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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8세기 정조 에 활동했던 문인 가운데 이 유(李英裕, 1743∼1804)는 단연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경종(景宗)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사사된 이이명(李

頤命)․이기지(李器之)의 후손으로 선 로부터 물려받은 가학을 바탕삼아 많은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문집으로 모두 5책으로 구성된 �운소만고

(雲巢謾藁)�가 하고 재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운

소만고�의 가치에 주목하여 이미 학 논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 이 있고 해

제를 통해 문집에 한 소개가 이루어진 상황이다.1)1)

�운소만고�의 존재와 요성은 학계에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문집의 잠재

 가치에 비해 연구의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선행연구의 성과에 주목할 만하

*  이 논문은 2017년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성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연구원.

1) 김형섭, 2001 ｢雲巢 李英裕의 美意識과 文藝觀｣, 성균 학교 석사학 논문; 2004 ｢雲巢 

李英裕의 美意識｣ �한문학보� 11; 김 진, ｢�운소만고�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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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 히 요한 면모가 드러나지 않아 추가 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처

럼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 유에 한 이해의 부족과 �운소만고�의 체

제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우선 �운소만고�는 산문이 문체별로 수록되어 있어 

생애를 고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 유의 행 과 작품의 술 시기에 한 분

석이 보다 면 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연구를 한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2)2)

이에 본고에서는 이 유의 생애를 밝히고 �운소만고�에 나타난 의식세계를 고

찰하는 데 목 을 두었다. 먼  이 유의 직생활이 궁 하다. 이 유는 음직

(蔭職)으로 조정에 출사하여 한때 정사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러한 정치  활동

양상은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상징 으로 보여  것이다. 다음으로 문집을 통

해 고증한 행 이다. 이 유의 �운소만고�에는 궤 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 

한다. 이를 조정에서 활동한 이력과 비교하여 개인 인 행 과 삶의 양상이 

어떠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은 �운소만고�의 작품분석을 통한 의식세계의 고찰

이다. 이 유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밝  문학 

활동의 근원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작업이 앞으로의 �운소만고� 연

구에 석이 되기를 기 한다.

2. 이 유의 직생활

이 유의 본 은 주(全州), 자는 홍보(弘甫)․약수(若叟), 호는 운소(雲巢)

이다. 이이명(李頤命)의 증손이자 이기지(李器之)의 손자로, 이 상(李鳳祥, 

1707∼1772)과 김제겸(金濟謙)의 딸 안동김씨(安東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이명은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죽임을 당한 노론사 신(老論四大臣)의 한 사람

으로 유명하고, 아들 이기지도 부친 이이명과 함께 사사되며 생을 마감한 사실

이 리 알려져 있다. 이 상은 당시 집안 여인들의 기지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 

2) 이 유 련 선행연구에서 생애를 일부 조명하기는 했지만 ‘미의식’이란 주제에 을 맞

춘 이유로 개인 인 생애는 사실상 밝 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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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이을 수 있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유이다.

이 상의 자는 의소( 韶), 호는 설천(雪川)․옥곡(玉谷) 등이다. 설천은 지

의 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일 에서 취한 호이고, 옥곡은 충청남도 부여군 임

천면 옥곡리의 지명에서 나온 이름이다. 이 상이 설천 일 에 살았던 자취가 

하고 있거니와 옥곡은 이이명과 이기지의 묘소가 치한 곳이다. 설천이 삶의 

공간에서 비롯된 호 다면 옥곡은 병사(丙 )의 별서에서 가져다쓴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이 상은 경종 사후 조(英祖)가 즉 하며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조

정에 출사해 지평(持平) 등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상은 다소 늦은 나이에 이 유를 얻었고 이 유는 가문을 계승할 후손으

로 주목받았다.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이 이 상에게 부친 시에 단서가 보

인다.

床頭撤讀忽悽然, 책상머리에서 책 치우다 문득 쓸쓸해져 

相 江樓已幾年. 강가 각에서 송한 게 이미 몇 년이던가.

喜得賢甥開口笑, 기쁘게 얻은 명한 생질에 한바탕 크게 웃으니

不 家學更無傳. 가학이 다시 하지 않을까 근심하지 마시게나.3)3)

1762년( 조 38) 김원행이 이 상에게 부친 시이다.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하

다가 문득 일을 멈추고 과거에 그와 헤어진 뒤 오랜 시간이 흐른 실을 회고하

고 있다. 3구에 명한 생질을 얻었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는데 김원행이 

말한 생질은 이 유를 가리킨다. 묘지명에 따르면, 이 유는 약 (弱冠)에 외삼

 김원행에게 나아가 용(中庸)을 수학하고 학업을 마친 뒤 돌아간 이 있다

고 하 다. 김원행은 이 상에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경하했고 의 시는 

바로 이때 지은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상은 김원행의 시를 받고서는 가학(家

學)이 끊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안도했다고 하 다.4)4)

김원행의 본 은 안동(安東), 자는 백춘(伯春), 호는 미호(渼湖)이다. 본래 김

3) 金元行, �渼湖集� 권1, ｢奉寄玉谷[李鳳祥]｣.

4) 李煥模, �斗室寤 � 6책, ｢掌 院僉正雲巢李公墓誌銘｣ “弱冠往渼湖受中庸, 及歸. 叔 公詩

以賀雪川公曰: 不 家學更無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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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집(金昌集)의 손자이자 김제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김창 (金昌協)의 아들 

김숭겸(金崇謙)이 요 하자 김숭겸의 후사로 가계를 이었다. 이 유에게는 외삼

이 되는 인물이다. 이미 4살 된 이 유를 무릎 에 앉 놓고 경서를 암송토

록 가르친 이 있었고 어린 이 유가 자를 틀리지 않고 외우자 그 기특함을 

칭찬할 정도로 생질을 각별하게 여겼다는 일화도 한다.5)5)

이 유는 집안의 기 를 한 몸에 받았지만 부친 이 상은 그의 장래를 보지 

못하고 일  세상을 떠났다. 이때 이 유는 부친상을 치르며 장례 차를 김원행

에게 물어서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원행의 문집에 이 유에게 보낸 편지가 

몇 통 하는데 일부는 이 유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장례의 차나 의례 등

을 설명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6)6)이 상이 세상을 떠나자 외가의 도움 아래 집

안의 가업을 정리하고 이를 계승해나갔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목이다.

이후 이 유는 1781년(정조 5) 음직으로 벼슬길에 나아갔다. 이해  정조는 

노론사 신의 사손(奉祀孫)을 녹용(錄用)하라고 명을 내렸고, 이 유도 이이

명의 사손이 되어 벼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 유에게는 바로 

벼슬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이조 서 이연상(李衍祥)이 이 유와 9  계

에 있어 친척이라는 의를 얻을까 염려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정조는 이러한 

사실을 직  확인하고 자신의 명에 의한 것임을 지 하며 이 유에게 벼슬을 

내릴 것을 독 했다.7)7)이 유는 이때 처음으로 동몽교 (童蒙敎官)의 벼슬을 

받게 된다.8)8)

이 유가 동몽교 으로 재직하던 무렵, 정조는 처음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의빈(宜嬪) 성씨(成氏)가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를 낳은 것이다. 문효

세자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세자로 책 되었으나 요 한 인물이다. 

어 되었든 당시 문효세자가 태어난 것은 국가의 단한 경사 다. 정조는 원자

5) 의  “四歲, 叔 渼湖先生元行, 抱之膝上, 口援九經首長, 公卽移誦不錯字, 先生大奇愛, 

錫 字曰: 文昌.”

6) 金元行, �渼湖集� 권8, ｢答李甥英裕｣; 권14, ｢書示李英裕｣.

7) �日省 � 정조 5년 8월 20일.

8) 이환모, 앞의  “辛丑, 始以遺蔭, 授童蒙敎官”; �承政院日記� 정조 5년 8월 20일; �日省

� 정조 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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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子)의 탄생을 기념하여 동몽들을 불러 진강을 베풀었고 이 유는 동몽교 을 

지내면서 정조를 직  알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유는 업무에 있어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듯하

다. 당시 동몽으로 있던 홍경모(洪敬謨, 1774∼1851)가 정조 앞에서 진강한 일을 

기록한 다음의 기사에서 당시의 정황과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해를 넘겨 임인년(1782) 9월에 원자(元子)께서 탄생하시자 임 (정조)께서 

단히 기뻐하셨다. 12월 24일에 이르러 동몽들을 들라 명하시니 교  나열(羅烈)․

이 유․정동교(鄭東敎)가 각기 훈하(訓下)의 동몽을 거느리고 궐에 이르 다. 

