다른 건 어디다 쓰겠습니까?”156)

156) “有老僧形如槁木, 披破衲出曰: “和尙風神聳溢, 非恒人也. 曷爲至此?” 斗跽曰: “愚魯无他

技, 聞老師多藝, 欲行一方技以行世, 千里求師而來. 週一歲方得樞衣, 幸進而敎之.” 長老曰: 

“山野濱死之夫耳, 安有藝耶?” 斗百拜懇乞, 固拒之, 閤戶不出. 斗伏於廡下, 達曉哀訴, 至朝不

休. 長老視若無人, 趺坐入定, 不顧者三日, 斗愈不懈. 長老方鑒其誠, 闢戶令入室. 室大方丈, 

只安一木枕. 鑿北龕爲六谷, 鑰閉而掛一匕於龕柱. 南囱上懸板兒, 有五六卷書而已. 長老熟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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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두가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지는 입문 초기에는 불분명한 것이었다. 위 인

용문에서 보듯 남궁두가 권 진인을 찾아가게 된 것은 불사의 방술을 얻으려는 명료한 

목표 의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남궁두는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중의 능력에 감탄하여 무작정 권 진인을 찾아갔고, 불사의 기예를 가르쳐주겠다는 방

침은 오로지 권 진인의 재량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이는 이달의 作詩 방향의 변화가 朴淳의 권유에서 비롯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스

승으로부터 수련의 방향이 주어졌음을 굳이 서술한 것은, 앞서 문장 학습에 관한 글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적절한 방향을 안내해 줄 스승을 필수적 조건이라 여기는 허균

의 지론과도 상통한다. 한편 권 진인의 문하에 입문하기까지 겪은 난관에 대한 자세

한 서술은 남궁두가 지닌 강한 의욕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권 진인

을 찾아내기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권 진인의 거절을 철회시키는 데 가장 주된 원

동력이 되었던 것은 남궁두의 열망이다. 요컨대 남궁두의 구도는 남궁두의 열의와 스

승의 계도라는 두 요소가 상호 작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신 수련의 ‘수단’으로서 신체 수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문장 

학습에 있어서는 학업 분야의 특성 상 知的인 수련만이 강조되었지만, ｢남궁선생전｣
에서는 신선술을 다루고 있는 만큼 신체적 수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서술에 있어서 신체 수련은 정신적 변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궁두가 실패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의 수련을 제외하면, 그가 성

공적으로 통과한 단계는 크게 세 단계이다. 첫째로 잠을 자지 않는 수련, 둘째로 참

동계와 황정경을 읽으면서 식사량을 줄여나가는 과정, 셋째로 앞의 두 경전을 읽

으면서 호흡법을 수련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부터 차례로 살펴보겠다.

  장로가 말했다. “무릇 모든 방술은 먼저 정신을 모은 다음에야 이룰 수 있네. 

하물며 혼을 단련하고 정신을 날게 해서 신선처럼 허물을 벗고자 하는 사람이

랴? 정신을 모으는 일은 잠을 자지 않는 데에서 시작되니 그대는 먼저 잠을 자

지 말도록 하게.” (중략) 셋째 밤, 넷째 밤에는 피곤해서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으며 버텼다. 일곱째날 밤이 

지나자 홀가분하게도 정신이 환해지며 머릿속이 또렷하고 상쾌해졌다.157)

咲曰: “君, 忍人也. 推朴不可訓他技, 唯可以不死敎之.” 斗起拜曰: “是足矣. 奚用他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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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진인은 신선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정신을 모으는 것이라 했다. 권 진인의 

발언에서 보듯, 잠을 자지 않는 신체적 수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신을 모으

는 수단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 정신

이 각성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를 안내하는 권 진인의 말이다. 

  이어서 경전 둘을 꺼내 주며 말했다. “魏伯陽의 參同契는 수련의 지극한 비

결로, 선가의 가장 높은 이치를 담고 있는 책이네. 黃庭內外玉景經은 바로 기

를 인도하고 五臟을 연단하는 지극한 요체로, 이 역시 도가의 오묘한 진리를 담

고 있는 책이네. 만 번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일세.” 그러고는 남궁두에게 

하루에 각 책을 10번씩 읽도록 했다. 

  또 말하기를, “무릇 신선술을 배우는 자는 잡념을 끊어 버리고 편안하게 앉아

서 精과 氣와 神의 三寶를 단련하며 물과 불을 상생시켜 丹을 이뤄야하니, 이것

이 첩경이라네. 그렇지만 최상의 지혜나 훌륭한 자질을 타고나지 않고서야 이것

을 빨리 이룰 수는 없지. 자네는 성품이 질박하고 굳세어서 최상의 방식으로 가

르쳐 주기는 어렵겠네. 그러니 우선은 곡기를 끊어 쉬운 데에서부터 어려운 데

로 들어가는 방법을 써야겠네.158)

  여기에서도 권 진인은 辟穀 수련을 말하기에 앞서 주요 경전을 내어 주면서 참동

계와 황정경이야말로 도가 수련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임을 먼저 주지시킨다. 권 

진인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벽곡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욕념을 제

거하고 三寶를 단련하는 ‘첩경’을 통해 도를 성취할 수 있지만, 남궁두는 자질이 부족

한 탓에 우회로를 통해 목표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일러준다. 허균의 서술 속에서 

벽곡이란 도가의 수련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단계가 아니라, 자질이 부족

157) “長老曰: “凡諸方術, 必先聚精神而後, 乃可成. 矧煉魄飛神, 欲求仙蛻者乎? 聚精神, 自不睡

始, 你先不睡.” (중략) 三夜四夜, 倦困不能植坐. 頭或撞於壁楣, 猶忍. 過第七夜, 脫然朗悟, 精

神自覺醒爽.”

158) “因出二經授之曰: “伯陽參同契, 乃修煉至訣, 仙家最上乘. 黃庭內外玉景經, 乃導氣煉臟

至要, 亦道家妙諦. 讀之萬遍, 自可悟解.” 令日各誦十遍. 又曰: “大凡學飛昇者, 斷除念頭 安坐

煉精、氣、神、三寶, 令坎离龍虎, 交濟成丹, 是大捷徑, 而自非上智與夙稟, 不可猝爲. 君性朴

固剛忍, 難以上乘訓之. 姑先絶粒, 爲下學上達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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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에게만 요구되는 단계인 것이다. 남궁두는 벽곡 수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욕

념을 없애는 세 번째 단계에 착수한다. 

  남궁두는 3년을 머물면서 두 책을 만 번씩 읽자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신통하

게도 깨달음이 있는 듯 했다. 장로는 호흡법을 가르치고 또 기를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자 기를 움직이게 되었다. 마침내 子午周天과 卯酉周天으로 六字秘訣

을 행하여 호흡법이 이루어지자 얼굴이 점점 살이 붙고 기운이 더욱 상쾌해졌으

며 온갖 잡념이 모두 사그라졌다.159)

  이 단계에 이르러 남궁두는 두 경전을 3년에 걸쳐 숙독한 뒤, 호흡의 도를 이뤄 

온갖 잡념이 모두 사라지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남궁두가 행한 수련 과정의 세 번째 특징은 長期的이고 점진적 과정에 따라 구도

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앞서 세 단계에 거쳐 이루어진 수련은 각각 7일, 150여일, 3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남궁두가 실패한 수련 역시 약 3년이 넘게 소요되었다. 

또한 권 진인의 지도 방침에서도 볼 수 있듯 잠을 자지 않는 수련으로부터 시작하

여 점차 단계를 밟아나가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벽곡 수련 과정을 묘사할 때 두드러진다. 

  “무릇 사람의 생명은 오행에서 정기를 받으므로 오장은 각각 오행을 주관한다

네. 脾는 土의 기운을 받으니, 사람이 먹는 것이 모두 비위로 들어가는 것이라

네. 비록 곡기의 정기로 강건하고 병이 없게 되긴 하지만 [곡기를 먹고 살다 보

면] 그 氣가 土에 이끌려 결국은 넋이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라네. 옛

날에 곡기를 끊었던 사람들은 다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했던 것이라네. 그대

는 시험 삼아 먼저 곡기를 끊어보라.” 하고, ① 남궁두로 하여금 하루에 두 끼만 

먹게 했다. 

  ② 7일 차에는 그 두 끼 중 한 끼는 밥을, 한 끼는 죽을 먹게 했다. ③ 또 7

일 후에는 한 끼 죽을 없앴다. ④ 또 7일 차에는 한 끼 밥을 죽으로 바꿨다. ⑤ 

28일이 지난 다음에는 밥이든 죽이든 모두 걷어치우고, 걸어두었던 숟가락을 빼

서 감실 자물쇠를 열고 옻칠한 찬합 두 개를 꺼냈다. 한 찬합에는 검은콩 가루

159) “留三年, 讀二訣凡萬遍, 胸次洒然, 若有神會. 長老敎以數息, 旣又敎之運氣, 氣已運矣. 遂以

子午、卯酉行六字秘訣, 呼吸道成, 顏漸腴, 氣益爽, 萬念俱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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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어있고 한 찬합에는 황정 가루가 들어있었는데, 장로는 이것들을 한 숟갈

씩 긁어내어 물에 타서 하루 두 번씩 마시게 했다. 남궁두는 평소 배가 커서 배

고프고 피곤한 것을 거의 참지 못할 정도였다. 몸은 마르고 피곤해졌으며 눈은 

어지러워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았다. 

  검은 콩을 복용한지 21일째 되던 날 홀연히 배부른 것처럼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장로는 즉시 잣나무 잎과 참깨를 먹게 했다. 그러자 

며칠 동안 온몸에 부스럼이 생기더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또 백일이 

지나자 허물 딱지가 떨어지면서 새 살이 돋고 보통 때 모습으로 되돌아왔다.160)

  ①에서 ⑤에 이르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궁두는 하루에 2食을 하는 단

계에서 시작하여 7일 단위로 끼니 수를 점차 줄여 나가, 결국은 하루에 가루 두 홉만

을 먹고도 살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장기적 과정은 총 7년여에 이르는 

것(‘弟子侍師, 七歲于玆’)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남궁두가 결국 도를 이루는 

데 실패하게 되는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 “속히 이루려는 마음을 갑자기 내었기 때문

(欲速之心遽發)”이라고 서술했다.161) 이상에서 본 것처럼 남궁두의 수련 과정이 구도

자 자신의 각고의 의지와 노력이 요청되는 과정이라 할 때, 남궁두의 구도는 단순히 

현실 도피의 차원이라 할 수 없다. 도를 성취하는데 있어 구도자 스스로의 열망과 노

력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만큼, 남궁두의 수련 과정은 구도자를 책임 있는 주체로 만

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60) “凡人之生, 稟精於五行. 故五臟各主五行. 脾受土氣, 人之飮啖, 皆歸於脾胃. 雖以穀精強健

无疾, 而氣引於土, 終至於魄歸乎地. 古之辟穀者, 皆爲此也. 君試先辟穀.” ① 卽令斗日再食. 

② 七日又一飯一粥, ③ 七日減一粥, ④ 更七日以粥替飯, ⑤ 過四七日撤飯粥, 以匕開上龕鑰, 

取漆盒二個, 一黑豆末, 一黃精屑, 挑各一匙, 和水餌之, 日再焉. 斗食腸素寬, 飢乏殆不可忍. 

身瘐體倦, 眼昏花不辨物, 猶忍之. 服黑豆三七日, 忽若充然不思食. 卽令餌栢葉胡麻, 數日遍身

生瘡, 疼不能忍. 又百日, 痂脫肉生, 方如常.”

161) ‘欲速之心’을 경계하는 견해는 성리학 서적들에 두루 나타나는 입장과도 일치한다. 예컨

대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程顥, 二程遺書 권18, “學, 欲速不得, 然亦不可怠. 纔

有欲速之心, 便不是學, 學是至廣大的事, 豈可以迫切之心為之?”; 한편 진덕수는 주희와 張栻

간에 仁 개념에 관해 토론한 편지를 소개하면서 속히 학업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경계한 

주희의 견해에 찬동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眞德秀, 讀書記 권8, “朱子復書, 前日所謂

正, 爲近日學者, 厭煩就簡, 避迂求㨗, 相沿之盛, 方且趨於薄, 恐益長其計, 獲欲速之心, 而反

陷於不仁爾.” (진덕수가 지칭한 주희의 편지는 晦庵集 권3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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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패를 통해 도달한 결론

  ｢남궁선생전｣은 신선이 되는 데 실패한 남궁두가 허균을 찾아와 도가의 진리와 권 

진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일화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

실은 수련에 실패한 남궁두를 허균은 ‘先生’이라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남궁

두의 행적을 적은 부분에서는 줄곧 남궁두를 ‘斗’라 하여 이름으로 지칭하다가, 환속

한 남궁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부분부터는 경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하 논의에서는 

허균이 수련에 실패한 인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말미에서 남궁두에 대한 호칭이 변하게 된 이유는 당시 40대의 허균과 83세

였던 남궁두 간의 관계가 서술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

나 허균이 굳이 선생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한 데에는, 그럴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작품 말미에서 남궁두를 존칭하기 시작하는 부분의 서두이다.

  선생은 비록 다시 가정을 이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늘 되새기며 시종일관 조

금도 해이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海南에서 떠나] 龍潭에 은거하면서 깊은 골

짜기를 택해 거처했는데, 이는 그 골짜기가 치상산에 가까우므로 다시 한 번 선

사를 만나 뵙기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수십 년 동안 곡식과 솔잎을 캐먹으

면서 지냈더니 몸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고 모발은 세지 않았으며 걸음걸이도 

나는 듯 가벼웠다.

  만력 무신년(서기 1608년) 가을, 나는 公州에서 파직당하여 扶安에 살고 있었

다. 이때 남궁 선생이 古阜에서부터 걸어와서 내가 있던 곳에 방문했다. 그리고

는 나에게 네 가지 경전의 깊은 뜻을 전수해 주었고, 또 스승을 만났던 일의 전

말을 이상과 같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선생은 올해 나이 83세이지만, 얼굴은 마흔예닐곱 살 정도로 보였고 시력ㆍ청

력ㆍ정력은 조금도 감퇴하지 않았으며, 봉황 같은 눈에 검은 머리를 한 모습은 

초탈한 듯한 여윈 학처럼 보였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이나 먹지도 잠자지도 않

은 채 참동계와 황정경을 쉬지 않고 외웠는데, 늘 이런 말을 했다. “몰래 음

험한 짓을 하지 말고,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욕

심을 끊고 생각을 단련하면 上仙의 경지에 즉시 이를 수 있고 그러면 난새와 학

이 오래지 않아 맞으러 내려올 것이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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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허균이 남궁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허균의 

눈에 비친 남궁두의 외양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80대의 남궁두가 노쇠

하지 않은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여 그의 비범한 면모를 강조했다. 傳에서 인물

의 외양 묘사를 통해 해당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기술 방식은 사기로부

터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163) 허균이 남궁두의 비범한 겉모습을 중요하게 서술한 것

도 남궁두의 남다른 면모를 부각하려는 이유에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궁두

를 만났던 일화를 언급한 ｢攝生月纂序｣에서 허균은 남궁두를 그저 ‘남궁두’라 하여 이

름으로 지칭하고 있을 따름이다.164) 그렇다면 남궁두에 관한 서술 태도의 변화와 궤

를 같이하는, 보다 핵심적인 남궁두의 변모 양상은 다른 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한 단서는 위 인용문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남궁 선생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숨 쉬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음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자 선생이 말했다. “내 당초엔 하늘로 오르려 했지만 속히 

이루려 했다가 결국 이루지 못했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를 지상선은 되었다고 

인정하시고 부지런히 수행하면 8백세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네. 그런

데 요새 산속 생활이 괴롭고 적적해서 속세로 내려왔더니 단 한 명의 친지도 없

고 도처에 젊은 것들은 내 늙고 추한 모습을 업신여기니 인간 세상에 도무지 흥

미가 없어졌네. 사람이 장수하고자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을 하고자 해서인데, 나

는 쓸쓸하게도 아무 낙이 없으니 오래 산들 어디에 쓰겠나? 그래서 익힌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들 손자를 안고 놀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자연의 조화에 따라 죽

어 하늘이 부여해 준 바를 따르고자 하네. 

  자네는 신선의 자질과 득도할 기질을 지녔으니 힘을 다해 쉬지 않고 수행하면 

참된 신선이 되는 일이 어찌 어렵겠는가? 내 선생께서 일찍이 나더러 참을성이 

강하다 인정해 주셨지만, 나는 인내하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忍’이라는 

162) “先生雖更立家業, 佩服師訓, 終始不少懈. 去隱于龍潭地, 擇深谷以居, 爲近雉裳, 冀再遇仙師

計, 而數十年, 採黃精松葉食之, 身日益強, 鬚髮不白, 步履如飛. 萬曆戊申秋, 筠罷公州, 家扶安. 

先生自古阜, 步訪於旅邸, 因以四經奧旨授之, 且以遇師顚末, 詳言之如右. 先生今年八十三, 而容

若四十六七歲人, 視聽精力, 不少衰, 鸞瞳綠髮, 翛然如瘦鶴. 或數日絶食不寐, 誦參同、黃庭
不輟, 輒曰: “毋陰行險, 毋曰無鬼神. 行善積德, 絶慾煉念, 則上仙可立致, 鸞鶴不日下迎矣.””

163) 李少雍, 司馬遷傳記文學論稿, 重慶出版社, 1987, 116∼117면.

164) 惺所覆瓿藁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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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글자는 선가의 오묘한 비결인 것이네. 그대도 이 忍을 삼가 지켜 실추시

키지 말게.” 선생은 수십 일을 머물다가 어느 날 옷자락을 떨치고 작별을 고한 

뒤 떠났다. 사람들은 선생이 용담으로 돌아갔다고들 했다.165)

  남궁두에 대한 허균의 존경 표현은, 이상과 같은 남궁두의 최종적인 발언 내용을 

득도한 자의 깨달음으로 보아 격상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

게 볼 때 이 부분이야말로 ｢남궁선생전｣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고 하겠

다.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앞 예문에서 남궁두가 하산 직후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독실하게 따랐다는 

내용과 달리 태도를 확연히 바꾼 점이다. 힘써 수련하면 8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스

승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남궁두는 장수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여느 사람과 다름없

이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남궁두란 인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낸 허균의 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으로, 각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허균의 ｢攝生月纂序｣에는 허

균이 남궁두를 만났던 일을 ｢남궁선생전｣과는 약간 다르게 술회하고 있다. 

  일찍이 南宮斗를 호남에서 보았는데, 나이 90에도 용모가 노쇠하지 않았으므

로 그 까닭을 물어보니 때에 맞추어 지내고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뿐이었다. 이

는 연단하는 공부는 착수하기가 쉽지 않지만, 먹고 마시고 거동할 때에 保頤 攝

養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워서 효과를 가장 빨리 거두기 때문이 아니겠

는가? 이는 알지 못할 일이다.166)

  허균이 남궁두와 실제로 나눈 대화는 위 인용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내용이었으리

라 짐작된다. 위 글에 나타난 허균의 입장은 일상생활에서 식생활을 적절히 조절하고 

165) “不佞見先生, 飮啖食息如平人, 怪之, 先生曰: “吾初擬飛昇, 而欲速不果成. 吾師旣許以地上

仙, 勤脩則八百歲可期矣. 近日山中, 煩苦閑寂, 下就人寰, 則無一個親知, 到處年少輩, 輕其老

醜, 了无人間興味. 人之欲久視者, 原爲樂事, 而悄然无樂, 吾何用久爲? 以是不禁烟火, 抱子弄

孫, 以度餘年, 乘化歸盡, 以順天所賦也. 君有仙才道骨, 力行不替, 眞仙去君何遠哉? 吾師嘗許

我以忍, 不能忍而至是, 忍之一字, 仙家妙訣, 君亦愼持勿墜也.” 留數旬, 拂衣辭去, 人言其還向

龍潭云.”

166) 惺所覆瓿藁 권4, ｢攝生月纂序｣, “曾見南宮斗於湖南, 九十而貌不衰, 詢之, 乃順時節食而

已. 豈煉丹功夫, 下手未易, 而飮食起居之際, 保頤攝養者, 切近於日用, 故收效最速耶? 是未可

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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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일 뿐 그 밖의 秘術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167) 반면 ｢남궁선생전｣에서 허균은 남궁두의 신비한 내력에 대해서는 傳聞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남궁두는 평범한 식생활과 호흡법을 실천하

는 인물로 묘사했다. 또한 일반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남궁두를 보고 의아해하는 

허균에게 남궁두는, 자신이 아무 낙이 없으므로 환속 후의 신선 수련은 그만두려 한

다고 대답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는 남궁두란 인물을 허균의 지론에 합치하는 인물, 

즉 천명을 따르며 여생을 보내는 것을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기는 인물로 

표현하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남궁두가 장생불사의 신선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허균이 遵信하는 ‘진리’를 남궁두의 입으로 말하게 함으

로써 남궁두의 위상을 제고하려 한 것이라 하겠다.168)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환속한 남궁두가 수련하던 시절의 남궁두에 비해 확연히 

167) 이와 유사한 태도는 다음 글에서도 보인다. 惺所覆瓿藁 권12, ｢任老人養生說｣, “余曰: 

“吾聞之叟之言, 而得養生之術焉. 爲仙者, 必保精與氣與神也. 叟之不娶, 保精也; 擇食不飽, 保

氣也; 不嗔怒營爲, 保神也. 三者旣具, 宜其壽之多也. 況不動吾眞而只飢飡倦睡. 乃靜定第一關, 

而术黃精, 亦藥之上者, 叟能行之能服之, 其昇仙遐擧也, 何遠哉? 世之修丹欲長生者, 必稱乾坤

鼎器、坎离夫婦、龍虎鉛汞、進火退符, 口誦參同悟眞, 自謂眞仙可致, 而躁求貪利, 忿恚之心, 

交戰於中, 畢竟無一成者, 其視叟則顙寧不泚耶! 吾師乎叟哉! 吾師乎叟哉!”

168) 17세기 초 조선 문단에는 신선 담론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 시기 遊仙詩나 神仙談, 혹

은 도맥의 계보에 대한 저서가 각광 받았던 점에 대해서는 김낙필, ｢權克中의 內丹思想｣,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0; 정민, ｢16∼7세기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동인｣, 道敎文化

硏究 4, 한국도교문화학회, 1990; 손찬식, 朝鮮朝 道家의 詩文學 硏究, 國學資料院, 

1995; 이종묵, ｢조선 전기 漢詩의 唐風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硏究 8, 한국한문학회, 

1995; 이종은, 韓國의 道敎文學, 태학사, 1999; 조영임, ｢三唐詩人의 “仙界憧憬”에 대한 

小考｣, 韓國漢詩硏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참조. 양생술의 유행에 대해서는 차주환, 
韓國道敎思想硏究, 韓國文化硏究所, 1978; 양은용, ｢｢周易參同契演說｣과 조선도교｣, 宗敎

硏究 4, 한국종교학회, 1988; 박병수, ｢도교 단학파의 저술과 그 수련 유형｣, 圓佛敎學
4, 한국원불교학회, 1999; 조영숙, ｢東醫寶鑑 修養論의 哲學的 根據와 方法論 硏究｣, 성

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2; 최정이, ｢朝鮮時代 道家書 간행 및 版本 분석｣, 경북대학교 석

사논문, 2013 참조.) 

    양생술을 비롯한 당대의 신선 수련 관행에 대한 허균의 입장이 피력된 글로 惺所覆瓿藁
권12에 수록된 ｢辟穀辨｣, ｢任老人養生說｣을 들 수 있다. ｢벽곡변｣에서 허균은 곽재우의 벽

곡 수련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 일축하고 신선이 되어 승천하는 일

은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노인양생설｣에서는 신선이 되는 방식에 있어 秘

術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섭생에 유의하고 바람직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

건이라 주장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념할 때 허균의 5전은 소재적 측면에서는 당대 문단의 담론을 일정

하게 수용한 것이지만, 보다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려 한 점에서는 時流와 변별되는 면이 있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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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모습이다. 그러한 차이는 앞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바, 자신의 수

련 실패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속한 남궁두는 자신이 수련에 

실패하게 된 까닭을 ‘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와 달리 작품의 앞부분, 

즉 남궁두를 이름으로 지칭하는 부분에서는 남궁두의 실패가 미리 정해진 운명 때문

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다.

  남궁두가 고함을 지르며 뛰쳐나오자 장로는 지팡이로 남궁두의 머리를 치며, 

“아! 이루어지지 못하겠구나.” 하고는 급히 남궁두를 편히 앉히고 기운을 내리게 

했다. 그러자 기운은 비록 눌려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격하게 요동치며 종일토록 

안정되지 않았다. 장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났기에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없었건만 업보가 다 제거되지 못해 마침내 실

패하고 말았으니 자네의 운명일세. 내 어찌하겠는가!” (중략) 

  남궁두가 말했다. “제가 어리석어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했으니, 이는 

제 운명이 기박한 탓입니다. 무슨 한스러움이 있겠습니까?”169)

  이처럼 자신이 수련에 실패하게 된 까닭을 운명의 탓으로 돌렸던 남궁두는, 환속하

여 허균을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이 “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不能

忍而至是)”고 하여 실패의 원인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궁두의 실패

가 운명의 탓이라는 인식은 그것대로 작품에 넣어두는 한편, 각성한 남궁두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발언하도록 설정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남궁두가 겪은 실패를 회고함에 있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영역은 그것대로 인정하면서도, 종국에는 이 일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 가능했던 

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높이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논찬부에서 허균은 다시금 장생불사하는 신선의 존재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작품의 전편에 걸친 남궁두의 실패담, 그리고 장수하

기를 포기하는 남궁두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허균이 신선을 보지 못했다는 

서술과 신선의 존재를 긍정하는 내용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 마지막으로 살

펴볼 문제이다. 다음은 논찬부의 全文이다.

169) “絶叫趨出, 長老以杖擊其頭曰: “噫! 其不成也.” 亟令斗安坐降氣. 氣雖制伏, 而心沖沖, 終

日不定. 長老歎曰: “曠世逢人, 敎非不盡, 而業障未除, 遂致顚敗, 君之命也, 吾何力焉!” (중략) 

斗請曰: “庸戇不任敎, 自我命薄, 夫何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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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자는 말한다. 

