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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純澤의 散文에 대한 南有容의 批評 연구

- 志素遺稿 수록 評語를 중심으로 -

1)유 정 열*

1. 들어가는 글

2. 남유용과 김순택의 관계

3. 지소유고와 남유용의 비평

4. 남유용 비평의 양상

5. 마치는 글

초록: 본고는 실제비평가 南有容의 면모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金純澤의 志素遺稿
에 수록되어 있는 남유용의 평어를 고찰해 보았다. 남유용과 김순택은 인척 사이인 동시에 사제

지간이었다. 남유용의 비평은 두 사람의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남유용의 비평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로 작품의 주요한 특징을 언급한 것, 둘째로 생각과 경험의

공유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공감을 표출한 것, 셋째로 작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수정 및 보

완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남유용의 비평은 두 가지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첫째로 비평이 작

자의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둘째로 비평을 매개로 평자와 작자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진 점

이다.

핵심어 : 南有容, 金純澤, 志素遺稿, 評點批評, 실제비평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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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南有容은 英祖 시기에 文衡을 지낸 저명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吳瑗, 李天輔,

黃景源 등과 함께 八文章으로 일컬어졌을 정도로 당대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

다.1)1)이러한 인물답게 그는 적지 않은 분량의 詩文을 남겼다.2)2)

그간 남유용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첫째로 남유용이

어떠한 문학론과 작문론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연구,3)3)둘째로 남유용의 문학

론과 삶 등에 의거해 그의 실제 문학세계 및 문예활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연

구,4)4)셋째로 남유용이 참여한 동인 집단의 활동을 살펴본 연구,5)5)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통해 남유용의 삶과 문학 전반에 걸쳐 비교

적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첫째 방면이다. 이 방면의 연구는 문학이론가

내지 이론비평가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동시대 문인들 간에

활발한 비평이 이루어졌는데,6)6)나름의 확고한 문학론을 갖고 있었으며 동인 활동

1) “當時世目八文章, 吳瑗ˎ李天輔ˎ南有容ˎ黃景源ˎ李德壽ˎ趙最壽ˎ趙龜命ˎ林象元.”(李奎象, 1997 文

苑錄 , 18세기 조선 인물지: 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257면)
2) 현전하는 남유용의 간본 문집인 雷淵集은 30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임유경, 1990 英祖朝 四家의 文學論 硏究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휘, 2002 雷

淵 南有容의 作文論 硏究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편 백
진우, 2008 英祖朝 執權 老論系 文人의 自己檢閱 樣相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硏究 42,
한국한문학회)도 문학에 대한 남유용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이다.

4) 임유경, 1995 南有容의 文章觀과 傳 서술방식 , 大東漢文學 7, 대동한문학회; 손영희,
2009 雷淵 南有容의 文學觀과 詩 硏究 ,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순태, 2013A 雷淵

南有容의 삶과 한시 , 韓國漢詩作家硏究 17, 한국한시학회; 오주학, 2013 雷淵 南有容
의 문예활동과 ‘趣’의 구현 양상 , 東方漢文學 54, 동방한문학회.

5) 안순태, 2013B 英祖朝 東村派의 交遊樣相과 交遊詩 , 韓國漢詩硏究 21, 한국한시학회.
6) 조선후기비평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김영진, 2003 조선후기의 明淸小品 수용과 小品

文의 전개 양상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7면 참조. 한편 그 실제를 살펴볼 수 있는 대

표적인 연구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강민구, 1997 英祖代 文學論과 批評에 對한 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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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기도 했던 남유용이, 시문집의 서발문을 써주는 것 외에, 주변 인물들의

개별 작품을 비평해주지는 않았을까? 즉 실제비평가 남유용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비평가 남유용의 면모는 어떠한가?

실제로 남유용의 문집을 통해 그가 동시대 인물들의 작품을 비평해주었던 모습

을 얼마간 확인할 수 있다.7)7)그리고 그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가 본고

에서 다루려 하는 志素遺稿이다. 지소유고는 남유용과 동시대 인물인 金純澤
의 문집이다. 이 문집 속에 남유용의 평어가 수록되어 있는바, 본고에서는 이를 중

심으로 그동안 본격적으로 조명된 적 없는 실제비평가 남유용의 면모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일단 평자인 남유용과 작자인 김순택의 관계 및 지소유고와 남유
용의 비평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논의의 실마리로 삼으려 한

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남유용 비평의 양상을 몇 가지로 분류해 살펴볼 것이다. 특

히 이 때 평자의 문학론을 비롯해 삶과 문학세계 등에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김순택의 문학작품에 대한 남유용의 비평이 어떠한 가치를 갖

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2. 남유용과 김순택의 관계

남유용(1698-1773)에 비해 김순택(1714-1787)은 학계에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

다.8)8)따라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그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순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대중, 2005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박희병, 2010 연암과 선귤당의 대화, 돌베개; 김수진, 2011 乾川藁 評點批
評 再論 ,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7) 대표적인 예로 문인 兪漢雋의 시를 비평해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뇌연집 17
권에 수록되어 있는 유한준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유용은 書畵를

애호했는데 뇌연집 13권에는 서화에 대한 題跋 여러 편이 수록되어 있다. 남유용의 서화
에 대한 관심은 오주학, 앞의 논문, 93-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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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字가 孺文이고 號가 志素이며 본관은 光山이다. 조선 禮學의 태두로 일컬어지

는 金長生(1548-1631)의 5대손이다.9)9)그의 부친 金鎭東(1683-1765)은 敦寧府都正

등을 역임하고 正憲大夫知中樞府事까지 이른 인물이다. 김순택은 31세 때인 1744

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英陵參奉을 제수 받으며 관직에 진출했다.10)10)이후 翊衛

司副率, 掌樂院主簿, 戶曹佐郞, 宣惠郞, 衛率, 獻陵令, 繕工監副正의 내직 및 狼川縣

監, 安山郡守, 淸道郡守, 茂朱府使의 외직을 역임하고,11)11)68세 때인 1781년에 신병

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다.12)12)그 뒤로 隋城(지금의 수원)에 草堂을 짓고 그곳

에서 자연을 즐기며 만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3)그는 당대에 문장에 능하

고 經傳에도 통달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14)14)

8) 김순택에 대해서는 유승민, 2006 凌壺觀 李麟祥 書藝와 繪畵의 書畵史的 位相 , 고려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안순태, 2009 南公轍 文學觀의 變移 樣相에 대한 硏究 , 한문교육연
구 33, 한국한문교육학회; 김수진, 2012 凌壺觀 李麟祥 문학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안순태, 2013B 앞의 논문 등에서 이인상의 벗으로서 남공철의 스승으로서 동촌파

의 일원 등으로서 언급된 바 있다.

9) 김순택은 자신이 김장생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

컨대 동생 金和澤(1728-1776)이 벼슬을 그만두고 부모를 봉양한 일의 시말에 대해 기록

한 禮仲歸養本末 의 첫머리에서 “其先光州人五世祖文元公長生爲世儒宗, 故號金氏爲詩禮

之家”라고 한 점 등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김화택의 묘지인 禮仲

墓誌 및 둘째 형인 金亨澤(1707-1756)의 묘지인 仲氏墓誌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

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禮仲’은 김화택의 자이다.

10) 김순택이 영릉참봉에 제수된 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린다. 남공철은 “英宗二十年, 擧

進士, 是歲授英陵參奉尋罷”라고 하여, 김순택이 진사시에 합격한 해인 1744년에 영릉참봉

에 제수되었다가 곧 파직되었다고 했다(南公轍, 茂朱府使金公墓誌銘 , 潁翁續藁 卷5,
한국문집총간 제272책, 548면). 그런데 承政院日記에는 그 이듬해인 1745년에 영릉참봉
이 된 것으로 나와 있다(승정원일기 英祖 21년 3월 5일 기사). 한편 이하 남공철 문집
의 인용 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11) 이상 김순택의 官歷은 “(…) 敍拜翊衛司副率, 陞掌樂院主簿, 移戶曹佐郞. 甲戌爲狼川縣監,

陞守安山. 庚寅辟爲宣惠郞, 拜淸道郡守. 甲午除衛率, 翌年轉獻陵令, 冬拜茂朱府使. 秩滿, 內

遷繕工監副正”(南公轍, 같은 글, 같은 면) 참조. 다만 승정원일기에서는 김순택이 장악
원주부를 지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12) 이러한 사실은 南公轍, 같은 글, 같은 면 및 승정원일기 正祖 5년 6월 19일 기사 참조.
13) “公旣老, 歸隋城之雪湖, 治一區爲草堂, 其池多鳧鴨鼈鯉, 其園多荷葦茭蒲梅竹之屬, 四山周

匝, 煙霞中如畵意. 公樂之.”(南公轍, 玉溪金先生文集序 , 金陵集 卷11,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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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용은 김순택에게 깊은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4세 때인

1731년에 18세의 김순택에게 보낸 시에서 그의 인품과 학문 등을 칭찬하고 함께

절차탁마하자는 뜻을 밝히며 중간에 “나는 용이고 그대는 구름인데 / 홀연 한 번

이별하여 가을 지나 겨울이 되었거늘 / 돌아간 그대 생각에 근심으로 어지럽네. /

눈발 흩날리는 歲暮에도 / 그대는 내 집에 오지 않으니 / 어찌 나와 함께 즐길 사

람 없겠냐만 / 그대를 보지 않으면 내 마음 심란하네”라고 하여,15)15)두 사람 사이

를 용과 구름처럼 친밀한 사이로 비유하고 떨어져 있는 그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

게 표출한 것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16)16)

그렇다면 남유용과 김순택은 어떤 관계였을까? 김순택의 부인 宜寧 南氏는 南

漢紀(1675-1748)의 둘째 부인인 靑松 沈氏17)17)소생이다. 그리고 남유용은 남한기의

첫째 부인인 청송 심씨18)18)소생이다. 즉 김순택의 부인이 남유용의 배다른 여동생

인 것이다. 따라서 김순택에게 남유용은 손위처남이고 남유용에게 김순택은 매제

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인척 관계였다.