( 략) 강경(講經)을 시작하라 명하시자 성표돌(成豹乭) 등이 차례 로 진강했고 이

유의 훈하가 진강하는 데 이르 다. 임 께서 말 하시기를, “교 이 만약 학문을 

권장했다면 어  이러한 일이 있었겠는가?”라며 교 을 추고했다.9)9)

홍경모가 8살의 나이에 정동교(鄭東敎)의 훈하로 있으면서 성정각(誠正閣)에

서 진강했던 일을 기록한 기문의 일부이다. 당시 홍경모의 부친 홍양호(洪良浩)

가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차출되어 국으로 떠나 있던 시기 다. 정조는 홍경

모에게 부친이 연행을 떠난 사실을 물으며 심을 보 는데, 홍경모는 성은에 

감읍하며 진강의 기억과 문답한 내용을 기념해 기문을 지었다. 이 유가 동몽교

으로 있으면서 입시했던 모습이 드러난다.

이 유는 당시 9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동몽교 의 직무를 수행했지만 훈하의 

학생들이 좋은 성 을 거두지 못하자 정조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고 한다. 이때

의 사건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조는 당시 

입격하지 못한 동몽들에게도 사은품을 하사했으나, 업무를 제 로 이행하지 못

한 결과는 질책의 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10)10)결국 이 유는 이듬해 겨울 거듭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직되고 만다.11)11)

 9) 洪敬謨, �冠巖全書� 13책, ｢誠正閣進講記｣ “越明年壬寅九月元子誕生, 上喜甚, 至十月二十

四日, 命童蒙來待, 敎官羅烈․李英裕․鄭東敎各率訓下童蒙詣闕. ( 략) 命開講, 成豹乭等

以次進講, 至英裕訓下進講. 上曰: 敎官若能勸課, 寧有是也? 推 敎官.”

10) �承政院日記� 정조 6년 10월 24일.

11) �承政院日記� 정조 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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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는 략 2년 간 벼슬살이를 하다가 성  미달로 쫓겨나고 말았지만 얼

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흥부 사(廣 副奉事)로 복직할 수 있었다.12)12) 흥부

사는 흥창(廣 倉)의 일을 맡아보는 정9품(正九品) 직이다. 비록 미 말직

에 불과했지만 이이명의 사손이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

제 정조는 그해 가을 충신(忠臣)의 자손을 직  불러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 유

는 이이명의 자손이란 자격으로 다시 정조를 알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13)13)

그러나 거듭된 이 유의 직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1785년(정조 9) 

상서원(尙瑞院)에서 마패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의심의 상이 되어 이

름이 오르내렸고 결국 장형을 받아 벼슬에서 직되었다.14)14)얼마 지나지 않아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로 다시 벼슬하고 이어 사직령(社稷令)에 제수되었지만, 

동료 원 강빈(姜儐)이 문제를 일으키자 연 책임을 자처하며 벼슬에서 물러나

기를 청해야만 했다.15)15)이후로 천 감(衿川縣監)과 연기 감(燕岐縣監) 등 지

방 을 지내며 앙정치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된다.16)16)

기실 지방 으로 물러나 지냈을 일상을 생각하면 보다 마음편한 직생활을 

했으리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유의 경우는 그 지 못했다. 지방 이 

되었음에도 조정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논란의 상이 되었다. 이는 채제공(蔡濟

恭)이 올린 상소에서 비롯되었다.

임 께서 성정각(誠正閣)에 납시었다. ( 략) 채제공이 아뢰었다. “연기 감 이

유가 연 (年前)에 무고한 사람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은 일이 앞뒤로 두세 번

이었습니다. 이에 살옥(殺獄)의 원범(元犯)으로 옥 에 갇  여러 차례 신문을 거쳤

습니다. 고 서 이유수(李惟秀)는 신에게 말하기를, ‘이 유가 옥에 갇혔을 때 청탁

하는 편지가 상자에 넘쳤으니 이름난 조상을 두었다는 이유로 패악한 자손을 용서하

12) 이환모, 앞의  “甲辰, 拜廣 簿”; �承政院日記� 정조 8년 7월 4일.

13) �承政院日記� 정조 8년 9월 1일.

14) 당시 이 유는 상서직장(尙瑞直長)의 벼슬을 지내고 있었다(�承政院日記� 정조 8년 12

월 25일). 이 유가 의심을 받고 직된 과정은 다음의 기사에 보인다(�承政院日記� 정

조 9년 6월 13일; 6월 15일; 6월 16일).

15) �承政院日記� 정조 9년 6월 24일; 정조 10년 9월 1일; 12월 28일.

16) �承政院日記� 정조 12년 9월 6일;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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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제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어서 추 (推官)을 정해 신문하고 돌려보내십시

오.’ 하 는데, 그 말이 여 히 잊히지 않습니다. 가을 능행(陵幸) 때 이 유를 천

감에 제수하셨는데 신이 선창(船艙)에서 좌우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모두들 말하

기를 ‘ 천 백성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하 습니다. 이 말을 들었기에 감히 이와 같

이 아룁니다.” 이에 하교하기를 “개차(改差)하고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라.” 하 다.17)17)

채제공은 이 유가 연기 감에 임명되자마자 즉시 상소해 이를 되돌릴 것을 

성토했다. 이 유가 무고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사례가 있거니와 이러한 죄

를 범하여 옥 에 갇힌 뒤에는 여기 기 청탁하여 풀려날 수 있었다는 비 이

다. 아울러 지난 번 천 감을 지내던 시 의 실정(失政)을 거론하며 연기 감

의 벼슬을 취소해  것을 요청했다. 정조는 채제공의 상소를 받아들이고 이 유

의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올리라고 답하 다.

이상의 내용은 이 유의 사람됨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로 단하기 

쉽지만, 한편에서는 조선 후기 당쟁사에서 이 유가 어떠한 치에 있었는지를 

방증한다. 이 유는 신임사화 때 사사당한 노론사 신 이이명의 후손이었고, 노

론사 신에는 이이명의 사  이건명도 속해 있었다. 네 명의 신  두 사람이 

이 유 집안에서 나왔던 것이다. 노론사 신의 죽음은 훗날 조  노론이 집

권하는 가장 요한 수단으로 작용했으니 남인 입장에서 이들의 후손을 결코 좋

게 보았을 리 만무했다.18)18)

이 유의 벼슬길은 순탄치 못했지만 그래도 정조는 이 유를 포기하지 않았

다. 그가 충신의 후손이란 을 들어  버릴 수 없다고 감싸주었다.19)19)군자감

17) �日省 � 정조 12년 12월 22일 “濟恭啓 : 燕歧縣監李英裕, 年前劍剌無辜之人, 卽地致命

, 前後爲數三, 次以殺獄元犯, 囚繫獄中, 屢經訊覆, 故判書李惟秀 臣 曰: 英裕繫獄也, 

請簡溢箧, 而以名祖之故, 赦悖孫, 吾不忍爲, 亟定推官, 使之訊問而歸. 其 尙今不忘矣. 秋

間陵幸時, 英裕除衿川縣監, 臣在舡艙, 聞左右之人, 皆竊 衿民奚罪, 旣聞此語, 敢此仰達矣. 

敎以, 改差, 今日政差出.” �승정원일기�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12년 12월 22일 참조).

18) 이 유의 묘지명에는 이 사건에 해 역신 채제공이 무함했다고 기술했다. 당쟁에 의해 

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李煥模, 앞의  “戊申, 除衿川縣監, 避方伯不赴, 上

特命仍任前職. 俄拜燕岐縣監, 臣濟恭誣讒而遞之, 坐是坎坷 , 四年”). 

19) �日省 � 정조 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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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資監判官)을 지낼 때 폐단에 한 소회를 밝히자 이를 들어주었고, 강화

부경력(江華府經歷)을 지낼 때 병이 해 식에 불참하자 평가를 시행하지 

말라고 면제해주었으며, 률랑(協律郎)으로 있을 때에는 제례 음악에 한 소

견을 물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진달할 수 있도록 언로를 열어주었다. 비록 정조

가 그의 건의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이명의 후손이었기에 등한시하

지 않았던 정황만큼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특히 이 유는 음악에 깊은 조 를 

보 고 정조의 특명에 따라 장악원첨정(掌 院僉正)이 되어 궁 의 악보를 개찬

하고 바로잡는 업 을 이루었다.20)20) 

이 유가 보낸 환로에서의 이력은 정조 사후 순조(純祖)가 즉 하며 변화를 

맞는다. 1800년(순조 즉 년) 양구 감(楊口縣監)에 제수되어 다시 외직에 부임

했고 임기를 마친 뒤에는 돈령주부(敦寧主簿) 등의 벼슬을 받아 내직으로 복귀

했다. 1804년(순조 4) 순조는 새로 벼슬을 내리는 자리에서 이 유를 소견하며 

소회를 물었는데, 이 유는 정조 에 지우를 입었음을 상기하며 자신의 의견을 

진달하기도 했다.21)21)그러나 얼마 후 릉령(顯陵令)에 제수되었다가 숙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되는데,22)22)이해에 세상을 떠났으니 아무래도 신변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3. 평생의 행 과 삶의 공간

이 유의 �운소만고�에는 삶의 공간을 기록한 기문이 여럿 나타난다. �운소만

고�의 기록과 작품 말미에 힌 공간을 분석하면 이 유의 삶의 궤 을 추 할 

수 있다. 가장 먼  에 들어오는 작품은 유람기이다. 체로 은 시 에 행해

진 양상으로 조정에 출사하기  장유(壯遊)를 실 한 모습이다. 반면 자신의 

20) 이환모, 앞의  “己未冬, 以特敎, 拜公爲掌 院僉正, 命使改撰宮享 譜, 公悉心厘正撰, 

進新譜三百六十腔.”

