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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후기는 화폐경제의 발달, 천기론과 같은 새로운 가치 의 성장 등으로 

인해 문화의 변이 확 되어 사회 반에 많은 변동과 발 이 있었던 시기이

다. 이러한 거 한 문화사의 흐름에서 국문시가 한 역동 인 성장과 발 을 

이루었다. 조선후기의 시조문학과 가사문학은  시가문학이 보여  통성

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 에 극 으로 응하며 각각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마천별곡>1)
1)역시 변화된 시 에 응하는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천별곡>은 병자호란을 겪은 ‘李處

士’가 당  상황에 한 탄식과 병자년 당시 척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편에

서 주화 에 한 비분강개한 심정을 토로한 가사 작품이라고 소개된 이후에 

본격 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2)

* 본 연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권두환 선생님을 비롯하여, 瑪川別曲을 제공해 주

신 남 학교 앙도서  고서실의 정승민 선생님, 眞城李氏輞川派族譜를 열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규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 <瑪川別曲>은 남 학교 앙도서  고서실에 소장되어 있어 있는 필사본 瑪川

別曲(1冊)에 <瑪川別曲後序>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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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瑪川別曲>과 <瑪川別曲後序>(이하 <後序>)를 꼼꼼히 검토하면 

진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천별곡>과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마천별곡>이 병자호란 당시에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과 병자호

란의 비분강개한 심정은 일상 인 실에 한 탄식에서 확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후서>의 지은이가 <마천별곡>의 情調를 ‘슬 고 한스러운’ 것

으로 인식하면서 정철의 <사미인곡>에 견  만한 작품이라고 극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천별곡>의 작가의식  창작동기, <후서>를 쓴 지은

이의 태도에 한 면 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후서>의 내용, <마천별곡>과 련된 여러 자료를 심으

로<마천별곡>의 작가와 창작시기를 추정하고,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는 작가의

식과 작품세계를 살펴 18세기 가사문학사에서 <마천별곡>이 갖는 의의를 탐색

해 보고자 한다.

2. <마천별곡>의 작가와 창작시기

먼  <마천별곡>을 이해하는 데, 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瑪川別曲後

序>를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가곡은 오로지 번음과 방언만을 사용하는데, 문자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언문으로 된 것이 할 따름이다. 비록 국의 고악부와 함께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에 올리면 정경이 실리고 음률에 맞아 사람들로 하여  읊게 하여 마

음껏 즐기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덩실거리고 발을 들썩거리는 데 있어서는 

같다. 컨 , 진복창의 <역 가>, 남명 조식의 <권선가>, 퇴계 이황의 <낙빈

2) 尹榮玉, 1988 ｢瑪川別曲의 紹介｣, 嶺南語文學 15輯, 嶺南語文學 , 1-15면. <마천

별곡>을 처음 소개한 윤 옥은 작품의 창작시기에 해서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국치를 씻고자 북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을 부심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붕어

하신 효종 이후에 지어진 작품으로 보았다. 아울러 <瑪川別曲後序>의 내용이 홍

만종의 순오지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에 착안하여 순오지가 무오년(1678)에 

지어진 것이니, 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瑪川別曲後序>는 1678년 이후에 지

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후에 이상보는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에 숙종 

때나 그 뒤라고 하여 1799년 이 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이상보, 1988 18세기 

가사 집,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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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뛰어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인재 홍섬의 <원분가>, 곡 조 한의 

<유민탄>, 휴와
3)

3)임유후의 <목동가>, 기  백 홍의 < 서별곡>, 오산 차천로의 

<강 별곡>, 정승 송순의 <면앙정가> 등등. 어  힘들 때 풍속을 분개하면서 고요

한 곳에 마음을 의지하며 틈을 내서 取適을 마음껏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 

에서도 근심과 그리움을 여러 곳을 다니며 산수에 의탁하여 우회 으로 보이고 

 악부에 가장 맞은 것은 곧 송강의 < 동별곡>, <장진주사>  < ․후미인곡>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몇몇 노래는 진실로 나라의 <백설곡>, <출사표>, 

<귀래>․< 교>
4)4)등과 등하다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이처사의 <마천곡>을 

보니 구구  격렬하고 강개하니, <匪風>
5)
과5)<下泉>

6)
의6)뜻이 은근히 있다. 성과 

정을 표 했을 뿐만 아니라 산수를 음미하여 홀로 신선의 한가로운 복을 리는 

듯하다. 곡조는 견  데 없이 뛰어난데, 나라 상음과 같이 천고에 슬 고 한스럽

다. 한가롭게 자 하던 에 우울하고 편치 않은 느낌이 있었던가보다.  밖에 찬

비 내리다가 그치고 달이 오를 때마다 아이들로 하여  이 곡을 부르게 하면, 문

득 와 살이 떨리는 듯하고 소리와 물이 뒤섞여 흐른다. 아아! 어  이를 번음

3) 원문에는 ‘休庵’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4) ‘歸來’, ‘嶠’는 옛 曲名이다. 尙書大傳에 “和伯之 舞玄鶴, 其歌聲比中謠, 名曰歸

來”라는 기록이 있고, 逸周書 ｢太子晋｣에 “王子歌嶠曰 何自南極 至于北極”의 注

에 “嶠 曲名也”라는 기록이 있다.

5) 詩經 ｢檜風｣ <匪風> : 匪風發兮 匪車偈兮 顧瞻周道 中心怛兮 / 匪風飄兮 匪車

嘌兮 顧瞻周道 中心弔兮 / 誰能亨魚 漑之釜鬵 誰 西歸 懷之好音(바람이 몰아쳐

서도 아니요 수 가 히 달려서도 아니라 주나라로 가는 길 돌아보니 마음이 서

구나 / 바람이 몰아쳐서도 아니요 수 가 흔들려서도 아니라 주나라로 가는 

길을 돌아보니 마음이 슬 구나 / 가 고기를 요리하는고 작은 가마솥과 큰 가

마솥을 씻어주리라 가 장차 서쪽으로 돌아갈꼬 좋은 목소리로 하리라) 毛

氏의 序에 따르면, <비풍>은 周나라의 道를 생각하는 詩인데, 나라가 작고 정사가 

혼란하니 禍難에 미칠까 근심하여 주나라의 도를 그리워한 것이라고 한다.(匪風 

思周道也 國 政亂 憂及禍難 而思周道焉)

6) 詩經 ｢曹風｣ <下泉> : 冽彼下泉 浸彼苞稂 愾我寤嘆 念彼周京 / 冽彼下泉 浸彼

苞蕭 愾我寤嘆 念彼京周 / 冽彼下泉 浸彼苞蓍 愾我寤嘆 念彼京師 / 芃芃黍苗 陰

雨膏之 四國有王 郇伯勞之(차가운  하천이여 우북히 자라는 잡 를 잠기게 하

는구나 아! 잠 깨어 탄식하며  주나라 서울을 생각하노라 / 차가운  하천이

여 우북히 자라는 쑥을 잠기게 하는구나 아! 잠 깨어 탄식하며  주나라 서울을 

생각하노라 / 차가운  하천이여 우북히 자라는 시 를 잠기게 하는구나 아! 잠 

깨어 탄식하며  주나라 서울을 생각하노라 / 무성히 자라는 기장 싹을 음우가 

셔주는구나 四國에 왕이 계시거늘 郇伯이  로하셨도다) 毛氏의 序에 따르

면, <하천>은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생각한 시인데, 曹나라 사람들이 리들의 

侵害로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싫어하여, 근심하면서 주나라의 훌륭한 왕과 어진 

방백을 생각한 것이라고 한다.(下泉 思治也 曹人疾共公浸刻其下民 不得其所 憂而

思明王賢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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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언을 사용하 다고 하여 비루하다고 할 것이며, 소박한 시골 노래라 하여 궁

궐의 악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청 에 김 메고 밭을 가는 농부의 노래

도 오히려 이치가 있다하여 칭찬하고 한 필의 베로 상주기를 아끼지 않았는데, 애

석하도다. 만약 양경리와 같은 자가 있었다면 채록하여 악보에 넣었을7)것이다.7) 

천하에 뜻을 숭상하는 사람으로 하여  우리나라에도 春秋의 의리가 草野 韋 의 

사람들에게서조차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한다면, 정송강의 <사미인곡>만이 

불평한 마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아!