그런데 남유용과 김순택의 관계는 인척 사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14) “長於文辭, 通經傳”(李奎象, 앞의 글, 앞의 책, 266면)

15) “我爲龍兮子爲雲, 忽一別兮浹秋以冬, 懷子歸兮憂思棼. 霰雪兮歲暯, 君不來兮柴門, 豈無人兮

從我嬉, 非子之見兮令我心惛.”(南有容, 玉溪辭簡金孺文 , 雷淵集 卷1, 한국문집총간 제
217책, 18면) 참고로 제목 아래에 ‘辛亥’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이 작품이

1731년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玉溪’는 김순택이 거주했던

곳의 지명으로 보이는데 어디인지 미상이다. 이 지명은 김순택의 시에도 여러 차례 등장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別玉溪十有三年矣. 親戚舊遊聞余至, 咸喜來集. 酒後, 次杜陵長篇,

走草敍懷 (金純澤, 志素遺稿 제1책, 37면)를 들 수 있는바, 제목 및 본문의 “我家去玆
鄕, 日月豈不久”와 같은 구절 등을 통해 옥계가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 살던 곳임

을 알 수 있다.

16) 1733년 늦가을 어느 날에 쓴 것으로 보이는 다음 시에도 김순택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故人他日別, 老菊半庭荒. 木落山多月, 川虗石有霜. 燕鴻愁已極, 蟋蟀夜何長. 珍重題

詩去, 幽期在莽蒼.”(南有容, 有懷孺文 , 雷淵集 卷2, 한국문집총간 제217책, 49-50면)

참고로 이 작품은 癸丑년에 창작된 작품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작품이

1733년에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남한기의 둘째 부인은 沈若采의 딸이다. 南有容, 先考同知敦寧府事贈吏曹判書府君墓表 ,

雷淵集 卷24, 한국문집총간 제217책, 519면 참조.
18) 남한기의 첫째 부인은 沈漢章의 딸이다. 南有容, 같은 글, 같은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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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나의 先君(남유용을 가리킴-인용자)을 따라 독서하고 글을 지으셨다. 공(김

순택을 가리킴-인용자)은 선군을 스승으로 여기고 선군은 공을 벗으로 여기셨으니 친

분의 돈독함이 40년이 하루 같았다.19)19)

남유용의 아들인 南公轍(1760-1840)이 고모부인 김순택을 대상으로 쓴 墓誌銘

의 일부이다.20)20)이 글을 통해 김순택이 젊은 시절 남유용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사

실을 알 수 있다. 김순택 스스로도 “내가 처음 발분하여 / 학문에 힘쓸 적 / 책을

들고 따랐지 / 少華(남유용의 젊은 시절의 호-인용자)의 문하에서. / 나를 가르치

고 일깨우길 / 밤낮으로 정성을 쏟으셨지”라고 하여,21)21)젊은 시절 남유용의 가르

침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했던

것이다.22)22)

김순택은 ‘순택’이라는 이름 전에 ‘殷澤’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이름을 지

19) “少從公轍先君子讀書爲文, 公謂先君爲師, 先君謂公爲友, 情好之篤, 四十年如一日”(南公轍,

茂朱府使金公墓誌銘 , 潁翁續藁 卷5, 548면)
20) 남공철은 남유용의 명을 받고 김순택을 스승으로 삼아 경전 등을 배운 바 있다. 南公轍,

같은 글, 547면 참조.

21) “我初發憤, 藝學耨文, 執書趨之, 少華之門, 誘我開我, 不倦朝曛.”(金純澤, 祭南岳老文 , 志
素遺稿 제2책, 58면)

22) 한편 안순태, 2013B 앞의 논문, 200면에서는 남유용과 김순택이 李縡(1680-1746)의 문하

에서 함께 수학했다고 했다. 남유용이 이재의 제자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김순

택이 이재의 제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그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다음 자료 등을 통해 김순택이 이재를 만난 적이 있

었다는 사실과 김순택의 부친인 김진동과 이재 사이에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少時謁陶菴李文正公于寒泉書社, 文正曰: ‘俄見邸報, 君之筮仕, 可賀.’ 公對曰:

‘未及見也.’ 至辭退, 竟不問爲何官. 文正顧謂門人曰: ‘金君擧止雍容, 不以得官動其心, 其持

守可知也.’”(南公轍, 같은 글, 548면); “長孫相度嘗拜陶菴李公, 曰: ‘吾於今世, 未見如尊大

夫之質厚也.’”(金純澤, 遺事 , 志素遺稿 제4책, 33-34면); 李縡, 答金震卿(鎭東) , 陶
菴集 卷12, 한국문집총간 제194책, 257면. 이상의 자료만을 가지고 김순택이 이재의 제
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뿐만 아니라 典故大方의 門人錄에 수록된 陶庵李縡

門人 에도 김순택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필자는 일단 김순택이

이재의 제자였다는 사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참고로 ‘陶庵’과 ‘文正’은 각각

이재의 호와 諡號이고, ‘相度’는 김순택의 큰형인 金瑞澤(1705-1751)의 장남 金相度

(1721-1759)이고, ‘震卿’은 김진동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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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 사람이 바로 남유용이다. 그리고 김순택의 자를 지어준 사람도 남유용이다.23)23)

이들은 모두 사제지간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한편 남공철은 김순택에 대한 남유용의 평소 생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나의 선군 文淸公(남유용의 諡號-인용자)은 평소 과묵하고 차분하시어 사람들 가운

데 마음에 드는 이가 드물었는데 매제인 김순택 공의 현명함을 늘 이렇게 칭찬하곤 하

셨다.

“謹潔한 군자이다. 그의 문장은 太史公, 韓愈, 歐陽脩의 법을 깊이 체득했으니 마치

좋은 옥이 반지르르하고 견실하면서도 광채가 많지 않은 것과 같아 반드시 후대에 전

할 만하다.”24)24)

먼저 인용문의 앞부분을 통해 김순택에 대한 남유용의 각별한 애정을 다시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남유용으로부터 깊은 知遇를 입었다고 한 김순택의 발

언과 일치한다.25)25)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김순택에 대한 남유용의 생각이 직

접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김순택의 문장에 대한 평가가 제시된 부분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남유용은 김순택의 문장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

다. 이는 남유용이 평소 김순택의 문장을 많이 접하고 그 전반적 경향에 대해 익

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남공철은 김순택이 남유용을 따라 글을 짓기도 했다고

밝힌바, 이를 통해 남유용이 김순택 문학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요인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 글은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내가 이미 雷淵(남유용의 만년 호-인용자) 어른의 行狀을 짓고 난 다음 평소 공을

23) 南有容, 金生名字序 , 雷淵集 卷12, 한국문집총간 제217책, 261-262면 참조. 이 글의

말미에 나중에 은택이라는 이름을 순택으로 바꾸었다는 말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24) “公轍先君文淸公, 平居簡穆, 人少有當其意者, 而每稱妹婿金公純澤之賢曰: ‘謹潔君子人也.

其文深得太史ˎ韓ˎ歐之法, 如良玉溫潤縝栗而光氣不多, 必可傳也.’”(南公轍, 같은 글, 547면)
25) “如純之愚, 受知最深.”(金純澤, 祭雷淵先生文 , 志素遺稿 제3책,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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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하던 지인들을 만나 그들의 의론을 듣고 여러 견해를 모아 윤색했다. 다만 나는

절로 슬픈 바가 있다. 나는 예전에 글을 지으면 공에게 질정을 받지 않은 적이 없으니

공의 괜찮다는 말을 들은 연후에야 감히 책 속에 남겨 놓았다. 지금 행장이 비록 완성

되었지만 공은 일어나실 수 없으니 장차 어디에서 질정을 받겠는가! 어제 나는 꿈에

공을 뵈었다. 공은 평소처럼 기쁜 안색이셨다. 내가 행장을 드리며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공이 “좋네”라고 하셨다. 또 묻자 또 “좋네”라고 하셨다. 송구해 하며 잠에서 깨

자 눈물이 줄줄 흘렀다. 甲午(1774)년 3월 4일 일이다. 아! 나의 글이 실로 공의 숨겨

진 덕을 드러낼 수 없을 텐데 어찌 공의 마음에 들어 한 마디 칭찬을 얻을 수 있겠는

가. 이상하구나! 이는 과연 어떤 연유로 생긴 일인가.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일단

기록해둔다.26)26)

이 글은 김순택이 남유용이 죽은 이듬해인 1774년에 남유용의 행장을 짓고 나

서 남긴 기록이다. 먼저 김순택이 남유용의 행장을 지었다는 사실을 통해 두 사람

의 사이가 특별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장은 제자나 친

구처럼 고인과 가깝고 고인을 잘 아는 인물이 짓기 때문이다.27)27)

이 글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밑줄 친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해 김순택

이 평소 문장을 지으면 그것을 남유용에게 보여주고 질정, 즉 비평을 받았던 사실

을 알 수 있다. 남유용이 김순택 문장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하고 있었던 원인을

소연히 알게끔 해주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김순택은 남유용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문장을

비평 받을 곳이 없게 된 현실 때문에 탄식을 토해내고 있다. 그리하여 급기야 꿈

에서 남유용을 만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 자신이 지은 행장을 비평해 줄 것

을 부탁하고 꿈에서 깬 뒤에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김순택은 물론 인척을 잃

26) “余旣爲雷淵丈狀, 遇知舊之素慕公者, 聽其議論, 集衆見而潤色之. 顧余有所自悲者. 余他日爲

文, 未嘗不就質於公, 得公之可然後, 乃敢存諸編中. 今也狀雖成, 而公之不可作矣. 將何所質

諸! 昨者余夢拜公. 公顔色欣然如平生. 余以狀文進問曰: ‘何如?’ 公曰: ‘好.’ 又問之, 又曰:

‘好.’ 悚然而覺, 澘然涕下, 甲午三月四日也. 嗚呼! 余之文誠不能發公之潛德, 顧何以稱公之意

而得其一言之褒乎. 異哉! 是果何從而得之也. 事若有不偶然者姑記之.”(金純澤, 答兪汝成論

雷淵狀文書 뒤에 덧붙인 글, 志素遺稿 제3책, 12면)
27) 행장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其文多出於門生ˎ故吏ˎ親舊之手, 以謂非此輩不能知也.”(徐
師增, 1982 文體明辨序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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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 때문에도 슬펐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자신의 글쓰기를 이끌어주

었던 대상을 잃어버린 점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탄식을 토해내고 눈물을 흘리는

김순택의 모습에서 절망감마저 느껴진다.