21) �承政院日記� 순조 4년 2월 24일.

22) �承政院日記� 순조 4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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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림과 병사를 두고 지은 기록도 몇몇 보인다. 이처럼 삶의 공간과 행 을 밝히

는 작업은 이 유의 활동공간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 인 의식세계를 엿보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유는 1743년( 조 19) 12월, 충청도 임천(林川)에 있는 옥곡의 병사(丙

)에서 태어났다.23)23)지 의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옥곡리 일 를 가리키니 

어린 시  벼슬하기 이 까지 부친과 함께 살았던 곳이다. 이 유는 �운소만고�

에서 옥산(玉山)이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른 기록에는 옥곡으로 더 많이 나온

다. 옥산과 옥곡은 같은 곳으로 이 상은 스스로 옥곡이라 자호한 이 있다. 이

곳에는 이이명과 이기지의 선 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이 유는 병사의 기능을 

담당한 별서에서 어린 시 을 보냈던 것이다.

이 유는 조정으로 출사하기 이 까지 옥곡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지만 1762년

( 조 38) 겨울 충주의 진 (眞村)에 우거하게 되었다. 약 에 분가하여 자신만

의 별서를 마련한 듯하다. 이 유는 이곳의 한 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이

백(李白)의 시구 “吾 此地巢雲松”이란 시어를 취해 “운소”를 벽에 걸어놓고 지

내다가 옥산으로 돌아와 서실을 운소실(雲巢室)이라 명명했다.24)24)이후 스스로를 

운소주인(雲巢主人)이라 자부하며 평생의 호로 쓰게 된다. 

이 유는 자신의 서재를 운소실로 명명했지만 옥곡의 병사를 상징하는 정원의 

이름은 따로 있었다. 바로 담원(澹園)으로 이 유는 이를 기문으로 지어 자신의 

생활을 기록했다.

이자(이 유)는 옥산의 몇 묘 되는 집에 거처하는데 나무를 얽어 집을 만들고 담

을 둘러 벽을 쌓았다. 집은 두 (楹)에 그치는데 집은 거의 띠 풀로 지붕을 만들어 

겨우 서리를 막는다. 집안에 별다른 것은 없고 다만 고서 수천 권을 둘러쌓아 두

었을 뿐이다. 매일 그 사이에서 노닐고 거처하며 앉아서 책을 펼치고 워서 조용히 

암송한다. 걸어갈 때는 시를 읊고 서 있을 때는 생각하느라 일 이 짧은 시간도 버

리는 일이 없다.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이웃집이 경계가 되고 계단을 만들지 않아 

23) 이환모, 앞의  “英宗癸亥, 生公于林川玉谷之丙 .”

24) 이 유, �운소만고� 권3, ｢題雲巢後｣. 이백의 시는 ｢登廬山五 峰｣ 는 ｢望廬山五 峰｣

으로 일컬어지는 오언 구로 이 구 은 4구에 해당한다. “廬山東南五 峰, 青天削出金芙

蓉. 九江秀色可攬結, 吾 此地巢雲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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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우거진 땅이 뜰이 된다. 집 뒤로 다만 늙은 나무 서  기와 시든 국화 몇 

떨기가 있을 뿐이라 이름 짓기를 담원(澹園)이라 하 다.25)25)

이 유가 1764년( 조 40) 지은 ｢담원기(澹園記)｣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

이다. 옥산에 경 한 병사의 제도,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 정원 

일 의 풍  등이 차례 로 묘사되어 있다. 이 유는 자신의 별서를 담원이라 

명명했는데 이는 화려하지 않은 담박한 원림의 면모를 그 로 취한 이름이다. 

정원의 경계를 구획하는 울타리가 없고 아름다운 화목은 고사한 채 나무와 국

화만 있었다고 하니 소박한 제도를 상상하게 한다. 실제 ｢담원기｣는 여기서 그

치지 않고 객과의 문답을 통해 이어지는데, 객이 정원이 무 추하다고 묻자 

이 유는 마다의 성품에 따라 즐겁게 사는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기탁했다.

이 유는 이때 옥곡의 별서 정원을 담원이라 명명했지만, 실제 이곳은 이른 

시기부터 집안의 병사로 계획된 곳이었다. 이이명과 이기지는 신임사화로 죽임

을 당했고 조가 즉 하면서 오래지 않아 신원되었다. 처음에 묻힌 곳은 공주

(公州) 죽곡(竹谷)으로 아마도 지 의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일 로 추정되는

데, 1727년( 조 3) 임천 옥곡으로 이장되었으니 이 무렵에 별서가 경 된 정황

을 유추할 수 있다.26)26)1736년( 조 12)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이 임천 옥곡

에서 이이명의 묘에 배알한 뒤 시를 지어 추모한 사례도 확인되니 옥곡 별서는 

이 유가 태어나기 이 부터 존재한 역사 인 공간이었다고 하겠다.27)27)

이 유는 이후 한동안 여러 곳을 유람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악된다. 이

듬해인 1765년( 조 41)에는 도 산(道峯山)을 찾아 유람했고,28)28)1766년( 조 

42)에는 강원도 원주 일 를 찾아 요선암(邀仙巖)과 귀석정(龜石亭) 등을 구경

하고 이를 기문으로 남겼다.29)29)다시 2년이 지난 1768년( 조 44)에는 라북도 

25) 이 유, �운소만고� 권1, ｢澹園記｣ “李子居玉山數畝之宅, 因樹爲屋, 埴堵爲障, 止兩楹, 

室半之茨以茅草, 厪庇霜雪, 室中無他, 有惟環積古書數千卷, 日遊處于其間, 坐而 披, 臥而

嘿誦, 其行也, 有吟, 其立也, 有思, 未嘗一刻相 也. 不設 障, 以鄰 爲界, 不治階除, 以茀

地爲庭, 後, 獨有 竹三五莖, 殘菊數叢而已, 名之曰澹園.”

26) 金信謙, �橧巢集� 권8, ｢祭 齋李先生遷葬文｣. 정미년(1727)에 지어진 천장문이다.

27) 金鎭商, � 遺稿� 권3, ｢林川玉谷拜疎齋墓, 疊今春南海絶句韻｣.

28) 이 유, �운소만고� 권1, ｢游道峯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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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茂朱) 일 를 유람하고 돌아왔다.30)30)이후에도 이 유의 유람은 계속되었고 

1774년( 조 50)에는 동음(洞陰)을 다녀오기도 했다.31)31)아마도 오랜 세월을 옥

곡에서 보내다가 장유를 실 하며 견문을 넓히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가 유람했던 곳을 돌아보면 몇몇 주목되는 공간이 나타난다. 도 산과 

동음은 이 유의 가계  당색과 깊은 련을 지닌 곳이다. 특히 동음은 외증조

부 김창집 등이 은거했던 곳인데 그곳에는 박순(朴淳)과 김수항(金壽恒)을 모신 

옥병서원(玉屛書院)이 치하고 있었다.32)32)한편 신발암과 무주를 유람한 것은 

부친 이 상과 련이 깊다. 이 상의 호는 설천으로 라도 무주의 지명에서 

취한 이름이다. 이 유는 무주를 찾아 두루 유람하며 일 의 명승을 탐상했고 

이는 부친이 머물던 설천을 심으로 진행되었다. 장유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

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선조의 유지를 계승하는 데 힘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지만 이 유의 삶에 있어 가장 요한 근거지는 역시 옥곡이었다. 이 유

는 이이명의 후손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옥곡의 별서를 거듭 정비해 나아갔

다. 1772년( 조 48) 부친 이 상이 세상을 떠나자 선 의 이름을 취해 애암(艾

庵)을 경 한 기록이 나타난다.

옥산의 아래, 병사의 동쪽에 마룻 를 올려 용마루로 삼고 들보를 둘러 들보로 

삼았다. 네 모퉁이에 기둥을 세우니 처마와 서까래가 열여섯이다. 아래로 네 기둥을 

세우고 밖으로 여덟 문미를 벌렸다. 에는 기와동이를 얹고 가는 흰 띠 풀을 사

용했다. 가운데 편안한 곳은 방으로 삼았는데 방은 길이가 9척이다. 곁을 터서 주렴

을 걸었는데 네 모퉁이에 끼웠다. 모퉁이는 사방이 3척이요, 모두 합하면 225척이다. 