( 歌曲之在我東 秪是蕃音耳方 耳 文字之雜而諺譯之傳耳 雖不能 中華古 府 

被之管絃  比而往往多情境俱載 宮商互宣 令人詠歎淫泆 不自覺其手足舞蹈  如陳

復昌歷代歌 曹南冥勸善歌 溪先生樂貧歌尙矣不論 又如洪忍齋寃憤歌 趙玄谷流民歎 

任休庵牧童歌 白歧峰關西別曲 車五山江邨別曲 宋二相俛仰亭歌 何莫非傷時忿俗 寄

心於寂寞乘閒取適 恣情於跌宕 乎 其中 意在憂戀 跡托遊歷 極山水 詭環之觀 兼

府徵羽之響  卽鄭松江所爲關東別曲 進酒 及前後思美人曲已 之數曲  眞可

郢中白雪伯仲出師之表 而歸來大嶠之外  又得李處士瑪川曲 激烈 句句慷慨 隱

然有匪風下泉之思 不但其陶寫性情 咀嚼煙雲 獨保上仙 淸福克紹 譜絶調而已 楚聲

商音 千古悽惋 優㳺自適之中 帶得那牢騷不平之氣  每紙牕寒雨 棐几晴月 命兒曹

唱過一飜 則忽若肉骨俱騰聲淚交迸  於戱 玆豈可以蕃音方  鄙夷之 而瓦缶俚響 顧

不足以輿衛大 乎 靑坡鉏耘之唱 尙以其有理 可賞而不慳一段靑兮 惜乎 安得如楊經

理  採而列之中善雅譜 使天下有志尙  知我東春秋之義 亦不泯於草野韋 之流也 

卽鄭松江思美人曲 不獨鳴其不平 於戱)

는 <후서>의 문이다. <후서>의 반부라고 할 수 있는 에서는 이수

7)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참고 바람. 명나라 장수 經理 

楊鎬가 왜 을 막기 해 王京에 머물 다. 행군하여 청  교외를 지나는데, 이때 

밭 가운데서 남녀가 호미로 김을 매며 일제히 소리 높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리가 통역 에게 물었다. “  노래도 가사가 있느냐?” “모두 있습니다.”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세속의 말로 지었지 문자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

반사 이덕형으로 하여  번역하여 올리도록 하라.”하니, 이덕형이 다음과 같이 번

역하 다. 옛날도 이 같았다면 이 몸이 어  지탱했으리! 수심 변해 실 되어 굽이

굽이 엉켰도다. 풀고  풀어보려 하나 실마리 있는 곳 모르겠네! 경리가 이를 

보고 좋다고 칭찬하며 말하 다. “내가 행군하여 지나가니 도로의 사람들 에 

발돋움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모두 호미로 김

매기를 쉬지 않으니 본업에 열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래의 가사 한 몹시 

조리가 있으니 상  만하다.” 드디어 분부를 내려 靑  한 필씩을 각자에게 상

으로 주었다.(天 楊經理鎬 以禦倭留王京 行軍過靑坡郊 時田中男女鋤耘齊聲而歌 

經理問通官曰 彼歌亦有腔調乎 曰 皆有曲調 曰 可得聞乎 曰 用俚語爲曲 非文字也 

曰令接伴使李德馨飜譯而進 其歌曰 昔日若如斯 此身安可持 心化爲絲 曲曲成還結 

欲解又欲解 不知端所在 經理覽之 稱善曰 我行軍而過 道路無不聳觀 而此農人 皆鋤

耘不輟 非徒勤於本業 其歌曲亦甚有理 可賞也 遂分靑  各一疋以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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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 유설>,
8)
8)홍만종의 <순오지>

9)
9)등에서도 지 한 바 있는 국문시가의 

가치에 해서 언 하면서, 송강의 가사를 비롯한 몇몇 가사작품들을 비평하

고 있으며, 후반부인 와 은 ‘李處士瑪川曲’에 한 감상평을 심으로 

개되고 있다.

그런데, 후반부는 작품의 표 양상과 시상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의 표  욕

구를 이해하고 있는 와 종종 아이들에게 <마천별곡>을 부르게 하고 자신이 

들으면서 느 던 수용자의 입장에서 작품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에 해 서술

한 으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가사는 방언을 섞어서 지었기 때문에 국의 악부와 나란히 견  수 

없다. 근세의 송순, 정철의 작품이 가장 좋으나, 사람 입에 리 오르내리는 일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니 애석하다. 장가로는 감군은, 한림별곡, 남명가, 송순의 면앙

정가, 백 홍의 서별곡, 정철의 동별곡, 사미인곡, 속사미인곡, 장진주사 등이 

세상에 리 유행하고 있다. 그 밖에 수월정가, 역 가, 산별곡, 고이별곡, 남정

가 등등 매우 많다. 나에게도 ‘朝天 前․後’ 두 곡이 있는데 역시 유희일 뿐이다.

(李晬光, 芝峰類說 14권 ｢文章部｣7 ‘歌詞’ : 我國歌詞雜以方  故不能 中朝

府比並 如近世宋純鄭澈所作 善 而不過膾炙口頭而止 惜哉 長歌則感君恩 翰林別曲 

父詞 久 而近世 溪歌 南冥歌 宋純俛仰亭歌 白光弘關西別曲 鄭澈關東別曲 

思美人曲 續思美人曲 進酒詞 盛行於世 他如水月亭歌 歷代歌 關山別曲 古離別曲 

南征歌之類 甚多 余亦有朝天前後二曲 亦戱耳)

9)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가곡은 오로지 방언만 사용하고 간혹 문자를 섞었으나 

개가 언문으로 된 것이 세상에 하고 있다. 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그 나라 

풍속에 있어서 그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곡이 국의 악보와 견  수는 

없을지라도 한 볼 만하고 들을 만한 것이 있다. 상 집의 ‘지 의 조천록가사

에 ’을 살피면, “ 국에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 곧 고악부  신성을 에 올

린 모든 것을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소리를 내어 한문에 맞춰야 하는데, 

이것이 비록 국과 다르기는 하지만 정경이 모두 실리고 음률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  읊게 하여 마음껏 즐기게 하면 손을 덩실거리고 발을 들

썩거리는 데 있어서는 같다.”라고 했으니,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내가 장

가 에서 세상에 잘 알려진 것을 뽑아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평가해 보기로 

한다.(洪萬宗, 旬五志 下 : 我東人所作歌曲 用方  間雜文字 率以諺書 傳行於

世 蓋方 之用 在其國俗 不得不然也 其歌曲 雖不能 中國 譜比竝 亦有可觀而可

聽  按象村集 其書芝峯朝天 歌詞曰 中國之所 歌詞 卽古 府曁新聲 被之管絃

俱是也 我國則發之藩音 協以文語 此雖 中國異 而若其情境咸載 宮商諧和 使人詠

嘆淫佚 手舞足蹈 則其歸一也云 信哉 乎 余取其長歌中 表表盛行於世  略加評語

如左) 홍만종이 평하고 있는 가사는 <역 가>, <권선지로가>, <원분가>, <면앙정

가>, < 서별곡>, < 동별곡>, <사미인곡>, <속사미인곡>, <장진주사>, <강 별곡>, 

<원부사>, <유민탄>, <목동가>, <맹상군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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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서>의 지은이는 <마천별곡>을 ‘한가롭게 자 하는 에 우울하고 편치 

않은 느낌’을 받은 작가의 표 욕구가 드러난 작품으로 인식하면서, 의 작

가들이 불우한 시 에 풍속을 개탄하고 산수에 마음을 의지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작품세계와 그 맥락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마천별곡>은 

송강의 <사미인곡>에 비견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瑪川別曲에는 <후서>의 지은이에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수

이나 홍만종과 같이 국문시가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마천별곡>을 비평하게 된 계기도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

는다.

그런데, 東埜 金養根(1734～1799)의 東埜集에 <후서>와 거의 같은 내용으

로 개되어 있는 <書李處士涉瑪川別曲後>10)(이하10)<서후>)는 <마천별곡>의 작

가와 작품의 성격을 악하는데, 요한 단서를 제공해 다.

<후서>와 <서후>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서후>는 그 제목에서 <마천별

곡>의 작가가 ‘處士 李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의 끝부분에서 李涉의 

家系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1)11)<마천별곡>의 작가를 밝힐 수 있는 <서후>의 내용을 아래와 같다.

10) 歌曲之在我東 秪是蕃音耳方 耳 文字之雜而諺譯之傳耳 雖不能 中華古 府被

之管絃 比 而往往情境俱載 宮商互宣 令人詠歎滛泆 不自覺其手足舞蹈  如曹南

冥勸善歌 溪先生 貧歌 尙矣不論 又如洪忍齋寃憤歌 趙玄谷流民歎 任疎庵牧童歌 

白歧峰關西別曲 車五山江邨別曲 宋二相俛仰亭歌 何莫非傷時憤俗 寄心於寂寞 乘

閒取適 恣情於跌宕 乎 其中 意在憂  跡托遊歷 極山水詭環之觀 兼 府徵羽之

響  卽鄭松江所爲關東別曲 進酒 及前後思美人曲是巳 之數曲  眞可 郢中白

雪伯仲出師之表 而歸來大嶠之外 又得李處士瑪川曲 激烈 句句慷慨 隱然有

匪風下泉之思 不但其陶寫情性 咀嚼煙霞 獨保上僊 淸福逺紹 譜絶調而已 椘聲商

音 千古悽惋 優㳺自適之中 帶得那牢騷不平之氣 盖公以石屛後孫 家學有源 平生

周之義 得於萬 疏 然也 每紙牕寒雨 棐几晴月 命兒曹唱過一飜 則忽若肉

骨倶騰聲淚交迸  於戲 玆豈可以蕃音方  鄙夷之 而瓦缶俚響 果不足以輿衛大

乎 靑坡鉏耘之唱 尙以其有理可賞 而不慳一叚靑  則惜乎安得如楊經理  采而列

之中華雅譜 使天下有志尙  知我東春秋之義 亦不泯於草野韋 之流也 卽松江子思

美人 不獨鳴其不平 於戲唏矣(東埜集 8권, ｢題跋｣) 

11) <서후>와 <후서>의 가장 큰 차이 은 작가와 작품의 성격을 악할 수 있는 결

정 인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 <후서>에는 빠져 있는 , <서후>에는 없었던 

陳復昌의 <歷代歌>에 한 기록이 <후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다. <후서>를 작

성한 이는 ‘역  제왕의 치란과 성 군자의 궁달’을 서술한 진복창의 <역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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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石屛의 후손으로 家學에 근원이 있었다. 평생을 존주의 의리로 살았는데, 

‘만언소’에서 향을 받아 그런 것이다.