그런데 사실 남유용 외에 다른 지인들도 김순택의 작품을 비평해 주었다. 먼저

벗인 尹冕東(1720-1790)이 작품 몇 편을 비평해 주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예로 들 수 있다.28)28)또 김순택이 李秉泰傳 29)을29)지인들에게 두루 읽히고 그

것을 읽은 지인들이 그에 대한 後叙를 지은 사실도 그 예로 들 수 있을 터이다.30)30)

이렇듯 원한다면 다른 지인들에게 비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용

의 죽음 이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비평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을 토해낸 것을 통

해, 김순택이 다른 누구의 것보다 남유용의 비평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유용의 비평에 근거해 작품의 보관 여부를 결정했다

28)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金純澤, 答尹子穆書 , 志素遺稿 제3책, 13면 참조. 참고로 ‘子
穆’은 윤면동의 자이다. 한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거론된 작품들에 대해 남유용도 비평

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4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9) 志素遺稿 제3책에 수록되어 있다.
30) 이러한 사실은 “光山金純澤爲之傳以示士大夫, 余序其所感者, 書其傳末如此云爾”(李天輔,

李幼安傳後叙 , 晉菴集 卷6, 한국문집총간 제218책, 236면)라고 한 이천보의 기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幼安’은 이병태의 자이다. 아울러 김순택과 李天輔(1698-1761)

의 관계와 교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천보의 어머니인 광산 김씨는 金萬基

(1633-1687)의 딸인데 김만기는 김순택의 再從祖父였던바, 이를 통해 두 사람이 기본적

으로 인척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른바 東村派를 매개로 교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촌파는 吳瑗(1700-1740), 남유용, 이천보, 黃景源(1709-1787)을 중심으로 東

村(지금의 서울 駱山 아래쪽 종로3가 以東)에 거주하며 오원의 鐘巖 別業을 근거지로 삼

아 교유한 일군의 문인들을 가리키는데, 김순택도 이 동촌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알

려져 있다. 김순택과 김만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光山金氏良簡公派譜 卷4, 光山金氏良簡
公派譜修譜委員會, 2010 참조. 그리고 동촌파의 구성원 및 그 활동에 대해서는 안순태,

2013B 앞의 논문 참조. 한편 남유용도 김순택의 해당 작품을 보고 李幼安傳後序 를 남

겼다. 여기에도 이천보 작품의 문구와 거의 동일한 “李幼安死六年, 光山金殷澤爲之傳, 以

示士大夫之知幼安者”라는 기록이 보인다. 남유용은 김순택의 글이 자세하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내용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후서를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南有容, 李

幼安傳後序 , 雷淵集 卷12, 한국문집총간 제217책, 2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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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순택의 말이 확인시켜 주는 바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그것은 김순택이 남유용으로부터 비

평을 받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또한 남유용의 문학을 비평하기도 했다는 사실

이다. 김순택은 남유용의 自編 詩稿31)를31)읽고 쓴 글에서 산수를 노닐거나 벗들과

교유하며 지은 시와 관련해 “가슴 속 회포가 넓게 트이고 風韻이 流動하여 간혹

긴 편폭의 巨作을 지을 때면 그 깊이 있고 웅건한 筆力이 더욱 드러나 왕성한 기

세를 막을 수 없다. 이는 비유하면 老將이 군대를 부리며 호령하고 지휘할 적에

철저히 규율대로 하면서도 군대를 되돌리려다가 奇兵(적을 기습하는 군대-인용자)

을 출동시켜 급격한 변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으니 일반적인 情理로는 헤아릴 수 없

는 점이 있다”32)라고32)하는 등 전반적으로 그의 시를 高評했다. 아울러 남유용의 시

에 간혹 보이는 道佛的 경향을 두고 비록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하되 그렇다고 바

른 길(儒家)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는 변호를 해주기도 했다.33)33)다만 선별된 시의 수

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시를 더욱 精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34)34)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척이자 사제지간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비평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비평의

빈도가 대등하지는 않고, 남유용이 김순택의 글을 비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31) 여기서 가리키는 시고는 규장각 소장 雷淵詩稿(筆寫本, 5冊, 청구기호: 奎 12241)로 보
인다. 이 책이 자편 시고인 점은 “況先生自選, 已有權衡之精乎”(金純澤, 又書 , 志素遺
稿 제3책, 7면)라고 한 김순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의 본문 첫 장에
남유용의 장서인인 “有容德哉”가 찍혀 있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참고

로 ‘德哉’는 남유용의 자이다.

32) 至如會心於山水朋友之間, 唱酬往復之際, 襟期開廓, 風韻流動, 往往爲長句鉅作, 愈見其筆力

沈健, 浩浩乎不可禦, 譬如老將用兵, 號令指揮, 無非節制, 而及其反旆, 出奇軍, 容驟變, 則有

非常情之可測也.(金純澤, 書雷淵先生詩稿後 , 志素遺稿 제3책, 6면)
33) “唯其幽眇高簡, 或有契於老氏之玄ˎ佛氏之悟, 而未嘗不回轡周道, 歸之於正.”(金純澤, 같은

글, 6-7면)

34) “是詩之選, 豈易乎哉. 雖一字一句, 皆經大匠鑪錘, 何者可取, 何者可舍. 況先生自選, 已有權

衡之精乎! 以此行於世, 可以觀大家之體ˎ制作之盛, 然如欲傳之之遠, 則毋謂其已精而益求其
精也.”(金純澤, 又書 , 같은 책,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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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3. 지소유고와 남유용의 비평

지소유고는 김순택의 筆寫本 문집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
이 현재까지 알려진 김순택의 유일한 문집이다. 表題 및 卷首題가 모두 ‘志素遺稿’

로 되어 있다. 글씨는 烏絲欄에 단정한 楷書로 쓰여 있으며 필체를 볼 때 한 사람

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아마도 김순택 말년이나 그의 사후에 문집

간행을 위해 만든 稿本이 아닐까 생각된다.3535)

이 책은 4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책에는 시가 제2책부터 제4책까지는 산문

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김형택, 김화택, 남유용, 李麟祥(1710-1760), 金茂澤

(1715-1778), 李胤永(1714-1759), 吳瓚(1717-1751), 유한준(1732-1811) 등 가족, 친

척, 인척, 벗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 酬唱한 작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산문은 傳,

序, 行狀, 書簡, 祭文(祈雨祭文 포함), 墓誌銘(壙誌 포함)과 같은 문체의 글들이 수

록되어 있다.

남유용의 평어는 지소유고에 “雷淵評∼”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평어의 글
씨가 본문의 글씨보다 작기는 하지만 그와 필체가 같은 것을 보면 이 또한 같은

사람이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품을 필사하고

아울러 작품에 대한 남유용의 평어가 남아 있을 경우 그것까지 함께 기재한 것이

라 판단된다. 평어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5) 지소유고는 유승민, 앞의 논문; 김수진, 2012 앞의 논문; 박희병, 2012 李麟祥 <劒僊
圖>의 재해석 ,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등을 통해 이미 그 존재가 학계에 알려졌다.
이 연구들은 이인상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지소유고를 활용했다.
한편 남공철이 쓴 문집 서문인 玉溪金先生文集序 가 전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집을

간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

는 지소유고의 해제에서는 이 문집이 만들어진 시기 및 경위에 대해 “저자의 말년이나
사후에 저자가 지은 글들을 정리하여 정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필사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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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 작품 평어 수록 위치 비고

제2책

與容甫書 작품 말미

鄭蘊傳 작품 말미 평어 2개 수록

洪命耈傳 작품 말미

申魯傳 작품 말미

李孝婦傳 제목 아래

書李德根事 작품 말미

尊經閣銘 작품 말미

進士南君行狀 작품 말미

祭伯姑淑人文 작품 말미

祭南岳老文 작품 말미

1. 二兒壙誌

2. 學種壙誌

3. 哭二兒塚文

마지막 작품의 말미
3개 작품을 대상으

로 비평함.

洪孺人哀辭 작품 말미

閔大之哀辭 작품 말미

제4책

1. 與元博書(1)

2. 與元博書(2)
첫 번째 작품의 말미

2개 작품을 대상으

로 비평함.

與元博書(2) 작품 말미

1. 高沙洞祈雨祭文

2. 龍角山祈雨文

3. 戴雲巖祈雨文

4. 巨淵祈雨祭文

5. 李牧淵祈雨祭文

6. 社稷祈雨祭文

7. 達城祈雨祭文

마지막 작품의 말미
7개 작품을 대상으

로 비평함.