서북쪽 주렴을 지나면 방이 되고 동남쪽 모퉁이로 이어진 곳은 당이 된다. 당실의 

사이에 문을 만드니 남쪽으로 두 사립문과 통하는데 출입할 때 지나다닌다. 동쪽으

로 창을 터서 밝은 볕을 들 고 틈을 막아 담장으로 삼았다. 아래로 바람이 통하

29) 의 책 ｢游邀仙巖記｣, ｢游龜石亭記｣.

30) 의 책 ｢茂朱行記｣.

31) 의 책 ｢游洞陰記｣.

32) 이 유는 동음에 들러 완의 에 오른 사실을 기록했는데, 완의 는 김창 (金昌協)이 농

암수옥(農巖樹屋)을 경 하며 명명한 명승이다. 김창 은 이 유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

풀었던 김원행(金元行)의 양조부가 되는 인물이다. 실제 이 유는 만년에 자신도 백운산

에 은거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이 유, �운소만고� 권1, ｢棲遲窩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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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엌을 설치하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북쪽으로 작은 창문을 트고 방 

사이를 겹으로 막아 찬바람으로부터 피하 다. 더운 여름에는 장애물을 터서 시원한 

바람을 들이고 추운 겨울에는 담장을 기 어 따뜻하게 하 다. 마루를 열어 거처하

면 산의 푸른빛이 집으로 이어져 단히 상쾌하고, 문을 닫고 거처하면 처마 빛이 

창문을 휘감아 단히 선명하다. 앞으로 계단을 설치하고 뒤로는 작은 채마 밭을 두

었는데 향기로운 꽃과 채소를 심으니 철마다 무성하게 피어난다. 염각(簾閣)에 향을 

피우고 까마귀 까치가 들보에 가득한데 마음 가는 로 붓을 놀리면 근심을 잊을 만

하다. 높이는 언덕을 넘지 않고 굽어보면 른 들 이 보이며 작아도 여러 사람을 

들일 수 있으니 스스로 자 할 만하다. 편액하기를 애암(艾庵)이라 한 것은 선군께

서 명명한 것이다.33)33)

이 유가 지은 ｢애암기｣의 문으로 부친 이 상이 명명한 이름을 용한 건

물임이 드러나는 기록이다. ｢애암기｣는 애암을 기록한 기문으로 여타 정기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지만, 당호의 의미 등을 풀이하기보다 건축과 제도 등을 서

술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건물의 규모는 물론이고 창문의 방향 등을 

시했으며 자신이 지내는 모습도 한 에 담았다. 이는 이 유가 지은 여타 

기문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애암이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임을 방증

한다.34)34)

이 유가 건축  제도의 기술에 애암의 설명을 할애한 이유는 자명하다. 자

신이 머물 던 공간이 후 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 이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곳이 선 로부터 비롯된 공간이었다는 이다. 이

이명과 이기지가 신임사화로 사사되면서 후 에 태어난 이 유는 자신의 증조부

와 조부를 생  만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를 계승하려는 의식이 

33) 이 유, �운소만고� 권1, ｢艾庵記｣ “玉山之下, 丙 之東, 窿棟爲極, 圍杗爲樑, 張楹四維, 

翼榱十六, 下竪四柱, 外列八楣, 上覆瓦盆, 茨用白茅, 中安爲室, 室經九尺, 旁拓爲廉, 介以

四隅, 隅方三尺, 通積爲二百二十有五尺. 通西北廉爲房, 連東南隅爲 , 室之間, 爲門, 南

通兩扉, 由以出入, 東開雙窓, 以納昭明, 塞充爲墻, 下設風竈, 以隔烟煤. 北穿 牖, 重障室

間, 以避風寒, 長夏撤障以納凉, 深冬倚墻以取溫. 開軒以居, 山翠承宇而極其爽, 閉戶以處, 

簷暉轉窓而極其明. 前設層階, 後有 圃, 芬葩蓊葧, 以時發榮, 簾閣焚香, 牙籖滿架, 隨意拈

筆, 可以忘憂, 高不凌岡, 俯收平野, 能容衆, 亦足自適. 扁以艾庵 , 先君之所命也.”

34) 여러 정황을 돌아볼 때 이 유가 부친 이 상 사후 시묘살이를 해 경 한 공간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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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달랐기에 병사의 별서에 많은 공력을 기울인 것이요, 아울러 선 의 공간까지 

함께 기억되기를 바란 마음이 투 되었음을 알 수 있다.35)35)

이 유는 은 시  옥곡에 계속 머무른 듯하지만 부친 사후 병사를 떠나 도

성 일 로 거처를 옮겼다. 세상에 출사하리라는 의지를 발 한 것인지 알 수 없

지만 기존과 다른 지향 을 보인 것만은 분명하다. 1775년( 조 51) 북한산 남

쪽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를 장청실(藏淸室)이라 명명했다.

이자(이 유)가 임천에서 화악의 남쪽 폐탑의 곁으로 옮겨 살았다. 띳집 몇 칸에

서 일삼는 일이 쓸쓸하여 자취를 감추고 그림자를 쉬게 하며, 한가로이 거처해 세상

과 연하 다. 궤안 로 �희경(羲經: 周易)�  �태극도(太極圖)� 몇 질을 남겨두

고 하루 종일 염각(簾閣)에서 향을 사르고 조용히 앉아 도서를 암송했다. 게을러지

면 돌이켜 반성하며 자나 깨나 복희(伏羲) 문장의 도를 묵묵히 돌아보니 늙음이 장

차 이르는지 알지 못했다. 객 가운데 푸른 꽃술의 매화 한 그루를 보내  자가 있었

는데 자리 오른쪽에 놓아두고 화목하게 책상을 마주하여 마치 깊이 성찰하는 것 같

아 마침내 방을 이름 짓기를 장청실(藏淸室)이라 하 다.36)36)

이 유가 지은 ｢장청실기(藏淸室記)｣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임원에

서 떠나 화악의 남쪽 폐탑의 곁에 별서를 경 했다고 하 는데, 임원은 옥곡의 

병사를 말하고 화악은 지 의 북한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유가 폐탑으

로 지목한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벼슬이 없어 도성에 입성하지 못했을 

뿐 서울을 염두에 두고 경 한 것은 분명하다.

이 유는 으  그러하듯 자신의 집을 띳집 몇 칸으로 묘사했고 실제로도 장청

실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병사 던 옥곡에는 수천 

권의 도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고 기록한 바 있는데, 장청실에는 �주역�과  

�태극도� 등 몇 권의 성리서를 제외하고는 제 로 된 서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 다. 일가의 가산(家産)을 모두 옮겨 장청실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음을 말한 

35) 이 유는 옥곡에서 과재(過齋)라는 서실에 기거했다(이 유, �운소만고� 권3, ｢孝經諺解跋｣).

36) 이 유, �운소만고� 권1, ｢藏淸室記｣ “李子自林中移居于華嶽之陽, 廢塔之傍, 茅屋數間, 素

業冷落, 滅迹息影, 宴處超然, 几上留得羲經及太極圖數帙, 盡日簾閣焚香靜坐, 諷詠圖書, 倦

則反觀, 默契寤寐, 羲文之道, 盖 不知 之 至也. 客有遺綠萼梅一株 , 置之座右, 穆然

床, 若有深省焉, 遂名居室, 曰藏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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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유는 벗이 보내  매화를 마주한 채 홀로 술을 마셨다고 고백했

다.37)37)우거하게 된 본연의 이유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당시 이 유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상에 뜻을 두

었던 이유에서라면 결과는 성공 이었다. 이 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직으로 

조정에 출사하게 된다. 이후 거처에 한 기문이 술되지 않아 자세한 행 을 

알 수 없지만, 어도 벼슬살이하던 에는 도성의 경제(京第)에 기거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 유 집안은 재동(齋洞)에 경제를 소유하고 있었다.38)38)과거 조부 이기지가 

살았던 곳으로 어릴  이곳에 잠시 우거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벼슬살

이하던 에도 이곳에 살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조정에 출사한 뒤 1783

년(정조 7)에는 �매호유고(梅湖遺稿)�의 서문 등에서 자신이 남산에 머무는 사

실을 언 했고, 이듬해에는 백련산(白蓮山)에 기거했던 것으로 보인다.39)39)이상은 

모두 조정에 출사하며 살았던 공간임에 틀림없다.

이 유는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다시 새로운 곳에 정착했다. �운소만고�에

서 사계(社溪)라 일컬어지던 곳으로 자신의 별서를 만익헌(晩益軒)이라 명명했

는데, 사계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던 곳인지 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른 에

서 몇몇 정의 당호를 밝  다른 공간이 존재함을 암시했지만 옥곡의 병사와 

달리 자세한 기록은 하지 않는다. 오직 만익헌에서 만년에 술활동에 힘쓰며 

여생을 보냈으리라 추정될 따름이다.