 내용은 <마천별곡>의 작가인 李涉이 石屛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마천별곡>의 직 인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 의 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석병’이 구인지 알 수 있다

면, 작가의 생애에 구체 으로 근할 수 있고, ‘<匪風>․<下泉>의 뜻이 있다.’, 

‘ 나라 상음으로 슬 고 한스럽다.’, ‘한가롭게 자 하던 에 우울하고 편치 

않은 느낌이 있었나보다.’ 등과 같은 비평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양근의 동야집에 수록되어 있는12)<贈吏曺參議行宗簿寺正石屛李公行狀>,12) 

<書李石屛行狀後>13)와13)진보이씨 망천  족보를 참고하면, 石屛은 병자호란 

당시에 주 론을 펴서 효종의 북벌론을 도운 바 있고 효종에게 국정운 에 

한 ‘만언소’14)를14)올린 바 있는 李回寶(1594∼1669)15)의15)號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를 통해서 이회보는 바로 <마천별곡>을 지은 瑪川 李涉(1661～

요하게 여기고, 한 작가에 해 이미 잘 알고 있어서 ‘盖公以石屛後孫 家學

有源 平生 周之義 得於萬 疏 然也’라는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인사일 

가능성이 있으나, 재 두 의 편차가 생기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

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 東埜集 12권, ｢行狀｣

13) 東野集 8권, ｢題跋｣

14) 조선왕조실록 효종 1년 10월 26일조에 이회보가 만언소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

15) 이회보의 본 은 진보(眞寶), 자는 문상(文祥), 호는 석병(石屛)이다. 헌납 돈

(燉:1568∼1624)의 아들이다.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을과로 제한 뒤, 호

조좌랑을 지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척화를 주장, 주 론을 펴다가 삼

도에서 굴욕 인 강화가 체결됨을 보고 직을 버리고 은거하 다. 그 뒤 다

시 직에 나가 병조좌랑․의정부사인․공조좌랑을 역임하 는데, 이때 시폐를 

논한 〈기축 사 己丑 事〉를 올렸다. 1650년(효종 1) 장문의 상소를 올려 김

자 (金自點)을 탄핵하여, 무군부도(無君不道)의 역죄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횡포와 간계를 낱낱이 지 함과 아울러 사헌부나 사간원 등 간의 기능이 불엄

(不嚴), 부실하여져 역신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격, 결국 김자 의 죄상이 

드러나 사형당하게 하 다. 이로 인하여 말직에 있으면서도 직간하는 국충정

이 뛰어나다 하여 1652년 사복시정에 특진되었고, 이때 응지소(應旨疏)를 올려 

더욱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뒤 정평부사가 되어 효종의 북벌계획을 도와 군사

력 증강에 노력하다가 1655년(효종 6)에 직에서 물러났다. 서로 석병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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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의 조부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6)16)

(1)碩

(2)子脩……

(9)燉-回寶-國茂-沉-靖相      -商衡-認-孚天

                                      -孚豹(文叟)

                                      -孚休

                                   -講

                                   -諧

                                   -訏

                                   -讜

               -泳

               -涉-(靖相:出后)

                  -翊相      -(商衡:出后) 商雨

                  -胤相      -商球

                             -(商雨:出后)

                             -商一 

                  -竣相

東埜는 李涉의 집안과 련된 많은 을 남기고 있다. 컨 , 李泳(1655～

1746)이 壺峰 李燉(1568～1624)과 石屛 李回寶의 련된 자료를 모아 두었는

데, 그 자료를 李認(1743～1793)이 부탁해서 쓴 행장,17)17)文叟 李孚豹(1768～

1845)에게 써  <書李石屛行狀後>,
18)18)제자인 李曾慶19)의 부탁으로 쓴 <輞川

16) 진성이씨 망천  족보 참고. 족보에는 이섭에 해, “字理源 號瑪川 生顯宗

辛丑 卒戊午六月十七日 墓萬德洞午坐 配 安東金氏 父壽夏 忌三月二十七日 墓古

里谷巳坐 妣位幷有表石”과 같이 기본 인 사항만 기록되어 있다. 재까지 이

섭에 한 정보는 진성이씨 망천 의 족보와 김양근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개인문집과 같은 련 자료가 발굴되어 이섭에 한 종합 인 

고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7) 東埜集 12권, ｢行狀｣ : <贈執義行獻納壺峰李公行狀>/<贈吏曺參議行宗簿寺正石

屛李公行狀>. 특히, 호 의 행장은 壺峯集에는 李泳의 부탁으로 成晩徵(1683～

1735)이 쓴 것이 있는데, 泳이 모아 둔 자료를 認이 東埜에게 건네  때, 성만징

이 쓴 호 의 행장도 함께  것으로 보인다. 두 행장을 조해 보면, 東埜가 호

의 행장을 쓸 때 성만징이 쓴 행장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18) 동야집 8권, ｢題跋｣, <書李石屛行狀後>(1798)

19) 진보이씨 망천  족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석병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다. 동야집 6권, ｢書｣에 김양근이 이증경에 보낸 < 李秀才曾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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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
20)20)함께 수학했던 李商衡(1723～1783)의 제문,

21)21)<山水亭上樑文>
22)22)등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東埜가 李涉의 집안과 련된 많은 을 남기고, 그 집안의 후손

들과 친 한 계를 맺고 있는 것은 로 이어지는 世交와 姻戚關係 때문

으로 보인다. 두 집안은 병자호란 때 주 론을 주창하던 청음 김상헌과 이회

보가 삼 도에서 굴욕 인 강화가 체결되는 것을 보고 직을 버리고 낙향한 

이후에 친 한 계를 유지했으며, 李涉이 김양근의 7 조 되는 金壽夏(1627 

～1658)의 사 가 되면서 집안간의 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할 수23)있다.23) 

이후 김상헌을 추모하는 사당을 건립하는 데에도 李涉의 집안에서 극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4)24)이러한 계로 인해서 東埜가 李涉의 

후손인 李認, 李孚豹, 李商衡, 李曾慶 등과 지속 으로 교유하면서 을 주고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에서 언 한 바 있는 東埜의 에는 이섭과 <마천별곡>에 한 기록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①처사 이섭이 일 이 ‘망천별곡’을 지었는데, 경물을 그 로 묘사하지는 않았

다. 우울하고 편지 않은 때마다 곧 여기에 올라 長歌를 크게 부르면 산골짜기가 

응답하는 듯하고 온 산이 숙연했다고 한다.
25)25)

라는 이 있다. 

20) 동야집 7권, ｢記｣, <輞川記>(1786)

21) 동야집 9권, ｢祭文｣, <祭李商衡文>

22) 동야집 8권, ｢上樑文｣, <山水亭上樑文>

23) 김수하의 7 조 永銖는 瑛, 璠, 珣을 낳았다. 瑛의 손자 箕報는 克, 兌, 元을 낳는

데, 수하는 兌의 손자이고, 김양근은 克의 9 손이다. 김양근의 7 조 되는 김수

하가 이섭을 사 로 맞이함으로써 두 집안은 인척 계를 맺게 되었다. 김상헌, 

김수증, 김수항, 김수징, 김창 , 김창흡 등은 璠의 후손들이다. 김수하와 김양근

의 계는 璠의 후손인 김수증이나 김수항보다는 近親임을 알 수 있다. 안동김

씨 동보 참고. 석병과 청음의 친 한 계는 청음이 청나라에 잡 갈 때 석병

이 보낸 시 “南國名花說嶺梅 㥘寒蜂蝶反爲媒 淸香正色天應寵 而去而來好去來”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4) 청음 김상헌을 기리기 해서 종 10년(1669)에 西磵精 를 지어 배향하고, 정

조 10년(1786)에 서간사로 사액한 바 있는데, 서간정사를 증축하는데, 석병의 후

손들이 극 으로 참여한 사실을 <西磵精 建置顚末記>(1777)(동야집 7권, 

｢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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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섭은 효행이 있었고, 瑪川別曲을 지어 병자년의 충분을 드러냈다.
26)26)

③섭은 효행이 있었고, 거상을 잘 했다고 한다. 흉 에 울컥하는 기운이 있어 

일 이 瑪川別曲을 지어 병자년의 충분을 드러냈다.
27)27)

의 인용문들은 앞에서 언 한 바 있는 <서후>와 함께 <마천별곡>의 작가가 

李涉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①은 東埜가 1786년 제자 이증

경의 부탁으로 쓴 <망천기>의 일부이다. 사실, <마천별곡>에는 다른 가사에서 

볼 수 있는 주변 경 에 한 묘사는 거의 없고, 석병의 정상에서 선조의 유허

지를 바라보면서 느낀 편치 않은 심정, 처사로서의 삶, 이사를 가야하는 실

인 고민 등이 표 되고 있어서 김양근의 비평이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②와 ③의 행장에서는 <마천별곡>을 병자년의 울분을 표 한 것으

로 이해하고 있는데, <후서>나 <서후>에서 언 하고 있는 의 내용과 상통한 

것이다. 주 론을 주장하여 북벌을 도모했던 석병의 손자이고, 崇明 周의 이

념을 삶의 지표로 삼았던 향  선비 李涉이 선조의 유허에서 느낀 심회를 표

한 것이기에 東埜는 와 같은 비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東埜가 어느 시기에 <서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게 국문시

가를 가치를 인정하면서 <마천별곡>을 비평하는 을 남긴 것은 그가 국문시

가에 남다른 애정과 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있다. 그가 64수의 

시조를 한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8)
28)

25) <輞川記> : 李處士涉 甞作輞川別曲 非直爲景物役也 每遇牢騷不平之時 則輒放聲

長歌於斯 山鳴谷應 風林爲之肅然. ‘망천별곡’은 <마천별곡>의 이칭이다. ‘瑪川’은 

‘輞川’ 는 ‘瑪螺’ 등으로 일컬어진 바 있다.