  조선 사람들은 불교는 숭상해도 도교는 숭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온다. 신

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도를 얻어 신선이 되어 떠났다는 사

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과연 그럴듯하다.

  그러나 내가 만난 남궁 선생으로 말하면, 과연 기이하다 할 만하다. 선생의 스

승이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궁 선생의 스승이 師事한 분에게서 

전수 받았다는 내용은 굳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은 못되고, 남궁 선생이 말해

준 것 역시 굳이 모두 그대로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

처럼 확실한 실체는 없는 것이다. 

  다만 선생의 나이와 용모를 보면 진실로 득도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닐까? 어떻

게 80대에 이처럼 강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로 볼 때 더욱, 실제 이런 일이 절

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아! 참으로 기이하다. 우리나라는 바다 밖 외진 곳에 치우쳐 있어 羨門子나 安

期生같은 신선의 부류가 드물었는데 그러한 異人이 깊은 산중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살아 있어서 남궁 선생으로 하여금 한 번 만나볼 수 있게 했으니 누가 ‘궁

벽한 땅이라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도에 통달하면 신선이고 도에 어두우면 보통사람이니, ‘조선 사람들은 불교는 

숭상해도 도교는 숭상하지 않는다는 말’이란, 듣는 대로 믿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남궁 선생이 빨리 이루기를 기대하지 않아서 마침내 丹을 이루는 수련

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저 선문자나 안기생도 친근하게 어깨를 치며 자신

들과 대등하게 관계함을 어찌 어렵게 여겼겠는가? 오직 인내하지 못한 것 때문

에 거의 다 이루어졌던 공을 무너뜨리고 말았으니 아, 애석하다.170)

  논찬부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궁두가 만났다는 스승 권 진인

의 실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남궁두가 신선이 되지 

170) “許子曰, 傳言: ‘東人尙佛不尙道.’ 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然以

余所覩南宮先生言之, 可異焉. 先生所師者, 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說亦未必

盡然. 要之, 影響之間也.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 此又不

可決以爲實無是事也. 噫! 其奇哉! 我國僻在海外, 乏遐擧之士如羨門、安期, 而巖石間乃有此異

人累千百年, 俾先生一得遇之, 孰謂偏壤而無其人耶? 達道則仙, 昧道則凡, 傳所言者, 與耳食奚

殊? 使先生毋望其速成, 卒收爐鼎之效, 則彼羨門、安期, 亦何難拍肩而等夷之? 唯其不忍, 以敗

垂成之功, 嗚呼惜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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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점이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東國에도 신선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작품 전반에 걸친 신선 수련의 실패담과, 논찬부에서 

말하는 신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가? 이는 크

게 두 가지로 답해볼 수 있다.

  첫째, 논찬부에서 주장하는 ‘신선됨’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성리학에서 주

장하는 ‘聖人됨’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 유사하다. 전자와 후자의 신념을 지

닌 사람들은 모두 신선이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구체적 사례를 목전에 제시할 수 

없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신선이나 성인이라는 극히 고양된 경지가 존재하며, 그 경

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허균은 道에 통달하면 신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논찬부 전

체에 걸쳐서는 신선이 비가시적 존재이기에 그 실존을 믿기 어렵다는 의혹과, 東國에

는 득도한 자가 없다는 ‘오해’를 시정코자 했다. 그러한 태도는 신선의 실존을 긍정하

면서도, 신선됨의 관건은 다름 아닌 得道 여부에 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주희가 맹자의 발언을 해석하면서 성인됨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논리에서도 그와 유

사한 논법이 등장한다. 맹자는 滕나라 文公더러 小國인 등나라도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사람의 본성이 선함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절에 대해 주희는, 위정자의 내적 노력에 중점을 두어 해석했다. 그리하여 주

희는 등나라가 소국임에도 위정자 개인의 도덕적 노력에 따라 왕도정치의 성패가 좌

우되며, 개개인이 노력한다면 누구라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당 구절을 해

석했다.172) 특히 주희는 그와 같은 맹자의 주장이 나오게 된 까닭을, 맹자 당시의 사

람들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명제를 불신했기 때문이라 보았다.173)

  東國에도 신선이 있을 수 있고, 누구라도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남궁선생

전｣ 논찬부의 발언은 성인됨의 문제에 관한 주희의 그러한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대부분의 예상 독자들이 신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신선의 경지에 이를 수도 없다

171) 孟子集註 권5, ｢藤文公｣ 上, “今滕, 絶長補短, 將五十里也, 猶可以爲善國. 書曰: ‘若藥不

瞑眩, 厥疾不瘳; 滕文公爲世子, 將之楚, 過宋而見孟子,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172) 위의 글, “言滕國雖小, 猶足爲治, 但恐安於卑近, 不能自克, 則不足以去惡而爲善也”; “人與

堯舜, 初無少異, 但衆人汨於私欲而失之, 堯舜則無私欲之蔽而能充其性爾. 故孟子與世子言, 每

道性善, 而必稱堯舜以實之, 欲其知仁義不假外求, 聖人可學而至而不懈於用力也.” 

173) 위의 글, “時人不知性之本善, 而以聖賢爲不可企及. 故世子於孟子之言, 不能無疑, 而復來求

見, 蓋恐別有卑近易行之說也. 孟子知之. 但告之如此, 以明古今聖愚本同一性, 前言已盡, 無復

有他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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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허균은 신선의 존재 가능성 및 그 경지에 오르려는 노력을 긍

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등나라가 小國이라는 외적 요인을 문제 삼기보다 위정자의 내적 노력을 중시

한 주희의 견해처럼, 허균도 東國이 외진 곳에 있다는 점은 누군가가 신선이 되려는 

노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여기고 있다. 허균이 堯舜과 같

은 비가시적 성인을 목표로 삼으라는 성리학의 敎義에 찬동했다면, 안기생이나 선문

자와 같은 비가시적 신선을 목표로 삼는다는 의제에도 찬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남궁두를 신선됨에 실패했으면서도 존중할만한 인물로 규정했음에 주목해 보

면, 허균은 秘術에 의해 신선이 될 가능성을 기각하고 일상 도덕과 순리에 따른 삶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신선과 같은 고양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장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균은 남궁두가 언젠가는 죽을 인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평범한 생활을 하는 인물로 그리면서 장수 가능성을 자발

적으로 포기한 인물로 서술하게 된 것 같다. 그와 더불어 남궁두로 하여금 타인과의 

원만한 교제가 없으면 장생불사란 것도 별 의미가 없음을 선언하게 함으로써 도가적 

장생불사 그 자체는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남궁선생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가적 삶에 대한 승인이라기보다는, 

성리학의 교의 하에서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어진 개개인의 본성을 따라 도덕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지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견 도가적 언어의 외양에도 불

구하고 성리학적 사유와 위배되지 않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궁선생

전｣은 여타 네 편의 전에서 다룬 인간 세계의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선계의 모습을 

극도로 밀고 나간 끝에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5전에서 제기된 문제를 

총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목전에서는 유능한 인물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러한 부조리는 표면적 진실에 불과할 뿐, 정의가 관

철되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고수함으로써 개인들은 도덕적인 삶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허균은 논찬부에서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완곡하게나마 자기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허균은 완전히 새로운 이념을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

던 성리학적 노선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입장을 견지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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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계의 형상화 방식

          1) 장관의 화려한 재현: ｢남궁선생전｣ 

  ｢남궁선생전｣에서 권 진인이 여러 신들에게 조회 받는 장면은 5전 중에서 가장 精

彩로운 부분이자, 도가에 대한 허균의 학식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하

에서는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장관 재현이 단순히 문예적 기교를 과시하기 위

해 서술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핵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남궁선생전｣에 수록된 이 

일화는 초고를 작성한 후 보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단락으로, 이 장면이 없어도 남

궁두의 일생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 또, 이 부분

만 따로 떼어서 보면 대략 ‘도입부-전개부-핵심부-결말부’로 된 완결적인 구조를 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입부에서 권 진인이 정월 보름날 의복을 갖춰 입고 좌정하자 그 주위에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진다는 것으로 이 일화는 시작된다.

  斗又曰: “師旣治諸神, 何無一個來修覲者?” 長老曰: “吾飛神而受其朝矣.” 又請

觀諸神, 曰: “可待明年上元也.” 至期, 長老出龕中衣箱, 戴八霞方山巾, 服七星日月

綉袍, 係圓靑玉束獅帶, 穿五花文履, 手持八角玉如意, 趺坐砌臺上. 斗西向侍, 童子

偶立. 

  忽於臺上雙檜, 各掛彩花燈, 俄而滿洞千萬樹, 俱各掛花燈, 紅焰漲空如白晝. ① 

有奇型怪狀之獸, 或熊、虎, 或獅象, 或豹而雙脚, 或虯型而翼, 或龍而無角, 或龍身

而馬頭, 或三角而人立決驟, 或人面三眸者, 以百數. ② 又有象、獐、鹿、彘型者, 

金目雪牙, 赭毳霜蹄, 夭矯拏攫, 以千計, 俱羅侍於左右. ③ 又有金童玉女捧幢節數

百人, 介戟具三仗者千餘人, 環立臺上, 衆香馥郁, 璜珮丁東. 

  (남궁두가 또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신을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왜 선생

님을 뵈러 오는 신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장로가 말했다. “나는 나의 정

신을 날게 해 신들의 조회를 받거든.” 남궁두가 또 신들을 보고 싶다고 청하자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년 정월 보름날에 볼 수 있을 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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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한 날이 되자 장로는 감실에서 옷상자를 꺼내더니, 八霞方山巾을 쓰고 북

두칠성과 해와 달을 수놓은 도포를 입고, 여러 개의 둥근 벽옥으로 장식하고 사

자를 수놓은 띠를 두르고, 五花文을 수놓은 신을 신고, 손에는 옥으로 만든 8각

의 여의를 들고 돌로 만든 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남궁두는 서쪽을 향해 

모시고 섰고, 동자는 그 맞은편에 섰다. 

  문득 대 위의 향나무 두 그루에 각각 알록달록한 꽃등이 걸리더니 이윽고 골

짜기 가득한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마다 모두 꽃등이 걸리면서 붉은 불꽃이 하

늘에 뻗쳐 마치 대낮처럼 환해졌다. 

  ① 기이하고 괴상한 모양의 짐승들이 나타났는데, 곰이나 호랑이 같은 동물, 

사자나 코끼리 같은 동물, 표범 모양인데 다리가 둘인 동물, 이무기 모양인데 날

개가 달린 동물, 용 모양에 뿔이 없는 동물, 몸은 용인데 머리는 말 같은 동물, 

뿔이 세 개 달리고 사람처럼 서서 빠르게 달리는 동물, 사람 얼굴에 눈이 세 개 

달린 동물 등 백여 마리나 되었다. 

  ② 또 각각 코끼리, 노루, 사슴, 돼지 모양으로, 금빛 눈에 이빨이 눈처럼 희

거나, 붉은 털에 발굽이 서리처럼 희거나, 펄쩍펄쩍 용트림하면서 무엇인가를 낚

아채는 듯한 시늉을 하는 등등의 것들이 천여 마리나 되었다. 이런 동물들이 모

두 장로를 모시고 좌우로 늘어섰다. 

  ③ 또 깃발과 符節을 든 금동과 옥녀 수백 명, 갑옷과 창을 갖추고 세 가지 

무기를 든 군사 천여 명이 대 주위를 빙 둘러서자, 온갖 향기가 자욱하고 패옥 

부딪치는 소리가 쟁그랑거리며 울렸다.)

  권 진인이 獅帶를 매었다는 데에서 보듯 그는 武官의 수장을 연상시키는 의복을 입

고 등장한다. 여기서 권 진인의 의상을 응시하는 시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여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뒤에 이어지는 단락에서 신선들의 

차림새를 묘사할 때에도 동일한 양상을 띤다. 권 진인을 둘러싼 기이한 짐승과 여러 

호위 시종들의 등장도 질서 정연하게 차례대로 제시된다. ①에서 볼 수 있듯 등장하

는 생물들의 범주를 ‘有…(者)’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 뒤, ‘或…’형태의 句를 죽 나

열하여 그 상세한 모습을 구체화하며 열거하고 있다. ②와 ③에서도 각종 동물과 선

남선녀, 호위병이 늘어선 장관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또한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모습

과 함께 향기가 자욱했다는 표현, 장식물이 쟁그랑거리는 소리를 묘사하여 시각과 후

각, 청각적 감각을 아울러 환기하고 있다. 



- 93 -

  권 진인이 좌정하고 주위에서 시중드는 자들이 늘어선 다음 전개부에서는 각지를 

다스리는 신들이 차례로 나타나 예를 갖추고 도열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續有靑衫象簡佩水蒼戴弁者二人, 鞠躬階下, ① 唱曰: “東方極豪林、廣霞、紅映

山三大神君見!” 有三神, 俱頂紫金梁冠, 紫袍、玉帶, 端笏、雲履, 佩劍、珩者, 頎

而晳長, 眉目皆朗秀. 長老起立拱手, 三神皆再揖而退. ② 又唱曰: “蓬壺、方丈、圓

嶠、祖洲、瀛海等五洲眞官見!” 有五神, 各披方色袍, 冠佩如前, 而俱頎秀. 長老起

立, 五神皆再拜而退. ③ 又唱曰: “東、南、西海長離、廣野、沃焦、玄隴、地肺、

摠眞、女几、東華、仙源、琳霄等十島女官見!” 有仙女十人, 俱戴花絨金襪巾, 揷赤

珠步搖, 珠翠玲瓏映其面, 不可定視. 服素練金鳳紋衫, 施翠羅襕膝長裙, 佩太乙靈

符, 赩奕有電光, 穿綠花方底履, 頎長而男子拜. 長老不起, 坐受之, 女官退. ④ 又唱

曰: “天印、紫蓋、金馬、丹陵、天梁、南壘、穆洲等七道司命神將見!” 有紅抹額揷

羽, 戎袴褶, 繡花掩心, 金搭肘, 佩矢房、弧箙, 手朱殳, 而俱獅型虎姿, 植赤髮, 金

目虯髥者, 揖不拜退. ⑤ 又唱曰: “丹山、玄林、蒼兵、素泉、赭野等五神, 所繞山

林、藪澤、嶺瀆、城隍諸鬼伯鬼母, 俱見!” 五大神將, 如七道神型者, 各領一隊百餘

靈官, 或短醜, 或長大, 或潔脩而雅, 或六臂四目者, 女或老醜或姸少者. 被服俱隨方

色, 列立四拜, 退爲五隊.

  長老命小童, 持小綘幡, 從北方指東, 環南抵西, 立于中隊之前, 告曰: “諸靈俱會, 

而魏州趙夫人未至矣.” 素泉神出跪曰: “他以謫, 今降爲人, 其代不來矣.” 

  (이어서 푸른 적삼을 입고 상아홀을 들고 水蒼玉을 차고 고깔을 쓴 두 사람이 

섬돌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① 큰 소리로 외쳤다. 

  “동방의 極豪林, 廣霞山, 紅映山의 3大神君이 알현하나이다!”

  세 신은 모두 자주색 金梁冠과 자주색 도포 차림에 옥대와 단홀을 달고 구름

무늬가 있는 신을 신고 검을 차고 옥을 달았으며 풍채가 좋고 살결이 희었으며, 

키가 크고 미목이 모두 수려했다. 장로가 일어나 양손을 맞잡고 예를 표하자 세 

신이 모두 두 번 읍한 다음 물러갔다. 

 ② 고깔 쓴 사람들이 또 큰소리로 외쳤다. 

  “蓬壺, 方丈, 圓嶠, 祖洲, 瀛海 등 5주의 眞官이 알현하나이다!”

  다섯 신은 각각 다섯 방위를 대표하는 색의 도포를 입었고 관이며 몸에 찬 것

은 앞서의 세 신과 같았는데 모두 풍채가 좋고 용모가 수려했다. 장로가 일어서

자 다섯 신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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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또 큰 소리로 외쳤다

  “동해와 남해와 서해의 長離, 廣野, 沃焦, 玄隴, 地肺, 摠眞, 女几, 東華, 仙源, 

琳霄 등 10島의 女官들이 알현하나이다.” 

  선녀 열 사람은 모두 꽃을 수놓은 버선 모양의 두건을 쓰고 붉은 진주로 만든 

머리 장식을 꽂고 있었는데, 진주에서 나는 찬란한 빛이 얼굴을 비쳐 똑바로 쳐

다볼 수 없었다. 황금빛 봉황을 수놓은 흰 저고리에 무릎을 덮는 비취색의 긴 

치마를 입었고, 태을신을 새긴 패를 허리에 찼는데, 번쩍번쩍 번갯불이 났으며, 

발에는 녹색의 꽃무늬가 새겨진 바닥이 모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키가 컸으며 앞서의 남자 신들처럼 절했다. 장로는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절을 

받았다. 이윽고 여관들이 물러갔다. 

  ④ 또 큰 소리로 외쳤다.

  “天印, 紫蓋, 金馬, 丹陵, 天梁, 南壘, 穆洲 등 7도 司命神將이 알현하나이다!”

  신장들은 깃을 꽂은 붉은 두건을 쓰고 군복에 사마치를 입고 꽃을 수놓은 가

슴 가리개를 입고 금으로 된 팔꿈치 가리개를 입었으며, 화살통과 활집을 차고 

손에는 붉은 창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자나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

는데, 붉은색 머리털이 치솟아 있고 금빛 눈동자에 용이 도사린 듯한 구불구불

한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읍만 하고 절은 하지 않은 채 물러갔다. 

  ⑤ 또 큰 소리로 외쳤다.

  “丹山, 玄林, 蒼兵, 素泉, 赭野 등 5대 신장과 이들의 통솔을 받는 산림, 늪, 

고개와 강, 城池의 모든 남녀 귀신이 함께 알현하나이다!”

  5대 신장은 7도 신장과 모습이 같았고 저마다 1백여 선관의 대열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키 작고 못생긴 자가 있는가 하면 키 크고 몸집이 큰 

자도 있고, 훤칠하고 우아한 자가 있는가 하면 팔이 여섯에 눈이 넷인 자도 있

었다. 또 여자들 중에는 늙고 못생긴 자도 있고 예쁘고 젊은 자도 있었다. 이들

은 각각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늘어서서 네 번 절한 뒤 

물러나 다섯 개의 대열을 이루었다.

  장로는 동자에게 명해 붉은 색의 작은 깃발을 들고 북쪽에서 동쪽을 향해 가

서 남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간 뒤 중앙 대열의 앞에 서게 했다. 동자가 아뢨다.)

  여기에서는 푸른 적삼을 입은 두 사람의 호령에 맞추어 총 다섯 회에 걸쳐 신들이 

출현한다.174) 이들의 의복과 외모에 대한 묘사 순서는 앞서 권 진인을 묘사했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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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하며, 특히 女仙들의 화려한 차림새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신들은 각종 갑옷과 무기를 구비하고 나타난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五大神將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맞추어 다섯 대대로 정렬하여 

서며, 마지막으로 권 진인의 동자가 그 정렬된 대대 중 중앙 대대의 맨 앞에 서서 상

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모습은 군대의 정렬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이것

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핵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응징의 전쟁에 대한 화제를 예비하

기에 적절한 묘사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핵심부에서는 권 진인이 나서서, 이들 중 가장 첫 번째로 등장했던 세 명

의 신선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長老招廣霞三眞人至前, 謂曰: “卿輩分理三方, 體上帝好生之德, 黎庶受卿澤久矣. 

今者厄會將至, 萬姓當罹其殃, 思所以捄之之策耶?” 三人者, 俱唏咨曰: “誠如所諭. 

昨者蓬萊治水大監, 自紫霞元君所來, 過紅映山言: ‘衆眞在九光殿上, 侍上帝, 有三

島帝君道: “閻浮提三韓之民, 機巧姦騙, 誑惑暴殄, 不惜福, 不畏天, 不孝不忠, 嫚神

瀆鬼. 故借句林洞貍面大魔, 捲赤土之兵, 往勦之. 連兵七年, 國幸不亡, 三方之民, 

十奪其五六, 以警之.” 臣等聞之, 亦皆心怵, 而大運所關, 何敢容力乎?” 長老亦嗟吁

不已. 

  (장로가 광하산 등의 세 眞人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경들은 三方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소. 모두들 옥황상제의 살려주기를 좋아하시

는 덕을 본받아 만백성이 경들의 은혜를 입은 지 오래요. 하지만 요사이 액운이 

다가와서 만백성이 재앙에 빠지게 될 터인데, 구제할 대책을 생각해 보았소?” 

  세 사람이 모두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아뢰었다.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지난번 

봉래산의 치수대감이 자하원군이 계신 곳에서 홍영산에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뭇 진인들이 구광전에서 상제를 모시고 있는데, 삼도제군이 말하더군요. 

  “염부제에 사는 삼한의 백성들이 간교하여 속임수를 잘 쓰고 남을 잘 속이고 

174) 전개부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의 모습은 일찍이 이종찬(｢허균의 인간적 갈등과 남궁선생

전｣, 韓國漢文學硏究 1, 한국한문학회, 1976.)에 의해 주목된 이래, 최근 정민ㆍ차충환 

등의 연구에 의해 다시금 그 중요성이 환기되었다. 전체 서술 내에서 이 단락이 갖는 중요

성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시각에 동의하나, 이 단락을 조선 각지에 신선이 산다는 서술로 

보아 ‘조선의 주체적 도교 문화’를 천명하기 위한 서술로 보는 견해와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 단락에서 각 신들이 조선의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언급은 일차적으로는, 핵심부에

서 이어질 임진왜란에 관한 신들 간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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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하며, 복을 아끼지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효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며 신들을 업신여기고 귀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림동에 있는 

살쾡이 얼굴을 한 큰 마귀로 하여금 적토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토벌하게 하려고 

합니다. 7년간의 交戰에도 나라는 다행히 망하지 않겠지만, 삼한 백성 중 열에 

대여섯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경계시키려 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천명의 소관이니 

어찌해 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장로 역시 내내 한숨을 내쉴 따름이었다.)

  이 단락에서는 앞서 인용한 단락과는 달리, 재현 위주의 서술 없이 임진왜란이 어

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관한 신선들의 대화가 허구적 수법을 빌어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신선으로 설정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대화 내용은 書經에 등장

하는 용어와 故事를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권 진인은 신들이 상제의 ‘好生之德’을 잘 체득하여 다스리고 있어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고 있다고 치하하는 것으로써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호생지덕’이란 서
경 ｢大禹謨｣ 중 皐陶가 순 임금이 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함을 칭송하는 맥락에서 등

장한다. 이 어구는 천자가 죄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다면 살려주는 쪽을 

택한다는 뜻으로, 성인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175) 상제의 덕에 대

한 그와 같은 칭송은 위 단락 말미에서 보듯 삼한 백성들 중 절반 이상을 죽여 응징

하겠다는 계획이 별 이의 없이 승인되는 내용과 대조를 이룬다. 상제가 죄인을 가급

적 살려주는 성품을 지녔으면서도 인구의 대다수를 죽일 계획을 묵인했다는 것은 서

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상제의 ‘호생지덕’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을 당시 

지식인들로서는 전란의 와중에 무고한 자들이 수없이 희생되는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그와 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어서 작가는 적토의 병사들을 모아다가 삼한 백성을 정벌토록 하겠다는 부분에서 

‘往剿之’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서경 ｢甘誓｣ 중 우 임금의 아들인 啓가 복종하

지 않는 有扈氏 부락을 정벌하는 일화를 연상시킨다.176) 그 일화는 유호씨가 온갖 잘

175) 蔡沈, 書經集傳 권1, “皐陶曰: “帝德罔愆, 臨下以簡, 御衆以寬, 罰弗及嗣, 賞延于世, 宥

過無大,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于民心. 玆用不

犯于有司.””; “謂法可以殺, 可以無殺, 殺之則恐陷於非辜, 不殺之, 恐失於輕縱. 二者, 皆非聖

人至公至平之意, 而殺不辜者, 尤聖人之所不忍也. 故與其殺之而害彼之生, 寧姑全之而自受失刑

之責, 此其仁愛忠厚之至, 皆所謂好生之德也.” 

176) 위의 책, 권3, “有扈氏威侮五行, 怠棄三正, 天用剿絶其命, 今予, 惟恭行天之罰. (중략)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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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하늘이 그들을 멸할 터인데, 계 자신이 하늘의 벌을 받들어 

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계는 명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자까지 연좌해서 

죽이겠다고 공언했다. 천자가 자신에게 불복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처자까지 멸한다

는 내용은 앞서 본 ‘호생지덕’을 예찬한 어조와는 크게 다르다. 서경집전에서도 이

러한 문제를 의식한 흔적이 등장한다. 서경집전에서는 상고 시대에는 緣坐하는 일

이 없었는데 처자식까지 무고하게 죽이는 형벌이 있었을 리 없다는 의문을 제기한 

뒤, 이에 답하는 내용을 통해 그러한 연좌하는 형벌이 정당한 근거에 의거해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평상시의 형벌은 죄 지은 자만을 벌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죄 짓지 않은 자도 아울러 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177)

  이상의 내용을 참조해야 삼한을 응징할 계획을 논의하는 이 허구적 장면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무고한 사람들이 무작위로 죽어나간 전쟁이 극히 부조리

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주재자의 관장 하에 이치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삼한의 운명을 안타깝게 여긴 권 진인이 구제책을 묻는 부분을 보겠다. 

이 부분은 서경 ｢微子｣에서 商나라의 몰락을 목전에 두고 이를 안타까워하는 미자

와 箕子의 대화에 대한 서경집전의 해석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권 진인이 재앙을 예견하면서 구제할 대책(‘捄之之策’)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는 구절

은 미자가 상나라의 몰락에 대해 개탄한 대목을 ‘난을 구제할 대책을 물은 것’이라 해

석한 서경집전의 시각과 상통한다.178) 미자의 이 말을 받아 기자가 상나라의 失政

을 성토한 부분에 대해179) 서경집전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였는데, 

이 부분은 ｢남궁선생전｣의 위 단락에 나오는 신선들의 발언 방식과 유사하다. 서경

命, 賞于祖, 不用命, 戮于社, 予則孥戮汝.” 