37) 의 . 실제 이 유의 본가에는 다양한 고동서화가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들면 기문 가운데에는 소식( 軾)의 묵죽(墨竹)에 한 기록 등이 그러하다. �운소만

고� 권3에 수록된 제발(題跋)에도 그가 소장한 서   필첩 등이 보이는데 이에 해서

는 후술하기로 한다.

38) 이 유, �운소만고� 권3, ｢甎炕式跋｣.

39) 이 유, �운소만고� 권1, ｢梅湖集序｣; 권3 ｢題李肇源畵扇｣. 이 유는 ｢題李肇源畵扇｣에서 

스스로를 백련산인(白蓮山人)이라 언 했다. 지 의 서울시 은평구 일 에 백련산의 이

름이 하지만 서울 북쪽 북악산(北岳山) 아래를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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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발문에 드러난 의식세계

이 유의 �운소만고�는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에는 서(序)와 기

(記)가 수록되었고 권2는 잡 (雜著)로 되어 있으며 권3은 제발(題跋)이 주를 

이룬다. 권4의 비지류(碑誌類)나 권5의 제문(祭文)  애사(哀辭)는 선조의 기

록 등을 정리한 면모가 주목된다. 부분의 작품에 간지(干支)가 세주로 달려 

있어 술시기를 악할 수 있고, 설령 간지가 없어도 이 유가 의 말미에 시

기를 밝 둔 자료가 많다.

여기서는 이 유의 의식세계에 을 맞추어 제발문을 심으로 살펴본다.40)40) 

분량 상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상을 소재로 삼

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개인 인 주 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은 내용이 많이 기

술되어 있어 의식세계를 간취할 수 있는 요한 자료이다.41)41)제발문에 드러난 

의식세계는 직생활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궤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바로 신임사화로 사사당한 이이명과 이기지의 직계 후손이라는 , 그리고 

태어날 때 이미 증조와 조부가 세상을 떠나 가계가 온 하지 못했던  등에서 

비롯된다.

이 유가 평생 견지했던 주요 의식세계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문의식의 계승이란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 유는 경 , 문집, 필

첩 등 여러 방면의 술을 가리지 않고 제발을 남겼다. 다양한 분야에 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산물이지만 공통 으로 가문의식의 계승이란 측면이 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의 제발문에는 각각의 자료를 하게 된 계기가 더러 

40) 실제 �운소만고�의 체재 가운데 이 유의 개인 인 생각이 개입될 만한 술은 생각처럼 

그리 많지 않다. 우선 권1의 서 등은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들이 많고, 권2의 잡 는 

부분 습작의 과정에서 술된 것이 수록되었으며, 권4의 비지류나 권5의 제문  애사는 

술동기부터 독창 인 생각을 반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41) 물론 각각의 제발을 통해 당  리 유포되었던 서   필첩 등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

도 의미가 있고, 조선 후기 사 부 일가가 소장한 고동서화가 얼마나 방 했는지를 악

하기에도 유용하다. 이러한 특징에 의거한 연구는 이미 진행된 이 있다(김 진, 2003  

｢스승의 뜻이 담긴 책 文趣｣ �문헌과해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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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친 이 상의 행 을 좇고 이를 수하려던 의도가 

엿보이니 이는 가문에서 지켜나가야 할 원칙을 확립하는 작업으로 때로는 후손

들에게 당부하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단지 스스로의 심에 의해서 작성된 

제발이 아님을 말하는 증거이다.

특히 �효경(孝經)�은 �운소만고�에서 거듭 등장하는 경 이다. 이 유가 경학

자의 면모를 지닌 것처럼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 이유는  다르다. 손자 이병

직(李秉直)을 해 남긴 다음의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42)42)

어린 손자 병직은 성품이 단정하고 학문을 좋아해 훗날 아마도 학문의 기풍을 계

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에 입문하던 해에 처음 천연두를 알았는데 그 아비에게 

손수 �효경장구(孝經章句)�를 써서 그에게 주게 하 도다. 이 책은 고인이 입신양명

하는 근본이다. 모름지기 가슴 속에 품고 힘써 행하되 다만 자구를 암송하는 데 그

치지 않아서 그 지극한 뜻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기미년(1799) 유두일(流頭

日)에 운소인이 만익헌에서 쓰다.43)43)

이 유가 만년에 만익헌에서 �효경장구�에 제한 의 문이다. 아마도 이 

을 �효경장구(孝經章句)� 앞에 어두고 손자에게 해주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유의 아들로 이헌조(李憲祖)가 있었고 다시 이헌조의 아들로 이병직이 

있었다. 이 유는 이병직에게 많은 기 를 걸었고 어릴 부터 �효경�을 읽도록 

인도하며 제발문을 지었다.44)44)

이상은 단순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하나의 경서에 한 서문으로 생각하기 쉽

42) 이병직의 문집 �수약헌유고(守約軒遺稿)�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환모에게 보낸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환모는 이 유의 묘지명을 쓴 인물

이다. 이병직 문집의 존여부는 김 진 선생님(성균 학교 한문학과)께 가르침을 받

았다.

43) 이 유, �운소만고� 권3, ｢書孝經章句｣ “ 孫秉直性端詳喜學, 他日或能繼書香否乎. 入學

之年, 始經痘, 使其父手書孝經章句以授之, 此古人立身揚名之本也. 服膺力行, 不止於徒

誦訓詁, 則庶乎其不負委付之至意矣, 歲己未流頭日, 雲巢 人書于晩益軒.”

44) 이처럼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제발은 이상에 그치지 않는다. 일례로 ｢일주조

호발(日鑄雕弧跋)｣은 고인의 작품 가운데 장률 3백편을 뽑아 �일주조호(日鑄雕弧)�라는 

책으로 묶어 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만든 작품인데 자신이 선 로부터 배워 터득한 문학

이 후 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이 유, �운소만고� 권3, ｢日鑄雕弧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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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 �효경�은 이 유의 인생에 있어 단히 요한 이었다. 이 유는 

출사하기  �효경언해(孝經諺解)�를 읽은 사실을 회고한 이 있는데, 이 책은 

오래  모친이 손수 베낀 한 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 다. 이 유의 이가 

모친에게서 받아 읽었고 이 유도 8세에 처음으로 이에게 받아 읽은 책이라고 

하 다.45)45)모친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친의 수필이 담긴 �효경언해�는 부모에 

한 그리움을 자아내는 책이기도 했지만, 결국 �효경�이란 제목이 상징하듯 가

문의식의 일환에서 시된 책이라는 을 확인하게 한다. ｢남정기발(南征記跋)｣

과 같은 경우도 모친이 친히 필사한 김만 (金萬重)의 ｢남정기(南征記)｣에 한 

발문임을 알 수 있다.46)46)

이러한 면모는 다른 술에서도 그 로 드러나는데 부친의 향을 받은 부분

도 상당하다. 주자(朱子)의 술은 부친이 어릴  공부하던 책 가운데 하나

다. 이 유는 부친의 학습법을 그 로 따라 주자의 책을 읽었다. 한편 13~14세

에 주자서를 받아 읽으며 간혹 의문나는 곳이 있으면 스스로 어두어 질문거리

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부친 이 상이 이를 가져다가 권 을 칠해 답을 

해주었다는 기록도 보인다.47)47) 

고문(古文)을 읽은 것에서도 부친과의 련성이 보인다. �고문선(古文選)�은 

김석주(金錫胄)가 엮은 책인데 이기지가 손수 평어를 더한 것이 있어 이를 읽었

다고 하 다.48)48)선행연구에서는 이황의 을 읽은 사실에 주목한 이 있었고,49)49) 

여기서도 부친의 학문을 계승하려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이황과 주자의 책을 가져다 7∼8년을 읽었다고 한다.50)50)결국 

이황을 학문의 모범으로 삼은 것도 부친을 따른 것이요, 이는 가문의식을 계승

45) 이 유, �운소만고� 권1, ｢효경언해발(孝經諺解跋)｣ “吾家 有先妣手抄一本, 余姊氏受讀

於先妣, 余八歲始受讀於姊氏, 而先妣已不在世矣.”

46) 김 진, ｢�운소만고� 해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김형섭(2001) 참조.

47) 이 유, �운소만고� 권3, ｢書先君題箚疑辨訂後｣.

48) 의 책 ｢古文選跋｣.

49) 김형섭(2004), 6면 참조.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단히 흥미로운 양상이라며 

심을 표한 이 있다. 