위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첫째, 24개 작품을 대상으로 한 17개 평어가 수록되어 있다. 제2책에 수록된 평

어 수가 제4책에 수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잠시 전체 평어의 수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앞장에서 살펴본바 문장을 지을 때마다 남유

용의 질정을 받았다고 한 김순택의 발언이 다시 주목된다. 이 발언을 고려하면 지
소유고에 수록되어 있는 평어의 수가 다소 적게 느껴진다. 김순택의 발언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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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본다면 원래는 현전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수의 평어가 있었으리라 짐작된

다.36)36)따라서 지소유고에 수록되어 있는 평어들은 원래 있던 전체 평어 가운데
선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모두 산문을 대상으로 한 평어만 수록되어 있다.

셋째, 제4책에 수록된 기우제문처럼 비평의 대상이 여러 작품인 경우도 있다.

넷째, 鄭蘊傳 처럼 하나의 작품에 두 개의 평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평어는 대체로 尾評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李孝婦傳 에 대한

평어만 유일하게 題下評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작품과 비평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전형적인 評點批評의 형태이다. 한편 평점비평에서는 언어로 이루

어진 평어 외에도 批點 및 圈과 같은 기호를 활용해 비평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

나 지소유고에는 비점 및 권은 보이지 않는다.37)37)
그렇다면 남유용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비평을 해주었으며, 그 비평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을까? 첫 번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평어가 기재되어 있

는 작품들의 창작 연도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4책에 수록되어 있는 일

련의 기우제문들이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들은 김순택이 淸道郡守 시절 지은 것

이다.38)38)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김순택이 청도군수가 된 때는 1770년 10월 19일이
다.39)39)남유용의 沒年이 1773년임을 고려하면 그는 말년에도 김순택의 작품을 비평

해 주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김순택이 남유용의 문

하에서 수학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남유용이 죽기 직전까지 비평이 이루어졌을 것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물음과 관련해서는 김순택이 문장을 지을 적마다 남유용에게 질

정을 받았다고 고백한 점에 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김순택

36) 김순택의 발언에 얼마간의 과장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현전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평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7) 원래는 비점 및 권도 존재했으나 문집 편찬 과정에서 수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8) 기우제를 올린 장소인 高沙洞, 龍角山, 巨淵, 李牧淵 등이 모두 청도의 지명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39)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10월 19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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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유용의 문하에서 수학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문장을 지으면 그것을 남유용에

게 보여주고 비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유용이 죽기 직전까지 이

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남유용 비평의 양상

1) 작품의 주요한 특징에 대한 언급

문학 비평을 할 때 평자가 기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대상 작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하는 점일 터이다. 남유용의 평어들 중에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 제법

보이는바, 일단 이 평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洪孺人哀辭 에 대한 평어이다. 이 작품은 김순택이 金仲鎭이

라는 사람으로부터 부인 洪氏의 삶을 기리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은 것

이다.40)40)이 작품은 서문과 辭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유용은 그 각각을 대상으로 다

음과 같이 평했다.

序에는 법도가 있고 辭 또한 예스럽다.

序有法度, 辭亦古.41)41)

차례대로 살펴보면 일단 서문에 대한 언급은 그 체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다. 이 작품의 서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댁에

서 며느리, 동서, 부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孺人의 행실을 소

40) 金純澤, 洪孺人哀辭 , 志素遺稿 제2책, 83면. 한편 홍씨의 남편 김중진은 김순택과 교
유했던 인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與諸子約游西湖未就, 仲鎭詩適至, 却和寄 (金純澤,

志素遺稿 제1책, 13면); 次韻寄仲鎭足下 (같은 책, 22면) 같은 시들을 통해 추정이 가
능하다.

41) 志素遺稿 제2책,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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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남편에게 과거 시험 준비를 권유하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합격해야 함을 강조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유인의 구체

적인 행실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부분에서 제시된 유인의 모

습이 과거 합격을 매우 중시하는 사대부 풍속에 경종을 울릴만하다는 평가를 내리

고 있다.42)42)정리하면 이 서문은 유인의 ‘전반적인 행실’, ‘구체적인 행실’, ‘행실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 셈인데, 이는 한 인물의 삶을 기록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덧붙이는 傳의 체재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서문은 한 편의 小傳이라

할만하다. 이렇듯 짧은 글이지만 짜임새 있는 체재를 취하여 유인의 삶을 형상화

한 점 때문에 ‘법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사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는 사 속의 “晏嬰氏는 ‘부인은 남편에게 유순

하되 그를 바르게 해야 하네’라고 했는데 유인이 바로 그랬지”라는 대목이 주목된

다.43)43)여기서 안영씨는 중국 春秋時代 인물인 晏子를 가리키고, 인용된 말은 春秋
左氏傳 昭公 26년 조에 보인다. 김순택은 유인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 덕목
을 잘 체득한 인물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안자의 말을 인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고대 인물인 안자의 말이 인용됨으로써, 동시에 사 전체가 고풍스러운 분위

기를 띠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가 예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閔大之哀辭 에 대한 평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은 김순택이 29

세 이른 나이에 죽은 인척 閔百兼(1719-1747)을 추도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44)44)

그 평어는 다음과 같다.

42) 金純澤, 洪孺人哀辭 , 志素遺稿 제2책, 83-84면.
43) “晏嬰氏云, 妻柔而正, 孺人有兮.”(金純澤, 같은 글, 84-85면)

44) 민백겸의 부친은 閔遇洙(1694-1756)인데, 민우수 누이의 남편인 金光澤(1685-1742)이 바

로 김순택의 三從兄이다. 이를 통해 김순택과 민백겸이 인척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김순

택은 이 글에서 민백겸과 5-6년 정도 사귀는 동안 서너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金純澤, 閔

大之哀辭 , 志素遺稿 제2책, 87면). 김광택의 집안에 대한 정보는 光山金氏良簡公派譜
卷4, 光山金氏良簡公派譜修譜委員會, 2010, 223-2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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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錯綜되어 있으면서도 整齊되어 있으니 南豊(曾鞏을 가리킴-인용자)의 심원한

뜻을 얻었다.

纂文綜錯齊整, 得南豊深遠之旨.45)45)

먼저 ‘글이 착종되어 있으면서도 정제되어 있다’는 언급은 문장 속에 불규칙성과

규칙성이 뒤섞여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작품의 句法的 특징을 지적한 말이

다. 여기서는 서문의 구법을 살펴봄으로써 이 언급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의 서문은 문장이 대체로 散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그 사이

에 간간이 규칙적인 문장이 들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음 부분을 들 수 있다.

士大夫相與,

① 語人之有賢父兄者, 必擧大之者, 樂道其世德之厚而期望之遠也;

② 語人之有良子弟者, 必擧持平公者, 爲其以所受於父兄者敎其子而能世其家聲也.46)46)

사대부들끼리 어진 父兄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 大之(민백겸의 자-인

용자)를 거론함은 그가 世德이 두텁고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요, 훌륭한 子弟가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 持平公(민백겸의 부친 민우

수를 가리킴-인용자)을 거론함은 그가 부형에게 물려받은 바로써 그 자식을 가르쳐 집

안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①과 ②는 크게 볼 때 ‘語人之有∼者, 必擧∼者, ∼

而∼也’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불규칙적인 문장들 사이에 정제된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법은 문장이 불규칙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막고

균형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47)47)

그런데 사실 ①과 ②가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而∼

也’의 후반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48)48)일단 ②의 후반부 글자

45) 志素遺稿 제2책, 88면.
46) 金純澤, 같은 글, 86-87면.

47) 산구들 속에 정제된 구문이 삽입되면 균형감이 생긴다는 점은 심경호, 1998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60면 참조.

48) ‘語人之有∼者, 必擧∼者’의 전반부는 문장구조상 완벽하게 대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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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①의 후반부에 비해 더욱 늘어나 있다. 그리고 문장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①

과 ②의 후반부는 큰 구조는 동일하되 세부적인 통사구조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를 통해 규칙적인 문장 속에도 불규칙적인 요소가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규칙성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안

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작품은 구법의 측면에서 볼 때 ‘불규칙성

과 규칙성의 조화’에 대한 작자의 노력이 발휘된 글이라 할 수 있다. 남유용은 바

로 이 점을 작품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목했다.

그렇다면 평어의 뒷부분에서 증공 운운한 것은 무슨 말인가? 증공은 儒家思想

에 충실한 글을 쓴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49)49)그런데 그는 문장을 전개할 때 종

종 산행 속에 騈儷句 혹은 그와 흡사한 구문을 삽입함으로써 착종의 미와 정제의

미가 어우러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곤 했다.50)50)이는 김순택이 구사한 구법적 특징과

일치한다. 결국 남유용은 민대지애사 에 구현된 구법이 증공의 산문에 연원을 두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김순택이 그러한 증공 산문의 특징을 잘 체득했다고 평

가한 것이다.

한데 남유용이 비평을 할 때 중국 문인에 견준 점은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평어에서도 발견된다.

昌黎(韓愈를 가리킴-인용자)는 딸 挐의 銘을 지으며 ‘慧而早死’(총명하였으되 일찍

죽었다)라는 네 글자만으로 저승까지 슬픔으로 감동케 했으니, 후인들의 허다한 말은

모두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 세 편은 번다함과 간략함의 중간을 얻은 듯하다.

49) 증공 문학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吳小林, 1984 唐宋八大家,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197-199면 참조.