177) 위의 책, 같은 곳, “大戰于甘, 乃召六卿. 王曰: “嗟六事之人, 予誓告汝. (중략) 有扈氏威侮

五行, 怠棄三正, 天用剿絶其命, 今予, 惟恭行天之罰. (중략) 用命, 賞于祖, 不用命, 戮于社, 

予則孥戮汝.” 이상과 같은 尙書 내용 중 특히 ‘予則孥戮汝’에 대해 채침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或曰: “戮, 辱也, 孥戮, 猶秋官司厲, 孥男子以爲罪隷之孥. 古人以辱爲戮, 謂

戮辱之以爲孥耳. 古者, 罰弗及嗣, 孥戮之刑, 非三代之所宜有也.” 按此說固爲有理. 然以上句考

之, 不應一戮而二義. 蓋罰弗及嗣者, 常刑也; 予則孥戮者, 非常刑也, 常刑則愛克厥威, 非常刑

則威克厥愛. 盤庚遷都, 尙有劓殄滅之無遺育之語, 則啓之誓師 豈爲過哉!” 

178) 위의 책, 같은 곳, “父師少師! 我其發出狂, 吾家耄遜于荒, 今爾無指告予顚, 若之何其?” 
尙書 권3; “言紂發出顚狂, 暴虐無道, 我家老成之人, 皆逃遁于荒野, 危亡之勢如此.今爾無所

指示告我以顚隕隮墮之事, 將若之何哉? 蓋微子憂危之甚, 特更端以問救亂之策.”

179) 위의 책, 같은 곳, “父師若曰: “王子! 天毒降災, 荒殷邦, 方興, 沈酗于酒. 乃罔畏畏, 咈其

耈長舊有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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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에 따르면 상나라의 몰락은, 紂 임금이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 임금의 잘

못에 대한 하늘의 응보이고, 천하의 관점에서 보면 운수라는 것이다. 위 단락의 신선

들 역시 삼도제군이 계획하는 징벌은 잘못을 저지른 백성들로서는 응분의 대가인 동

시에 숙명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권 진인 역시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으로써 이 단락은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장면의 처음에 등장했던 무대가 거두어지는 

것으로서 이 조회의 전체적인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다.

  俄自中隊發炮一響, 四隊皆應, 擂鼓伐金以助之. 樹上燈一一落地, 窅然幽谷, 大雲

平鋪. 長老入房, 袱其冠服, 明燈坐室中. 斗愕眙自失者久之. 

  (이윽고 중앙의 대열에서 포성이 한번 울리자 동서남북 네 대열에서 이에 응

하여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보조를 맞췄다. 그러자 나무에 걸려 있던 등불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더니 아득히 깊은 골짜기에 큰 구름이 평평하게 깔렸다. 

장로는 방으로 들어와 관과 옷을 벗어 보자기에 싸고는 등불을 밝히고 방 가운

데에 앉았다. 남궁두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한참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결말부에서는 대열을 지어 모여 있던 신들의 무리가 신호에 맞추어 흩어지고, 밝혀

졌던 불이 하나씩 꺼져 원래대로 어둠이 깔리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불이 밝

혀지면서 조회의 무대가 마련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서두에 호응하는 마무리라 할 

수 있다.180)

          2) 드러냄과 감춤의 대비적 구성: ｢장생전｣

  앞서 남궁두가 보았던 신선들의 세계는 인간 세계와는 별도의 영역에 마련되었으되 

고유한 위계와 질서를 갖춘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관료제형 신선 집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인형 신선의 존재 방식은 어떤 식으로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장산인전｣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엄처사전｣의 서술 방식과 유사하게 시간

180) 이처럼 起承轉結에 가까운 구성 방식을 지니면서 首尾가 조응하도록 단락을 만드는 방식

은 일찍이 三國史記의 온달전에서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도련, ｢三國史記의 文

藝的 성과와 史料的 가치｣, 三國史記의 原典檢討,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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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따라 일화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장생전｣은 

다소 이채로운 단락 구성 방식을 보이고 있다.

   ｢장생전｣에서 논찬을 제외한 내용 단락을 주요 사건에 따라 구분해 보면, ‘모두에

게 공개된 장생의 모습’과 ‘감추어진 장생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2회 반복해서 나

타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출된 모습:  장생이 기예를 부리고 구걸을 한 행적

 숨겨진 모습:  여종의 머리 장식을 찾아준 행적

 노출된 모습:  수표교에서의 죽음

 숨겨진 모습:  홍세희에게 나타나 앞일을 일러준 행적

  노출된 모습과 숨겨진 모습이 병치되는 방식은 대조적이다. 각 단락별로 장생이 활

동하는 공간에 주목해 내용상의 대비를 살펴보면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에서는 모두에게 드러난 바, 저자에서 구걸하거나 재주를 드러낸 장생의 모습

을 보여주는 반면, 에서는 궁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의 모습이 서술된다. 에서

는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수표교 한복판에서 관찰된 죽음을 다루는 반면, 에서는 

장생의 知人인 홍세희 한 명에게만 나타난 모습이 서술된다.

  각 단락에서의 실제 서술 방식은 좀더 복잡하다. 에서 허균은 ‘서울의 거지’로 요

약될 수도 있었을 장생의 여러 모습을 다소 장황한 필치로 그리고 있는 듯 보인다. 

다음은 에 해당하는 단락이다. 

  蔣生不知何許人. 己丑年間, 往來都下, 以乞食爲事. 問其名則輒曰吾亦不知, 問其

父祖居住則曰: “父爲密陽座首, 生我三歲而母沒. 父惑婢妾之譖, 黜我莊奴家. 十五, 

奴爲娶民女, 數歲婦死. 因流至湖南西數十州, 今抵洛矣.” 其貌甚都秀, 眉目如畫, 

善談笑捷給, 尤工謳, 發聲凄絶動人. 常被紫錦裌衣, 寒暑不易. (중략) 夜作鷄鳴狗

吠, 則隣犬鷄皆鳴吠焉. 朝則出乞於野市, 一日所獲幾三四斗, 炊食數升, 則散他丐
者. 故出則群乞兒尾之. 明日又如是, 人莫測其所爲.

  (장생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기축년(1589년-인용자) 무렵에 

서울에 왕래하면서 걸식하며 살았다. 그의 이름을 물으면 자신 역시 알지 못한

다 했고, 그 선조가 거주했던 곳을 물으면, “아버지는 밀양 좌수였는데, 나를 낳

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婢妾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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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에 미혹되어 나를 소작인의 집으로 쫓아냈소. 15세에 그 사람이 나를 상민

의 딸에게 장가들게 해 주었는데 몇 년 후에 아내가 죽었소. 그래서 호남, 호서

의 수십 고을을 흘러 다니다가 지금은 서울에 온 것이지요.” 라고 했다.

  그의 용모는 매우 수려했고 미목도 그림처럼 고왔다. 그는 막힘이 없이 이야

기를 잘했고 더욱이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를 부르면 처절하여 사람들을 감동

시켰다. 장생은 항상 자주색 비단으로 된 겹옷을 입고 다녔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 단벌을 갈아입지 않았다. (중략) 

  밤에 닭 울음과 개 짖는 소리를 내면, 인근의 개와 닭이 모두 울고 짖어대었

다. 아침에는 시골 시장에 나가 구걸을 했는데, 하루에 얻는 것이 서너 말이었

고, 그 중 몇 되를 밥을 지어 먹고 나머지는 다른 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래서 장생이 나오면 거지 아이들이 떼를 지어 장생의 뒤를 따랐다. 다음날도 똑

같이 이와 같이 했는데, 사람들은 장생이 하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장생이 걸식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장생을 ‘걸인’이라 명명하지 않고, 

‘걸식을 했던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장생이 생업을 위해 한 일이라

고는 걸식뿐인데도, 장생의 성장 배경과 범상치 않은 훌륭한 외모, 말솜씨, 기이한 의

상 등에 대한 묘사가 더해진 결과 독자는 장생의 정체성을 확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

렇듯 장생의 다양한 모습과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양식에 대한 서술은 산만해 보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구조를 감안할 때 공개된 영역에서의 장생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암시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로 작가는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장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며, 사람들도 그가 하는 행

동을 헤아릴 수 없었다는 점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종의 머리 장식을 찾아준 장생의 무용담을 다룬 에서 작가는 “사람들은 장생이 

밤에 외출한 것을 알지 못했다(人亦不知夜出也)”는 말로 단락을 마무리하는데, 이는 

의 말미의 “人莫測其所爲”와 흡사하다. 요컨대 과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는 장생의 진면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언급을 반복하면서 일화가 매듭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에서는 장생의 죽음이 그려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 목격된 모

습인 반면, 죽음 이후의 이야기인 에서 장생은 홍세희에게만 목격되고 있다. 장생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작가와 홍세희에게 있어서만은 죽지 않은 

자로 설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생의 진면목은 허균 자신과 소수의 주

변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상과 같이 단락 배치 방식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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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장생전｣에서 작가는 장생의 노출된 모습과 이면의 모습을 병치시키는 패턴으로 

장생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구도 과정의 표현 수법

          1) 主 인물과 副인물의 대비

  권 진인이 남궁두에게 자신의 득도 내력을 알려주고 여러 신들에게 조회 받는 장면

을 보여준 단락은 ｢남궁선생전｣이라는 표제에 어울리지 않게 권 진인이라는 주변 인

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권 진인의 출처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

가 하는 점이 이 작품 해석의 주요 난관 중 하나가 되어 왔다. 특히 ｢남궁선생전｣ 논

찬부의 주요 논점은 권 진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권 진인이 해준 말이 믿을 만한지

를 다루는 데 놓여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남궁선생전｣에서 권 진인에게 베풀

어진 관심이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181)

  그런데 권 진인이 속세를 떠나 득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궁두의 내력과

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권 진인의 집안 내

력과 출가 배경이 서술된 단락을 보겠다.

  我卽上洛大姓子, 大師幸之曾孫也. 生於宋煕寧二年, 十四有風癩, 父母不收, 棄之

林中. 夜有虎攬, 而置諸石室耽耽, 乳其二子其旁, 終無害意. 痛方極, 恨不速斃於其

牙齒. 有草, 羅生於崖窽, 葉敷根大, 試洗而食之, 腹稍果. 食數月, 瘡漸損, 稍自起

181) 선행 연구들은 ｢남궁선생전｣이라는 표제 하에 권 진인의 일생담이 길게 삽입되어 있는 

양상을 ‘액자구조’라 설명해왔다. 이는 작품의 성격을 실상에 가깝게 설명한 것이라 하겠으

나, 그러한 서술 기법이 쓰여야만 했던 이유를 해명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관련된 연구로 김은경, 앞의 논문, 16∼19면 참조.) 한편 전진아는 권 진인의 일생담이 삽

입된 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해서, 화용론적 관점에서 접근했

다. 그리하여 이 작품 구조 자체가 신선의 실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보았다. 그러

나 남의 말을 옮기는 과정 자체만으로 傳聞 내용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식의 논리는 수긍

하기 어렵다. 또한 논의의 전제로 삼은 리오타르의 이론 역시 남아메리카 부족에 관한 연구

에서 도출된 것으로, ｢남궁선생전｣이 산생된 맥락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진아, 앞

의 논문, 4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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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 遂多掘而頓食之, 殆盡半山. 幾百日, 瘡悉脫, 遍生綠毛. 喜而強食之. 又百日, 

身自擧, 倏昇於峯巓.

  (나는 서울의 巨族 출신으로, 太師 幸의 증손일세. 宋 煕寧 2년에 태어났는데 

열네 살 되던 해에 나병에 걸리자 부모님은 나를 거두어주지 않으시고 숲 속에 

갖다 버리셨네. 밤이 되자 호랑이가 나를 물어다가 석실에 갖다 놓고는 노려보

며 곁의 두 마리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나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더

군. 그 때 나는 통증이 심해서 빨리 그 호랑이의 어금니에 물려 죽지 못하는 것

이 한스러웠네. 

  그런데 벼랑의 움푹 파인 곳에 어떤 풀이 모여 자라고 있는데 잎이 넓고 뿌리

가 크게 생겼더군. 한번 씻어 먹어봤더니 배가 조금 불렀네. 몇 달을 먹었더니 

부스럼이 점점 없어지면서 조금씩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됐지. 마침내 그 풀을 

많이 캐어다가 끼니때마다 먹다보니 산에 있던 것 중 절반이 없어졌어. 

  그렇게 백여 일을 지냈더니 부스럼이 전부 벗겨지고 온 몸에 다시 검은 털이 

생겨나기 시작했네. 그래서 기쁜 나머지 열심히 계속 먹었네. 다시 백일이 지나

자 스스로 몸을 움직여 순식간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

  남궁두가 관직 경력이 없는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권 진인은 고려 

개국공신의 후예로 상당히 유망한 가문 출신이다. 앞서 남궁두의 先代는 비록 부유했

지만 벼슬하지 않은 집안이었다고 했다. 권 진인과 남궁두 두 사람은 속세에서 버려

진 후의 처지도 상반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남궁두는 계속 쫓기는 신세였거나, 혼잡

한 절을 피해 줄곧 이동해야만 했던 처지였던 반면 권 진인은 속세에서 버려진 이후 

길운을 만난 것처럼 보인다. 그는 호랑이로부터 보호를 받고 신비한 풀을 통해 질병

을 치료하는 등 자신의 불편을 해결해 나간 것이다. 두 사람의 운명은 스승을 만나 

수련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대조를 이룬다. 다음은 권 진인의 수련담이다.

  旣已愈其疾, 不辨故邑來路, 方棲邊靡所之. (중략) 行到中寮, 有一老病僧, 擁布

褐, 隱几而喘, 幾死, 擡眼見之曰: “夜夢, 老相言: “傳我師祕書者, 今當至”, 相君

面, 眞其人也.” 起解囊出一函書, 授之曰: “讀此萬周, 其義自見. 努力勿怠!” 吾問其

孰傳, 曰: “新羅義相大師入中原, 逢正陽眞人, 授此書. 臨化, 囑我二百年後, 當有傳

者, 君應其讖, 可受持勉力. 吾得所傳, 從此逝矣.” 趺坐, 寂然而化.

  吾卽茶毗之, 得紺舍利百粒, 藏之塔中. 解函視之, 乃黃帝陰符及金碧龍虎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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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同契、黃庭內外經、崔公入藥鏡、胎息、心印、洞古、定觀、大

通、淸靜等經. 就其庵, 獨居修煉, 魔鬼萬方來撓, 以不聞不見消之. 凡苦志十一

年, 乃成神胎, 法當解去, 上帝命留此, 統東國三道諸神. 故留此五百餘年, 限滿則當

上昇矣.

  (나병은 진작 나았지만 살던 마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그 주변에 

머물며 갈 곳을 모르고 있을 때였지. (중략)

  승방 가운데에 이르니, 병든 노승 한 분이 삼베 적삼을 두르고 책상에 기대 

숨을 헐떡이며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나를 보며 말

씀하시더군. “어젯밤 꿈에 大師께서 말씀하셨소. 우리 스승님의 秘書를 전할 사

람이 곧 올 것이라고. 그대 관상을 보니 정말 그 사람이군요.” 노승은 몸을 일으

키더니 자루를 열어 책이 든 함을 하나 꺼내주며 말씀하셨네. “이 책을 만 번 

읽으면 그 의미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니, 게으름 부리지 말고 노력하시오!” 

  그 책을 누구에게서 받으셨냐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신라의 의

상 대사께서 중국에 들어가 정양 진인을 만나 이 책을 받으셨다고 하네. 입적하

실 때 내게 2백년 뒤에 반드시 전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대가 그 

예언에 부응했구려. 이 책을 가지고 가서 힘써 노력하시오. 나는 책 전해줄 사람

을 찾았으니 이제 떠나야겠네.” 그리고는 가부좌를 한 채 고요히 입적하셨네. 

  나는 즉시 노승을 다비하고 검푸른 사리 백 개를 얻어 탑 속에 안치했네. 함

을 열어보니 그 안엔 황제음부경, 금벽용호경, 참동계, 황정내외경, 최

공입약경, 태식경, 심인경, 통고경, 정관경, 대통경, 청정경 등의 

책이 들어 있었네. 나는 그 암자에 가서 혼자 지내며 수련을 했네. 온갖 데에서 

마귀들이 와서 마음을 어지럽히려 했지만, 내가 듣지도 보지도 않자 사라지더군. 

  의지를 연마한 지 11년 만에 마침내 나는 神胎를 이루었네. 그러니 의당 해탈

해서 하늘로 올라갈 일이지만, 옥황상제께서 나더러 여기 머무르며 東國 三道의 

모든 신을 통솔하라 명하셨네. 그리하여 여기 머문 지도 5백여 년이 지났는데,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야지.)

  남궁두가 권 진인을 찾아가는 데 1년, 제자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사흘이 소요된 것

과 달리 권 진인은 스승을 찾아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권 진인이 노승을 만나

는 장면에서 보듯 권 진인은 도통을 전수받도록 점지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련 결과에 있어서도 남궁두는 스승 권 진인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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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에 실패한 것과 달리, 권 진인은 자신의 독자적 노력에 의해 목표에 도달했다. 결

과적으로 권 진인은 남궁두가 성취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한 인물이며, 

도가의 명맥을 전수받도록 점지되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권진인의 일생담은 남궁두

와 대조되는 준거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권 진인이 

예정된 후계자로 드러나는 삽화를 통해 평범한 사람이 秘術로써 득도할 가능성은 사

실상 부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인물의 대비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烘托’의 수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련에 성공한 권 진인의 일생담

을 길게 삽입한 것은 남궁두의 수련이 결국 실패하도록 운명 지워진 것이었음을 암시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字眼의 활용

  ｢남궁선생전｣에서 ‘忍’이란 글자는 20여 회에 걸쳐 반복된다는 점에서 字眼이라 불

릴 만하다. 그러나 ‘忍’에 대한 강조가 누차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도가 ‘忍 

실천의 어려움 부각’ 자체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182) 신선 수련 과정에서 

‘忍’이란 남궁두가 신선이 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요구된 덕목이었을 뿐, 

주인공의 목표가 욕념을 참아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忍’자의 의미는 작품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진행됨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

되었으므로, 작품 전개에 따라 변화해 가는 맥락의 추이를 살펴 상세히 점검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忍’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 할 때, 그 목표로서 어떤 것이 상

정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작품의 서두와 마지막에 공히 등장하는 ‘信’의 의미

182) 박희병은 ｢남궁선생전｣의 ‘忍’자를 자안으로 지목하고 작품의 주제도 ‘忍’자와 관련하여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작자는 남달리 참을성이 강했던 남궁두의 연단(鍊丹)의 실패를 통해 

인간이 일체의 욕념을 끊는다는 것, 또 그것을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하는 

것을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념을 없애지 않고서는 

신선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선이란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인가. 작

자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장생전｣과 ｢장산인전｣에서의 일화 나

열 방식을 지양하고 작품의 군데군데에 복선을 깔아 이야기의 전후가 서로 조응하면서 주

제를 향해 응결되도록 하는 결구방식을 택하고 있다.”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

사, 1992, 208∼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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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고자 한다. ｢남궁선생전｣에서 ‘忍’과 ‘信’이란 글자는, 남궁두가 처한 상황이 

변해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생성해내고 있다.

  먼저 ‘忍’자의 활용을 보면, 작품에 직접적으로 ‘忍’자가 수차례 등장하면서 지칭하

는 의미가 점차 변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작품 전반부에서는 대체로 남궁두

의 성격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컨대 서두에서 “斗伉倔, 自矜懻剛忍, 敢爲恃才, 

豪橫於閭里”와 같이 쓰인 문장에서는 성품이 모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183) 이어 

첩을 죽이고 도피하는 중에 만난 중은 남궁두의 얼굴을 보고서 “性, 忍者”라고 판정

하는데 남궁두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인다.184) 固辭 끝에 결국 남궁두를 제자

로 받아들인 권 진인도 자신의 방에 처음 들어와 방안을 둘러보는 남궁두에게 처음으

로 “君, 忍人也”라고 말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시작한다. 

  전반부에서 ‘忍’자가 대체로 남궁두의 성품이나 자질을 평하는 용어로 쓰였다면, 남

궁두가 수련을 시작한 이후에는, 남궁두의 행동을 묘사하는 어휘로 중심 의미가 변한

다. 예컨대 잠을 참는 수련을 하는 이레 동안을 묘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初夜, 坐到四更, 眼自合, 忍而至曙. 第二夜, 昏倦不省事, 刻意堅忍. 三夜四夜, 

倦困不能植坐, 頭或撞於壁楣, 猶忍. 過第七夜, 脫然朗悟, 精神自覺醒爽. 

  (첫날밤에는 앉아서 새벽 2시쯤 되자 눈이 저절로 감겼지만 참고 새벽을 맞았

다. 둘째 날 밤에는 혼몽하고 피곤해서 사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힘을 

다해 굳게 참았다. 셋째 밤, 넷째 밤에는 피곤해서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

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으며 버텼다. 일곱째날 밤이 지나

자 홀가분하게도 정신이 환해지며 머릿속이 또렷하고 상쾌해졌다.)

  반복된 ‘忍’자의 등장은 벽곡 수련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185) 

183) 물론 전반부에서 ‘忍’자가 전적으로 성격 묘사를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 남궁두가 수련

하는 부분에서처럼 남궁두의 ‘참는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忍’자가 쓰인 경우도 있다. 예컨

대 첩의 간통 현장을 목격한 남궁두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忍’자가 쓰인 경우에는 “斗忍怒

而姑徐俟其終”과 같이 되어 분노를 참는 점을 묘사하는데 이 글자가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성을 볼 때, 작품의 전반부에서 ‘忍’자는 남궁두의 성격 묘사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84) “發四言皆合, 斗大駴, 錯愕失措.”

185) “卽令斗日再食. 七日又一飯一粥, 七日減一粥, 更七日以粥替飯, 過四七日撤飯粥, 以匕開上

龕鑰, 取漆盒二個, 一黑豆末, 一黃精屑, 挑各一匙, 和水餌之. 日再焉, 斗食腸素寬, 飢乏殆不

可忍. 身瘐體倦, 眼昏花不辨物, 猶忍之. 服黑豆三七日, 忽若充然不思食. 卽令餌栢葉胡麻,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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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수련을 거치면서 극히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낸 남궁두에 대하여 권 진인은 

“君有許大忍力, 何事不可做乎?”라 하여 참아내는 능력이 크다고 평가한다. 이 시점부

터 말미에 이르기까지 ‘忍’은 다시 의미가 전환되어 ‘득도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욕념’과 대응되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 수련에 실패하기 직전 남궁두에게 

권 진인은 욕념이 동하더라도 반드시 참아야 한다고 훈시한다.186) 결국 남궁두가 수

련에 실패해 하산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할 적에도 권 진인은, 남궁두가 참

을성은 강하지만 욕념을 없애지 못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87) ‘忍’함을 어

떤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남궁두의 마지막 발언과 허균의 논

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先生曰]: … 吾師嘗許我以忍, 不能忍而至是, 忍之一字, 仙家妙訣, 君亦愼持勿

墜也.

  (내 선생께서 일찍이 나더러 인내심이 강하다 인정해 주셨지만, 나는 인내하

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忍’이라는 이 한 글자는 선가의 오묘한 비결인 

것이네. 그대는 이 ‘忍’을 삼가 지켜 실추시키지 말게.)

  [許子曰]: …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 嗚呼惜哉!

  (그저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거의 다 이루어진 공을 무너뜨리고 말았으니 아, 

애석하다.)

  남궁두의 말을 보면 ‘忍’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과 같이 零落한 처지에 이

르렀다는 한탄이 나타난다. 특히 허균의 논찬에서는 남궁두가 ‘忍’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두 발언에서 모두 ‘忍’이란 더 높은 목

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다.

  한편 ‘信’자의 경우는 ‘忍’자가 작품의 전면에 드러났던 것과는 달리 매우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지만, ‘忍’자에 못지않은 비중을 지니는 글자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서두에서 남궁두는 ‘大信不約’이라는 주제로 지은 賦 덕에 文名을 날린 것

으로 되어 있다. 서두에서 ‘信’자가 문면에 드러난 이후, 작품 전개 과정에서 ‘信’자는 

日遍身生瘡, 疼不能忍. 又百日, 痂脫肉生, 方如常.”

186) “慾念雖動, 切忍之. 凡念雖非食色, 一切妄想, 俱害於眞, 須空諸有, 靜以煉之.”

187) “你忍心雖剛, 而慾念不除, 倘或不愼, 則一墜異趣, 曠劫受苦, 可無懼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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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다시 나오지 않다가, 작품 말미인 논찬부에 가서야 모습을 드러낸다. 작품 

전개 과정에서는 ‘信’자 자체보다는, ‘信’이 파괴된 모습이나 ‘信’이 성립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주로 그려진다. 예컨대 남궁두의 첩이 私通한 사건에서 보듯, 남궁두가 중시

했던 ‘大信’이라는 고상한 이상은 극히 취약한 성질의 것임이 드러난다. 이어서 남궁

두는 도피하던 중에 만난 용한 중의 말에 따라 치상산으로 스승을 찾아 나섰다가 1년

이 소요된 이후에도 찾지 못하자, “젊은 중이 나를 속였는가(以爲少年僧相誑)”하고 생

각하며 낙담한다. 이를 표현한 문장에는 ‘信’자의 의미에 반대되는 뜻의 글자를 두었

다. 그리하여 서두에서 제시했던 ‘大信’이 환기하는 理想的 상태에 대한 희구가 무너

지는 양상과 더불어 불신의 감각을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信’자와 반의어 관계라 할 ‘欺’자나 불신을 뜻하는 ‘褻之’, ‘曰無鬼神’ 

등의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환속하는 남궁두에게 권 진인은 

신뢰를 배반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의 선악을 판단하는 귀신과 상제의 존재를 불신해

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188) 환속한 남궁두 역시 귀신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89)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법은 논찬부에서도 계속된다. 예컨대 권 진인의 존재 여부나 권 진인이 했다는 말

에 대해 꼭 믿을 수는 없지만,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식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다.190) 논찬부에서는 비로소 ‘信’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지만 작품 말미에서야 다시 등

장한 ‘信’자는 작품 서두에서의 ‘大信’과 같이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不信’의 반의

어로서 소극적인 의미를 지닐 따름이다. 

  또한 논찬부에서는 신선의 실존을 그다지 믿지 않는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191) 허균 자신도 첫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동국에서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사례는 증명된 바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선의 실존을 

믿지 않는다고 여겼던 듯하다. 그럼에도 ｢남궁선생전｣의 내용으로 볼 때 허균은, 신선

을 비롯하여 상제나 귀신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

188) “此外修心之要, 唯不欺爲上. 凡人一念之善惡, 鬼神布列於左右, 皆先知之, 上帝降臨孔邇. 

