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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문인 일몽(一夢) 이규상(李奎象, 1727-1799)의 인물전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의 목적은 초고본(草稿本) 일몽고(一夢稿)에 수록된 40편의 전

(傳)을 대상으로 이규상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과 입전(立傳) 의식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초고본 일몽고를 소개하고, 초고본․

정고본(定稿本)․석인본(石印本) 등 3종 이본의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

다. 이규상의 시문(詩文)은 석인본으로 간행되는 과정에서 후손에 의해 작품이 선

별되고 본문 일부가 변개되었다. 또한 총독부의 검열을 통과하면서 약간의 변형

을 거쳤다. 이를 통해 초고본이 이규상 문학의 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작가의 생애를 살피고 전체 인물

전을 개관하였다. 제1절에서는 초고본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이규상의 생애

를 재구하였다. 제2절에서는 입전 인물의 유형에 따라 작품을 개관함으로써 이규

상 인물전의 대체적인 경향을 짚어 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설화와 풍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양상을 살피고, 이러한 창작 방식이 “문헌보다 구전(口傳)이

인물의 진면목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제2절에서는

현장재현적 서술 기법이 구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부 묘사의 확대’, ‘대화체의

활용’, ‘현장 언어의 직사(直寫)’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꼽았다. 제3절에서는 이

규상이 문장에서 중시한 미감이 ‘기’(奇)이고, ‘기’의 미감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제시한 것이 ‘간’(簡)임을 확인한 뒤, 이와 같은 그의 문체적 지향이 인물전

에서 구현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부전(附傳)의 대표 사례를 분석함으

로써 다양한 인물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부전이 활용된 양상을 살폈다.

제Ⅴ장에서는 입전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

는 이규상 인물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인(奇人)과 협사(俠士)의 전

을 다루었다. 협전(俠傳)을 읽으며 향유할 수 있었던 쾌감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사례를 분석하여 기인과 협사의 구체적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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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살폈다. 제2절에서는 인재등용 문제와 관련된 인물전을 대상으로 삼아 불합

리한 제도를 비판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조명하였다. 제3절에서는 작품이 창작

된 배경을 고려하여 무신란(戊申亂) 관련 인물전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작품의 입

전 의도가 인멸(湮滅)된 인물들을 조명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제4절에서

는 신이지사(神異之事)를 인물전으로 수용한 양상을 살피고, 신이(神異)를 긍정하

는 작가의 인식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이규상, 인물전, 일몽고, 초고본, 작법, 입전 의식
학 번 : 201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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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는 18세기에 활동한 문인인 일몽(一夢) 이규상(李奎象, 1727-1799)의 인물

전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규상의 인물

전을 분석하여 그 작법상 특징과 입전(立傳) 의식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

다.

이규상은 일생 동안 왕성하게 전을 창작하여 4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1) 이와

같은 편수는 이례적인 것으로,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전근대 문인 중에서도 전을

많이 창작한 작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규상의 인물전이 갖는 중요성이 단지 작

품수가 많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입전 인물의 다양성과 참신함, 서사적 흥

미의 제고(提高)라는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취를 거두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규상의 산문은 당대의 풍속이나 제도,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인멸되고 말

았을 항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이 많다는 점에서 ‘기록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물과 그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면에서 이규상은 조선후기 문인 가운데 단연 돋보이

는 작가이다. 18세기 각계각층․각양각색의 인물들을 망라한 병세재언록(幷世才
彦錄)2)을 저술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인간을 관찰하고 그 개성을 포착하여

생생하게 전달하는 글쓰기는 이규상 문학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영역이

었다.

이처럼 이규상의 인물전이 충분히 조명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석인본(石印本) 일몽고(一夢稿)에
수록된 17편의 작품만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17편의 전(傳)은

석인본의 편찬자인 이세찬(李世燦, 1895-1961)이 선별하여 실은 것들로, 폭넓고

다채로운 이규상 인물전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 ‘충’(忠)이나 ‘열’(烈)

등 전통적인 가치와 관련된 작품은 대부분 석인본으로 간행될 수 있었지만, 개성

있는 인물을 입전한 흥미로운 작품은 누락된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후손

1) 현전 작품은 총 40편이지만 이규상이 지은 전은 최소 41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義俠

傳 의 서두에서 盜俠傳 을 지은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 작품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자세한 작품 현황은 제Ⅲ장에서 개관한다.

2) 임형택, 이규상과 병세재언록 ,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역, 18세기 조선 인물지 :

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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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소장된 초고본(草稿本) 일몽고를 소개하고, 석인본에 누락된 23편의 인물

전을 연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규상 인물전의 독특

하고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까지 문학사에서 거론된 적이 없던 이규상이라는 문인이 학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임형택 교수가 이조시대 서사시의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서사한시 여사행 (女史行)을 발견, 번역하여 수록함으로써 이

규상은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3) 이후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학분과를

통해 병세재언록이 소개되면서4) 많은 연구자들이 그 자료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제 병세재언록은 18세기의 문학 및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서에

서 폭넓게 인용되는 문헌으로 자리 잡았다.

임형택 교수에 의해 이규상이라는 작가의 존재가 알려진 후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병세재언록과 한시에 주목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김수영이 병세재언록의 체재와 기술방식, 수록 인물의 형상을

고찰한 이래 병세재언록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논문이 제출되었다.5) 한시와 관

련해서는 이성원이 이규상의 작시론(作詩論)과 시세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고,6)

김동준 교수가 연작시 제쌍동겸재화첩구배와필 (題雙洞謙齋畫帖求坯窩筆)에 대

한 작품론을 발표하였다.7) 이종묵 교수는 경물이나 풍속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

는 시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규상의 시풍을 ‘조선적 당풍’으로 규정하였다.8)

이규상의 문학론이나 산문세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비평이나 개별 산문에 관한 연구가 간간이 발표되었고, 이규상 가문

3) 임형택 편역, 李朝時代 敍事詩下, 창작과비평사, 1992, 173-181면. 2013년에 발행된 개정

판에는 女史行 뿐 아니라 趙將軍歌 도 함께 번역되어 실렸다.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
사시 1, 창비, 2013, 290-299면.

4)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역, 18세기 조선 인물지 :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5) 김수영, 一夢 李奎象의 幷世才彦錄 硏究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전희진, 이규상의 幷世才彦錄에 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서신혜, 李奎象이 幷世才彦錄에 쓴 明人 기록의 등장 底邊― 寓裔錄 , 風泉錄 의 意義

와 관련하여 , 語文硏究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김성진, 幷世才彦錄을 통해 본 이규상의 世界認識 , 東洋漢文學硏究 36, 동양한문학회,

2013.

6) 이성원, 一夢 李奎象의 詩世界 硏究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 김동준,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화첩에 대한 이규상(李奎象)의 제화시(題畵詩) ,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

8) 이종묵, 이규상이 시로 그린 풍속화 , 문헌과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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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술 및 소장서(所藏書)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안대회 교수는 이규상이

‘기’(奇)를 기준으로 삼아 역대 문장가 및 당대 문인을 논단한 양상을 분석함으로

써 비평가로서 그의 면모를 조명하였다.9) 김경 또한 이규상의 비평 양상을 고찰

한 뒤 작가가 추구한 ‘기’(奇)의 함의를 추적한 바 있다.10) 김동준 교수는 산문

세계설 (世界說)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고,11) 김영진 교수는 이규상의 가계

(家系)와 이규상 가문의 저술 및 소장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12)

한편 인물전과 관련해서는 2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김영숙은 석인본 일몽고
에 수록된 17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규상 인물전의 주제의식을 고찰하였다.13)

이 논문은 이규상의 인물전을 다룬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규상이 “傳이라는 문학적 양식을 통해 당시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이상적 인물

들을 소개하고 전통적 윤리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질서를 바로잡고자 한”14) 작

가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이규상은 윤리의식을 강하게 내세

우지 않은 작가이며, 오히려 규범이나 예속(禮俗)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형을 선호

하여 적극적으로 입전하였다. 김영숙의 결론은 지금까지 초고본 일몽고가 공개

되지 않았던 데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면이 있지만, 작품 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

든 ‘부패한 지방행정’, ‘유교적 도덕관념의 와해’, ‘국가 재정의 빈곤’ 등을 시대적

배경으로 거론하고 해석에 과도하게 적용한 것은 역시 재고를 요한다.

서신혜는 이규상의 김부자전 (金富者傳)이 긍정적 부자상을 형상화한 특수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치부담(致富談)과 비교

하였다.15) 다만 이 논문은 이규상의 인물전 가운데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전(全) 작품을 아우르는 특징이나 기저를 이루는 입전 의식을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9) 안대회, 기(奇)로 해석한 문학, 이규상(李奎象)의 기론(奇論) , 문헌과해석 33, 문헌과해석
사, 2005.

10) 김경, 李奎象 批評樣相에서의 奇論 , 민족문화연구 6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1) 김동준, 이규상(李奎象)의 <세계설(世界說)> 다시 읽기 , 문헌과해석 46, 문헌과해석사,
2009.

12) 김영진, 이규상 집안의 가계, 저술, 장서 , 문헌과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
13) 김영숙, 一夢 李奎象의 傳 硏究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4) 김영숙, 위 논문, 51면.

15) 서신혜, 이규상의 김부자전(金富者傳) 연구―긍정적 부자상 형상화를 중심으로 , 한국
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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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살필 수 있듯, 이규상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

기 단계에 있다. 학위논문에서는 주로 작품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였고, 일반논문

은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에 치중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이규상 산문 문학의 특징을 가장 잘 집약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전을 연구함

으로써 차후 이규상 문학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연구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규상 문학의 특징을 규명하는 기초 작업이 될 뿐만 아니

라 그간 허균(許筠, 1569-1618),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이옥(李鈺, 1760-181

5), 김려(金鑢, 1766-1822) 등 몇몇 작가들에게만 집중되어온 인물전 연구의 관심

을 확장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이규상의 문집인 일몽고를
서지적으로 고찰한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초고본 일몽고를 소개하고, 초고
본․정고본(定稿本)․석인본 등 3종 이본의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작가 이규상의 생애를 살피고, 초고본에 수록된 40편의

인물전을 개관할 것이다. 제1절에서는 초고본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이규상

의 생애를 재구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입전 인물의 유형에 따라 작품을 개관함

으로써 이규상 인물전의 대체적인 경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이규상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제1절에서

는 인물전에 설화와 풍문을 수용한 양상을 살피고, 구전(口傳)의 가치에 각별히

주목했던 작가의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현장을 재현하는

서술 기법을 분석하고, 그러한 기법을 가능케 한 작가의 독서 성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이규상의 문체적 지향을 검토한 후 그것이

인물전에서 구현된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이규상이 부전(附傳) 형식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 주목하였다. 부전의 형식적 활용에 내포된 작가의 지

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파악해본다.

제Ⅴ장에서는 입전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전을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이

규상이 기인(奇人)과 협사(俠士)를 적극적으로 입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들

의 구체적 형상은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인재등용 문제와 관련된

인물전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조명하고자 한

다. 제3절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배경을 고려하여 무신란(戊申亂) 관련 인물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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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그 입전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인물전

에 신이담(神異談)을 수용한 양상을 살피고, 신이(神異)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이규상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과 입전 의식을 다각도로 짚

어보고, 그 작품세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는 본고가

새로 발굴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만큼 전반적인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 선

결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문학사적 견지에서 조선후기 전의 소설

화 경향이 일찍부터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문제는 비록 본고에서 본격적으

로 다루려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규상의 인물전 또한 그러한 흐름을 배제하고는

논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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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一夢稿의 서지적 고찰

1. 一夢稿 이본의 존재 양상

지금까지 이규상 문학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는 한산세고(韓山世稿) 소수(所
收) 석인본 일몽고가 이용되어 왔다. 한산세고는 이규상의 7대손 이세찬이 선
조들의 유고(遺稿)를 수합하여 간행한 책으로, 이태연(李泰淵, 1615-1669)의 눌재
고(訥齋稿)부터 이명구(李命求, 1866-1904)의 정산고(晶山稿)까지 총 10인의 유
고가 47권 26책(目錄 別冊) 분량으로 합편된 책이다. 이 중 일몽고는 권19～권

31로 수록되었는데, 이 간본 일몽고는 한국역대문집총서 제568～570권으로 영

인되기도 하였다.1)

한편 이규상 후손가와 충남대 도서관에는 2종의 필사본 일몽고가 소장되어

있다.2) 하나는 작가 생전에 필사되기 시작하여 사후 장남에 의해 정리된 자료로

서, 후손가에 14책, 충남대 도서관에 1책이 소장되어 있다. 또 하나는 이세찬이

한산세고를 간행하려는 목적하에 초고본에서 작품을 선별한 뒤 편집을 가하여

정사(淨寫)한 자료로, 후손가에 전책(全冊)이 소장되어 있다.3) 이들 자료를 각각

초고본(草稿本)과 정고본(定稿本)으로 명명하고, 앞서 언급한 석인본(石印本)과 아

울러 그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草稿本 一夢稿

초고본 일몽고는 현재 시고(詩稿)인 제1～10책과 산문을 묶어둔 5개의 책자

가 전한다. 시고 제1～10책과 4개의 산문 책자는 후손가에, 나머지 1개의 산문 책

자는 충남대에 소장되어 있다. 앞표지가 결락된 1책을 제외한 각 책의 앞표지에

‘共二十’이라고 기입되어 있으므로 원래는 총 20책이었을 것이다.

충남대에 소장된 초고본은 충남 지역의 향토사학자인 김영한(金英漢) 옹이 위

탁한 자료이다. 김영한 옹은 소장하던 고도서 및 고문서 11,339점을 2011년에 충

1) 李奎象, 一夢先生文集 1～3, 韓國歷代文集叢書 568～570, 경인문화사, 1973.
2) 이규상의 9대손인 이항수 씨의 후의로 2종의 필사본 一夢稿를 열람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3) 임형택 교수의 책에서 사진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임형택,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2007, 475면․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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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학교에 위탁하였는데, 여기에는 초고본 일몽고 1책을 포함하여 이규상 집

안에서 소장하던 서적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원래 후손가에서 소장하던 자

료들을 김영한 옹이 입수하였다가 다시 충남대에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

상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

[사진 1]草稿本 詩稿

(후손가 소장)

[사진 2]草稿本 文稿

(후손가 소장)

[사진 3]草稿本 文稿

(충남대 소장)

후손가 및 충남대에 소장되어 있는 초고본은 모두 선장본(線裝本)으로, 크기는 1

5.0㎝×24.0㎝이며, 무곽(無郭)에 무계(無界)이다. 각 면마다 대체로 10행으로 필사

되었고 자수(字數)는 대개 21자 내외이나, 산문은 자수가 불규칙한 곳이 많다. 표

제(表題)는 ‘一夢稿’로 되어 있다. 시고의 내제(內題)는 ‘一夢稿’와 ‘一夢集’이 착종

되어 있고, ‘一夢集’이라는 내제가 책의 중반부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시고 제1～10

책은 각 책 첫 면의 우측 하단에 이규상의 장남 이장재(李長載, 1753-1827)의 장서

인이 찍혀 있고, 제3책의 마지막 면 좌측 하단에는 5대손 이인규(李寅珪, 1842-190

5)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충남대에 소장된 책은 앞표지에 ‘韓山人 李奎象稿 令胤

李長載’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사진 3] 참조) 이는 김영한 옹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2a면 우측 하단과 마지막 면 좌측 하단에 김영한 옹의 장서인이 찍혀 있

다. 초고본 문고(文稿)는 시고와 달리 한 차례 변형을 겪은 상태로 전한다. 이에

대해서는 초고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살펴본 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초고본은 작품의 제목 상단이나 첫 줄 상단에서 분홍색의 권점(圈點), 꺾쇠 표

시(‘ㄱ’), ‘當刪’․‘刪’․‘增’․‘補’ 등의 글자가 관찰된다.4) 이는 이세찬이 석인본에

수록할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남긴 흔적으로 보인다. 초고본과 석인본을 대

조해 보면, 대체로 분홍색의 권점이나 ‘增’․‘補’자가 있는 작품은 석인본에 수록되

고, 꺾쇠 표시나 ‘當刪’․‘刪’자가 있는 작품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 권점(圈點)이나 꺾쇠 표시(‘ㄱ’) 등 편집 부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

다. 김수진, 家藏本 雷象館稿 小考 , 한국문화 5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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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의 권점, 꺾쇠 표시, ‘當刪’․‘刪’․‘增’․‘補’자의 표기 여부와 석인본 수록

여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增’이라 표기했다가 ‘刪’이라 재표기한 사례도

발견되므로 작품 선별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고본에는 본문을 교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일례로 검은색이나 붉은색

먹으로 글자 위에 테두리를 두르거나 글자를 도말(塗抹)한 후 다른 글자를 기입

한 사례가 관찰된다. 작품의 제목 하단에서 편집과 관련된 문구가 발견되기도 하

는데, 시고에 산문이 실린 경우 ‘문고에 있음’[在文稿]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작품

이 중복되어 실린 경우 ‘이 시는 앞에 있으니 이것은 삭제할 것’[此音在上, 此則當

刪], ‘거듭 나옴’[重出]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작품의 순서를 조정하라는 문구도

다수 발견되는데, ‘13장(丈)의 향촌 (鄕村) 아래에 있어야 함’[當在第十三丈鄕村

下], ‘이 아래에 마지막 장에 있는 제노후읍씨문 (祭奴後邑氏文) 및 열계 (烈鷄)

2편을 등사해야 함’[此下當謄在末丈祭奴後邑氏文及烈鷄二篇]과 같은 형태인바, 여

기서 작품을 창작 시기 순으로 배열하려 한 편집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5)

제1책의 앞표지 뒷면에는 초고본의 필사 정황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지(識)가

남아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나에겐 시문(詩文)이 있는데 정서(淨書)하지 못한 채 초고를 풀로 붙여 보자기에

싸뒀었다. 손자 우순(雨順)이 손수 베끼고 간간이 남더러 쓰게 하여 3년 만에 6권을

이루었다. 아직 등사하지 못한 것이 또 절반이니 일단은 힘이 미치고 종이가 있기를

기다린다. 경술년(庚戌年, 1790) 4월 9일. 64세 노인이 스스로 적다.6)

이 지를 남긴 ‘64세 노인’은 이규상이다. 경술년(庚戌年)인 1790년에 그는 64세였

다. ‘손자 우순’은 이규상의 장손 이원순(李源順, 1772-1823)을 말한다.7) 이에 따르

5) 이러한 교정 및 편집 작업은 초고본을 최종 정리한 이장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

다. 이규상의 증손 이형부(李馨溥)의 문집에 이장재가 1827년에 부친의 유집을 교정했다는 기

록이 남아 있다. “歲丁亥(1827)秋, 出曾王考(이규상―인용자)遺集, 校攷.”(李馨溥, 祖考遺事 ,

溪墅稿, 韓山世稿卷46) 한편 초고본에는 이장재가 교정한 부분 외에 이세찬이 내용을 수
정한 부분도 발견된다. 그가 작품 선별 작업에 이용했던 분홍색 필기구로 본문을 수정한 부

분이 눈에 띄고, 검은색 글씨로 작품의 제목을 수정한 부분도 눈에 띤다. 해당 글자에 테두리

를 두르거나 글자를 도말한 후 내용을 교정한 이장재와 달리 이세찬은 글자 위에 줄을 긋거

나 일정한 표식 없이 글자를 고쳤다.

6) “余有詩文, 未能凈寫, 糊付艸紙, 褁袱置之. 孫雨順手冩, 間倩人, 三年成六卷. 未及謄卷者, 亦一

半, 姑竢力及有紙云. 康戌四月初九日, 六十四㱓翁自述.”(草稿本 一夢稿第1冊)
7) 이규상에게는 이원순과 이원건(李源健, 1794-1806), 2명의 손자가 있었다. 1790년은 이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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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초고본 일몽고는 이규상이 서거하기 9년 전인 1790년에 6권이 제책된 것으

로 파악된다. 손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필사에 참여했으나 종이가 부족하고

여력이 없어 미처 필사하지 못한 작품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규

상․이장재 부자가 함께 편찬한 청구패설(靑邱稗說)의 성책(成冊) 시점이 1790

년 6월임을 고려하면8) 1790년 무렵 이규상 집안에서는 저술의 필사 및 정리 작업

이 활발했던 것으로 짐작된다.9)

그런데 앞서 언급한 ‘共二十’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초고본은 도합 20책이었을

텐데, 위의 지에서 이규상은 6권을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현전 초고본은

위 기록을 남긴 시점 이후에 창작한 작품도 다수 싣고 있다. 이는 1790년에 최초

6권으로 제책되었던 초고본이 훗날 다시 20책의 형태로 정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초고본을 20책으로 완성한 사람과 그 시점에 대한 정보는 이규상의 증손 이형부

(李馨溥, 1791-1851)의 기록에서 얻을 수 있다.

증왕고(曾王考) 일몽(一夢) 부군(府君)께서는 박학(博學)과 청조(淸操)로 세상에서

추앙을 받으셨다. 유집(遺集)이 있는데 모두 손으로 베낀 것이다. 종이가 작고 누추

하며 상자 속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증왕고께서 별세하시자 부군(府君, 이장재―인용

자)께서 유필(遺筆)을 모두 가져다가 이어 붙여 편철하고 옮겨 써서 20권을 만드셨

다. 유필을 자리 곁에 두고 잠시도 떠나지 않으며 말씀하시길, “선인(先人, 이규상―

인용자)의 정력(精力)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 하셨다. 마치 선인의 의용(儀容)을

뵙는 듯 아침저녁으로 공경히 대하셨다.10)

의 출생 이전이므로 ‘雨順’은 이원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초고본 시고에는 이원순을

‘雨順’으로 일컬은 작품이 남아 있다. 다만 ‘雨順’이 이원순의 아명(兒名)인지 개명(改名) 이

전의 이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원순의 자(字)는 시화(時和)이고, 호(號)는 정봉(晶峯)과

계당산인(溪堂散人)이다. 韓山李氏麟齋公派世譜 3, 韓山李氏麟齋公派世譜所, 1994, 132면.
8) 靑邱稗說은 성균관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야사집(野史集)이다. 靑邱稗說 제1책 앞

표지 뒷면에 이규상이 남긴 지(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家兒長載積十餘年工夫, 傳謄我東

典故, 成十二冊, 名曰靑丘稗說, 請翁題目. 此冊皆前輩所述. 然或傳其名, 或闕其名, 又不可煩人

人之見. 蓋古今有時措之異也. 當藏不出可也. 庚戌(1790)六月, 一夢翁書.”(靑邱稗說第1冊)
9) 다만 이규상의 시문이 가편집(假編輯)되어 책의 형태를 갖춘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一夢稿에는 1762년에 지은 自序 와 1788년에 지은 自序 가 권두(卷頭)에 나란히 실려

있다. 1762년작은 36세의 이규상이 그때까지 창작한 작품을 산정(刪定)하여 1책으로 묶고

‘悠悠集’이라 이름한 뒤 붙인 것이고, 1788년작은 62세 되던 해에 그간의 창작 활동을 회고

하고 정리하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붙인 것이다. 이 중 1762년에 지은 自序 를 통해 이

규상이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시문을 정리하는 데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신의 원고를 직접 편집하고 자서(自序)를 얹은 데서 작품에 대한 그의 자부와 애착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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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이형부가 조부 이장재의 사적을 기록한 조고유사 (祖考遺事)의 일부분

이다. 이를 통해 이규상의 유집이 20책의 형태로 정리된 것은 이규상 사후 이장

재에 의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이형부는 이규상의 유집(遺集)이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장남 이장재가 부친의 유필(遺筆)을 모두 정리하여 20권

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위 기록에서 언급한 유집은 1790년에 이원순 등이 필사하

여 제책한 문집으로 보이는바,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던 기존 유집과 나머지 유

필을 합하여 20책의 초고본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그런데 현재 초고본 시고는 이장재가 제책한 형태대로 전하는 반면, 문고는 한

차례 변형을 겪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장재가 편집한 초고본 문고는 이규상의

산문을 문체 구분 없이 창작시기 순으로 수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전 5

개의 산문 책자는 동강동강 잘라낸 산문을 문체별로 묶어둔 형태이다.([사진 4] 참

조) 한 책 내에서 여러 권수제(卷首題)와 권말제(卷末題)가 산견되고, 아예 내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 이장재가 편집한 문고의 장정(裝訂)을 해체한 뒤 각 책

에서 작품을 떼어내거나 잘라내어 같은 문체끼리 묶어둔 형태라는 것인데, 이러

한 변형은 아마도 석인본의 편찬자인 이세찬에 의해 이루어진 듯하다. 이세찬은

기존 문고를 해체한 다음 산문을 문체별로 묶어놓고 열람함으로써 작품 선별의

편의를 도모했을 것이다. 산문 책자의 상단에는 다수의 첨지(籤紙)가 붙어 있고,

([사진 5] 참조) 이 첨지에는 ‘傳’, ‘雜著’, ‘序’, ‘頌’, ‘銘’ 등 첨지가 붙은 위치에 수

록된 작품의 문체가 기입되어 있다. 이는 이세찬이 산문을 문체별로 모으는 과정

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붙인 것이라 생각된다. 한 책 내에서 내제가 여럿 관찰되

거나 아예 내제가 없는 것은, 기존 문고의 각 책에서 산문을 떼어내거나 잘라내

어 묶는 과정에서 기존 문고의 내제가 딸려오기도 하고 잘려나가기도 한 결과일

것이다.

더하여, 현전하는 5개의 산문 책자는 앞표지에 기입된 책수(冊數)와 그 속의 내

용물이 일치하지 않는다. 앞표지가 결락된 1책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책자에는

10) “曾王考一夢府君, 宏學淸操, 爲世所推. 有遺集, 皆手寫者也. 紙牋矮陋, 委充篋笥. 及曾王考棄

世, 府君盡取遺筆, 貼聯爲編, 移書爲二十卷. 置遺筆於座右, 不少離曰: ‘先人精力, 盡萃於斯.’

晨夕敬對, 如覿儀容.”(李馨溥, 祖考遺事 , 溪墅稿, 韓山世稿卷46)
11) 앞서 언급하였듯 초고본 시고의 내제(內題)는 ‘一夢稿’와 ‘一夢集’이 착종되어 있고, 책의

중반부에서 ‘一夢集’이라는 내제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이장재가 기존의 유집(遺集)과 나

머지 유필(遺筆)을 합하여 20책으로 만들면서 기존 유집의 내제가 딸려들어온 흔적이라 생

각된다. 내제를 도말한 흔적도 더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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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앞표지가 씌워져 있고, 앞표지에는 각각 ‘一夢稿第十四’, ‘一夢稿第十六’, ‘一

夢稿第十七’, ‘一夢稿第二十’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책 속에는 기존 문고의 여

러 책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표제의 책수와 그 속의 내용

물은 서로 관련이 없다. 이는 이세찬이 산문을 문체별로 모아 재편철한 후 기존

문고의 앞표지를 재활용하여 씌워놓았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산문 책자에 씌워진

일부 앞표지에서는 희미하게 쓰인 ‘雜著’, ‘頌銘’이라는 글씨가 발견되는데, 이세찬

이 기존 문고의 앞표지를 재활용하면서 해당 책자에 모아둔 문체를 기입해 둔 흔

적이라 생각된다.([사진 6] 참조)

[사진 4]작품이 잘린채 편철된 흔적 [사진 5] 산문 책자에 붙은 첨지 [사진6]앞표지에 쓰인 ‘頌銘’, ‘雜著’

그렇다면 이 5개의 책자를 어떻게 지칭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현전 초고본

산문 책자는, 기존 문고를 해체하여 작품을 문체별로 모은 다음 기존 문고의 앞

표지를 씌워 묶어둔 형태이므로 ‘제○책’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이 다섯 책자를 일단 ‘文稿(갑)’, ‘文稿(을)’, ‘文稿(병)’, ‘文稿(정)’, ‘文稿(무)’로

명명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의 명명 표제 및 책수
책 속에서 발견되는

권수제 및 권말제
주로 수록한 문체 소장처

文稿(갑) 앞표지 결락
‘一夢稿卷之十二’(권수제)

‘一夢稿卷之十三’(권말제)
傳 후손가

文稿(을) 一夢稿 第十四

‘一夢稿卷之十四’(권수제)

‘一夢稿卷之十四’(권말제)

‘一夢稿卷之十六’(권수제)

‘一夢稿卷之十六’(권말제)

‘一夢稿拾遺’(권수제)

雜著 후손가

文稿(병) 一夢稿 第十六 없음 雜著 후손가

文稿(정) 一夢稿 第十七
‘一夢稿卷之十九’(권수제)

‘一夢稿卷之十九’(권말제)
序 충남대

文稿(무) 一夢稿 第二十 없음 頌․銘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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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표지가 결락된 문고(갑)은 전(傳)을 묶어둔 책이다. 문고(을)과 문고(병)은 잡

저(雜著)에 해당하는 산문을 묶어둔 책이다. 문고(병)은 책자를 묶고 있던 끈이

풀어져 뒤표지를 포함한 책의 뒷부분이 일실된 상태로 전한다. 충남대에 소장된

문고(정)은 서문(序文)을 묶어둔 책이다. 이 책의 뒤표지는 김영한 옹이 따로 만

들어 댄 것이다. 문고(무)는 명(銘)․송(頌) 등의 산문을 묶어둔 얇은 책자로, 분

량이 매우 적다. 각 책에는 주로 수록한 문체 외에도 부분적으로 다른 문체의 글

들이 섞여 있는데, 이는 기존 문고에서 작품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딸려들어온 것이라 생각된다.

定稿本 一夢稿

이세찬이 석인본 한산세고를 간행하려는 목적으로 1935년에 마련한 필사본

이다. 초고본 일몽고에서 간행 대상으로 선별한 작품을 깨끗하게 필사한 자료

로서, 석인본의 저본(底本)이 된 필사본이다.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고본(稿本)

한산세고의 제9․10․11․12․13․14․15․16책에 해당한다.12) 선장본이며 크

기는 20.5㎝×31.5㎝이고, 무곽에 무계이다. 10행 20자로 필사되었다.

[사진 7] 定稿本

(후손가 소장)

[사진 8] 定稿本 제1면

(후손가 소장)

초고본 일몽고에 수록된 시문을 선별하여 수록하면서 제목이나 본문을 편집

한 부분이 발견된다. 일부 제목이 긴 시는 문맥이 어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 제9책은 翕齋稿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제16책은 樂齋稿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韓
山世稿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卷1～卷5 : 李泰淵의 訥齋稿; 卷6 : 李亨稷의 正郞公稿;
卷7 : 李秀蕃의 聽波軒稿; 卷8～卷18 : 李思質의 翕齋稿;
卷19～卷31 : 李奎象의 一夢稿; 卷32～卷33 : 李奎軾의 樂齋稿;
卷34～卷36 : 李長載의 蘿石館稿; 卷37～卷40 : 李源順의 壽軒稿;
卷41～卷46 : 李馨溥의 溪墅稿; 卷47 : 李命求의 晶山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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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요약된 제목을 부여받았다. 연작시는 대부분 일부 각편만 선발되어 수록

되었다. 본래는 연작시 중의 한 각편이었는데 독립된 작품으로 편집된 경우가 있

고, A작품의 각편과 B작품의 각편을 모아 한 작품으로 편집한 사례가 눈에 띈다.

산문의 경우, ‘新聞’→‘濟州記聞’과 같이 제목이 수정된 작품이 관찰된다. 유모

가객계 (乳母家客戒)는 원래는 ‘유모에 대한 경계’[乳母戒]와 ‘가객(家客)에 대한

경계’[家客戒]를 함께 실은 작품이었는데, ‘유모에 대한 경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산삭되면서 ‘家客戒’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었다. 충리하계명전 (忠吏河啓溟傳)은

초고본에 완결된 작품이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후반부를 누락시키고

‘缺’로 처리하였다. 초고본에 수록되어 있는 산문 경설 (警說), 규칙 (閨則), 기

이 (記異), 산설 (散說), 선세사 (先世事), 가문 (家聞), 기문 (記聞), 풍속지

(風俗誌), 경잠 (烱箴), 만필 (漫筆), 산언 (散言), 명좌 (銘座), 경혼 (警昏),

강구고사 (康衢故事) 등의 제편(諸篇)은 ‘散言’이라는 제목 아래 한 작품으로 편

집되었다.13) 이로써 이규상의 시문은 후손에 의해 석인본으로 간행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모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고본의 각 책 앞표지에는 여러 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조선총독부 경

무국(警務局) 도서과(圖書課)에서 검인(檢印)한 것들이다. 한산세고가 간행된

1930년대에는 신문이나 잡지, 단행본 등 근대적인 출판물뿐 아니라 족보나 문집

등 전통적인 출판물을 간행할 때에도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일몽고에
수록된 이규상의 시문 또한 검열을 거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고본의 각 책 앞표지에 검인된 6종의 인장을 점검해 보면,14) 정고본은 1935

년 5월 14일 총독부 산하 경무국 도서과로 제출된 뒤 이정기(李禎基)라는 검열관

의 검열을 거쳤고, 6월 17일에 출판허가를 얻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인장에 새겨

진 글씨는 ‘치안방해’[治安妨害], ‘일부분 삭제 있음’[一部分削除アり], ‘붉은 글씨처

럼 모두 개정(改訂)할 것’[朱書ノ通改訂] 등의 내용이므로 특정 부분을 삭제하거

나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규상의 시문이 검열을

거치면서 변개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총독부에서는 이규상의 시문에서 명(明)나라나 조선 국왕을 높이는 글자를 삭

13) 이상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본고의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인장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다음 연구를 참고하였다.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 대동문화연구 5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성봉현, 日帝時期 文集刊行
과 出版檢閱―松巖集을 중심으로 , 서지학보 31, 한국서지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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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일본을 비하하는 글자는 다른 자(字)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15) 또한

서사한시 여사행 과 이제독가 (李提督歌)는 작품 전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

데, 이는 두 시의 내용이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여사행 은 임진왜란

중 진주성의 관기 논개(論介)가 왜장(倭將)을 유인하여 함께 투신한 내용을 다룬

작품이고, 이제독가 는 이여송(李如松)이 명나라의 원병(援兵)을 이끌고 와 참전

한 이력을 노래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검열과 관련하여 이세찬은 석인본 한산세
고의 목록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세고(世稿)를 입간(入刊)할 때 반드시 저들의 소위 ‘인허’(印許)를 얻어야 했다. 그

러므로 저들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저들이 제멋대로 고쳤으니, 이를테면 본조(本朝)

를 ‘이조’(李朝)라 일컫고 황명(皇明)을 ‘명국’(明國)이라 하며, 왜적(倭賊)을 ‘적인’(敵

人)이라 하고 성상(聖上)을 단지 ‘상’(上)이라고만 한 것이 그것이다. 그 밖에 혹 한두

구(句)를 삭제한 경우가 있고 혹 전편(全篇)을 모두 깎아 없애버린 경우가 있어 체례

(體例)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의(文義)가 중단되게 하였다. (중략)

병자년(丙子年, 1936) 청명절(淸明節)에 세찬(世燦)은 삼가 쓰다.16)

위 기록에서 볼 수 있듯 이세찬은 특정 글자를 삭제하거나 다른 자로 대체한 끝

에 석인본 일몽고를 간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총독부에서 수정하도록 지시

한 글자는 대부분 삭제되거나 다른 글자로 교체되었다.17) 예컨대 산문 황명전사

초서 (皇明全史抄序)는 명국전사초서 (明國全史抄序)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고,

여러 산문에 등장하는 ‘皇明’, ‘大明’ 등의 표현에서 ‘皇’자와 ‘大’자가 있던 자리는

공란으로 처리되었다. 문집 이곳저곳에 등장하는 ‘聖上’이라는 표현은 ‘聖’자가 있

던 자리가 공란으로 남거나 ‘主上’으로 대체되었다. 일본을 가리키는 글자도 바뀌

게 되었는데, 일례로 시 차송우상휘남행제작 (次宋友尙輝南行諸作)의 ‘動色稱奇

15) 총독부에서 문제시한 글자는 다음과 같다. 명(明)나라를 지칭하는 ‘皇明’, ‘皇朝’, ‘大明’ 등의

표현에서 ‘皇’자와 ‘大’자를 삭제할 것. 조선 국왕을 지칭하는 ‘聖上’에서 ‘聖’자를 삭제할 것.