50) 증공 산문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吳孟復, 1985 唐宋古文八家槪述, 合肥: 安徽敎育
出版社, 153-155면 참조. 이 책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구현된 작품의 대표적 예로 寄歐陽

舍人書 를 들었다. 전반적으로 산행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작품 속에는 간간이 규칙적

인 문장이 삽입되어 있다. 다음이 규칙적인 문장의 대표적인 예이다: “人之行, 有情善而

迹非, 有意奸而外淑, 有善惡相懸, 而不可以實指, 有實大於名, 有名侈於實, 猶之用人, 非畜

道德者, 惡能辨之不惑, 議之不徇? 不惑不徇, 則公且是矣.”(曾鞏, 2013 寄歐陽舍人書 , 曾
鞏集(上冊) 卷16, 北京: 中華書局,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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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黎銘女挐, 只‘慧而早死’四字, 而悲動九原, 後人數千萬言, 皆不能及也. 此三篇其繁約

之中乎.51)51)

위는 二兒壙誌 를 비롯한 세 편 작품에 대한 평어이다. 남유용은 여기서 한유

의 작품에 견주어 김순택의 작품들을 평하고 있다. 이 외에 중국 문인에 견준 경

우가 한 차례 더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蘇洵이다.52)52)그런데 이 문인들의

면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이 모두 唐宋時代를 대표

하는 古文家들이라는 점이다. 일단 이는 2장에서 살펴본바, 남유용이 김순택의 문

장 전반을 두고, 漢代 사마천은 물론이요, 한유와 구양수로 대표되는 당송 고문가

의 법을 깊이 체득했다고 평가한 점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카인

南公弼(1715-1763)을 위해 써준 글에서 “六一氏(歐陽脩를 가리킴-인용자)는 넓게

한 이후에 요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많았고, 老泉氏(소순을 가리킴-인용자)는

축적한 이후에 표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오래갔다. 창려는 이치에 전심했기

때문에 그 사상이 전일했고, 柳州(柳宗元을 이름-인용자)는 문사를 중시했기 때문

에 그 선택이 정밀했다. 이 여러 公은 그 말이 모두 후대 문학가의 法이 되기에

족하다”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53)53)남유용은 작문법과 관련해 구양수, 소순,

한유, 유종원과 같은 당송 고문가들의 그것을 典範으로 여겼다.54)54)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유용에게 있어 당송 고문가들은 전범적 작가였던 것이다.55)55)따

51) 志素遺稿 제3책, 79면. 평어에서 인용된 한유의 글은 女挐壙銘 이다. 이 글의 서문 첫

머리에 “女挐, 韓愈退之第四女也, 慧而早死”(韓愈, 1988 女挐壙銘 , 韓昌黎文集校注
(第一冊), 臺北: 世界書局, 323면)라는 말이 나온다.

52) 志素遺稿 제4책, 83면. 이 평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53) “六一氏博而後約者也, 故語其多; 老泉氏積而後發者也, 故語其久, 昌黎氏主乎理, 故其思也

專; 柳州氏急於詞, 故其擇也精. 此數公者, 其言皆足以爲後世學文者法.”(南有容, 二多齋說 ,

雷淵集 卷27, 한국문집총간 제218책, 32면)
54) 이러한 사실은 아들 남공철의 다음 말이 확인시켜주는 바이기도 하다: “爲文章, 本之六

經, 參以諸子百家, 硏精覃思, 極微鉤玄, 辭簡而古, 氣醇而厚, 尤長於敍事, 以程ˎ朱之義理,
繼韓ˎ歐之格法, 卒之於道純如也.”(南公轍, 先府君言行錄 , 潁翁續藁 卷4, 532-5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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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남유용이 실제비평을 할 때 당송 고문가들의 문학적 성취에 견주어 대상 작

품을 평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당송 고문가들을 끌어온 것 속에는 그의

평소 문학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 생각과 경험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공감의 표출

남유용은 간혹 평어에서 작품에 대한 공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란 단순히 작품의 내용에 동의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자와 평자가 생각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공감이다. 이 절에

서는 이러한 공감이 표출된 평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南公輔(1721-1748)에 대한 작품들에 붙인 평어들이다. 남공보

는 28살 이른 나이에 죽은 남유용의 아들이다. 김순택은 조카인 남공보를 위해 행

장과 제문을 지었는데 남유용은 이 두 편의 작품 모두에 평을 붙였다. 그 평어는

각기 다음과 같다.

(가) 앎이 깊기 때문에 기록이 참되다. 백대 이후에 이 글을 읽는 이가 있다면 그

인물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其知之也深, 故其志之也眞. 百世之下, 有能誦此文者, 可以得其人矣.56)56)

(나) 참되게 아는 말이니 글자마다 눈물겹다.

眞知之言, 字字可涕.57)57)

(가)는 행장에 대한 평어이고 (나)는 제문에 대한 평어이다. 두 평어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남유용이 두 작품의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가)에서는 해당 글을 읽으면 남공보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김순택이 남공보의 진면목을 적실하게 포착했다고 인정한 것에 다름

55) 이영휘, 앞의 논문, 187-192면; 백진우, 앞의 논문, 290-291면 참조.

56) 志素遺稿 제2책, 43면.
57) 志素遺稿 제2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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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러한 인정은 김순택이 그려낸 남공보의 人物像에 대해 남유용이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터이다. 남유용은 손수 남공보의 墓表를 지었는데, 그곳

에 실린 내용 가운데, 예컨대 남공보가 어렸을 적에 멋대로 놀다가 나이가 들며

스스로 공부에 매진했다는 점, 그가 부친을 대신해 집안일을 살뜰하게 챙겼다는

점 등은 김순택의 작품들에도 공통적으로 보인다.58)58)이를 통해 남유용이 생각한

아들의 인물상이 김순택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는바, 바로 이러한

생각의 일치가 남유용의 공감을 이끌어 냈을 것이다.

한편 그 연장선상에서 (가)의 ‘앎이 깊다’는 언급이 눈에 띈다. 김순택과 남공보

가 고모부와 조카 사이임을 고려하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김순택과 남공보 사이에는 어떤 각별함이 존재했던 듯하다. 남공보가 김순

택에게 보낸 시를 보면, 남공보가 오랜 기간 보지 못한 김순택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실 및 두 사람이 평소 잘 어울리곤 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를 통해 그러한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59)59)따라서 이러한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남유용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글들을 지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음 직하다.

마지막으로 “글자마다 눈물겹다”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남유용이 자신의

58) 南有容, 亡子公輔墓表 , 雷淵集 卷12, 한국문집총간 제217책, 507-508면; 金純澤, 進
士南君行狀 , 志素遺稿 제2책, 39-43면; 金純澤, 祭南岳老文 , 志素遺稿 제2책,
58-60면. 참고로 ‘岳老’는 남공보의 자이다.

59) 시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之子樂幽居, 幽居非洛下. 去時秋九月, 黃花英歸馬.

今夜思玉溪, 春草靑可把. 我懷與誰言, 惟有三冠者.”(南公輔, 寄玉溪金子(純澤) , 省齋零
藁, 규장각 소장본, 1b면) 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首聯부터 頸聯까지는 김순택에 대한
그리움이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尾聯에서는 그 그리움을 나눌 수 있는 인물이 세 사람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이 미련에는 “從兄元直氏, 李兄廣文, 兪生子兢, 皆同我心

者”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바, 여기서 ‘元直’은 南公弼을, ‘李廣文’은 李演을, ‘兪子兢’은 兪

盛基를 가리킨다. 이 구절을 통해 남공보와 김순택 및 주석에 나오는 세 명을 합한 다섯

사람이 잘 어울렸던 정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이연은 남공필의 매부이므로 남

공보와는 인척 사이가 된다. 그리고 유성기는 남유용을 종유했던 인물로 보이는바 남공

보와도 가깝게 지낸 듯하다. 유성기가 남유용을 종유했다는 사실은 “(…) 君於是漠然無

所向, 槖其書, 踵余而求學焉”(南有容, 與兪生盛基序 , 雷淵集 卷11, 한국문집총간 제

217책), 258면 참조. 아울러 성재령고는 남공보의 조부인 남한기의 寄翁集에 부록으
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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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드러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소유고 수록 평어들 중에 감정이 표

출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데, 이는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두고 보일 수 있

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남공보의 죽음은 집안사람

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남유용의 첫 번째 부인 杞溪 兪

氏는 8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7명이 죽고 남공보만 살아남았다. 설상가상 유씨도

남공보가 11살 때 죽었다. 이 때문에 남유용은 남공보에 대해 애잔한 마음을 가졌

다.60)60)그런데 이 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사람이 누구인들 죽지 않겠

냐만 / 네 비극만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점,61)61)“산이 닳고 바다가 마를지라

도 / 이 원통함 어찌 다하랴”라고 한 점62)62)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남유용은 장성한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꼈다. 이런 점에서 “눈물겹다”는

남유용의 말 속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비극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金茂澤에게 보낸 편지들에 붙인 평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들이 없던

김순택의 동생 金和澤은 再從兄 김무택의 막내아들을 양자로 들이기로 한다.63)63)그

런데 일이 결정된 이후, 돌연 김무택의 두 아들, 즉 첫째 金相儼과 둘째 金相儀가,

‘자기 부친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하는 것’(捨己父而謂他人父)을 허용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동생을 양자로 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

는다. 두 조카의 반대 소식을 접한 김순택은 원래 결정대로 실행해줄 것을 부탁하

는 편지를 김무택에게 보낸다. 그러나 얼마 후 동생으로부터 김무택이 조카들의

의견을 따르려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김무택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그를 설

득한다.64)64)남유용은 이 두 편의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붙였다.65)

60) “兪氏八子亡其七, 其死也獨公輔年十一. 父悲憐之 (…)”(南有容, 앞의 글, 507면)

61) “人孰無死, 莫如汝悲.”(南有容, 祭亡子文 , 雷淵集 卷18, 한국문집총간 제217책, 381면)
62) “山磨海竭, 此寃曷窮.”(南有容, 祭亡子墓文 , 같은 책, 382면)

63) 김순택의 편지에 의하면 김무택은 ‘少子’(막내아들)를 양자로 보내기로 했다(金純澤, 與

元博書 (1), 志素遺稿 제4책, 78면). 김무택에게는 金相儼(1739-1795), 金相儀(1742-

1818), 金相任(1753-1808), 金相休(1757-1827) 이렇게 모두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 따라

서 김화택에게 양자로 보내기로 한 아들은 김상휴로 보인다. 김무택의 아들들에 대한 정

보 및 김화택과 김무택의 관계는 光山金氏良簡公派譜 卷4, 光山金氏良簡公派譜修譜委
員會,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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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정서가 비통하고 말이 완곡하여 타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옛 사람이 “老泉의

족보에 대한 서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孝悌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다.66)66)이 두 편

의 작품은 반복적으로 가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족보에 대한 서문과 같

은 정도에서 그치겠는가! 元博(김무택의 자-인용자)은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

는 인물이니 감응하는 이치가 있을 것이다.