作一事, 輒錄之於斗宮, 報應之效, 捷於影響. 昧者褻之, 以爲茫昧不足畏, 彼焉知蒼蒼之上, 有

眞宰者, 操其柄耶?”

189) “毋陰行險, 毋曰無鬼神. 行善積德, 絶慾煉念, 則上仙可立致, 鸞鶴不日下迎矣.”

190) “先生所師者, 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悅亦未必盡然. 要之, 影響之間也.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

191) “許子曰: 傳言‘東人尙佛不尙道’, 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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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논찬부에서 신선의 의미를 “達道則仙, 昧道則凡”이라 하여 새롭게 규정

한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허균은 권 진인의 발화를 통해 사리에 어두운 사

람은 상제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있다. 즉 정의로운 질서와 인과

응보의 법칙을 주재하는 상제 등의 실존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이

다. 선계의 특징을 논하는 자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균이 그린 선계는 인간 세계의 

잘못이나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정의롭고 바람직한 세계였다. 그런 맥락을 감안한다면 

허균의 입장은 정당한 질서가 관철되는 대안적 세계에 대한 믿음[信]이 있어야만 개

인들이 도덕적 태도를 견지해 나갈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판단 하에, 선계에 대한 믿

음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허균에게 있어서 선계란 궁극적 목표

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윤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추동력의 원

천으로서, 필요에 의해 요구된 믿음의 대상일 따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남궁선생전｣에서 ‘忍’자는 거듭 쓰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반면 ‘信’자는 반복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반의어를 통해 간

접적으로 자주 환기됨으로써,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敎述的인 주제 의식

을 암시적으로 구현한 글자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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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허균은 정치적 격동기인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文豪로, 비록 비극적 죽음을 맞아 

조선 시대 내내 신원되지는 못했지만, 조선 후기에도 은밀히 애호되었던 중요한 작가

이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동시대 明末 문단의 동향에 밝았

던 기민한 문인이기도 했다. 현대에 이르러 학계에서 허균은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

동전｣의 작자라는 광휘에 오랜 기간 동안 가려져 있었던 탓에, 정작 그의 精髓를 담

은 한문 산문 작품들은 깊이 있게 다뤄질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허균은 다양한 양식

의 詩文을 다채롭게 구사한 한문학 방면의 중요 작가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와 같은 의식에서 출발하여 허균의 한문 산문 중 가장 精彩로운 작품에 

속하는 5편의 전에 주목했다. 이 5전은 약 15년에 걸쳐 차례로 저술된 글인 만큼 허

균 문학의 시기적 변모를 가늠할 수 있는 표본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사적

으로도 소설론의 관점에서 각광받아온 작품과 상대적으로 소홀시 되어온 작품이 섞여 

있으므로, 특히 후자를 위해서는 傳 문학의 전통에 입각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 하에 우선 제2장에서는 5전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5전 중 

서두에 수록된 ｢엄처사전｣은 가장 이른 시기인 1596년경에 창작된 것으로, 가장 마

지막에 실려 있는 ｢장생전｣은 161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중 ｢남궁선

생전｣은 1611년, 성소부부고가 최종 산정되기 직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改稿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로 추정했다.

  제3장에서는 5전에 입전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남다른 재능과 능동적 의지를 지

녔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허균은 이러한 인물들에게 유달리 공감한 까닭에 이들을 입

전하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전적 흔적을 인물 묘사에 투영했다. 그와 더불어 탁월

한 자질을 지닌 입전 인물들과 이들을 좌절시키는 세계의 모습이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심도 있게 그려져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입전 인물들의 능력 발휘를 가로

막는 현실 세계의 중대한 세 가지 문제로는, 출사하기 어려운 시국이라는 점, 적대 세

력으로 인해 상벌이 불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점, 질병과 전란이 발생한 시기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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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아와 세계를 형상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史記에서 사용된 다양한 표현 

수법 및 그와 유사한 기법이 구사된 측면에 주목하고자 했다. 5전을 통괄해 살펴보

면, 모범적 인물형과 일탈적 인물형이 대비되는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각 입전 

인물을 포폄하는 작가의 취지가 넌지시 드러난다. 한편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

면 작품에 따라 입전 인물과 유사한 인물형이나 대조적 인물형을 배치하여 입전 인물

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전 인물을 둘러싼 세계의 모

습을 서술하는 데 활용된 두 가지 서술 방식에 주목했다. 모범적 인물이 출사하기 어

려운 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에서는 암시적인 표현을 추구한 반면, 일탈적 인

물형이 처한 세계를 표현하는 경우 훨씬 더 상세한 서술을 동원하여 일탈적 인물을 

입전한 취지를 독자에게 납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허균이 그린 仙界의 유형이 

官僚型과 異人型으로 대별된다는 점과, 이 선계는 제3장에서 살펴본 현실 세계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대안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볼 때 허균

의 신선전은 5전 전체를 통해 제기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산출된 작

품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적 세계인 선계에 도달하려는 자아의 모습을 가장 상세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
남궁선생전｣에 나타난다. 남궁두의 求道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스승을 찾아 그

의 지도 아래 수련하되 무조건적인 신체 단련이 아니라 정신의 고양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식사법과 호흡법을 익히도록 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수련은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허균이 문장 수련과 같은 

타 분야에서의 성취를 추구할 때 지침으로 삼았던 강령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서 그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어서, 남궁두가 구도에 실패하는 결말과 이에 대한 작가의 논평을 분석했다. 환속

한 남궁두는 더 이상 秘術에 의존하여 장수를 추구하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생활을 

실천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허균은 남궁두의 이러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가

운데, 남궁두가 수련에 실패하게 된 까닭을 단락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여 기술함

으로써 개인의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이 점을 볼 때 ｢남궁선생전｣에서는 종전까지 

주목받아온 서사적 기교의 측면 뿐 아니라, 개인들의 도덕적인 자기 혁신의 노력을 

더욱 고무하려는 작가의 敎述的 의도가 피력된 부분 역시 중요한 측면임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허균은 신선과 같은 신비한 소재를 다루기는 했지만, 이를 성리학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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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긍정했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

하면서도 구도자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했다. 따라서 허균이 묘사한 신선은 단순한 현

실 도피나 道樂的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모색을 통해 

희구하게 된 대안적 지향으로 이해함이 옳다.

  다음으로는 선계를 형상화하기 위해 쓰인 수법들을 살펴보았다. 선계의 유형은 관

료형과 이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관료형 선인이 처한 세계를 묘사한 대

표적 사례로는 ｢남궁선생전｣에 등장하는 권 진인이 여러 신들에게 조회 받는 장면을 

검토했다. 여기에는 書經에서 상제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어구나, 천자가 

악을 응징할 때 공언한 대목을 변용하는 수법이 사용되었다. 異人型 선인의 사례로는 

｢장생전｣을 들고 그 서술 형식에 주목했다. ｢장생전｣에서는 異人의 진면모가 드러나

는 단락과 감춰지는 단락이 순차적으로 반복 제시되어, 범속한 인간들 속에 섞여 살

아가는 이인의 모습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계에 도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 남궁두의 노력을 다룬 부분에서는, 주 

인물 남궁두와 대비되는 부인물 권 진인의 일생담에 주목했다. ｢남궁선생전｣에서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권진인의 득도담은 소설론의 견지에서 보아 작품의 응집

성을 해치는 대목으로 볼 부분도 아니고, ‘액자소설’의 형식이라 명명하고 말 것도 아

니다. 권 진인에 관한 긴 서술이 삽입된 것은 남궁두의 실패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기 

위한 대비적 장치로써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는 사기 열전 이래로 인물의 

특징을 뚜렷이 드러내는 데 활용되어온 수법으로서, 한문학 고유의 문학적 장치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남궁두의 일생 전반을 서술하는 데에 ‘忍’자와 ‘信’자가 字眼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忍’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작품 전면에 드러나 입전 인물의 

성격을 밝히는 기능을 한다. 한편 ‘信’자는 작품의 전후에만 등장하지만 작품이 전개

되어감에 따라 ‘信’의 반의어가 반복해 등장함으로써 ‘信’의 덕목을 고취하고자 한 작

가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허균의 5전은 조선시대의 傳 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상과 의의를 지

니고 있다. 허균의 5전을 그 소재를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엄충정과 이달의 일생을 그

린 逸士傳 두 편과 나머지 神仙傳 세 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일사전은 

앞 세대의 일사전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뒤의 신선전 

세 편은 當代 문단에서 중시되고 있던 사기 열전이나 신선 담론을 적극 수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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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후대 문학사에 전해준 의의를 중시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편의 일사전 중에서도 특히 ｢엄처사전｣에는 작품 내에서 절의를 중시한 도덕적 

인물을 우호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처럼 도덕성을 중시하는 허균의 면모는 기존 연구

에서 간과되어 왔지만, 이는 허균의 여타 저술에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므

로 중시할 필요가 있다. 허균의 그러한 傳 창작은 가깝게는 士禍에 죽은 인물들을 기

록한 黨籍類의 저술에서 착안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 허균은 己卯黨籍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겼다.192) 또한 허균은 “문장은 柳成龍에게 배웠고 시는 李達에게서 배웠다

(文西崖相學, 詩從蓀谷學)”고 회고한 적이 있는데,193) 유성룡도 戊午黨籍을 저술한 

인물이다.194) 

  그러나 이러한 당적류 저술은 여러 인물들의 略傳을 모은 것으로, 각 인물들의 행

적이 극히 소략하게만 기록되어 있다. ｢엄처사전｣과 같이 일화를 통해 입전 인물의 

성격과 덕행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은 근본적으로는 사기에서 연원한 것이겠으나, 

조선 내부의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다. 일례로 사기의 영향이 뚜렷이 감지되는 김시

습의 ｢豫讓傳｣이나 절의에 죽은 인물의 일화를 입전한 남효온의 ｢六臣傳｣이 좋은 선

례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허균이 신선이라 명명한 異人을 다룬 세 편의 전은 모두 전쟁의 참상을 직간

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염두에 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진

왜란 때 죽은 인물을 입전하는 경향은 尹根壽의 ｢朴監役小傳｣이나 申欽의 ｢宋東萊傳｣ 
등 동시대 문인들의 작품에서 두루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문인이 효행이나 충절에 

죽은 인물의 일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과는 달리, 허균은 전쟁에 죽은 인물을 입전하

면서도 인물의 신비로운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이채로운 작품

을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허균의 신선전 중 특히 秀作이라 할 ｢남궁선생전｣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은 당시 문

192) 惺所覆瓿藁 권11, ｢李長坤論｣, “余觀所謂己卯黨籍者, 其取舍評騭, 固有可議處矣.” 
기묘당적은 기묘사림의 일원인 金正國이 저술한 93인의 약전이다. 이 책은 대략 1537∼

1541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은 송응섭, ｢中宗代 己卯士林의 構成과 

出身背景｣, 韓國史論 4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1, 151∼152면 참조.

193) 惺所覆瓿藁 권10, ｢答李生書｣.
194) 유성룡의 무오당적은 무오사화의 被禍者 중 한 사람인 權五福의 문집을 만들면서 그 

후손 권문해가 유성룡에게 요청하여 저술된 것이다. 睡軒集 권3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1992, 183면, 각주 94번; 김용철, ｢초기 사림파의 자기 형상｣, 동양한문학연구 24, 동양

한문학회, 2007,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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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동향과 관련지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재판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李恒福의 ｢柳淵傳｣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남궁선생전｣에는 남궁두에 대한 

재판이 소략하게만 묘사되어 있지만, 이항복의 ｢유연전｣에는 억울한 송사에 관한 내

력이 작품 전체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특히 ｢유연전｣은 작품 말미에 창작

시기가 1607년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는 허균이 남궁두를 만난 때인 1608년과 매우 

가까운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작품에 대해서는 허균과 절친한 사

이였던 權韠이 ｢題柳淵傳後｣라는 시를 지어 호평했던 만큼,195) 허균 역시 이 작품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허균과 교분이 두터웠던 인물들이 서사성이 극도로 강화된 傳 작품들을 창작

했던 사실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허균이 ｢前五子詩｣를 지어 각별한 우정을 표했던 

권필과 趙緯韓은 각기 ｢周生傳｣, ｢崔陟傳｣과 같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장편의 작품을 남긴 바 있다. 이들 작품에는 작가의 높은 서사적 기량이 드러나 

있어 일찍이 傳奇小說의 명작으로 호평되기도 했다.

  한편 신선전의 창작은 17세기 들어 뚜렷이 나타나는 문학사적 경향으로, 허균의 작

품을 필두로 하여 이후 여러 문인들에 의해 다양한 신선전이 본격적으로 창작되었음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신선 설화들을 집대성했다고 일컬어지는 홍만종의 해
동이적에 허균의 신선전 3편이 수록되어 전해짐으로써 후대에 金鑢의 ｢장생전｣과 같

이 허균의 글을 개작한 작품이 등장할 수 있었다.196)

  허균의 5전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인간 유형의 서술을 가장 포괄적으로 이어받아 발

전을 이룬 사례로는 朴趾源의 放璚閣外傳에 수록된 작품들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

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허균과 박지원이 입전한 인물들은 상당한 유사

성이 있을 뿐 아니라, 유협적 존재로까지 부각된 ‘거지’라든가 신선술을 추구한 ‘이단

적 지식인’의 형상은 체제 속에 안주하기를 거부했던 인간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문학

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다.197) 허균이 역모 혐의로 처형되고, 조선조 내내 신원되

지 않은 까닭에 허균의 문학은 후대에 공공연하게는 전승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

195) 이상 ｢유연전｣의 원문과 권필의 시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재인용. 박희병 標點ㆍ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398∼399면.

196) 17세기 신선전의 창작 경향과 후대적 계승에 대해서는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1992, 187∼275면 참조.

197) 김명호, ｢연암의 현실인식과 傳의 변모양상｣, 박지원 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2001, 54면, 57∼58면 참조.



- 114 -

나 여러 문인들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허균의 글은 암암리에 전해졌다.198) 그 

중 특히 窮士나 異人을 소재로 하여 당대 사회의 문제와 작가 자신의 통찰을 융합시

켜 높은 수준으로 형상화해 내는 문학적 기량은 박지원에 와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본고는 史記 열전과의 영향 관계에 각별히 유념하면

서 허균의 5전을 고찰하고자 했지만, 사기의 글쓰기 방식에 나타난 다양한 문예적 

수법 및 후대의 계승 양상에 대한 필자의 이해가 깊지 못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뿐 아니라 허균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明代 문인들의 작품들 역시 허

균의 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어 

두었다. 또한 본고는 傳 창작의 통시적 흐름 속에서 5전의 문학사적 위상을 논하지 

못하고 그 대신 결론에서 간략히 언급해 두었을 뿐이다. 허균이 내용과 표현의 양면

에서 혁신적으로 傳을 창작한 작가였음을 문학사적으로 明證하는 작업 역시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198) 李德懋, 靑莊館全書 권33, 淸脾錄[二], ｢中朝人歎賞｣; 李裕元, 林下筆記 권33, ｢覆瓿
四部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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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Heo Kyun’s Five Biographies

Kim, Youngye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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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reading of Heo 
Kyun’s (許筠, 1569–1618) five biographies, which survived in his Seongsobubugo 
(惺所覆瓿藁), against the previous scholarship, which approached the work in 
view of modern Western literary theory. My strategy is to emphasize some 
features of the classical Chinese literary tradition. I especially focus on three 
aspects. First, I review all five biographies as a series, unlike former scholarship 
which concentrated on a pseudo-novelistic piece among them exclusively. Second, 
I pay attention to Sima Qian’s (司馬遷, c.145–c.86) Shiji (史記,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as a major source for the biography-writing exemplar. Third, I 
consider seriously the relation of the cultural atmosphere of the mid-Chosun era to 
these five biographies and to all of Heo’s writing in general.

This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s. In addition to the preceding 
information, Chapter I includes an overview of Heo’s manuscripts that contain the 
biographies. 

Before moving to the main analysis, I begin Chapter II by briefly 
summarizing those works and reconsidering the dating of the individual texts. I 
assume that the five biographies are arranged in chronological order.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fourth work, “Namgung Seonsaeng Jeon(南宮先生傳)”, a tou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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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was revised several times.

Chapter III focuses on the aspects of the “self” and the “world” in the 
texts. In the first half of this chapter, I survey the overall main themes of the 
biographies. The majority of their narrative is devoted to illustrating how 
outstanding literati experienced frustrated lives in an absurd world. The men 
portrayed by Heo in these biographies had exceptional talent and acted of their 
own volition but were disfranchised by the government or society. In addition, 
some parts of these works are autobiographical. The world in which these men 
lived was problematic from three points of view: (1) The government did not 
appreciate these wise men or treat them properly, (2) the system of rewards and 
punishments was perverted by personal grudges, and (3) various diseases were 
widespread and the Imjin War had broken out (壬辰亂, 1592–1597).

 In the second half of Chapter III, I explore the narrative strategies of 
these works. First, the sequence of the five biographies brings about a sharp 
contrast between the natures of five biographies, which was inspired by the 
writing style found in the Shiji: exemplary person vs. aberrant person. This also 
reflects the seventeenth century trend that saw a wide range of readership of Shiji 
in scholar-official circles. Second, each biography presents a similar and a 
contrasting character type in relation to central character, which both serve to 
reveal the main character’s personality. Additionally, as the story unfolds, readers 
become aware of two distinctive narrative styles: an allusive style and a detailed 
style.

In Chapter IV, I conside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Heo’s early and 
later works, focusing on three later biographies about immortals. These works are 
also related to their contemporary cultural climate in which many intellectuals 
were interested in stories about the Taoist immortals. Heo presented Bureaucratic 
and personal models of the world of immortals. The world of immortals that Heo 
depicts represents an alternative reality free from all problems.

In Chapter IV, I concentrate in particular on Namgung du’s (南宮斗) 
anecdote which describes the training he underwent to acquire immortality. This 
anecdote emphasizes three conditions necessary for success: proper directio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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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ntor, physical training as a means of spiritual development, and gradual, 
long-term endeavors. However, in Heo’s story, Namgung’s efforts end in failure. 
Through close reading of the narrative and the author’s own commentary, I 
conclude that Heo promotes moral responsibility and human agency in individual 
lives. He did not blindly admire immortals but approves of immortality 
conditionally within the confines of Neo-Confucian learning, which had recently 
started to pervade intellectual thinking during the Chosun Dynasty.

In the last part of Chapter IV, I point out some of the literary techniques 
used in these works. First, to describe the world of the immortals, Heo employs 
various idiomatic phrases and words from the Confucian canon, the Book of 
Documents (書經). He also skillfully conceals and reveals the main figure’s 
identity. In fact, the secondary character in “Biography of Master Namgung” is 
described as fully as the main character. I argue that this is no flaw but a 
demonstration of the very originality of the text. The striking contrast between the 
two characters helps readers better understand the central character. In addition, I 
examine Heo’s method of repeatedly using particular letters—忍, 信—to indirectly 
express his main idea.

Based on the arguments I have advanced, I conclude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Heo’s five biographies is their firm basis in the 
tradition of classical Chinese writing.

Keywords: Heo Kyun (許筠, 1569–1618), Seongsobubugo (惺所覆瓿藁), Shiji (史
記,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biography, “Eom Cheosa Jeon (嚴處士傳)”, 
“Son-gok Shanin Jeon (蓀谷山人傳)”, “Jang Shanin Jeon (張山人傳)”, “Namgung 
Seonsaeng Jeon (南宮先生傳)”, “Jansaeng Jeon (蔣生傳)”.

Student Number : 201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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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허균 5전의 원문 교감과 주해

일러두기

*이 校勘本은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 74집 소재 惺所覆瓿藁를 底本으로 

하였다. 저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26권 8책으로 된 惺所覆瓿藁를 영인한 것

이다. (저본은 이하 ‘국중본’으로 약칭) 이 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세 이본과 교

감하였다. 對校한 이본은 다음과 같다.

  규장각 소장, 觀物軒 인장, 26권 12책 惺所覆瓿藁(이하 ‘관물헌본’으로 약칭).

  규장각 소장, 弘文館 인장, 26권 12책, 惺所覆瓿藁(이하 ‘홍문관본’).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26권 8책, 惺所覆瓿藁(이하 ‘연세대본’).

*5전이 모두 수록된 이상의 이본들 외에, 개별 작품이 수록된 이본으로 다음을 참조

했다. 

   서울대학교도서관 편, 國朝人物考(규장각소장본 영인본). 

   洪萬宗, 海東異蹟(서울대 고도서실 소장본, 이하 ‘홍본’).

   黃胤錫, 海東異蹟(고려대 소장본, 이하 ‘황본’).

   작자미상, 直指鏡(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개별 작품의 수록 상황에 대해서는 각 작품의 미주 1번에 표시했다.

*원문의 표점과 역주에 관해 이하의 책을 참고했다.

 

 이가원, 이가원전집 19, 正音社, 1986. 

 (1962년, 李朝漢文小說選譯注를 재수록한 책으로 구두와 번역 수록.)

→이하에서 이를 언급할 때는 (이)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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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열 외 역, (국역)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1989.

(국중본을 영인하고 표점과 교감을 가한 책이다.)

→이하에서 이를 언급할 때는 (민)으로 약칭. 

 박희병,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국중본과 관물헌본을 교감하고 구두와 주해를 가한 책이다)

→이하에서 이를 언급할 때는 (박)으로 약칭.

 신해진, 朝鮮朝 傳系小說, 月印, 2003.

(관물헌본을 위주로 교감하고 구두와 주해를 가한 책으로 ｢남궁선생전｣만 수

록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를 언급할 때는 (신)으로 약칭.

 정길수 편역, 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허균 선집, 돌베개, 2012.

(5전 중 ｢남궁선생전｣을 제외한 傳 4편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를 언급할 때는 (정)으로 약칭.

 박희병ㆍ정길수 편역, 낯선 세계로의 여행, 돌베개, 2007.

(5전 중에서는 ｢남궁선생전｣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를 언급할 때는 (박&정)으로 약칭.

*이본들을 참조하여 오탈자와 연문을 바로잡고 각주에 校勘記를 달아 참고하도록 했

다. 

*원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소한 오자들은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바로

잡기만 하고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본들 간의 차이도 이체자거나 동의어인 

경우, 어순의 도치에 불과한 경우, 임금과 관련된 단어 앞에 空格을 둔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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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부호 및 표점

 (  ) : 번역문과 뜻은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부분을 묶는다.

 ｢ ｣ : 편명을 묶는다.

   : 책명을 묶는다. 

 、  : 대등한 명사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경우, 명사들 사이에 표시한다.

 밑줄: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를 표시한다. 

 밑줄: 어떤 이본에 한두 문장 분량이 탈락되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표시한다.

 밑줄: 기존 번역서와 견해를 크게 달리한 경우를 표시한다.

*내용별로 단락을 나누고, 각 단락의 첫머리에 , , …과 같이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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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處士傳｣1)

 嚴處士名忠貞, 江陵人也. 父早卒, 家甚貧, 躬2)薪水自給. 養其母極孝, 晨夕不離

側, 母稍恙則不解帶寢.3) 手調膳以進.4) 母嗜山雀, 結網膠竿, 必獲以供之. 其母勸令

學取第, 益孜孜着力於問學,5) 爲詩賦甚古, 屢擢鄕解, 得司馬以榮之. 於書無所不通, 

而尤邃6)於易、中庸, 理致超詣, 所著文, 默7)與河洛8)相契. 母病殆, 以身禱於

天,9) 不獲祐.10) 水漿不御數旬, 杖而起,11) 三年廬啜粥.12) 制訖, 朋友勸應擧. 處士

泣曰: “吾爲老母也, 今奚赴爲?13) 身榮而母不享, 吾不忍是.” 悲咽不止, 人莫敢更言.

 晩年, 移居羽溪縣,14) 擇山水幽絶處, 構茆舍, 若將終身焉.15) 窮乏不自聊, 晏如

也. 爲人和粹夷曠,16) 不與人忤, 恒居肫肫17)如也. 及至鄕評臧否,18) 辭受取與之間, 

截然不可犯, 一切以義裁之, 鄕人皆愛而敬之. 訓誨後進, 必以忠孝爲先, 以其紛華19)

名利, 則泊然不一出諸口. 讀史至成敗治亂、君子小人之辨, 必慷慨論析, 亹亹可聽. 

其20)於武穆21)、文山22)之死, 則輒掩卷流涕. 爲文簡切有致, 而詩亦壯麗, 所傳誦者

百餘篇, 皆合作家,23) 處士不屑爲也. 朝廷聞而嘉之, 再授齋郞,24) 終不赴焉.

 年七十八, 將終25)之日, 招所嘗往來者數人, 學者十餘人, 設酒肴以飮26)之, 因言

身後當葬先隴, 而托其幼孫. 以所玩圖書, 散給門人, 端坐穆然27)而逝, 閭巷爭來哭之, 

士夫識與不識, 皆相弔于家.28) 遺文散失, 不克集也.

 外史氏曰: 處士孝於家, 廉29)於鄕, 固當得位,30) 而以母死不賓于王,31) 卒窮以終, 

其才不少售,32) 惜哉. 巖穴間有士如此, 名湮沒而不傳者, 非獨處士. 悲夫!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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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嚴處士傳: 본문은 惺所覆瓿藁 이본 4종 및 國朝人物考 권33, ｢休逸｣에 수록

된 본과 對校했다. 成海應(1760∼1839)의 硏經齋全集 권53, ｢逸民傳｣에도 간

략히 줄여 실려 있다.

     엄충정은 16세기에 강릉에 생존했던 인물로, 덕행과 학식이 높았으며, 허균에 

의하면 사마시에도 합격했다고 한다. 현전하는 사마방목에는 관련 기록이 보이

지 않으나, 명종실록, 임영지 등에 엄충정이 효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

음을 알 수 있다.

2) 躬: 홍문관본과 국조인물고에는 窮으로 되어 있다. 

3) 母稍恙則不解帶寢: 文王이 병이 났을 때 武王이 이를 돌본 禮記, ｢文王世子｣의 

일화에서 유래했다. 어버이의 병환을 매우 걱정스럽게 여기는 자식의 태도를 표

현하는 투식으로, 이 일화는 小學에도 수록되어 있다. 衛湜, 禮記集說 권50 

“文王有疾, 武王不說冠帶而養.” 