26) <贈執義行獻納壺峰李公行狀> : 涉有孝行 作瑪川別曲 以寓丙子後忠憤.

27) <贈吏曺參議行宗簿寺正石屛李公行狀> : 涉有孝行 人稱善居喪 勃勃有胸中氣 甞作

瑪川別曲 以寓丙子忠憤.

28) 동야집 4권, ｢東調｣에 시조 64수를 한역한 시가 있다. ｢동조｣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한역한 동기를 밝히고 있다. “한가한 날에 우리나라 노래를 펼쳐 잠을 쫓

고 감회를 푸는 것 삼았다. 비록 지은이의 생각은 아정하고 비속한 차이는 있지

만, 악기에 실리는 풍요로서 권장하고 징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었다. 

나는 본디 악부에 해서는 어둡고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다만 곽경언의 <입락

청가>를 본뜰 수밖에 없다. 비록 고조는 알지 못하지만 노랫말이 좋은 은 알 

수 있으니 목을 끌어서 일창 삼탄하고 오리려 부족하니 하나하나 번역하여 시 

180수를 이루었다. 구술의 단서를 이어서 연결하고 어업을 온 하게 살려내는 

데에 있어서는 진실로 피차에 의논할 만한 이 옶지 않겠지만, 九方歅의 相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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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별곡>의 창작시기에 해 기존연구에서는 병자호란 이후에 창작되었

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瑪川이 1661년에 태어나서 

1738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 진 만큼 조심스럽게 구체 인 창작시기를 추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천별곡>의 창작시기를 알 수 있는 결정 인 단서는 작품의 끝에서, 고향

을 떠나 이사를 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면서 “今年이 六十이라 脚力

이  업다”라고 하여, 창작 당시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부분에 있다. 이를 

통해서 <마천별곡>은 이섭이 60세인 1720년에 창작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두 부분에 아이들의 피리 소리에 문을 열어보고서야 “  온 

 몰나더니 景槩도 됴흘시고”라고 감탄하는 서정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 있

는 것을 볼 때, 창작 당시의 계 이 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에 <마천별

곡>은 瑪川 李涉이 60세인 1720년 어느 날에 시 을 한탄하면서 창작한 작

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마천별곡>의 개양상과 작품세계

<마천별곡>의 공간  배경이 되는 ‘마천’은 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일 인데,29)29)‘輞川’이라고도 한다. ‘輞川’은 ‘瑪㼈 는 碼螺’의 叶音으

로, 안동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마천’의 형상과 승경이 국 왕유의 별장이 있

之述과 같이 해서 만의 하나라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참으로 분에 넘치

는 일이라 하겠다.(閑中日 閱東人雜調 以爲禦眠遺懷之資 雖其作 命意各有雅俗

之不同 而風謠被絃 亦不害爲勸懲之一助矣. 余於 府素蔑裂 而只効郭敬 之入洛

聽歌. 雖不解曲 亦能 佳 引喉一唱三歎不足 又輒逐一飜成 凡詩百八十首. 口義之

端的承接 語法之委曲周旋 故不無彼此之可議 而如以九方歅相馬之述 則猶可以彷想

其萬一 眞所 格外步也.) 김양근의 시조한역에 해서는 다음 서를 참고할 만

하다. 김문기․김명순, 2005 조선조 시가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 조해숙, 

2005 조선후기 시조한역과 시조사, 보고사.

29) 마애리에는 이섭의 10 조인 松安君 李子脩가 낙향하여 基地를 정하면서 심은 

뽕나무가 재까지도 자라고 있다. 송안군이 마천에 세거지를 정한 이후, 마천 

일 는 송안군의 후손들이 로 주인의 역할을 했다. 霅橋 安錫敬(1718～

1774)의 霅橋集4권, ｢記｣에 <瑪川精 記>가 있는데, 삽교가 마천의 주인이자 

姨從四寸인 李商衡이 을 해서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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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망천 벽>

었던 ‘망천’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30)30)마애리 앞을 흐르는 

강[마천]에 세 개의 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진 벽을 ‘輞川絶壁’31)이라고31)하

는데, 이돈은 이 벽의 가운데 우리에서 ‘壺峯’이란 호를, 이회보는 병풍처

럼 펼쳐진 벽에서 ‘石屛’이라는 호를 취한 곳이기도 하다.

이섭은 ‘한가롭게 자 하는 에 우울하고 편치 

않은 느낌’이 있을 때면, 망천 벽에 올라 시를 짓거

나 노래를 부르면서 지냈는데, <마천별곡>도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마천별곡>에는 ‘形勝이 奇絶하다’는 ‘마천’ 일

의 아름다운 경에 한 묘사나 유유자 하게 산

수자연을 만끽하는 풍월주인의 모습이 형상화 되지 

않았는데, 이는 작가의 심리상태와 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된 <마천별곡>은 모두 73행 146구 귀 체로 ‘一室 → 

仙洞(조상의 고택) → 輞川絶壁 上上頭’ 등과 같은 공간의 推移와 그에 따른 

서정  화자의 심리 변화를 심으로 개되고 있다. 즉, 지루한 一室을 벗어

30) 金養根, 東埜集 7권, ｢記｣, <輞川記> : “輞川壁立之勝 實爲永嘉苐一 稱以輞川 

敢叶音於瑪㼈 而形勝實 中國輞川無異云.”

31) 永嘉誌에 “풍산  남쪽 5리에 있다. 일명 마라 는 마애라 하고 한다. 東國

輿地勝覽에 망라담천이라고 했는데, 이는 낙동강 호에서 내려온 것이다. 냇가

의 남쪽에 벽 3 이 있는데, 동쪽은 엄 단정하고, 서쪽은 구불구불 가다가 

끊어진 듯하고, 가운데 있는 우리는 크기는 작지만 기운이 온 하고 가 르게 

서 있으며 굳센 모습으로 곧게 서 있다. 때문에 ‘채옥동’이라고 했다. 의 서쪽

에 간곡이 있다. 골짜기에는 정사 여러 칸이 있는데, 박사 이돈이 지은 것이다. 

세 우리 아래 깊은 물과 를 이룬 백사장 있고 숲이 우거져 있다. 형승이 

기 하다.(在風山縣 南五里一名瑪螺 又一名磨崖 勝覽 網羅潭川 是洛江自映湖而

來  川之南 有赤壁三峯 東 峻嚴端正 西 逶迤高截 中有一峯體 而氣全峭立勁

直 故以採玉童名之 峯之西有澗谷 谷之中有精 數間 卽博士李燉所構也 三峯之下 

有深渾 襟帶白沙夐然 長林縈回 其形勝奇絶)”라는 기록이 있다.  가지에는 망

천 벽에서 시인 묵객들과 교유하면서 지은 호 의 <輞川叙>가 게재되어 있다. 