情悲而詞婉, 有足動人. 古人云: “讀老泉譜序, 油然生孝悌之心.” 此二篇文字, 其反復惻

怛, 豈如譜序而止哉! 元博孝友人也, 庶幾有感應之理乎.67)67)

평어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김무택이 편지를 읽고 감응할 것이라고 한

것과 편지가 타인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일단 평자인 남유용 자신이 편

지를 읽고 감동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올 수 있는 말일 터이다. 이 편지

가 자아내는 가여움이 소순의 작품보다 훨씬 더하다는 말만 보아도, 남유용이 이

작품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두 편의 편지는 김무택에게 애초 결정대로 막내아들을 동생의

양자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단 김

순택은, 애초의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조카들의 행동 및 그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

는 김무택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전의 문구 및 고금의 구체적인

사례를 끌어와 조카들 주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논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김무

64) 이상의 내용은 金純澤, 與元博書 (1)(2), 志素遺稿 제4책, 78-88면 참조.
65) 한편 두 번째 편지만을 대상으로는, “此文如泛舟中流, 左右看山, 奇峯層出, 應接不窮, 而一

脉主意, 正在起伏不斷處”(志素遺稿 제4책, 88면)라고 하여, 작품 구성상의 특징을 언급
한 평을 붙였다.

66) 인용된 구절은 소순의 蘇氏族譜 서문, 즉 이른바 族譜引 에 나온다. 이 글에는 “嗚呼!

觀吾之譜者, 孝悌之心, 可以油然而生矣”(蘇洵, 1993 蘇氏族譜 , 嘉祐集箋注, 上海: 上
海古籍出版社, 373-374면)라는 구절이 두 번 나오는바, 결국 남유용이 언급한 ‘옛 사람’은

소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순은 자신이 편찬한 족보

를 보면 효제의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남유용은 족보가 아니라 해당 서문

을 보면 효제의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남유용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싶다.

67) 志素遺稿 제4책,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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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설득하려 노력한다.68)68)아울러 “동생은 여러 從兄弟 가운데 가장 늦게 태어났

습니다. 만일 左右(김무택을 가리킴-인용자)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끝내 자식이 없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친은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동생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우리 형제들보다 좌우께 기대하시는 것이 훨씬 더합니다” 등과 같

은,69)69)김무택이 동생과 자기 집안이 처한 상황에 슬픔과 연민을 느낄 수 있을 법

한 말들을 꺼내놓음으로써, 인정에 호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남유용이 이

두 편지를 두고 완곡한 말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 비통함 및 가여움과 같은 정

서를 자아낸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두 편

의 편지는 어떻게든 동생에게 후사를 얻게 해주고 싶어 하는 형 김순택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남유용은 편지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김

순택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남유용이 장성한 외아들을 잃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유용은 남공보의 죽음으로 인해 후사를 잃게 되었다.70)70)그 후 남공철이 태어나

기 전인 1759년까지, 10여 년 동안 남유용에게는 후사가 없었다. 50대 동안 후사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유용은, 4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후사가 없는 동생 김화택

을 위하는,71)71)김순택의 간절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터이다. 다시 말해 남

유용은 김순택의 간절한 마음에 잘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그

는 김순택과 그 집안사람들의 처지를 대하며 타인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안

타까움을 느꼈을 법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무택이 편지를 읽고 감응할 것이라

고 한 것과 같은 언급은 상대방을 위한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한다.72)

68) 특히 두 번째 글에서 이러한 면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9) “家弟在諸從兄弟, 最是晩生. 若左右而不許, 則是終無子也. 吾母氏年迫九耋, 方憂吾弟之無

子, 而望之於左右者, 殆有甚於吾兄弟.”(金純澤, 與元博書 (1), 志素遺稿 제4책, 82면)
70) “我生維八, 其存者一. 汝之死矣, 我嗣遂絶.”(南有容, 祭亡子文 , 雷淵集 卷18, 한국문집

총간 제217책, 381면)

71) 이 편지를 쓸 당시 김화택은 이미 40대에 접어든 상태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獨吾弟則年過四十, 尙未有一男 (…)”(金純澤, 與元博書 (2), 志素遺稿 제4책), 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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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 문제점 지적 및 수정·보완의 요구

남유용의 평어들을 살펴보면, 李孝婦傳 을 두고 “小篇이지만 議論이 좋다”라고

한 것처럼73)73)해당 작품에 대해 高評을 한 경우도 있지만, 해당 작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더 나아가 그 구체적인 수정·보완의 방안을 제시한 경우들도 제법 있

다. 여기서는 이러한 평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書李德根事 에 대한 평어이다. 이 작품은 이덕근이라는 筆工

의 삶에 대한 짧은 기록이다. 김순택은 이덕근이 남유용의 형인 南有常(1696-

1728)의 知遇를 입었던 점 및 그가 사대부 못지않은 지조를 지녔던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시키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덕근이 가난한 처지로 인해

부모의 喪葬을 잘 치루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때까

지 일부러 불편한 삶을 살았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옛날에

몸을 깨끗이 하여 스스로를 지킨 사람은 販夫와 賤工 중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

는데 덕근 같은 이가 그런 인물일 터이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74)74)이로 볼

때 김순택은 훌륭한 점을 지닌 非士大夫層 인물의 삶을 조명하려는 목적 하에 이

작품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남유용은 이 작품에 대해 다음 같은 평을 붙였다.

德根은 실로 남보다 뛰어난 행실이 많은데 이것들을 혹 적지 않았으니, 아마도 문견

이 미치지 않은 것일 터이다. 내가 일찍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으니 참조해 볼

72) 그러나 김순택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화택은 김무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는 데 실패한

다. 이후 김화택은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는데, 김순택은 “嗚呼痛哉, 君其逝矣. (…) 尤其

悲者, 沒無一孤. 天下可哀, 有如君乎. 賢而如此, 善人奚勸. (…) 求子於宗, 其責在我. 豈無

仁人, 可以許者”(金純澤, 祭季氏 , 志素遺稿 3책, 133-134면)라고 하여, 김화택이 후사
도 없이 죽은 것을 비극으로 여기며 그를 위해 후사를 구해줄 것을 다짐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族人의 아들인 金相重을 양자로 들이게 된다(金純澤, 禮仲墓誌 , 같은 책, 111면

참조).

73) “小篇好議論.”(志素遺稿 제2책, 21면)
74) “古之潔身自守者, 蓋多隱於販夫ˎ賤工, 若德根者, 豈其人歟!”(金純澤, 書李德根事 , 志素

遺稿 제2책,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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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다.

德根固多絶人之行, 而此或不書, 豈聞見不及歟. 僕曾有私識, 可互看也.75)75)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남유용도 이덕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는 이

덕근이 남유상의 문하에서 노닐었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

질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

에서 이미 밝혔듯이 남유용은 평소 閭巷人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76)76)그는 젊

은 시절부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출신이 한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대부

들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77)77)그리하여 “閭巷의 인

물이 비록 선행이 있어도 출신이 한미한 나머지 스스로 드러나지 못함을 맘속으로

슬퍼했다”라고 하며78)78)金聖基, 林俊元 등과 같은 여항인들의 전을 짓기도 했다. 이

렇듯 그 스스로가 평소 훌륭한 점을 지닌 비사대부층 인물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점이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라 하겠다. 이 때문에 남유용은 이덕근에게 관심을 갖

고 두 번째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 대한 글까지 지었을 것이다.79)79)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남유용은 김순택의 이 글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글에는, 이덕근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면 공통적으로 가질 법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대상의 훌륭한 면모를 제대

로 드러내기에는, 담고 있는 글의 내용이 다소 빈약하다는 점이다. 남유용 평어의

첫 번째 문장에도 그러한 아쉬움이 은연중 표출되어 있다. 남유용이 두 번째 문장

에서 김순택에게 자신의 글을 참조하여 내용을 보충할 것을 권유한 것도 근본적으

75) 志素遺稿 제2책, 24면.
76) 손영희, 앞의 논문, 41-48면; 안순태, 2013A 앞의 논문, 40면 참조.

77) “今之士大夫, 取人以地位相高下, 取才亦以其類, 雖有高世之才, 人微而地卑焉, 卒不肯相引援

以成其美, 至於老死而不售者相踵也.”(南有容, 省齋稿序 , 雷淵集 卷11, 한국문집총간 제
217책, 255면) 참고로 이 작품은 丙午年(1726)에 창작되었는데 이는 남유용이 29세 때이다.

78) “余因此而竊悲閭巷之人, 雖有善行, 而跡卑而地寒, 卒不能自章也.”(南有容, 林俊元傳 , 雷
淵集 卷27, 한국문집총간 제218책, 36면)

79) 남유용이 지었다는 이덕근에 대한 글이 무엇인지는 미상이다. 뇌연집에서는 이덕근에
대한 글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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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평어 속에는 자신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의 진면목을 잘 표창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申魯傳 에 대한 평어이다. 이 작품에는 술에 취해 일반

적인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곤 한 申魯(1670-1730)의 放達不羈한 면모가 주로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면모에 대해 김순택은 “신로는 준결함 때문에 시대와 부합

하지 못했다. 모든 感憤과 不平이 술을 통해 드러났으니, 저 사람 또한 격발된 바

가 있는 것이다”라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80)80)즉 이 글을 통해 시대와 불

화한 한 호방하고 강개한 인물의 삶을 조명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남유용은,

묘에 올린 술을 입을 대고 마시는 것은 본래 골계의 일에 속한다. 그 밖에도 뛰어난

행실이나 남다른 절조가 없는데 傳을 지었으니 이는 아마도 영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墓酒口受, 本屬滑稽事. 其他又無卓行奇節, 作傳, 恐不足爲榮也.