4) 手調膳以進: 문왕이 세자로 있을 적에 아버지 王季에게 병환이 있으면 문왕이 직

접 왕계에게 올리는 반찬을 관리했다는 禮記, ｢文王世子｣의 일화에서 유래했

다. 위의 책, 같은 곳, “食上, 必在視寒煖之節, 食下, 問所膳, 命膳宰曰: “末有原.” 

應曰, “諾.” 然後退.” 

5) 問學: ‘앎을 구한다’는 뜻으로, 禮記, ｢中庸｣에서 군자의 공부를 지칭하는데 쓴 

말이다. 군자가 덕성을 존중하고 앎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에 道가 없을 때 자

신의 몸을 보전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禮記 권16, “君子尊德性而

道問學, … 是故, 居上不驕, 爲下不倍. 國有道, 其言足以興, 國無道, 其黙足以容. 

詩曰: ‘旣明且哲, 以保其身.’ 其此之謂與.” 

6) 邃: 국중본과 관물헌본에는 遂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본들을 따라 바로잡았다. 

성해응의 ｢일민전｣에도 邃로 되어 있다. 

7) 默: 국중본과 연세대본에는 墨으로 되어 있는데 관물헌본, 홍문관본, 국조인물

고를 따라 바로잡았다.

8) 河洛: 河圖와 洛書의 합칭. 하도란 伏羲가 黃河에서 얻어서 이를 보고 易의 八

卦를 고안해 냈다는 그림이다. 낙서란 禹가 洛水에서 얻어서 이를 토대로 洪範九

疇를 만들었다고 하는 글이다. 하도낙서에 대한 기록은 周易 ｢繫辭傳｣ 上에 복

희가 주역을 만들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대목에 처음 나온다.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

之.” 

9) 以身禱於天: 周公이 중병에 걸린 무왕이 죽지 않기를 ‘先王들의 영령’에게 기원

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대신 데려가고 무왕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書經의 

내용에서 유래한 구절이다. 尙書 권7, ｢金縢｣, “若爾三王, 是有丕子之責于天, 

以旦代某之身.”

10) 不獲祐: ‘祐’는 주역의 大有괘에서 하늘의 도움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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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하늘의 보우하심을 입지 못해 결국 모친이 별세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11) 水漿不御數旬, 杖而起: 증자가 부모상을 당해 7일간 미음(水漿)조차 먹지 않았

다는 禮記 ｢檀弓｣ 上의 일화에서 취의한 것으로, 본래 금식하는 기간은 3일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데(禮記 권18, ｢間傳｣, “斬衰三日不食”) 이를 수십일 동안이

나 했다고 하여 극진한 예를 행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예기에서는 증자가 7일

간 금식한 것조차 지나친 예라고 했다. 禮記 권2, “曾子謂子思曰: “伋, 吾執親

之喪也. 水漿, 不入於口者七日.” 子思曰: “先王之制禮也, 過之者, 俯而就之, 不至

焉者, 跂而及之, 故君子之執親之喪也, 水漿, 不入於口者三日, 杖而后能起.””

    ‘御’는 음식을 공급하다, 먹다, 마시다의 뜻이다. 

12) 三年廬啜粥: 禮記에는, 부모상에 염한 이후에는 죽을 먹고, 졸곡 이후에는 거

친 밥과 물을 마시며 大祥 이후에는 醯醬을 먹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3년간 

죽만 먹었다고 하여 효성을 강조한 것이다. 예기 권18, ｢間傳｣, “父母之喪, 旣

虞卒哭疏食水飮, 不食菜果. 期而小祥, 食菜果. 又期而大祥, 有醯醬. 中月而禫, 禫

而飮醴酒.”

13) 爲: ‘今奚赴爲’의 奚와 호응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조사로 쓰였다.

14) 羽溪縣: 羽溪는 강원도 강릉시의 남쪽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羽谷縣이었는데 

757년에 우계로 이름을 고쳐서 三陟郡에 속했다가, 고려 顯宗 9년에 강릉에 속

하게 되어 조선시대에는 江陵大都護府의 속현이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江陵大都護府｣ 참조.

15) 若將終身焉: 舜 임금이 평민으로 있을 때 거친 밥을 먹고 가난하게 지냈지만, 

그런 채로 일생을 마쳐도 유감이 없을 것처럼 편안한 심경을 유지했다는 맹자
의 구절을 변용하지 않고 그대로 쓴 표현이다. 孟子 권14, ｢盡心｣ 下, “孟子曰: 

舜之飯糗茹草也, 若將終身焉. 及其爲天子也, 被袗衣鼓琴, 二女果, 若固有之.”

16) 夷曠: 평화롭고 豁達함.

17) 肫肫: 지극히 간곡한 모양. ｢中庸｣에서 聖人의 仁을 형용한 말이다. 禮記 권

16, ｢中庸｣, “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天地之化育, 夫焉

有所倚? 肫肫其仁, 淵淵其淵, 浩浩其天. 苟不固聰明聖知達天德者, 其孰能知之?” 

鄭玄, 禮記注疏 권53, “言唯聖人, 乃能知聖人也.” 朱熹, 四書章句集注, ｢中庸

｣, “肫肫, 懇至貌, 以經綸而言也.”

18) 鄕評臧否: ‘鄕評’은 향리에서의 평판이란 뜻으로 대개는 일반명사로 쓰이나, 강

릉 읍지인 臨瀛誌에는 ‘향평’이란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역대의 유명 

인물에 대한 평을 각기 약 2-300자 내외로 짧게 기록하고 있다. ‘臧否’란 좋거나 

나쁨을 뜻한다.

19) 紛華: 국중본, 관물헌본, 홍문관본, 국조인물고에는 紛譁(어지럽고 시끄러움)

로 되어 있다. 연세대본에는 紛華(번화함, 대단히 화려함). ‘紛華名利’로 成語化되

어 있다.

20) 其: 홍문관본, 연세대본, 국조인물고에는 있고, 국중본, 관물헌본에는 누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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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武穆: 南宋初의 장군 岳飛(1103~1141)를 가리킨다. 武穆은 악비의 사후 1179

(淳熙 6년) 송나라에서 내린 시호이다. 

22) 文山: 南宋末의 名臣 文天祥(1236~1282)을 가리킨다. 文山은 그의 호이다. 

23) 作家: 문학가란 뜻이다. 

24) 齋郞: 廟, 社, 殿, 宮, 陵의 參奉을 두루 이르는 말로, 從九品의 최말단직이다. 
明宗實錄에 조정에서 관직을 내린 일이 적혀 있고, 臨瀛誌에 따르면 엄충정에

게 제수된 관직은 璿源殿 참봉이었다고 한다. 명종실록 1554년(명종 9년) 11

월 29일 기사, “傳于政院曰: “江陵居嚴忠貞, 相當職除授, …”, 因江原道觀察使鄭

浚狀啓也. 【忠貞在父喪, 哀毁踰禮, 盡誠居廬, 養偏母, 亦盡其誠, 一鄕稱之, 且有

學行可用之才.】” ; 瀧澤誠 編, (增修)臨瀛誌, 江凌古蹟保存會, 1933, 307면, 

“嚴忠貞: 孝愛出人, 事親居喪, 皆盡情禮. 白首窮經, 未占一科. 事聞特授璿源殿參

奉, 再徵不起.【羽溪】”

25) 終: 終은 군자의 죽음을 가리킨다. 禮記, ｢檀弓｣ 上, “子張病, 召申祥而語之

曰: “君子曰終, 小人曰死. 吾今日其庶幾乎.”” 陳澔, 雲莊禮記集説 권2, “申祥, 

子張子也. 終者, 對始而言, 死則澌盡無餘之謂也. 君子行成德立, 有始有卒. 故曰終. 

小人, 與羣物同朽腐, 故曰死. 疾没世而名不稱, 為是也. 子張至此, 亦自信其近於君

子也.”

26) 飮: 국중본과 여타 이본들을 따랐다. 관물헌본은 餘(오자).

27) 穆然: 조용히 사색하는 모양을 가리킨다. 

28) 閭巷爭來哭之∼皆相弔于家: 史記 권109, ｢李將軍列傳｣에서 취의한 구절이다. 

“廣軍士大夫一軍皆哭. 百姓聞之, 知與不知, 無老壯, 皆爲垂涕”; 본문에서 閭巷과 

士夫는 서로 대비시켜 쓴 단어로, 閭巷은 평민을, 士夫는 사대부나 독서인을 가

리킨다. 국조인물고에 ‘閭巷’이 ‘如巷’으로 된 것은 오기이다.

29) 廉: 앞 구 ‘孝於家’의 ‘孝’와 對句로 쓰인 점과 엄충정 생전의 일화 내용으로 보

아 ‘청렴하다’란 뜻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孝廉’은 漢 武帝 때 각 지방에서 효렴

의 덕목을 가진 사람을 천거하게 했던 제도에서 유래한 말로, 조선시대에도 효렴 

천거제도가 꾸준히 시행되었다. 

30) 得位: 要職에 있음을 가리킨다. 得位가 이러한 의미로 쓰였으면서 본문과 유사

한 어조가 나타난 글로 다음을 참조. 韓愈, 昌黎先生文集 권32, ｢柳子厚墓志銘

｣, “既退, 又無相知有氣力得位者推挽, 故卒死於窮裔, 材不為世用, 而道不行於時

也.”

31) 賓于王: 周易 觀괘 六四爻의 爻辭 “觀國之光, 利用賓于王”에서 온 말이다. 程

傳 註는 다음과 같다. 程頤, 易程傳 권3, “利用賔于王, 夫聖明在上, 則懷抱才德

之人, 皆願進于朝廷輔戴之, 以康濟天下. 四既觀見人君之德, 國家之治, 光華盛美, 

所宜賔于王朝, 效其智力, 上輔於君以施澤天下. 故云利用賔于王也. 古者有賢德之人, 

則人君賔禮之. 故士之仕進於王朝, 則謂之賔.”

32) 其才不少售: ‘售’는 본래 ‘팔다’의 뜻이다. 재능이나 덕을 발휘하는 일을 상인이 

좋은 물건을 파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주 쓰였다. 시경과 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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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음 구절이 대표적 사례이다. 朱熹, 詩經集傳 권2, ｢邶風｣, ｢谷風｣, “既阻

我德，賈用不售.”; 朱熹, 四書集注 권5, ｢論語｣,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匵而藏

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沽之哉. 我待賈者也.”

33) 巖穴間有士如此∼悲夫: 다음 구절에서 유래했다. 史記 권61, ｢伯夷列傳｣, “伯

夷、叔齊雖賢, 得夫子而名益彰, 顔淵雖篤學, 附驥尾而行益顯. 巖穴之士, 趨舍有時

若此, 類名堙滅而不稱, 悲夫! 閭巷之人, 欲砥行立名者, 非附靑雲之士, 惡能施于後

世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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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蓀谷山人傳｣1)

 蓀谷山人李達2)字益之, 雙梅堂李詹3)之後. 其母賤, 不能用於世, 居于原州蓀谷, 

以自號也. 達少時, 於書無所不讀, 綴文甚富. 爲漢吏學官4), 有不合, 棄去之. 從崔孤

竹慶昌5)、白玉峯光勳6)遊, 相得懽甚, 結詩社. 達方法蘇長公, 得其髓. 一操筆, 輒寫

數百篇, 皆穠贍可詠. 

 一日, 思菴相7)謂達曰: “詩道當以唐爲正.8) 子瞻雖豪放, 已落第二義也.” 遂抽架

上太白樂府歌、吟，王、孟近體9)以示之. 達矍然知正法10)之在是, 遂盡捐故學, 歸舊

所隱蓀谷之莊. 取文選、太白、及盛唐十二家11)、劉隨州12)、韋左司13)、

曁伯謙唐音,14) 伏而誦之, 夜以繼晷, 膝不離坐席. 凡五年, 怳然若有悟, 試發之詩, 

則語甚淸切, 一洗舊日熊, 卽倣諸家體, 而作長短15)篇及律絶句, 鍛字鍊聲, 揣律摩

韻,16) 有不當於度, 則月竄而歲改之.

  凡著十餘篇, 乃出而詠之諸公間, 諸公嗟異之. 崔、白皆以爲不可及, 而霽峯17)、荷

谷18)一代名爲詩者, 皆推以爲盛唐. 其詩淸新雅麗, 高者出入王、孟、高、岑,19) 而下

不失劉、錢20)之韻. 自羅麗以下, 爲唐詩者皆莫及焉. 寔思菴鼓舞之力, 而其陳涉之啓

漢高乎.21) 達以是名動東國, 貴之而捨其爲人, 稱譽不替者, 詞林三四鉅公也. 而俗人

之憎嫉者, 比肩林立, 屢加以汚衊, 寘之刑網, 卒莫能殺而奪其名也. 

 達貌不雅, 性且蕩不檢, 又未22)習俗禮, 以此忤23)於時. 而善談今古, 及山水佳致, 

喜酒能晉人書.24) 其中空洞無封畛, 不事產業, 人或以此愛之. 平生無着身地, 流離乞

食於四方, 人多賤之, 窮厄以老. 信乎坐其詩也. 然其身困而不朽者存, 豈肯以一時富

貴易此名也! 所著殆失盡, 不佞粹爲四卷以傳云. 

 外史氏25)曰: 朱太史之蕃, 嘗觀達詩, 讀至｢漫浪舞歌｣, 擊節嗟嘗曰: 斯作去太白, 

亦何遠乎?26) 權石洲韠見其｢斑竹怨｣曰: 置之靑蓮集中, 具眼者不易辨也.27) 此二

人者, 豈妄言者耶? 噫!28) 達之詩, 信奇矣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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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蓀谷山人傳: 이 글은 惺所覆瓿藁 4종 이본과 國朝人物考 권41, ｢士子｣에 실

려 있다. 본문은 이상 총 5종의 이본을 교감했다. 

2) 李達: 1539경∼1612경. 본관은 新平. 蓀谷이란 호 외에 西潭, 東里라는 호를 썼

다. 李秀咸과 洪州 官妓 사이에서 출생했다. 

3) 雙梅堂李詹: 이첨(1345~1405). 본관은 新平, 雙梅堂은 그의 호이다. 

4) 漢吏學官: 漢文과 吏文을 다루는 司譯院 소속의 벼슬아치이다. 吏文이란 중국에 

보내는 咨文과 書契 따위의 공문서에 쓰던 특수한 문체를 가리킨다. 

5) 崔孤竹慶昌: 최경창(1539~1583). 孤竹은 그의 호이다. 

6) 白玉峯光勳: 백광훈(1537~1582). 玉峯은 그의 호이다. 

7) 思菴相: 박순(朴淳, 1523~1589) 思菴은 그의 호이다. 1579년 영의정이 되어 15

년간 재직했으므로 ‘相’이라 지칭한 것이다. 

8) 以唐爲正: 관물헌본을 따름. 국중본에는 以爲唐爲正. (첫번째 爲는 衍字)

9) 王、孟: 盛唐의 王維와 孟浩然을 병칭한 것이다.

10) 法: 국조인물고에는 汝(오자). 

11) 盛唐十二家: 명나라 張遜業(1525∼1560)이 편찬하여 1552년에 간행한 전 47

권으로 된 책이다. 일명 唐十二家詩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王勃, 楊炯, 盧照隣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이몽양, 하경명 등 복고를 제창한 前七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서적으로 朱警이 간행한 唐百家詩, 黄貫曾이 간행한 唐詩

二十六家 등과 같이 盛唐뿐 아니라 中唐 이전의 시를 모은 책이다. 王棻, (光

緒）永嘉縣志 권30, ｢藝文志｣ 참조.

12) 劉隨州: 劉長卿(725~791)의 劉隨州詩集을 이른다. 유장경은 말년에 隨州剌史

를 지냈기에 ‘劉隨州’라 불렸다. 

13) 韋左司: 연세대본과 국조인물고를 따름. 국중본 등 여타 이본에는 史로 되어

있다. 韋應物(737~804)의 韋蘇州集, 혹은 明代에 간행된 韋刺史詩集 시집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위응물은 左司郞中등을 역임해 ‘韋左司’라 통칭된다.  

14) 伯謙唐音: 伯謙은 元나라 楊士宏(宏은 弘으로 된 본도 있음)의 자이고, 唐音
은 그가 1354년 당나라 사람의 시 작품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총 5책 14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15) 長短: 長短句의 약칭으로 한 구를 이루는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은 시 형식을 

가리킨다. 

16) 韻: 연세대본을 따라 韻자를 첨가했다. 

17) 霽峯: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호이다. 

18) 荷谷: 허봉(許篈, 1551~1588)의 호로 허균의 仲兄이다. 

19) 高、岑: 盛唐 시인들인 高適(707~765)과 岑參(715~770)의 병칭이다. 

20) 錢: 錢起(722~780)를 이른다. 中唐 무렵의 시인으로 특히 五言律詩에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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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21) 陳涉: 秦나라 치하에서 최초로 반군을 일으켜 진나라 멸망의 단서를 제공한 陳

勝을 가리킨다. 涉은 그의 字이다.

22) 未: 관물헌본, 연세대본, 국조인물고를 따라 추가했다. 

23) 忤: 국중본은 이 글자가 두 번 쓰였다. 한 글자는 衍字.

24) 晉人書: 王羲之의 글씨를 가리키는 관용구.

25) 氏: 국조인물고에는 詩(오자). 

26) 朱太史之蕃∼亦何遠乎: 이는 1606년 음력 4월의 일이다. 惺所覆瓿藁 권18, ｢
丙午紀行｣, “初六日. 留開城. 宴散, 上使招余評本國人詩曰: … 因高詠李達漫浪歌, 

擊節以賞.” 

     주지번(1546∼1624)은 禮部侍郎 등을 역임했으며, 1605년 明 황태자 탄생을 

알리는 사신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漫浪舞歌｣는 검무를 다룬 작품으로 蓀谷

詩集 권2에 수록되어 있다. 

27) 權石洲韠∼具眼者不易辨也: 權韠(1569∼1612)은 허균과 교분이 두터웠던 인물

로 穆陵연간의 주요 시인이다. 靑蓮集은 李白의 문집 이름이다. ｢斑竹怨｣은 
蓀谷詩集 권1과 허균의 시선집인 國朝詩刪 권1에도 실려 있다. 국조시산(이

대본)에는 제목 밑에 권필의 평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石洲云, 置之太白集, 

不易辨.” 또, ‘雲深九疑廟’란 시구 옆에는 “望美人於瀟湘洞庭之間, 輒有騎氣之思.”

28) 噫: 국조인물고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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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山人傳｣1) 

 張山人名漢雄,2) 不知何許人也. 自其3)祖三世業瘍醫,4) 其父嘗餌商陸,5) 能視鬼而

役使6)之. 年九十八, 如四十許人, 出家去莫知所終. 臨行, 以二卷付之,7) 乃玉樞經8)

及運化玄樞9)也. 山人受之, 讀數萬遍, 亦能呼召10)神鬼, 治瘧癘, 輒已之. 四十, 出

家入智異山, 嘗逢異人, 受煉魔法,11) 又讀修眞十書,12) 坐空菴, 不食三年餘. 

  一日, 行峽中, 二僧隨之. 至林薄間, 有雙虎出而伏迎. 山人叱之, 虎弭耳搖尾, 若乞

命者. 山人自騎其一, 令13)二僧並跨其一, 至寺門, 虎伏而退去.

 住山十八年, 而回至洛, 居于興仁門外, 六十而貌不衰. 隣有空宅, 凶不可入, 其主

請禳之. 山人夜詣之, 有神二人來跪曰: “吾門、竈神也. 有妖蛇據之, 售其奸, 請誅

之.” 卽指14)庭中大槐根, 山人呪水噴之, 有頃大蛇人面者目如鏡,15) 蜿蜒以出其16)半

而斃. 令焚之, 宅遂淸.

  與人游箭串17)捉魚, 山人擇死者盛於水盆, 以匕藥投之, 魚更活洋洋然. 人18)試以死

雉, 又以匕藥納口中, 卽奮迅而活. 人皆怪之曰: “死人亦可蘇否?” 山人曰: “凡人生而

恣19)其情, 三魂七魄,20) 離宅舍者三年, 然後方絶, 不可以藥返之也.” 

   山人繆爲不解文而文自好, 且稱雀眼21)夜不出, 而能於昏讀細字. 其他雜技戲如22)

布甁盛酒, 紙罐構火等事, 眩耀世人者不可記.

  卜人李和方有名, 山人弟23)視之. 常觀其算命24) 有謬則山人輒改之, 言皆中. 和不

敢贊一辭.25) 和曰: “山人左右, 常有三百神衛之, 眞異人26)也.” 

 壬辰亂日,27) 山人年七十四, 處其家28)分與諸姪, 一衲携筇, 五月,29) 入逍遙山,30) 

語僧曰: “今年命當訖, 須焚31)葬之.” 未久, 賊至, 坐而受刃, 其血如白膏, 立不僵.32) 

俄而大雷雨, 賊懼而去. 山僧茶毗, 則瑞光瞩天33)三晝夜, 得舍利七十二粒其大如芡

實,34) 色35)紺碧, 藏之塔中. 

 是年九月, 山人至江華鄭䨜36)家, 䨜不知其死, 留三日去. 自言往金剛山, 明年, 方

知其死, 人謂劍解37)也.38) 䨜亦遇異人, 善占侯風鑑象緯家, 言多奇中. 爲齋郞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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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39) 或言其能役鬼, 早卒.

1) 張山人傳: 이 글은 惺所覆瓿藁 4종의 이본, 國朝人物考 권54 倭難時 立節人 

被拘人 附, 홍만종의 海東異蹟, 황윤석의 海東異蹟에도 실려 있다. 본문은 이

들 7종의 이본을 對校했다. 황본에는 제목 위에 ‘補’라 되어 있고, 제목 아래에 

작은 글자로 ‘鄭䨜’이라 되어 있다. 

2) 張漢雄: 1519∼1592. 일설에 장한웅은 명종의 御醫이자 허준의 스승이었던 楊

禮壽(?∼1597)의 스승이었다고 한다. 의원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단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其: 황본에는 누락되었다.

4) 瘍醫: 종기 따위를 치료하는 의원.

5) 商陸: 자리공의 뿌리로 성질이 매우 강한 약재이다. 상륙은 적색과 백색 두 종이 

있는데 적색의 상륙을 먹으면 귀신을 본다고 한다. 상륙을 먹고 미치거나 귀신을 

보는 것은 상륙에 독이 있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李

時珍, 本草綱目 권17上, 商陸, “此有赤白二種, 白者入藥用, 赤者見鬼神.”; 莨菪, 

“赤商陸, 皆能令人狂惑見鬼者, 昔人未有發其義者, 葢此類皆有毒, 能使痰迷心竅, 蔽

其神明, 以亂其視聽故耳.”

6) 役使: 몰아서 부리다. 관중이 귀신을 부리는 일을 통치술의 일환으로 설명한 데

서 온 말이다. 管子 권24, ｢輕重丁｣, “龍斗于馬謂之陽、牛山之陰, 管子入復于桓

公曰 (중략) 故智者役使鬼神而愚者信之.”

7) 以二卷付之: 황본에는 以二卷書付子.

8) 玉樞經: 도가 경전의 하나로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보經의 약자이다. 중생

을 널리 구제하는 서원을 세운 보화천존의 위력을 비는 경으로 치병에 효험이 있

다고 알려졌으며, 조선에서는 소경들이 많이 읽었다. 

9) 運化玄樞: 명 태조의 17번째 아들 朱權이 지은 양생 의학서이다. 원래 5권 분량

이었는데 일실되어 한두 권 분량의 책으로 유통된 듯하다. 高儒, 百川書志, 권5 

참조.

10) 呼召: 황본에는 ‘召’자가 누락되었다.

11) 煉魔法: 마귀나 요괴를 마음대로 부리는 법으로 西遊記에서 多用되었다.

12) 修眞十書: 唐∼元代의 內丹이론과 기공법 등에 관한 주요 서적을 열편으로 

나누어 엮은 60권의 총서이다. 宋代 鍾呂 단학파의 저술로부터 金代 全眞派 도사

의 저작 등 다양한 학설을 망라한 대규모의 책이다. 

13) 令: 홍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4) 指: 관물헌본, 황본, 국조인물고에는 詣로 되어 있음. 

15) 目如鏡: 鏡目은 눈이 번뜩임을 비유하는 말,

16) 其: 홍문관본, 연세대본, 홍본, 황본, 국조인물고에는 不. 



- 139 -

17) 箭串: 살곶이. 현재 서울시 성동구 뚝섬 일대. 

18) 人: 황본에는 山人.

19) 恣: 관물헌본은 咨(오자). 

20) 三魂七魄: 도가에서는 체내에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좌측에는 삼혼, 

우측에는 칠백이 있다고 한다. 삼혼은 胎光, 爽靈, 幽精이고 칠백은 일곱가지 탁

한 귀신으로 尸狗,　伏矢, 雀陰, 吞賊, 蜚毒,　除穢, 臰肺이다. 無上秘要 권5, 
雲笈七籤 권54, ｢拘三魂法｣, ｢拘七魄法｣ 참조.

21) 雀眼: 황본에는 雀目. 雀目은 야맹증을 뜻한다. 巢元方, 諸病源候總論, 권28, 

“人有晝而睛明, 至瞑則不見物, 世謂之雀目. 言其如烏雀, 瞑便無所見也.”

22) 如: 홍문관본은 於.

23) 弟: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4) 算命: 출생한 날짜와 시간을 통해 인물의 운명을 점치는 방술을 이름.

25) 不敢贊一辭: 황본에는 ‘敢’이 ‘能’으로 되어있다. 다음 구절에서 취의한 것으로 

보인다. 史記 권47, ｢孔子世家｣, “孔子在位聽訟, 文辭有可與人共者, 弗獨有也. 

至於爲春秋, 筆則筆, 削則削, 子夏之徒不能贊一辭.”

26) 異人: 황본에는 神人.

27) 壬辰亂日: 황본에는 壬辰之日.

28) 家: 황본에는 家財.

29) 五月: 1592년 5월에 선조는 몽진하여 개성에 있었고 3일에는 서울이 함락되었

다. 선조실록 25년 5월 3일 9번째 기사 참조.