일본이나 일본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인 ‘賊’과 ‘倭奴’를 각각 ‘敵’과 ‘倭兵’으로 대체할 것 등

16) “世稿之入刊也, 必得彼所謂印許. 故凡關於彼者, 彼自擅改, 若本朝之稱李朝ˎ皇明之曰明國ˎ倭賊
之謂敵人ˎ聖上之只云上, 是爾. 其他, 或有一兩句削除, 或有並全篇刪沒者, 使體例不成, 文義中
斷. (中略) 丙子淸明節, 世燦敬書.”(石印本 韓山世稿 目錄)

17) 일부 예외가 있다. 석인본에는 ‘皇’자나 ‘聖’자 등 문제되었던 글자가 그대로 간행된 사례가

눈에 띈다. 또한 작품 전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女史行 과 李提督歌 도 삭제되지

않고 편차가 바뀌어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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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山世稿 卷數 詩 / 文 作 品 數

卷19～卷22 詩 詩(482題 749首)

卷22

文

啓狀書 啓(1) 狀(1) 書(2)

卷23 雜著
策(1) 呈文(1) 記事(2) 說(6) 計(1)

論(1) 戒(2) 解(2) 辨(1) 散言(1)

卷24 序 序(30) 引(1)

卷25 記 跋 箴 銘 上梁文 告祝
記(9) 跋(14) 箴(1) 銘(5)

上梁文(4) 告文(1) 祝文(2)

卷26 祭文 哀辭 祭文(32) 哀辭(6)

卷27 墓碣 墓誌 行狀 墓碣銘(1) 墓誌銘(8) 家狀(3) 行狀(1)

卷28 傳 傳(17)

卷29～卷31 幷世才彦錄

賊將平’이라는 구절은 ‘動色稱奇敵將平’으로 바뀌어 간행되었다.

石印本 一夢稿

1936년18)에 간행된 이규상의 간본 문집으로, 석인본 한산세고 권19～권31에
해당한다. 크기는 20.0㎝×14.5㎝이다. 사주쌍변(四周雙邊)에 유계(有界)이며, 한 면

당 10행 20자이다.

[사진 9] 石印本

(후손가 소장본)

[사진 10] 石印本 제1면

(후손가 소장본)

석인본의 체재 및 수록된 작품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18) 韓山世稿에는 별도의 간기(刊記)가 없으므로 서문이나 발문을 통해 간행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권두(卷頭)에 실린 김영한(金寗漢)의 서문은 1935년에 작성되었고, 권말(卷末)에 수

록된 이세찬의 발문은 1934년과 1935에 작성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이세찬의 지(識)가 작성

된 시점이 병자년(丙子年, 1936) 청명절(淸明節)이므로 석인본은 1936년 음력 3월 이후에 간

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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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一夢稿 이본의 존재 양상과 서지 사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

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초고본이 마련된 시점부터 석인본이 간행되기까지의 과정

을 간략하게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세찬에 의한

작품 선별 및 본문 변개

총독부에 의한

검열 및 수정 지시

(1790년～일몽 사후)

草稿本

(1935년)

定稿本

(1936년)

石印本

2. 草稿本 一夢稿의 체재와 수록작품

초고본 일몽고 가운데 시고(詩稿)는 현재 10책이 전한다. 시고에는 작품의 제
목 하단에 창작연도나 창작 당시 시인의 나이가 기입된 작품이 있다. 이를테면

제1책의 첫 작품인 우야관산군재청금 (雨夜冠山郡齋聽琴)은 제목 하단에 1744년

(이규상 18세)을 의미하는 ‘甲子’가 기입되어 있고, 제10책의 후반부에 수록된 갑

인정조 (甲寅正朝)의 제목 하단에는 ‘六十八歲’라 기입되어 있다. 제1책부터 제10

책까지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연도 표시와 나이 표시가 순차적인 흐름을 보이므로

초고본 시고는 이규상이 창작한 시를 대체로 연대순으로 싣고 있다. 제1책은 239

제(題) 484수(首), 제2책은 179제 551수, 제3책은 182제 577수, 제4책은 162제 412

수, 제5책은 102제 241수, 제6책은 86제 297수, 제7책은 100제 188수, 제8책은 92

제 289수, 제9책은 143제 391수, 제10책은 259제 488수의 시를 싣고 있다.19)

초고본에 수록되어 있는 시와 석인본에 수록된 시를 비교해보면, 석인본 수록

작 가운데 증사앙 (贈士仰) 등 43제 55수20)는 현전 초고본에 실려 있지 않음을

19) 시고에는 일부 중복되어 실린 시가 있다. 또한 차운시의 경우 원운(原韻)을 함께 실어둔

사례가 있고, 아우나 아들, 손자 등과 함께 읊은 시는 그들이 지은 작품을 나란히 실어두기

도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작품수는 이러한 사례까지 포함하여 셈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20) 贈士仰 , 芭蕉二首 , 酬濟牧沈景文韻二首 , 寄濟牧景文 , 卽景 , 寄任穉恭 , 好生涯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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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데, 이는 일실된 초고본 중에 시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이다. 초

고본 제1～10책에는 이규상이 18세부터 약 68세까지 창작한 시가 실려 있는데,

그의 73년의 생애를 생각했을 때 최만년 5년 동안 창작한 시는 현전 초고본에 남

아 있지 않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석인본에만 존재하는 시 중에서 창작연대

추정이 가능한 작품, 이를테면 을묘십일월입팔일정오제홍릉랑십이월초삼일심생

노암기시하지차기운 (乙卯十一月卄八日政吾除弘陵郞十二月初三日沈生魯巖寄詩賀

之次其韻)은 이규상이 홍릉 참봉(弘陵參奉)으로 제수된 69세 이후에 창작된 작품

으로 보이고, 만임운호 (挽任雲湖)나 이감사형원만 (李監司亨元挽)은 임정주(任靖

周, 1727-1796)와 이형원(李亨元, 1739-1798)의 몰년(沒年)을 고려했을 때 각각 70

세, 72세에 지어진 작품으로 보인다. 이는 석인본에서만 볼 수 있는 증사앙 등

43제 55수가 약 68세부터 73세까지 지은 작품이며, 이들 작품은 일실된 초고본

시고에 수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문고는 앞서 언급하였듯 원래 이규상의 산문을 창작연대 순으로 싣고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이세찬이 문체별로 묶어둔 자료가 전하고 있다. 문고(갑)은

주로 전(傳)을 싣고 있다. 문고(을)과 문고(병)은 주로 잡저(雜著)로 분류할 만한

산문을 싣고 있다. 문고(정)에는 주로 서문(序文)이 모여 있다. 수록 작품이 얼마

되지 않는 문고(무)에는 송(頌), 명(銘), 잠(箴) 등의 문체가 잡다하게 실려 있다.21)

석인본 일몽고에 수록된 산문을 문체별로 분류하면, 장(狀)․계(啓)․서(書)․
잡저(雜著)․서(序)․기(記)․발(跋)․잠(箴)․명(銘)․상량문(上梁文)․고축(告

祝)․제문(祭文)․애사(哀辭)․묘갈(墓碣)․묘지(墓誌)․행장(行狀)․전(傳)(수록

순서순) 등으로 나뉜다. 이는 이규상이 일생 동안 다양한 문체의 산문을 창작했음

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전 초고본에는 장․계․서(書)․기․발․상량문․고축․제

記事二首 , 贈沈令景文 , 村娘 , 久要含光軒李副學仲浩兄逝後不能忘近聞其夫人徐氏逝云志

哀 , 茅堂 , 酬趙生吉永 , 次金彈嘯漢孺韻 , 文字策歌 , 題角刷梳 , 作事 , 次趙幼安燕

歧畢賑後寄詩 , 寄鈴恩君尹舒仲靈筵二首 , 贈宋生煥智 , 放歌 , 寄幼安 , 秋氣 , 和沈生

魯崇韻二首 , 挽彈嘯翁金漢孺 , 寄羅州牧使任汝輝二首 , 監司府君廣州善政碑幾沈江水宗孫源

明移高岸其子寅溥志詩次其韻 , 寄永川倅沈景晦公著二首 , 酬金中澤 , 乙卯十一月卄八日政

吾除弘陵郞十二月初三日沈生魯巖寄詩賀之次其韻 , 哀趙尙書瑍○六首 , 籬落 , 怡情 , 老來 ,

挽任雲湖 , 山中宰相 , 沈參議內回甲送三十錢寄詩爲祝 , 柳友星老先祖監察公柳自湄當景

泰癸酉棄官從浮屠氏臨死命勿用僧法勿用子貴推恩爵勿葬先山內李陶菴李陶谷作墓文皆推金悅卿

之流當宁朝畿儒上言請襃揚禮曹回啓請爵諡星老以此事請詩副七律 , 李監司亨元挽 , 淘金歌 ,

題和靖集傳謄後 , 鑿井 , 病懷 . 이상은 모두 석인본 韓山世稿 제22권에 수록되어 있다.
21) 문고에 수록된 산문의 목록은 본고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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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사․묘갈․묘지․행장 등의 문체는 극히 일부가 수록되어 있거나 전혀 수

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실된 초고본 문고는 이상에서 언급한 장․계․서(

書)․기․발․상량문․고축․제문․애사․묘갈․묘지․행장 등의 문체를 싣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전 초고본 책자와 마찬가지로 산문을 문체별로 묶어둔 형

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초고본 일몽고의 수록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시고

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규상의 시편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인물을 형상화

한 한시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조시대서사시를 통

해 소개된 여사행 이나 조장군가 (趙將軍歌) 외에도, 집주릅 표철주(表鐵州)를

주인공으로 한 희효정재표철주가 (戱效定載表鉄柱歌), ‘반협’(半俠) 원의겸(元義

謙)을 주인공으로 한 반협가 (半俠歌) 등은 흥미로운 작품이다. 최정봉(崔挺鳳)을

주인공으로 한 최만호가기심생노암 (崔萬戶歌寄沈甥魯巖), 서강(西江)에 사는 한

노파를 주인공으로 한 희차정질다고가 (戱次定侄茶姑歌)도 주목할 만하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가감 없이 노래한 약 40수의 도망시(悼亡詩) 또한 주목

된다. 석인본에는 이 중 2수가 수록되었다. 초고본을 통해 더욱 다양한 도망시를

접할 수 있다.

그간 이규상의 한시 중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 온 풍속과 경물을 읊은 작품 또

한 석인본에는 일부만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인주요 (仁州謠)는 19수

중 9수만 수록되었고, 속인천요 (續仁川謠)는 33수 중 9수만 ‘續仁州謠’라는 제목

으로 수록되었다. 전가행 (田家行)은 15수 중 6수가 수록되었고, 초고본에는 촌

요 (村謠)의 경우 초고본에는 도합 3제 25수가 실려 있는데, 석인본에는 1제 10수

로 편집되어 수록되었다.

이 외에 조경(趙璥, 1727-1787), 김상숙(金相肅, 1717-1792), 성대중(成大中,

1724-1776), 조진헌(趙鎭憲, 1726-1782), 심낙수(沈樂洙, 1739-1799), 심환지(沈煥

之, 1730-1802) 등 주요 벗들에게 보낸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교유관계를 파

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문은 일실된 문체가 많아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흥미로운 작품이 많은

잡저가 남아 있어 이규상 산문세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잡저류 산문의 큰 특

징으로는 전문(傳聞)을 기록한 글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잡저류 산문 중

전문을 기록한 글은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22) 만필 (漫筆), 지괴 (志怪),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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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聞) 등 신이한 이야기를 전문하고 기록한 작품도 눈에 띈다.

시제 (時制)는 당시의 제도와 풍속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한 글이다. 의관(衣

冠) 제도, 과거제, 신분제, 속상(俗尙),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

禮), 세시(歲時), 관제(官制)뿐 아니라 군기(軍器), 종이, 붓, 먹, 벼루의 종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체계 없이 담고 있다. 풍속지 (風俗誌) 또한 비슷한

성격의 산문으로, 조선의 각 지역별 풍속과 인심, 지역별 토산물 및 명산대하(名

山大河), 서울의 지역별 풍속과 분위기, 조선의 관제(官制) 등을 잡다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조선의 벌열 가문을 기록한 동국벌열 (東國閥閱), 18세기의 명인과 재

사(才士)를 나열하여 기록한 기견 (記見) 등의 작품도 주목된다. 이상에서 거론

한 작품들은 당시의 제도, 풍속, 문화, 인물 등을 꼼꼼히 기록한 보고서로서의 성

격을 지닌다.

함광자소품패원서 (含光子小品稗苑序)는 이미(李瀰, 1725-1779)가 편찬한 소
품선(小品選)과 패원(稗苑)에 부친 서문이다. 이 글에 따르면 소품선은 원굉

도(袁宏道), 종성(鍾惺), 진계유(陳繼儒)의 소품문 가운데 빼어난 작품을 초록한

책이며, 패원은 명대(明代)의 문언소설집인 문원사귤(文苑楂橘)을 본떠 고금

(古今)의 전기(傳奇)를 모은 책이라고 한다.23) 이 글에서 이규상은 혹자(或者)와의

문답을 가설하여 소품과 전기를 좋아하는 이미의 문예적 취향을 옹호하고 있다.

소품과 전기에 대한 이규상과 이미의 개방적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요법 (要法)이라는 글에서는 서얼 등용과 여성의 개가(改嫁) 허용을 주장하고,

양자법(養子法)과 과거법(科擧法)의 폐단을 비판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접할 수

있다. 가록 (家錄), 가전법 (家傳法), 규칙 , 외택구사기문 (外宅舊事記聞) 등의

산문은 작가의 가족사 및 개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이다.

끝으로, 초고본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전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22) 日本使行所聞 은 성대중, 김인겸(金仁謙), 뱃사공 정복재(鄭福才)에게 일본 사행(使行) 당시

의 체험담 및 견문을 전문하고 기록한 글이고, 記聞 은 역관 오덕현(吳德鉉)에게 청(淸)나라

의 내부 상황을 전문하고 기록한 글이다. 續智說 은 구선행(具善行)의 겸인(傔人)에게서 전

문한 구선행 관련 일화를 기록하였고, 記柳兵使事 는 노비 장삼만(張三萬)에게서 전문한 유

순장(柳純章) 관련 일화를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김석범(金錫範)에게서 신미대사(信未大師)의

사적을 전문하고 기록한 信眉大師事 , 회덕(懷德)의 송필연(宋必淵)이 명(明) 태조의 어필(御

筆) 및 편지를 소장하고 있다는 권보(權補)의 전언을 기록한 古跡 , 윤순(尹淳)과 관련된 일

화를 김상겸(金相謙)에게서 전문하고 기록한 人才 등도 전문을 기록한 글이다.

23) “小品選則就明袁宏道ˎ鍾伯敬ˎ陳仲醇輩所著, 抄其雋穎也; 稗苑則倣文苑楂橘, 而合古今
傳奇也.”( 含光子小品稗苑序 , 草稿本 一夢稿文稿(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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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명 입전 인물

초고본

수록

책수

석인본

수록

여부

석인본 제목

1 烈女寒梅傳 寒梅 文稿(갑) ○

2 龍宮二貞烈傳 金氏, 權氏 〃 ○

3 萬釋傳 萬釋 〃

4 第四亡弟奎軾傳 李奎軾 〃 ○

5 金富者傳 金漢鎭 〃 ○

6 剛漢末之傳 張末之 〃

7 張大將傳 張鵬翼 〃 ○

8 惡人朴燁傳 朴燁 〃

9 小鄭羅州傳 鄭爀先 〃 ○

10 金高士昌復傳 金昌復 〃

11 再從叔參奉公小傳 李思重 〃 ○ 再從叔參奉公傳

12 林泉逸傳 林泉逸 〃

13 李夢鯉傳 李夢鯉 〃

14 尹姨兄傳 尹晩 〃

15 朴參奉傳 朴新源 〃 ○

16 諺俠傳 無名氏 〃

17 李重昌傳 李重昌 〃

18 忠奴壬戌傳 壬戌 〃 ○

19 崔天若傳 崔天若 〃

20 鄭錦南傳 鄭忠信 〃 ○

21 忠吏河啓溟傳 河啓溟 〃 ○ 河啓溟傳

22 神弓河海運傳 河海運 〃

23 趙豊原君傳 趙顯命 〃

24 良吏傳
韓德弼, 安商楫, 李萬稷,

李秀輔, 趙鎭憲
〃 ○

25 亂逆姜弘立傳 姜弘立 〃

26 金童子六輝傳 金六輝 〃 ○

27 林將軍傳 林慶業 〃

28 朱者味傳 朱者味 〃

29 半俠傳 元義謙 〃

30 李禿童傳 李挺 〃

31 趙相公傳 趙璥 〃 ○

32 土亭靈異傳 李之菡 〃 ○ 土亭李公傳

33 戊申忠義傳

趙斗錫, 趙老人, 金晋熙,

朴敏雄, 河啓溟,

淸安縣監의 子婦

〃 ○

34 金忠善傳 金忠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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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壬辰義僧將靈圭傳 靈圭 文稿(갑) ○ 義僧將靈圭傳

36 夏川都正傳 李椅 文稿(을)

37 李參判匡德小傳 李匡德 〃

38 義俠傳 無名氏 〃

39 徐孤靑小傳 徐起 〃

40 烈婦李氏傳 李氏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초고본에 실려 있는 40편의 전 가운데 석인본에 선발된

작품은 총 17편이다. 이 17편의 전은 각각 성격이 다양하여 뚜렷한 선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인 경향을 짚어보면, 열녀전( 열녀한매전 , 용궁이정열

전 ), 무신란(戊申亂) 관련 인물전( 충노임술전 , 충리하계명전 , 무신충의전 ),

일가친지나 벗을 입전한 작품( 제사망제규식전 , 재종숙참봉공소전 , 조상공전 ),

이인(異人)을 입전한 작품( 토정영이전 , 임진의승장영규전 )은 석인본으로 수록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세찬은 석인본을 간행하면서 인물전의 작품명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재종숙참봉공소전 , 충리하계명전 , 토정영이전 , 임진의승장영규전 이 그 사

례로, 초고본에는 이세찬이 제목을 편집한 흔적이 남아 있다.24) 석인본에 포함되

지 못한 작품 중에도 제목이 수정된 경우가 있는데, 하천도정전 , 의협전 , 서

고청소전 등의 3편은 ‘記夏川都正事’, ‘記義俠事’, ‘記徐孤靑事’로 제목이 고쳐져

있다. 이로 보아 이세찬은 전으로 창작된 세 작품을 기사문(記事文)으로 분류하려

한 듯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례는 후손에 의해 작품의 제목이 수정된 사례로서,

본고에서는 원제(原題)를 따르도록 한다.

이상으로 초고본의 체재 및 수록작품을 살펴보았다. 초고본은 이세찬에 의한

작품 선별 및 본문 변개, 총독부에 의한 검열을 거치지 않은 자료라는 점에서 이

규상 문학의 본 면모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초고본

은 일실된 책이 있어, 현재로서는 석인본에만 남아있는 작품도 다수 존재하는 실

정이다. 따라서 추후 이규상 문학 연구에서는 일실된 초고본을 발굴하려는 노력

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는 한편, 초고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되 석인본을 아울러

참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4) 土亭靈異傳 은 ‘靈異’ 두 글자 위에 줄을 긋고 ‘李公’으로 바꾸어 놓았고, 忠吏河啓溟傳

은 ‘忠吏’를 삭제하라는 뜻에서 두 글자 위에 권(圈)을 둘러놓았다. 석인본에는 각각 土亭

李公傳 , 河啓溟傳 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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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규상의 생애와 인물전 개관

1. 이규상의 생애

이규상은 1727년 음력 3월 15일 충남 한산군(韓山郡) 한천(寒泉) 외가에서 이사

질(李思質, 1705-1776)과 안동 권씨(安東權氏, 1704-1783)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모친 권씨가 한 아이에게 부채를 받는 태몽을 꿨는데, 부채에 ‘너에게

여주(驪珠)를 주노라’라고 쓰여 있었던 까닭에 아명(兒名)을 벽상(璧祥)이라 하였

다.1) 자(字)는 상지(像之)이고, 호(號)는 유유(悠悠)2)와 일몽(一夢)3)을 주로 썼다.

고조부 이태연(李泰淵, 1615-1669)이 공주(公州) 평기리(坪基里)에 정착한 이

래4) 이규상 가문은 공주에 세거(世居)하며 충청 지역의 노론계(老論系)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5대조 이덕사(李德泗, 1581-1636)가 우암(尤庵) 송시열(宋

時烈)의 장인이 된 이후 이규상 가문은 은진 송씨(恩津宋氏) 집안과 대대로 돈독

한 사이를 유지했다. 이규상의 모친 권씨는 수초당(遂初堂) 권변(權忭)의 손녀이

고, 백모(伯母) 권씨는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의 손녀였으므로, 이규상 가

문은 안동 권씨(安東權氏) 집안과 인척 관계에 있었다. 이규상에게서는 사승 관계

가 확인되지 않으나, 아우 이규위(李奎緯, 1731-1788)는 녹문(鹿門) 임성주(任聖

周)에게 서신으로 예법이나 경전 해석에 관하여 질의했고, 미호(渼湖) 김원행(金

元行)에게 직접 수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문적 배경은 이규상이 노론계 인사들과의 교유 속에서 성장하는 바탕

이 되었다. 그가 교유한 벗들은 대개 노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5) 그러나 이

1) “太夫人夢孺子贈扇, 書與爾驪珠, 錫小名曰璧祥.”(李長載, 先考參奉府君家狀 , 羅石館稿三)
2) 유유(悠悠): 상처(喪妻)하기 전까지 쓴 자호(自號)이다. 당(唐)나라 시인 고적(高適)의 시구

‘一生自是悠悠者’에서 뜻을 취한 것으로, 세사(世事)나 명리(名利)에 구애되지 않고 유유자적

(悠悠自適)한 삶을 살겠다는 지향을 담았다.

3) 일몽(一夢): 1776년(50세)부터 사용한 자호로, 아내와의 사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호를

‘유유’(悠悠)에서 ‘일몽’으로 고쳤다. 인생이 한바탕 꿈과 같다는 이 독특한 자호에는 평생의

반려자를 잃고 느낀 슬픔과 생의 덧없음에 대한 인식이 내재해 있다.

4) “李氏寓居此村, 今百七歲, 世則更六代. (中略) 坪基者, 吾李氏之舊基, 奧我曾祖考, 始卜居焉.”

(李思質, 坪基誌序 , 翕齋稿, 韓山世稿卷12)
5) 이규상이 교유한 인물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경(趙璥, 1727-

1789), 이미(李瀰, 1725-1779), 김상숙(金相肅, 1717-1792), 성대중(成大中, 1732-1809), 심낙

수(沈樂洙, 1739-1799), 조진헌(趙鎭憲, 1726-1782), 조진영(趙鎭寧, 1734-1800), 심환지(沈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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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상이 인물을 평가할 때 그의 당색(黨色)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

었다. 그는 이황(李滉)을 조선의 학자 중 으뜸으로 꼽았고,6) 소론(少論) 재상 조

현명(趙顯命)을 입전하여 예찬했다.7) 병세재언록에는 당색을 구분하지 않고 가

급적 많은 재인(才人)과 명사를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일생을 포의(布衣)로 산 이규상은 공주에서 지낸 기간이 생애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다. 한산(韓山)의 외가에서 성장한 유년기와 서울로 이사한 청장년기

를 제외하고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공주에서 보냈다. 따라서 그의 인물전에는 자

연 김창복(金昌復), 임천일(林泉逸), 하해운(河海運), 영규(靈圭), 서기(徐起) 등 공

주 지역의 인물을 입전한 작품이 많고, 연산(連山)의 한매(寒梅), 강경(江景)의 박

신원(朴新源), 연기(燕岐)의 하계명(河啓溟)과 열녀 이씨(李氏), 청주(淸州)의 임술

(壬戌), 조두석(趙斗錫), 박민웅(朴敏雄), 김진희(金晉熙) 등 호서 지역의 인물을

입전한 작품도 적지 않다.

청장년기의 서울 생활은 이규상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

라 그의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1742년 이사질이 가난으로 인해 가솔을 거느리

고 서울로 이주하면서 당시 16세였던 이규상 또한 상경하게 된다. 이규상의 회고

에 따르면, 그의 가족들은 서울에 집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친인척의 집을

전전하였다고 한다.8) 부친이 출사(出仕)하기 전까지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9) 가난으로 고생하였고, 셋째 아우 이규식(李奎軾, 1739-1752)

이 서울 생활 중 홍역으로 요절하여, 서울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좋지 않은 기억

으로 남았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인사들과 문학적 교유를 나누었

고, 경화(京華)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之, 1730-1802), 홍낙연(洪樂淵, 1724-1785), 오재소(吳載紹, 1729-1811), 오재신(吳載紳, 1739

-1822), 임상주(任相周, 1710-1791), 임창주(任昌周, 1719-1791), 임육(任焴, 1736-1810), 김인

겸(金仁謙, 1707-1772)

6) “我朝, 至今四百餘載, 學問, 當以李退溪爲冠.”( 蕘說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한편 산문

散說 에는 이규상이 도산서원(陶山書院)을 방문하고 이황(李滉)의 묘소를 참배한 일이 기

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散說 , 草稿本 一夢稿文稿(병).
7) 趙豊原君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8) 이사질이 출사하기 전까지 이규상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3차례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

질의 아우 이사빈(李思彬)의 장동(長洞) 집에서 생활하다가 훗날 이주진(李周鎭)의 입동(笠

洞) 저택 중 여사(餘舍)를 빌려 지냈다. 이주진 사후(死後)에는 서소문(西小門) 안에 있던

송상현(宋象賢)의 구가(舊家)를 빌려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규상의 둘째 아우 이규경

(李奎景)이 송씨(宋氏) 집안의 사위였던 덕분이라고 한다. 家錄 , 草稿本 一夢稿文稿(병).
9) “鄕田益耗, 遂上京, 凡十餘年之間, 備嘗艱苦.”( 家錄 , 草稿本 一夢稿文稿(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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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상 일가가 이주진(李周鎭, 1691-1749)의 입동(笠洞) 저택 중 여사(餘舍)를

빌려 거처하게 되면서,10) 이규상은 함광헌(含光軒) 이미(李瀰)와 깊은 교분을 나

누었다. 이주진과 이규상의 모친 안동 권씨가 이종 사촌 간이었으므로 이규상과

이미는 촌수로 6촌이었으나 두 사람은 골육간처럼 가깝게 지냈다.11) 동악시사(東

岳詩社)로 알려진 이미 주도의 시회(詩會)에 참석하여 원인손(元仁孫), 원계손(元

繼孫), 신상권(申尙權), 이석보(李奭輔) 등과 시를 수창한 것도 이 시기의 일이

다.12) 뿐만 아니라 재상 조현명(趙顯命), 시인 이광덕(李匡德) 등 당대의 명류(名

流)를 비롯하여, 조각가 최천약(崔天若), 집주릅 표철주(表鐵柱) 등 도성의 유명

인사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도 이때의 서울 생활이 배경이 되었다. 이들은 훗

날 조풍원군전 , 이참판광덕소전 , 최천약전 , 반협전 으로 입전되거나 부전

(附傳)되었다.

1752년 이사질이 장릉 참봉(章陵參奉)으로 출사하고, 연이어 용궁 현감(龍宮縣

監)으로 부임하면서 이규상 집안은 형편이 차츰 안정되었다.13) 1760년에는 공주의

정계(淨溪)에 새 향저(鄕邸)를 마련하였다. 이후 이규상은 주로 정계의 새 집이나

서울의 거소(居所)에 머물면서 과거 준비와 문필 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나,

용궁현(龍宮縣), 고양군(高陽郡), 인천부(仁川府) 등 부친의 임소(任所)에서 생활하

기도 했다. 용궁이정열전 은 부친이 용궁 현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내에서 발

생한 사건을 기록한 작품이고, 김부자전 은 인천의 부농(富農) 김한진(金漢鎭)을

입전한 작품이다. 하천도정전 은 하천도정(夏川都正) 이의(李椅)에 관한 다양한

일화를 수록한 가운데 고양군의 아전에게 전문(傳聞)한 에피소드도 싣고 있다. 이

들은 이규상이 부친의 임소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견문했거나 전문한 일화를 수록

한 작품이다.

한편 여느 사대부가 자제와 마찬가지로 이규상 또한 출사에 뜻을 두고 수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마흔이 넘은 나이까지 거듭 낙방하였다. 이장재가 찬(撰)한

10) “又借笠洞李判書餘舍而往之.”( 家錄 , 草稿本 一夢稿文稿(병)) 이규상의 가족들은 이주

진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주진 일가와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이주진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받았다고 한다.

11) “余家於仲浩兄家, 殆同門內骨肉”( 丁亥七月初五日舍仲平瑞以正言進十三條時事疏 (中略) 是

月十七日瘧症少差減伏枕書之 , 草稿本 一夢稿第2冊)
12) 동악시사(東岳詩社)의 활동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 民族文化硏究 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155면 참조.
13) “星祥喪出日, 家親始拜章陵郞, 余家遂縻京城. 家親徑出六品, 未三年, 初除龍宮縣倅, 家事始粗

立.”( 家錄 , 草稿本 一夢稿文稿(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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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에 따르면, 이규상은 5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끝내 합격하지 못하였고, 마흔

후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한다.14) 초고본 시고에서는 1767년 인천에서

학질을 앓으며 창작한 시가 여러 편 관찰되는데, 그중에는 ‘윤(閏) 7월 7, 8일에

학질이 또 일어나 밤잠을 이루었다 설쳤다 하였다. 이틀 밤 동안 꿈속에서 내가

과거를 중단하려 했는데, 가대인(家大人)은 허락하셨고, 정언(正言)은 탄식하였다.

나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경이(慶而)는 내가 다독여 과장(科場)으로 보냈다.

꿈에서 깨어나니 이미 닭이 울었다. 침상(枕上)에서 입으로 읊조리고 아침에 기록

하다’15)라는 제목의 작품이 보인다. 또한 산문 촌설 (村說)에서는 중병(重病)을

겪은 후 건강이 손상되어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16) 이와 같은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 보건대, 그의 나이 41세

되던 1767년에 인천에서 병을 앓고 난 후 과거를 단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상이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공주로 완전히 낙향한 것은 1768년 이후이다.

1768년 이사질이 인천 부사(仁川府使)를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가족

들은 인천부 아사(衙舍)에서 서강(西江)의 복파정(伏波亭)으로 이사하였다.17) 그런

데 1768년에 이사질이 벼슬에서 은퇴한 후 귀향했다는 이장재의 언급18)을 참조하

면, 이사질은 복파정에서 잠시 거처하다 그 해에 귀향한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과거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규상 또한 비슷한 시기에 낙향한 것으로 추

정된다.

과거 공부를 접고 공주로 돌아와 시문 창작과 화초 가꾸기에 몰두하던 이규상

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준 사건은 아내 풍양 조씨(豊壤趙氏, 1728-1776)의 죽음이

었다. 1743년 혼인한 이래 30여 년을 함께 한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

규상은 큰 실의에 잠기게 된다. 초고본 시고에 약 40수의 도망시(悼亡詩)가 남아

있고, 도망집(悼亡集)을 엮었다는 기록이 보인다.19)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신의

14) “自少力積功令文, 解大小科額凡五, 而竟不中. 始府君, 淸標望實, 一第直朝暮事, 而恬於進取.

四十後, 不赴擧, 亦無意於祿仕.”(李長載, 先考參奉府君家狀 , 羅石館稿三)
15) 閏七月初七初八瘧又起夜寐或成或不成兩夜夢中吾欲停科家大人許之正言則歎吾不赴科慶而則

吾理送科場夢覺已鷄鳴枕上口號朝記 , 草稿本 一夢稿第2冊.
16) “余本少世情, 特牽於世故, 未免强走作於名利場. 然方彊壯㱓, 不成一命. 昨年, 經重病, 本來小

氣, 氣又減於病後, 科宦之念, 殆付雲烟.”( 村說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17) “戊子(1768)夏, 余家自仁川衙, 移西江, 借具綾雲君伏波亭, 居停.”( 江上說 ,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18) “戊子(1768), 王考府君, 解紱歸田.”(李長載, 先考參奉府君家狀 , 羅石館稿三)
19) “丙申春, 先妣捐世, 嗚呼痛哉! 府君不更絃, 亦無當夕御, 有悼亡集.”(李長載, 先考參奉府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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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를 정리하여 묘지명을 자찬(自撰)하였고,20) ‘일몽거사’(一夢居士)로 자처하며

재혼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뒤에도 그는 집착적이라 할 만큼 시문 창작에 열중하였다. 환갑을

전후해서는 ‘시를 백 수 이상 지으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21)던 김상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평생 만여 수의 시를 지어 남기겠노라는 포부를 세우고 창작에 몰두하

였다. 17세부터 두터운 우정을 쌓아온 벗 조경(趙璥)이 졸(卒)하자 1788년에 조

상공전 으로 입전하였다. 그간 전문(傳聞)하고 기록해 둔 내용을 일부 수렴하여

병세재언록을 저술하였고,22) 경조여사(耕釣餘事)와 같은 야사․잡록성 저작23)
도 노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795년에는 향천(鄕薦)으로 홍릉참봉(弘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

양하였다.24) 1799년 음력 1월 18일 정계의 정침(正寢)에서 향년 73세로 타계하였

다.

2. 인물전 개관

이규상은 협사(俠士), 기인(奇人), 장군, 충노(忠奴), 의사(義士), 이인(異人), 열

녀(烈女), 수령, 예인(藝人) 등 다양한 인물 유형을 입전하였다. 본 절에서는 입전

인물의 유형에 따라 작품을 개관하고, 특정 유형으로 포괄되지 않는 인물에 대해

서도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이규상 인물전의 전반적인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이규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입전한 유형은 기인(奇人)과 협사(俠士)이다.

家狀 , 羅石館稿三)
20) 自家室人墓誌 는 남편과 아내의 생애를 한 편에 담아낸 묘지명이다. 아내를 잃은 뒤 이규

상이 자찬(自撰)한 작품이다. 自家室人墓誌 , 一夢稿, 韓山世稿卷27.
21) “金坯窩相肅曰: ‘詩滿百, 必有害, 況萬乎?’ 一夢惧而止之, 而竟不能止.”( 又自序 , 草稿本

一夢稿第1冊)
22) 幷世才彦錄引 의 작성 시점이 1792년이므로, 1792년을 전후한 시기에 幷世才彦錄 저술
에 착수한 듯하다. “壬子(1792)臘平, 一夢居士引.”( 幷世才彦錄引 , 草稿本 一夢稿文稿
(을))

23) 耕釣餘事는 현재 확인되지 않으나 석인본에 耕釣餘事序 가 남아 있다. 김영진 교수는

耕釣餘事序 의 내용에 의거하여 耕釣餘事를 야사․잡록성 저작으로 추정하였다. 김영진,
앞 논문, 137면.

24) 承政院日記 正祖 19年 11月 28日․12月 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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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협전 , 의협전 , 반협전 등 표제에 ‘협’(俠)이 들어간 3편은 협전(俠傳)으로

볼 수 있고, 하천도정전 , 임천일전 , 이독동전 등의 3편도 협사나 기인을 입

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언협전 은 길에서 처음 만난 노비에게 자신의 신분

을 밝히지 않고 재물을 시여(施與)한 한 총각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단성(李丹

城)25)의 노비가 철령(鐵嶺)에서 어떤 총각을 만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그 총각

에게 말과 돈을 선물 받고 몇 해 뒤에 다시 면목(綿木)을 선물 받아 마침내 풍요

로운 삶을 살았다는 단출한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풍문으로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총각을 협사로 입전하였다. ‘諺俠傳’이라는 제목은 ‘속언(俗言)

에 전하는 협사의 전’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의협전 은 운봉(雲峯) 아전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자청한 한 노비를 입전한 작품이다. 운봉 아전이 혹독한 형

벌 집행으로 유명했던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광덕(李匡德)에게 치죄(治罪)를 받

게 되자, 길에서 만난 한 노비가 후사(後嗣) 없이 노모를 봉양하는 그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죄를 대신 받는다는 줄거리이다. 이규상은 종질(從姪) 이경재(李景

載)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노비를 ‘의협’(義俠)으로 입전하였다. 반협전

은 ‘반협’(半俠) 원의겸(元義謙)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옛날에 반영웅(半

英雄)이 있었으니, 협사도 반협(半俠)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26)라는 말로 시작

된다. ‘반영웅’이 대영웅(大英雄)의 절반 역량밖에 되지 않는 ‘반쯤 영웅’을 가리키

는 말이므로, ‘半俠’이란 ‘반쯤 협사’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의겸은 베풀기를 좋아

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만 어리숙한 면이 있고 구걸을 잘

하는 인물이다.