라고 하여,81)81)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로가

부친의 묘에 올린 술을 입을 대고 마시는 것과 같은 기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그를 대상으로 전을 지을 만큼 그에게 뭔가 남다른 점이 없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유용 또한 신로와 비슷한 인물에 대한 전을 지었다. 화가 金鳴國

(1600-?)에 대한 전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서 남유용은 김명국의 뛰어난 그림 솜

씨는 물론이요 그와 얽혀 있는 기행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김명국의 기행 또한

술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신로의 경우와 무척 닮았다. 다만 신로전 과 金鳴國

傳 의 내용을 통해 비교해보면, 두 인물의 행동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순

택에 의하면 신로에게 있어 음주는 시대에 대한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다. 그렇다면 술과 관련된 그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80) “然以魯之峻潔, 不合於時, 凡有感憤不平, 必于酒發之, 彼亦有所激云.”(金純澤, 申魯傳 , 志
素遺稿 제2책, 19면)

81) 志素遺稿 제2책,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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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대와 불화한 이유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순택

은 그것을 그의 준결함 때문이라고 소략하게 설명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에 부족하다. 이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 그의 행동이 잘못된 음주습

관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다. 반면에 김명국전 에서 김명국의 음주는 창조력의

원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그가 반드시 술을 마음껏 마시고 취한 다음에야

그림을 그렸다는 설명이 뒷받침해준다.82)82)그리고 지옥도를 그려달라고 의뢰한 승

려에게 취한 상태에서 “지옥이 없다면 그만이나, 만약 있다면 너희들이 아니면 뉘

들어가겠느냐”라고 꾸짖은 것은,83)83)물론 행패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대중에게 겁을 주어 시주를 받을 승려들에 대한 풍자로 해석될 수

도 있다.84)84)이러한 점에서 남유용은 기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무의미하게 보이

는 기행’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남유용이 작품 속에 소

개된 신로의 기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유용이 신로를 두고 전을 지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문제 또한 김순택 작품의 성취에 근거해 답

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인물에 대한 생각은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좋은 글은 독자로 하여금 해당 인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유용의 스승인 李縡가 지은 신로의 墓誌를 참고할 필

요가 있다. 그 글에서도 신로는 시대와 불화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다만 이재의

82) “嗜酒能一飮數斗, 求其畫者, 必多置酒, 浹其量, 然後乃肯畫. 不大醉不畫, 故其畫多奇氣.”(南

有容, 金鳴國傳 , 雷淵集 卷27, 한국문집총간 제218책, 34면)
83) “鳴國箕踞罵曰: ‘地獄無則已, 如有, 非若徒之入而誰入也!’”(같은 글, 34-35면)

84)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임유경, 1995 앞의 논문, 194면 참조. 한편

주지하다시피 남유용의 김명국전 은 鄭來僑(1681-1757)의 畵師金明國傳 을 바탕으로

지은 작품인데, 승려 관련 장면은 정내교의 작품에도 실려 있다. 두 작품의 해당 장면을

비교해 보면 내용은 동일하되 표현상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박희병 교수는 화사김명국

전 의 해당 장면을 두고 김명국의 ‘뚜렷한 사회의식’이 표출된 부분이라 평가한 바 있다

(박희병, 1992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394면).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면 남유용은 김명국의 뛰어난 그림솜씨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표출한 사회의식 때문에도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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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는, 신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 및 신로의 직

접적인 발언이 담겨 있다.85)85)따라서 남유용처럼 신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

는 사람도 이재의 묘지를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김순택 작품의 설득력 부재가 다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2장에서 살펴본바 김순택이 남유용의 비평을 준신했다고 한 발언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상의 두 작품만 놓고 보면 김순택이 남유용의

평을 따랐다고 보기에 어려울 듯하다. 서이덕근사 의 경우, 현전하는 작품이 소략

한 점을 고려할 때, 남유용의 평에 의거해 보충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신로전 의 경우, 남유용이 작품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문집에 실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이 온전히 수용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86)86)그렇다면 김순택의 발언은 의례적인 말 정도로 이해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김순택의 발언에 얼마간의 과장

이 담겨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일부 작품에서 남유용의 평을 수

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예로 鄭蘊傳

을 들 수 있다. 鄭蘊(1569-1641)은 光海君 시기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永昌大君

이 강화부사 鄭沆에게 살해당하자 상소를 올려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청

하고, 仁祖 시기 두 차례 胡亂 때에는 和議에 적극 반대한 것과 같은 일들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순택이 지은 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다.

이 작품을 두고 남유용은 두 개의 평을 붙였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두 번

85) 관련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伯曾忠愛根性, 自布衣已然. 衰晩通籍, 志氣愈厲, 聞

一政令之失, 彌日歎咤, 或廢寢食, 嘗自誦曰: ‘大丈夫當信心直行, 不可用機巧. 機巧一生, 便

害吾正大之氣.’ 是以立朝不滿三載, 數出位言事, 卒以是顚沛而不顧. 上雖知其樸直, 而亦不能

用也. 嗚呼, 今之人往往終身喑默, 坐致高官美職, 又善候人主意色, 依倚淟涊, 不欲失之, 當

國勢危急, 亦伈伈縮手坐視, 以幸其無罪, 其謀身至巧, 而於國家何益! 若伯曾者, 其一斥不復

也宜哉!”(李縡, 校理申公墓誌 , 陶菴集 卷43, 한국문집총간 제195책, 400면) 참고로

‘伯曾’은 신로의 자이다.

86) 다만 작품 말미에 청렴하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한 신로의 모습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부분은 김순택이 신로의 인간됨에 대한 남유용

의 부정적 의견을 의식해 추후 보충해 넣은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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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평어이다. 남유용은 여기서 “작품 말미에 마땅히 希亮의 사건을 삽입하여 얼마

간 感憤의 뜻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87)87)정온의 玄孫인 鄭希亮(?-1728)

이 戊申亂(李麟佐의 난)에 가담한 사실을 작품의 말미에 보충해 넣을 것을 주문하

고 있다.88)88)실제로 작품의 말미에

今上(英祖를 가리킴-인용자) 戊申年(1728)에 간신 一竟89)의89)무리가 조정 안팎으로

널리 퍼져 사악한 말로 서로 선동하여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했다. 당시 정온의 후

예인 희량도 영남 역적의 추대를 받아 함께 거사했다가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했다.

군자는 “桐溪(정온의 호-인용자) 같은 현명한 인물에게도 희량처럼 모반에 가담해 집

안을 무너뜨린 후손이 있으니 이는 영남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다”라고 했다.90)90)

라는 정희량에 대한 내용이 짧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만

약 이 부분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남유용이 굳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

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남유용의 지적을 받고 보충된 곳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무신란은 少論과 南人의 일부세력이 영

조와 老論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정희량은 영남 남인으로서 무신란

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남유용은 정치적으로 노론에 속했던바, 그로

서는 자기 당을 제거하려 한 이 사건을 절대 잊기 어려웠을 터이다. 이 때문에 정

온의 전을 읽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정희량의 일을 떠올리고, 역시 노론에 속한

김순택에게 그 일을 보충해 넣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남유용의 비평

속에는 노론계 인물인 그의 당파성이 개입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두 번째 예로 살펴볼 것은 김순택이 청도군수 및 무주부사로 있을 당시

87) “篇末當入希亮事, 以致多少感憤之意.”(志素遺稿 제2책, 10면)
88) 첫 번째 평어에서는, “峻潔可諷, 而轉折少精氣”(같은 책, 같은 면)라고 하여, 작품의 장점

과 단점을 아울러 지적하기도 했다.

89) 辛壬獄事를 일으킨 金一鏡(1662-1724)을 가리킨다. 그는 소론에 속한 인물이었다.

90) “今上戊申, 賊臣一竟之黨, 布列中外, 以凶言相煽, 擧兵向闕. 時蘊之後希亮, 亦爲嶺南賊所推,

同發伏誅. 君子以爲: ‘以桐溪之賢, 而乃有希亮謀反覆其家, 斯乃嶺南之所可恥也.’”(金純澤,

鄭蘊傳 , 志素遺稿 제2책,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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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일련의 기우제문들이다. 남유용은 청도군수 시기 창작된 작품들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평했다.

7편 모두 가작이다. 다만 뜻이 글에만 있고 비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비는 더욱 얻

기 어려울 것이다.

七篇俱屬佳作. 但志在文, 不在雨, 所以雨愈難得.91)91)

남유용은 다소 장난스러운 어조로 해당 작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

디로 정리하면, 창작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만 뛰어난 작품들이라는 것이 이

기우제문들에 대한 남유용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남유용의 생각에 의거해 이 작품

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다음은 7편 가운데 가장

편폭이 긴 社稷祈雨祭文 의 중간 부분이다.

(가)

① 惟山爲郡之望, 其威靈可以調叶陰陽, 而召致烋祥矣;

② 惟洞爲山之門戶, 而出納命令, 宣布惠澤矣;

③ 惟淵爲龍之居, 而呼吸風雲, 昭著功用矣.

然皆無常祀, 有災則擧.

(나)

若社與稷, ④ 萬民之所依而百神之所宗也, 故有常祀, ⑤ 春而祀, 祈年也; 秋而祀, 報成

也, 其神最尊, 其祀最重, 然不敢以微災告, 惟災之大而非諸神之可治也, 然後乃告, ⑥ 故

其禱爲最後而其望爲最切, 盖其理然也.