30) 逍遙山: 경기도 동두천시와 포천시 신북면에 걸쳐 있는 고도 536m의 산이다. 

白雲庵, 自在庵등의 암자가 있다. 

31) 焚: 연세대본, 홍본, 황본에는 燒. 燒葬은 火葬의 뜻이다.

32) 立不僵: 황본에는 立而不僵.

33) 瞩天: 홍본, 황본에는 燭天. 

34) 芡實: 가시연꽃의 열매를 이르는 말로, 지름이 5∼7cm에 이른다. 

35) 色: 국중본에는 也. 여타 이본들을 따랐다.

36) 鄭䨜: 미상. 점술가로 추정된다. 다음을 참조. 金止男(1559~1631), 龍溪遺稿, 

｢德餘又次, 余連次三首｣ “二月廿八夜, 客星入旄頭, 旄頭無光, 倭退之兆. 鄭䨜言.”

37) 劍解: 尸解仙의 일종으로, 남들 보기에는 죽은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

은 것을 뜻한다. 대개는 劍을 시체로 보이도록 두고 사람은 빠져나온 경우를 지

칭한다. 雲笈七籤 권85, ｢隂君傳鮑靚尸解法｣ 참조.

38) 也: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39) 受: 홍본, 황본에는 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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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宮先生傳」1)

 先生名斗2), 世居臨陂3), 家故饒財, 雄於鄕. 自其祖父二世, 皆不肯推擇爲吏,4) 斗

獨以博士弟子業5)起家,6) 年三十, 始中乙卯7)司馬, 有聲場屋間. 嘗以大信不約8)賦, 

魁泮解,9) 人皆傳誦之. 斗伉倔,10) 自矜懻11)剛忍, 敢12)爲恃才, 豪橫於閭里, 倨不爲

禮於長吏,13) 縣上下俱側目於斗, 而積不敢發. 

  始先生移家輦下, 爲進取14)計, 而留一妾於鄕墅, 每年秋, 輒歸, 經紀其務. 妾卽兵

家15)女而艶慧甚, 敎以書計, 該捷絶倫, 斗絶嬖之. 其在洛也, 則曠居累月, 故潛與斗

之堂姪異姓者私. 

  戊午16)秋, 斗以事急還鄕, 未及一舍17)所, 日曛,18) 留傔從, 獨一騎馳至墅, 則已燃

燈矣. 僕隷咸休,19) 中門洞啓. 見妾艶粧麗服竚於階, 而堂姪者踰東短垣, 足未及地者

半咫, 妾遽前摟抱. 斗忍怒而姑徐俟其終, 繫馬於外門柱, 潛身蔽於隙中以窺之. 二人

者諧謔極褻, 將解衣竝枕. 斗方窮其實, 就暗裏摸壁, 則掛箙有二矢一弧, 遂關而注

射,20) 先貫女, 胸腹立潰, 其男驚起, 跳北囱出. 又射之, 中脅斃. 斗欲告官, 以點汚門

戶, 且難保長吏心. 卽牽二屍, 埋於稻田瀆內, 卽疾驅回洛. 

  遲明, 家僕覺之, 意其與堂姪逃, 問姪家, 則亦莫知所之. 有莊奴21)竊斗穀百許石, 

常恐斗來則必死, 疑斗之殺二人, 尋其跡, 田瀆有膏沸於水上, 鍤發之, 二屍俯仰焉. 

卽奔告妾家, 老革22)告于令, 引男家証有宿怨. 令與諸吏, 固嘗不快於斗, 俱喜而欲甘

心,23) 以私嫌謀殺堂姪爲案. 械斗於都下, 五毒備慘.24) 檻至尼山.25) 斗之妻負幼女追

至, 醉守者, 夜脫械逸去. 天亮, 守者覺之, 跡不獲, 以其妻致縣, 竝女瘦26)死獄中. 陂

池園田、臧獲,27) 狼籍分析於二仇家. 

 斗卽入金臺山,28) 落髮爲僧, 法名摠持, 戒行甚嚴. 過一臘,29) 仇家跡知之, 率吏

士30)掩之. 其曉, 夢有山神告曰: “冤債31)至, 可亟去.” 旣覺, 急下山. 捕者至, 不獲

而返.32) 斗向頭流山, 居雙溪33)月餘, 厭名刹緇俗所湊集, 棄向太白山, 至宜寧34)野庵

憩焉.

  續有一僧至,35) 丰秀年少, 解襆距堂廉,36) 睨曰: “君, 士族也. 何晩削乎?” 俄曰: 

“性忍者.” 少頃曰: “業儒37)而得一名38)也.” 良久笑曰: “傷二人命, 負罪逃者.”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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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40)四言皆合, 斗大駴, 錯愕失措. 夜就其寢, 扣頭服實, 且請敎甚懇. 少年僧曰: “我

只解相人耳. 吾師多藝41), 相某人當傳42)某藝, 或符呪, 或象緯, 或堪輿, 或推占,43) 

隨其器, 誘掖之. 我受相法, 尙未造極, 安敢爲人44)師?” 斗問: “師今焉45)在?” 僧曰: 

“住46)茂朱雉裳山,47) 你往則可見.” 斗拜而退, 迨曙往候, 則已去矣. 

  卽回錫,48) 到雉裳山. 環山伽藍殆數十區,49) 俱無異僧. 留一歲, 苦心參訪層硿絶

頂,50) 鳥迹所不到處, 搜覓三四周51)而不能得, 以爲少年52)僧相誑, 悵然欲返. 忽到一

洞, 有川注於林薄間, 流出大桃核. 斗心欣然曰: “是中莫是53)仙師所否?” 促步沿流可

數里許, 仰觀54)一峯陡55)起. 松杉翳日, 有素屋三楹, 倚崖而構, 砌石爲臺, 位置淸塏. 

  攬衣徑56)登其上, 則有一小童, 迎門曰: “何方來?”57) 斗揖曰: “摠持58)來參仙師.” 

童59)闢東偏左閤子, 有老僧60)形如槁木, 披破衲出曰: “和尙風神聳溢, 非恒人也.61) 

曷爲至此?”62) 斗跽曰: “愚魯无他技, 聞老師多藝, 欲得63)一方技以行世, 千里求師而

來. 週64)一歲方得摳衣,65) 幸進而敎之.” 長老66)曰: “山野濱死之夫耳.67) 安有藝

耶?” 斗百拜懇乞, 固拒之. 閤戶不出, 斗伏於廡下, 達曉哀訴, 至朝不休. 長老視若無

人, 趺坐入定, 不顧者三日, 斗愈不懈.

  長老方鑒其誠, 闢戶令入室. 室大方丈, 只安68)一木枕. 鑿69)北龕爲六谷, 鑰閉而掛

一匕於龕柱, 南囱上懸板兒,70) 有五六卷書而已. 長老熟視之, 咲曰: “君, 忍人也. 椎

朴71)不可訓他技, 唯可以不死敎之.” 斗起拜曰:72) “是足矣. 奚用他爲?”

  長老曰: “凡諸方術,73) 必74)先聚精神而後, 乃可成. 矧煉魄飛神,75) 欲求仙蛻76)者

乎? 聚精神,77) 自不睡始, 你先不睡.”78) 斗到此79)四日, 而長老不食飮,80) 惟童,81) 

日一82)食黑豆末83)一合, 了无飢疲色, 心已84)異之.85) 及承此誨, 至誠發大願. 初夜, 

坐到四更, 眼自合, 忍而至曙. 第二夜, 昏倦不省事,86) 刻意87)堅忍.88) 三夜四夜, 倦

困不能植坐. 頭或撞於壁楣, 猶忍. 過89)第七夜, 脫然朗悟90), 精神自覺醒91)爽.

  長老92)喜曰: “君有許大忍力, 何事不可做乎?” 因出二經授93)之曰: “伯陽參同契

,94) 乃修煉至訣, 仙家最上乘. 黃庭內外玉景經,95) 乃導氣煉臟至要, 亦道家妙

諦.96) 讀之萬遍, 自可悟解.”97) 令日各誦十98)遍. 

  又曰: “大凡99)學飛昇者, 斷除念頭 安坐煉精、氣、神、三寶,100) 令坎离龍虎, 交

濟成丹,101) 是大捷徑.102) 而自非上智與宿稟,103) 不可猝爲. 君性朴固剛忍, 難以上

乘訓104)之. 姑先絶粒, 爲下學上達105)計也. 

  凡人之生, 稟精於五行. 故五臟各主五行,106) 脾受土氣, 人之飮啖, 皆歸於脾胃. 雖



- 142 -

以穀精強健无疾, 而氣引於土, 終至於魄歸乎地.107) 古之辟穀者, 皆爲此108)也. 君試

先辟穀.” 

  卽令斗日再食. 七日又一飯一粥, 七日減一粥,109) 更七日以粥替飯. 過四七日撤飯

粥, 以匕開上龕鑰,110) 取漆盒二個, 一黑豆末, 一黃精111)屑, 挑各一匙,112) 和水餌

之,113) 日再焉. 斗食腸素寬, 飢乏殆不可忍. 身瘐體倦, 眼昏花不辨物, 猶忍之. 服黑

豆114)三七日, 忽若充然不思食. 卽令餌栢葉、胡麻,115) 數日116)遍身生瘡, 疼不能忍. 

又百日, 痂脫117)肉生, 方如常. 

  長老喜曰: “君眞118)利器也. 但息慾念.” 留三年,119) 讀二訣凡萬遍, 胸次洒然, 若

有神會. 長老敎以數息,120) 旣又敎之運氣, 氣已運矣. 遂以子午、卯酉,121) 行六字秘

訣,122) 呼吸道成, 顏漸123)腴, 氣益爽, 萬念俱灰.

  居六年, 長老曰: “君有道骨, 法當上昇,124) 下此, 則不失爲喬、鏗125)矣. 慾念126)

雖動, 切127)忍之. 凡念雖非食色, 一切妄想, 俱害於眞, 須空諸有,128) 靜129)以煉之.” 

因空第二屋, 坐斗其130)中,131) 敎以昇降顚倒132)之法, 口訣133)諄至. 斗依所訓,134) 

兀然堅坐不動, 閉眼內視, 長老時135)其136)寒燠飢飽以保持之. 

  一日, 覺自上腭, 如小李狀甘涎注舌上, 告長老, 長老令徐嚥歸腹中, 喜曰: “黍

珠137)基立, 可運火侯.”138) 卽掛三方鏡139)于壁, 植140)七星劍141)二口142)於左右, 禹

步143)呪祝, 冀以却魔成道. 煉幾六朔, 丹田144)充盈,145) 若有金彩發於臍下. 

  斗喜其將成, 欲速之心遽發,146) 黃芽不能制姹女,147) 离火上燒泥丸,148) 絶叫趨出. 

長老以杖擊其頭曰: “噫! 其不成也.” 亟令斗安坐降氣, 氣雖制伏, 而心沖沖, 終日不

定. 長老歎曰: “曠世逢人, 敎非不盡, 而業障149)未除, 遂致顚敗, 君之命也, 吾何力

焉!” 因以蘇茶飮之, 至七日, 心方恬,150) 而氣不上炎.

  長老曰: “君雖不成神胎,151) 亦可爲地上仙,152) 少加樽養, 則八百年153)之壽, 可享

矣. 君命當154)有子, 洩精之竅已塞, 可服藥以通之.”155) 出二粒赤桐子丸嚥之.156)

  斗請曰: “庸戇不任敎, 自我命薄, 夫157)何恨? 弟子侍師, 七歲158)于玆, 尙不知師

之出處, 幸賜其詳, 慰異日嚮往之誠若何?” 

  長老笑曰: “他人問之, 固不敢言, 君能忍者, 故告之詳. 我卽上洛159)大姓160)

子,161) 大師幸162)之曾孫163)也. 生於宋煕寧二年,164) 十四有風癩,165) 父母不收,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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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之林中, 夜有虎攬, 而置諸石室167)耽耽168), 乳其二子其旁,169) 終無170)害意.171) 

痛方極, 恨不速斃於其牙齒. 有草, 羅生於崖窽, 葉敷根大, 試洗而食之, 腹稍果.172) 

食數月, 瘡漸損,173) 稍自起立. 遂多掘而頓174)食之, 殆盡半山. 幾175)百日, 瘡悉脫, 

遍生綠毛. 喜而強176)食之, 又百日, 身自擧, 倏昇於峯巓. 旣已愈其疾, 不辨故177)邑

來路, 方棲邊靡所之, 忽有一僧, 過于178)峯下, 頫身就其途, 遮問曰: “此何山也?” 僧

曰: “此乃179)太白山, 而地係眞珠府180)也.” “近181)有寺否?” 曰: “西峯有蘭若, 路絶

不易攀陟.”182)

  吾183)卽飛至其庵, 禪寮晝閉, 闃爾無人, 手闢廊戶, 行到中寮, 有一老病僧, 擁布

褐, 隱几而喘, 幾死,184) 擡眼見之曰: “夜夢, 老相言: “傳我師祕185)書者, 今當至”, 

相君面, 眞其人也.” 起解囊出一函書, 授之曰: “讀此萬周, 其義自186)見. 努力勿怠!” 

吾問187)其孰188)傳, 曰: “新羅義相大師189)入中原, 逢正陽眞人,190) 授此書, 臨化, 

囑我二百年後, 當有傳者. 君應其讖, 可受持勉力. 吾得所傳, 從此逝矣.” 趺坐, 寂然

而191)化. 

  吾卽茶毗之, 得紺舍利百粒, 藏之塔中, 解函視之, 乃黃帝陰符192)及金碧龍虎經

193)、參同契194)、黃庭內外經、崔公入藥鏡195)、胎息196)、心印197)、
洞古198)、定觀199)、大通200)、淸靜201)等經. 就其庵, 獨居修煉, 魔鬼萬方來

撓, 以不聞不見消之. 

  凡苦志十一年, 乃成神胎, 法當解去, 上帝命留此, 統東國三道諸神, 故留此五百

餘202)年, 限滿則當上昇矣. 吾經歷數十人, 或氣過203)銳, 或太鈍, 或少忍力,204) 或

緣淺, 或多慾念, 俱不能成. 若有成道者, 吾當擧授吾205)任, 上歸玉京, 而206)曠

百207)年不得一人, 此我塵緣未盡而然也.”

  斗與長老, 久同寢, 常怪其秘臍下寸地, 不許人見, 問其故, 欲覩之, 長老笑曰: “何

容易耶? 見則恐驚君耳.”

  斗曰: “奚驚爲? 願一見.” 長老闇中208)解下209)包, 金光百道, 射於屋梁, 不能定

視,210) 蒲伏於榻. 長老還包之如故.211)

  斗又曰: “師旣治諸神, 何無一個來修覲者?” 長老曰: “吾飛神而受其朝矣.” 又請觀

諸神, 曰: “可待明年上元也.”

  至期, 長老出龕中衣箱, 戴212)八霞方山巾,213) 服214)七星日月綉袍, 係圓靑玉束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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帶,215) 穿五花文履,216) 手持八角玉如意,217) 趺坐砌臺上, 斗西向侍, 童子偶立, 忽

於臺上雙檜, 各掛彩花燈, 俄而滿洞千萬樹, 俱各掛花燈, 紅焰漲空如白晝.218)

  有奇形怪狀之獸, 或熊、虎, 或獅219)象, 或豹而雙脚, 或虯形而翼, 或龍而無角, 或

龍身而220)馬頭, 或三角而人立決驟,221) 或人面三眸者,222) 以百數. 又有象、獐、

鹿、彘形者, 金目雪牙, 赭毳霜蹄, 夭矯拏攫,223) 以千計, 俱羅侍於左右. 又有金童玉

女,224) 捧幢節225)數百人, 介戟具三仗226)者千餘人, 環立臺上, 衆香馥郁, 璜珮丁東. 

  續有靑衫象簡227)佩水蒼228)戴弁者二人, 鞠躬階下, 唱曰: “東方極豪林229)、廣

霞、紅映山230)三大神君見!” 

  有三神, 俱頂紫金梁冠,231) 紫袍、玉帶232)、端笏、雲履,233) 佩劍、珩者, 頎而晳

長, 眉目皆朗秀. 長老起立拱手, 三神皆再揖而退. 

  又唱曰: “蓬壺、方丈、圓嶠、祖洲、瀛海234)等五洲眞官見!” 

  有五神, 各披方色袍, 冠佩如前, 而俱頎秀. 長老起立, 五神皆再拜而退.

  又唱曰: “東、南、西海, 長離、廣野、沃焦、玄隴、地肺、摠眞、女几、東華、仙

源、琳霄235)等十島女官見!” 

  有仙女十人, 俱戴花絨金襪巾, 揷赤珠步搖,236) 珠翠玲瓏映其面, 不可定視, 服素練

金鳳紋衫, 施翠羅襕膝長裙, 佩太乙靈符,237) 赩奕有電光, 穿綠花方底履, 頎長而男子

拜. 長老不起, 坐受之, 女官退.

  又唱曰: “天印、紫蓋、金馬、丹陵、天梁、南壘、穆洲238)等七道司命神將見!” 

  有紅239)抹額240)揷羽, 戎袴褶, 繡花掩心,241) 金搭肘,242) 佩矢房、弧箙, 手朱殳, 

而俱獅形虎姿, 植赤髮, 金目虯髥者, 揖不拜退.

  又唱曰: “丹山、玄林、蒼兵、素泉、赭野243)等五神, 所繞山林、藪澤、嶺瀆、城

隍諸鬼伯鬼母,244) 俱見!”

  五大神將, 如七道神形者, 各領一隊百餘靈官, 或短醜, 或長大, 或潔脩而雅, 或六

臂四目者, 女或老醜或姸少者, 被服俱隨方色, 列立四拜, 退爲五隊.

  長老命小童, 持小綘幡, 從北方指東, 環南抵西, 立于中隊之前, 告曰: “諸靈俱會, 

而魏州趙夫人未至矣.” 素泉神出跪曰: “他以謫, 今降爲人, 其代不來矣.” 

  長老招廣霞三眞人至前, 謂曰: “卿輩分理三方, 體上帝好生之德,245) 黎庶受卿澤久

矣. 今者厄會將至, 萬姓當罹其殃, 思所以捄之之策246)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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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人者, 俱唏咨曰:247) “誠如所諭, 昨者蓬萊治水大監, 自紫霞元君248)所來, 過紅

映山言: “衆眞在九光殿249)上, 侍上帝, 有三島帝君250)道: “閻浮提251)三韓之民, 機

巧姦騙, 誑惑暴殄, 不惜福, 不畏天, 不孝不忠, 嫚神瀆鬼, 故借句林洞貍面大魔, 捲赤

土之兵, 往勦之.252) 連兵七年, 國幸不亡, 三方之民, 十奪253)其五六, 以警之.”” 

  臣等聞之, 亦皆心怵, 而大運所關, 何敢容力乎?” 長老亦嗟吁不已. 

  俄自中隊發炮一響, 四隊皆應, 擂鼓伐金以助之, 樹上燈一一落地, 窅然幽谷, 大雲

平鋪. 長老入房, 袱254)其冠服, 明燈坐室中. 斗愕眙自失者久之.

  翌日,255) 招斗謂曰: 你旣緣薄, 不合久于此, 其下山長髮. 餌黃精, 拜北斗, 不殺婬
盜,256) 不茹葷狗牛肉, 不陰害257)人, 則此258)地上仙. 行脩之不息, 亦可上昇矣. 黃
庭、參同,259) 道家上乘, 誦持不懈, 而度人經,260) 乃老君261)傳道之書, 玉樞

經,262) 乃雷府263)諸神所尊, 佩之則鬼畏神欽. 此外修心之要, 唯不欺爲上.264)

  凡人一念之善惡, 鬼神布列於左右, 皆先知之. 上帝降臨孔邇, 作一事, 輒錄之於斗

宮,265) 報應之效, 捷於影響. 昧者褻之, 以爲茫昧不足畏, 彼焉知蒼蒼之上, 有眞宰

者, 操其柄耶? 你忍心雖剛, 而慾念不除, 倘或不愼, 則一墜異趣, 曠劫受苦, 可無

懼266)哉?

  斗涕泣而受其誨, 卽告辭下山, 回視則無復人居焉.267)

 展轉至臨陂, 則舊盧無遺址, 田畝皆再四易主.268) 又屆洛下, 則故宅只有基, 柱礎

縱橫於宿莽中, 忍淚而歸. 常念有老實奴在海南,269) 富有田宅, 往投之, 而初不識焉, 

久乃認爲270)其主, 相持號慟, 空其居而處之, 爲娶民家女, 生子女各一.

  先生271)雖更立家業, 佩服師訓, 終始不少懈. 去隱于龍潭272)地, 擇深谷以居, 爲近

雉裳, 冀再遇仙師計, 而數十年, 採黃精松葉食之, 身273)日益強, 鬚髮不白, 步履如

飛.

  萬曆戊申274)秋, 筠罷公州, 家扶安.275) 先生自古阜, 步訪於旅邸, 因以四經276)奧

旨授之, 且以遇師顚末, 詳言之如右. 先生今年八十三, 而容若四十六七歲人, 視聽精

力, 不少衰, 鸞瞳綠髮, 翛然如瘦鶴. 或數日絶食不寐, 誦參同、黃庭不輟, 輒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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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毋陰行險, 毋曰無鬼神. 行善積德, 絶慾煉念, 則上仙可立致, 鸞鶴不日下迎矣.”277)

  不佞見先生, 飮啖食息如平人, 怪之, 先生曰: “吾初擬飛昇, 而欲速不果成. 吾師旣

許以地上仙, 勤脩則八百歲可期矣. 近日山中, 頗苦閑寂, 下就人寰, 則無一個親知, 

到處年少輩, 輕其老醜, 了无人間興味. 人之欲久視278)者, 原爲樂事, 而悄然无樂, 吾

何用久爲? 以是不禁烟火,279) 抱子弄孫, 以度餘年, 乘化歸盡,280) 以順天所賦也. 君

有仙才道骨, 力行不替, 眞仙去君何遠哉? 吾師嘗許我以忍, 不能忍而至是, 忍之一字, 

仙家妙訣, 君亦愼持勿墜也.” 留數旬, 拂衣辭去, 人言其還向龍潭云.

 許子281)曰: “傳言: ‘東人尙佛不尙道.’ 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然以余所覩南宮先生言之, 可異焉. 先生所師者, 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

可信, 所說亦未必盡然. 要之, 影響之間也.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

能八十而若是康健耶? 此又不可決以爲實無是事也. 噫! 其奇哉! 

  我國僻在海外, 乏282)遐擧之士如羨門、安期,283) 而巖石間乃有此284)異人累千百

年, 俾285)先生一得遇之, 孰謂偏壤而無其人耶? 達道則仙, 昧道則凡, 傳所286)言者, 

與耳食287)奚殊? 

  使先生毋望其速成, 卒收爐鼎288)之效, 則彼羨門、安期, 亦何289)難拍肩而等夷之?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 嗚呼惜哉!”290)

1) 南宮先生傳: 이 작품은 惺所覆瓿藁 4종 이본과 國朝人物考 권34 ｢休逸｣에 

全文이 실려 있다. 또 작품의 일부가 홍만종의 海東異蹟, 황윤석의 海東異蹟, 

및 작자 미상의 直指鏡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이상 8종의 이본을 對校했다.

2) 斗: 南宮斗(1528∼?)의 姓 ‘南宮’은 허균의 1611년 귀양지였던 咸悅縣의 土姓이

기도 하다. 司馬榜目에 따르면 그는 1555년 28세 때 생원시에 합격했고, 字는 

伯七로, 臨陂에 거주했으며, 그의 부친은 南宮緝으로 參奉을 지냈다고 한다. 

    남궁두에 대한 일화는 於于野談, 芝峯類說 권18, 靑霞集 권4, ｢挽南宮進

士｣, 海東異蹟, 直指鏡,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9 등에 실려 있다. 이 중 海

東異蹟과 直指鏡에 발췌 수록된 글은 허균의 ｢남궁선생전｣과 字句가 거의 일

치한다.

3) 臨陂: 현재 군산 지역에 있던 옛 縣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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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推擇爲吏: 추천을 받아 관리에 선발됨을 뜻하는 상용 표현이다. 

5) 博士弟子業: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학업. 博士弟子는 漢武帝가 설치한 博士官에 

두었던 제자 50인을 칭한 데에서 유래한 말인데, 唐代 이후에는 生員을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 

6) 起家: 家勢를 일으키다.

7) 乙卯: 1555년(明宗 10년).

8) 大信不約: ‘大信不約’은 禮記 권11 ｢學記｣에 나온다. “君子曰: 大德不官，大道

不器，大信不約，大時不齊.”

9) 魁泮解: 成均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장원을 하다. 성균관에서는 생도들을 대상

으로 館試, 節製 등의 시험을 치러 등수에 따라 표창하여 면학을 장려했다. (‘박’

은 여기의 ‘解’를 鄕試라 보았다.)

10) 伉倔: 고집이 세고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의미.

11) 矜懻: 교만하고 사나움. 홍문관본에 務懻(오자).

12) 敢: 국조인물고에는 敦(오자). 

13) 長吏: 고을 수령. 

14) 進取: 벼슬길에 나아가다. 

15) 兵家: 武人家(武班) 출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16) 戊午: 1558년.

17) 一舍: 30리.

18) 曛: 관물헌본에는 勳(오자). 

19) 休: 관물헌본에는 体(오자).

20) 關而注射: ‘關(완)’은 활을 당긴다는 뜻이다. ‘注射’는 집중하여 활을 쏜다는 뜻

이다. 기존 번역에는 ‘집중하다’의 뜻이 빠져 있다. “한살 쏘아”(이), “화살을 쏘

아”(민), “화살을 쏘아서”(신), “활시위를 당겼다”(박&정)

21) 莊奴: 소작인을 멸시하여 일컫는 말이다. 기존 번역에는 모두 이를 ‘종’으로 해

석했다. 

22) 老革: 老兵을 뜻하며 꾸짖는 말로 많이 쓰인다. (三國志, ｢蜀志｣ ｢彭羕傳｣의 

裴松之 注 참조) 여기서는 늙은 무반인 첩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23) 甘心: 죽여서 분을 풀다. 左傳, 莊公九年, “管召，讎也，請受而甘心焉.”에  대

한 杜預의 注에 “甘心，言快意戮殺之.”라고 하였다. 기존 번역에는 모두 ‘죽이다’

의 뜻이 빠져 있다. “달갑게 여겨서”(이), “잘 걸려들었다고 하면서”(민), “분을 

풀고자 하여”(신), “평소의 분을 풀고자 하여”(박&정)

24) 五毒備慘: ‘五毒’은 다섯 종의 혹독한 형벌로 문헌마다 차이가 있다. 明史 권

95 ｢刑法志｣에 따르면 械，鐐，棍，拶，夾棍을 가리킨다. 