하천도정전 은 포악한 행실로 악명 높았던 하천도정(夏川都正) 이의(李椅)를

입전한 작품이다. 이의는 남의 재물을 쉽게 빼앗고 국법을 무시하는 등 각종 탈

선과 비행으로 지탄을 받았던 종친(宗親)이다. 이 작품에는 하천도정의 짓궂고 난

폭한 성격을 보여주는 다양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고, 가난하거나 곤경에 처한 이

웃을 구제하는 협사적 면모 또한 부각되어 있다. 임천일전 은 공주의 괴걸지사

(魁傑之士) 임천일(林泉逸)을 입전한 작품이다. 그는 향품(鄕品) 집안의 자제로서,

의기(意氣)를 숭상하여 고을에서 칭송을 받는 인물이다. 작가는 이 작품의 본사

(本事)에서 기발한 계책과 속임수를 좋아하는 임천일의 독특한 행동 양태를 주로

25) 단성 현감(丹城縣監)을 지낸 이씨(李氏) 성의 인물이다.

26) “古有半英雄, 俠有半宜矣.”( 半俠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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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였다. 임천일전 은 임천일의 기인적 면모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독동전 은 사자관(寫字官) 생도 이정담(李挺)을 입전한 작품이다. ‘독

동’(禿童)은 이정담의 아명이다. 그는 당화(唐貨)를 무역하는 형 이정필(李挺馝)의

경제력에 기대어 주색(酒色)에 빠진 채 일생을 허랑방탕하게 산 인물로, 이독동

전 은 그의 기행(奇行)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둘째, 장붕익(張鵬翼), 정충신(鄭忠信), 임경업(林慶業), 강홍립(姜弘立) 등의 장

군이 입전되었다. 장대장전 은 숙종～영조대의 명장(名將) 장붕익을 입전한 작품

이다. 장붕익이 지체 높은 문관가(文官家)의 자제들을 혼쭐낸 일화, 검계(劍契)를

소탕한 일화, 전주영장(全州營將)으로 있을 때 절도사와 마찰을 빚은 일화 등을

엮은 작품이다. 정금남전 은 신분은 미천했으나 타고난 지략과 용맹으로 전장에

서 활약을 펼친 정충신을 입전한 작품이다. 최창대(崔昌大)의 정장군충신전 (鄭

將軍忠信傳)27)을 축약한 내용과 지와만록(芝窩漫錄)에 기록된 일화, 구전(口傳)

되는 일화를 나란히 기록한 작품이다. 임장군전 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활약했

던 임경업을 입전한 작품이다. 신정하(申靖夏)의 지중추부사증시충민임공행장

(知中樞府事贈謚忠愍林公行狀)28)을 개작한 내용과 구전되는 일화를 나란히 기록

한 작품이다. 난역강홍립전 은 광해군(光海君)의 밀지(密旨)를 받들어 후금(後金)

에 투항한 원수(元帥) 강홍립(姜弘立)을 입전한 작품이다. 작품의 서두에서 “고을

진신가(搢紳家)에서 강홍립의 전을 보았다”, “구전(舊傳)은 누구의 필치인지 모른

다”29)고 밝힌 것으로 보아 작가는 원작자를 알지 못한 듯하다. 작품의 본사를 살

펴보면 권칙(權侙)의 강로전 (姜虜傳)을 읽고 개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정금남전 , 임장군전 , 난역강홍립전 등의 3편은 다른 작가의 행장이나 전

을 축약하거나 개작한 내용이 본사의 중심을 차지한다. 대체로 표현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글자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작이 이루어졌고,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없던 내용이 첨가된 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서두나 논찬을 통해 그들의 사적을 읽고 기록하며 느낀 소회를 표출하기

도 하였다. 임장군전 의 서두와 난역강홍립전 의 논찬에서 숭문주의(崇文主義)

를 비판한 점이 주목된다.

27) 崔昌大, 鄭將軍忠信傳 , 昆侖集卷14.
28) 申靖夏, 知中樞府事贈謚忠愍林公行狀 , 恕菴集卷14.
29) “余從鄕搢紳家, 覩弘立傳.”, “舊傳, 未知何人之筆.”( 亂逆姜弘立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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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충노임술전 , 충리하계명전 , 무신충의전 등 3편은 무신란(戊申亂)과

관련된 충노나 의사를 입전한 작품이다. 충노임술전 의 임술(壬戌)은 이규상의

종대부(從大父)의 노비로, 청주(淸州)를 방문했다가 무신란을 만난 이사질을 헌신

적으로 호위한 인물이다. 이규상은 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사질의 무사

귀환을 도운 임술의 충심(忠心)을 높이 평가하였다. 충노임술전 은 조선시대 충

노전(忠奴傳)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30) 충리하계명전 은 연기현

(燕岐縣)의 아전 하계명(河啓溟)을 입전한 작품이다. 하계명은 이인좌(李麟佐)의

발군(發軍) 요청을 앞장서서 거절하고, 관군(官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무

신란 당시 의행(義行)을 보였으나 사적이 인멸되어 가던 인물이다. 작가는 구전되

는 그의 사적을 수습하여 충리하계명전 을 창작하였다. 무신충의전 은 무신란

진압에 기여한 호서(湖西) 지역의 의사들을 집전(集傳)한 작품이다. 청주 병영의

군교(軍校)인 조두석(趙斗錫)과 그의 부친 조노인(趙老人), 의병장 김진희(金晉熙)

와 박민웅(朴敏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청주 창의군(倡義軍)의 결성 과정과 활약상

을 담았고, 충리하계명전 으로 입전되었던 하계명의 사적도 재차 기록되었다. 자

신의 시아버지가 이인좌의 무리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목매어 자결한 청안

현감(淸安縣監) 자부(子婦)의 열행(烈行)도 본사의 말미에 기록되었다.

공주에서 유년을 보낸 이규상은 무신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이인좌가 반군을 이끌고 청주 병영에 침투한 1728년 3월 14일은 이규상의 첫돌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 날 이사질은 아우 이사빈(李思彬)의 혼사를 의논하기 위

하여 청주에 갔다가 난리를 만났고, 공주에 있던 모친 권씨는 어린 이규상을 여

종에게 업히고 무성산(武盛山)으로 피난했다. 이사질과 권씨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이규상에게 들려주곤 했으므로,31) 그는 무신란의 혼란상을 추체험할 수

있었다.32) 이러한 개인사적 배경은 이규상이 무신란 관련 인물들을 입전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0) 조선시대 충노전(忠奴傳)의 전통에 대해서는 이종묵, 南夏正의 林石童傳 과 忠奴傳의 전

통 , 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韓國古典小說과 敍事文學下, 집문당, 1998, 161-170면 참조.
31) “歲戊申, 逆賊起於淸州, 在三月十四日也. 余丁未生, 而是時初度日際也. 家大人, 以季父婚議,

往淸州. 慈夫人, 將子而獨在家. 賊報蒼皇坪基, 人皆避奔於武盛山. 家大人, 身在賊藪, 未卜存

亡, 慈堂使女婢玉每負余, 扶杖而隨一家之避亂行. 慈堂尙語此時事曰: ‘汝一塊肉, 欲托於一家,

吾俟汝父親消息, 欲自裁也.’”( 家錄 , 草稿本 一夢稿文稿(병))
32) 피난 도중 여종이 영아인 이규상에게 시냇물을 움켜 먹였던 탓에 이규상은 평생 담체(痰

滯)와 설사병을 앓기도 했다. “戊申甫晬, 而湖西寇難, 阿者抱走, 掬涓磵沃喉, 府君祟此, 平生

患痰滯泄便.”(李長載, 先考參奉府君行狀 , 蘿石館稿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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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규상은 3편의 이인전(異人傳)을 창작하였다. 서고청소전 , 임진의승장

영규전 , 토정영이전 등 3편은 각각 서기, 영규대사, 이지함과 관련된 여러 일

화를 모아 기록한 작품이다. 서고청소전 은 회덕(懷德)의 관노(官奴)와 한 야녀

(野女)가 야합(野合)하여 서기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그의 출생 내력을 자세히 서

술하고, 그 외 서기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을 두루 기록한 작품이다. 임진의승장

영규전 은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의승장(義僧將) 영규(靈圭)를 입전한 작품이다.

영규가 출가하여 승려가 된 배경, 임진왜란을 예견한 그의 예지력, 의승장으로

출전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담았다. 토정영이전 은 이지함의 신이한 사적을 여

럿 기록한 작품으로, 이지함이 풍수나 천문지리에 밝았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일

화로 구성되어 있다.

서고청소전 , 임진의승장영규전 , 토정영이전 에 등장하는 여러 일화는 야담

집이나 구비문학 현지조사 자료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들이다.33) 이규상은 주

변인들의 전언이나 구비 전승에 의거하여 세 작품을 창작하였는데,34) 세 작품의

창작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규상이 거주했던 지역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주는 계룡산(鷄龍山)을 끼고 있고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고장이라 설화 전승

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35) 특히 공주시 계룡면(鷄龍面)에는 영규가 승려

생활을 한 갑사(甲寺)가 위치해 있고, 반포면(反浦面)에는 서기가 아버지를 찾은

곳으로 알려진 공암굴(孔巖窟)이 자리하고 있다. 전설의 형성과 전승에 강력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증거물의 존재를 배경으로 영규나 서기에 관한 전설은

오늘날까지 공주에서 폭넓게 채록된다.36) 공주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이규

상과 그 주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 관한 전설을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37)

33) 徐孤靑小傳 에 기록된 서기의 출생담이나 壬辰義僧將靈圭傳 에 기록된 영규의 출가담은

오늘날까지 공주에서 채록되는 설화이다. 서기의 출생담은 東稗洛誦에도 실려 있고, 土亭
靈異傳 에 기록된 ‘이지함이 해일을 피한 일화’는 임방(任埅)의 天倪錄에도 실려 있다. 신

동흔, 역사인물담의 현실대응방식 연구―계룡산 인근지역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6-41면․58-75면; 이우성 편, 東稗洛誦 外 五種, 亞細亞文化
社, 1990, 354면; 임방, 정환국 역,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95-96면.

34) 徐孤靑小傳 과 壬辰義僧將靈圭傳 은 연기(燕岐)에 거주했던 홍상우(洪相宇)와 전시광(全

始光)의 전언에 의거하여 지은 작품이다. 土亭靈異傳 은 홍상우가 전한 일화와 구전되는

설화를 모아 기록한 작품이다.

35) 신동흔, 위 논문, 11면.

36) 신동흔, 위 논문, 265-291면․301-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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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규상은 3편의 열녀전을 창작하였다. 열녀한매전 , 용궁이정열전 ,

열부이씨전 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훼절의 위기를 경험한 여성들의 자결을 다룬

작품이다. 열녀한매전 은 연산(連山)의 노비 한매(寒梅)를 입전한 작품으로, 남편

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한매가 주인집의 고노(雇奴)에게 겁탈

위협을 당한 뒤 목매어 자결한 사건을 담았다. 용궁이정열전 은 용궁현(龍宮縣)

의 두 열녀 김씨(金氏)와 권씨(權氏)를 합전(合傳)한 작품이다. 김씨는 남편이 병

사하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결하였고, 권씨는 이웃집 노비에게 겁탈 당

할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였다. 열녀이

씨전 은 임봉양(林鳳陽)의 처 전주 이씨(全州李氏)를 입전한 작품이다. 쉬지 않고

남편의 병을 구완했던 이씨의 정성, 남편이 죽자 간수[鹽水]를 마시고 뒤따라 자

결한 열행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규상이 창작한 3편의 열녀전은 전통적인 열녀전의 내용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으며, 입전된 여성들은 열녀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씨가 평소 반드시 이

치에 맞는 말을 하고 희학(戱謔)을 전혀 일삼지 않은 것은, 한결같이 단정하고 깨

끗하며 규범적인38) ‘열녀들’의 성품과 다르지 않다. 남편을 잃은 한매는 항상 치

마의 끈을 단단히 묶고 잠잘 때나 병이 든 때에도 풀지 않으며, 김씨는 스스로

‘죄부’(罪婦)라 칭하면서 아들을 낳지 못한 자신을 책망한다. 열다섯에 아버지를

여읜 권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부친상을 치렀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읜

열녀가 부친상을 직접 주관한다’는 일화는, 열녀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일화

이다.39)

여섯째, 소정나주전 과 양리전 은 수령을 입전한 작품이다. 소정나주전 은

나주 목사(羅州牧使) 정혁선(鄭爀先)을 입전한 작품으로, ‘소정나주’(小鄭羅州)는

그의 별칭이다. 정혁선이 ‘절검’(節儉)에 바탕을 두고 고을을 다스렸던 일화, 그의

비상한 기억력과 예지력을 볼 수 있는 일화를 기록하였고, 그 외 그와 관련된 다

양한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양리전 은 한덕필(韓德弼), 안상집(安商楫), 이수보

37) 土亭靈異傳 에 나오는 ‘이지함이 강씨(姜氏)에게 시전촌(柿田村)의 길지(吉地)를 알려준

일화’ 또한 충남 아산(牙山) 지역에서 전승되던 설화로 볼 수 있다.

38)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의 전개와 유형 ,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30
면.

39) 이혜순 교수는 열녀전에 아버지를 일찍 여읜 열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아버지

를 일찍 여읜 열녀가 아버지 상사를 직접 주관한 것이 강조되는 것은 그들이 나이에 비해

품성이나 행동이 상당히 어른스러웠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이혜순, 위 논문,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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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秀輔), 이만직(李萬稷), 조진헌(趙鎭憲) 등 당대에 명망이 높았던 양리(良吏)들

을 집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본사에는 이들의 치적(治積)을 보여주는 짧은 일

화가 배치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간간이 기록되어 있다.

일곱째, 예인을 입전한 작품이 1편이다. 최천약전 은 영조대에 활약한 조각가

이자 기술자인 최천약(崔天若)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규상은 최천약이 직접 들려

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그의 지혜, 그가 서평군(西平君)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왕실의 기물 제작에 참여하게 된 과정, 그의 자명종 제작 등을

서술하였다.

이상에서 입전 인물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입전 인물의 기타 주목할 만한 특

징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규상은 일가친지나 벗을 입전하기도 하였다. 제사망제규식전 , 재종

숙참봉공소전 , 윤이형전 은 각각 이규상의 아우, 재종숙(再從叔), 이종 사촌을

입전한 작품이다. 제사망제규식전 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으나 14

세의 나이로 요절한 이규식을 입전한 작품이다. 그의 준수한 외모와 어진 마음씨,

어린 시절부터 보인 비범성 등을 고루 소개하였고, 그가 지은 시를 인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의 시재(詩才)를 직접 볼 수 있게 하였다. 재종숙참봉공소전 은

재종숙 이사중(李思重)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사중과 이사질이 함께 과문(科文)을

연마하던 시절의 소소한 일화를 담았고, 이사중이 당대의 명류들과 교유했다는

사실, 호기로웠던 그의 성품 등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윤이형전 은 단아하고 독

실한 성품을 지닌 이종 사촌 윤만(尹晩)을 입전한 작품이다. 그의 빼어난 필법(筆

法),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심, 황급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는 침착

한 성품 등을 묘사하였다.

이상의 3편은 작가가 가족 혹은 친척으로서 지켜본 그들의 언행이나 가족에게

서 전문한 일화를 기록하였므로, 대체로 일상적이고 소소한 에피소드로 채워져

있다. 또한 이규식, 이사중, 윤만은 모두 수(壽)를 누리지 못하고 일기를 마쳤는

데, 세 작품에는 재주와 덕성을 지닌 그들의 단명(短命)을 안타깝게 여기는 작가

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가까운 이들의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는 소박

한 동기에서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앞서 양리전 의 입전 인물로 언급한 이만직, 이수보는 이규상에게

종증조(從曾祖)와 재종조(再從祖)되는 집안의 어른들이며, 조진헌은 이규상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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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자 절친한 벗이었다. 또한 조상공전 으로 입전된 조경(趙璥)은 이규상의 가

장 절친한 벗이었다. 조상공전 은 조경의 관력(官歷), 외모, 성품, 문재(文才), 지

방관으로서의 치적 등을 고루 기술한 작품이다. 논찬에는 작가가 지우(知友)로서

알고 있는 그의 면모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다.

둘째, 노비를 입전한 작품이 6편이다. 6편 중 열녀한매전 의 한매, 충노임술

전 의 임술, 서고청소전 의 서기, 의협전 의 무명(無名)의 노비는 앞서 열녀, 충

노, 이인, 협사로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강한말지전 과 주노미전 에 대해 간

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굳센 놈 말지(末之)의 전’40)이라는 뜻의 강한말지전 은

오만하고 괴팍하지만 뚜렷한 개성을 지닌 노비 장말지(張末之)를 입전한 작품이

다. 그는 이규상의 백부(伯父) 이사휘(李思徽)의 창두(蒼頭)로서, 여색(女色)과

재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 직분에 충실하면서도 고관(高官)에게 굽실대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주노미전 의 주노미[朱者味]는 이규상의 족

조(族祖) 이수득(李秀得)이 거느렸던 노비이다. 이 작품은 풍채가 좋고 성질이 사

나웠던 주노미가 늙어서는 쇠락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를 담았다. 작

가는 논찬에서 인생사의 부침(浮沈)이 무상함을 탄식하였다.

셋째, 중인이나 서얼을 입전한 작품이 4편이다. 이몽리전 과 이독동전 은 중

인을, 김고사창복전 과 박참봉전 은 서얼을 입전하였다. 이독동전 의 이정담은

앞서 기인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몽리전 은 학행(學行)으로 경성 여항에 명성이

자자했으나 불행히도 요절한 서생(書生) 이몽리(李夢鯉)를 입전한 작품이다. 이몽

리가 노비 개금(介金)을 교화한 일화41)로 본사를 구성하여 그의 침착한 성품과

독실한 행실을 예찬하였다. 김고사창복전 은 서얼 김창복(金昌復)을 입전한 작품

이다. 김창복은 장동 김문(壯洞金門)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서얼이었던 탓에 장동

을 떠나 공주에서 은거한 인물이다. 작가는 명리(名利)의 장을 떠나 농사와 독서

로 삶을 마친 그를 ‘고사’(高士)로 입전하면서, 논찬을 통해 서얼 등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박참봉전 은 산수(算數)와 역학(易學)에 밝은 박신원(朴新源)을 입전

한 작품이다. 박신원이 문자점(文字占)을 치면 적중했던 일화, ‘망해도산법’(望海島

40) ‘굳센 놈’[剛漢]은 물리적인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라 의지가 굳건해 비굴하게 굴지 않는다

는 의미에 가깝다. 論語 公冶長 의 “子曰: ‘吾未見剛者.’ 或對曰: ‘申棖.’ 子曰: ‘棖也, 慾,

焉得剛?’”에서 온 뜻으로, 주희(朱熹)는 ‘剛’을 ‘堅强不屈之意’로 풀이하였다.

41) 이 일화는 심노숭(沈魯崇)의 自著實紀와 유재건(劉在建)의 里鄕見聞錄에도 보인다. 심

노숭, 안대회․김보성 외 역,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420-421면; 유재건, 실시학사 고
전문학연구회 역, 이향견문록, 글항아리, 2008,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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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法)이라 불리는 그의 독특한 거리 측정법 등을 기록하였고, 고담(古談)을 잘하

고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의 면모도 조명되었다.

넷째, 소론계(少論系) 인물인 이광덕(李匡德)과 조현명(趙顯命)이 입전되었다.

이참판광덕소전 은 시인 이광덕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광덕이 유배갈 때 지은

시42)가 창작된 배경을 전문하고서 기록하고, 작가가 직접 보았던 그의 외모 및

낙척(落拓)한 처지 등을 묘사하였다. 인정기술(人定記述)이나 논찬(論贊) 없이 일

화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시화(詩話)와 같은 인상을 준다. 조풍원군전

은 재상 조현명을 입전한 작품이다. 타인에게 전문하거나 세간에 전하는 일화를

기록한 작품으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형의 임종을 지킨 그의 우애, 한 번 약속

한 것은 고치지 않는 신의, 가난한 관리를 가엾게 여길 줄 아는 후덕함, 때로는

아침 끼니를 걸러야 했던 청렴함 등 조현명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일화

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끝으로, 이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만석전 은 지족선사(知足禪師)라는 법명으로 더욱 알려진 만석(萬釋)을 입전한

작품이다. 황진이(黃眞伊)가 송도삼절(松都三絶)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 서경

덕(徐敬德)과 만석을 유혹하였는데, 서경덕은 동요하지 않았으나 만석은 유혹에

넘어가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서술의 초점이 인물보다 사건에 맞추어져

있어 야담 같은 인상을 주는 작품이다. 김부자전 은 인천(仁川)의 농민 김한진

(金漢鎭)을 입전한 작품이다. 그는 인천부(仁川府)의 파총(把摠)을 지낸 인물로,

농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고을에서는 ‘김부자’로 일컬어졌다. 작가는 김부

자의 부지런함과 검소함, 분수를 지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다. 악인박엽전

은 박엽(朴燁)과 관련된 여러 일화를 모아 기록한 작품이다. 박엽이 숙부의 여종

을 몰래 취한 일화, 이덕형(李德馨)을 욕보인 일화 등 그의 음탕하고 방자한 행실

을 보여주는 일화뿐 아니라 박엽과 관련된 잡다한 일화를 담고 있다. 작가는 논

찬을 통해 그의 악행(惡行)을 상세히 기록하여 엄히 징창(懲創)하는 데 입전 의도

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창전 은 구변이 좋고 처세에 능한 영장(營將) 이중창(李重昌)43)을 입전한

42) 해당 작품의 원문은 “咸關女俠滿頭絲, 醉後高歌兩出師. 唱到草廬三顧語, 逐臣淸淚萬行垂.”이

다. 冠陽集卷1에 題贈咸興老妓詩軸 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43) 이중창은 중인(中人)일 가능성이 있다. 작가는 그에 대해 “或傳中路人云, 家世不能詳知.”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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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다. 이중창이 견강부회(牽强附會)한 시로 시관(試官) 김진규(金鎭圭)를 속

인 사건, 청루(靑樓)의 협객들을 골탕 먹인 사건, 평안 감사(平安監司) 이세재(李

世載)가 그의 버릇을 고치려 했으나 기지를 발휘하여 모면한 사건 등을 엮은

작품이다. 신궁하해운전 은 공주 출신의 무인(武人) 하해운(河海運)44)을 입전

한 작품이다. 입신(入神)의 경지에 든 궁술(弓術)로 사천현감(泗川縣監)에 오른

하해운이 노둔하고 미련한 천성 때문에 파직되어 공주로 돌아온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궁술보다 아둔한 성격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적이다.

김동자육휘전 은 14세 소년 김육휘(金六輝)를 입전한 작품이다. 김육휘는 평

민 집안의 자제로, 한강에서 연을 날리던 아우가 강에 빠지자 얼음이 언 강 속

으로 뛰어들어 아우의 목숨을 살린 소년이다. 이규상은 아우 이규위가 보내온

편지로 이 미담(美談)을 접했고, 김육휘의 행실을 칭찬하며 전을 지었다. 김충

선전 은 임진왜란 중 조선으로 귀화한 김충선(金忠善)의 이력을 서술한 작품이

다. 김충선의 귀화 동기, 귀화 과정, 귀화 이후의 행적 등을 순차적으로 담았다.

병세재언록 우예록 (寓裔錄)에, “판서 오재순(吳載純)의 종제(從弟) 오재신(吳

載紳)에게서 김충선의 행적을 얻어 볼 수 있었다”45)라는 말이 보이는데, 아마도

고종 사촌 오재신(吳載紳)에게 김충선 관련 기록을 얻어서 읽고 창작한 작품인

듯하다.

44) ‘河海雲’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承政院日記에는 ‘河海雲’으로 명기된 사례가 더 많이 보인
다. 이규상의 증손 이형부도 하해운을 입전하였는데, 이형부는 ‘河海雲’으로 표기하였다. 李

馨溥, 河海雲傳 , 溪西稿, 韓山世稿卷46.
45) “余因吳判書從弟載紳, 得見忠善行跡.”( 寓裔錄 , 幷世才彦錄, 一夢稿, 韓山世稿卷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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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명 傳聞 경로

1 張大將傳 張鵬翼의 同祖弟, 世傳, 表鐵柱, 訓練營의 兵校

2 惡人朴燁傳 朴亨源→第三弟, 世傳

3 小鄭羅州傳 權順性, 世傳

Ⅳ. 이규상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

1. 설화와 풍문의 적극적 수용

인물전을 짓고자 하는 작가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작업은 입전 인물과 관련

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작가가 직접 견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작가는 대상 인물과

관계된 행장(行狀), 비문(碑文), 유사(遺事) 등의 문헌을 입수하여 검토하기도 하

고, 구전(口傳)에 의거하여 전을 짓기도 한다. 어떠한 경로를 거치든 그 자료는

신빙성을 의심받지 않아야 하는바, ‘거사직서’(據事直書)는 전(傳)의 중요한 장르

규범으로 인식되었다.1)

세간에 전하는 풍문과 설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이규상 인물전의 특징이

다. 여말(麗末)이나 선초(鮮初)의 인물전과 달리 설화를 활발하게 수용한 것이 조

선후기 인물전의 주요 변모상 가운데 하나로 지적됨을 감안한다면,2) 설화와 풍문

을 기록하여 전을 짓는 방식은 그리 주목할 만한 특징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규상은 다른 작가에 비해 설화와 풍문을 수용한 비중이 높고, 또 이러한 수용

이 어떤 면에서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규상은 직접 견문을 바탕으로 전을 짓는 경우를 제외하곤 주로 전언(傳言)에

의거하여 전을 창작하였다. 이규상의 인물전에 설화나 풍문은 대개 전문(傳聞)을

통해 수용되고 있으므로, 우선 전언에 의거하여 창작한 작품을 확인한 뒤 설화와

풍문의 수용 양상을 살피도록 한다. 아래 표는 작품 안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언을 바탕으로 전편(全篇)을 창작했거나 전언을 일부 포함한 작

품을 정리해 본 것이다.

1) 전의 장르적 성격에 대해서는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1993, 19-40면 참조.

2) 박희병, 위의 책, 87-94면.

3) 작품의 서두에서 ‘戊戌夏, 燕岐文士洪相禹曰’이라고 하였는데, ‘洪相禹’는 ‘洪相宇’의 오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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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諺俠傳 浮虛人

5 鄭錦南傳 諺傳

6 忠吏河啓溟傳 巷論輿誦

7 趙豊原君傳 權順性, 李益普, 趙暾, 柳協基, 世傳

8 林將軍傳 諺傳

9 土亭靈異傳 洪相宇, 諺傳

10 戊申忠義傳 州人(淸州人)

11 壬辰義僧將靈圭傳 全始光

12 夏川都正傳 新溪君 李㯖, 高陽郡의 老吏, 世傳

13 李參判匡德小傳 尹㬦
14 義俠傳 柳弘章→李景載

15 徐孤靑小傳 洪相禹3)

우선 작품 안에서 작가가 설화나 풍문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부터 살펴본

다. ‘世傳’은 ‘세간에 전하는 이야기’를 뜻한다. ‘諺傳’은 ‘속언(俗言)에 전하는 이야

기’라는 뜻으로, ‘민간에서 유전(流傳)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일화 가운데 ‘世傳’이나 ‘諺傳’에 출처를 둔 것은 입전 인물과 관련된 설화나 풍문

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대장전 , 악인박엽전 , 소정나주전 , 조풍원군

전 , 하천도정전 은 각각 장붕익, 박엽, 정혁선, 조현명, 하천도정 이의에 관한 ‘세

간에 전하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금남전 , 임장군전 , 토정영이전 은

각각 정충신, 임경업, 이지함에 관한 ‘민간에서 유전되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世傳’이나 ‘諺傳’처럼 불명확한 출처가 아니라 믿을 만한 전언자를 명시한 경우에

도 그 내용은 설화나 풍문인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홍상우(洪相宇)는 이지함과 관

련된 설화를, 권순성(權順性)은 정혁선과 관련된 풍문을 작가에게 들려주었다.

임진의승장영규전 과 서고청소전 은 전시광(全始光)과 홍상우의 전언에 의거

하여 전편을 창작한 작품이다.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영규와 서기에 관한 설화

이다. 이참판광덕소전 에서 윤확(尹㬦)이 전달한 이야기는, 기생 가련(可憐)이 낭
송하는 출사표 (出師表)를 듣고 이광덕이 지은 시와 관련된 일화로, 이 일화는

시화(詩話)와 야담에 자주 등장한다.4) 당시 널리 회자되던 이야기를 작가가 윤확

듯하다. 홍상우(洪相宇, 1733-1793)는 연기(燕岐)에 거주했던 이규상의 벗으로, 문장에 능하

고 고담을 잘하였다.

4) 정우봉, 18세기 함흥 기생 可憐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 漢文敎育硏究 34, 한국한문
교육학회, 2010, 360-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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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전문하고 기록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언협전 은 작가가 ‘부허인’(浮虛人)에게 전문한 사건을 기록한 작품이다.5)

‘부허인’은 ‘떠돌아다니는 허황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짐작되므로, 언협전

은 풍문을 기록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의협전 에서 작가는 이경재(李景載)가

유홍장(柳弘章)에게 전문하고서 들려준 ‘의로운 노비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입소

문을 타고 전달된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충리하계명전 은 작품의 말미에서 “巷論輿誦을 서술하여 글로 써서 충리전

(忠吏傳)을 짓는다”6)라고 밝혔다. ‘巷論’은 거리의 말이라는 뜻이고, ‘輿誦’은 여론

이라는 뜻이다. 충리하계명전 은 연기현(燕岐縣)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하계

명(河啓溟)의 옛 사적을 수습하여 기록한 작품이다. 무신충의전 또한 작품의 서

두에서 “청주 사람들에게 널리 채집하여 이에 충의전 (忠義傳)을 짓는다”7)라고

하였다. 무신충의전 은 청주인들 사이에서 구전(口傳)되던 인물들의 사적을 채집

하여 기록한 작품이다.

이상은 작품 안에서 전문 경로를 밝힌 경우이다.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설화나 풍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만석전 과 이몽리전 이 있

다. 만석전 은 황진이(黃眞伊), 서경덕(徐敬德), 만석(萬釋)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을 다룬 작품으로, ‘망석중놀이’의 연원이 된 설화를 담고 있다. 이몽리전 은 이

몽리(李夢鯉)가 노비 개금(介金)을 교화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작품이다. 앞서 언

급했듯 이 일화는 심노숭의 자저실기와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도 실려 있다.

세간에서 회자되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풍문을 기록한 작품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에 조풍원군전

의 본사(本事)를 전체적인 구조만 제시한다. 조풍원군전 은 이규상이 창작한 인

물전 중 가장 많은 전언자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①조풍원(趙豊原)은 이름이 현명(顯命)이고 자(字)가 치회(稚晦)이다. 당저조(當宁朝)

의 의정(議政)으로, 무신년(戊申年, 1728)에 토역공(討逆功)으로 책훈(策勳)되어 풍

원군(豐原君)으로 봉해졌다. 효장세자빈(孝章世子嬪)의 작은 아버지이다.

②첨사(僉使) 권순성(權順性)이 말하기를, “풍원군이 영남백(嶺南伯)으로 있을 때

5) “曩余入京, 聞浮虛人所傳, 則近年倉洞李丹城奴 (後略)”( 諺俠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
(갑))

6) “故述巷論輿誦, 書庸識之, 而曰忠吏傳.”( 忠吏河啓溟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7) “博採於州人, 於是作忠義傳.”( 戊申忠義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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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장(裨將)으로 있었습니다. (중략)”

③정언(正言) 이익보(李益普)가 말하기를, “풍원군이 병조 판서일 때 제가 병랑(兵

郞)으로 뵈었는데, 당시 여름날이 몹시 뜨거웠습니다. (중략)”

④근일에 봉조하(奉朝賀) 조돈(趙暾)이 근세의 인물을 논하면서 상서(尙書) 이태중

(李台重), 판서(判書) 윤심형(尹心衡), 조풍원군을 으뜸으로 꼽으며 말하기를, “풍

원과 우리 부친 상서공(尙書公)은 집이 담을 사이에 두고 정이 좋으셨네. (중략)”

⑤주서(注書) 유협기(柳協基)가 말하기를, “풍원에게는 이모가 있었는데 양초관(梁

哨官)의 처(妻)입니다. 모친의 서매(庶妹)였지요. (중략)”

⑥세간에 전하기를, 풍원(豊原)은 아침에 반드시 큰 주발에 진한 술 한 사발을 마시

고서 크고 좋은 간지(簡紙)를 꺼내어 반행서(半行書)를 휘갈겼다고 한다. 거나하게

말하기를, “우리 큰 형은 술로 세상에 이름이 났고, 작은 형은 여색으로 세상에 이

름이 났으니, 나는 응당 초서(草書)로 세상에 이름을 내리라”하였다고 한다.

⑦내가 한강에 있을 때 유사인(兪士人)의 집에서 금석문(金石文)을 빌려 보았는데,

그중에 창랑(滄浪) 홍세태(洪世泰)의 묘비문(墓碑文)이 있었다. (중략)

⑧유주서(柳注書)가 또 말하기를, “우리 이웃에 풍원의 아들이 사는데, 음관(蔭官)이

고 집이 가난하여 작은 오두막에 거처하니, 풍원의 청렴함을 알 수 있지요.”

⑨세간에 전하기를, 풍원은 가난하여 더러 아침저녁 식사를 걸렀는데, 지방에서 재

상에게 관례적으로 보내주는 양식 덕분에 간혹 빈 속을 술과 안주로 달래었다고

한다.

⑩조정에서의 일은 내가 많이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와 눈에 남아 있는

소차(疏箚)의 경우에는 아직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어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많

다고 한다. 풍원군은 나라의 외척(外戚)으로 형제가 국권(國權)을 잡았고, 한 가문

사람들이 또 문관(文官)이 많았다. (후략)8) (굵은 표시는 인용자)

①에서 간략한 인정기술을 마치고 ②부터 전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구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전언을 기록하지 않고 작가가 직접 서술한 부분은, ⑦‘조현

8) “①趙豊原, 名顯命, 字稚晦, 當宁朝議政. 策戊申討逆功, 封豊原君. 孝章世子嬪之父弟也. ②權

僉使順性曰: (中略) ③李正言益普曰: ‘豊原判兵曹時, 吾以兵郎見, 時夏日頗旰. (中略)’ ④近

日, 趙奉朝賀暾, 論近世人物, 以李尙書台重ˎ尹判書心衡及趙豊原君爲冠冕曰: ‘豊原與吾大人尙
書, 家隔墻而情好. (中略)’ ⑤柳注書協基曰: ‘豊原有姨母 梁哨官妻, 卽母夫人之庶妹也. (中

略)’ ⑥世傳豊原朝必傾一大椀醇, 出大好簡紙, 揮灑半行書. 陶然曰: ‘吾大兄, 酒名世; 仲兄, 色

名世, 吾當以草書名世’云. ⑦余在京江, 借見金石文於俞士人家, 則中有洪滄浪世泰墓碑文. (中

略) ⑧柳注書又曰: ‘吾隣有豊原子, 蔭官, 家貧處斗屋, 足知豊原之廉也.’, ⑨世傳豊原貧, 或闕

朝晡, 以宰相之致外邑例餉, 或代空於酒脯云. ⑩立朝事, 余不得多聞. 然若疏箚之在人耳目者,

尙班班可考, 人多有吐舌嘖嘖者云. 豊原以國歌肺腑, 兄弟秉柄, 均門族, 又多文官. (後略)( 趙

豊原君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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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趙顯命)이 찬(撰)한 홍세태(洪世泰)의 묘비문(墓碑文)을 직접 본 경험’과 ⑩‘조

현명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그에 해당한다. 권순성(權順性), 이익보(李益普), 조돈

(趙暾), 유협기(柳協基) 등은 직접 견문한 일화를 이규상에게 들려주었는데, 조현

명의 신의 있고 청렴하며 후덕한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한편 ⑥과 ⑨에서

는 작가가 ‘세간에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⑥은 조현명이 아

침마다 독한 술을 마시고 반행서(半行書)를 썼다는 일화이고, ⑨는 청렴한 성품

때문에 간혹 식사를 걸러야 했다는 일화인데, 이러한 이야기가 당시 풍문으로 돌

았기에 작가는 이를 ‘世傳’으로 명기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설화가 수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서고청소전 의 본사를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한다.