50) 이 유, �운소만고� 권3, ｢朱書要略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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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환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부친의 향력이 지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후손들에게 이를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는 가문의식

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발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가인 안동김씨 선 에 한 존숭의 마음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나타나

듯 이 유는 이이명과 이기지 집안으로 노론 명문가 후손이라는 의식을 크게 견

지했다. 이로 인해 제발의 상으로 삼은 필첩 등은 노론계 선 들의 작품이 주

를 이루었고 그 에서 안동김씨는 단연 이 유가 시한 가문으로 이름을 올렸

다. 모친의 집안으로 외가 선조들의 행 을 시했던 면모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수항의 필첩에 붙인 제발문은 다음과 같다.

외고조고(外高祖 ) 문충공(文忠公: 金壽恒)의 필획은 굳세고 짜임새가 있으며 

공교해 마치 상서로운 난새가 허공에서 날갯짓하고 밝은 구슬이 쟁반을 구르는 듯하

다. 기운이 늠연하니 그 말고 엄숙하며 강직하고 바른 조가 과 획의 사이에 넘

쳐난다. 아침 녁으로 펼쳐 완상하면 사람으로 하여  마치 엄한 스승이나 경외할 

만한 벗의 사이에 있는 듯하여 감히 한 터럭의 잘못된 마음도 용납하지 못한다. 천

년 이후 부정한 무리들이 그 유묵을 한 번 보면 모골이 송연하고 정신이 두려울 만

하리니 어  다만 필법이 정묘해서이겠는가!51)51)

이 유가 외고조 김수항의 씨에 붙인 발문의 문이다. 김수항은 숙종  

송시열(宋時烈)과 함께 서인을 주도한 인물로 기사환국 당시 암으로 유배되어 

사사된 인물이다. 김수항에게는 김창집․김창 ․김창흡 등 여러 이름난 아들들

이 있었고, 김수항 사후 마다의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며 부친의 상을 드높

다. 김수항도 갑술환국 이후 신원되며 김상헌(金尙憲)의 뒤를 이어 충 의 아

이콘으로 부상했다.

이 유의 모친은 김제겸의 딸인데 김수항은 김제겸에게 조부가 된다. 한편 김

제겸의 부친 김창집도 신임사화 때 사사당한 노론사 신 의 한 사람이었다. 

51) 의 책 ｢文谷先生墨帖跋｣ “外高祖 文忠公筆畫, 峭勁結搆工緻, 如祥鸞翥空, 明珠走盤, 

生氣凜然, 其淸嚴剛正之操, 溢於點畫之間, 晨夕展玩, 使人若居嚴師畏友之間, 不敢繭一毫非

僻之心, 定知千載之下, 不正之徒, 一見其遺墨, 猶可以骨寒而魂竦矣, 豈特筆法之精妙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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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고조와 외증조 모두 당쟁으로 사사되었으나 충 로 세상에 이름을 드리

운 것인데, 이 유는 이러한 면모에 주목해 김수항의 씨에 엄정한 기운이 가

득함을 높이 평가했다. 단지 필법의 술 인 측면보다 정신  혼이 깃들어 있

는 씨를 찬한 것으로 그의 생각이 심미 인 특성보다 사상 인 측면에 경도

되어 있었음이 명확하다.

이 유는 충 의 상징으로 표상된 외가 안동김씨 선 들의 기록을 시했다. 

우선 안동김씨를 상징하는 김상헌에 주목한 면모가 보이는데, ｢서석실어록후(書

石室語 後)｣는 김상헌의 어록을 송시열이 록한 것에 해 발문을 은 것이

다.52)52)한편 김수항의 아들들이 남긴 기록과 필첩에도 단한 심을 표출했다.  

｢삼연간첩발(三淵簡帖跋)｣과 ｢백연청한발(百淵淸翰跋)｣은 김수항의 셋째 아들 

김창흡의 필첩과 편지에 해 은 발문이다.53)53)다음에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에서 항 하다 순국한 김상용(金尙容), 남한산성에서 척화를 주장한 김상헌, 18

세기 기호학 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김창  등의 씨에 한 발문이 이어진

다.54)54)모두가 씨의 아름다움보다 엄정한 정신이 투 된 필법을 찬하는 내용

으로 사상  지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이명의 죽음에서 비롯된 노론사 신

의 충 을 외가에서 찾고자 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셋째, 서인 노론계의 후손으로 선 의 행 과 기록을 특히 시했다. 이 유는 

신임사화로 죽임을 당한 이이명의 자취를 회고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활동했던 

서인 노론계 명사들의 상에 해서도 각별한 마음을 품었다. 이는 자신이 이

이명의 직계후손이란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지만, 한편에서는 당색을 표

출해 자신이 서인 노론계의 후계자란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음을 보여 다.

이 유는 ｢ 해시찰발(嶺海詩札跋)｣에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기록했다.

여러 공들의 씨가 완연하여 그 충성스런 마음과 의로운 담력이 온 첩의 가운데

에서 비춘다. 이에 당시를 보면 빼어난 인물의 밝은 기운이 푸른 하늘에 퍼져 일월

52) 의 책 ｢書石室語 後｣.

53) 의 책 ｢三淵簡帖跋｣; ｢百淵淸翰跋｣.

54) 의 책 ｢跋仙源金文忠公帖｣; ｢跋淸陰金文正公帖｣; ｢跋農巖金文簡公帖｣. 이밖에도 화악

산에 은거했던 김수증(金壽增)이나 김창흡의 다른 씨첩에 붙인 제발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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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투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더욱 새롭도다. 천년 뒤에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

에게 이 필첩을 보게 한다면 감격해서 울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선생의 순수한 충

과 큰 개는 진실로 여러 공들이 깊이 헤아렸던 바인데 후세에 이를 이어받아 단

장하여 필첩으로 만들었으니 유수의 노력이 한 가상할 만하다. 한 책 가운데 우

리 증조할아버지 소재  외증조할아버지 몽와(夢窩: 김창집), 족조(族祖) 한포(寒

圃: 이건명) 세 선생의 빼어난 씨가 많기에 더욱 그 책을 덮고 물을 훔치지 않

을 수 없음을 이르노라.55)55)

  

｢ 해시찰｣은 신임사화 당시 해 지방으로 귀양 갔던 김창집(金昌集)․이이

명․이건명(李健命)을 시하여 신임(申銋)․송상기(宋相琦)․조경명(趙景命)․

민진원(閔鎭遠) 등이 주고받은 시를 엮어 모은 시첩이다. 당시 김창집은 처음 

거제로 유배되었다가 성주에서 사사되었고 이건명은 나로도(羅 島)로 유배되었

다가 죽임을 당했으며 이이명은 남해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모두

가 바닷가로 귀양 갔기에 해라는 이름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유는 이러한 필첩을 통해 이이명을 시하여 여러 선 들의 충 을 강조

하고자 했다. 서로가 주고받은 시문을 묶은 시첩을 읽으며 죽음을 앞두고 지은 

작품임을 상기했다. 그러나 죽음의 슬픔보다는 충성스런 마음과 의로운 담력 등

을 강조하며 충 과 개를 더욱 강조한 모습이다. 이 유가 지향했던 바가 무

엇이었는지 짐작  한다. 이이명은 이 유에게 가장 각별한 선조 고 이는 이이

명의 죽음이 충 과 깊은 련이 있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결과 다고 할 수 

있다.56)56)

실제 이 유의 제발문에는 이처럼 선조의 의를 추숭한 내용이 다수 포착된

다. 먼  집안의 기록을 보면, ｢소재 집목록발(疏齋全集目錄跋)｣, ｢소재연보발

(疏齋年譜跋)｣, ｢설천선생집발(雪川先生集跋)｣, ｢설천고발(雪川稿跋)｣ 등은 모두 

55) 의 책 ｢ 해시찰발(嶺海詩札跋)｣ “諸公之心畵, 宛然有以見其忠肝義膽, 照映於一帖之中, 

乃知異時, 精英光氣, 薄蒼穹而爭日月, 歷浩劫而愈新矣. 使千載之下, 忠義之士, 覽斯帖 , 

有不爲之感激涕泗 乎. 若先生之純忠大節, 固爲諸公之所深眼, 而後承之粧褙爲帖, 㑱守之

勤, 亦可尙也. 且卷中多, 余曾王 疏齋及外曾王 夢窩族祖寒圃三先生絶筆, 益不勝其掩卷

流涕云.” 