이는 壺峯集 2권 ｢序｣에 <遊輞川序>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1606년 여

름에 金玏, 權行可, 金集, 李燉 등이 靑城山 아래에서 배를 띄워 上洛臺를 지나 

輞川에 이르러 시회를 열었는데, 그 일화가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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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천별곡>

나  구경을 해 들어간 仙洞, 즉 10 조 李子脩의 遺墟에서 느낀 소회와 

강을 건  올라간 망천 벽 정상에서 국토를 조망하며 느낀 소회에서 서정  

화자의 변화된 의식 세계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1) 가문에 한 지

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인홍을 탄핵한 獻納公 壺峯과 병자호란 당시 선조

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화친을 반 하여 척화를 주장하고 김자

의 횡포를 비난한 바 있는 石屛은 不義를 참지 못하는 慷慨한 志士로서 당

에 추앙받았던 인물들이다. 호 은 붕당으로 혼란스러운 정계를 떠나 고향 마

천으로 돌아와 山水亭, 釣月亭과 같은 ‘統勝廬’ 지어 놓고 시인 묵객들과 교유

하면서 한가로운 생활을 하 다.
32)32)석병 한 정계를 물러난 이후에는 마천에

서 농업을 권장하고 子弟를 가르치기도 하며, 시를 짓기도 하면서 悠悠自適한 

삶을 살았다.33)33)이러한 선조들의 유허에서 마천은 가문에 한 지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三年을 병이 드러 一室에 엇더니

村童 牧笛聲에 竹窓을 미닷말가
34)34)

 온  몰나더니 景槩도 됴흘시고

塵冠을 쳐 쓰고 竹杖을 빗기 집허

竹林을 라보며 仙洞에 드러가니

山花는 黼黻이오 谷鳥은 笙篁이라

王摩詰 輞川別業 어 긔 올마온고

陶淵明 栗里田園 이 아니 긔롯던가

蒼茫 大野中에 幽絶 一村庄이

千層 玉壁은 瑪瑙로 가션 

32) 김양근, 동야집 12권, <贈執義行獻納壺峯李公行狀> 참고.  김양근의 기록을 참

고하면, ‘산수정’과 ‘조월정’은 터만 남아 있었는데 ‘산수정’을 재건축하면서 동야

가 상량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 ‘산수정’은 재 마애리에 있다.

33) 김양근, 동야집 12권, <贈吏曺參議行宗簿正石屛李公行狀> 참고.

34) 인용부분 에 원문이 훼손되어 ‘미닷말□’, ‘□槪’, ‘□林’, ‘□洞’ 등과 같이 확인

하기 어려운 어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윤 옥, 1988 앞의 논문에서 ‘미닷

말가’, ‘景槪’, ‘竹林’, ‘仙洞’ 등으로 추정한 바 있어 그를 따르기로 한다.



14 韓 國 文 化 38 ․

萬  銀波는 襟帶로 흘 가

松篁은 交映고 槐柳는 成蔭

白雲 翠嵐으로 別區 며시니

十代祖 遺墟오 三百年 古 이라

家風은 淸白이오 世德은 忠義로다

는 아이들의 피리소리에 이 온 것을 알고, 꽃이 만발하고 산새가 지

귀는 선동으로 들어가서 선조의 유허를 보고 느낀 소회를 드러낸 부분이다. 

주변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깎아지는 듯이 펼쳐진 벽, 그 벽

을 띠처럼 감아 흐르는 강물을 배경으로 자리한 고택은 마치 왕유의 ‘망천별

업’이나 도연명의 ‘율리 원’과 같이 아름다운 정경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仙洞과 같은 아름다운 선조의 고택을 거닐면서, 瑪川은 “家風은 淸白이오 

世德은 忠義로다”라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壺峯과 石屛의 유지를 가

업으로 이어받은 瑪川이 비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한미한 처사로 살고 있

지만, ‘斥邪護正’, ‘崇明排淸’, ‘ 朱思想’ 등과 같은 이념이 지배 이었던 시

에 선조의 숭고한 정신과 함께 가문에 한 지를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忠義”는 병자호란에 한 비분강개를 드러낸 부분과 직 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실에 한 탄식

와 같이 고택에서 가문의 자 심을 표 했던 瑪川은 孤僧의 草庵에서 마

신 술기운에 ‘橫渡舟’
35)

로35)강을 건  망천 벽 꼭 기에 홀로 앉아 아래에 펼

쳐진 山河를 조망하며 깊은 想念에 들게 된다.36)36)선조의 고택을 지나오면서 

‘가문의 지’를 호기있게 드러냈던 마천이 망천 벽 정상에서 실에 한 비

35) ‘橫渡舟’에 한 기록은 東埜의 <망천기>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벽 아래에서 선유를 즐기기도 했다고 한다.

36) 淸溪  몸을 씻고 盤石에 어시니/ 雪衲 孤僧이 草庵애 마자드러 / 瓦樽에 

薄〃酒 제 어이 잇돗던지 /野蔌 山肴로 잔에 수독 붓괴야 / 紅潮를 반 만 

띄여 離騷經1)을 흘리 웨니 / 父는 어 안자 滄浪歌로 和答고 / 芒鞋를 발

애 걸고 叢石을 발마올나 / 萬丈峯 上上頭에 혼자 안자 라보니 / 靑丘 一域

土도 젹단 말 못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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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탄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실에 한 탄식은 벽 정상에 앉아 병자호란에 한 비분강개한 심정에

서 시작하여, 國事를 논할 수 없는 草野寒士로서 살아가는 마천 자신의 처지, 

그리고 고향을 떠나 이사를 가야하는 일상 인 실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 , 역사 인 병자호란에 한 강개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星纏八方 져 形勝과 鳴吠四達 져 民居에

一大縣 凶奴衆을 剖巢燻穴 어려우랴

壬辰年 字 恩은 除凶雪恥 쉬울거슬

周室이 衰弱야 犬戎이 猖獗 제

屛翰으로 우리 보샤 羽檄으로 불리시니

韓延年의 戰死야 天下有辭 려니와

李陵의 投降은 隴西之恥 이를소냐

는 망천 벽 정상에 앉아서 ‘조선이 큰 에 불과한 오랑캐 무리를 쫓아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임진년에 명나라가 베푼 再造之恩이라는 수치를 쉽

게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제하에, 明․淸 교체기에 조선이 제 로 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자호란을 겪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다.

“周室이 衰弱야～～隴西之恥 이를소냐”라는 부분은 명나라가 강성해진 

후 을 공격하기 해 조선에 구원병을 요청했을 때 있었던 사건에 빗  것

이다. 즉, 흉노가 강성해지자 한나라 왕실은 ‘기둥이 되는 신하’에게 ‘새의 깃

을 꽂은 문서로 상황이 다 하다’는 사실을 알려서 흉노를 섬멸할 것을 명령

했는데, 장수로 나간 李陵은 항복하여 후  사람들에게 ‘隴西之恥’라는 비웃음

을 받았고, 李陵의 부하 韓延年은 끝가지 싸우다가 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고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37)37) 해군 때 명

나라가 후 을 공격하기 해 조선에 병을 요청한 바 있는데, 援軍 都元帥

로 병된 姜弘立(1560～1627)이 후 에 항복한 반면, 그 부하 던 金應河

(1580～1619)는 싸우다가 장렬하게 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강홍립은 세

37) 前漢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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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姜虜傳>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으며, 김

응하는 忠烈 이 만들어질 정도로 추앙받은 존재가 되었다.38)38)瑪川은 이 사

건을 이릉과 한연년의 고에 빗 어 표 하고 있는 것이다. 瑪川은 이때 

명된 조선군이 명나라와 함께 승리했다면, 오랑캐의 침범으로 인한 병자호란

도 없었을 것이고, 임진란의 ‘字 恩’도 갚을 수 있었을 것으로 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에 병자호란을 생각하면, “嗚呼라 목이 멘다”라

고 탄식한 것이다.

嗚呼라 목이 멘다 丙子亂 드러보소

文王은 樂天 라 昆夷를 셤겨시나

宣王의 六月師는 玁狁을 차시니

져  漢城中에 애돌다 陳孺子

禦戎策 어 두고 和議만 일삼은고

人或曰 不得已나 誤國之名 免소냐

仲連은 蹈海고 伯夷는 採薇로다

져근덧 壁던들 제 로 遁去커든

田禽만 執  말고 猾夏를 防야

鴨綠江  마시며 長白山 북 울리면

漠南 王庭이 몃 간이 나마시리

南山竹 허낸들 白登七日 辱 다 쓰며

東海波 헷쳐낸들 城下同盟 恨 씨스랴

大明國 淪喪後에 春秋經 討復義로

風雲은 際 고 魚水는 一 야

萬里 城門 도라들어 楚懷王孫 구챠니

胡運이 기돗던가 天道도 모로다

永安宮 喪事 나고 五丈原 陣 못 치니

千秋萬世 다 도록 志士 물 마를손가

병자호란 당시에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며 화친을 주장한 주화 의 논리를 

비난하며, 오랑캐를 막지 못해 남한산성에서 항복한 것을 씻을 수 없는 ‘城下

同盟’의 굴욕으로 여기고 있다. 아울러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 ‘춘추 의’를 회

38) 강홍립, 김응하와 련 사건에 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 바람. 朴熙

秉, 1998 ｢17세기 의 崇明排胡論과 부정  소설주인공의 등장-<姜虜傳>에 

한 고찰｣, 한국고 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 任完 , 2005 ｢明․淸 交替

期 朝鮮의 應과 忠烈 의 의미｣, 漢文學報 12, 우리한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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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해 노력했지만, 결국 오랑캐의 운이 길었던지 北伐論을 주장했던 효

종이 사망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니 志士의 물이 마를 때가 없다고 탄식

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국의 여러 고사를 활용하여 표 하고자 하는 뜻을 

효과 으로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컨 , 주나라 선왕 때 흉노를 

토벌하여 주나라를 復 시킨 사실을 거론하며, ‘禦戎策’을 마련하지 않고 화친

만을 주장하는 漢城의 ‘陳孺子’들의 태도를 비난하기 해서 의와 기개 있는 

魯仲連과 伯夷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산성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강조하기 해 한나라 고조가 白登에서 昌 에게 7일 동안 포

당한 치욕을 짝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 인 사건이었던 병자호란에 한 비분강개한 심정