①서기(徐起)는 공주(公州) 공암촌(孔巖村) 사람이다. 호(號)는 고청(孤靑)이다. 죽어

서 공암서원(孔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세간에 이인(異人)이라 전한다.

②무술년(戊戌年, 1778) 여름, 연기(燕岐)에 사는 홍상우(洪相禹)가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서고청(徐孤靑)은 계룡산(鷄龍山) 고청봉(孤靑峰) 아래에 살던 사람이다. 그

어미는 야녀(野女)로서, 장성해서도 짝이 없었다. 공암(孔巖)의 길가에 있는 바위

동굴 안에서 비를 피하는데, 회덕(懷德) 관노(官奴)인 서씨(徐氏) 성(姓)의 급창(及

唱)도 비를 피해 들어왔다가 우연히 만나 마침내 관계를 가졌다. 그리하여 낳은

이가 곧 서기(徐起)다. (중략)

③서기는 남의 집 품팔이꾼이 되어 땔감을 했다. 한 날 저녁 빈손으로 돌아오기에

주인이 꾸짖었더니, 서기가 말하기를, ‘제가 들판의 새가 양기(陽氣)를 타고 공중에

오르다가 음기(陰氣)가 생겨나자 또 곧장 내려오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그 까닭을

궁구하느라 땔감 하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였다. (중략)

④권석주(權石洲)의 절친한 인척 중에 한 기사(奇士)가 있었다. 서기가 그 기사와 서

로 노비가 되기로 약속한 다음 한 마리의 말을 끌고 명산(名山)을 돌아다니며 유

람하였다. 영남루(嶺南樓)에 이르렀을 때, 순찰사(巡察使)가 연회를 성대하게 벌이

고 있었다. (중략)

⑤서기가 죽은 날, 같은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나막신 차림으로 고청봉에 오르는 모습

을 보았다. 서기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때가 그가 죽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⑥지금 공암의 서원촌(書院村)에는 서기의 자손이 많고, 고청집(孤靑集)이 그들의

집에 소장되어 있다.”9)

9) “①徐起, 公州孔巖村人也. 號孤靑. 死享孔巖書院. 世傳異人. ②戊戌夏, 燕岐洪相禹曰: ‘徐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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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서 인정기술이 이루어졌다. 인정기술 다음에 나오는 ‘戊戌夏燕岐洪相禹曰’은

이 작품의 끝까지 걸리므로, ②～⑥은 모두 홍상우의 전언을 기록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②는 공주 일대에서 폭넓게 채록되고 야담집에도 실려 있는 서기의 출

생 설화이다. ③은 서기의 학문적 비범함을, ④는 서기의 뛰어난 글씨와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는 설화이며, ⑤는 서기가 죽던 날 마을 사람들이 본 이적(異蹟)과

관련된 설화이다. ⑥은 서기의 자손과 문집에 대한 설명이다. ②에서 ⑤까지 홍상

우에게서 전문한 다양한 설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세간에 전하는 설화나 풍문을 수용하여 인물전을 창작하는 방식은 독자의 흥미

를 자아내기에 족하다. 또한 인물의 사적 면모나 ‘뒷이야기’를 풍부하게 수록할

수 있고, 민간에 떠도는 흥미진진한 일화를 대폭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규상이 입전한 인물 중에는 필기집이나 야담집에서 찾을 수 있는 인물이 많

고,10) 특히 전문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은 많은 경우 야담과 흡사한 분위기를

띠는데, 이는 유전되는 설화와 풍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의 창작 방식에서 비

롯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런데 세간의 풍문이나 민간의 설화는, 전(傳) 작가에게는 가급적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된다. 권위를 인정하기 힘든 경로일뿐더러 와전(訛傳)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이규상 또한 언전권도원수사 (諺傳權都元帥事)라는 글에서 “언전(諺傳)

은 본래 와전되는 경우가 많다”11)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간의 이

야기는 와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그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규상이 인물전에 설화와 풍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

가. 앞서 언급한 언전권도원수사 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본다.

靑, 鷄龍山下孤靑峰下人也. 其母以野女, 年長無匹偶. 避雨孔巖路傍石竇中, 懷德官奴及唱徐姓

者亦避雨, 而邂逅, 遂交合. 及生卽起. (中略) ③起爲人傭打柴. 一夕空手歸, 主人呵之, 起曰:

吾觀野鳥乘陽氣浮空, 及陰氣生, 則又逐而低下, 究其然, 自致忘柴. (中略) ④權石洲切姻, 有

一奇士. 起約奇士互爲奴, 牽一馬, 周遊名山. 到嶺南樓, 巡察使大張筵樂.(中略) ⑤起死日, 同里

人見起以木履上孤靑峰, 入起家, 聞其死時也. ⑥今孔巖書院村, 多起子孫, 孤靑集, 藏其家’
云.”( 徐孤靑小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10) 박엽, 서기, 이광덕, 이몽리, 이지함, 임경업, 장붕익, 정충신, 정혁선, 조현명 등을 꼽을 수 있다.

11) “諺傳本多訛.”( 諺傳權都元帥事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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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전하는 문충공(文忠公, 이항복―인용자)과 정금남(鄭錦南, 정충신―인용자)

의 사적에 익살스럽고 매우 훌륭한 것이 많건만 문헌에는 실려 있지 않으니, 안타깝

다. 가령 일 처리에서 드러난 영명(靈明)함의 경우, 신빙성 있게 전하는 것은 모두

문(文)의 체재(體裁)와 격조(格調) 얽매여 있지만, 유무(有無)와 허실(虛實)의 사이에

서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진심(眞心)과 진재(眞才)가 조각조각 드러난 것이다. 옛

사람들의 사적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비지(碑誌) 또한 생판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볼 만한 사람의 사적을 기록할 때 차라리 민간에서

유전(流傳)되는 말을 따른다.12)(밑줄은 인용자)

이 글에서 이규상은 인물의 사적을 기록할 때 ‘민간에서 유전되는 말’[閭里流傳之

語]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였다. 문헌으로 기록되어 신빙성이 있는

사적은 모두 문(文)의 체재(體裁)와 격조(格調)에 얽매여 인물의 진면목을 보여주

지 못하는데 반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有無], ‘허구일까, 사실일까’[虛

實]라는 의심이 드는 구전(口傳)에서 인물의 진심(眞心)과 진재(眞才)를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언전권도원수사 는 ‘이야기꾼’[談古家]에게서 들은 ‘민간에서 유

전되는 이야기’[諺傳]를 기록한 글이다.13) 이항복(李恒福)과 정충신이라는 인물의

진면목을 담고 있는 것은, 체재와 격조에 맞춰 기록한 문헌이 아니라, 민간에 떠

도는 이야기라고 이규상은 판단하였다.

‘오늘날의 비지(碑誌) 또한 생판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라는 말은, 고인

(故人)의 사적을 과장하고 미화하여 그를 ‘생판 다른 사람’[生別人]처럼 묘사하는

신후문자(身後文字)의 폐단을 지적한 문장으로 읽힌다. 이규상은 경잠 (烱箴)이

라는 글에서, 사소한 선행만 있어도 안연(顔淵)이나 염백우(冉伯牛)의 행실로 ‘날

조하는’[捏] 당시 신후문자의 허위성을 지적하면서, 근세의 신후문자를 읽어보면

누군들 현인이 아니고 문장가가 아니겠냐고 비판한 적이 있다.14) 따라서 ‘오늘날

의 비지(碑誌) 또한 생판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라는 말은, 과장과 허위가

12) “世傳文忠ˎ錦南事, 多滑稽奇偉者, 而不載於文獻, 惜哉! 使最靈之發於事者, 其傳之信者, 皆拘
文大體也, 其傳之於有無虛實之間者, 乃其眞心眞才之片片露者也. 不惟古之人如斯, 今之碑誌,

又諛生別人者也. 余故記可觀人事, 寧從於閭里流傳之語也.”( 諺傳權都元帥事 , 草稿本 一夢稿
文稿(을))

13) “白沙李文忠, 權元帥慄之壻也. 余聞談古家諺傳, 說曰: (後略)”( 諺傳權都元帥事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14) “金石ˎ祭文則人有如絲小善, 卽捏爲顔ˎ冉之行. 試看近世此等文也! 何人不大賢? 何人不文章
也?”( 烱箴 , 草稿本 一夢稿文稿(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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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오늘날의 신후문자에 비추어 보아도 인물의 진면목은 문헌보다 민간의 말이

더 잘 담고 있다는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이규상이 인물전에 설화와 풍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인물의 진면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할 듯

하다. 그는 체재를 갖추고 격조를 높이느라 인물의 진면목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

헌보다 민간의 이야기 속에서 조각조각 드러나는 인물의 진심(眞心)과 진재(眞才)

를 엿보고 있다. 이 점에서 이규상이 추구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글쓰

기보다 문학적 진실을 포착하는 글쓰기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15) 설화와 풍

문을 수용한 이규상의 인물전은 대체로 이런 방면에서 풍성한 성취를 거둔 것으

로 판단된다.

2. 현장재현적 서술 기법 구사

이규상은 현장을 재현하는 서술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인물의 개성을 보다 생생

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부 묘사를 확장하고 대화체를 활용하여 독

자가 마치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효과를 주었고, 현장의 언어를 아화(雅化)

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내려 애쓴 결과 때로는 비속어가 문장에 끼어들기도 하였

다. 또한 이러한 기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입전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가 인물전에서 현장재현적 서술 기법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인물

과 사건을 생생하고 핍진하게 묘사하는 글쓰기의 전범이 되어온 사기열전이나
한서열전을 독서하고, 또 자제들에게 교육했던 경험16)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사기나 한서뿐 아니라 사서(史書)에 대한 그의 애호는 각별하였다. 자치통감
강목(資治通鑑綱目)의 경우 “내가 책을 본 것은 태반이 강목(綱目)이다. 지금
까지 고금(古今)의 역사를 대략이나마 알고 있는 것은 이 책에 힘입은 것이다”17)

15) 이 점에서 설화나 풍문을 수용한 이규상의 인물전은 ‘경험적 진실’에 대한 지향보다 ‘허구

적 진실’에 대한 지향이 한층 강하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개별 작품마다 편차가 있다)

이는 이규상의 인물전이 소설로 경사되고 있는 면모가 있음을 보여준다.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95면 참조.

16) “余今適敎漢書於兒子, 卽郭解傳也.”( 林泉逸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17) “余看書, 則太半綱目也. 到今略解古今者, 賴是冊也.”( 書宗家綱目後 , 草稿本 一夢稿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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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정도로 애독하였고, 평소 명사(明史)를 비롯한 역대사(歷代史)를 즐겨

읽었다.18)

이규상은 야사(野史)에도 관심이 많았다. 조선에 야사가 적은 이유를 근엄함이

나 무지몽매함 때문이라고 인식한 점이나 ‘감발징창’(感發懲創)을 근거로 들어 야

사의 효용을 인정한 데서,19) 그가 야사의 가치에 주목했던 작가였음을 알 수 있

다. 이규상이 방대한 분량의 야사를 읽었고, 또 그것을 초록(抄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들 이장재와 함께 편찬한 야사총서 청구패설을 통해 확인된
다.20)

또한 야담집이나 우초신지(虞初新志)를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이러한

서적들을 읽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독서 흔적이 발견되는 야담집으로는 유

몽인(柳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과 임방(任埅)의 천예록(天倪錄)이 있다.21)

우초신지를 독서한 흔적은 산문 지괴 (志怪)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 그

는 김포(金浦)에 익사한 노파의 혼령이 나타나 제 사촌 오라비의 목숨을 앗아가

려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우초신지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액귀(縊鬼)에게 해코

지를 당할 뻔한 사람의 일화를 축약하여 전재(轉載)해 두었다.22)

한편 수호전(水滸傳), 서유기(西遊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와 같은 소

설류는 문자를 깨치기도 전인 7～8세 무렵부터 접할 수 있었던 덕분에 노년까지

속속들이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 익숙한 작품이었다.

①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가벽(史家癖)이 있었다. 어린 시절 외가댁에서 성장할 때

매양 외할머니께서 서유기나 수호전을 읽으시는 소리를 들을 때면 밥맛을 모

稿(을))

18) “好觀岐黃書ˎ華夷地志ˎ古今詩文ˎ歷代史, 最稔知皇明故實, 强言巨細, 常曰: ‘吾閱紫陽講目,
不知幾遍.’”(李長載, 先考參奉府君家狀 , 羅石館稿三). 明史의 경우 손수 1권으로 초록

하고 서(序)를 남겼다. 皇明全史抄序 , 草稿本 一夢稿文稿(정).
19) “吾東少稗史, 或由於謹嚴, 或由於貿貿之致耶.”(靑邱稗說第2冊); “吾東百事, 規模區區, 文字
記述, 尤爲單狹. 稗史小說, 著者無多, 當時事蹟, 如雲烟之散, 一去不復知矣. 顧安有可感發可懲

創也?”( 耕釣餘事序 , 一夢稿, 韓山世稿卷24)
20) 靑邱稗說에 수록된 야사의 목록은 김근수, 野史叢書의 總體的硏究, 永信아카데미 韓國
學硏究所, 1976, 22-39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1) 散說 과 土亭靈異傳 에서 於于野談과 天倪錄을 언급하고 있다.
22) 志怪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虞初新志의 해당 작품은 왕명덕(王明德)의 記縊鬼

로, 虞初新志 제13권에 수록되어 있다. 張潮 편, 이민숙 외 역, 우초신지 3, 소명출판,
2011, 206-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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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도였다.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어서는 통감강목(通鑑綱目)을 항상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았고, 만약 누군가 패사소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

시 빌려 보고야 말았다.23)

②칠팔 세를 넘겨 한천(寒泉)에서 마마를 앓으실 때 외조모 김씨(金氏) 부인께서

삼국지연의 언역본(諺譯本)을 읽는 것을 들으셨다. 부군(府君, 이규상―인용자)

께서는 연로하셔서도 삼국의 일을 역력히 기억하셨으니, “어려서 외할머니 앞에서

익힌 덕분이 아니겠느냐.” 하셨다.24)

①은 이규상의 글이고, ②는 이장재가 찬한 이규상의 행장이다. 두 글 모두 외조

모 안동 김씨(安東金氏)가 낭송하는 소설을 들으며 자란 이규상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였다. 소설을 들을 때면 ‘밥맛을 모를 정도였다’거나 누군가 소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빌려 보고야 말았다’고 말한 데서 소설에 대한 그의

강한 애호를 엿볼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서유기, 수호전, 삼국지연의 등의
소설을 접한 것이 훗날 패사소설을 좋아하는 문학적 취향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

을 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25)

이규상이 서사성 강한 기사체(記事體) 산문이나 인물전을 즐겨 창작한 것은, 이

상에서 짚어본 그의 독서 취향이 글쓰기적 지향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어

린 시절 소설을 들으며 성장한 경험이 훗날 패사소설을 좋아하는 문학적 취향을

낳았고, 그의 산문 창작 또한 인물과 사건을 기록하는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된

듯하다. 민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한문으로 정착된 야담을 읽으며 인정물태를

담아내는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양한 인간군상의

23) “不佞隳地, 有史家癖. 髫齡長外宅, 每聽外王母讀而遊ˎ水滸傳, 則不知食味. 及辨魯魚, 綱
目常遮眼, 如聞有稗史小說者, 必借見後已.”( 耕釣餘事序 , 一夢稿, 韓山世稿卷24) 원문
중 ‘而遊’의 ‘而’자는 석인본에는 ‘而’로 되어 있으나 간행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정고본에

는 ‘西’자로 되어 있으므로 ‘西遊’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24) “逾髫齓, 經痘疫於寒泉, 外王妣金夫人讀聽三國演義諺譯者. 府君到老歷歷記三國事, 曰: ‘得
非童習於外王妣面命乎?’”(李長載, 先考參奉府君行狀 , 蘿石館稿三) 원문 중 ‘外王妣金夫

人讀聽̇ ̇三國演義諺譯者’는 문맥상 ‘聽̇外王妣金夫人讀̇三國演義諺譯者’의 오류로 판단하여 ‘聽̇

外王妣金夫人讀̇三國演義諺譯者’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25) 이규상은 중국의 전기소설 또한 읽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李瀰)가 편찬한 전기집(傳

奇集)인 稗苑을 읽고 서문을 지어준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太平廣記의 독자

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太平廣記를 읽은 흔적은 산문 蘿衫說 에 보인다. 含光

子小品稗苑序 , 草稿本 一夢稿文稿(정); 蘿衫說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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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奇情)과 기태(奇態)를 담은 우초신지26)를 독서한 경험은 인물전 창작과 관
련하여 그에게 일정한 감발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상이 인물전을 창작

하면서 장면 묘사와 대화 재현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상에서 살펴

본 사서, 야사, 야담, 우초신지, 소설 등 다양한 서사물에 대한 폭넓은 독서로부

터 자연스럽게 습득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규상이 인물전에서 구사한 현장재현적 서술 기법의 구체적인 예는 세부 묘사

의 확대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묘사는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

고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물의 외양 및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독

자의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만석전 (萬釋傳)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만석(萬釋)은 당시 송악산(松岳山) 정상의 초암(草菴)에 거처하며 면벽(面壁)한 채

곡기(穀氣)를 끊고 지냈다. 솔잎이 자리를 뒤덮었고 산새가 왕왕 양쪽 어깨에 앉아

우니, 흘끗 본 자들은 모두 문수관음(文殊觀音)의 소상(塑像)인가 의심하였다. 황진이

(黃眞伊)가 그의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제자는 세계(世界)의 업장(業障)에 염증을 느낍니다. 원컨대 선사께서는 가엾게 보

아주시어 무량(無量)한 법력(法力)으로 제자로 하여금 산문(山門)에서 생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붉은 입술이 문득 열리자 교태 어린 음성이 완곡했으나 만석은 종일토록 들으면서도

더욱 아득하게 여겼다.

황진이가 이에 암자 밖으로 나가 흰 바위를 쓸고 푸른 소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

때 산 위의 달이 막 뜨고 온 세상이 고요하였다. 황진이가 애원하는 말에다 곡소리

까지 섞으니, 그 처량하고 가녀린 소리가 산 귀신을 울리고 물에 잠긴 교룡을 춤추

게 할 만하였다. 한참동안 곡을 하자 초암의 문이 열렸다. 만석이 밖으로 나와 외치

기를,

“어떤 여자가 이리도 정성스럽고 간절한가?”

하니, 흰모시 홑적삼을 입은 황진이가 꽃 같은 뺨 위로 진주 눈물을 흘리다가 맑은

눈동자를 잠깐 들고 슬쩍 바라보면서 거짓 울음으로 수줍어하듯 교태를 부리며 대답

하였다.

“제자의 정성이 얕아 선사를 감동시키기에 부족하니, 인간 세상 살아갈 길이 곤궁

하여 절로 슬픔이 간절하였습니다.”27)

26) 심경호,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78면.
27) “萬釋時處松岳之絶頂上草菴, 面壁而休糧. 松葉沒座, 山鳥往往坐兩肩而鳴, 瞥見者, 皆疑以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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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전 중 황진이(黃眞伊)가 만석(萬釋)의 암자로 찾아가 유혹하는 장면이다.

“솔잎이 자리를 뒤덮었고 산새가 왕왕 양쪽 어깨에 앉아 운다”는 것은 만석이 장

기간 미동도 없이 면벽(面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암시성 짙은 문장이며, 굳건

하게 지켜 온 그의 도심(道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장면에서 작가는

황진이의 관능적 매력 앞에 만석의 정욕(情慾)이 동하는 과정을 실감 나게 전달

하기 위해 세부 묘사에 공을 들였다. ‘붉은 입술’[朱脣], ‘교태 어린 음성’[嬌音],

‘진주 같은 눈물’[珠淚], ‘꽃 같은 뺨’[花臉], ‘맑은 눈동자’[明眸] 등 감각적이고 비

유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황진이의 외양과 음성을 묘사하였고, ‘세계업장’(世界業

障), ‘무량법력’(無量法力) 등 불교 어휘를 구사한 황진이의 말투를 생생하게 표현

하였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장면중심적

서술의 묘미를 살려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때 산 위의 달이 막 뜨고 온 세상

이 고요하였다”[于時山月初生, 萬籟俱靜]라는 문장은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기

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황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자극적으로 들릴 법한 작

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묘사 덕분에 독

자는 마치 깊은 밤 산중에서 만석과 황진이를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극적

효과를 향유하게 된다.

한편 만석전 의 사례를 통해 이규상이 인물전을 창작하면서 때로는 허구적 상

상력을 가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 이규상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인 송악산(松岳山) 정상의 분위기나 인물들의 외양 및 행위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구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자세한 묘사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이규상의 인물전이 소설

의 경역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입전 인물의 언어와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개성을 부각시키는 기법

은 신궁하해운전 (神弓河海運傳)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공주 갈산촌(葛

山村) 출신의 무인(武人) 하해운(河海運)을 입전한 작품이다. 하해운은 조선의 사

殊觀音之塑像也. 眞拜於前曰: ‘弟子厭世界業障, 願師悶視, 無量法力, 使弟子沒齒於山門.’ 朱脣

乍啓, 嬌音婉轉, 萬釋聽終日而愈邈也. 眞乃出菴外, 掃白石蔭蒼松而坐. 于時山月初生, 萬籟俱

靜. 眞以哀怨之言, 哭以雜之, 其悽惋之音ˎ柔弱之韻, 可以泣山鬼而舞潛蛟也. 哭之久, 草庵門啓.
萬釋出, 呼之曰: ‘何物女子, 若是誠懇也?’ 眞以白苧輕衫裏, 眞珠淚花臉, 乍擡明眸, 微盼, 答以

乾啼嬌羞曰: ‘弟子誠薄, 未足感師, 人間路窮, 自然悲切.’”( 萬釋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 48 -

수(射手)를 대표하여 강희제(康熙帝)와 활쏘기 시합을 벌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

으나, 천성이 노둔하고 미련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그의 어리석은 성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오로지 궁술(弓術)만으로 누차 포상을

받은 하해운이 사천 현감(泗川縣監) 자리에 오르지만, 그의 아둔함을 걱정한 가족

들이 영민한 노비 최차돌(崔次突)로 하여금 사천 고을을 대신 다스리게 했다가

들통 난다는 줄거리로, 대화 재현과 행위 묘사를 통해 하해운의 어리석은 성품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아래 인용문은 한밤중 사천 관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다. 고을의

정무는 노비 최차돌에게 맡겨두고 내아(內衙)에 숨어 지내던 현감 하해운이 배고

픔을 이기지 못해 주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도둑으로 오인받는 장면이다.

차돌(次突)이 문득 해운(海運)에게 언짢은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더

니, 그가 답하였다.

“태수(太守)가 좋다고 누가 말했지? 나는 실로 배가 고프다.”

차돌이 말하였다.

“영공(令公)께 이만한 고을이면 더할 나위 없는 자립니다. 한 번에 소반 가득 담긴

진미를 드시면서 어찌하여 배가 고프십니까?”

해운이 말하였다.

“손바닥만한 그릇에 이름도 모르는 음식을 차려놓으니, 내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

르겠다.”

차돌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공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운이 말하였다.

“한 말 되는 큰 사발에 밥을 꾹꾹 눌러 담고, 솥 바닥에 붙은 밥풀은 또 따로 담아

누룽지를 끓이고, 개를 통째로 삶아 보릿가루와 된장으로 양념을 해라. 밥과 개고기

가 식지 않았을 때 내가 먹는다면 내 큰 배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차돌이 말하기를,

“그건 시골 사람들의 음식이지요. 고을에서 마련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하고, 즉시 곳간지기에게 분부하여 밤에 준비해서 아침에 올리도록 하였다.

한밤중에 관아의 주방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급히 알리자, 차돌은 해운이 온 것이

라 짐작하고 나가 보았더니, 해운은 청포(靑布)로 짠 큰 두건을 쓰고 작은 옷을 입고

서 맨발로 주방에 들어가 한창 고기를 씹는 중이었다.28)

28) “次突忽覩海運有不怡色, 問之, 答曰: ‘誰謂太守好也? 吾實腹飢.’ 次突曰: ‘令公, 此邑則無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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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돌과 하해운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통해 식탐이 강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하해운의 형상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음을 볼 수 있다. 하해운이

원하는 식단을 열거한 대목에서 한 말들이 사발에 밥을 꾹꾹 눌러 담으라던가,

솥 바닥에 붙은 밥풀은 따로 담아 누룽지를 끓이라던가, 개를 삶을 때 보릿가루

와 된장으로 양념하라는 등의 세세한 요구사항까지 나열한 것은, 식사 때마다 맛

볼 수 있는 진미가 귀한 음식인 줄 모르고 시골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을 찾는 그

의 미욱한 성미를 강조하기 위함인 듯하다. 하해운의 행동을 묘사한 대목에서도

그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감지된다. 머리에는 지나치게

큰 두건을 쓰고 몸에는 덩치에 비해 작은 옷을 입은 채 맨발로 주방에 들어가 고

기를 씹고 있는 모습이 그러하다. 대화 재현과 행위 묘사를 통해 하해운의 식탐

많고 아둔한 성격이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만석전 을 분석하면서 그 소설적 성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신궁

하해운전 의 위 사례에서도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 하해운과 최차돌 사이에

서 오고간 대화를 ‘상상적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적 경사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입전 인물의 개성적 언어를 충실하게 재현한 것은 이규상 인물전의 특징이다.

강한말지전 (剛漢末之傳)은 오만하고 괴팍하지만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진 노비

장말지(張末之)를 입전한 작품이다. 장말지는 작가의 백부(伯父) 이사휘(李思徽)의

창두(蒼頭)로서, 여색(女色)과 재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남에게 굽실대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노비다. 이규상은 그러한 장말지의 성품을 높이 평가하여 전

을 짓되, 장말지의 언어를 재현함으로써 그 개성적 형상을 인상적으로 전달하였

다.

말지(末之)는 일찍이 아내를 두었는데 몇 달 만에 내쫓으며 말하기를,

“내 한 몸도 걱정인데, 혹을 달아 뭐 하겠나?”

하였다. 혹자는 잘 알지 못하고서 그를 고자라 하였다. 일찍이 한 여종의 방에 겨울

位也. 一時喫盈盤味, 何飢也?’ 海運曰: ‘如掌之器, 羅列不知名之物, 吾食, 不知味也.’ 次突曰:

‘然則飽令公, 何以也?’ 海運曰: ‘斗大鉢, 堅盛飯, 別又盛其鍋底粘, 焦水飯, 蒸全狗, 和麥末ˎ泥
醬. 飯狗煖未散時, 吾喫之, 可不負吾大腹也.’ 次突曰: ‘此村態食也. 辦於邑, 何有?’ 卽分付廩人,

夜備而供朝. 夜半, 官廚急警賊, 次突意海運之來, 出見則海運蒙靑布大頭帕, 衣小衣, 跣足入廚,

方嚼肉.”( 神弓河海運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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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묵었는데,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여종도 꺼리지 않았다. 재물을 마치 깨

어진 기와 조각처럼 보아 한 마을 안에서 말지가 한 푼의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

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말지는 일찍이 안동부(安東府)와 경주부(慶州府)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곳들

은 기름진 땅이라 돈과 곡식, 베가 쌓여 있었다. 어떤 사람이 부럽냐고 묻자, 말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저것들은 모두 가난한 놈들의 피요. 어디에 낭자한 재물이 있단 말이오?”

하였다. 고관(高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하였다. 항상 거친 옷을 입고 관인(官人)의 노비와 함께 거처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29)

“저것들은 모두 가난한 놈들의 피요. 어디에 낭자한 재물이 있단 말이오?”라는 말

은, 장말지의 눈에는 쌓여 있는 재물이 가난한 이들의 피로 보일 뿐 재물로 보이

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이 작품은 장말지의 성

격을 보여주는 짧은 일화들을 나열한 가운데, 그의 인상적인 발언을 간간이 삽입

함으로써 그 개성을 더욱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내 한 몸도 걱정인데, 혹을

달아 무엇하겠나”, “저것들은 모두 가난한 놈들의 피요. 어디에 낭자한 재물이 있

단 말이오”,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와 같은 장말지의 말은, 여색이나

재물로부터 자유롭고 쉽게 굴종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데 기

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물의 개성적 언어를 재현한 점은 현장재현적 서술 기법과 관련된

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규상은 예속에 얽매이길 거부하고 주위의 시선은 아

랑곳하지 않은 기인(奇人)을 즐겨 입전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일상 언어를 한문

문장에 반영하여 표현함으로써 입전 인물의 개성은 가감 없이 표출될 수 있었다.

입전 인물이 사용한 비속어를 문장에 담아낸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

다.

29) “末之嘗置妻, 數月逐之, 曰: ‘吾身爲患, 何用贅也?’ 或不知而謂之閹也. 嘗宿一婢之房者三冬,

人不疑之, 婢不爲嫌也. 視財如瓦礫, 同里中, 未聞末之以一箇錢嬰其心也. 嘗入安東ˎ慶州府, 膏
腴地也, 錢ˎ粟ˎ布委積. 有問羨者, 末之微哂曰: ‘彼皆貧漢之血. 何處有狼藉之財乎?’ 不懾軒冕人
曰: ‘吾自吾, 彼自彼.’ 常衣褐, 與居乎官人奴, 無愧色.”( 剛漢末之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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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韓紀)에게는 노(盧) 아무개라는 벗이 있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외읍(外

邑)의 수령이 되어 부임하는 길에 공주부(公州府)를 지나게 되자, 한기가 장차 관아

로 가서 그에게 인사를 하려 했다. 그러자 한계명(韓啓明, 한기의 아들―인용자)이

말하였다.

“그 분은 이미 높은 어른이 되셨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 하고 끝내 관아에서 그를 맞이하였는데, 노 아무개는 뜻이

냉담하였다. 그러자 한기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허허! 공과 나는 이 고을에서 태어났다. 지난날 무학당(武學堂)에서 함께 노닐 적

엔 불알친구 아니었던가? 공이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랐다기에 내 기쁨을 이기지 못

하여 와서 만나본 것이지, 어찌 바라는 게 있어서겠나? 공은 어째서 젠체하는가?”30)

임천일전 (林泉逸傳)에 부전(附傳)된 공주의 천총(千摠) 한기(韓紀)의 일화이다.

어릴 적 벗인 노(盧) 아무개가 수령으로 발령받아 가는 길에 고향을 지나게 되자,

한기는 사심 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노 아무개는 한기가

혹 자신의 덕을 볼 요량으로 찾아온 것은 아닌가 의심하여 싸늘하게 대했다. 이

때 한기가 한 말이 “지난날 무학당(武學堂)에서 함께 노닐 적엔 어찌 서로 囊을

만지며 좋게 지내지 않았던가?”[伊昔武學堂之同遊也, 豈不相撫嚢而好也?]인데, 여

기서 ‘囊’자는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지난날 무

학당(武學堂)에서 함께 노닐 적엔 불알친구 아니었던가?”라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작가가 한기의 언어를 아화하지 않고 직사(直寫)한 것이라 생각

된다. 인용한 부분의 아래에서 작가는 ‘囊’이 남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속어임을

설명하는 문장을 덧붙였는데,31) 설명을 보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囊’자를 쓴

것에서 한기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죽마고우’(竹馬故友)처럼 비슷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한문 문장으로 쓰기에 부

담이 없는 표현이 있으므로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이른바 ‘불알친구’라는 표현이 갖는 특유의 어감은 약화되며, 꾸밈없고 소탈한 한

기라는 인물 형상의 개성 또한 퇴색되고 만다. 점잖은 한문 문장으로 여과하는

30) “紀有友人盧某者. 上第, 宰外邑, 道出公州府, 紀將往候於府, 啓明曰: ‘彼已貴大人, 奚見之?’

紀不然, 而竟迎於府, 盧意冷澹也. 紀怒叱曰: ‘唉! 公與吾, 此鄕生也. 伊昔武學堂之同遊也, 豈不

相撫嚢而好也? 以公之榮於官, 吾不勝喜, 來見之也, 豈有求也? 何公之自高也?’”( 林泉逸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31) “襄者, 東俗俚談之謂人勢也.”( 林泉逸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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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의 언어를 생생하게 전달한 것은 그 자체로도 신선하고

흥미롭지만, 궁극적으로는 입전 인물의 성격 창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

미를 지닌다.

3. 奇․簡의 文體美 추구

이규상은 문예지사(文藝之士)로 자부했던 만큼 ‘문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여러 글에서 중국과 한국의 내로라하는

문장가들을 거론하며 각각의 장단처를 비교하기도 하고,32) 훌륭한 산문의 요건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33) 당대 인물에 대한 품평의 장이 되기도

한 병세재언록 문원록 (文苑錄)에도, “조귀명(趙龜命)의 문은 성글면서도 법

(法)이 드러나고 황강한(黃江漢)은 치밀하면서도 자취가 감추어져 있다”,34) “미수

(眉叟) 허목(許穆)의 글이 비록 고건(古健)하기는 하나 변통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메마른 데 비해, 해동화식전(海東貨殖傳)은 변화가 무궁하며 붓끝이 굉장하고

빛이나 근세 백 년 사이에 이러한 작품이 없다”35) 등 해당 인물의 문체를 논한

내용이 풍부하다. 여기서도 문장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재도적(載道的) 견지에서가 아니라 미적 차원에서 문장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이규상의 모습은 일찍부터 발견된다. 24세의 이규상은 벗 조경과 서찰을 왕복하

며 명말(明末)의 문인 진계유(陳繼儒)에 대해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현전 일몽
고에는 해당 편지가 남아 있지 않으나, 하서집(荷棲集)에 실려 있는 조경의 답
서(答書)에 이규상의 입장이 요약되어 있어 양인의 생각차이를 엿볼 수 있다. 답

상지서 (答像之書)에 따르면,36) 이규상이 진계유의 문장에서 높이 산 것은 ‘색’

32) 散言 , 雜說 , 散說 등은 중국과 한국의 문인을 평론한 산문이다. 짤막한 인상 비평이

주를 이루나 운위되는 문인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33) 文說答定姪 은 ‘有法之文’과 ‘無法之文’에 대한 견해를 표한 글이다. 解奧解釋也奧深也 에서는

문장에서 ‘簡法’을 중시하는 그의 견해를 볼 수 있다. 文說答定姪 , 草稿本 一夢稿文稿
(을); 解奧解釋也奧深也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34) 이규상,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역, 18세기 조선인물지 :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51면.

35) 이규상, 위의 책, 115면.

36) 答像之書 는 필사본 荷棲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실려 있다. 趙璥, 答像之書 , 荷
棲集第14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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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이었다. 반면 조경은, ‘색’은 문장의 근본이 아니며 그의 글에는 호연(浩然)한

‘기’(氣)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색’이 수사(修辭)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기’는 작가

내면의 기상(氣像) 및 그 기상이 문장에 외화(外化)되어 나타난 문세(文勢)를 아

우르는 개념에 가깝다. 수사로 진계유의 문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규상의 입장이었다면, 진계유 문장의 ‘색’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근본이 아니며 근본을 결(缺)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조경의 입장이었다.37)

이규상은 자신의 산문 취향을 표명한 드문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문장에 있

어서 그가 중시한 미감은 ‘기’(奇)였고, ‘기’의 미감을 십분 발휘한 조선의 문장가

로는 이항복(李恒福)을 으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제일의 문장가로 이항복을 지

목하고, 그 이유로 기이함을 꼽았던 것은 주목을 요한다.