56) 서하사(西河祠)는 노론사 신의 한 사람인 이건명을 모신 사당이었는데, 이 유는 ｢서하

사기발(西河祠記跋)｣을 지어 이이명을 함께 추모하는 마음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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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이이명과 부친 이 상의 문집에 덧붙인 발문이다. 선조의 묘지명 등에도 

많은 심을 기울이며 감상을 남겼으니 ｢증왕고비지후(曾王 碑誌後)｣, ｢선조백

강부군신도비묵 발(先祖白江府君神道碑墨蹟跋)｣, ｢고조고죽서부군유 발(高祖

竹西府君遺蹟跋)｣, ｢서선조죽서공묘표묵각후(書先祖竹西公墓表墨刻後)｣, ｢서선부

군선세간첩발후(書先府君先世簡牘跋後)｣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

다. 자신의 가문이 의를 시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 유의 마음은 선조들과 함께 교유했던 서인 노론계 문인들의 필첩

으로 이어졌다. 김장생(金長生), 송 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이이(李珥) 등

이 남긴 필첩이 그것이다. 모두가 서인계에 해당하는 문인들인데 이 유의 정치

 노선이 어느 쪽에 속했는지 분명한 지표로 보여주는 인물들이다.57)57)이들은 

이이명의 조부 이경여(李敬輿) 부터 친 한 계를 유지했던 인물들로, 이

유 본인이 이들 집안과 꾸 한 교유를 지속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정치  

노선과 신분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했으리라 짐작된다. 체 인 내용 한 자신

의 사상  지향 을 명확하게 투 하고자 했던 의도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기실 이 유의 제발문은 모두가 스스로 소장했던 필첩 등을 상으로 삼아 지

은 작품이 주를 이룬다. 설령 당시 자신의 집에 있지 않았더라도 교유하던 집안

에서 구해 소장하며 제발로 이를 기념한 사례도 여럿 확인된다. 그가 이러한 서

  필첩을 소장한 것은 19세기로 어들며 유행하는 고동서화 수집 등의 취

미가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

문의식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지가 발 된 결과 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이 유의 생애를 밝히고 �운소만고�에 나타난 의식세계를 조

명했다. 이 유는 이 상의 아들로 태어나 이이명․이기지가 안장된 선 의 병

57) 이 유, �운소만고� 권3, ｢跋沙溪金文元公帖｣; ｢跋白洲李文靖公帖｣; ｢跋同春宋文正公帖｣;  

｢跋尤翁宋文正公帖｣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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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어린 시 을 보냈다. 벼슬하기 이 까지 활발한 술활동을 펼쳤고, 부친 

사후 도성 일 로 거처를 옮겨 음직으로 조정에 출사했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

은 순탄치 못했던 듯하다. 노론사 신의 후손이란 이 장 이 되었지만 한편에

서는 공격의 상이 되었다. 비 과 견제가 계속되는 환경은 선조가 모두 세상

을 떠난 상황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로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가문의 상

에 비해 화려한 력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지만 이 유의 성취는 문학을 통해 귀결될 수 있었다. �운소만고� 5책에

는 그가 남긴 평생의 산문 술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가 린 행 의 

일부와 평생 견지했던 사상이 녹아들어 있다. 특히 제발문이 다수 남아 당  서

  필첩 등의 면모를 고찰할 수 있는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발

문은 평생 견지했던 명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에 따른 가문의식의 계승, 부친 

사후 많은 부분을 의지했던 외가 안동김씨 선 에 한 존숭의 마음, 서인 노론

계의 후손으로 선 의 행 과 기록을 단히 시했던 마음이다. 스스로 충신의 

후손이란 을 강조하고 싶었던 마음이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유의 행 과 사상을 조명했다고 하나, 이러한 결과에는 여 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운소만고�가 산문으로 구성된 데에서 기인한다. 산

문은 다듬어진 문장으로 특별한 행 이나 특정한 사고를 조명하기에 알맞을지 

모르지만 체 인 생애 는 자취를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보다 깊이 

있는 자료의 분석과 연구만이 이 유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상의 단편 인 결과가 앞으로 이 유와 �운소만고�를 이해하고 향

후 연구를 돕는 데 작은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雲巢, 雲巢謾藁, 李頤命, 李器之, 玉谷

투고일(2018. 10. 31),  심사시작일(2018. 11. 12),  심사완료일(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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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이 유의 행 과 �운소만고�의 술

연도 나이 행 작품

1743 癸亥 1 林川 玉谷의 丙 에서 태어나다.

1746 丙寅 4
叔  金元行에게 특함을 인정받

아 文昌이란 자를 받다.

1755 乙亥 13
表從叔 金敎行에게 가서 論語를 배

우다.

1758 戊寅 16
권3 ｢題歐陽公集後｣, ｢高皇帝御筆跋｣, ｢題

畫譜[四則]｣

1759 己卯 17 장인 權震應에게 大學을 배우다.

1760 庚辰 18 권2 ｢賈生論｣

1762 壬午 20

金元行에게 中庸을 배우다. 이후 독

서에 뜻을 두어 忠州 鎭村에 복거

하고 “吾 此地巢雲格”의 시어를 

취해 雲巢室이라 명명했다.

권3 ｢南征記跋｣; 권4 ｢側兒壙銘｣

1763 癸未 21

권3 ｢書王摩詰 裵迪書後｣, ｢烈婦安東權氏

傳跋｣, ｢題碧霞潭望衆香城圖｣, ｢題鄭敾畵

秋壑圖｣

1764 甲申 22

병을 치료하러 서울에 갔다가 친척

의 권유로 시에 응시한 뒤 합격

해 명성을 떨치다.

권1 ｢澹園記｣; 권2 ｢九歌解[八則]｣, ｢題雲

巢後｣; 권3 ｢高祖 竹西府君遺蹟跋｣, ｢書

克尤庵大字後｣, ｢文谷先生墨帖跋｣, ｢書凝軒

帖｣, ｢題畫 後｣

1765 乙酉 23
권1 ｢柳子紀年序｣, ｢月潭聽琴序｣, ｢贈權華

叔[袗]序｣, ｢記 工金聖基事｣; 권2 ｢天 ｣

1766 丙戌 24 요선암을 유람하다.
권1 ｢贈內弟金君履度序｣, ｢游邀仙巖記｣, ｢游

龜石亭記｣

1767 丁亥 25

권1 ｢辭賦雋永序｣, ｢三謝詩集手抄敍｣, ｢海

東文選序｣, ｢孝子章句敍｣, ｢唐詩韻選序｣, ｢東

坡墨竹記｣; 권2 ｢貴道說｣; 권3 ｢東輿圖跋｣, 

｢過庭 跋｣, ｢古大選跋｣, ｢東坡簡牘抄跋｣,  

｢海東風謠跋｣, ｢書 子章句後｣, ｢書唐詩韻

選後｣, ｢書柳河東答韋中立書後｣, ｢書杜甫五

律抄 本後｣, ｢書尤翁 或人書後｣, ｢朱晦翁

敬齋箴墨刻跋｣, ｢先祖白江府君神道碑墨蹟跋｣, 

｢題王右軍道德經帖｣, ｢題東坡居士 陳季常

慥慰問帖｣, ｢書蕫玄宰晚晴帖｣, ｢題金眞宰畵翁｣

1768 戊子 26 무주를 유람하다.

권1 ｢四書 異集義序｣, ｢短長拔萃序｣, ｢叙

畵｣, ｢游新鉢庵記｣, ｢茂朱行記｣; 권2 ｢諫解｣, 

｢周公辨｣, ｢ 建論[三]｣, ｢夏侯勝論｣; 권3 

｢書御實印蹟後｣, ｢文趣跋｣, ｢醫學正傳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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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春秋集傳後[二]｣, ｢題三百名家集｣, ｢題

碑碣帖後｣, ｢曾祖 忠文公墨刻跋｣, ｢先妣壙

銘墨刻跋｣, ｢題東坡帖｣, ｢書尤翁帖｣, ｢跋

溪李文純公帖｣; 권4 ｢李君希沬慕誌銘[幷序]｣

1769 己丑 27
권1 ｢孝經章句序｣, ｢歷代世譜序｣, ｢海上雜

記｣, ｢安 築城記｣

1770 庚寅 28

권1 ｢東皐先祖文集後序｣, ｢贈權生祐序｣; 

권3 ｢孝經題辭｣, ｢孝經諺解跋｣, ｢朱子年譜

跋｣, ｢朱子大全校本跋｣, ｢雪川稿跋｣, ｢宋氏

忠孝 跋｣, ｢韓氏婦訓跋｣, ｢書歸安張氏貞節

記後｣, ｢題畵扇[十則]｣; 권4 ｢曾季祖牧使

公壙銘｣, ｢王姑淑完山李氏行狀行｣, ｢先妣行狀｣

1771 辛卯 29

권1 ｢周易經傳 通序｣, ｢凝齋詩抄序｣, ｢超

然亭記｣, ｢泛乎亭記｣; 권3 ｢ 齊全集目

跋｣, ｢题唐律韻選後[十一則]｣, ｢書原道後｣, 

｢書毛穎傳後｣, ｢題眞宰二畵｣

1772 壬辰 30
부친 李鳳祥과 繼妣가 연달아 세상

을 떠나다.