은 결국 야한사인 마천의 실 인 처지를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데 

이르게 된다. ‘志士의 물’은 북벌을 이루지 못한 채 오랑캐 나라인 淸을 섬

겨야 하는 당 의 실과 周의 義理를 가업으로 이어받은 시골 선비로서 

한갓 탄식 밖에 할 수 없는 실을 개탄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슬 다 쳔 몸이 國事을 議論랴

公卿大夫 올 근심 草野寒士 엇지 알니

羲皇天地 世界 우희 第一樂事 詩酒로다

白鷗 버지 되고 扁舟로 집을 삼아

無絃琴 등에 지고 無餌釣 손애 들어

綠楊堤 거러려 蓬窓에 지다히니

山風은 習〃야 兩腋을 추  

水月은 娟〃야 一心을 키 

取들 뉘 禁며 用들 竭소냐

人間에 公物이오 世外  淸餉이라

三公이 貴타 들 이 江山 밧골소냐

白髮 蒼顔 이 窮生이 明月淸風 富 로다

丹丘는 菜園 되야 三秀靈芝 갓과내고

曲江은 池塘 되여 巨口細鱗 길 두니

許渾身勢 엇더턴고 原憲生涯 내 몰나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 의 실에서 야의 처사인 瑪川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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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못마땅한 세상을 개탄하면서 물을 흘리며 슬퍼할 뿐이다. 이러한 강개

한 심사를 로할 수 있는 ‘樂事’는 ‘詩酒’ 밖에 없다는 것이다. “羲皇天地 世

界 우희 第一樂事 詩酒로다”라고 했지만, 실을 개탄하고 있는 瑪川의 태도

로 볼 때, ‘태평성 ’인 “희황천지 세계”는 일종의 반어 인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白鷗 버지 되고～～原憲生涯 내 몰나라”라는 부분만 보면, ‘강

호 생활’을 노래한 여타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표 으로 근심 없이 한가롭

게 자연을 즐기며, ‘安貧樂道’를 구 한 풍월주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표 은 <마천별곡>의 체 맥락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개탄스러운 실을 잊어버리기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살핀 바 있는 과거 사건인 병자호란에 한 비분강개한 심정과 병

자호란이 여 히 실 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사를 논할 수 없는 한미한 

시골 선비로서의 탄식은 결국 지극히 일상 이고 개인 인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그러나 移居計  모 憂患일쇠

내 사리 淡白니 어느 고지 더 못리

一竿竹 더질 곳은 물 구뷔도 만타마는

先山을 멀니 두고 省墓를 엇지고

今年이 六十이라 脚力이 젼  업다

가노라 靑山綠水 후에 보쟈 綠水靑山

故園 江山을 내 슬허 말냐마은

時節이 하 紛〃니 볼동말동 여라

는 先山을 두고 멀리 떠나면 省墓가 걱정이라는 移徙에 한 “ 모 

憂患”이 실 인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移居計’에 

한 고민을 김상헌의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보자 漢江水야 / 故國 山川을 떠

나고쟈 랴마는 / 時節이 하 殊常니 올동말동 여라”라는 시조를 활용하

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의 내용으로 볼 때,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실에 한 탄식은 일상 이고 개인 인 문제로 집약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

다. 따라서 <마천별곡>의 개양상은 ‘가문에 한 지’의 표 에서 ‘ 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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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식’으로 개되고 있지만, 창작 동기는 근본 인 ‘ 실에 한 탄식’에

서 ‘가문의 지’를 확인하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壺峯이나 石屛 

이후 정치 , 경제 인 측면에서 家勢가 쇠락하고, 그러한 실이 차 악화되

면서 선산이 있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문제에 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실에서 마천이 선조의 유허가 있는 仙洞을 돌아

보며 과거에는 인정받았던 ‘가문에 한 지’를 확인하고, 망천 벽 정상에 

올라 ‘ 실에 한 탄식’을 폭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식이 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천별곡>은 자연에서 느끼는 

趣보다는 실 인 고민과 탄식이 주로 형상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천별곡>을 “구구  강개하다”, “슬 고 한스럽다”, “우울하고 편치 않은 

느낌이 있다.” 등과 같이 비평한 <후서>와 <서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 18세기 가사문학사에서 <마천별곡>의 의의

1720년에 창작된 李涉의 <마천별곡>은 한 개인의 일상 이고 실 인 고

민이 형상화된 가사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가사작품 에서 이섭과 

같이 향 사족이 남긴 작품의 부분이 일상생활의 만족감이나 모범 인 유

가로서의 삶 등을 표 한 것이라고 할 때,39)39)18세기 에 창작된 이섭의 <마

천별곡>은 주목할 만한 지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마천별곡>은 산수자연

의 흥취나 만족감을 표 하기보다는 시골의 한미한 處士의 실 인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한 작품이라는 ,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에 치열하게 응하려

는 향  선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등은 이 시기에 볼 수 없는 특징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 볼 때, 18세기 에 창작된 <마천별곡>은 ‘形勝이 奇絶하다’는 아름

다운 망천 일 를 배경으로 하여,  가사문학의 통을 계승하면서도 아름

다운 풍 만을 소재로 삼기보다는 실 인 고민을 있는 그 로 형상화하려

는 모색이 있다는 에서 18세기 가사작품의 변화 조짐을 보여 다고 할 수 

39) 안혜진, 2005 ｢18세기 향 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  박사학 논문, 60-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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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조선후기의 가사작품이 당 의 실 인 문제나 시  요청에 

응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천별곡>은 이 시기에 가사문학이 승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다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 남지방에서 사 부들이 일종

의 가단을 형성하여 국문시가를 창작하고 향유했다는 견해40)와40)향 지방의 

국문시가가 개인이나 집안의 노래로 머무르지 않고, 일정한 지역 체의 향

문화로 공유되었다는 견해
41)

는41)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섭의 <마천별곡>은 안동지방의 망천 일 를 심으로 형성된 가단을 통

해서 는 일정한 지역의 향 문화로 공유되면서 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지만, 병자호란 이후 조선후기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지배했던 周

論과 崇明排淸 사상이 일종의 ‘연 의식’으로 형성되면서 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마천별곡>은 ‘가문에 한 지’와 ‘ 실에 한 탄식’으로 개되

고 있으며, 작품을 창작하게 된 직 인 계기는 ‘선산이 있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에 한 탄식’이라고 언 한 바 있다. 이러한 私的인 탄식이 망천

벽 정상에 올라 조망하면서 병자호란에 한 울분으로  시 인 역할을 

할 수 없는 한미한 처사의 탄식으로 확 된 것이다. 그런데, 당  존주론과 숭

명배청을 공동의 가치로 인식했던 사 부들은 私的인 탄식보다는 公的인 탄

식에 더 의미를 두고 <마천별곡>을 감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서>나 <서

후>를 비롯하여, 壺峯과 石屛의 행장에서 ‘丙子年의 忠憤을 드러냈다.’고 비평

한 東埜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망천 벽 정상에 올라 병자호란의 울분을 토로한 부분에서 마천은 ‘周나라’, 

‘大明國’ ‘春秋義理’ 등과 언 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으로 이어받은 ‘斥邪護正’, 

‘崇明排淸’, ‘ 周思想’ 등이 마천의 의식세계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의

40) 최재남, 2000 ｢사림 생활문화로서의 시가활동｣, 국문학과 문화(한국고 문학회 

편), 월인, 159-178면 ; 권두환, 2004 ｢ 남지역 가단의 성립과 그 계승｣, 국문

학연구 12, 태학사, 91-117면 ; 박이정, 2005 ｢石門亭歌壇의 성립과 그 의미｣, 한
국시가연구 17, 한국시가학회, 139-173면.

41) 조해숙, 2003 ｢ 승과 향유를 통해서 본 <開巖十二曲>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

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53-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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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병자호란 이후에 ‘ 周思想’는 곧 ‘명나라에 한 의리를 구 하는 것’

으로 인식되었는데,42)42)이러한 ‘이념’이 <마천별곡>에 반 된 것으로 악하고, 

東埜는 다음과 같은 비평을 한 바 있다.