문장은 세간에서 최간이(崔簡易),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계곡(谿谷) 장유(張

維), 택당(澤堂) 이식(李植)을 일컫지만 내 생각으로는 백사(白沙) 이항복(李恒福)의

문장이 제일인 듯하다. 뜻마다 기이하지 않음이 없고 말마다 기이하지 않음이 없으

며 구(句)마다 기이하지 않음이 없고 편(篇)마다 기이하지 않음이 없으니, 기(奇)를

몹시 숭상했기 때문에 왕왕 뻑뻑하고[牽縛] 껄끄러운[生澁] 곳이 있다. 그러나 비록

뻑뻑하고 껄끄러운 곳일지라도 그러한 곳이 오히려 사람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두더라도 소자첨(蘇子瞻)과 왕원미(王元美) 외에

는 아마 쉽사리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38)

내용[意], 표현[語], 구법[句], 편법[篇]이 모두 기이하다며 이항복의 문장을 소식

(蘇軾)이나 왕세정에 버금가는 천하의 기이한 문장으로 평가하였다. “문장을 지으

면 기기(奇氣)가 있었다”, “고문사(古文辭) 짓기를 좋아하고 송유(宋儒)의 진부한

문장을 연습(沿襲)하지 않았다” 등 이항복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에 비추어 보았

을 때,39) 이규상은 선진양한(先秦兩漢)의 고문을 추숭하여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37) 두 사람은 시를 지어 보내 서로를 농담조로 풍자하기도 했다. 이규상의 嘲景瑞攻眉公文

은 해당화(海棠花)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나비처럼 진계유의 문장을 즐기지 못하는 조경의

태도를 풍자한 작품이다. 조경의 像之以海棠花譬陳眉公文章寄示絶句一首依韻奉和 는 이규

상이 진계유의 문장을 취안(醉眼)으로 평가한다고 꼬집은 작품이다. 嘲景瑞攻眉公文 , 草稿

本 一夢稿第1冊; 趙璥, 像之以海棠花譬陳眉公文章寄示絶句一首依韻奉和 , 荷棲集卷2.
38) “文則世稱崔簡易ˎ李月沙廷龜ˎ張谿谷維ˎ李澤堂植, 而吾意則李白沙恒福之文, 爲第一邪. 無意
不奇, 無語不奇, 無句不奇, 無篇不奇, 尙奇之甚, 故往往有牽縛生澁處. 而雖其牽縛生澁處, 猶可

以壓人矣. 不但冠於我東, 雖置中國, 子瞻ˎ元美外, 恐不可尋常奪壘矣.”( 散說 , 草稿本 一夢稿
文稿(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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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생경하고 기이한 글을 썼던 이항복의 문장에 크게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40) 이항복의 문장이 기이함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때로 뻑뻑하고 껄끄러운 곳

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읽는 이를 압도한다고 말한 데서 이규상이 추구한

방향을 암시받을 수 있다. 뻑뻑하고 껄끄럽다는 것은 평창(平暢)하고 익숙한 문장

을 쓰는 것과는 반대의 지향성이다. 그러한 문장이 사람을 압도한다는 말은, 매끄

럽고 순하게 읽히는 문장이 아니라 난해하고 낯선 문장이라야 독자에게 미적 충

격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기이한 문장은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이규상에게 기이한 문장을 지

을 수 있는 방법은 ‘간’(簡)이었다. 상투화된 어구를 버리고 문장을 번다하게 만드

는 어조사를 최소한 사용함으로써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어야 논의는, 이규상의

문집에서 거듭 강조된다.41) 산문 해오 (解奧)는 ‘간’을 중시하는 이규상의 견해를

보여준다.

익숙함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법식을 낳는다. 법식을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

요, 법식이 없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니, 좋은 방법은 유법(有法)과 무법(無法)의

사이에 있다. 이를 이름하여 ‘간’(簡)이라 하니, ‘간’이 바로 진법(眞法)이요, ‘간’보다

지나친 것을 ‘번’(繁)이라 하니, ‘번’을 법식으로 삼는 것은 가법(假法)이다. 간법(簡法)

은 ‘乎’, ‘哉’ 등의 어사(語辭)를 쓰는 데 지나지 않지만, 번법은 연문(衍文)이 많은지

라 ‘然則’, ‘雖然’, ‘是以’ 등이 전편에 관례처럼 쓰인다. 번법에 공교로운 자들은 이 방

법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 가법으로 진법을 이루려 한다. 그러나 가법은 끝내 진법이

아니니, 익힘이 숙련되지 않아 문장이 숙련되지 않거늘 무슨 좋은 점이 있겠는가?42)

39) “爲文章, 有奇氣.”(張維, 白沙先生集序 , 白沙集); “此翁(이항복―인용자)喜爲古文辭, 不欲
沿襲宋儒陳文.”(李廷龜, 答金沙溪 , 月沙集卷35) 이항복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서한석,

白沙 李恒福의 散文에 관한 硏究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3-76면을 참고하였다.

40) 아래 언급도 참조할 만하다. “내가 이백사(李白沙)를 혹호(酷好)하는 것은 기(奇)와 기(氣)

를 숭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의 문장이 기(奇)와 기(氣)를 숭상하므로 즐기노니, 나

같은 사람과 또한 성품이 서로 비슷하지 않은가 한다.”[余酷好李白沙者, 尙奇尙氣之故耶. 其

文尙奇氣, 故嗜之, 於余者亦性相近耶.]( 散言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41) 간법(簡法)의 중요성이 언급된 글로는 본고에서 인용한 解奧解釋也奧深也 외에 沈甥魯巖詩

文稿序 를 꼽을 수 있다. 이규상이 문장에서 연문(衍文)을 제거하는 데 힘썼다는 이장재의

언급도 참조가 된다. 解奧解釋也奧深也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沈甥魯巖詩文稿序 , 草稿
本 一夢稿文稿(정); 李長載, 先考參奉府君家狀 , 羅石館稿三.

42) “熟生習, 習生法. 有法非法, 無法非法, 法在於其有其無之間. 是名爲簡, 簡是眞法; 過簡曰繁, 法

繁假法. 簡法, 不過曰‘乎’ˎ‘哉’等語辭也, 繁法, 衍文之多, 曰‘然則’ˎ‘雖然’ˎ‘是以’等, 滿篇例規也. 巧
乎繁法者, 持此做文, 以假成眞. 然假終非眞, 習之不熟, 文之不熟, 何善之有?”( 解奧解釋也奧深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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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함에서 습관이 생겨나고, 습관이 굳어지면 법식이 된다. 그런데 법식에 의거

하여 짓는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니다. 그 흔한 사례가 ‘然則’, ‘雖然’, ‘是以’ 등 관

습화된 상투어를 구사하는 문장이다. 교묘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투적인 어구만

활용하여 한 편의 글을 짓기도 하지만 이는 참된 문장이 아니요, 의문형이나 감

탄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乎’나 ‘哉’정도의 어사만 사용함으로써 연문(衍文)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규상의 생각이다. 이러한 견해는 ‘而’와 같은 연결어사

나 ‘也’와 같은 종결어사를 삽입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고 완만하게 만드

는 당송고문(唐宋古文)의 특징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앞서 이항복 문장의 기이

함을 예찬하면서 ‘뻑뻑하고 껄끄러운’ 문장이 지닌 미감을 높이 샀던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그의 문체적 지향이 인물전에서 어떻게 구현되

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간법을 추구함으로써 기이한 미감을

발현하고자 했던 이규상의 문체적 특징은 다른 작가의 문장과 비교할 때 더욱 뚜

렷하게 파악된다. 이규상의 임장군전 (林將軍傳)과 신정하의 지중추부사증시충

민임공행장 (知中樞府事贈謚忠愍林公行狀)을 비교함으로써 이규상이 신정하의 문

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었는지 살펴본다.

①辛巳, 虜主始許公還̇ ̇ ̇ ̇ ̇ ̇ , 仍又̇ ̇敕諭曰: “水陸俱̇無功, 當拿本國謀臣, 以̇正其̇罪.” 公乃̇還.
신사년(辛巳年)에 노주(虜主)가 비로소 공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이어서 또

칙유(敕諭)하기를, “바다와 육지에 모두 공이 없으니, 마땅히 본국의 모신(謀臣)을

잡아들여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하였다. 공이 이에 돌아왔다.43)

②辛巳, 虜還將軍̇ ̇ ̇ ̇ , 敕諭曰: “水陸無功, 當拿本國謀臣, 正罪.” 將軍還.
신사년(辛巳年)에 오랑캐가 장군을 돌려보내고 칙유(勅諭)하기를, “바다와 육지에

공이 없으니, 마땅히 본국의 모신(謀臣)을 잡아들여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하였

다. 장군이 돌아왔다.44)

①은 신정하의 문장이고, ②는 이규상의 문장이다. 두 문장은 번역문만 놓고 보면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나, 원문으로 읽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이규상은 신정하의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43) 申靖夏, 知中樞府事贈謚忠愍林公行狀 , 恕菴集卷14.
44) 林將軍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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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始’(비로소), ‘仍’(이어서), ‘又’(또), ‘俱’(모두), ‘乃’(이에) 등 부사로 기능

하는 글자를 모두 삭제했다. ‘以正其罪’의 경우 이 구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

하는 ‘正罪’만 남기고 ‘以’자와 ‘其’자를 삭제했고, ‘虜主始許公還’ 역시 ‘始許’의 의

미를 탈락시켜 ‘虜還將軍’이라는 골격만 남겼다.

신정하의 문장이 평탄하고 부드러워 의미 파악이 무난한 데 반해, 이규상의 문

장은 상대적으로 독해 과정이 까다롭다. 이규상의 문장에는 자구(字句)를 연결시

키고 의미를 명료하게 조정해 주는 부사나 허사가 없어, 그만큼 커져버린 자구

사이의 의미 공백을 독자가 채워가며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①‘水陸俱無功’과 ②

‘水陸無功’은 결국 같은 뜻이지만, ①‘水陸俱無功’은 ‘俱’자가 놓여 있어 수월한 의

미 파악이 가능한 반면, ②‘水陸無功’은 독자가 ‘水陸’과 ‘無功’의 사이에 ‘모두’의

의미를 보충해서 읽어야 한다. ①‘當拿本國謀臣, 以正其罪’의 경우 ‘當拿本國謀臣’

과 ‘正其罪’ 사이에 어사 ‘以’가 있어 ‘當拿本國謀臣하여 以正其罪하다’라는 읽기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만, ②‘當拿本國謀臣, 正罪’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以’

자와 ‘其’자의 의미를 독자가 추론해가며 읽어야 한다.

자수의 기복이 크다는 점 또한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①‘當拿本國

謀臣, 以正其罪’는 6자-4자의 구성이었는데, ②‘當拿本國謀臣, 正罪’는 이를 6자-2

자의 구성으로 만들어 두 구 사이의 낙차를 키우고 있다. 자수의 기복이 큰 문장

은 자수를 고르게 배열한 문장과 달리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 낯설고 기이한 미감

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자법 및 구법상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이규상의 문체적 지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규상이 신정하의 문장에서 허사나 부사를 삭제하여

문장을 ‘뻑뻑하게’ 만들고, 자수의 기복을 키워 불안정한 호흡을 갖게 한 것은, 이

항복의 뻑뻑하고 껄끄러운 문장이 지닌 기이한 미감을 높이 평가했던 것과 일맥

상통한다. 이는 이규상이 상서(尙書)를 좋아하여 천독(千讀)하였고, 선진(先秦)

이전의 문장을 최고로 여겨 ‘之’, ‘於’, ‘于’, ‘而’ 등의 글자를 문장에 쓰지 않았다고

한 이장재의 언명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45) 최창대의 정장군충신전 (鄭將軍忠

信傳)과 이규상의 정금남전 (鄭錦南傳)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러한 특징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45) “府君嗜尙書, 讀近千遍, 算數錄在集中. 而曰: ‘吾性相近也.’ (中略) 先秦以上爲最, 而不喜巧
爲藻繪句節, 務祛衍文, 如‘之’ˎ‘於’ˎ‘于’ˎ‘而’字.”(李長載, 先考參奉府君家狀 , 羅石館稿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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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請奏聞天朝, 移帖毛鎭. 事明白, 乃̇無悔, 否者̇, 臣雖戮死̇, 不敢奉命̇ ̇ .(25字)
청컨대 천조(天朝)에 알려 모문룡(毛文龍)의 군진(軍鎭)으로 이첩(移帖)하게 하소

서. 일이 명백하여야 비로소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은 비

록 죽더라도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46)

②請奏聞天朝, 移帖毛鎭. 事明白, 無悔, 否, 臣雖戮, 不敢承̇.(21字)

청컨대 천조(天朝)에 알려 모문룡(毛文龍)의 군진(軍鎭)으로 이첩(移帖)하게 하소

서. 일이 명백하여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은 비록 죽더

라도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47)

①은 최창대의 문장이고, ②는 이규상의 문장이다. 25자를 21자로 줄였는데, 번역

문만 보아서는 언뜻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는 ‘乃’, ‘者’ 등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

지 않는 부사나 허사를 생략하고, ‘戮’과 ‘死’처럼 의미가 중첩되는 글자는 한 글자

만 남겼으며, ‘奉命’은 ‘承’만으로도 ‘奉命’의 의미가 전달되므로 ‘承’ 한 자로 대체

했기 때문이다. 즉, 의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수를 최소

화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신정하와 이규상의 문장을 비교했을 때 드러난 이규상의 난해한 문체는

위 비교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①에서 의미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戮’자

와 ‘死’자를 거듭 놓은 것은 4․4구의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으

로 짐작되는데, 이규상의 경우 이를 깨뜨려 문장의 가독성이 떨어졌다. ①‘否者,

臣雖戮死, 不敢奉命’의 경우, ‘否者인댄 臣雖戮死라도 不敢奉命하노이다’로 자연스

럽게 읽힐 수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규상은 자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불안

정한 호흡을 갖게 하였다. ‘否者’를 ‘否’ 한 글자로 줄인 부분은, ‘否’가 단독으로

쓰일 경우 의문형을 만드는 어말 조사(語末助辭)로 기능하는 용례가 더 많다는

점에서 ‘無悔否?’로 오독하게 될 여지를 갖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의 의

미로 ‘否’ 한 글자만을 쓰는 것은 독특하고 낯선 용법이다.

그런데 이처럼 낯선 자구법을 구사함으로써 특별한 효과가 빚어지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인용문은 정충신이 조정으로부터 명(明)나라 몰래

건주(建州)로 가서 청(淸)나라의 형세를 염탐하라는 명을 받고 올린 상소문의 일

46) 崔昌大, 鄭將軍忠信傳 , 昆侖集卷14.
47) 鄭錦南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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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다. 두 문장 중에서 ‘명나라에 알리지 않으시면 저는 죽어도 명을 받들 수 없

습니다’라는 정충신의 비장한 결의는 최창대의 문장보다 이규상의 문장이 더욱

강렬하게 전달되는 면이 있다. 4․4구의 안정적인 형태로 전달한 최창대의 문장

은 다소 느슨한 감이 있는 반면, 이규상은 집약된 의미를 3구의 촉급한 호흡으로

전달함으로써 문장의 기세를 살리고 긴장감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한편 간법은 문장의 함축성을 높일 때 더욱 의미 있는 기법이 된다. 다음은

무신충의전 (戊申忠義傳)의 사례이다.

晉熙謂諸校吏曰: “朴之門閥人望, 吾爭功則當詘.” 授天永於敏雄, 拂衣去̇ ̇ ̇ . 敏雄大悅̇ ̇ , 建
倡義旗, 奏賊馘於京師.

김진희(金晉熙)가 여러 교리(校吏)에게 말하기를, “박민웅(朴敏雄)의 문벌과 인망은,

내가 공을 다툰다면 응당 그만 못할 것이다.”하고는 신천영(申天永)을 박민웅에게 넘

겨주고 옷자락을 떨치며 떠났다̇ ̇ ̇ ̇ ̇ ̇ ̇ ̇ ̇ ̇ . 박민웅은 몹시 기뻐하며̇ ̇ ̇ ̇ ̇ ̇ 창의군(倡義軍)의 깃발을

세우고 적의 수급을 서울로 올려 보냈다.

무신란 당시 청주의 의병들이 신천영(申天永)을 참수하여 마침내 난을 종식시키

는 장면이다. 서얼인 김진희(金晉熙)는 창의군(倡義軍)을 거느리고 신천영을 포박

하는 데 성공했으나, 박민웅(朴敏雄)이 나타나자 문벌과 인망이 그만 못하다며 생

포한 신천영을 박민웅에게 인계한다. 이때 박민웅이 보인 반응은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 ‘大悅’이라는 두 글자로만 표현되었는데, 작가는 이 간결한 표현 속에 남

의 공을 가로채면서도 사양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의 비열한 성품을 담

아두었다.

특히 이는 김진희가 ‘옷자락을 떨치며’[拂衣] 떠나는 모습과 대비되면서 더욱 깊

은 의미를 발생시킨다. 옷자락을 떨치며 떠난다는 것은, 일말의 미련도 없이 훌훌

떠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자신이 세운 공을 아쉬움 없이 박민웅에게 양보

하고 자리를 떠나는 김진희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신천영을 인계받고 ‘몹시 기

뻐하는’ 박민웅의 형상은 공을 차지하는 데 급급한 소인배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에 충분하다. 이는 이규상이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면서도 문장의 함축성을 높이

는 데 유의했음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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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附傳의 활용

이규상은 당대의 재인(才人)과 명사를 두루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는 의욕을

지닌 작가였다. 병세재언록은 신분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이름

을 날린 인물들의 행적과 일화를 망라하여 기록한 저작이다. 인물과 그 개성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글쓰기는 병세재언록이나 인물전뿐만 아니라 이규상의
다른 산문에서도 볼 수 있다. 아래에 인용하는 글은 기견 (記見)이라는 산문이

다. 이규상의 지인지감(知人之監)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각 분야의

명인을 증언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므로 조금 길게 인용한다.

당저조(當宁朝, 영조조(英祖朝)―인용자)의

재상: 김재로(金在魯)는 노련하고 능숙함으로 일컬어지고, 송인명(宋寅明)은 총명하

고 기민함으로 일컬어지고, 조현명(趙顯命)은 호기(豪氣)로 일컬어지고, 이종성(李宗

城)은 다스리는 재능으로 일컬어지고, 유척기(兪拓基)는 훤칠함으로 일컬어지고, 서명

균(徐命均)은 욕심 없고 단아함으로 일컬어진다. 대장(大將): 장붕익(張鵬翼)의 웅대

한 지략, 구성임(具聖任)의 꿋꿋함, 구선행(具善行)의 황로법(黃老法), 김성응(金聖應)

의 포용력. 청백리: 이병태(李秉泰). (중략) 서법: 상서(尙書) 윤순(尹淳), 이광사(李匡

師), 조윤형(曺允亨), 정승 서명균(徐命均), 참판 윤득화(尹得和), 참판 홍봉조(洪鳳祚).

서리(書吏): 엄한봉(嚴漢逢), 이태(李泰). 회화: 겸재(謙齋) 정선(鄭敾), 현재(玄齋) 심

사정(沈師正), 최북(崔北),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변상벽(卞尙璧)의 고양이, 권□

(權□)의 포도, 노인 유덕장(柳德章)의 대나무, 진사 윤덕희(尹德熙)의 말. 전자(篆

字): 음죽 현감(陰竹縣監) 이인상(李獜祥), 진사 윤□(尹□). 팔분체(八分體): 문의 현

감(文義縣監) 송문흠(宋文欽). 의술(醫術): 보은 현감(報恩縣監) 신대규(申大規), 노인

이명(李溟), 진위 현감(振威縣監) 조한숙(趙漢淑), 임정(任珵), 정□(鄭□), 백흥성(白興

成), 지사(知事) 홍성(洪晟). 금석목(金石木)의 조각: 최천약(崔天若). 풍수지리: 남원

군(南原君). 부자: 서평군(西平君), 선산(善山)의 진사 최□(崔□). 점쟁이: 상주(尙州)

의 황성창(黃聖昌), 나천기(羅天紀), 한태응(韓台應). 관상술: 판서(判書) 이덕수(李德

壽). 주량: 승지(承旨) 윤심형(尹心衡). 거문고: 남원군. 도장: 이최지(李最之). 협객:

장오복(張五福). 장사(壯士): 삼척 부사(三陟府使) 김유행(金由行). 신발 장인: 배채운

(裵采雲). 의녀: 두매(豆梅). 기생: 한보(韓保), 동금(冬金) 투전(投錢): 참판 원인손

(元仁孫). 이들은 모두 한 시대에 이름이 난 자들이다.48)(굵은 표시는 인용자)

48) “當宁朝, 相臣: 金在魯以鍊熟稱, 宋寅明以聰明機警稱, 趙顯命以豪氣稱, 李宗城以治才稱, 兪拓

基魁偉稱, 徐命均以恬雅稱. 將臣: 張鵬翼之雄略, 具聖任之礭, 具善行之黃老法, 金聖應之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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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번역문에서 ‘□’로 옮긴 것은 초고본에 공란으로 남아 있는 공간을 표시한 것

이다. 포도를 잘 그린 ‘權□’은 권경(權儆)으로 추정되며,49) 의술로 이름을 날린

‘鄭□’는 병세재언록 역관록 (譯官錄)에 소개되어 있는 광주(廣州)의 정노인(鄭

老人)으로 짐작된다.50) 전자(篆字)에 능했던 ‘尹□’와 부자로 이름난 선산(善山)의

진사 ‘崔□’는 누구인지 미상이다.

생략된 부분을 포함하면 이규상은 이 글에서 재상, 장군, 수령, 학자, 시인, 문인

을 망라하였고, 서예가, 화가, 조각가, 거문고 명인 등 예술가라 부를 만한 이들도

빠뜨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명의(名醫), 갑부, 점쟁이, 애주가, 협객, 장사(壯士),

의녀, 명기(名妓), 투전꾼까지 각계의 고수들을 두루 호명하였다. 같은 명상(名相)

이라 하더라도 김재로(金在魯)는 노련한 재상, 송인명(宋寅明)은 총명한 재상, 조

현명은 호방한 재상, 이종성(李宗城)은 유능한 재상, 유척기(兪拓基)는 용모가 훤

칠한 재상, 서명균(徐命均)은 성품이 담박한 재상으로 일컬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붕익(張鵬翼)이 지장(智將)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면, 김성응(金聖應)은 덕장

(德將)의 면모를 지닌 장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물의 개성이나 특장을 기록하는 위와 같은 글쓰기는, “비록 그 사람이 있더라

도 만약 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까?”51)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수후(垂後) 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인물을 기

록에 남겨 후세에 전하려는 이규상의 노력은 인물전의 형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가 즐겨 사용한 부전(附傳) 형식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淸白吏則李秉泰. (中略) 書: 尹尙書淳, 李匡師, 曺允亨, 徐政丞命均, 尹參判得和, 洪參判鳳

祚. 書吏: 嚴漢逢, 李泰. 畵: 鄭謙齋歚, 沈玄齋師正, 崔北, 姜豹菴世晃. 卞尙璧之猫, 權□之蒲

萄, 柳老人德章之竹, 尹進士德熙之馬. 篆字: 李陰竹獜祥, 尹進士□. 八分: 宋文義文欽. 醫:

申報恩大規, 李老人溟, 趙振威漢淑, 任珵, 鄭□, 白興成, 洪知事晟. 金石木之工: 崔天若. 堪

輿: 南原君. 富人: 西平君, 善山崔進士□. 卜者: 尙州黃聖昌, 羅天紀, 韓台應. 相術: 李判書

德壽. 酒量 尹丞旨心衡. 琴: 南原君. 圖書: 李最之. 俠者: 張五福. 壯士: 金三陟由行. 履匠:

裵采雲. 醫女: 豆梅. 狹斜: 韓保, 冬金. 投錢: 元參判仁孫. 此皆一時名世者矣.”( 記見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원문 중 ‘兪拓基魁偉稱’은 ‘兪拓基以̇魁偉稱’에서 ‘以’자가 빠졌다고 보고

‘以’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具聖任之礭’에서도 ‘礭’자 뒤에 탈자(脫字)가 의심되나 확

신할 수 없어 ‘礭’ 1자의 의미만 번역하였다.

49) 이긍익(李肯翊)의 燃藜室記述 별집(別集) 제14권 文藝典故 ‘화가’에 “慶欽妹縣監權堉妻,

畵品亦絶. 孫權儆, 以葡萄名於世.”라는 말이 보인다.(吳世昌, 東洋古典學會 譯, 국역 근역서

화징하, 시공사, 1998, 650면)
50) 이규상,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역, 18세기 조선 인물지 :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
사, 1997, 200면.

51) “雖有其人, 若無其書, 曷以傳哉?”( 幷世才彦錄引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 61 -

작품명
본전

인물
부전 인물

본전 인물과의

관계

1 剛漢末之傳 張末之 梁漢徵 동일한 인간형

2 張大將傳 張鵬翼 李森 동일한 직업

3 林泉逸傳 林泉逸 韓紀 동일한 인간형

4 再從叔參奉公小傳 李思重 李思弘 가족

5 李夢鯉傳 李夢鯉 黃固執 동일한 인간형

6 朴參奉傳 朴新源 成孝基․成大中 동일한 인간형

7 李重昌傳 李重昌 李獜錫 가족

전의 형식은 단전(單傳, 혹은 專傳), 합전(合傳), 유전(類傳, 혹은 集傳), 부전(附

傳)으로 나뉜다. 이 중 부전은, 독립된 전으로 기술할 만큼 사적이 충분하지는 않

지만 그 명성이나 행사(行事)가 후세에 전할 만하고 판단되는 인물을 주전 인물

(主傳人物)의 뒤에 부기(附記)하는 방식이다.52) 예컨대 사기(史記) 맹자순경열
전 (孟子荀卿列傳)의 말미에서는,

조(趙)나라에는 공손룡(公孫龍)이 있었는데 그는 견백동이(堅白同異)의 궤변을 하

였고, 또 극자(劇子)의 언설이 있었다. 위(魏)나라에는 이회(李悝)가 있었는데 그는

땅의 힘을 다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라고 가르쳤다. 초나라에는 시자(尸子), 장로(長

盧)가 있었고, 아(阿)에는 우자(吁子)가 있었다.53)

라 하여, 각 나라의 저명한 학술가를 일일이 호명함으로써 기록의 범위를 확장하

고 이들의 이름이 민멸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본전 인물(本傳人物)과 동일

한 유형의 인물을 성명만이라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 한 노력의 일환이라 여

겨진다.

부전 형식을 통해 입전 대상을 확장하여 많은 인물을 담아낸 것은 이규상 인물

전의 특징이자 성취이다. 용궁이정열전 (龍宮二貞烈傳)이나 양리전 (良吏傳)처

럼 합전이나 유전 형식을 취한 작품도 있으나, 이규상은 부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물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이규상의 인물전 가운데 부전

이 포함된 작품은 아래 표와 같다.

52) 김성일, 史記列傳의 人物描寫技巧硏究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5-38면을 참고

하였다.

53) “趙亦有公孫龍, 爲堅白同異之辯, 劇子之言. 魏有李悝, 盡地力之敎. 楚有尸子ˎ長盧. 阿之吁子
焉.”(司馬遷, 孟子荀卿列傳 , 史記卷74; 정범진 외 역, 史記列傳上, 까치, 1995,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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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崔天若傳 崔天若

裵采雲, 軍七家, 達文, 白興成, 銅峴,

王世基, 無美, 小福, 世春, 豆梅, 鄭義山,

淸道啞口人, 南平人, 趙斗乙莫伊, 東山,

鐵乭, 五壯, 李宜永, 元仁孫, 鄭樸

동일한 인간형

9 神弓河海運傳 河海運 河漢淸 가족

10 林將軍傳 林慶業 崔孝一, 車禮亮, 鄭命壽 동일한 사건

11 半俠傳 元義兼 補鍮匠, 達文, 表鐵柱, 馬鉄金, 灰谷 동일한 인간형

12 夏川都正傳
夏川君

李椅

南原君 李 , 西平君 李橈, 海運君 李槤,

東平尉 鄭載崙, 海昌尉 吳泰周, 月城尉 金漢藎
동일한 신분

13 李參判匡德小傳 李匡德 郭始徵 동일한 인간형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부전 인물은 본전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네 부류로 나뉜

다. 이사중의 아우 이사홍(李思弘), 이중창의 아들 이인석(李獜錫), 하해운의 아들

하한청(河漢淸)은 본전 인물과 가족관계이다. 하천도정전 (夏川都正傳)에 부전된

종친과 부마들은 본전 인물과 신분이 동일하고, 장대장전 (張大將傳)에 부전된

이삼(李森)은 본전 인물과 직업이 동일하다. 최효일(崔孝一), 차예량(車禮亮), 정명

수(鄭命壽)는 병자호란이라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전 인물인 임경업과 연관된다.

나머지 부전 인물은 본전 인물과 동일한 인간형이다.

부전 인물들은 독립된 작품으로 입전되지 못하고 타인의 전에 첨부되는 형식으

로 기록되었으므로, 그들에 관한 내용은 본전 인물에 비해 분량이 짧고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규상이 남긴 부전은 자료적 가치가 크다.

구체적인 사례로 반협전 (半俠傳)의 부전을 살펴본다. 반협전 은 ‘반협’(半俠)

원의겸(元義謙)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규상은 이 작품의 말미에 원의겸과 동일한

인간형으로 놋그릇 땜장이[補鍮匠], 달문(達文), 표철주(表鐵柱), 마철금(馬鉄金),

회곡(灰谷) 등 당시 ‘협’(俠)으로 이름난 인물들을 부전하였다. 부전 인물 중 표철

주, 마철금(馬鉄金), 회곡(灰谷)을 기록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동시대에 또 표철주(表鐵柱)가 있었다. 나이는 팔십이었고 경성 집주릅 노릇을 하

였다. 경성의 집은 집주릅이 주선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천 전(錢)이

면 집주릅에게 십 전을 주는데, 이를 이름하여 ‘구전’(口錢)이라 한다. 집주릅은 사대

부가(士大夫家)의 집주릅이 있고 중로가(中路家)의 집주릅이 있다. ‘중로(中路)’란, 경

성의 양가집 자제이다. 철주는 중로가에서 집을 중개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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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들은 예모(禮貌)를 차리기가 고역스럽지만 중로가는 술과 밥을 뜯어내기가

쉽다오.”

하였다. 손에 지팡이 하나를 쥐었는데 지팡이의 반은 쇠로 이었고, 담배를 피우는 쇠

장죽이 또 매우 컸다. 항상 말하기를,

“도성 안으로 범이 들어오면 이 지팡이로 칠 테다!”

하였다. 소싯적에는 별감의 반열을 따랐노라 스스로 말하곤 했다. 맑은 날에 나막신

을 신고 비 내리는 날에 가죽신을 신었으며, 관(冠)을 쓰고서 다시 머리를 땋되 흘러

내리는 머리카락은 황색 실로 묶었다. 광폭한 행동으로 전라도(全羅道)에 유배되었을

때, 힘 센 스님이 힘 센 여자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자가 커다란 홰나무

를 뽑아 힘 센 스님을 치고는 다시 스님을 큰 바위로 누르는 광경을 보았다 하였다.

사람들이 철주에게 어찌하여 오래도록 죽지 않느냐고 물으면, 철주는 답하기를,

“나는 장대장(張大將)이 염부(閻府)에 있을까 두려워. 내 차라리 사람 사는 세상에

서 활개 치며 사는 게 낫지.”

하였다. 장대장은 곧 장붕익(張鵬翼)으로, 위엄과 무력으로 한 시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당시의 호장(虎將)이다. 표철주는 돼지 창자를 즐겨 먹었는데, 창자에다 고기를

넣어 걸어 다니면서 씹어 먹었다. 집주릅 김태일(金太一), 전복(全腹), 남해수(南醢水)

는 모두 철주를 부를 때 선생이라 하였다. 오직 윤봉사(尹奉事)와 최봉사(崔奉事)라

는 자들만은 철주가 그들을 선생이라 불렀다.

천안(天安)의 객점(客店)에는 마철금(馬鉄金)이 있었으며, 한교(寒橋)의 저자에는

회곡(灰谷)이 있었다. 철금은 손님 접대를 잘하였고, 회곡은 호탕한 말을 잘 했는데,

모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협(小俠)으로 이름이 났다.54)

이규상은 표철주를 대상으로 여러 편의 시문을 지었다.55) 서울에 살던 시절 서소

문(西小門) 근방에서 표철주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본 그의

독특한 언행과 강한 인상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표철주를 거듭 문학의 제재로

54) “同時, 又有表鉄柱, 年八十, 作京城賣舍駔. 京城人舍, 非駔居間, 不能成價. 千錢, 授十錢
於駔, 名曰口錢. 駔有士夫家駔, 有中路家駔. 中路, 京城良家子. 鉄柱駔於中路家,
曰: ‘士夫, 苦禮貌. 中路, 討酒食易與耳.’ 手一笻, 而笻半鐵承之, 吸草鐵筒, 又甚大. 常曰: ‘城中

入虎, 當以此打之!’ 自言少時逮朱衣班. 晴日, 履木履; 雨日, 履皮履, 冠而復緫角, 纏流黃絲. 以

狂謫全羅道, 見膂力僧見制膂力女, 女拔大槐, 打力僧, 復壓大岩於僧云. 人問鉄柱何爲久不死,

鉄柱曰: ‘吾畏張大將在閻府. 吾寧在人間, 任吾東西跳踉’云. 張大將, 卽張鵬翼, 以威武慴一時,

時之虎將也. 鉄柱好喫猪腸, 納肉於腸, 行而吃啖之. 家儈金太一ˎ全腹ˎ南醢水皆呼鉄柱曰先生. 惟
尹ˎ崔奉事者, 鐵柱呼先生. 天安店舍, 有馬鉄金; 寒橋市, 有灰谷. 鉄金善接客, 灰谷作豪語, 皆以
小俠名三家村.”( 半俠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55) 張大將傳 , 戱效定載表鉄柱歌 , 半俠傳 은 표철주를 소재로 지었거나 표철주가 등장하

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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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은 듯하다. 희효정재표철주가 중 “소싯적 나이 이삼십 때엔 /이름이 동궁 별

감(東宮別監) 대오에 있었네 /맑은 날에 나막신 신고 비가 와도 비단옷 입고 /주

머니 돈 흩뿌리고 다시 세지 않았지 /양익표(楊益標)나 장오복(張五福)이야 /그를

보면 감히 무용을 뽐내지도 못했네”[少年二十三十時, 名在銅樓別監伍. 淸日木履雨

錦衣, 擲散囊錢不復數. 楊益標ˎ張五福, 見渠不敢肆其武.]56)와 같은 대목은 표철주의
사치스럽고 객기 넘치던 젊은 시절을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표철주는 최근 생년과 본관, 거주지, 부친의 성명 및 벼슬, 무과 급제 년도 등

전기적 사항이 밝혀졌다.57) 위 인용문은 희효정재표철주가 , 장대장전 (張大將

傳)과 더불어 지금까지 알려진 표철주 관련 기록 가운데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

고 있다. 맑은 날 나막신을 신고 비 오는 날 가죽신을 신은 유별난 옷차림새를

볼 수 있고,58) 어떤 스님이 한 힘센 여성에게 제압당하는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

고 자랑하는 그의 기걸(奇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순대와 유사한 음식을 즐겨

먹은 그의 독특한 식성도 흥미롭다. 표철주가 윤봉사(尹奉事)와 최봉사(崔奉事)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사실, 또 그를 스승으로 여기고 따랐던 김태일(金太一), 전복

(全腹), 남해수(南醢水) 등 제자군의 존재는 이 기록에만 등장한다.