25) 尼山: 충남 논산 지역의 옛 지명.

26) 瘦: 홍문관본을 따랐다. 관물헌본과 연세대본은 庾(오자), 국중본은 疲. 

27) 臧獲: 노비의 賤稱. 臧과 獲을 각각 남종과 여종으로 보기도 한다. 혹자는 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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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 관노가 된 노비, 獲은 도망가다 붙잡힌 노비를 가리킨다고 했다. 名

義考 권50 참조.

28) 金臺山: 경기도 남양주시의 와부읍 덕소리와 도곡리 경계에 위치한 고도 89m

의 산이다.

29) 一臘: 一法臘의 준말로, 승려가 受戒한 지 1년 후를 가리킨다. 

30) 吏士: 官에 속한 병사.

31) 冤債: 본래는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응보가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본문에서는 

남궁두를 뒤쫓는 두 남녀의 유족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였다.

32) 返: 국조인물고에는 及(오자). 

33) 雙溪: 경남 하동군 지리산 소재 雙溪寺. 

34) 宜寧: 경남 중부 소재. 조선시대에는 縣이었다.

35) 續有一僧至: 이 부분부터 홍본, 황본과 교감하였다. 홍본과 황본은 이 단락 앞

부분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고, 이 구절을 ‘一日一僧至’로 바꾸어 본문 내

용을 전재했다. 홍본은 ‘雉裳’ 아래 ‘雉疑作赤’이라 세주를 첨부했다. 황본은 ｢權
眞人｣이란 제하에 “斗咸悅土姓, 有潛夫名, 詞賦著聞”이란 주를 첨부했다.

36) 堂廉: 마루의 측면.

37) 儒: 홍문관본을 따랐다. 국중본, 관물헌본, 연세대본에는 侕(오자).

38) 一名: 一名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第一名, 즉 성균관 시험에서 1

등한 것을 뜻한다. 이 작품 서두에서 “魁泮解”라 한 것을 가리킨다. 기존 번역에

서는 “첫 이름”(이), “큰 벼슬”(민), “장원급제”(신) “명성”(박&정)으로 해석했다. 

과거급제라는 번역이 가장 가까우나 남궁두는 문과에 합격한 것이 아니므로, ‘급

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39) 負罪逃者: 황본은 句末에 ‘也’자가 추가되어 있다.

40) 發: 황본에는 玆.

41) 吾師多藝: 관물헌본에는 ‘藝’가 ‘稽’(오자). 이 구절은 논어에서 공자가 자신이 

등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기예를 익혔다고 한 대목에서 취의한 것이다. 
論語, “牢曰: 子云, 吾不試, 故藝.”; 論語集註, “牢, 姓琴, 字子開, 一字子張. 

試, 用也. 言由不爲世用, 故, 得以習於藝而通之.”

42) 當傳: 황본에는 得當.

43) 或符呪, 或象緯, 或堪輿, 或推占: 符呪은 부적 쓰고 주문 외우는 법. 象緯는 象

數讖緯의 준말로, 별자리의 經緯를 보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가리킨다. 堪輿는 

풍수지리의 일종이다. 推占은 점괘를 뽑는 것을 이른다. 관물헌본에 惟라 된 것

은 오자이다.

44) 人: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45) 焉: 홍본에는 安.

46) 住: 황본에는 在.

47) 茂朱雉裳山: 전북 무주의 赤裳山을 가리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에 이 



- 149 -

산은 裳城山이라고도 하며, 매우 험준해서 하늘이 낸 要險地라 되어 있다. 황본

에는 ‘卽赤裳山’이란 주가 달려있다.

48) 錫: 승려가 짚는 지팡이.

49) 區: 황본에는 匝(오자).

50) 層硿絶頂: 관물헌본에 ‘層’이 ‘曾’으로 된 것은 오자이다. 홍문관본에는 ‘頂’이 

‘巔’으로 되어 있다(통용).

51) 周: 황본에는 週.

52) 少年: 국조인물고에는 年少로 되어 있다.

53) 是: 황본에는 非.

54) 觀: 연세대본에는 眉註에 “觀一本作覩”라 했고 관물헌본에 覩로 되어 있다. 

55) 陡: 국조인물고에는 陟(오자).

56) 徑: 관물헌본 등을 따랐다. ‘곧장’의 뜻이다. 국중본과 국조인물고에 經이라 

되어 있는데 고대문법에서는 徑과 통한다. 

57) 何方來: 황본에는 句末에 乎가 추가 되어 있다.

58) 摠持: 연세대본에는 摠持 앞에 僧자가 작은 글자로 추가되어 있다. 

59) 童: 홍본에는 童子.

60) 老僧: 황본에는 一老僧.

61) 非恒人也: 홍본에는 ‘也’자가 누락되었다. 황본에는 이 句가 누락되었다.

62) 此: 연세대본에 의거해서 추가했다. 연세대본에는 작은 글자로 추가되어 있다. 

63) 得: 관물헌본을 따랐다. 국중본, 홍문관본 연세대본, 국조인물고에는 行으로 

되어 있다.

64) 週: 황본에는 周.

65) 摳衣: 의복의 앞깃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공경의 표시이다. 佛家에서는 제자

가 가르침을 청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홍본에는 拘衣(오자).

66) 長老: 주지승 혹은 승려 일반에 대한 존칭.

67) 耳: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68) 安: 놓다. 두다.

69) 鑿: 국중본, 홍문관본, 연세대본을 따랐다. 관물헌본에는 鑑 

70) 板兒: 작은 목판. ‘兒’는 백화에서 명사 뒤에 붙어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접미사

임.

71) 椎朴: 樸實함.

72) 斗起拜曰: 황본에는 斗起而拜曰.

73) 凡諸方術: ‘術’자는 국중본에는 없으나 여타 이본에 의거해 보충해 넣었다. 이 

구절부터는 直指經에도 실려 있다. 직지경은 ｢南宮斗傳｣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은 세주가 달려 있다. “老師權眞人受道於太白山, 老僧受道於義相大師, 大師受道

於正陽眞人, 義相卽慈惠. 詳傳道誌.” 직지경의 ｢남궁두전｣은 다음과 같이 시작

한다. “茂朱雉裳山老師謂南宮斗曰: “凡諸方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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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必: 저본에 없으나 여타 이본에 의거해 보충해 넣었다. 연세대본에는 ‘術’자(위 

미주 참조)와 ‘必’자가 작은 글자로 추가되어 있다.

75) 飛神: 형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신만 움직이는 것을 가리킨다.

76) 仙蛻: 본래는 신선이 승천한 이후에 남은 유체나 유물을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 듯하다. 관물헌본에는 ‘蛻’가 ‘悅’(오자)로 되어 있다. 직지

경에는 仙昇.

77) 聚精神: 황본에는 聚精會神.

78) 你先不睡: 황본에는 이 구가 누락되었다.

79) 此: 홍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80) 飮: 국조인물고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81) 惟童: 국중본과 연세대본에 ‘惟’가 ‘猶’로 된 것은 오자이다. 여타 이본을 참조

해 바로잡았다. 홍본에는 ‘惟童子’. 이 句의 ‘童’은 앞 구의 ‘長老’와 별개의 주어

로 해석되어야 한다. 장로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장로를 모시는 동자는 콩가

루 한 홉만을 먹었다는 의미이다. 기존 번역은 모두 이를 “어린아이처럼”이라 하

여 부사구로 해석했다. 

82) 一: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83) 黑豆末: 관물헌본에는 黑末豆라 된 것은 오자이다. 

84) 已: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85) 到此四日∼心已異之: 직지경에는 점선으로 밑줄 친 이 구절이 없다.

86) 省事: 사리를 분별하다. 반대말은 人事不省이다.

87) 刻意: 진력하다. 고심하다.

88) 堅忍: 관물헌본에는 忍자가 누락되었다.

89) 過: 기존 번역에서는 이를 앞 구 “猶忍”에 붙여서 해석해 왔으나, 文勢상 뒷 구

에 붙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90) 脫然朗悟: 관물헌본에는 ‘脫然自悟’로 되어 있다. 

91) 醒: 관물헌본에는 腥(오자).

92) 長老: 직지경에는 이곳을 포함해 이하 모두 ‘長老’가 ‘老仙’으로 되어 있다.

93) 授: 직지경에는 受(오자).

94) 伯陽參同契:  伯陽은 東漢 시대 사람 魏伯陽으로 백양은 호이고 이름은 翶라 

한다. 위백양은 입산하여 神丹을 만들고 여러 저술을 남겼다고 한다. 

     참동계는 周易參同契의 약칭으로 모두 3권이다. 126년경에 완성된 현존하

는 最古의 煉丹 저작이라 도교에서는 ‘丹經之祖’로 숭앙한다. ‘참동’이란 책 제목

은 ‘大易’, ‘黃老’, ‘爐火’라는 三家의 이론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

라 한다. 漢代에 유행했던 연단 이론을 담고 있으며, 이 책이 저작된 직후부터 

북송 초까지는 주로 外丹 이론서로 이해되었다. 북송 이후 內丹學이 부흥한 이후

부터는 내단 이론의 핵심적 저술로 재해석되었다. 참동계는 宋代 理學에도 큰 

영향을 미쳐 朱熹도 周易參同契考異를 남겼다. 허균의 ｢題古文參同契後｣(惺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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覆瓿藁 권13)에 明代에 전승된 참동계에 대한 그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95) 黃庭內外玉景經:  太上黃庭內景玉經과 太上黃庭外景玉經의 합칭으로 魏

晉시기에 출현한 上淸派의 주요 경전이다. 두 책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전자

는 도교 전설에 의하면 상계의 신선이 魏華存(252~334)에게 전했다 한다. (雲

笈七籤 권4, ｢道教經法傳授部｣) ‘內經’은 1권 분량으로, 經文은 7언 운문에 36장

으로 分章되어 있다. 고대의 의학 이론과 결합하여 수련과 장생, 신선술을 논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인체의 五臟六腑 등 여러 기관에 신선이 거주한다고 하여, 

修道者가 이 경서에 통달하고 자기 몸에 거하는 신선에 대해 사색하면 장수하고, 

마침내 신선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체를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

누어 각 부분의 단전인 三丹田을 중시했다. ‘外經’에 대한 기록은 抱朴子에 처

음 보이며, 東晉의 王羲之가 이를 베껴 썼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精, 氣, 神의 연

단과 不眠, 辟穀, 調息(호흡법), 咽津(침 삼키는 법) 등 본문에 나오는 수련이 황

정경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다. (황본에는 玉자 없이 黃庭內外景

經으로 되어 있다.)

96) 妙諦: 황본에는 妙法.

97) 讀之萬遍, 自可悟解: 黃庭內景經에서는 황정경을 만 번 읽으면 귀신을 보고, 

인체의 내부 장기를 볼 수 있으며, 三天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서문과 1장 

上淸章 참조.) 황본에는 悟解 뒤에 ‘之’자가 추가되어 있다.

98) 十: 황본에는 千.

99) 大凡: 직지경에는 이 두 글자가 누락되었다.

100) 三寶: 위백양 등 外丹을 위주로 한 초기 도가에서는 耳, 目, 口를 삼보라 했으

나 후대의 내단학에서는 精, 氣, 神을 삼보라 한다. 전자를 外三寶, 후자를 內三

寶라 하기도 한다.

101) 坎离龍虎, 交濟成丹: 坎离와 龍虎는 내단 용어이다. 坎과离, 龍과 虎는 각기 

체내의 水와 火를 지칭하는데, 정, 기, 신을 연단하면 이들이 서로 교합하여 체내

에 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102) 捷徑: 연세대본에는 ‘徑’이 ‘經’자로 되어 있다. (통용)

103) 宿稟: 직지경에는 夙稟이라 되어 있다. 宿稟과 夙稟은 모두 타고난 자질을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훌륭한 자질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104) 訓: 홍본에는 敎.

105) 下學上達: 천근한 데에서 시작하여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논어에

서 취의한 것이다. “子曰: “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

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106) 五臟各主五行: 중국 전통 의학에서 통상 五臟은 각각 五行의 각 요소를 주관

한다고 보았다. 肺는 金을, 肝은 木을, 腎은 水를 心은 火를, 脾는 土를 주관한다

는 것이다. (巢元方, 諸病源候總論 권21 등 참조)

107) 魄歸乎地: 사람이 죽으면 魂氣(영혼)는 하늘로 돌아가고 形魄(신체)은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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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간다고 한다. (禮記 권8, ｢郊特牲｣, “魂氣歸於天，形魄歸於地.”)

108) 此: 황본에는 是.

109) 七日減一粥: 황본에는 이 구가 누락되었다.

110) 上龕鑰: 황본에는 龕上.

111) 黃精: 죽대의 뿌리. 

112) 以匕開上龕鑰, 取漆盒二個, 一黑豆末, 一黃精屑, 挑各一匙: 직지경에는 이 부

분 중 “匕開上龕鑰, 取漆盒二個”가 없고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以黑豆末, 黃精

屑, 各一匙” 황본에는 ‘挑各一匙’ 구가 ‘各挑一匕’로 되어 있다.

113) 之: 관물헌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14) 黑豆: 황본에는 黑豆末.

115) 柏葉、胡麻: 잣나무 잎과 참깨.

116) 數日: 국중본, 국조인물고에는 ‘日’자가 없으나 관물헌본에는 있다. 연세대본

에는 旬자가 작은 글자로 삽입되어 있다. 홍문관본에는 日자가 없고 대신 한 글

자 분량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 직지경에는 ‘數日’이 빠져있다. 홍본에는 ‘數

旬’.

117) 脫: 황본에는 落脫.

118) 眞: 직지경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19) 三年: 황본에는 누락되었다. 

120) 數息: 들숨과 날숨의 수를 세어 정신을 집중하는 도가의 수양법. “숨 자주 쉬

는 법”(이), “호흡 자주 하는 법”(민), “숨을 헤아려 靜修함. 곧 단전호흡”(신), 

(박)

121) 子午、卯酉: ‘子午’는 子午周天, ‘卯酉’는 卯酉周天을 이른다. ‘周天’은 본래 천

체가 한 바퀴 운행하는 것을 이르는데, 도가에서는 인체를 소우주에 비유하므로, 

체내의 氣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일러 주천이라 한다. 자오주천은 체내의 水와 火

가 만나 南北(子午)이 관통되는 공효를 이른다. 묘유주천은 金과 木이 만나 東西

(卯酉)가 관통되는 공효를 이른다. 楊踐形, 指道眞詮, ｢周天法｣ 참조.

122) 六字秘訣: 직지경과 황본을 참조해 바로 잡았다. 여타 모든 이본에 ‘字’가 

‘子’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도교의 호흡법인 六字氣法로  숨을 내

쉬는 여섯 가지 방식인 吹, 呼, 唏, 呵, 嘘, 呬를 가리킨다.

123) 漸: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24) 上昇: 修煉의 공이 이루어져 득도하여 승천하는 것.

125) 喬鏗: 王子喬와 錢鏗. 王子喬는 周 靈王의 태자 晉이다. 태자 시절에 왕에게 

직간하다가 폐해져 서인이 되었다. 道士인 浮丘公을 만나 도술을 배웠다고 한다. 

(列仙傳 권上, ｢王子喬｣) 錢鏗은 彭祖의 이름인데, 顓頊의 元孫으로 夏, 殷, 周

를 거쳐 767세를 살았으며 늙지 않았다는 인물이다. (史記 권40, ｢楚世家｣)
126) 欲念: 연세대본 상단에 ‘欲念句下疑有誤’라 되어 있다.

127) 切: 관물헌본을 따랐다. 국중본, 홍문관본, 연세대본, 홍본, 국조인물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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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地라 쓴 경우 第(다만)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王世貞, 弇州四部稿 권169, 

説部, 「宛委餘編」14, “地忍之, 地即苐也.”

128) 須空諸有: 황본에는 須空諸空.

129) 靜: 황본에는 有.

130) 其: 국중본에는 其자가 둘이다. 첫 글자는 衍字.

131) 長老曰∼坐斗其中: 직지경에는 본문의 점선으로 밑줄 친 부분이 없고, 이 부

분이 다음과 같이 고쳐져 있다. “老仙坐斗空室中”

132) 顚倒: 도교에서는 체내의 順한 기운이 逆行해야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顚

倒란 심장이나 신장의 神氣가 위아래로 위치를 바꾸고  坎水와 离火가 자리를 바

꾸는 것을 이른다. 李涵虛, 三車秘旨 참조.

133) 口訣: 불가나 도가에서 구두로 전수하는 道法이나 秘術의 要語.

134) 口訣諄至. 斗依所訓: 직지경에는 이 구절이 없고 바로 다음 구절이 “斗兀

然…과 같이 이어진다. 홍본에는 ‘斗依所訓’이 ‘斗依敎訓’으로 되어있다.

135) 時: 때에 알맞게 하다. 

136) 其: 관물헌본 등을 따름. 국중본, 연세대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37) 黍珠: 수련에 성공하면 체내에 진주와 같은 丹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물을 

가리킨 듯하다. 翁葆光, 悟眞篇注疏 권2 참조.

138) 火侯: 내단학에서 정신(火)과 호흡(候)의 운용 정도를 이른다. 화후를 움직인다

는 것은 신체 속의 기를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139) 三方鏡: 국중본에만은 三才鏡으로 되어있다. 기존 번역은 모두 이를 삼재경으

로 보았다. 三方鏡은 唐 黄巢가 소유했던 세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 한다. 

高濂(1576~1620), 遵生八牋 권10 참조.

140) 植: 세우다.

141) 七星劍: 三寅劍이라고도 한다. 칼날에 북두칠성을 새겼다. 마귀를 퇴치하는데 

사용하는 칼이다.

142) 口: 칼 등의 기물을 세는 단위. 

143) 禹步: 도가의 步法 중 하나. 葛洪, 抱樸子 內篇 권17, ｢登涉｣ “禹步法: 正立, 

右足在前, 左足在後, 次復前右足, 以左足從右足併, 是一步也. 次復前右足, 次前左

足, 以右足從左足併, 是二步也. 次復前右足, 以左足從右足併, 是三步也. 如此禹步

之道畢矣.”

144) 丹田: 도가에서는 사람에게 3개의 단전이 있다고 한다. 양미간에 있는 것을 

상단전, 심장 아래에 있는 것을 중단전, 배꼽 아래에 있는 것을 하단전이라 한다. 

(葛洪, 抱朴子, ｢地真｣ 참조) 단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하단전을 가리킨다. 

145) 充盈: 황본에는 充溢.

146) 發: 국중본에 없으나 관물헌본, 홍문관본, 연세대본에 의거해 추가했다. 

147) 黃芽不能制姹女: 국중본에는 黃이 萌으로 되어 있는데 오자이다. 黃芽는 도교 

용어로 연단을 통해 납을 가리킨다. 姹女는 수은을 가리킨다. 내단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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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적 표현으로 보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姹女는 사라지기 쉬운 것이므로 黃

芽를 뿌리로 삼아 姹女를 제어해야 한다고 한다. 陳致虛, 周易參同契分章注 권

中,「姹女黄芽章」제26, “河上姹女, 靈而最神. 得火則飛, 不見埃塵. 鬼隱龍匿, 莫

知所存, 將欲制之, 黄芽為根.”

    기존번역은 각기 상이하게 구두를 뗐다. “欲速之心遽萌芽,不能, 制姹女”(이), 

“欲速之, 心遽發黃芽, 不能制, 姹女…”(신), “欲速之心遽萌芽, 不能制, 姹女…”(박)

148) 泥丸: 정수리의 상단전을 가리킨다. 도가에서는 인체를 소우주에 비유하여 각 

부분에 신이 살고 있다고 보는데, 니환은 腦神을 이른다. 

149) 業障: 불교용어로 수행과 깨달음을 방해하는 죄업을 가리킨다.

150) 恬: 관물헌본, 국조인물고에는 悟(오자). 

151) 神胎: 직지경에는 仙胎. 神胎란 수련에 성공했을 때 체내에 이루어지는 丹을 

가리킨다. 

152) 地上仙: 신선에는 통상 세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두 번째에 속한다. 상

등의 신선은 승천해 형체가 없어지며, 그 다음은 名山에 노니는 신선으로 지상

선, 혹은 地仙이라 한다. 죽은 후에 허물을 남기는 경우는 尸解仙으로 가장 하등

의 신선이다. 葛洪,抱朴子, 권2, ｢論仙｣ 참조.

153) 年: 관물헌본, 직지경, 국조인물고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54) 當: 직지경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55) 之: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56) 嚥之: 직지경에는 使斗嚥之로 되어 있다. 직지경에는 본문에 나온 이 구절 

이하의 권진인 출처담이 없고, 남궁두가 하산하는 장면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그

에 이어서 의상대사가 정양진인 종리권에게 도를 전수받아서 남궁두의 스승에게 

도를 전수했다는 내용이 축약 전재되어 있다. 

157) 夫: 국중본엔 없으나 관물헌본 따라 보충했다. 연세대본에는 작은 글자로 보충

되어 있다.

158) 歲: 관물헌본에는 時, 황본에는 載.

159) 上洛: 경북 상주의 옛 이름. 황본에는 ‘安東, 地在洛東江上流’라는 주석이 첨부

되어 있다. 

160) 姓: 관물헌본에는 姪(오자).

161) 子: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62) 大師幸: 大師(태사)는 太傅, 太保와 함께 三師라 불렸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벼

슬이다. 정해진 職事가 없는 虛職이며, 품계는 정1품, 정원은 1인이다.

     大師 幸은 高麗史 권57,「志」11에 안동인 權幸이 고려 태조를 도와 그 공

으로 大相의 벼슬에 올랐다고 했는데,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박) 참조)

163) 孫: 국중본, 홍본에는 뒤에 子자가 더 있지만, 관물헌본을 따랐다. 연세대본은 

본문에 子자를 썼다가 지웠다.



- 155 -

164) 煕寧二年: 1069년. 고려 문종23년. 煕寧은 송 神宗의 연호.

165) 風癩: 문둥병의 일종으로 부스럼이 나고 눈썹이 떨어져나가는 등의 증세가 나

타난다. 雲笈七籤 권119 참조.

166) 不收: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67) 室: 황본에는 窟.

168) 耽耽: 매우 깊은 모양을 가리킨다. (文選 ｢西京賦｣의 薛綜 注 참조) 기존 번

역은 모두 ‘虎視耽耽’의 뜻으로 보았다. 

169) 乳其二子其旁: 홍본에는 ‘乳二子其旁’, 황본에는 ‘乳二子’.

170) 無: 관물헌본을 따름. 국중본, 홍문관본, 연세대본, 홍본, 황본, 국조인물고에

는 不.

171) 意: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72) 果: 배가 부르다. (果服은 ‘배가 부르다’라는 뜻으로 유종원의｢憎王孫文｣에 용

례가 있음.) 황본에는 饒果.

173) 損: 황본에는 痊.

174) 頓: 끼니마다. 

175) 幾: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76) 強: 황본에는 更.

177) 故: 관물헌본, 홍문관본, 국조인물고를 따름. 국중본, 연세대본, 홍본에는 古. 

故邑은 고향 등, 연고가 있는 마을을 뜻한다. 

178) 于: 연세대본에는 이 글자를 썼다가 먹으로 지웠다. 홍본,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79) 此乃: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80) 眞珠府: 황본에는 ‘今三陟’이라는 주가 첨부되어 있다. 강원도 三陟 都護府에 

속해 있던 고을 이름이다.

181) 近: 관물헌본에는 近者.

182) 路絶不易攀陟: 황본은 ‘不’이 ‘未’로 되어 있다.

183) 吾: 관물헌본에는 이 글자 없다. 

184) 隱几而喘, 幾死: 홍본, 황본에는 ‘隱几而喘’ 구에 ‘而’가 없다. 장자에서 취의한 

부분이다. 莊子, ｢齊物｣, “南郭子綦, 隱几而坐, 仰天而嘘嗒焉, 似喪其耦.” 일설

에는 ‘似喪其耦’를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것으로 보아 죽어가는 모습이라 본다. 

陸德明, 經典釋文 권26 참조.

185) 祕: 홍문관본, 연세대본에는 秘. 

186) 自: 황본에는 可.

187) 問: 홍본에는 聞(오자). 

188) 孰: 홍문관본 등을 따름. 국중본, 관물헌본, 연세대본은 熟. 

189) 義相大師: 625∼702. 相은 湘이나 想으로도 표기된다. 海東傳道錄 등 17세

기 초에 출현한 도교 서적에서는 김가기 등과 함께 의상대사를 조선 도교의 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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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론했다.

190) 正陽眞人: 황본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첨부되어 있다. “卽唐仙鍾離權, 純陽

子呂洞賓之師. 呂洞少日有人評命曰, 遇鍾而扣, 見廬而上, 後覓官赴京, 遇正陽受丹

經秘旨, 成仙入盧山. 後世道家推號呂祖, 亦云劍仙. 蓋佛敎至達磨始廣, 道敎至洞賓

始大云.”

    정양진인은 당나라 때 인물인 鍾離權이다. 성은 鍾離,이름은 權, 호가 正陽子인

데, 흔히 八仙의 한명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어떤 노인에게 金丹火候의 仙訣과 

劍法을 전수받고 崆峒山에 들어가 仙人이 되었다고 한다. 趙道一, 歷世眞仙體道

通鑒 권31 참조.

191) 而: 관물헌본, 홍문관본연세대본을 따름. 국중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92) 黃帝陰符: 黃帝陰符經. 黃帝 혹은 北魏의 寇謙之가 지었다고도 하고, 주희

는 이 책을 唐代의 道士 李筌이 만들었다고 보았다. ‘陰符’란 제목은 天道에 暗合

한다, 혹은 天人合一의 뜻이다. 상중하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상편은 修煉成仙을, 

중편은 富國安民을, 하편은 强兵戰勝의 기술을 논했다. 