이처사의 <마천곡>을 보니 구구  격렬하고 강개하니, <匪風>과 <下泉>의 뜻

이 은근히 있다. 성과 정을 표 했을 뿐만 아니라 산수를 음미하여 홀로 신선의 

한가로운 복을 리는 듯하다. 곡조는 견  데 없이 뛰어난데, 나라 상음과 같이 

천고에 슬 고 한스럽다. 한가롭게 자 하던 에 우울하고 편치 않은 느낌이 있

었던가보다. 공은 石屛의 후손으로 家學의 근원을 평생 동안 ‘만언소’에 있는 ‘

周’의 의리로 삼았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 천하에 뜻을 숭상하는 사람으

로 하여  우리나라에도 春秋의 의리가 草野 韋 의 사람들에게서조차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한다면……

의 내용에서 東埜는 <마천별곡>에는 ‘周나라의 道’를 그리워하는 ‘匪風’의 

뜻과 ‘周나라의 훌륭한 왕과 어진 방백’을 생각하는 ‘下泉’의 뜻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바로 瑪川의 周思想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東

埜는 瑪川이 周의 義理를 강조한 石屛의 후손이라는 것을 언 하면서, 그러

한 周思想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작품에 곡조가 슬

고 한스러운 것으로 보았고,  우울하고 편치 않은 느낌에서 창작된 것으로 

악했다. 동야를 이를 근거로 해서 <마천별곡>을 ‘春秋의 義理’가 구 된 작

품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周思想은 崇明排淸과 함께 마천이 생존했던 당 를 지배했던 이

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 효종이 즉 하면서 북벌론이 두되었지

만, 효종이 사망한 이후에 청나라가 차 안정을 찾은 17세기 말에 이르면 北

伐論은 거의 유명무실한 구호로 락하게 된다. 군사 인 북벌론이 어렵게 되

자 문화 인 측면에 새로운 돌 구를 찾은 것이 이른바 周論 는 明大

義論이라고 할 수 있다.
43)43)이러한 작업은 송시열의 뜻을 이어받은 권상하가 

42) 허태용, 2003 ｢17세기말～18세기  周論의 강화와 三國志演義의 유행｣, 韓
國史學報 15, 고려사학회, 131-157면.

43) 본고에서 병자호란 이후 북벌론, 존주론, 명의리론에 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함. 李泰鎭, 1994 ｢조선후기 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 10, 한림  

아시아문화연구소, 5-14면 ; 유 학, 1995 ｢學界의 京․鄕分岐와 思想的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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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년 화양동에 萬東廟를 세워 명나라 황제인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내고, 

숙종이 1705년 大報壇에서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냄44)으로써44)결실을 맺

게 된다. 1725년 조의 언 에서도 周의 義理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5)45)

瑪川은 이러한 시  배경에서 “永安宮 喪事 나고 五丈原 陳 못 치니”라

고 하여, 北伐論이 실행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周思想을 <마천별

곡>에 반 하고 있는 것이다. 瑪川이 여기서 蜀漢의 유비와 제갈공명의 고사

가 얽  있는 ‘永安宮’, ‘五丈原’을 거론한 것도 명나라에 한 의리를 강조한 

周論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46)
46)

瑪川 이후의 시 에도 周論은 청나라의 선진 학문을 수용해야 한다는 북

학론과 갈등을 하면서도 사 부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이었다. <마천

별곡>를 비평한 東埜 한 김상헌의 후손으로서 瑪川과 같이 周論에 입각

한 崇明排淸主義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망천기>를 비롯하여 여러 에서 

명나라 毅宗의 연호인 ‘崇禎’를 사용하고 있는데, 병자호란 이후에 명의리를 

연암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56-78면 ; 허태용, 2003 앞 논문 ; 권오 , 2004 

｢南漢山城과 조선 후기의 明義理論｣,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학회, 213-258면.

44) 조선왕조실록 숙종 31년 3월 9일조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고

국(故國)이 오랑캐의 땅이 되었으니, 혼령이 어디로 오르고 내리시겠습니까? 

에 은택을 입었으니, 이제 마땅히 진기(振起)시켜야 합니다. 용기(龍旗)와 

정(鳳旌)이 흡사 동쪽을 가리키는 듯한데, 가 시 (侍衛)하는가 하면 신하 양

(揚)․이(李)가 있습니다. 머나먼 해역(海域)에서도 오히려 황제의 인덕(仁德)

을 떠받들고 있으니, 아마도 령(英靈)께서는 웃으면서 찡그리지 않을 것입니

다. 더구나 이 정결한 제사는 서직(黍稷)의 향기로움을 해서가 아닙니다. 존주

( 周)의 의리는 소경(昭敬)이 그 길을 열으셨고, 옛 은혜를 생각하여 그 뒤에

도 폐기(廢棄)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건  조그마한 정성을 살피시어, 돌보아주고 

도와주소서.”

45) 조선왕조실록 조 1년 12월 15일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명나라가 

재조(再造)하여  은혜는 실로 우리 동방(東邦)에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추

모(追慕)할 일인데, 해가 오래 되고 인심(人心)은 익숙하여져서 존주( 周)하는 

한 가지의 일을 거의 서로가 잊게 되었으니, 만약 우리의 성조(聖祖)나 성고(聖

)께서 의(大義)를 후세(後世)에 펴지 않으셨다면 우리 동방의 사람이 어  

존주( 周)의 의리를 알았겠는가?”

46) 허태용, 2003 앞 논문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三國志演義가 유행한 것은 周

論에 입각한 ‘蜀漢正統論’과 련이 있다고 한다. 곧 ‘ 한정통론’은 ‘ 명의리론’

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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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인사들은 부분 ‘崇禎後 三丙午(1786)’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瑪川의 손자인 尙衡에게 <瑪川精 記>를 써  바 있는 

霅橋 安錫  역시 연 를 ‘崇禎紀元後 再癸亥(1743)’로 쓰고 있다. 특히, 霅橋

는 30  후반에 남한산성에 올라 <南漢山城西 臺無忘樓記>를 쓴 바 있는데, 

병자호란에 한 비분강개한 심정을 토로하며 북벌론을 주장한 바 있는 인사

이기도하다.47)
47)

<마천별곡>이 마천의 생존 당시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승되고 있는 것은 

周論과 崇明排淸이라는 ‘이념의 연 의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승은 雩潭 蔡得沂(1605～1646)의 <鳳山曲

(天臺別曲)>에서도 볼 수 있다. 병자호란을 체험한 바 있는 雩潭은 병자호란 

당시 소 세자, 림 군, 인평 군 등을 심양까지 扈從하라는 인조의 명을 받

은 후에, 임 의 은혜에 한 감격스러움, 오랑캐에 한 비분강개, 우국지정 

등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산수 자연을 남겨두고 떠나는 아쉬움을 < 산곡>으로 

형상화 했는데, 후 에 까지 승되어 향유된 바 있다.48)
48)

<마천별곡>과 < 산곡> 등에서 볼 수 있는 周論과 崇明排淸이라는 ‘이

념의 연 의식’에 의해서 승되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武科 

지망생의 豪氣와 우국충정이 잘 드러나 있는 勿欺齋49)姜膺煥(1735～1795)49)의 

<武豪歌>를 거론할 수 있다.

일언 닐 졀언 즐 뉘라셔 짐작리

南京을 라보니 물이 졀로 

○
50)
大明의50)正統 님군 몃 百年을 업단 말고

47) 이종묵, 2004 <안 ․안석경 부자와 충주의 가흥강>, 문헌과 해석 28, 태학

사 ; 정우 , 2004 <삽교 안석경의 비평의식>, 문헌과 해석 28, 태학사 ; 김근

태, 2004 <삽교 안석경의 생애와 시>, 문헌과 해석 28, 태학사 ; 康惠圭, 2006 

｢霅橋 安錫 의 散文 硏究｣,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48) 洪在烋, 1959 ｢雩潭 蔡得沂와 鳳山曲 硏究-丙子胡亂을 背景한 歌辭의 新資料-｣, 

語文學 5, 韓國語文學 , 7-43면 ; 姜求律, 2004 ｢雩潭 蔡得沂의 生涯와 詩世

界 硏究｣, 大東漢文學 20, 大東漢文學 , 57-73면.

49) 물기재에 한 자세한 기록은 다음 논의를 참고 바람. 宋俊浩, 1987 ｢勿欺齋 姜

膺煥의 生涯와 業績｣, 朝鮮社 史硏究, 일조각 ; 백순철, 1999 ｢강응환과 그의 

<무호가> 소고｣, 어문논집 39, 안암어문학회, 222-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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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寧陵의 모신 聖主 忠義를 못다 펴고

華陽洞 늘근 大臣 壯志를 못일우니

齊襄公 九世讐를 뉘라셔 갑풀쇼냐

우리도 일엉셩여 갑퍼 볼 하노

는 <무호가>의 마지막 부분이다. 명나라의 기 50여 년 간의 수도 으

며, 1645년 명나라 引光皇帝가 즉 한 곳으로 大明天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 南京을 생각하고, ‘大明의 正統 님군’이 없는 

실을 안타까워하며, 북벌을 주장했던 효종과 그러한 효종을 잘 이해하고 따

랐던 송시열의 뜻을 되새기면서 ‘崇明 周’를 해 복수하겠다는 일념을 강하

게 드러내고 있다.

내 일 이 물기재 강공의 <무호가>를 읽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여겼다. 공은 

시문과 의 명문가 소생으로 천품이 있고 총명하여 일 이 ‘물기’로써 뜻을 세

우고 학문과 진리탐구에 진력하 으니, 세상에 쓰일 만한 재능을 갖춰서 벼슬에 

나가면 그 은택이 군민에게 끼칠 것이요, 궁벽한 처지에서도 세속에 얽매임 없이 

독선할 만한 인물이거늘 <무호가>는 무엇이며 무과 제는 무엇이란 말인가. 노래 

간에는 한 병을 장악하고 삼군을 지휘하는 것을 무한한 로 여겼으니 그

의 기개와 조가 어  이를 달갑게 여긴단 말인가. 그 노래의 말단을 읽는 데에 

미쳐서야 이 의 이상하게 여겼던 부분이 풀리게 되었다. 비로소 공의 공됨이 과

연 여기에 있어서 <무호가>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무과 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개 효종이 청나라를 토벌하려는 뜻과 우암의 비로 천지

간의 큰 의리가 있게 되었으나 그 뜻은 가졌어도 펼치지는 못하게 되어 마침내 

웅 지사들의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51)51)

는 奇宇萬이 쓴 勿欺齋集 <跋>의 일부이다. 기우만은 <무호가>를 읽고 

처음에는 명문가의 소생으로 학문과 진리 탐구에 념하기 해 호를 ‘勿欺’라

50) ‘○’는 원텍스트에서 ‘大明’과 ‘寧陵’을 崇하기 해 빈 칸으로 비여 둔 것을 표

시한 것이다.