한편 마철금과 회곡이라는 인물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이규상은 지방에서 ‘소

협’(小俠)이라 일컬어지는 자로 손님 접대를 잘한 마철금과 호탕한 말을 잘한 회

곡을 부기하였다. 내용이 소략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면모를 알 수 없는 점이 아

쉽지만, 다른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들이 이규상의 손을 거쳐 기록되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마철금과 회곡의 이름이 다른 문헌에서 눈에 띄

지 않는 것은, 다른 작가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존재들을 이규상은 분명 주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얼마나 부지런히 기록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최천약전 (崔天若傳)에 첨부된 재주꾼들을 살펴본다. 최천약전 은

영조대에 활약한 조각가이자 기술자 최천약(崔天若)을 입전한 작품이다.59) 이규상

은 이 작품에서 당대 제일의 조각가로 인정받던 최천약의 생애를 기록하고, 당시

56) 戱效定載表鉄柱歌 , 草稿本 一夢稿第3冊.
57)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39면. 주46) 참조.
58) 강명관 교수는 표철주의 이러한 옷차림새를 ‘일상적 행위를 철저히 뒤집은 것’으로 해석하

였다.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269-270면.
59) 최천약에 대해서는 안대회, 조선의 프로페셔널, 휴머니스트, 2007, 371-406면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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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에서 이름난 재주꾼들을 망라하여 부전하였다.

다음과 같이 논한다. 최천약(崔天若) 당대에 경성에서 당혜(唐鞋) 장인으로는 배채

운(裵采雲), 개장국 잘 끓이기로는 군칠가(軍七家), 협(俠)으로는 달문(達文), 종기 의

원으로는 백흥성(白興成), 약국으로는 구리개[銅峴], 거문고로는 왕세기(王世基), 퉁소

로는 무미(無美), 세피리로는 소복(小福), 노래로는 이세춘(李世春), 의녀로는 두매(豆

梅), 염 잘하기로는 정의산(鄭義山)을 일컬었다.

지방의 경우, 패도(佩刀) 장인으로는 청도(淸道)의 벙어리, 부채 장인으로는 남평

(南平) 사람을 일컬었는데, 남평 사람은 죽어도 다른 지방 사람에게 비법을 전수하지

않으므로 남평이 명성을 독차지한다고 한다. 비록 작은 기예이나 모두 한 시대의 훌

륭한 재주이다.노래는 조두루마기[趙斗乙莫伊]를 일컬었고, 갈고(羯鼓)는 동산(東山), 거문고는 철돌(鐵乭), 해금은 오장

(五壯), 잡가(雜歌)는 이의영(李宜永), 투전(投錢)은 의정(議政) 원인손(元仁孫), 바둑은 수령 정박(鄭樸)이었다.
60)

위 글에서 당혜(唐鞋) 장인으로 지목된 배채운(裵采雲)은 각종 의궤(儀軌)에 이름

이 올라 있다. 의궤에는 ‘裵次云’, ‘裵采云’, ‘裵次雲’, ‘裵采雲’ 등 다양한 형태로 기

록되었으나 동일인으로 추정되며,61) 봉조장(縫造匠), 피장(皮匠), 호갑장(護匣匠)으

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가죽과 관련된 예물의 제작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62) 당혜 또한 가죽을 손질하여 만드는 신발이므로, 이규상의 기록과 의궤의 기

록을 종합하면, 배채운은 가죽 공예에 솜씨가 있었던 18세기의 예인이 아니었던

가 한다.

60) “論曰: 天若時, 京城唐鞋匠稱裵彩雲, 狗羹之善烹稱軍七家, 俠稱達文, 腫醫稱白興成, 藥局稱銅

峴, 琴稱王世基, 簫稱無美, 細篳栗小福, 歌稱李世春, 醫女稱豆梅, 治喪稱鄭義山. 外邑則佩刀匠

稱淸道啞口人, 扇匠稱南平人. 南人誓死不傳法於他道人, 故南平專名云. 雖小藝, 皆一代之良才

矣.歌稱趙斗乙莫伊, 羯鼓東山, 琴鐵乭, 行琴五壯, 雜聲李宜永, 投牋議政元仁孫, 碁鄭守 樸.”( 崔天若傳 , 草稿本 一夢稿
文稿(갑)) 이 인용문은 김수영, 18세기 한국의 도검(刀劍) 장인 , 2014년 봄철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18세기학회, 2014, 12면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김수영 교수의 번

역을 참고하였다. 원문 중 ‘碁鄭守樸’은 ‘鄭守樸’이 인명일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 금성 현령

(金城縣令) 정박(鄭樸)이 바둑으로 이름났던 것을 감안하여 ‘수령 정박’으로 번역하였다.

61)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懿昭世孫冊禮都監儀軌,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에 각각 ‘縫造匠 裵次云’, ‘縫造匠 裵采

云’, ‘皮匠 裵次雲’, ‘護匣匠 裵采雲’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배채운과 관련된 문헌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 저서를 참고하였다.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 솔과학, 2013.
62) 봉조장(縫造匠)은 무언가를 재봉하여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고, 피장(皮匠)은 짐승의 가죽으

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다. 호갑장(護匣匠)은 보록(寶盝)을 담을 호갑(護匣)을 만드는 장인

인데, 호갑은 주로 웅피(熊皮)와 백마피(白馬皮)를 사용하여 거죽을 장식하였다고 한다. 여

찬영 외, 조선 시대 의궤 용어 사전Ⅰ, 경인문화사, 2012, 4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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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국을 잘 끓이는 군칠가(軍七家)는 술과 안주가 맛있기로 이름난 술집이었

다. 당시 군칠가의 명성이 자자하여 많은 술집이 ‘군칠가’라는 상호를 모방한 결

과 훗날에는 ‘군칠가’가 마치 술집을 뜻하는 일반 명사처럼 통용되었다는 기록이

유만공(柳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 보인다.63)
종기를 잘 치료한 백흥성(白興成)은 백광현(白光炫)의 아들이다. 백광현은 정래

교(鄭來僑)에 의해 백태의전 (白太醫傳)으로 입전되었고, 이규상도 병세재언록
역관록 에서 그를 소개한 바 있다. 조현명의 백지사묘표 (白知事墓表)에 “아들

흥성(興聲)도 침술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64)는 기록이 보인다. 부친 백광현의 유

업(遺業)을 이어 백흥성도 종기를 잘 치료했던 듯하다.

구리개[銅峴]는 지금의 을지로 1가와 2가 사이에 있던 나지막한 고개이다. 이곳

에 약국이 성시를 이루었던 것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한양가 에

서는 “구리개 좌우집에 신농유업(神農遺業) 써 붙이고 /각색 약이 다 있구나 수세

제중(壽世濟衆) 하리로다”65)라고 하였고, 강이천(姜彛天)의 한경사 (漢京詞)에도

“영험하고 신통한 약초로 약을 잘 지으니 /매번 구리개 지날 때면 향기로 벌써

알지”[靈艸神根法製良, 每經銅峴已知香.]66)라는 구절이 보인다.

의녀 두매(豆梅)는 승정원일기에 ‘斗梅’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등장한다. 두매

는 1747년 대왕대비가 안질(眼疾)을 앓을 때 집침(執鍼)할 의녀로 발탁되기도 하

고, 1754년에는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출산을 보조한 한 공으로 미포(米布)

를 하사받기도 하였다.67) 대왕대비의 병환을 치료하거나 세자빈의 해산을 돕는

의녀는 내의녀(內醫女) 중에서도 의술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자가 선발되었다

는 점을 감안하면, 두매는 특별히 실력이 뛰어난 의녀였음을 알 수 있다. 1759년

윤(閏) 6월 두매는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수두를 치료하는 데 참여한 공으로 면천

(免賤)되었다.68)

63) “藉藉當年君七家, 至今街肆借名多. 西京冷麪松京炙, 倣樣來難柰爾何?酒肆古有君七者, 以善釀膳名. 至今

酒家曰君七家”(柳晩恭, 元夕 , 歲時風謠; 林熒澤 編, 李朝後期 閭巷文學叢書 10, 다른생각,
2007, 222면) 군칠가(君七家)는 임형택 교수의 한문서사의 영토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다.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102면.
64) “子興聲, 亦以鍼術名世.”(趙顯命, 白知事墓表 , 歸鹿集卷14. 조현명의 묘표에는 ‘興聲’이

라 되어 있고 이규상의 기록에는 ‘興成’이라 되어 있으나 동일인으로 보인다.

65) 강명관 주해, 한양가, 신구문화사, 2008, 85․152면.
66) 姜彛天, 漢京詞 , 重菴稿乾.
67) 承政院日記 英祖 23年 8月 24日; 承政院日記 英祖 30年 7月 20日.
68) 承政院日記 英祖 35年 閏6月 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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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도장(佩刀匠)으로 지목된 청도(淸道)의 벙어리는 이옥(李鈺)이 지은 신아전

(申啞傳)의 주인공과 동일인일 것이다.69) 성질이 포악했으나 날카롭고 가벼운 칼

을 만드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청도의 신벙어리[申啞]라는 도검(刀劍) 장인이

다. 노래를 잘한 조두루마기[趙斗乙莫伊]는 이세춘(李世春), 지봉서(池鳳瑞), 박세

첨(朴世瞻), 송실솔(宋蟋蟀)과 함께 서평군의 문하에서 노닐었다는 가객 조오자

(趙襖子)일 것이다.70) ‘襖子’는 두루마기를 뜻한다. 바둑을 잘 둔 수령 정박(鄭樸)

은, 이옥의 정운창전 (鄭運昌傳)에 나오는 금성 현령(金城縣令) 정박(鄭樸)과 동

일인으로 보인다. 바둑 실력으로 이름이 났던 사람으로, 정운창전 에는 신예 정

운창(鄭運昌)과 대국을 벌이다 패배하는 모습이 그려진다.71)

이외에 달문(達文), 왕세기(王世基), 이세춘(李世春), 철돌(鐵乭),72) 원인손(元仁

孫) 등은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퉁소를 잘 부는 무미(無美)와 세피리를 잘 부는

소복(小福), 염 잘하는 정의산(鄭義山), 부채를 잘 만드는 남평(南平) 사람, 갈고

(羯鼓)의 명인 동산(東山), 해금의 명인 오장(五壯), 잡가(雜歌)의 명인 이의영(李

宜永) 등은 다른 문헌에서 찾기 어려운데, 다른 문헌에서 찾기 힘든 명인들이 여

럿 등장한다는 점에서 최천약전 의 부전이 갖는 자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73)

이상으로 부전 형식이 활용된 작품의 실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전 인물

과 동일한 유형의 인물을 부전함으로써 기록 대상을 확장하고, 정보가 부족할 경

우 이름만이라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 한 이규상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는 인물과 그 개성이나 특장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려

는 의욕이 남다른 작가였다. ‘부전’이라는 형식은 작가의 그러한 욕구를 구현하기

에 용이하고도 적합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69) 김수영 교수의 논문에서 이 점이 지적되었다. 김수영, 앞 논문, 13면.

70) “公子旣好音樂, 一時歌者, 若李世春ˎ趙襖子ˎ池鳳瑞ˎ朴世瞻之類, 皆日遊公子門, 與蟋蟀相友
善.”(李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歌者宋蟋蟀傳 , 完譯 李鈺全集 4, 휴머니스트,
2009, 252면)

71) 李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鄭運昌傳 , 完譯 李鈺全集 2, 휴머니스트, 2009,
333-334면.

72) ‘김철석’(金哲石)으로 알려져 있는 금객(琴客)이다. 이규상은 ‘鐵乭’로 표기하였으나 食天

歌 에서는 ‘銕石’으로도 표기하였다. 食天歌 , 草稿本 一夢稿第7冊.
73) 세피리의 소복(小福), 갈고(羯鼓)의 동산(東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항을 덧붙인다. 유득

공(柳得恭)의 柳遇春傳 에 ‘鐵之琴ˎ安之笛ˎ東之腰鼓ˎ卜之觱篥’이라는 말이 보인다. 박희병 교
수는 ‘鐵’과 ‘安’을 각각 김철석과 박보안으로 추정하였다.(柳得恭, 柳遇春傳 , 泠齋集卷
10; 박희병,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7, 742면) 여기서 장구[腰鼓]의 ‘東’과 피
리[觱篥]의 ‘卜’은 이규상이 언급한 동산과 소복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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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규상 인물전의 立傳 의식

1. 奇人과 俠士의 개성적 삶 부각

이규상의 인물전 중에는 기인(奇人)이나 협사(俠士)를 입전한 작품이 많다. 언

협전 (諺俠傳), 의협전 (義俠傳), 반협전 (半俠傳), 하청도정전 (夏川都正傳),

임천일전 (林泉逸傳), 이독동전(李禿童傳) 등의 6편은 기인이나 협사를 입전한

작품이다. 본 절에서는 이규상이 기인과 협사를 즐겨 입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입

전된 인물들의 구체적 형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규상은 협전(俠傳)을 창작하려는 욕구가 강한 작가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협

사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였고, 의로운 행실을 보인 노비가 있었다는 전언을 듣고

“우리나라에 비로소 의협(義俠)이 있게 되었다”1)며 그 노비를 ‘의협’으로 입전하

기도 했다. 반협전 에 부전(附傳)된 달문(達文)이나 표철주(表鐵柱) 외에도, 장오

복(張五福), 임준원(林俊元), 유찬홍(庾纘洪) 등 당시 장안의 ‘협’(俠)으로 회자되던

인물들이 이규상의 시나 산문에서 이따금 거론되는 것에서,2) 협사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기도 하다.

이규상이 협사를 좋아한 것은 의기(意氣)를 중시하는 ‘협’의 미덕이 자신이 추

구한 삶의 자세와 부합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는 36세에 자신의

시문을 정리하여 1책으로 엮고 자서 (自序)를 얹었는데, 이 글에서 “내가 숭상하

는 것은 의기가 아닌가 한다”3)라고 밝힌 바 있다. 노년에 김상숙에게 보낸 의기

행 (意氣行)이라는 시에서는, “나는 평생 의기로 산 사람 /남 따라 웃거나 찡그리

는 건 익숙지 않네”[我是平生意氣人, 不慣隨人作笑嚬]4)라고 읊은 바 있다. 남을

따라 웃거나 찡그린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적당히 부앙(俯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나는 평생 의기로 살았다’는 말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온 인생을 자부하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의기를 숭상한다고 스스로 밝

1) “吾聞, 語士仰曰: ‘東國始有義俠.’”( 義俠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2) 장오복(張五福)은 산문 記見 에 이름이 보이고, 임준원(林俊元)과 유찬홍(庾纘洪)은 시 崔

萬戶歌寄沈甥魯巖 에서 거명된다. 記見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崔萬戶歌寄沈甥魯巖 ,
草稿本 一夢稿第9冊.

3) “其所尙者, 意氣耶.”( 自序 , 草稿本 一夢稿第1冊)
4) 意氣行奇坯窩 , 草稿本 一夢稿第7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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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나는 평생 의기로 산 사람’이라고 자부한 데서, 의기를 중시하는 이규상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규상은 기본적인 예법(禮法)을 좋아했지만 지나친 문식(文飾)은 싫어했다.5)

예법에 있어서는 타인에게도 관대한 편이었다. “나는 성품이 졸렬하여 구구하게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때문에 객기(客氣)가 많은 고을 사람들을 물

리치지 않고 때때로 도리어 곁으로 초대한다”6)는 말에서 그의 관대하고 소탈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그가 규범이나 예속(禮俗)에 얽매이지 않는 협사나 기인을

즐겨 입전했던 것은, 이러한 소탈한 성품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한편 협전을 읽거나 창작하는 것은 이규상에게 큰 쾌감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

인다.

①우리나라에는 협사(俠士)가 없다. 재물이 빈곤하고 사람들의 기질이 잗달기 때문

이다. 내가 병을 요양할 때 고금(古今)의 협전(俠傳)을 보고 그들의 호기(豪氣)를

좋아하여 본뜨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상에 협사가 없으니, 그렇다면 우선 길에서

들은 이야기로 협전을 지어도 되겠는가?7)

②방탕하여 규범을 따르지 않는 선비를 더욱 좋아하시어 말씀하셨다.

“큰 붓을 춤추게 할 형가(荊軻)나 섭정(聶政) 같은 자들이 없는 것이 한스럽구나.

(후략)”8)

③선생이 예전에 지은 협사 유송년(柳松年)의 전은 先生舊傳松年俠,

내 읽고 마치 두통이 낫는 듯 상쾌했다오.9) 我讀快如頭風痊.

①은 언협전 의 서두이다. 우리나라에 협사가 없는 것을 재력이나 풍기(風氣)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협사들의 호기(豪氣)가 좋았다는 말에서

협사에 대한 이규상의 애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금(古今)의 협전을 읽고 본

5) “悠悠子, 喜禮法, 而厭繁文.”( 悠悠齋記 , 一夢稿, 韓山世稿卷25)
6) “余性拙, 而好人之不拘拘, 以是不拒鄕人之多客氣者, 時時反招致之左右耳.”( 林泉逸傳 , 草稿

本 一夢稿文稿(갑))
7) “我國無俠客. 財貧而人氣瑣苛故耳. 余養病, 看古今俠傳, 愛其豪, 欲效之. 然世無俠, 則姑以道

聽作俠傳, 可乎?”( 諺俠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8) “尤愛跅弛士而曰: ‘恨無荊ˎ聶者流舞椽筆也. (後略)’”(李長載, 先考參奉府君家狀 , 蘿石館稿三)
9) 求成興海白邊傳 , 草稿本 一夢稿第7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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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 싶었다는 고백을 통해, 그가 기존의 협전을 읽으며 창작욕을 키워나갔음을

알 수 있다.

②는 이장재가 찬한 이규상 행장의 일부이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물에 대한 이규상의 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서 눈길을 끄

는 것은, 그의 말 속에 등장하는 ‘큰 붓을 춤추게 하다’[舞椽筆]라는 표현이다. 붓

이 춤춘다는 것은, 창작의 즐거움에 도취된 문필가의 도도(滔滔)한 붓질을 비유하

는 표현이다. 형가(荊軻)나 섭정(聶政) 같은 협사를 기록하는 문장가의 행위를 ‘舞

椽筆’로 표현한 데서, 이규상이 협전 창작을 ‘즐거운’ 일로 인식했음을 간취할 수

있다.

③은 구성흥해백변전 (求成興海白邊傳)이라는 칠언고시(七言古詩)의 일부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시는 흥해 군수(興海郡守)로 나가 있던 성대중(成大

中)에게 백변전 (白邊傳)10)을 보내줄 것을 청할 목적으로 지은 작품이다. 인용한

구절은 성대중이 이전에 보내준 유송년전 (柳松年傳)11)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밝힌 부분이다. 유송년전 은 유송년의 방탕한 생애를 그린 작품으로, 유학(儒學)

에 힘쓰는 집안에서 태어난 유송년이 가산(家産)을 털어 성천(成川)의 기생들과

한바탕 어울려 놀고, 가기(歌妓) 계함장(桂含章)과 관서(關西)의 명소를 유람하며

마음껏 노래를 부른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듯 이규상

은 유송년을 ‘협’으로 파악하였다. 유송년전 을 읽고 두통이 낫는 듯 상쾌했다는

말에서, 협사 유송년의 자유분방한 생애를 읽으며 그가 느꼈던 쾌감이나 해방감

이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협전을 읽으며 향유할 수 있었던 쾌감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상 인물전에는 기인과 협사의 개성적 형상을 흥미롭게 묘사한 작품이 많

다. 하천도정전 은 갖은 악행을 일삼아 ‘민간의 도척(盜跖)’12)으로 불리던 종친

(宗親), 하천도정(夏川都正) 이의(李椅)를 입전한 작품이다.13) 숙종실록(肅宗實
錄)에는 이의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이 전하는데, 실록에 등장하는 그는 종친이라

는 특수한 신분을 업고 비행과 탈선을 일삼는 문제적 인물에 가깝다. 민가의 재

10) 靑城集제8권에 수록된 書洪琴師事 를 가리킨다. 書洪琴師事 는 거문고 명인 홍순석

(洪純錫)에 관한 이야기로, 홍순석은 ‘홍백변’(洪白邊)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11) 靑城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海叢(규장각 소장)에 필사된 형태로 전한다.
12) “煜, 夏川都正椅之子也. 父子稔惡暴虐, 爲民間之盜蹠.”(肅宗實錄 29年 6月 5日(己卯))
13) 이의(李椅)는 선조(宣祖)와 인빈 김씨(仁嬪金氏) 사이에서 태어난 의안군(義安君) 이성(李

珹)의 증손이다. 璿源錄卷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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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빼앗았다는 기록이 보이고,14) 의금부(義禁府)에서 그의

집으로 패지(牌旨)를 보냈더니 패지의 뒷면에 욕설을 써서 되돌려보냈다는 기록

이 보인다.15) 한편 홍길주(洪吉周)의 수여난필(睡餘瀾筆)에 “예전에 도정(都正)

하천(夏川)이라는 자가 종실이었는데, 횡포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16)는 말이 보

이고, 성해응(成海應)의 난실담총(蘭室譚叢)에 “우리나라 풍속에 욕심 많은 사

람을 가리켜 ‘하천도정’이라고 한다”17)는 말이 보이는바, 그의 악명은 민간에서도

자자했던 듯하다. 이규상 또한 “근세에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꾸짖을 때면

‘네가 하천도정이냐?’ 라고 한다”18)는 말로 이 작품을 시작하였다.

하천도정전 은 신계군(新溪君) 이덕(李㯖)의 전언과 고양군(高陽郡) 아전의 전

언, 세간에 전하는 일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하천도정의 짓궂은 성품과

난폭한 행실을 보여주는 일화가 여럿 기록된 한편, 협사로서의 그의 형상 또한

부각되어 있다. 아래에 인용하는 일화는 작가가 고양군의 아전에게 전문한 사건

으로, 하천도정의 거침없는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나이 많은 아전이 하천(夏川)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다. 하천은 오릉(五陵)

안의 금송(禁松)을 자주 베었다. 고양군(高陽郡)에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자, 관찰사가

아전을 보내어 하천의 가인(家人)을 잡아갔다. 그러자 하천군(夏川君)이 눈을 부릅뜨

고 팔을 걷어붙이며 관찰사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 관찰사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

를,

“도(道), 너는 멍청한 관찰사다. 내가 내 조상 능(陵)의 나무를 베는데 너 멍청한

관찰사와 무슨 상관이냐?”

관찰사가 이를 임금에게 아뢰자,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하천이 제정신은 아니나 말은 일리가 있구나. 나 또한 그를 어찌하겠느냐?”

하고, 끝내 하천을 벌하지 않았다고 한다.19)

14) 肅宗實錄 22年 11月 9日(壬戌).
15) 肅宗實錄 28年 閏6月 20日(庚子).
16) 洪吉周, 박무영․이현우 외 역, 沆瀣丙函下, 태학사, 2006, 50-51면.
17) “國俗 (中略) 稱慾人曰源, 曰鄭命壽, 曰夏川都正.”(成海應, 俗語 , 蘭室譚叢, 硏經齋全
集卷58)

18) “近世, 罵惡而慾者, 曰: ‘汝夏川都正乎?’”( 夏川都正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19) “老吏傳夏川事曰: ‘夏川頻斫五陵内禁松. 高陽官報按使, 按使吏捉夏川家人. 夏川君嗔目攘臂,

向按使所, 呼按使名曰: 道, 汝癡按使. 吾斫吾祖陵木, 何關汝癡按使? 按使以此啓上, 上笑之,

曰: 夏川狂, 而言則理矣. 吾亦如之何? 竟不罪夏川’云.”( 夏川都正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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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도정의 과격한 성미와 거리낌 없는 행태를 묘사하였다. 그가 관찰사의 이름

을 함부로 부르고 ‘멍청한 관찰사’[癡按使]라 외치는 장면에서는 그의 말투가 생

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왕릉의 금송(禁松)을 도벌(盜伐)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

된 사항이었다. ‘내 조상 능(陵)의 나무를 내가 벤다’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긴

하지만,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하천도정의 행동은 행

패에 가까워 보인다.

이 외에도 하천도정전 에는 하천도정의 성격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일화가 수

록되어 있다. 벗들과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도 끈끈한 우정을 유지한 일화, 고성현

령(固城縣令)의 비위(非違) 첩보를 입수하고서 이를 약점으로 잡아 그에게 재물을

갈취한 일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하천도정의 난폭한 성격은 때로 미덕

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가난한 자를 발 벗고 나서서 돕는 장면에서는 협사로서의

하천도정의 형상을 만날 수 있다.

하천군(夏川君)의 이웃 중에 삼상(三喪)이 난 자가 있었는데 가난하여 장사를 지내

지 못했다. 상을 주관하는 자가 와서 하소연하자, 하천군이 상사(喪肆)의 거간꾼을

불러 말하였다.

“북망산(北邙山)에 같은 날 장사지내는 자가 셋 있거든 상사의 일꾼 세 부대를 정

비해 오너라!”

이때 하천은 더욱 사납게 상사에서 온 사람을 위협하였다. 시정(市井)의 부잣집 중에

세 무덤을 마련하려는 자들이 있자, 거간꾼이 달려와 이 소식을 알렸다. 하천은 상사

의 일꾼들을 거느리고 이웃 상갓집으로 가서 세 관을 짊어지게 하였다. 그리고는 북

망산에 올라 세 부잣집 사람을 결박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곳을 포기하더라도 장사를 지낼 수 있다. 너희는 내 몽둥이에 죽고 싶

으냐, 이 자리를 포기하겠느냐?”

하니, 부자들은,

“죽은 사람이야 장사지내고 싶지만 산 사람이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함

성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천군이 삼상을 당한 사람에게 외치기를,

“어서 이곳에다 묻게!”

하였다. 부잣집의 상구(喪具)를 옮겨오게 하고, 몸소 지켜보며 마침내 장사를 지냈

다.20)

20) “夏川君隣, 有三喪, 貧不能葬. 主喪者愬之, 夏川君招喪肆駔曰: ‘俟北邙有同日三葬者, 整肆
軍三隊而來!’ 時夏川以悍豪尤脅喪肆人. 有市井富家營三窆者, 肆駔奔告之. 夏川率肆軍, 往隣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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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인(喪肆人)을 위협하고 부자들을 몽둥이로 협박하는 장면에서 하천도정의

거칠고 폭력적인 성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 부자들의 묏자

리와 상구(喪具)를 빼앗아 주는 모습에서, 그의 거칠고 폭력적인 성격이 미덕으로

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천도정의 협사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일화는 이 외에도 다양하다. 하천도정에

게 억울한 옥사에 걸려든 벗이 있었는데, 화가 미칠까 두려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으나 하천도정만은 그를 찾았다는 일화, 곤경에 처한 이웃을 자신의 아들이

라 둘러대어 구해준 일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천도정전 은 하천도정 이의

의 광폭(狂暴)한 행실을 보여주는 일화와 신의 있는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를 풍

부하게 수록하여 그 다면적 형상을 흥미롭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규상은 하천도

정 이의의 개성적 형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다.

임천일전 으로 입전된 임천일(林泉逸)과 한기(韓紀)의 형상 또한 주목된다. 임

천일은 공주의 향품(鄕品) 집안 출신으로, 의기로 자부하고 기발한 행동을 잘하는

인물이다. 한기는 마치 비장(裨將)이 상장군(上將軍)을 모시듯 임천일을 섬기는

인물로, 기개가 있고 꾸밈없는 성품을 지닌 인물이다. 이규상은 이 작품의 말미에

서 임천일과 한기를 곽해(郭解), 적소공(籍小公), 번중자(樊仲子)와 함께 거론하며

이들의 협사적 면모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21) 그런데 이 작품의 본사에는 임천

일과 한기의 기발한 행동 양태가 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은 협사보다

기인에 가까운 인물형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일화는 한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계명(韓啓明, 한기의 아들―인용자) 등이 한기(韓紀)를 위하여 고운 비단옷을 지

어 보관해 두고서 장례에 대비하였다. 한기는 팔십이 된 뒤로는 소를 타고 우리 집

에 왔다. 명주 창의(敞衣)와 명주 바지를 입고, 채색 신을 신고, 청사대(靑絲帶)를 드

리웠으니, 모두 우리나라의 풍속에 아름다운 복장이었다. 한기는 일찍이 향품(鄕品)

중 천총직(千摠職)을 지냈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서는 그에게 외치기를,

“한천총(韓千摠)! 어디서 갑자기 화려한 벼슬을 얻었소?”

家, 擔三柩, 而上北邙, 縛三富家人曰: ‘汝雖棄此, 又可克葬. 汝欲死吾杖乎? 棄此丘乎?’ 富家曰:

‘死人猶欲葬, 生人何可死?’ 喊而四散. 夏川君呼三喪人曰: ‘速葬於是!’ 移富家具, 身蒞而畢埋

之.”( 夏川都正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21) “使林泉逸遇太史時, 何不若解等人耶? 若韓千摠者, 又不居籍小公ˎ樊仲子之下矣.”( 林泉逸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 74 -

하였다. 한기는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하였다.

“여러 자식 놈들이 늙은이를 위해 이런 옷을 지어놓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오.

내 생각해보니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입는 것보단 차라리 살아서 알 때에 입

는 것이 낫지 않겠소? 금일은 명절이요, 평기(坪基, 공주 평기리(坪基里)―인용자)는

대가(大家)니, 내 비록 늙었으나 응당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명절 맞이하여 공(公)의

댁에 인사를 드려야지. 내가 이 옷을 입으려 할 때 자식 놈들은 만류했지만, 내 어찌

자식 놈들 무서워 울울(鬱鬱)하게 눈 감은 뒤를 기다리겠소?”

그러고선 마침내 담소를 늘어놓더니, 밤을 새우고 갔다.22)

이규상의 집에서 한기에게 ‘어디서 갑자기 화려한 벼슬을 얻었소?’라는 농담을 던

진 것은, 명주 창의(敞衣)와 명주 바지, 채색 신과 청사대(靑絲帶)를 착용한 그의

화려한 옷차림이 벼슬아치의 그것과 방불하기 때문인 듯하다. 명절을 맞아 자식

들이 수의(壽衣)로 지어둔 고운 옷을 갖추어 입고서 소를 타고 오는 한기의 모습

은 실소를 자아낸다. 고운 수의를 죽어서 입는 것보다 차라리 살아 있을 때 입는

것이 낫다는 한기의 말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통념을 살짝 비껴가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거니와 관습이나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정신적 자유로움을 보

여주기도 한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작가는 한기의 식구들이 가난 때문에 빚을 내

려 했을 때, 한기가 “남의 재물을 먹고 사는 것은 내 재물을 먹고 사는 것만 못하

다”며 기름진 밭을 팔아버린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조금도 계교(計較)가 없는 그

의 성품을 부각시켰다.23) 문(文)은 부족하지만 질박하고 가식이 없는 한기의 형상

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2. 불합리한 인재등용 제도 비판

많은 인물전이 회재불우(懷才不遇)의 인간형을 입전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인

22) “啓明輩, 爲紀製美帛衣, 藏而待之送終也. 紀八十後, 騎牛來余家. 被明紬敞衣, 束明紬袴, 曳彩

鞋, 垂靑絲帶, 皆東俗之美服也. 紀曾任鄕品之千摠職. 故余家呼曰: ‘韓千揔! 何處忽得華顯也?’

紀拍手笑曰: ‘衆豚兒爲老夫製待此也. 吾思之, 與其被於死之無知時也, 無寧着於生之有知時耶?

今日歲時也, 坪基大家也, 吾雖老, 當被好衣, 當令節, 謁於公家也. 吾欲被此也, 衆豚挽止之, 吾

何畏衆豚, 鬱鬱待暝目後也?’ 遂縱談, 終夕而去.”( 林泉逸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23) “其家後貧, 欲出債於人. 紀使賣其腴田曰: ‘食人之財, 不如食吾之財也.’ 其性品之小較計, 多類

於此也.”( 林泉逸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 75 -

재등용 문제에 대한 비판은 전 장르의 보편적 주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규상의 인물전은 인재등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하고,

또 개선을 촉구한다는 데에 변별점이 있다. 작가가 자신의 대사회의식을 개진하

는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재등용 제도를 비판한 작품들은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김고사창복전 (金高士昌復傳)은 공주 막은동(邈隱洞)에서 세상을 등진 채 살다

간 김창복(金昌復)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다.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일컬어지던

안동 김씨(安東金氏)24)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난 그가 시골로의 은거를 택한 것은,

어린 시절 마을 사람으로부터 “서얼이 어찌 감히!”[孼, 何敢也!]라는 꾸지람을 들

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창복이 서얼의 의미를 묻더니 즉시 문

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문장은,25) 자신의 출신을 자각하게 된 서출(庶

出) 소년이 받은 내면의 상처를 암시한다.

이어서 작가는 장동을 떠나 막은동의 산수 속에서 자생적(自生的)으로 살아가

는 김창복의 삶을 묘사하였다.

장성해서는 공주 막은동(邈隱洞)으로 와 집을 짓고 살았다. 당시 김씨(金氏) 집안

은 크게 현달하여 명공거경(名公巨卿) 중 한 집안사람이 많았던지라 얼족(孼族)들도

모두 인수(印綬)를 차고 나라의 녹을 먹었다. 고사(高士)는 홀로 더럽혀질 듯 여기며

서울을 떠나 골짜기에 은거하니, 그곳은 앵산(鸎山)을 등지고 금강(錦江)과 닿아 있

어 샘물이 달고 숲이 무성했다. 고사는 손수 밤나무 천여 그루를 심고 밤을 팔아 양

식을 대었고, 뽕나무를 심어 옷을 지어 입었다.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를 심어 봉제

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에 이바지하였다. 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고 연꽃을 심

어 스스로 즐겼다. 산업에 두루 미쳐 일찍이 밖에서 구한 적이 없었다. 여가가 나면

주역(周易)을 읽었다.26)

김창복이 은거한 막은동의 산수를 묘사한 뒤 그의 자생적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

24) “士大夫中第一品, 名曰甲族. 光山之金ˎ安東之金ˎ慶州之金, 皆新羅王孫, 世所謂三韓甲族.”( 東
國閥閱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25) “高士歸, 問孽之義於家, 卽掩門不出.”( 金高士昌復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26) “長也, 來家於公州邈隱洞. 時金氏家爀顯, 名公鉅卿, 多一家人, 諸孼族, 皆佩印綬, 食國廪. 高

士獨浼浼然, 去京隱谷, 負鸎山, 連錦江, 泉甘而林茂. 高士手植栗千餘株, 換資食, 植桑以衣. 植

梨ˎ柿ˎ栗, 需祭祀ˎ賓客. 鑿池養魚, 種蓮而自娛. 周於產, 未嘗求於外. 暇輒讀周易”( 金高士昌
復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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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였다. 과실수를 심어 의식(衣食)을 마련하고 여가가 나면 주역을 읽는
등의 일상사를 작가가 일일이 거론한 까닭은, 한 집안 사람 중에 명공거경(名公巨

卿)이 많아 지방관 자리쯤은 쉽게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리(名利)의 장

을 떠나 자족적인 삶을 살다간 그 고상한 뜻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

다. 작가의 정의에 따르면, ‘고사’(高士)라는 말은 “천진(天眞)에 맡겨두고 세속과

뒤섞여 지내며 옥을 품고서도 버려져 있는 자”27)이다. 김고사창복전 은 서얼로

서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일평생 농사와 독서로 삶을 마친 김창복을 은둔형 고사

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하겠다.

다만 김상헌(金尙憲)의 손자이고 김수흥(金壽興)과 김수항(金壽恒)의 조카라는

가문적 배경을 배제하면 김고사창복전 에 묘사된 김창복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

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상이 그를 입전한

까닭은 김창복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 살아가

는 서얼들의 형상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작품의 논찬을 보도록 한다.