권1 ｢喪禮雜記序｣, ｢石鼓文集傳序｣, ｢雲邨

詩序｣, ｢素庵記｣, ｢艾庵記｣; 권2 ｢諱辨｣; 

권4 ｢先 雪川府壙誌｣, ｢繼妣鄭淑人壙誌｣

1773 癸巳 31

권1 ｢易說序｣, ｢韓柳掇英序｣; 권2 ｢大衍解｣; 

권2 ｢易圖辨｣; 권3 ｢朱書要略跋｣, ｢雪川先

生集跋｣, ｢題書經後｣, ｢司馬義跋｣; 권4 ｢太

學生任墓碣銘｣, ｢族叔子 墓誌銘[幷序]｣

1774 甲午 32 洞陰을 유람하다.

권1 ｢遊藝序｣, ｢ 李君[益洙]南歸序｣, ｢游

洞陰記｣; 권2 ｢朞閏解｣; 권4 ｢孺人柳氏墓

訣銘[幷序]｣

1775 乙未 33
북한산 북쪽으로 이주해 장청실을 

경 하다.

권1 ｢藏淸室記｣; 권4 ｢從父第吉甫墓誌銘

[幷序]｣

1776 丙申 34

권1 ｢春臺玉振序｣, ｢ 族叔参判公之嶺皐序

｣, ｢ 内兄伯安氏[金公履素]之東皐序｣, ｢嘐

嘐翁七十五壽序｣

1777 丁酉 35 권3 ｢書蕫太史書 後｣

1778 戊戌 36
권1 ｢皇甫忠定公[仁]實記序｣, ｢題 石寒英

圖｣

1779 己亥 37

권1 ｢美史序｣, ｢咸平紫陽洞影 記｣, ｢淨友

記｣; 권2 ｢四忠書院講說｣; 권4 ｢終暴齋

李公[啓禹]行狀｣

1780 庚子 38 권1 ｢棲遲窩記｣

1781 辛丑 39 음직으로 童蒙敎官이 되다.
권1 ｢惷翁[執義金公和中]回甲詠懷詩序｣, ｢温

陽方氏族譜序｣, ｢賀族叔冢宰公進秩一品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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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4 ｢終慕齋李君[啓禹]墓誌銘[幷序]｣, ｢先

八代祖廣原守曾廣原君府君墓表｣

1782 壬人 40 권1 ｢密城世譜序｣; 권4 ｢遠祖 密城君諡狀｣

1783 癸卯 41
종남산서실에 머물다. 벼슬에서 체

직되다.

권1 ｢梅湖集序｣, ｢ 柳體部[義養]赴燕序｣, 

｢杞軒記｣; 권4 ｢金孝子旌閭碑銘[幷序]｣;  

｢秋浦黃先生遺墟碑銘[幷序]｣, ｢尹童子修永

慕誌銘[幷序]｣

1784 甲辰 42

廣 副奉事에 제수되고 尙瑞直長․

司圃別提․掌 主簿 등의 벼슬을 

역임하다. 백련산에 기거하다.

권1 ｢贈朴上 [夏鎭]序｣, ｢族祖 浦翁七十

壽序｣, 권3 ｢題李肇源畵扇｣

1785 乙巳 43 권1 ｢霜臺規憲引｣

1786 丙午 44

상의 특명으로 社稷令에 임명되었

으나 동료의 일로 피 하여 체직되

다.

1787 丁未 45
掌 主簿로 복직하고 賓都事에 

임명되다. 

권1 ｢ 院規憲序｣; 권2 ｢廟 辨｣; 권3 ｢英

宗大王 院飭敎揭板跋｣; 권4 ｢先祖 雲山

君諡狀｣

1788 戊申 46

衿川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자 상의 특명으로 이  벼슬을 

지내다. 다시 燕岐縣監에 제수되었

으나 채제공의 탄핵으로 체직되다. 

4년 간 벼슬하지 못하다.

권1 ｢ 賓府先生索引｣; 권4 ｢寢郞丑公[沐

耕]墓誌銘[幷序]｣

1789 己酉 47 도 산을 유람하다.

권1 ｢庚甲 序｣, ｢游道峯記｣; 권3 ｢題兪子

建[洪柱]印籍｣, ｢題眞觀畵卷｣; 권4 ｢兪童

子 煥墓誌銘[幷序]｣; ｢族叔郡守公壙銘｣,  

｢守愚鄭公[存道]行狀｣

1790 庚戌 48 권3 ｢韓大跋｣

1791 辛亥 49 掌 院提調에 제수되다.

1792 壬子 50 弘陵令에 제수되다.

권1 ｢弘陵志序｣, ｢尙瑞院題名 引｣, ｢趙惠

叔[迪慶]六十一壽序｣; 권3 ｢地平日晷圖跋｣, 

｢甎炕式跋｣, ｢題唐荊川集｣

1793 癸丑 51
상의 특명으로 軍資判官에 제수되

다.

권3 ｢書先府君先世簡牘跋後｣, ｢題白沙 淸

陰帖｣; 권4 ｢同敦寧贈左贊成李公[亨宗]墓

誌銘｣

1794 甲寅 52

권2 ｢禪辨｣; 권3 ｢書石室語録後｣, ｢嶺海詩

札跋｣, ｢題托霑扇譜｣; 권4 ｢學生裵君[世衡]

墓碣銘｣, ｢竹林處士李[胤壽]墓碣銘[幷序]｣

1795 乙卯 53 강화부경력으로 水心館에 머물다. 권2 ｢天地人近神 變說｣

1797 丁巳 55 권1 ｢珍原朴氏四世五公倡義 序｣, 권3 ｢西



134·한국문화 84

河祠記跋｣, ｢珍原朴氏四世倡義 跋｣, ｢题唐

律韻選｣; 권4 ｢先 雪川府君墓表｣

1798 戊午 56 권1 ｢水心館記｣; 권3 ｢書黄道[運祚]帖後｣

1799 己未 57

상의 특명으로 掌 院僉正에 제수

되어 宮享 譜를 改撰하게 하여 새

로운 악보를 지어 올리다.

권1 ｢經禮類編序｣, ｢濟用監即廳題名 序｣; 

권3 ｢日鑄雕弧跋｣, ｢書先君題箚疑辨訂後｣, 

｢書孝經章句｣, ｢題唐絶抄｣, ｢題讀朱 箋｣

1800 庚申 58
권1 ｢雅誦百選訓義序｣; 권3 ｢題金上 [景

行]泮長[履禧]兩世試券後｣

1802 壬戌 60 권4 ｢烈婦朴孺遺墟碑銘[幷序]｣

1803 癸亥 61

권1 ｢盤谷野談引｣; 권3 ｢書四書大全後｣, ｢書

趙文簡公[觀彬]墓表後｣, ｢三淵淸翰跋｣, ｢百

淵淸翰跋｣; 권4 ｢側室權淑人壙銘｣

1804 甲子 62 권3 ｢ 齊年譜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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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fe and Consciousness of Lee, Young-yu(李英裕)

Kim, Se-Ho *

58)

The paper primarily examines the collection of works of Lee, Young-yu(李英裕, 1743

∼1804) titled “Unsomango(雲巢謾藁)” to identify his entire life and consciousness. Lee 

is a descendant of Lee, Yi-myeong(李頤命) and Lee, Gi-ji(李器之), who were poisoned 

to death by the King at the time of Sinimsawha(辛壬士禍), and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figure in the literature history. His collection of writings “Unsomango”, a 

manuscript consisting of five volumes, is housed by the G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life was periodically traced based on the title 

or the sexagenary cycle recorded at the end of the collection.

His noble birth allowed him to enter government service without a civil service 

literary examination. However, his strong partisan coloring triggered criticism of him in 

his official life. Accordingly, he failed to exert his government power. He has built a 

living space around the house built to mourn at the grave of his parents during the 

mourning period on the family burial ground which was inherited from his ancestors. He 

had a house on a tranquil farm around Okgok (玉谷) and recorded the space of his life. 

“Jebalmun(題跋文)”, one of his proses, provides clues to his consciousness. The writer 

expressed his commitment to maintaining great pride as a descendant of a prestigious 

family, respecting antient sages, and inheriting the family spirit, as a great-grandchild of 

Lee, Yi-myeong who was a prime minister with the faction called “Noronsadaesin(老論

四大臣)”, and the daughter’s great-grandchild of Kim, Chang-jib(金昌集). 

The progress of the research on “Unsomango” is far from enough, considering its 

potential literature value while its existence and importance have been recognized by all 

in academia.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collection is composed only of 

proses, which are suitable to illuminate a particular event or opinion but are difficult to 

* Researcher,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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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 the whole life or trace. Therefore, it is clear that only in-depth analysis and 

research can reveal his value more clearly. Hopefully, this fragmentary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Lee, Young-yu and his “Unsomango”.

Key Words : Unso(雲巢), Unsomango(雲巢謾藁), Lee, Yi-myung(李頤命), Lee, Gi-ji

(李器之), Okgok(玉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