51) 奇宇萬, 勿欺齋集, ｢附 ｣, <跋> : 余嘗讀勿欺齋姜公武豪歌始疑 公生長詩禮名

門 天稟又聰穎 早以勿欺立心 斤斤是學問頭臚 世才具 達可以致澤君民 窮不實獨

善現世 而武豪何歌 弓馬何第 中間鋪敍 又若以手握重兵 指揮三軍 爲無限榮  以

公氣節 何屑屑於是耶 及讀其末段 前疑 釋 始知公之爲公 果在此而武豪不得不歌 

弓馬不得不第也 盖寧陵聖主 討復之意 華陽大臣 勿密之策 爲天地中間 初有底大義

理 其有志而未伸 遂使英雄志士之淚無乾日.



․ <마천별곡> 연구 25

고 한 강응환이 무부로서 포부를 드러내고, 무과 제를 바라고 있는 것을 이

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호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야 물

기재의 진정한 뜻과 물기재의 사람됨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청

나라를 토벌하려는 효종과 송시열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비분강개한 

선비들의 심정을 물기재가 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심사를 씻어내

기 해 무과에 제하여 무부가 되려는 뜻을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공이 지은 <무호가>는 남쪽 여항의 아이들과 시정의 무리들이 모두 민요처럼 

외워 읊었다. 그 가사 편을 취하여 읽어보니, 그 끝에 “南京을 라보니 물이 

졀로  ○大明의 正統 님군 몃 百年을 업단 말고 ○寧陵의 모신 聖主 忠義를 

못다 펴고 華陽洞 늘근 大臣 壯志를 못일우니”라고 되어 있으니 그 지조의 의연하

고 꿋꿋함과 의리의 밝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내가 마침내 격앙되어 우러러 

노래하 다.
52)52)

세상에 뛰어난 웅호걸인 공은 곧 氣節과 忠勇은 할 자가 없었으며 국치

를 씻는 것을 일념으로 하 다.……시험삼아 <武豪歌> 한 곡조를 끝까지 들으니 

마음이 맑고 평온해져 잔질하며 워 있는 외부로 부침에 한 생각이 사라졌

다.
53)53)

 두 인용문을 통해서 周論과 崇明排淸에 뜻이 있는 선비들은 물기재의 

<武豪歌>를 감상함으로써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울분을 

씻어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武豪歌>의 향유향상은 앞에서 

본 <마천별곡>이나 < 산곡>과 같이 ‘이념의 연 의식’에 기반하여 승되고 

향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마천별곡>은 18세 에 창작된 작품으로 조선 기 가사문학의 통

성을 계승하면서 당 의 실 인 문제나 시 인 요청에 응하는 가사문

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이념의 연 의식’을 기반으로 

승되고 향유되는 양상을 악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52) 宋秉珣, 勿欺齋集, <勿欺齋集序> : 公所著武豪歌 南中巷童街卒 皆誦詠若巴謠 取

其詞全篇讀之 其亂曰 北望南京 有淚自墜 大明正統國 無君幾百年 寧陵我聖主忠義 

未展華陽老相國 壯志未成 亦於此可見 其志節之凜烈 義理之光明矣 余遂激仰欽歎.

53) 姜天秀, 勿欺齋集, <題勿欺齋集後> : 超世英豪公 則是氣節忠勇 無 敵 國恥刷

雪 斯一念已 試聽武豪歌一闋時 則淸平勺斗 臥外除浮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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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마천별곡>의 작가와 창작시기를 고증하고, 그 작품세계와 창작

배경에 해서 살피고, <마천별곡>의 시가사  의의에 해서 논의하 다. 마
천별곡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뒤에 첨부되어 있는 <瑪川別曲後序>, 東埜集
에 수록된 <書李處士涉瑪川別曲後>을 조하여 <마천별곡>을 읽고 비평을 남

긴 이는 金養根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김양근의 동야집에서 ｢행장｣

을 비롯한 여러 기록을 근거로 해서 <마천별곡>의 작가는 瑪川 李涉이고, 창

작시기는 瑪川이 60세 때인 1720년이며, 작품의 공간  배경은 瑪川의 10 조 

유허가 있는 안동 마애리 일 라는 것도 새롭게 제시하 다. 

<마천별곡>은  구경을 해 들어가는 仙洞에 한 묘사, 10 조 유허와 

망천 벽 상상두에서 느낀 소회를 심으로 개되는 데, 이를 ‘가문에 한 

지’와 ‘ 실에 한 탄식’이라는 작가의식이 반 된 것으로 보았다. 詩想의 

심은 실에 한 탄식에 있는데, 망천 벽 정상에 앉아 병자호란에 한 

비분강개한 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에서 차 국사를 논할 수 없는 야한사의 

탄식이 뒤섞인 樂事를 언 하는 부분으로 개되다가 결국 실 인 ‘移居計’

에 한 한탄을 하는 부분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악했다.

瑪川은 不義를 참지 않았던 壺峯과 石屛의 후손으로서 ‘斥邪護正’, ‘崇明排

淸’, ‘ 周論’ 등을 생활의 이념으로 여긴 한미한 처사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사상은 한 瑪川이 살고 있는 당 의 지배 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瑪川의 의식세계가 고스란히 <마천별곡>에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망천 벽은 다른 시인 묵객에게는 아름다운 산수를 한가롭게 즐기는 풍류

의 공간이지만, 瑪川에게는 병자호란의 강개한 심사를 토로하는 쓸한 공간

이었다. <마천별곡>은 ‘形勝이 奇絶하다’는 마천 일 의 아름다운 경 에서 풍

류를 즐기면서 지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물에 한 묘사가 거의 없고, 

역사 인 사건과 실 인 문제에 한 한탄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18세기 작가를 알 수 있는 가사작품의 부분이 일상의 만족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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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인 유가로서의 삶을 표 한 것으로 볼 때, 시골의 한미한 處士의 실

인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에 치열하게 응하려

는 향  선비의 모습이 형상화된 <마천별곡>의 시세계는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사문학의 통을 계승하면서 독자 인 변화를 모색한 

작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작품이 ‘이념의 연 의식’을 기반으로 

승되고 향유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에서, <마천별곡>은 

18세기 가사문학의 개양상과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 홍익 학교 사범 학 국어교육과 강사)

주제어 : 조선후기, 고 시가, 가사문학, 향 사족, 이섭, 마천별곡

투고일(2006.11.7),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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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acheonbyeolgok

Kim, hyun-shik *

54)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n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the 

author and time of authorship of Macheonbyeolgok(瑪川別曲), to examine 

the authorial consciousn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 and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Macheonbyeolgok in the history of poetry.

Kim Yanggeun's (金養根:1734～1799) Dongyajip(東埜集) reveals that the 

author of Macheonbyeolgok is Yi Seop(李涉:1661～1738). The information 

on Yi Seop's life and works also provides historical evidence that he wrote 

Macheonbyeolgok in 1720, at the age of 60. Macheonbyeolgok describes a 

beautiful village that the author enters to enjoy the spring scenery and 

conveys his thoughts as he surveys the relics left by his ancestors and 

sits at the top of the Mangcheon Cliffs. There are a number of clear poetic 

sentiments, such as the part where he sits atop the Mangcheon Cliffs and 

pours out his rage at the Manchu Invasion[丙子胡亂] of 1636, the part that 

expresses the grief of a country scholar who cannot discuss the affairs of 

the state, and the part that sighs over the realistic worries of having to 

leave one's hometown.

The reverence for the Zhou Dynasty of China, which dominated Yi 

Seop's consciousness and was an influential idea at the time, is plainly 

reflected in Macheonbyeolgok. For other poets, the Mangcheon Cliffs were a 

place to enjoy the scenery and leisure, but for Yi Seop they were a place 

to express his rage over the Manchu Invasion. Macheonbyeolgok was not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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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while enjoying the scenery and leisure, so there is almost no 

description of the beautiful view and worries over historical events and 

realistic problems are the main sentiments.

Considering that most late Joseon gasa works whose authors are known 

express either satisfaction in everyday life or the ideal life of a scholar, the 

frank expression of realistic worry and the attempts of a country scholar to 

deal with the turbulent flow of history embodied in Macheonbyeolgok are 

noteworthy. Through Macheonbyeolgok, we can see how the genre of gasa 

in the late Joseon period dealt with the changing of the times and sought a 

unique change even as it carried on the tradition of early Joseon gasa 

literature.

Key Words : Late Joseon period, classical poetry, gasa literature, country 

aristocrat, Yi Seop, Macheonbyeol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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