아! 적서(嫡庶) 구분은 집안에서만 쓰이면 그만이다. 우리나라는 문벌로 인재를 등

용하고 과거로 제한하는 데다 그 사이에서 또 서얼법(庶孼法)으로 구속하니, 이는 나

라 사람 열 명 중 일고여덟 명을 가두어 놓는 격이다. 하늘이 낸 인재가 어찌 두세

사람에게만 모두 모여 있겠는가? 출중하고 호걸스러우며 지혜로운 선비들이 초야에

서 시들어 죽어감을 전혀 알지 못하니, 조정(朝廷)에 한갓 유약하고 교만하며 나태한

부류만 가득한 것도 당연하다. 옛날 고요(皐陶)나 기(夔) 같은 현인들은 황제(黃帝)의

서속(庶屬) 출신이 많았으며, 소하(蕭何)와 조참(曹參),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

晦) 같은 인재들이 반드시 과거를 통해 출사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나라 사람

의 반을 들어 인재를 버리고선 도리어 ‘인재가 드물다’고 말하니, 저 기북(冀北)에 어

찌 말이 없겠는가? 말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은 마구간으로 나가 말을 찾아보지 않았

기 때문일 뿐이다. 김 고사(金高士) 같은 분은 기북에서 빼어난 이다. 능히 곤궁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였고, 능히 글로써 집안의 모범이 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

로 고사이다.28)

27) “曰高士者, 任天眞, 渾世俗, 懷玉而樗散者也.”( 幷世才彦錄引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28) “吁! 嫡孽之分, 用於家而已. 我國則用人以世族, 限之科目, 又其間拘孽法, 是錮國人於十之七

八耳. 天之生才, 豈盡聚於其二三耶? 殊不知奇邁豪智之士, 枯死草萊之中, 宜乎, 廊廟之上, 徒

騖柔脆驕惰之流也! 古之皐ˎ夔之賢, 多出黃帝之庶屬; 蕭ˎ曹ˎ房ˎ杜之材, 未必科目之是資也. 我國
則擧半國而棄才, 乃曰: ‘才杳然.’ 夫冀北, 豈無馬也? 無馬患, 不出求於圉中耳. 若金高士, 冀野

之逸也. 能隘窮而自得, 又能以書範家, 誠高士也.”( 金高士昌復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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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적서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적

자와 서자를 구별함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규상의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요순시대의 훌륭한 신하로 알려진 고요(皐陶)와 기(夔)가 황제(黃帝)의 서속

(庶屬)이라는 예를 들었다. 서얼 금고법(庶孽禁錮法)에 가로막혀 인재들이 진출을

제한당하고 있는데도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는 조선의 현실을 비판한 대목에서는

한유(韓愈)의 송온처사부하양군서 (送溫處士赴河陽軍序)와 잡설 (雜說)의 논법

을 원용하였다. 서얼차대에 대한 비판은 산문 요법 (要法)에서도 나타난다.

서얼(庶孼)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단지 그 집안에서만 행해졌으니, 이를 가지고 나

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격례(格例)로 삼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사람이 재주를

타고남에 어찌 적서(嫡庶)의 구분이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경천위지(經天

緯地)할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서얼로 태어나면 애초부터 쓰질 않으니, 이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중략) 우리나라는 손바닥만한 나라이다. 날마다 재주 있는 사람을

찾아서 쓰더라도 행여 넉넉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괴이한 법 때문에 절반은 서얼이

라고 막히고 절반은 과거법(科擧法)에서 묻혀버리니, 훌륭한 인재를 어찌 등용할 수

있겠는가?29)

인재를 등용할 때 적서 구분을 격례(格例)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거듭

표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김고사창복전 의 논찬보다 한층 구체적으로 서

얼 등용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사람이 타고나는 재주는 적서의 구분이 없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서얼을 차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한편 김고사창복전 의 논찬과 요법 에서 서얼 금고에 대해 발언하면서 과거

제를 아울러 거론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규상은 과거로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가 과거제에 회의적이었던 까닭은, 첫째, 과문(科

文)은 고인의 문법과 맞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 문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후세에 길이 전할 문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30) 둘째, 문인은 본래 실용

29) “庶孼者, 自古只行於其家, 未聞以此爲邦國用人之格. 人之生材, 寧有嫡庶之可分乎? 我國雖有

經天緯地之材, 生乎庶孼, 則已無用矣, 此何所據也? (中略) 我國如掌之國也. 日搜才人而用之,

惟恐其不給, 而以怪異之法, 錮一半於庶孼, 埋一半於科法, 才安可得用也?”( 要法 , 草稿本 一
夢稿文稿(을))

30) “科擧法, 尤碌碌之法也. 東人自隳地初, 聚會精神者, 只此科文而已. 其善者, 不過爲一時副科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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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주가 없고, 경생(經生)은 경전을 암송하는 데 온 정력을 쏟아 부으며 세월

을 보내다가 태반은 ‘치인우골’(癡人愚骨)이 되어 간혹 숙맥도 구분할 줄 모르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31) 셋째, ‘재거벽’(載巨擘), ‘결군호’(結軍號), ‘삼통연’(三筒連)

등 각종 부정행위가 증가하여 근래 많은 응시자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격한

다는 이유에서였다.32) 요컨대 그는 과문은 고문(古文)이 아니라는 점, 사장(詞章)

과 강경(講經)으로는 실무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과거제를 비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과거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양리전

(良吏傳)은 당대에 순리(循吏)로 일컬어지던 목민관들을 집전(集傳)한 작품이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한덕필(韓德弼), 삭녕 군수(朔寧郡守) 안상집(安商楫),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만직(李萬稷), 상주 목사(尙州牧師) 이수보(李秀輔), 한산 군수

(韓山郡守) 조진헌의 치적(治積)을 보여주는 일화를 담았고, 이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간간이 기록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에 긴 서두를 배치하여 양리(良吏)를

모아 입전한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양리전 의 입전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작가의 견해도 엿볼 수 있

다.

우리나라는 편벽된 곳인지라 법으로 내직(內職)의 중함을 높이고, 지방에서 목민관

의 임무를 띤 자들을 박대하여 비루하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관직을 불만족스럽게 여겨 이 자리가 대사(大事)를 담당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이

가 드물다. 이런 습속이 퍼져 인재도 따라서 드물어졌다. 선비들은 금문(金門, 조정―

인용자)과 옥서(玉署, 홍문관―인용자)를 천상물(天上物)로 여기고, 죽부(竹符)와 금헌

(琴軒)을 동가구(東家丘)로 여기니,33) 이 어찌 일찍이 천도(天道)를 체득하여 만물을

之法也, 況其不善者多? 世傳科文法, 創卞季良. 其法, 有入題ˎ鋪頭ˎ破題ˎ鋪叙ˎ回頭等法, 削文而
又削文, 如小帒中囚走蛇, 如結鷄卵於藁束中, 貌㨾理勢, 崎嶇䠎踖者也. 不可用於古人文法, 不
可用於他邦通情之文, 不可用於垂後文字, 是擧一域之文, 手刻出棘, 刺之猿像也. 論以文法, 已

可駭也.”( 要法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31) “且文人本無實用之才, 則驅用此輩, 責之天工人代之任, 不猶於木偶人之責揖讓也耶? 所謂經生

則尤無用之人. 誦工, 倍難於做工. 故一爲經生, 則精力耗盡口中喃喃ˎ心頭念念, 日着於誦, 歲痼
於誦, 多半爲癡人愚骨, 或不知菽麥之爲何物也.”( 要法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32) “近日則又從以奸竇日增, 買用他人文, 曰載巨擘也; 締結考官, 曰結軍號也; 圖嗾科場胥吏, 曰

三筒連也. 十人之榜, 十人幾得以此法.”( 要法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33) ‘죽부’(竹符)는 지방관으로 나가는 사람이 차는 부절(符節)이다. ‘금헌’(琴軒)은 공자의 제자

인 복자천(宓子賤)이 수령으로 있을 때 비파를 타고 노래만 부르면서도 고을을 잘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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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는 근본을 조금이라도 엿본 적이 있겠는가? 이제 고질적인 습속을 고치고자

한다면 과거법(科擧法)을 폐지하고 전법(銓法)을 폐지하여 공경(公卿)과 대각(臺閣)을

선발할 때 훌륭한 목민관 중에서 뽑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증세에

알맞은 처방이 될 것이다. 백 년 동안 백성을 잘 다스린 자들을 논해 보면 마치 새

벽하늘의 별처럼 드무니, 참으로 드문 것이 귀하다고 할만하다. 그러므로 내 또 훌륭

한 수령에 뜻을 두어 양리전 을 짓는다.34)

우리나라가 법으로 내직(內職)을 높이고 지방관을 경시한 탓에 지방관을 기피하

는 풍조가 생겨났고, 뒤따라 양리(良吏)가 드물어지게 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과거법(科擧法)과 전법

(銓法)을 폐지하고 훌륭한 수령 중에서 공경(公卿)이나 대각(臺閣)의 관원을 선발

하자고 주장하였다. 전술했다시피 이규상이 과거제에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시부(詩賦) 창작 능력이나 경전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과거 시험으로는 관리에

게 요구되는 실무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

에 비추어 보면, 훌륭한 목민관은 이미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셈이므로

과거를 통해 출사한 이들보다 정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지

방관을 고위직이나 요직에 등용하면 외직(外職)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그럼으

로써 지방관들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35)

한편 인재등용 문제와 관련하여 숭문주의(崇文主義)의 폐단을 지적한 작품 또

한 주목된다. 난역강홍립전 (亂逆姜弘立傳)과 임장군전 (林將軍傳)은 강홍립(姜

弘立)과 임경업(林慶業)을 입전한 작품이다. 임장군전 의 서두와 난역강홍립전

의 논찬에서 작가는 병란(兵亂)이 발생하면 전면에 나서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는 고사에서 온 말로, 지방관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동가구’(東家丘)는 공자의

집 서쪽에 사는 사람이 공자가 성인인 줄도 모르고 ‘동쪽 집의 구’[東家丘]라고 불렀다는 데

서 온 말이다. 따라서 “죽부와 금헌을 동가구로 여긴다”는 것은 지방관이 중요한 자리인 줄

모르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를 지적한 문장으로 이해된다.

34) 吾東僻矣, 法尊內重, 州闉之間, 任蒭牧者, 薄之曰鄙. 是以人自歉於是官, 鮮以此爲擔荷大事.

習尙所移, 人才隨以渺然. 士以金門ˎ玉署爲天上物, 以竹符ˎ琴軒爲東家丘, 是曷嘗窺一半步於体
天理物之本哉? 今欲改柱之膠, 則罷科擧法, 罷銓法, 公卿臺閣之選, 起於字牧之良者, 則是眞對

症之和ˎ扁矣. 論百年內良治民者, 則落落如曙星, 眞可謂希者貴. 故吾又致意於良守令, 作 良吏
傳 ( 良吏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35) 이규상보다 한 세대 선배 학자인 구완(具梡, 1680-1756)은 그의 저술 竹樹弊言에서 내직
은 경시되고 외직은 중시되는 풍조를 지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종묵, 구완(具梡)의 죽
수폐언(竹樹弊言)에 대하여 , 문헌과해석 64, 문헌과해석사, 2013, 185-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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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들이 문신(文臣)인 체찰사(體察使)에게 통제받는 조선의 제도를 비판하였다.

두 작품 중 내용이 더 자세한 난역강홍립전 의 논찬을 권칙의 강로전 의 논찬

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36)

① 나는 일찍이 강홍립이 선왕(先王)의 구신(舊臣)이면서도 그 은의를 돌아보지 않은

점을 애통히 여겼다. 전군을 이끌고 오랑캐에게 투항한 것이 그의 첫째 잘못이요,

백성을 도살한 것이 둘째 잘못이요,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할 마음을 품고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바랐던 것이 셋째 잘못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행적을 대략 들

었을 뿐 자세히 알지는 못했었다. 내가 서쪽으로 묘향산에 갔다가 노승(老僧) 한

사람을 만났는데, (후략)37)

② 강홍립(姜弘立)은 풍장락(馮長樂, 풍도(馮道)의 자(字)―인용자)과 매우 흡사하지

만 담이 작고 계책이 단순하여 또 풍도(馮道)보다 아래에 위치하니, 이는 우리나

라가 인재를 취할 때 한갓 문화(文華)만 숭상한 결과이다. 밭갈이는 남종에게 묻

고 베짜기는 여종에게 물어야 하거늘 우리나라의 제도는 무엇 때문에 매번 문인

(文人)에게 간성(干城)의 지위를 맡기는가? 김장군(金將軍, 김응하(金應河)―인용

자)은 실로 논할 것도 없고, 김경서(金景瑞)에게라도 대장직을 주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 국사(國事)를 그르쳤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면 대장군

으로는 도체찰사(都體察使)와 도원수(都元帥) 등의 직책을 두는데 모두 문신(文

臣)으로 채우고, 팔도(八道)에서는 관찰사(觀察使)가 군대를 주관하는데 역시 문

신이다. 사나운 병사나 날랜 군사는 겨우 부장(副將)이나 대교(大校)의 열로 편성

되니, 이는 강도가 문으로 들어올 때 희첩(姬妾)으로 하여금 앞을 막게 하고 창정

(傖丁)은 뒤에 매어 두는 꼴이다. 강도에게 당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

는가?38)

36) 林將軍傳 의 서두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然我朝削將權, 臨兵, 輒管於文臣之體察使,

體察使能善將將者, 幾人哉? 絆騠駃於箱勒, 試干將於匣鞘, 竟踘踖拂鬱耳. 吁! 惜哉.”( 林將軍

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37) “余嘗痛姜弘立以先朝舊臣, 不顧恩義, 一則全師降虜, 二則屠殺生民, 三則畜無將之心, 希非分之

事. 然粗聞其槩, 莫之詳也. 余西遊香山, 遇一老僧, (後略)”(박희병,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7, 484면;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154면)

38) “弘立酷肖溤長樂, 而膽殘計單, 又居道下, 此我國取人, 徒尙文華之致也. 耕當問奴, 織當問婢,

則我國制, 何故每以文人冒干城之位也? 金將軍固勿論, 雖以金景瑞畀大帥, 僨國事, 豈至如許

也? 我國用兵之時, 大帥則有都體察使ˎ都元帥等職, 皆充文臣; 八路則觀察使爲主兵, 亦文臣也.
悍客ˎ鷙士, 僅編於副將ˎ大校之列, 是當强徒之入門, 使姬妾拒前, 而傖丁則縶後矣. 欲不顚, 得
乎?”( 亂逆姜弘立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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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권칙의 논찬이고, ②는 이규상의 논찬이다. 풍도(馮道)는 당(唐)나라 말기부

터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까지 다섯 왕조를 섬긴 재상으로, 후세에는 지조가 없

고 처세술에 능하다고 일컬어진 인물이다. 권칙이 강홍립이라는 한 개인의 잘못

을 논단하여 열거했다면, 이규상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았다. 문

묵(文墨)의 기량을 믿고 궁술(弓術)과 기마(騎馬)를 등한시한 문신(文臣)39) 강홍립

을 원수(元帥)로 삼은 탓에 국사(國事)를 그르쳤으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문신이

무신(武臣)을 지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인재를 등용할 때 문화(文華)를 지나치게

숭상하는 풍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난역강홍립전 의 위 논찬은, 이규상이 권칙의 강로전 을 어떤 맥락으로 읽었

는지, 그리고 이를 개작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면서 어떤 부면을 특히 강조하

고 싶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난역강홍립전 에서 비겁하고 어리석으며 불충(不

忠)한 강홍립의 형상40)을 통해 숭문주의의 폐단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서얼 금고, 과거제, 숭문주의에 대한 이규상의 문제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지금까지 문인으로서의 면모만

알려져 있던 이규상에게 비판적인 재야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있음을 알려준다

고 생각된다. 본 절에서 미처 소개하지는 못했으나 이규상은 여성의 개가(改嫁)

허용을 주장한 드문 인물이기도 했다.41)

이규상은 자신을 경세가나 학자보다 문인으로 인식했고, 벗들도 대개 그를 문

장가로 인정했다.42)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이나 주석으로 인용한 작품을

제외하면 사회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그의 모습은 드물게 관찰되는 듯하다. 그러

나 서얼 등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작품이나 숭문주의를 비판한 작품 등은 석인본

일몽고에는 누락되어 지금까지 알려질 기회가 없었으므로 본고에서는 각별히

39) “弘立傲, 而挾文墨技, 又閑弓馬. 中宣廟朝文科.”( 亂逆姜弘立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40) 박희병, 17세기 초의 崇明排胡論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姜虜傳 에 대한 고찰 ,

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韓國古典小說과 敍事文學上, 집문당, 1998, 59면.
41) “守節之女, 出乎其天性. 故雖欲毁節, 不可得. 比如松栢之後彫者, 是得天地之正氣也. 故所以人

貴而尊之也. 其次, 夫死, 能畢三年之制, 又不能孤立而忍情焉, 則改嫁於他人, 亦理之常者也. 比

之則有松栢而亦有桃李. 桃李雖不若松栢, 亦天理中一物也. 今則不然, 夫死則一切爲終身孀婦,

其間固有節婦之心者, 而亦安知其間無身孀婦而心煩寃者乎? 是猶剝桃李之顔, 被靑松之皮, 豈天

之理乎? 況俗末風渝, 孀家暗地, 多有難言之事, 反不如光明地再嫁人矣.”( 要法 , 草稿本 一夢
稿文稿(을))

42) “癸丑正月, 一蟬翁書報靑城語曰: ‘一夢非道學, 文章乃高士’云.”( 簡一蟬翁轉示靑城北靑府 ,

草稿本 一夢稿第10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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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그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았다.

인재등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규상이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갖게 된 데에

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재야 사인(士人)으로서의 존재

여건,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던 경험, 성효기(成孝基)․성대중 부자, 김창복․김인

겸(金仁謙) 부자, 박신원(朴新源) 등 학식과 재예로는 남에게 뒤지지 않았던 서얼

명사들과의 교류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얼 허통이 사회적 쟁점으

로 부상하고, 과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병자호란(丙子胡

亂)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문치주의(文治主義)를 난리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18세

기의 시대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또한 이사질의 문집에서 무비(武

備)와 문무 병용(文武倂用)의 중요성, 서얼을 등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발

견되는 것은,43) 이상에서 살펴본 이규상의 사회의식이 부친의 영향 아래에서 형

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만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규상의 글쓰기가 ‘전’이라는

문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설(說)이나 논(論)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의론을 펼치기에 더욱 용이한 문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규상은

주로 전을 통해 자신의 문제의식을 개진하였다. 이는 그의 사회의식이 인간을 관

찰하고 그 생애를 기록하는 인물전 창작을 통해 구체화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

다고 생각된다. 서얼 고사 김창복의 생애를 기록하고 비열한 문신 강홍립의 형상

을 묘사하면서 서얼 금고나 숭문주의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은 한층 심화되어

갔을 것이다. 이규상이라는 작가에게 있어 ‘전’이라는 장르가 갖는 중요성은 이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3. 湮滅된 인물들의 조명

충리하계명전 (忠吏河啓溟傳)과 무신충의전 (戊申忠義傳)은 무신란 때 활약한

숨겨진 의인(義人)을 입전한 작품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인 하계명(河啓溟)과 조

노인(趙老人)은 무신란 진압에 기여했으나 그 활약상이 알려지지 않아 사적이 점

차 인멸(湮滅)되어 가는 인물이었다. 본 절에서는 충리하계명전 과 무신충의전

43) 李思質, 依枕錄, 翕齋稿, 韓山世稿卷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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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작된 배경을 고려하여 두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작품의 입전 의도를 정

세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충리하계명전 은 연기현(燕岐縣)의 아전 하계명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청주(淸州)에서 무신란이 발발한 직후 인근 고을인 연기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

고 있다.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이봉상(李鳳祥)과 영장(營將) 남연년(南延年)을

살해하고 청주 읍성을 함락시킨 이인좌(李麟佐)는 인근 고을로 관문(關文)을 보내

어 병력을 보낼 것을 지시한다. 당시 충청도 일대의 민심은 크게 동요하였고, 공

주 감영에 있던 충청도 관찰사도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고 토벌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44) 이인좌의 관문이 연기에 도착했을 때 하계명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

본다.

연기 현감(燕岐縣監)은 산골짜기로 달아나 숨었고, 오직 좌수(座首)와 계명(啓溟)만

이 관원으로 있었다. 좌수는 우리나라 주현(州縣)의 공조(功曹)이다. 계명이 읍창(邑

倉)의 군기(軍器)를 지키고 있을 때 적괴(賊魁) 대원수(大元帥, 이인좌―인용자)가 여

러 읍에 관문(關文)을 전달하여 병력을 징발해 속히 오도록 하였다. 관문이 연기현에

도착하자, 계명은 이를 가지고 좌수가 사는 연기 읍밖 와촌(瓦村) 집으로 가서 말하

였다.

“관문을 가지고 온 사람을 가두고, 병력을 보내라는 명을 내리지 마셔야 합니다!”

좌수가 벌벌 떨며 말하였다.

“네가 나를 죽이려는 게로구나.”

계명이 칼을 뽑아 땅을 치며 말하였다.

“왕인(王人, 병마절도사 이봉상―인용자)을 살해했는데 적(賊)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좌수께서 적이 보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좌수의 목을 베겠소!”

좌수가 그제야 적이 적인 줄을 분변하고 눈물을 흘리며 읍으로 들어가서 적이 보낸

사람을 가두고 출병(出兵)을 막았다.45)

현감(縣監)은 산으로 달아났으므로 좌수(座首)가 지휘권을 갖게 된 상황이었다.

좌수마저 두려움에 떨며 명을 내리지 못하자, 아전 하계명이 그를 꾸짖어 병력의

44) “時監司在公州營, 懷二心, 不發兵討之.”( 忠吏河啓溟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45) “燕倅走匿山谷間, 惟座首與啓溟在官. 座首, 我國州縣功曹也. 啓溟護守邑倉軍器, 賊魁大元帥,

傳關列邑, 使調兵急來. 關到燕, 啓溟持往座首居燕之邑外瓦村家曰: ‘宜囚關人, 宜勿施送兵令!’

座首戰慄曰: ‘爾殺我.’ 啓溟發劒擊地曰: ‘賊殺王人, 非賊而何? 座首不殺賊人, 吾當斬座首!’ 座

首始卞賊爲賊, 流涕入邑, 囚賊人, 拒發兵.”( 忠吏河啓溟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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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송을 막았다는 내용이다. 지레 겁먹고 달아난 현감, 두려움에 떠는 좌수의 모습

과 칼을 뽑아 좌수를 꾸짖는 하계명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그의 의

행(義行)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무신란이 수습된 후 하계명의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은 알려지지 않고,

도리어 그의 부추김을 받아 명을 내린 좌수에게 포상이 주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다. 비록 하계명의 협박에 가까운 권유를 받고 내린 결정이었으나, 병력을 보내지

말라는 명을 내린 사람은 좌수였으므로 난이 진압되자 조정에서는 좌수를 포상하

였기 때문이다.46) 이규상 또한 이 점에 주목하여 당시 논공행상(論功行賞)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하계명의 사적이 인멸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

였다.

당시에 (하계명의) 부추김에 힘입었던 자들은 대부분 두둑한 보답을 받았으나, 계

명 같은 자는 조그마한 상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일이 변하니

사적 또한 점점 민멸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리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말을 서술하여

글로 기록하고 충리전 (忠吏傳)이라 하노니, 그의 처지가 미천한데도 행실이 탁월하

였음을 특별히 보인다.47)

충리하계명전 에서는 ‘座首’라고만 기록하였고, 무신충의전 에서는 ‘座首張’으로

기록하고 이름은 공란으로 남긴 것으로 보아 창작 당시 작가는 연기 좌수의 이름

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기 좌수는 장석징(張碩徵)이었다.48) 그는

무신란이 진압되고 1년이 지난 1729년에 충청도 병사(兵使)가 올린 장계에 따라

군공(軍功)으로 체아 첨지(遞兒僉知)에 제수될 수 있었다.49) 반면 실질적인 유공

자라 할 수 있는 하계명의 기여는 알려지지 않아 상을 받지 못했고, 그의 사적도

거리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작가가 하계명이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은 작품이 충리하계명전 이

라고 할 수 있다.

무신란을 진압하는 데 기여했으나 공적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에게 조명을 가해

46)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6日; 日省錄 正祖 12年 3月 23日(乙酉).
47) “當時, 資吹噓者, 率被重酬, 而若啓溟者, 不但不有寸賞. 時移事變, 則跡亦漸淪. 故述巷論輿誦,

書庸識之, 而曰忠吏傳, 特見其處么麽而行卓異也.”( 忠吏河啓溟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48) 日省錄 正祖 12年 3月 23日(乙酉).
49) 英祖實錄 5年 4月 6日(庚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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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생각은 무신충의전 에서도 거듭 나타난다. 무신충의전 은 청주인(淸

州人)들에게 채집한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으로, 청주 병영의 군교(軍校) 조두석

(趙斗錫)과 그의 부친인 조노인(趙老人), 박민웅(朴敏雄), 김진희(金晉熙)의 활동을

중심으로 청주 창의군(倡義軍)의 결성 과정과 활약상을 담고 있다. 충리하계명전

으로 입전되었던 하계명의 사적이 재차 기록되었고,50) 자신의 시아버지가 이인좌

의 무리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목매어 자결한 청안현감(淸安縣監) 자부(子婦)

의 열행(烈行)도 본사(本事)의 말미에 기록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가장

부각하고자 한 인물은 이름이 전하지 않아 ‘조씨 노인’[趙老人]이라고 기록할 수

밖에 없었던 조두석의 부친이다.

조두석(趙斗錫)이 집으로 돌아와 이인좌(李麟佐)와 신천영(申天永)의 형세에 대하

여 전하자, 부친은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내가 만약 병사(兵使, 신천영―인용자)를 본다면 길조(吉兆)와 성패(成敗)를 알 수

있을 것이니, 네가 나를 군교로 꾸며 교반(校班)에 넣을 수 있겠느냐?”

조두석은 즉시 부친의 이름을 교반에 몰래 끼워 넣었다. 부친이 병사를 보고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들 죽을 때가 임박했다. 그만둘 수 없다면, 너는 두 장수(이봉상과 남연년―

인용자)의 시신을 적에게 청하고, 초빈(草殯)을 만들고서 표시해 두어 훗날 속죄거리

로 삼도록 하라. 헤아려 보건대 이인좌는 열흘 내로 패할 것이다. 네가 가족을 보전

하고 싶다면 속히 여러 교리(校吏)들을 회유하여 신천영을 붙잡을 계책을 은밀히 도

모하거라.”

하니, 조두석이 적을 따르는 자들을 설득하여 모두 응낙을 받았다. 부친이 말하기를,

“군대에 장수가 없어서는 안 되니, 장수는 반드시 명족(名族)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고을 선비 박민웅(朴敏雄)이 씩씩하고 호걸스러워 인망(人望)을 얻고 있으니, 네가

몸소 청해 보거라.”

하였다. 조두석이 갔더니, 박민웅은 출타 중이었다. 이때 고을 선비 김진희(金晉熙)가

소식을 듣고 분연히 말하기를,

“나는 대대로 국은(國恩)을 받았으니, 나라를 위해 한번 목숨을 바쳐야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의 장수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즉시 검을 짚고 나왔다. 조두석이 부친에게 이 소식을 알린 다음 김진희를 모

시고 신천영이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던 상당산성(上黨山城)으로 올라가 습격하여 그

50) 忠吏河啓溟傳 을 축약한 형태로,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하계명의 공적이 조정에

보고되어 그의 자손이 녹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啓溟子再晃ˎ孫錫獜, 襲吏房, 始訴
其事. 當宁戊申, 特敎輔錫獜於禁衛校.”( 戊申忠義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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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박하였다. 이때 박민웅도 의병(義兵)을 이끌고서 성문을 지키는 적졸(賊卒)의

목을 베고 산성으로 들어왔다. 김진희가 여러 교리에게 말하기를,

“박민웅의 문벌과 인망은, 내가 공을 다툰다면 응당 그만 못할 것이다.”

하고는 신천영을 박민웅에게 넘겨주고 옷소매를 떨치며 떠났다. 박민웅이 몹시 기뻐

하며 창의군(倡義軍)의 깃발을 세우고 적의 수급을 서울로 올려보냈다. 이인좌는 과

연 열흘 안에 양성(陽城) 방면에서 패하였다. 조두석 및 적진으로 들어갔던 여러 사

람들이 적도(賊徒)가 평정된 뒤 공(功)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두석 부친

의 지혜 덕분이었고, 김진희와 박민웅의 의행(義行)을 이끈 것도 조두석 부친의 힘이

었다.51)(밑줄은 인용자)

이인좌가 반군을 이끌고 서울로 북상하는 가운데 신천영과 그 일당들만 상당산성

(上黨山城)에 남아 있을 때의 일을 기술하였다. 군교로 위장한 조노인이 신천영을

만나보고 이인좌의 패전을 예견하는 모습이나 반군에 가담한 군교들을 설득하여

신천영을 소탕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에서, 그의 지혜와 판단력을 볼 수 있다. 또한

병영의 군교들을 모아 의병 부대를 조직한 뒤 지역의 유망한 인사로 의병장을 삼

기까지, 청주 창의군(倡義軍)의 결성 배경에는 조노인의 숨은 진두지휘가 있었다

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위 기록은 어찌 보면 다소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청주 창의

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증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규상의 무신충의전 에 의하면, 창의군을 이끌고 상당산성으로 올라가 신

천영을 생포한 사람은 김진희였다. 다만 서얼이었던 김진희는 문벌과 인망이 박

민웅만 못하다는 이유로 생포한 신천영을 그에게 인계하였고, 박민웅은 인계받은

신천영을 참수하여 조정에 보고함으로써 난을 종식시켰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을 배후에서 지휘한 인물은 위 기록에서 볼 수 있듯 조노인이었다. 반군에 가담

했던 병영의 군교들이 마음을 돌려 의병이 된 것이나, 박민웅과 김진희의 의행(義

51) “斗鍚還家, 傳麟ˎ永勢, 父良久曰: ‘吾若睹兵使, 可知吉兆成敗, 汝可扮吾入校班乎?’ 斗錫卽竄父
名於兵校班. 父出語曰: ‘若屬死迫矣. 無已則汝請兩帥尸於賊, 殯而表之, 爲他日贖. 計麟佐十日

内當敗. 汝欲全家族, 急誘諸校吏, 密謀縛天永.’ 斗錫說從賊者, 盡受諾. 父曰: ‘兵不可無將, 將

必立名族. 州士朴敏雄, 雄豪得人望, 汝躬請之.’ 斗錫往, 敏雄出他. 州士金晉熙聞之, 奮然曰:

‘吾世受國恩, 宜一死國. 吾可爲汝曺將乎?’ 卽杖釰出. 斗錫訴父, 戴晉熙, 入上黨山城天永之屯

兵所, 襲而縛之. 朴敏雄亦携義兵, 斬賊門卒而入. 晉熙謂諸校吏曰: ‘朴之門閥ˎ人望, 吾爭功則當
詘.’ 授天永於敏雄, 拂衣去. 敏雄大悅, 建倡義旗, 奏賊馘於京師. 麟佐果敗於陽城路, 在十日内.

斗錫及諸入賊者, 平賊後以功轉福者, 其父之智也; 倡晉熙ˎ敏雄之義者, 亦斗錫父之力也.”( 戊申
忠義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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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을 이끈 것이 모두 조두석 부친의 지혜와 힘 덕분이었다는 마지막 문장은, 작

가가 조노인의 막후 기여를 적시(摘示)한 문장으로 읽힌다.

그런데 당시 청주의 의병 활동을 기록한 다른 문헌과 이규상의 무신충의전 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청주 창의군이 상당산성에서 신천

영을 참수한 사건을 기록한 다양한 문헌 중 이규상의 무신충의전 과 대조를 보

이는 기록으로는 이민보(李敏輔)의 창의사박공묘지명 (倡義使朴公墓誌銘)52)과 김

종수(金鍾秀)의 창의사박공묘표 (倡義使朴公墓表)53)를 꼽을 수 있다. 이민보와

김종수는 모두 박민웅의 후손 박흥서(朴興緖)가 가져 온 행장(行狀)에 의거하여

글을 짓는다고 밝혔는데,54) 두 작품에서 상당산성 전투를 기록한 부분의 내용이

유사한 것은 후손가에서 가져온 박민웅 행장을 공히 참조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민보가 찬(撰)한 묘지명과 김종수가 찬한 묘표는 박민웅이 신천영을 생포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두 작품 중 내용이 더 자세한 김종수의 창의사박공묘표 에

의하면, 청주 병영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박민웅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고을

의 군교들을 불러 눈물로 설득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반군에 가담 중인 다른 군

사들의 마음도 되돌리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군교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산성에서

내응(內應)하도록 약속을 받은 후 박민웅은 의병을 이끌고 상당산성으로 진격한

다.

상당산성(上黨山城)에서는 포성(砲聲)이 천지에 진동하였다. 군사들은 모두 두려움

에 벌벌 떨며 아무도 앞장서는 자가 없었다. 이에 앞서 부사공(府使公, 박민웅의 조

부 박원진(朴元震)―인용자)에게는 패검이 있었는데, ‘아직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있으니, 집을 그리워하는 생각 영원히 끊으리’[猶存報國之心, 永絶思家之念]라는 12글

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공이 검을 뽑으며 크게 소리치기를, “뒤처지는

자는 목을 베리라!”라고 하고, 고함을 지르며 말을 달려나갔다. 뭇 군사들이 모두 고

무되어 다투어 입성하였다. 마침 김진희(金晉熙)라는 자가 산성 아래에 거주했는데

집안 일꾼들을 거느리고서 곧장 산성으로 가자, 고을 군교가 성문을 열어 맞이하였

다. 공이 이르러 대군(大軍)으로 뒤를 이어 마침내 적괴(賊魁) 이기좌(李麒佐)와 가절

도사(假節度使) 신천영(申天永)을 포박하여 참수하고, 수급을 함에 담아 조정에 보고

52) 李敏輔, 倡義使朴公墓誌銘 , 豊墅集卷9.
53) 金鍾秀, 倡義使朴公墓表 , 夢梧集卷6.
54) “興緖持狀訪余, 託以誌墓之文.”(李敏輔, 倡義使朴公墓誌銘 , 豊墅集卷9); “公之嗣孫興瑞,
以公墓文見屬, 義不可以辭. 按狀, (後略)”(金鍾秀, 倡義使朴公墓表 , 夢梧集卷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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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55)

위 기록은 이규상의 무신충의전 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무신충의전 에 의하면, 상당산성에서 신천영을 생포한 것은 김진희였다. 다만 박

민웅이 뒤늦게 나타나자, 서얼인 김진희가 문벌과 인망이 좋은 그에게 신천영을

인계함으로써 공을 양보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종수의 상기 묘

표는 박민웅이 신천영을 포박하여 참수한 것으로 기술하였고, 박민웅이 거느린

병력은 ‘대군’(大軍)으로 표현하고 김진희가 거느린 병력을 ‘집안 일꾼들’[家丁]로

표현함으로써 김진희에게서 의병장 이미지를 일정 부분 희석시켰다.

박민웅은 1728년 호서 좌도 소모사(湖西左道召募使) 유숭(兪崇)이 올린 장계에

서 신천영을 포박하여 참수한 인물로 보고되었고, 곧바로 상주 영장(尙州營將)으

로 발탁될 수 있었다.56) 반면 박민웅에게 공을 양보한 김진희는 공적이 알려지지

않아 조정에서 포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무신란의 의병에 대한 재평가가 이

루어진 1788년을 전후하여 호서 지역에서는 김진희를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

두하게 된다. 1788년 충청도 관찰사 홍억(洪檍)은 김진희의 사적을 소상히 기록한

장계를 올려 박민웅에게 공을 사양한 김진희를 포상할 것을 청했다.57) 당시 호

서 지역의 이러한 분위기는 김원행의 기김군진희토적본말 이 선명하게 보여

준다.

나는 난이 끝난 뒤 일찍이 호중(湖中)을 왕래하면서 진희의 이름을 익히 들었다.