193) 金碧龍虎經: 金碧經, 金碧古文龍虎經등으로 불리는 작자 미상의 책으로 

黃帝에 托名한 道家의 丹訣이다. 기본 내용은 참동계와 유사한데, 주로 단약 

제조법과 관련된 외단 계통의 경전이다. 

194) 契: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195) 崔公入藥鏡: 관물헌본, 홍문관본에는 業이라 된 것은 오자이다. 이 책은入

藥鏡이라고도 약칭된다. 唐 崔希范이 쓴 양생서로 3언 82구로 되어 있다. 藥은 

사람의 精, 氣, 神을, 鏡은 心을 가리킨다고 한다. 내단 수련의 이론과 방법을 제

시한 唐末五代 시기 내단학의 주요 저작으로 원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 胎息: 작자 미상의 도교 氣功書로 全名은 高上玉皇胎息經이며, 抱朴子 ｢
遐覽｣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점으로 보아 東晋 시기 이전의 책으로 추정된다. 

197) 心印: 작자 미상의 도가서로 全名은 高上玉皇心印經. 唐末의 저작으로 추

정되며 4언 50구의 총 200자 분량이다. 精, 氣, 神을 수련하는 내단 이론을 논했

다.  

198) 洞古: 赤文洞古經의 약칭으로 太上赤文洞古經과 無上赤文洞古經 두 

종이 있다. 전자는 長筌子, 후자는 李道純이 注를 냈다. 송말원초에 주목된 책이

다. 白雲霽, 道藏目録詳注, 권1; 范邦甸, 天一閣書目 참조.

199) 定觀: 洞玄靈寶定觀經의 약칭으로 작자미상의 도교 경전이다. 定은 心이 

定해진 것을, 觀은 慧觀을 뜻한다고 한다. 雲笈七籤 권17 참조.

200) 大通: 太上洞玄靈寶天尊說大通經의 약칭으로 작자미상의 도교 경전이다. 

201) 淸靜: 太上老君說常淸靜經의 약칭으로 太上老君이 西王母에게 말한 것을 

葛玄이 기록해 세상에 전했다고 한다. 270자가 못되는 적은 분량이다.

202) 餘: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03) 過: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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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力: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05) 吾: 관물헌본에는 或(오자). 

206) 而: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07) 百: 홍본, 황본에는 千.

208) 闇中: 연세대본, 홍본에 의거해 보충했다. 

209) 下: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10) 不能定視: 홍본에는 不能正視.

211) 長老還包之如故: 홍본, 황본은 이 부분 이후에 나오는 조회 장면이 없고 곧바

로 ‘翌日, 招斗謂曰’ 句로 이어진다. 

212) 戴: 국중본, 홍문관본, 연세대본을 따름. 관물헌본에는 載(오자).

213) 八霞方山巾: 관물헌본에 巾이 衣로 된 것은 오자이다. 八霞는 ‘八霞司’나 ‘八霞

嶺’이라는 형태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신선계와 관련된 용어로 추정된다. 방산건

은 方士들이 주로 쓰던 관이다. 

214) 服: 연세대본에는 衣로 되어 있고 상단에 ‘衣七之衣一本作服’이라 되어 있다. 

215) 獅帶: 고급무관이 착용하던 허리띠를 이른다. 獅蠻, 獅蠻寶帶라고도 한다. 

216) 五花文履: 五花文은 唐代에 駿馬의 갈기를 다섯 갈래로 묶은 것을 표현한 것

으로, 이 무늬가 들어간 신발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杜詩詳注 권2, 仇兆鰲 

注 참조.

217) 八角玉如意: 옥으로 만든 팔각의 여의. 여의는 도사가 갖는 기물이다.

218) 各掛彩花燈∼紅焰漲空如白晝: 여기서 花燈이 켜지는 장면은 水滸傳 33회에

서 宋江이 정월 보름에 清風鎮의 연등 장면을 구경하는 부분과 흡사하다. 李卓

吾先生批評忠義水滸傳 권33, “當晚, 宋江和花榮家親隨梯巳人兩三個, 跟隨着宋江

緩歩徐行. 到這清風鎮上看燈時, 只見家家門前, 搭起燈棚, 懸掛花燈, 不記其數. 燈

上畵着許多故事, 也有剪綵飛白牡舟花燈, 并荷花芙蓉異樣燈火.”

219) 獅: 관물헌본에는 師(오자).

220) 而: 이 글자는 관물헌본에 의거해 보충했다.

221) 決驟: 신속히 빨리 달림. 

222) 或豹而雙脚∼或人面三眸者: 이러한 문형으로 짐승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산해경에 산견되고, 이처럼 열거하는 방식은 明代 宋濂, 茅元儀의 글에 보인다. 

宋學士文集 권60, “其神有龍身而馬首者, 有牛身而足肆, 貳首而馬尾者…”

223) 夭矯拏攫: 이무기 따위가 땅을 박차고 뛰어 올라 용트림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朱淛, 天馬山房遺稿 권4, ｢塔山志｣ 참조.

224) 金童玉女: 신선의 심부름을 하는 童男童女.

225) 幢節: 깃발과 의장.

226) 介戟具三仗: 介戟은 갑옷과 창을 갖춘 것을 말한다. 三仗은 호위병의 의장을 

뜻한다. 국중본에는 仗이 伏으로 되어 있다. 

227) 簡: 笏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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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水蒼: 水蒼玉. 아롱진 무늬가 섞여 있는 깊은 청색의 옥석. 大夫의 佩玉으로 

쓰였다. 禮記 권9, ｢玉藻｣ 참조.

229) 極豪林: 관물헌본, 홍문관본, 국조인물고를 따랐다. 국중본, 연세대본에 ‘豪’

자가 ‘好’라 된 것은 오자인 듯하다. ((이), (민), (박), (박&정)은 好로 보았다.) 

極豪林은 仙界에서 東方에 있다는 곳으로 이름이 呵羅提國이며, 그곳 사람들은 

수명이 400세에 키가 2丈이라 한다. 王世貞, 弇州四部稿 권172; 藝苑卮言
권14 참조.

230) 廣霞、紅映山: 도가에서 元始天尊이 거주한다는 玄都 玉京山의 오른쪽에 있는 

산이 광하산, 왼쪽에 있는 산이 홍영산이라 한다. 王世貞, 藝苑卮言 권14 참조.

231) 紫金梁冠: 자주색 금량관. 금량관은 元나라 제도에 사직에 제사할 때 입는 예

복이다. 嵇璜, 續通典 권56 참조.

232) 紫袍、玉帶: 모두 高官의 朝服이다.

233) 雲履: 구름무늬를 수놓은 신으로 朝服으로 신는 高官의 신발. 吕坤, 實政録
권3 참조.

234) 蓬壺、方丈、圓嶠、祖洲、瀛海: 이들은 모두 동방에 있다는 仙山이다. 蓬壺는 

蓬萊山이다. 方丈山에는 서왕모가 늘 거주한다고도 한다. 圓嶠山은 꼭대기에 둘

레 천리 되는 연못이 있고, 이곳 사람들은 키가 3척에 수명이 만세라고 한다. 圓

嶠는 員嶠로도 쓴다. 祖洲는 東方朔이 말한 동해 속에 있다는 너비 500리 되는 

곳으로, 불사초가 있다고 한다. 瀛海는 통상 봉래, 방장산과 합칭되는 瀛洲山을 

가리킨 듯하다. 王嘉, 拾遺記 권10; 東方朔, 海内十洲記 참조.

235) 長離、廣野、沃焦、玄隴、地肺、摠眞、女几、東華、仙源、琳霄: 長離는 仙界

의 南嶽으로 南海에 있고 廣野는 北嶽으로 북해에 있다고 한다. 沃焦는 동해에 

있고 이상은 모두 신선의 거처라 한다. 玄隴은 지상의 북악, 恒山의 佐理가 되는 

산이고, 地肺와 女几는 서악 華山의 佐命이 되는 산이라 한다. 摠眞은 미상. (이

상은 王世貞, 弇州四部稿 권172 참조.) 東華는 不死青君이 산다고 하는 불사초

가 있는 곳이다. (陶弘景, 眞誥 권9 참조.) 仙源도 山名으로 추정되며 앞의 왕

세정의 글에서 地肺와 함께 72福地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琳霄는 미상이다. 

236) 步搖: 여자의 비녀 위에 꽂는 머리 장식

237) 太乙靈符: 태을신을 새긴 부절로 추정된다. 일설에 漢武帝가 서왕모에게 받은 

것이라고도 한다. 徐陵, 玉臺新咏箋注 권10 참조.

238) 天印、紫蓋、金馬、丹陵、天梁、南壘、穆洲: 이들은 별자리와 山名이다. 天印

은 天印星으로 주로 田宅宮에 있으며 産業을 주관한다고 한다. (萬民英, 星學大

成) 紫蓋는 上仙이 통치한다는 36개 小洞天 중 제33동이다.(雲笈七籤 권27) 

金馬, 丹陵, 南壘은 미상. 天梁은 南斗六星 중 남쪽 두 번째에 있는 별로 賢良을 

천거하는 일 등을 주관하는 별이라 한다.(太平御覽 권6), 穆洲는 동해에 있다는 

지명.(王世貞, 弇州四部稿 권172)

239) 紅: 관물헌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40) 抹額: 이마에 두르는 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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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掩心: 가슴을 가리는 갑옷.

242) 金搭肘: 금으로 된 팔꿈치 보호대로 추정된다. 

243) 丹山、玄林、蒼兵、素泉、赭野: 丹山은 전설 속의 山名으로 丹穴이라고도 한

다.(山海經, ｢南山經｣) 丹山을 포함한 다섯 곳은 색채어와 지형 이름을 합성해 

창작한 부분으로 추정된다. 蒼兵은 미상.

244) 鬼伯鬼母: 鬼伯과 鬼母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남자 귀신과 여자귀신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 참조. 

245) 好生之德: 생명을 아깝게 여겨 죽이는 것을 꺼리는 천자의 덕을 뜻함. 書經, 

｢大禹謨｣ 참조.

246) 捄之之策: 관물헌본, 홍문관본을 따름. 국중본, 연세대본에는 之가 하나뿐이다. 

관물헌본에 ‘策’이 ‘榮’으로 된 것은 오자이다. 書經集傳, ｢微子｣에서는 商나라

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는 미자의 발언에 대해 이를 “救亂之策”을 강구한 것이라 

했다. (박)은 이 구절 전후의 신선들의 대화는 剪燈新話 권3, ｢富貴發跡司志｣에 

나오는 발적사 판관의 말을 패러디한 것이라 했다.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發迹司判官忽揚眉盱目, 咄嗟長嘆而謂衆賓曰: “諸公各守其職, 各治其事, 褒善罰罪, 

可謂至矣. 然而天地運行之數, 生靈厄會之期, 國統漸衰, 大難將作, 雖諸公之善理, 

其如之奈何!” 衆問曰: “何謂也?” 對曰: “吾適從府君上朝帝閽, 所聞衆聖推論將來之

事, 數年之後, 兵戎大起, 巨河之南, 長江之北, 合屠戮人民三十余萬, 當是時也, 自

非積善累仁, 忠孝純至者, 不克免焉. 豈生靈寡福, 當此塗炭乎? 抑運數已定, 莫之可

逃乎?” 衆皆顰蹙相顧曰: “非所知也.” 遂各散去.”

247) 曰: 홍문관본에 의거하여 보충해 넣었다. 

248) 紫霞元君: 元君은 女仙의 美稱이다. 紫霞元君은 未詳.

249) 九光殿: 홍문관본에는 ‘光’이 ‘廣’으로 되어있다. 

250) 三島帝君: 관물헌본에는 島가 萬으로 되어 있다.

251) 閻浮提: 梵語의 譯語로 수미산 남쪽에 있다고 하는 큰 섬의 이름이다. 閻浮는 

나무 이름이고 提는 “提鞞波”의 약자로 섬이라는 뜻이다. ‘염부’라는 나무가 많은 

섬이라 해서 ‘염부제’, 혹은 ‘閻浮洲’라 한다. 인간 세상을 뜻하는 말로 흔히 쓰인

다. 

252) 往勦之: 이 부분은 書經, ｢甘誓｣에서 禹 임금의 아들 啓가 복종하지 않는 有

扈氏 부락을 정벌하는 일화와 유사하다. 書經集傳 권3, “有扈氏威侮五行, 怠棄

三正, 天用剿絶其命, 今予, 惟恭行天之罰. (중략) 用命, 賞于祖, 不用命, 戮于社, 

予則孥戮汝.”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제4장 3절 참조. 

253) 奪: 국중본에는 集(오자).

254) 袱: 관물헌본을 따름. 국중본, 홍문관본, 연세대본, 국조인물고에는 襆.

255) 翌日: 직지경은 “赤桐子丸, 使斗嚥之” 구절에서 바로 이 부분으로 내용이 이

어져 있다.

256) 不殺婬盜: 직지경에는 不殺生婬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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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害: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58) 此: 직지경에는 可謂.

259) 黃庭、參同: 직지경에는 黃庭經、參同契.

260) 度人經: 관물헌본에는 經이 徑(오자). 靈寶無量度人上品妙經의 약자. 이 

책을 읽고 명상하기만 해도 자기 자신과 조상들을 구출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261) 老君: 노자를 높여 李老君, 혹은 太上老君이라 하는데 이를 줄인 말. 

262) 玉樞經: 九天應元雷聲普化天尊玉樞寶經의 약자. 1권 분량의 이 책은 至道

로 나아가는 자기 수련에 관한 내용과, 氣數의 패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불행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不死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조선에서는 흔히 맹인이 이 경전을 외웠다.

263) 雷府: 雷神. 우레의 신이 거처하는 곳.

264) 唯不欺爲上: 직지경에는 권진인이 남궁두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여기까지만 

실려 있고 이하 내용은 없다. 직지경에는 환속한 남궁두의 모습과, 남궁두가 

허균에게 전했다는 내용(“毋陰行險∼不日下迎矣”)을 축약하여 첨부했으나, 본문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교감은 생략한다. 

265) 斗宮: 北斗星의 宮.

266) 無懼: 홍문관본, 홍본에는 無慎. 황본에는 不慎.

267) 焉: 황본에는 矣.

268) 田畝皆再四易主: 홍본과 황본에는 다음 문장인 “又屆洛下 … 忍淚而歸.”가 없

고 곧바로 “常念有老實奴在海南” 구로 이어진다. 

269) 海南: 전남 海南郡.

270) 爲: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71) 先生: 홍본, 황본에는 斗. 이하 先生이 나오는 곳에서 홍본, 황본은 모두 이와 

같다.

272) 龍潭: 전북 鎭安郡에 있던 縣名.

273) 身: 홍문관본에는 神.

274) 戊申: 1608년. 

275) 筠罷公州, 家扶安: 허균은 1607년 12월에 공주 목사가 되었으며, 1608년 8월

에 파직되어 전라북도 부안에 잠시 거하고 있었다. 홍본, 황본에는 筠이 余로 되

어 있다.

276) 四經: 앞서 나온 황정경, 참동계, 도인경, 옥추경.

277) 毋陰行險, 毋曰無鬼神. 行善積德, 絶慾煉念, 則上仙可立致, 鸞鶴不日下迎矣: 이 

부분은 어우야담의 韓無畏 조에서 한무외가 허균에게 전했다는 말과 유사하다. 

“大凡爲仙之道, 勿作陰謀秘計, 勿刑殺無辜, 勿欺誣人, 勿營財, 見窮<困>人物惜財, 

常淸淨, 勿近女色玩好.” 홍본, 황본은 “不佞見先生”으로 이어지는 다음 문장이 없

고, 다음 단락 마지막 문장인 “留數旬” 구로 이어진다.

278) 久視: 장수하고 늙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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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烟火: 익힌 음식. 속인이 먹는 음식. 연세대본에는 ‘火’자 다음에 ‘食’자가 추가

되어 있다. 

280) 乘化歸盡: ｢歸去來辭｣의 “聊乘化以歸盡, 樂夫天命復奚疑.”에서 온 말로, ‘化’는 

죽음을 뜻한다. 六臣注文選 권4, 李善注 참조.

281) 許子: 홍본, 황본에는 無名氏. 서울대 소장 홍본에는 眉註에 “無名氏卽許子”라 

첨부되어 있다.

282) 乏: 국중본에는 之로 되어 있다. 관물헌본, 연세대본을 따름. 황본에는 이 글

자가 누락되었다.

283) 羨門、安期: 羨門은 羨門子高를 말하는데, 진시황이 일찍이 동해에 노닐면서 

그를 찾았다고 한다. 安期는 진시황제 때의 사람인데, 해변에서 약을 팔며 살았

다고 한다. 진시황제가 동쪽으로 여행을 가서 안기생을 만나 3일 밤낮을 이야기

하고 난 후 황금을 선물로 주었지만 이를 돌려보내고 훗날 동해 봉래산에서 자신

을 찾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史記 권6, ｢秦始皇本紀｣ 참조.

284) 此: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85) 俾: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86) 所: 황본에는 口.

287) 耳食: 남의 말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것. 

288) 爐鼎: 煉丹.

289) 何: 황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290) 嗚呼惜哉: 홍본에는 이 구 말미에 “出無名氏集”이라는 註를 첨부했다. 황본은 

여기에 “出無名氏集, 或云卽許筠蛟山集也.”라 주했다. 서울대 소장본 홍본에는 眉

註에 “無名氏集, 卽許筠所著惺所覆瓿藁, 卷之八, 文部五, 傳.”이라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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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蔣生傳｣1)

 蔣生2)不知何許人, 己丑年3)間, 往來都下, 以乞食爲事. 問其名則輒曰4)吾亦不知, 

問其父祖居住則曰: “父爲密陽座首, 生我三歲而母沒. 父惑婢妾之5)譖, 黜我莊奴6)家. 

十五, 奴爲娶民女, 數歲婦死. 因流至湖南西數十州, 今抵洛矣.” 其貌甚都秀,7) 眉目

如畫, 善談笑捷給, 尤工謳, 發聲凄絶動人. 常被紫錦裌衣, 寒暑不易.

  凡倡店姬廊, 靡不歷入慣交. 遇酒輒自引滿, 發唱極其懽而去. 或於酒半,8) 效盲

卜、醉巫、懶儒、棄婦、乞者、老奶9)所爲, 種種逼眞. 又以面孔10), 學11)十八羅

漢,12) 无不酷似. 又蹙口作笳簫、箏琶、鴻鵠、鶖䳱、鴉鶴等音, 難辨眞贗. 夜13)作鷄

鳴狗吠,14) 則隣犬鷄皆鳴吠焉. 朝則出乞於野市. 一日所獲幾三四斗, 炊食數升, 則散

他丐者. 故出則群乞兒尾之. 明日又如是. 人莫測其所爲.

 嘗寓樂工李漢家, 有一叉鬟學胡琴,15) 朝夕與之熟. 一日, 失綴珠紫花鳳尾, 莫知

所在. 蓋朝自街上來, 有俊年少調笑偎倚,16) 因而不見, 啼哭不止. 生曰: “唉. 小兒何

敢乃爾. 願娘無泣. 夕當袖來.” 翩然而去. 

  及夕, 招叉鬟出, 迤從西街傍景福西墻, 至神虎門17)角, 以大帶綰鬟之腰, 纏於左臂, 

奮迅一踊, 飛入數重門. 時曛黑, 莫辨逕路, 倏抵慶會樓上. 有二年少秉燭相迓, 相視

大噱. 因自梁上鑑嵌18)中, 出金珠羅絹甚多, 鬟所失鳳尾亦在焉. 年少自還之. 生曰: 

“二弟愼行止, 毋使世人瞰吾蹤也.” 遂引還飛出北城, 送還其家. 未明, 詣李家謝之, 

則醉臥齁齁, 人亦不知夜出也. 

 壬辰四月初吉, 賖酒數㪷大醉, 攔街以舞, 唱歌不輟. 殆夜倒於水標橋19)上. 遲明, 

人見之, 死已久矣. 屍爛爲虫, 悉生翼飛去, 一夕皆盡, 唯衣襪在. 

 武人洪世熹者居于蓮花坊,20) 最與之昵. 四月, 從李鎰21)防倭, 行至鳥嶺, 見生芒

屩曳杖, 握手甚喜曰: “吾實非死也. 向海東覓一國土22)去矣.” 因曰: “君今年不合死. 

有兵禍, 向高林勿入水. 丁酉年, 愼毋南來. 或有公幹, 勿登山城.” 言訖, 如飛而行, 

須臾失所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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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果於琴臺之戰,23) 憶此言, 奔上山得免. 丁酉七月, 以禁軍在直, 致有旨於梧里24)

相, 都忘其戒. 回至星州, 爲賊所迫, 聞黃石城25)有備. 疾馳入, 城陷倂命. 

 余少日狎游俠邪,26) 與之諧謔甚親, 悉覩其技. 噫! 其神矣. 卽古所謂劍仙27)者流

耶.

1) 蔣生傳: 이 글은 4종의 惺所覆瓿藁 이본과 홍만종의 海東異蹟에 실려 있다. 

본문은 이들 5종의 이본을 對校했다. 후대의 주요 개작본으로 金鑢의 ｢蔣生傳｣이 

있다. 그 외에 天倪錄, 東野彙輯, 里鄕見聞錄, 황윤석의 海東異蹟 등에는 

‘蔣都令’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상당히 각색된 일화가 실려 있다. 

2) 蔣生: 장생은 서울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악기를 잘 다루는 등 기이한 재능을 지

녔던 인물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장생의 일

화는 한층 더 신비롭게 각색되어 후대 여러 야담집에 실렸다.

3) 己丑年: 1589년. 홍본에는 ‘年’자가 누락되었다

4) 輒曰: 연세대본에 의거하여 삽입했다. 

5) 之: 홍문관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6) 莊奴: 소작농을 천시해 이르는 말. 

7) 秀: 홍본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었다.

8) 酒半: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은 때.

9) 老奶: 관물헌본 등을 따름. 국중본, 홍본에 老仍라 된 것은 오자이다. 老奶는 늙

은 유모를 가리킨다. 

10) 面孔: 얼굴. 다음 참조. 惺所覆瓿藁 권13, ｢批點唐音跋｣, “以故人面孔, 故挾而

不捨云.”

11) 學: 모방하다. (신)은 앞 구의 孔과 이어서 ‘孔學’을 ‘열심히 흉내내다’의 뜻으로 

보았다. 본문에서는 ‘面孔’을 단어로 보아 (이)의 구두를 따랐다. 

12) 十八羅漢: 羅漢은 불교의 성자 阿羅漢의 준말이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 높은 경

지에 올라 열반에 들지 않고 세소에 살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尊者들이다. 대개 

‘16나한’을 일컫는데, 여기에 慶友尊者와 賓頭盧尊者를 더하거나 迦葉尊者, 軍徒

鉢歎尊者를 더해 18나한이라 한다. 

13) 夜: 홍본에는 狂(오자).

14) 作鷄鳴狗吠: 다음의 고사에서 유래한 듯하다. 史記 권75, ｢孟嘗君列傳｣, “齊

湣王二十五年, 復卒使孟嘗君入秦, 昭王卽以孟嘗君爲秦相. 人或說秦昭王曰: “孟嘗君

賢, 而又齊族也, 今相秦, 必先齊而後秦, 秦其危矣.” 於是秦昭王乃止. 囚孟嘗君, 謀欲

殺之. 孟嘗君使人抵昭王幸姬求解. 幸姬曰: “妾願得君狐白裘.” 此時孟嘗君有一狐白

裘, 直千金, 天下無雙, 入秦獻之昭王, 更無他裘. 孟嘗君患之, 遍問客, 莫能對. 最下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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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能爲狗盜者, 曰:  “臣能得狐白裘.”  乃夜爲狗, 以入秦宮臧中, 取所獻狐白裘至, 以獻

秦王幸姬. 幸姬爲言昭王, 昭王釋孟嘗君.” 

15) 胡琴: 해금의 별칭이다. 琵琶나 忽雷 등을 가리킬 때도 있다. 

16) 偎倚: 가까이 접근하여 함께하다. 홍본과 김려의 장생전에는 ‘猥倚’로 되어 있

다. 

17) 神虎門: 경복궁의 북문 神武門을 가리킨다. 홍본에는 眉註에 “虎疑武”라 했다. 

‘武’자를 ‘虎’자로 대신하여 쓴 것임.

18) 鑑嵌: 鑿嵌의 오기인 듯하다. 홍본에는 鑿嵌으로 되어있다. 

19) 水標橋: 조선 세종 때 청계천에 가설한 수위를 측정하던 돌다리. 

20) 蓮花坊: 한성부 동부 12坊 중의 하나로, 지금 서울의 종로구 인의동, 종로5가 

등지 일대에 해당한다.

21) 李鎰: 1538~1601. 본관은 용인. 1558년(명종 13) 무과에 급제했고 1592년 탄

금대 전투에서는 배수진에 반대했으며 이 전투에 참여한 장수 중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이후 東邊防禦使, 평안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고 1601년 부하를 죽였다

는 죄로 호송되던 중 定平에서 病死했다. 

22) 國土: 홍본에는 樂土.

23) 琴臺之戰: 琴臺는 탄금대의 준말이다. 탄금대 전투는 1592년 4월 말, 申砬을 

主將으로 한 조선군과 왜군이 충주에서 벌인 전투이다. 이때 전략을 놓고 장수들 

간에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지휘관인 신립의 의견에 따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크게 패했다. 

24) 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의 호. 정유재란 당시 이원익은 戰時의 최고 

軍職인 都體察使로서 경상도 星州에 머물고 있었다. 선조실록 30년 9월 2일 4

번째 기사 참조.

25) 黃石城: 경남 함양군 일대에 있던 산성으로 정유재란 시 주요 전투지 중 하나

이다. 이원익은 황석산성이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이므로 적이 반드시 빼앗고자 

할 것으로 여겨서 세 고을의 군사를 예속시켜 安陰현감 郭䞭에게 지키도록 명했

다. 그러나 결국 1587년 8월 1일 성은 함락되고 일본의 加藤淸正등은 500여명

을 죽였다. 

26) 俠邪: 狹邪나 狹士라고도 하며, 유곽 혹은 기녀를 가리킨다. 기존 번역들은 모

두 이를 유협이나 협객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27) 劍仙: 검법에 뛰어났다고 알려진 신선으로는 唐의 呂洞賓이 대표적이다. 馮夢

龍, 醒世恒言 권22, ｢呂洞賓飛劍斬黃龍｣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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