(다)

今夏之旱, 亦已甚矣.

⑦ 其始也禱, 禱而有雨, 若可以救其枯者;

⑧ 其後也禱, 禱而無雨, 苗而枯者, 噫其已矣; 穗而枯者, 又可望其有秋乎!92)92)

산은 고을이 바라보는 바로서 그 신령함이 陰陽을 조절하여 상서로움을 불러올 수

있고, 골짜기는 산의 출입구인데 명령을 출납하여 혜택을 퍼뜨리고, 못은 용이 거주하

는 곳인데 바람과 구름을 끌어와 효용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두 고정적인 제사는 없

91) 志素遺稿 제2책, 10면.
92) 金純澤, 社稷祈雨祭文 , 志素遺稿 제4책, 93-94면.



․ 金純澤의 散文에 대한 南有容의 批評 연구 31

고 재해가 있을 때만 거행합니다.

토지신과 곡식신은 만민이 의지하고 온갖 신이 받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봄에 제사를 드림은 풍년을 비는 것이요 가을에 제사를 드림은 수확

에 보답하는 것이니, 신 가운데 가장 존숭을 받고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

니다. 그러나 감히 작은 재해를 가지고 고해서는 안 되나니, 재앙이 크고 여러 신이 해

결할 수 없게 된 후에야 고합니다. 그래서 그 빎이 최후가 되고 그 바람이 가장 간절

함은 그 이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올 여름의 가뭄이 또한 몹시 심합니다. 처음에 빌었을 적에는 빌자 비가 내렸으니,

마른 초목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었을 적에는 빌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싹이 나되 시든 것은 애통케도 포기했거니와 이삭이 열리되 마른 것

은 또 수확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문장의 구법이다. (가)에서는 ①-③의 경우 동일한 형식

의 문장을 병렬하되 ②부터는 두 번째 구의 구법을 변화시켰다. 이는 규칙성을 추

구하되 단조로움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는

산행과 제행을 번갈아가며 구사하고 있다.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이 산행이라면 밑

줄 친 부분이 제행이다. ④과 ⑥의 경우 而를 사이에 놓고 대우를 이루고 있다.

(다)에서도 (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식의 문장을 병렬하되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크게 “其○也禱, 禱而○雨∼” 구조의 두 구문이 병렬된 다음, ⑦의 “若可以救

其枯者”에 대응하는 ⑧의 “苗而枯者, 噫其已矣; 穗而枯者, 又可望其有秋乎”에서도

유사한 구문이 병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안팎으로 이중의 병렬 구조를

띠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구법에 공을 들이는 경향은 앞서 민대지애사 에서도 한 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민대지애사 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行文 전체에 균형감을 부여

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반면에 사직기우제문 의 경우 인용한 부분이 작품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 작품의 상당 부분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이렇듯 구법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 많은 공을 기울일 경우 자칫 내

용을 고민하는 데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 ‘비를 내리게 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 하에 창작되는 기우제문이기 때문에 글을 지을 때 形式美보

다는 내용의 전달에 더욱 공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유용은 바로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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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넌지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남유용은, 형식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작품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놓고 창작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

을 평어를 통해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내실 있는 문장을 써야한다고 충

고한 것이다.

다만 남유용이 평한 7편의 작품 모두에서 지나친 형식미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

다. 高沙洞祈雨祭文 등과 같은 작품들의 경우 4字句에 짝수 구마다 韻을 붙이는

제문의 일반적 형식을 띠고 있다. 남유용 스스로도 기우제문을 지을 때 이러한 형

식을 사용하곤 했다.93)93)따라서 7편의 작품들이 모두 일률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려

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데 김순택은 벗인 윤면동으로부터도 이 작품들에 대한 비평을 받았다. 김순택

이 윤면동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작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94)94)아울러 김순택은 같은 편

지에서 “뇌연옹께서 ‘뜻이 문장에만 있기 때문에 비는 얻기 어렵다’라고 하신 말은

장난과 같은 것일 뿐이나, 말 꾸미기 좋아하는 자의 병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長

者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95)95)동일한 작품에 대한 남유용의

평을 언급하고 그 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그 고백에서 볼 수 있듯

이 김순택은 남유용의 평에 대해 비록 장난이 묻어나 있지만 자기 글의 문제점을

잘 꼬집은 말이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남유용이 죽은 다음에 무주부사 시

절 지은 기우제문들을 보면 전처럼 구법에 많은 공을 들이지는 않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96)96)이는 김순택이 남유용의 과거 지적을 가슴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93) 南有容, 天柱峯祈雨祭文 등, 雷淵集 卷18, 한국문집총간 제217책, 387-388면 참조.
94) “荒蕪之文, 又蒙盛褒至此耶與? 元博書及祈雨文, 旣不能動人, 又不能動天, 而今獨見許於尊

兄.”(金純澤, 答尹子穆書 , 志素遺稿 3책, 13면)
95) “雷淵翁以爲: ‘志在文, 故雨難得’云者, 似戱耳. 然適中治辭者之病, 故以長者之言爲可信也.”

(같은 글, 같은 면)

96) 이 시기 작품들은 모두 4자구에 짝수 구마다 운을 붙이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리고 간

간이 대우가 구사되기도 하나, 특별히 구법에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金純澤, 香爐山祈雨祭文 등, 志素遺稿 3책, 138-144면 참조. 참고로 이 작품들이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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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일일 것이다.

5. 마치는 글

지금까지 김순택의 문집인 지소유고에 수록된 남유용의 평어를 고찰함으로써
실제비평가 남유용의 면모를 조명해 보았다. 그리하여 남유용이 인척이자 사제지

간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김순택의 문학작품을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비평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순택의 문학작품에 대한 남유용의 비평이 어떠한 가치를 갖

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이 있다. 그것은 남유용

의 비평이, 古人이 아닌 동시대인, 다시 말해 자신과 지극히 가까운 인물의 문학작

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점을 염두에 둘 때 남유용의 비평은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첫째, 비평이 작자의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타인의 비

평은 기본적으로 작자에게 본인의 문학세계가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점은 김순택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남유용

비평의 역할은 ‘파악’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남유용의 비평은 김순택으로 하

여금 자신의 문학세계를 성찰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를 제공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김순택이 남유용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이후

창작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보여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진지한 자

세는 남유용에 대한 믿음과 존숭이 만들어 낸 것일 터이다.97)97)

둘째, 비평을 매개로 평자와 작자 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부사 시절 지은 것이라는 사실은 작품에 등장하는 香爐山, 大德山, 茂豊 등이 무주의 지

명이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김순택이 무주부사가 된
때는 1775년 12월 20일이다.

97) 평자의 요구를 작자가 수용한 경우가 남유용과 김순택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 李匡師(1705-1777)가 종형인 李匡贊(1702-1766)의 비평을 수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정열, 2011 李匡贊의 批評 硏究: 評斗南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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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다. 그 교감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적 차원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서는 김무택에게 보낸 편지를

대상으로 한 평어가 주목된다. 남유용은 그 평어에서 작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

로 김순택에게 위로를 건넸다. 이는 동일한 아픔을 경험했던 인물이 자신이 애정

을 갖고 있는 대상의 근심 어린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행위이다. 즉 비평을 매개로

정서적 교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정온전 을 대

상으로 한 평어와 그에 대한 김순택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유용은 그 평어에서 당

파성에 의거해 내용의 보충을 요구했다. 김순택은 남유용의 요구를 접하자마자 그

근저에 당파성이 내포해 있다는 사실을 바로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순택이 남유용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남유용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 할 수 있다.98)98)요컨대 비평을 매개로 일종의 당파적 유대감이 형성

되고 있는 것이다.99)99)

본고는 실제비평가 남유용의 면모를 조명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기 때문

에 비평의 대상이 된 김순택의 작품들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김순택은 학계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규상과 같은 동시대인에게

문장에 능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따라서 추후 김순택 문학세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논문투고일(2014. 10. 30), 심사일(2014. 11. 21), 게재확정일(2014. 12. 12)

98) 참고로 김순택은 무신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戊申李麟佐ˎ朴弼夢等, 諸
賊稱兵, 社稷幾危.”(金純澤, 故正言吳君敬父行狀 , 志素遺稿 3책, 26면) 이를 통해 김

순택 역시 노론 일반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음을 대략 알 수 있다. 여기서 박필몽

(1668-1728)은 김일경 등과 더불어 신임옥사를 일으킨 인물이다. 참고로 ‘敬父’는 오찬의

자이다.

99) 비평을 매개로 평자와 작자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진 것도 남유용과 김순택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 李德懋(1741-1793)가 스승이자 벗인 朴趾源(1737-

1805)의 작품을 비평하며 둘 사이에 정신적, 심미적 측면에서 교감이 이루어진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박희병, 2010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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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riticism of Nam, yuyong about the Prose of Kim, 

suntak
- Based on critical commentary in Jisoyugo -

Yu, Jeongyeol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practical critic Nam, Yuyong by considering the 

critical commentary on Jisoyugo by Kim, Suntak. Nam, Yuyong and Kim, Suntak are 

related by marriage and teacher-pupil relationships. Nam, Yuyong’s criticism was based on 

such a relationship. Nam, Yuyong’s criticism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he mentioned 

primary characteristics of Kim, Suntak’s proses. Second, his criticism expressed sympathy 

towards Kim, Suntak’s proses based on sharing of thoughts and experiences. Third, he 

demanded to indicate a problem, evaluate and revise it. Nam, Yuyong’s criticism had 

values in two regards. First, Nam, Yuyong’s criticism affected Kim, Suntak’s prose. 

Second, there was sympathy between Nam, Yuyong and Kim, Suntak in the critical 

commentary.  

Key words : Nam Yuyong, Kim Suntak, Jisoyugo, Pyeongjeom Criticism, Practical 
Critic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