기유년(1729, 영조5) 가을에 감사(監司) 홍용조(洪龍祚) 어른과 화양동(華陽洞)을 유

람하였는데, 길에서 나에게 진희의 일을 매우 자세하게 말해주었고, 뒤이어 그의 집

에 들러 유숙하면서 또 조용히 물어보고는 함께 탄식하였다. 난이 일어날 당시 홍장

(洪丈) 형제는 모두 청주에 있어 직접 그 일을 목도하였기에 그 세세한 내막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늘 함께 이 일을 논하면서, 분에 넘치게 포상 받은 박민웅과 제

대로 대접 받지 못한 진희에 대해 일컫고 유공(兪公, 유숭(兪崇)―인용자)이 잘 처리

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뒤 나는 또 이 고을에 우거한

55) “上黨城中砲聲震天地. 士皆股戰, 莫有先者. 初府使公有佩劒, 刻‘猶存報國之心, 永絶思家之念’

十二字. 至是公拔劒大呼曰: ‘後者斬!’ 且呼且馳. 衆皆踴躍, 爭入城. 會有金晉煕者, 家城下, 率

家丁徑往, 州校開門迎之. 公至, 以大軍繼之, 遂縛斬賊魁麒佐及僞節度使申天永, 函首以聞于

朝.”(金鍾秀, 倡義使朴公墓表 , 夢梧集卷6)
56) 肅宗實錄 4年 3月 27日(丁丑)․28日(戊寅).
57) 日省錄 正祖 12年 3月 23日(乙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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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고을 인사들의 공의(公議)가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전혀 식지 않은 것

을 본 뒤에야 홍장의 말이 더욱 믿을 만함을 알게 되었다.58)

김원행의 위 기록은 박민웅이 받은 포상이 ‘분에 넘친’ 것이었고, 김진희는 정당

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충청도 선비들의 공론임을 증언하고 있다. 위

기록은 박민웅보다 김진희의 기여를 더욱 강조하여 서술한 이규상의 무신충의

전 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규상이 청주인들의 전언을 채집하여 무신충

의전 을 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상에서 검토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무신충의전 의

입전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규상이 무신충의전 을 창작한

시기는 김진희가 마침내 조정에서 공적를 인정받아 증직(贈職)된 이후의 시점이

다. 관찰사 홍억의 장계를 받은 정조(正祖)는 대신(大臣)들을 상대로 거듭 수의(收

議)한 끝에 김진희를 상당직(相當職)에 추증(追贈)하라는 명을 내렸다.59) 이규상

또한 작품에서 이 사실을 언급한바,60) 이규상이 무신충의전 을 창작했을 때 김진

희는 그 사적이 조정에 보고되어 공을 인정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상이 무신란 진압의 숨은 공로자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전을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조노인처럼 여전히 조명되지 못한 이가 남아있

다는 생각에서였다. 조노인은 판세를 엿보아 이인좌의 패전을 예견했고, 아들 조

두석에게 군교들을 설득하게 하여 의병 부대의 기초를 마련하게 했다. 또한 의병

을 지휘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명망 있는 인사로 의병장을 삼게 하였

다. 무신란이 종식된 지 60여 년이 지난 때까지 청주인들 사이에서는 조노인의

사적이 전승되고 있었고, 이규상은 그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조노인 이야기’를 채

집하여 전을 지었다.

이제 무신년(戊申年, 1728)으로부터 60여 년이 흘렀다. 당시의 고로(故老)들은 모두

58) “余於亂後, 嘗往來湖中, 聞晉煕名熟矣. 己酉秋, 與洪監司丈龍祚遊華陽洞, 道上爲余談晉煕事

甚悉, 因歷其家而宿焉, 又從容問之, 相與歎息. 亂時洪丈兄弟, 皆在淸州, 親見其事, 宜得其詳.

每與之論此, 未嘗不稱敏雄之濫ˎ晉煕之屈, 而恨兪公之不善也. 其後余又寓是州十年, 見州人士公
議, 久益不衰, 然後, 知洪丈之言益可信.”(金元行, 記金君晉煕討賊本末 , 渼湖集卷14; 강여
진 역, 미호집 4, 보고사, 2013, 137-138면)

59) 日省錄 正祖 12年 4月 13日(乙巳).
60) “當宁戊申, 監司洪檍始奏晉熙功, 特贈判中樞.”( 戊申忠義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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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났다. 변란은 청주에서 처음 일어났는데 속절없이 산은 높아지고 물은 맑

아졌으니, 위태로웠던 시기 나랏일에 힘을 다하였던 자들은, 드러난 자들은 그래도

징험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초야에서 인멸된 자들은 속히 현양(顯揚)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청주인들에게 널리 채집하여 이에 충의전 (忠義傳)을 짓는다.61)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이규상은 불행히도 초야에서 인멸된 자를 현양하기 위

하여 무신충의전 을 짓는다고 입전 동기를 밝혔다. 이는 기록에 오르지 못하고

사적이 인멸되어 가는 조노인과 같은 인물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규상의 무신충의전 은 구전(口傳)되는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

는다.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왕실 기록을 중심으로 무신란의 진압 과정을

살펴본다면, 진압 과정에서 공을 세운자로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 오명항(吳

命恒)이나 종사관(從事官) 박문수(朴文秀)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역사서가 이들을 거명하고 있다. 또한 무신란 당시 청주 지역의 의병 활동에 주

목하여 관련 기록을 검토할 경우, 상당산성에서 신천영을 생포하여 참수함으로써

난을 종식시킨 박민웅과 김진희의 활약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청주 창의군의 결

성과 활약은 과연 박민웅과 김진희 등 의병장의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된다.62)

그러나 이규상의 무신충의전 은 문헌이 말하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는 조노

인과 같은 인물이 활약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충리하계명전 과 무신충의전

은, 사적이 인멸되어 가는 이들의 활약상을 문자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해야 한다

는 이규상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한다.

4. 神異의 긍정

본 절에서는 이규상 인물전에 신이지사(神異之事)가 수용된 양상을 살피고, 신

이(神異)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악인박엽전 (惡人朴燁傳)은 박엽(朴燁)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수록한 작품이

61) “今拒戊申, 六十餘年. 當時故老, 盡爲凋零. 變初起於淸州, 而徒然山高而水淸, 則危時盡力於國

家事者, 顯者尙可徵, 其不幸湮草野者, 可不汲汲乎明揚哉? 博採於州人, 於是作忠義傳.”( 戊申

忠義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62) 고수연, 1728년 戊申亂과 淸州地域 士族動向 ,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Ⅲ.1. 청주

지역 의병세력의 형성과 활동’ 참조.



- 91 -

다. 박엽이 숙부의 여종을 몰래 취한 일화, 이덕형(李德馨)을 욕보인 일화 등 그

의 음탕한 성격이나 방자한 행실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박엽이 귀신을 만나 동침한 일화를 제시한다.

세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박엽(朴燁)이 젊었을 때 경성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당시는 왜란(倭亂)을 겪은 때라 경성의 인가(人家) 가운데 십중팔구는 비어

있었다. 이때 밤이 깊고 달이 떴는데 한 화려한 미녀가 길을 지나갔다. 박엽이 그녀

를 따라가 큰 저택의 내문(內門)으로 들어가 보니, 비단 병풍과 수놓은 이불에 눈이

부시고 마음이 흥분되었다. 박엽이 미녀를 끌어안자 그녀가 흔쾌히 응하기에 그녀와

관계를 가졌는데, 피부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 박엽은 내심 괴이하게 여겼다. 장차

닭이 울려 하자, 미녀가 흐느껴 울며 말하였다. “저는 귀신입니다. 낭군께서는 놀라지

마셔요. 저는 명문가의 딸로 가족이 수십 인이었는데, 모두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

다. 연약한 저로서는 상사(喪事)를 치를 수가 없어 밤낮으로 곡을 하다 죽으니, 혼

(魂)이 맺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제 일을 부탁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운이 정백(精魄)보다 강하지 않으면

귀신과 짝하여 시신들을 거둘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저는 사람으로 꾸미고 창녀가

되어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범골(凡骨)이라 밤에 헛수고한 적이

여러 번이었는데, 다행히 낭군을 만났습니다. 낭군은 세상에 드문 기운을 갖고 계시

므로 지금 부탁드립니다. (후략)”63)

박엽이 혼귀(魂鬼)를 만나 정을 나누고, 그녀로부터 죽은 가족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장면이다. 생략된 뒷부분에서는 박엽이 혼귀의 부탁을 들어

주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어 그 집안의 재산으로 발신(發身)했다는 후일담이 이

어진다. 거리에서 만난 여자를 대뜸 따라가 동침하는 장면에서 박엽의 음탕한 성

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혼귀를 만나고도 박엽이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은 악인박

엽전 에 묘사된 그의 포악한 행실이 일반인보다 강한 기운에 바탕한 것임을 암시

한다.

다만 귀신담이라 명명할 수 있을 위 이야기는 전(傳)을 지으려는 사대부가 작

63) “世傳燁少行京師街. 時經倭賊亂, 京城人家, 十空八九. 時夜深月上. 一華艶女過街. 燁隨之, 入

一甲第內闥, 錦屛繡被, 目眩心醉. 燁摟女, 女欣然就, 押女, 膚冷如氷, 燁心怪之. 鷄將鳴, 女啼

咽曰: ‘吾鬼也. 郞不可驚也. 吾大族女也, 家口數十人, 皆厲死. 吾弱姿, 不能治喪事, 哭日夜死,

魂結而不散. 計之, 結人以親, 可托吾事也. 然人不强於精魄, 則不可以配鬼而收衆尸也. 吾故粧

人而倚市, 見多少人. 皆凡骨, 虛於夜者, 再三, 幸遇郞. 郞間世氣也, 今屬之矣. (後略)’”( 惡人朴

燁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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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소재로 채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신빙성과 권위를 보증할 수 없

는, 세간에 전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군자란 모름지기 괴력난신(怪力

亂神)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일

화는 전보다 야담집에 어울릴법한 이야기로 보인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과

연 이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64)

작가는 이 일화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믿었을까? 이규상은 믿기 힘든 이

야기를 전문(傳聞)하고 기록할 때면 사실인지 의심된다는 의견을 종종 남겼다.65)

이 일화에는 그러한 의견 표명이 없어 정확한 견해를 알기 어려우나, 이 일화를

사실로 믿고 기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위 인용문 안에 남아 있다.

혼귀임을 자백하는 여인의 말을 관찰해보면, 자신이 죽은 후 이승을 떠나지 못

하고 귀신이 되어 떠도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자

신은 ‘혼이 맺혀 흩어지지 않은’[結而不散] 존재이며, ‘그 사람의 기(氣)가 정백(精

魄)보다 강하지 못하면’[人不强於精魄] 자신과 인연을 맺고서 시신을 수습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은 혼(魂)과 백(魄)이 결합되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

되고 분리되면 죽는데,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

은 성리학에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누군가 원한을 품고 죽

었다거나 전염병, 자연재해, 전란 등에 의해 희생되었을 때, 그의 혼은 ‘結而不散’

하여 원귀(寃鬼)나 여귀(厲鬼)가 된다. 이와 같은 생각에 기반한 여인의 발언은,

자신과 같은 귀신이 경험적 세계에 출현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해명한 내용에

가까운바, 작가가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연출한 언어를 ‘읽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추측은 어우야담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좀 더 확신을 갖게 된다. 이

규상의 위 기록과 어우야담에 수록된 이야기는 구조가 동일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박엽이 서울의 거리에서 한 여인을 만나 동침하

고, 이튿날 정을 나눈 대상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시신을 수습하여 장

례를 치렀더니 과거에 급제한다는 줄거리이다. 다만 여인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

는 장면에서 유몽인과 이규상은 설정을 달리했다. 유몽인은 잠에서 깨어난 박엽

64) 유몽인, 신익철 외 역, 於于野談, 돌베개, 2006, 253-254면에 ‘귀신과 정을 나눈 박엽’이라
는 제목으로 실렸다.

65) “璘師, 今六十五歲. 能風水術, 多看經史, 非尋常流. 但此言涉誇張, 然歟? 不然歟?”( 異聞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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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싸늘한 주검을 목도케 함으로써 여인의 정체를 깨닫게 한 반면, 이

규상은 혼귀로 하여금 혼백 운운하며 자기존재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게 한 것이

다.

귀신이나 이물(異物)의 출현은 이규상에게 종종 산문의 창작의 소재가 되었다.

산문 이문 (異聞)에서는 죽은 오찬(吳瓚)이 유배된 서명천(徐命天)의 꿈에 나타

나 곧 해배(解配)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얼마 후 그가 반제(頒褅)의 명을 받았다

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람이 죽으면 정령(精靈)이 과연 죽은 곳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인가?”라 하였다.66) 산문 만필 (漫筆)에서는 인천 김생(金生)의 집에 도

깨비가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집터가 좋지 않아 그렇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함께 기록해 두었다.67) 신이한 사건을 기록한 산문들은 훗날 병세재언록 영괴

록 (靈怪錄)을 저술하는 데에도 일부 수렴되었다. 전해 들었거나 직접 체험한 일

상 속의 신이한 사건들은 이규상에게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빙의(憑依)와 같은 영적 현상이나 무속(巫俗)에서 숭배되는 초자연적인 힘 또한

이규상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토정영이전 (土亭靈異傳)은 토정 이지함의 신이

한 사적을 모아 기록한 작품으로, 홍상우(洪相宇)의 전언과 세간의 이야기에 의거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이규상은 이 작품의 본사에서 천문지리에 밝고 예지력을

지닌 이지함의 형상을 묘사하고, 서두와 논찬을 이중으로 배치하여 이지함의 신

이한 사적을 사실로 믿는 자신의 견해를 거듭 정당화하였다. 이 작품의 논찬에

등장하는 두 일화를 제시한다.

① 공주 사람 최몽린(崔夢獜)은 한 달 동안 아들이 연이어 요절하였다. 막내아들마

저 병이 들었는데 죽음에 다다랐을 때 크게 고함치기를, “내 제사를 폐한 것은 어

째서냐!” 하였다. 최몽린이 생각해보니, 그의 집안이 조부의 제삿날을 얼마 전에

지났는데, 집을 새로 옮긴지라 옛집에 있는 생질에게 부탁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었다. 급히 옛집으로 달려가 늘어선 감실(龕室)을 살펴보았더니, 제사를 지낼 때

실수로 다른 조상의 위패와 바꾸어 놓았던 것이었다. 최몽린이 다시 조부의 제사

를 모시자 아들의 병에 차도가 있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은 큰 소리로 고

함쳤던 것이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다.68)

66) “人死則精靈果在於所死之地歟?”( 異聞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이 일화는 幷世才彦錄
靈怪錄 에도 수록되어 있다.

67) 漫筆 , 草稿本 一夢稿文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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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의 의원(醫員) 백(白) 아무개가 그 외숙 변(卞) 아무개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리 외숙은 사역원(司譯院)의 고품(高品) 관원으로 박식하고 본디 정

직하여 항상 괴력난신(怪力亂神)을 배척하셨습니다. 집안사람들이 모두 외출한 가

운데 집을 지키고 계실 적에 안채를 뒤지다가 은밀히 모셔진 신좌(神座)를 보셨으

니, 곧 고려조(高麗朝)의 명장(名將) 철성(鐵城) 최영(崔瑩)의 신좌였습니다. 외숙

께서 이를 꺼내어 불사르셨는데, 외숙의 성품이 엄하신지라 집안사람들이 감히 반

대하지 못했습니다. 신좌를 불태우고 1년이 지났을 때, 외숙께서는 집을 나가시더

니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사람들이 외숙을 찾다가 송도(松都) 최철

성(崔鐵城)의 사당에 이르러 외숙이 사당에 들어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을 발견

했습니다. 집안사람들은 비로소 최철성의 보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69)

①과 ②는 이지함의 신이한 사적이 사실임을 강조하려는 맥락에서 제시된 일화이

다. ①은 조부의 제사를 지낼 때 실수로 위패를 잘못 놓은 탓에 연거푸 아들을

잃은 사람이 막내아들의 육체에 씌인 조부의 영(靈)으로부터 호통을 맞는 장면을

그렸다. ②는 괴력난신을 배척하는 한 군자형 인간이 최영(崔瑩) 장군의 신좌를

불태웠다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규상 또한 사대부의 일원이었으

므로 황탄하게 들릴 만한 위 이야기를 기록하여 전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법하

다.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라며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를 긍정하

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신이에 대한 이규상의 개방적 인식 태도는 이인의 신이한 사적을 수집하여 이

인전을 창작한 것과 연결된다. 임진의승장영규전 (壬辰義僧將靈圭傳)은 임진왜란

에서 활약한 공주 출신의 의승장 영규(靈圭)를 입전한 작품이다. 영규는 왜란이

발발하자 승병(僧兵)을 이끌고 출전하여 조헌(趙憲)과 함께 금산(錦山) 전투에서

순절한 인물로,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이나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과

같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전공을 세운 의승(義僧)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한 영규

68) “公州人崔夢獜, 連夭子於一月內. 末子又病, 欲死狂號曰: ‘廢我祭, 胡爲!’ 夢獜念其家纔過祖祭,

家新移, 托侄之在舊家者, 祭之. 亟奔舊家, 考列龕, 則祭時誤換他祖木主. 夢獜更祭祖, 子病差.

問子, 子不省狂號之何謂也.”( 土亭靈異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69) “京中醫人白某, 傳其舅卞某事曰: ‘吾舅象諝之高品官, 博識而素正直, 常斥怪力亂神. 守家於家

人之盡出, 搜內舍, 見神座之密設, 卽麗朝名將崔鐵城瑩之神座. 舅出而焚之, 舅性嚴, 家人不敢

支吾. 及焚日之回朞, 舅出家, 久不返. 家人尋, 至松都崔鐵城廟, 見舅入廟, 自縊死. 家人始知崔

鐵城之報’云.”( 土亭靈異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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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사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영규를 입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충열’

(忠烈)을 드러내려는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규상 역시 다양한 방식으

로 영규를 추념한 당대의 몇몇 작가들과 마찬가지로70) 임진의승장영규전 의 논

찬에서 영규의 ‘순난진충’(殉難盡忠)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의승장 영규는 ‘충’이나 ‘열’의 이념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입전 대상이다.

그러나 임진의승장영규전 의 본사(本事)를 보면 영규의 ‘충열’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이인(異人)으로서의 영규상(靈圭像)을 부각시키는 데 주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규가 호랑이를 잡자 그의 부모가 “네가 이런 힘을 지니고서 속세

에 산다면 틀림없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71)라며 머리를 깎이고 갑사(甲寺)

에 숨겼다는 출가담(出家談)이나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도끼와 낫을

비축해 두었다는 예지담(豫知談)이 본사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

래에 인용하는 부분은 영규와 서기, 계룡산(鷄龍山) 토지신(土地神)이 모여 앉아

임진왜란을 예견하는 장면이다.

또 어느 날 밤, 영규(靈圭)가 공암(孔巖)에 있는 고청(孤靑) 서기(徐起)의 집을 방

문하여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용모가 예스럽고 해진 옷을 입은 사람을 모셔와

세 사람이 방 안에 둘러앉았다. 고청이 영규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스님은 임진년(壬辰年) 병란(兵亂)에서 순절할 것입니다. 청컨대 어르신께서 그

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하니, 용모가 예스러운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라 다른 사람이 말릴 수 없을걸세.”

하였다. 고청이 재삼 간청하였는데도 용모가 예스러운 사람은 한결같이 그의 말을

거절하였다. 고청이 용모가 예스러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진년 4월 아무 날에 왜구가 호서(湖西)를 가득 메우고서 짓밟을 텐데, 저는 그

보다 앞서 3월 16일에 죽을 것입니다. 아무 날의 전투 때에는 영규가 이곳에서 순절

할 것입니다. 아아!” (중략)

용모가 예스러운 사람이 문으로 나가자 즉시 형체가 사라지니, 비로소 계룡산(鷄龍

山) 토지신(土地神)임을 알 수 있었다.72)

70) 黃景源, 靈圭大師死節記 , 江漢集卷9; 李麟祥, 靈圭碑 , 凌壺集卷2; 朴趾源, 靈圭碑 ,
燕巖集卷10.

71) “汝以此力處俗, 必不免大禍.”( 壬辰義僧將靈圭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72) “又一夜, 圭歷孔巖徐孤靑起廬, 語款款際, 來貌古衣弊人, 鼎坐房中. 孤靑指圭曰: ‘此僧合殉節

於壬辰兵亂. 請長者拯其生.’ 貌古者掉頭曰: ‘彼自樂爲, 非他所可挽止.’ 孤靑再三懇, 貌古者一切

拒此語. 孤靑語貌古人曰: ‘壬辰四月某日, 倭寇蔽躪湖西, 吾先死三月十六日. 某日戰, 圭當殉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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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서기, 계룡산 토지신이 둘러앉아 앞날을 예견하고 근심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계룡산 토지신, 서기, 영규 등 공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신과 이인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주 지역에서 전승되던 설화일 가능성이 크다. 위 인

용문에서 볼 수 있듯 서기는 자신이 죽을 날짜와 영규가 순절할 날짜를 예견하고

있다. 이 일화에서 영규는 서기와 토지신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만 있다는 점에서

조연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영규의 목숨을 구제해 달라는 서기의 거듭된 요청

에 토지신이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 아무도 말릴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으로써 영규의 충정은 순수한 진심의 발로임이 강조될 수 있었다.

영규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주로 조헌과의 만남이나 금산 전투에서의 순절

등 그의 실제 사적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소략

하게 기술하고 민간에서 구전되는 허구적 설화를 수용한 것은 임진의승장영규전

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인들의 신이한 사적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이규

상의 작가적 개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인에 대한 이규상의

관심은 강감찬(姜邯贊), 서경덕(徐敬德), 이지함, 성만징(成晩徵)을 우리나라의 이

인으로 소개하고 그들에 관한 전설을 기록한 기문자외언전 (記文字外諺傳)73)이

나 서기에 관한 설화를 모아 기록한 서고청소전 (徐孤靑小傳)에서도 확인된다.

이규상이 구전되는 신이담을 인물전으로 수용한 것은 희기(喜奇) 취향의 소산

으로 볼 만한 여지가 없지 않다. 민간에서 취재한 설화나 풍문에 창의와 문식을

보태고, 나아가 작품 속에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불우(不遇)한 이들에 대한 연민

을 투사했던 조선후기 문제적인 인물전 작품들과 비교하면,74) 이규상의 작품에는

기문이담(奇聞異談) 자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규상에게 신이한 이야기들이 가벼운 흥밋거리로만 소용된 것은 아니

었다. 그에게는 신이한 사건이 경험적 세계에서 발생한 실제 사적이라는 믿음이

확고했다. 이러한 믿음 위에서 귀신과 정을 나눈 박엽의 이야기나 이지함, 영규,

서기의 신이한 행적은 전으로 기록될 수 있었고, 이규상은 전으로 기록함으로써

於此地. 嗟哉!’ (中略) 貌古者出戶, 卽無形影, 始料龍山土地神也.”( 壬辰義僧將靈圭傳 , 草稿

本 一夢稿文稿(갑))
73) 이 제목은 ‘文字 外의 諺傳을 記하다’(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전(流傳)되는 이야

기를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문체상으로는 기사문(記事文)에 속한다.

74) 이에 대해서는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 , 韓國古典人物傳硏究, 한길사,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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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적을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세간에 이토정(李土亭) 선생의 영이(靈異)한 사적이 많이 전하건만 선배들의 문자

에는 한 가지 사적도 기록된 것이 없으니, 참으로 근엄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

나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그런 이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토정영이전 을 짓는다.75)

토정영이전 의 서두이다. “그런 이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장의 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엄하여 신이한 사적을 기

록하지 않은 선배들과 달리, 자신이 기록자로 나서서 이지함의 신이지사를 기록

하는 이유를, ‘그런 이치가 있다’, ‘후세에 전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 이치가 없

다고 할 수 없다’,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어법은 그 부득이함 혹은 불가피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으로, 이규상이 근엄한 유자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어법은 신이에 대한 이규상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어법은 ‘근엄한’ 유자들의 시선을 의식한 데서 빚어진 완

곡한 표현이지만, 그러한 시선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록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었

던, 신이를 긍정하는 이규상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75) 世多傳李土亭先生靈異事, 而先輩文字則無一事之記, 固出於謹嚴之意. 然其著於明白者, 不可

謂無是理, 不可無傳於後. 乃立 土亭靈異傳 .( 土亭靈異傳 , 草稿本 一夢稿文稿(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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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고는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규상의 인물전을 분석하여, 그 작법상

특징과 입전(立傳) 의식을 구체적으로 해명한 연구이다. 특히 본고는 후손가에 소

장된 초고본(草稿本) 일몽고(一夢稿)를 소개하고, 석인본(石印本)에 누락된 23편
의 전(傳)을 연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규상 인물전의 작품세계를 새로이 조명

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이규상의 문집인 일몽고를 서지적으로 고찰하였다. 초고

본․정고본(定稿本)․석인본 등 3종 이본의 서지 사항을 살피고, 각 이본의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규상의 시문(詩文)은 석인본으로 간

행되는 과정에서 후손에 의해 작품이 선별되고 본문 일부가 변개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총독부의 검열을 통과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거쳤음을 밝혔다. 이를 통

해 초고본이 이규상 문학의 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작가의 생애를 살피고 전체 인물

전을 개관하였다. 제1절에서는 초고본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이규상의 생애

를 재구하였다. 제2절에서는 입전 인물의 유형에 따라 작품을 개관함으로써 이규

상 인물전의 대체적인 경향을 짚어 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인물전의 작법상 특징을 4가지로 지목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에

서는 설화와 풍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창작 방식에 주목하였다. 설화와 풍문

이 수용된 양상을 살핀 후, 이러한 창작 방식이 “문헌보다 구전(口傳)이 인물의

진면목을 더욱 잘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제2절에서는

현장재현적 서술 기법이 구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부 묘사의 확대’, ‘대화체의

활용’, ‘현장 언어의 직사(直寫)’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꼽았다. 아울러 이규상이

사서(史書), 야사(野史), 야담, 우초신지(虞初新志), 소설 등 다양한 서사물을 독

서하면서 이러한 기법을 습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제3절에서는 이규상이 문

장에서 중시한 미감이 ‘기’(奇)이고, ‘기’의 미감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

한 것이 ‘간’(簡)임을 규명한 후, 이와 같은 그의 문체적 지향이 인물전에서 구현

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다양한 인물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부전(附傳)

이 활용된 양상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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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에서는 입전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1절은 이

규상 인물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인(奇人)과 협사(俠士)의 전을 다루었

다. 협전(俠傳)을 읽으며 향유할 수 있었던 쾌감이 작가의 협전 창작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사례 분석을 통해 기인과 협사의 개성적 형상을 살펴보

았다. 제2절에서는 인재등용 문제와 관련된 인물전에 주목하여, 서얼차대, 과거제,

숭문주의(崇文主義)를 비판하는 이규상의 문제의식을 조명하였다. 제3절에서는 작

품의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무신란(戊申亂) 관련 인물전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작

품의 입전 의도가 인멸(湮滅)된 인물들을 조명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제4절에서

는 신이지사(神異之事)가 인물전에 수용된 양상을 살피고, 신이(神異)를 긍정하는

작가의 인식에 대해 논하였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이규상 인물전의 특징을 다양한 각도로 짚어보고 그 의미

를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규상의 인물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한 성과

를 거둘 수 있었다. 설화와 풍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간의 흥미로운 이

야기들이 대폭 인물전으로 수용되었고, 다른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인

물들이 조명된 것은 이규상 인물전이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규상의 인물전은 조선후기 인물전의 주요 변모상으로 지적되어 온 입전 인물

의 다양화, 설화의 수용, 허구적 상상력의 개입, 흥미추구, 인물개성의 중시 등의

특징76)을 두루 구현하고 있다. 설화나 풍문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에서는 일부

허구적 상상력이 개입하고 있으며,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 또한 감지된다. 장면 묘

사와 대화 재현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에서는 소설적 서술기법이 두드러진

다.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이나 야담과의 갈래 교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이규상의 인물전은 의의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규상 인물전의 소설적 성향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언급하였

으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 문제는 장르론과 소설 시학,

조선후기 서사 장르의 장르운동 전반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공부와 관련된 것으

로서, 필자의 현재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전사

(傳史)의 전개 과정과 서사 장르의 운동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이는 필자의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인물전을 분석하는 사회역사적 시각이 부족하여 보다 거시적

76)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85-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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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에서 이규상의 인물전을 조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40편의 인물전을 대

상으로 그 전체적인 특징을 짚어내는 데 치력하여,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다소 소홀하게 다룬 면이 있다. 작법상 특징과 입전 의식이

유기적인 관련 하에 논의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서술된 점도 본고의 한계이다.

이런 미비점은 앞으로의 공부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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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 草稿本 一夢稿 所載 散文 目錄

책수 작 품 명1)
석인본

수 록

여 부

석인본 제목2)

5 偶言

6 亡弟墓加土告文

文稿

(갑)

烈女寒梅傳 ○

龍宮二貞烈傳 ○

萬釋傳

第四亡弟奎軾傳 ○ 第四弟奎軾傳

金富者傳 ○

剛漢末之傳

張大將傳 ○

惡人朴燁傳

小鄭羅州傳 ○

金高士昌復傳

再從叔參奉公小傳 ○ 再從叔參奉公傳

記季弟事

林泉逸傳

李夢鯉傳

尹姨兄傳

朴參奉傳 ○

諺俠傳

李重昌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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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錦南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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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弓河海運傳

趙豊原君傳

良吏傳 ○

亂逆姜弘立傳

金童子六輝傳 ○

林將軍傳

朱者味傳

1) 초고본에는 석인본의 편찬자 이세찬이 작품명을 수정한 흔적이 보이나, 본 목록에서는 원제

(原題)를 제시한다.

2) 석인본으로 간행되면서 작품명이 수정된 경우 달라진 작품명을 제시한다. 초고본과 석인본

의 제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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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 작 품 명

석인본

수 록

여 부

석인본 제목

文稿

(갑)

半俠傳

監隱解解蔡菴任從兄
李禿童傳

趙相公傳 ○

土亭靈異傳 ○ 土亭李公傳

戊申忠義傳 ○

金忠善傳

壬辰義僧將靈圭傳 ○ 義僧將靈圭傳

記文字外諺傳

文稿

(을)

寧遠伯李成樑事蹟

漫筆

記夢

家戒

記見

古今有無

日本使行所聞

夏川都正傳

續智說

諺傳權都元帥事

淺說

好說

要法

志怪

江上說

可警

家傳法

村說

牧隱先祖立王氏辯

我國人入中國者誌

記柳兵使事

李參判匡德小傳

李寅亮奇遇

先世事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朴奇兩相辯

左相先祖拜相辯 ○

治民法

康衢故事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記奴刺赤事



- 107 -

책수 작 품 명

석인본

수 록

여 부

석인본 제목

文稿

(을)

具判書遺躅

惡人朴燁傳後跋

至言

古說

詩說

義俠傳

家乘補

散言

徐孤靑小傳

雜說

異聞

時制

大懲戒

物産

誘愚說答任姪焴

文說答定姪

松笋酒方

異聞

記聞

具將軍事

種菊法

六鎭記聞 ○

世界說 ○

具判書智說

張大將傳後事

祭第二侄婦豊川任氏文

神詩

文說

記聞

從曾祖監司公遺事

異聞

蘿衫說

書宗家綱目後

信眉大師事

烈鷄

淸主世泒記

袁經畧敗汗事蹟

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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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 작 품 명

석인본

수 록

여 부

석인본 제목

文稿

(을)

古跡

杖說寄獜蹄守 ○ 杖說

洪上舍達榮字說 ○

解奧解釋也奧深也 ○ 解奧

藏筆解

幾庵解 ○

奴銕令寄洪州新牧任汝輝

詩窮不窮辨

記聞

黃燕歧格言

幷世才彦錄引 ○

外宅舊事記聞

幼安回甲引

人才

新聞 ○ 濟州記聞

悟言

升沈

我國文品

東國閥閱

蕘說

烈婦李氏傳

戊午記旱

産金說

戊午記秋

偶言

迂翁策 ○

請洪順安旌孝呈文 ○

文稿

(병)

南草戒

養樹術答曾伯士深子養樹說 ○ 養樹術答曾伯養樹說

鰣魚商說寄李兄仲浩氏 ○ 鰣魚商說寄含光軒李仲浩

素沙武人說寄趙景瑞 ○

自戒 ○

可畏

散言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銘座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警昏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兵計 ○

乳母家客戒 ○ 家客戒(‘乳母戒’는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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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 작 품 명

석인본

수 록

여 부

석인본 제목

文稿

(병)

警說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閨則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記異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散說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家聞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記聞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風俗誌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淸國記

三味言

笑言

警睡說

家錄

烱箴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智說

可畏

漫筆 ○ 散言(散言의 일부로 편집됨)

志怪

文稿

(정)

送燕陽宰賦歸序

家行

柳水使鎭恒六十一歲晬筵序

文章仙序寄趙景瑞 ○ 文章仙序贈景瑞

趙尙書詩文序 ○

追序任兄興甫氏花甲文

偶言

贈任直長焴序 ○

寄獜蹄守任汝輝序

歸來堂序 ○

贈任獜蹄序 ○

贈沈江東景文序 ○

乾乾堂序 ○

雲溪詩序

秋讌序幷詩呈仲浩兄
贈景瑞序 ○ 贈趙景瑞序

含光軒酬唱錄序仲浩氏軒名 ○ 含光軒酬唱錄序

趙景瑞梅花詩序 ○

渼湖金祭酒元行丈六十一歲序代仲弟仲弟

受業於金公

○

含光子小品稗苑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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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 작 품 명

석인본

수 록

여 부

석인본 제목

文稿

(정)

答成判官大中序

贈定載序 ○ 贈從子定載序

市隱堂序

撫松堂序幷詩任兄相周氏三山居齋 ○ 撫松齋序任公相周三山居齋
謝荷棲集送趙上舍鎭球

請坯窩碑書序 ○

贈幼安序

贈洪州牧任汝輝序

送沈甥魯巖赴熙川子舍序

贈全以道序 ○

大旅菴序

百忍堂序 ○

贈李監司亨元序 ○

贈金翁漢孺序

族侄文載廉行窩序 ○ 廉行窩序

五幸齋序 ○

別沈明府公著遷永川守序

近海齋序 ○

柳進士集基六十一歲賀序

皇明全史抄序 ○ 明國全史抄序

貽金明府箕應序倣春夜宴桃李園序軆
十軆詩序寄成靑城

壽靑城序

李陶菴先生詩文稿抄序 ○ 李陶菴先生詩文抄序

送三從兄奎亮氏宰同福序

述舊

貽趙古阜叔度序 ○ 贈趙古阜叔度序

送康津守士深序 ○

錢士仰序

沈甥魯巖詩文稿序 ○

湖山閑居集序

一夢稿自序 ○

文稿

(무)

竹杖辭次坯窩韻兼箴頌銘贊 ○ 竹杖三章呈坯窩(일부만 수록됨)

銘定侄書案 ○

百歲翁事

麻谷寺事

正陽園賦

雲溪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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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 작 품 명

석인본

수 록

여 부

석인본 제목

文稿

(무)

雲溪頌

正陽園銘 ○

坪文諸村箋

贈躑躅杖於金生達淳又贐杖銘

銘送觀音竹笻於趙參判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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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Writing Method and Consciousness
of Yi Kyu-sang's Biography

― Centered on the First-Draft Version of Ilmonggo(一夢稿)

An Jun-Seo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biographies written by Ilmong(一夢) Yi Kyu-sang
(李奎象, 1727-1799), a literary artist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cretely elucidate his techniques and consciousness in 
writing biographies, by studying the forty works in the first-draft version of 
Ilmonggo(一夢稿).
  In Chapter 2, a bibliographic analysis of Ilmonggo, the anthology of Yi Kyu-
sang, was conducted. The previously-unknown original draft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three versions―the first-draft ve
rsion, the completed version, the lithographic version―was comprehensively expl
ained as well.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selection and alteration of texts 
existed during the publishing process from the first-draft version to the complete
d version to the lithographic version. Additional changes to pass the censorship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were also discovered. This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first-draft version shows the original aspects of Yi Kyu-
sang's literature the best. Some remarkable works in this version indeed re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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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its importance.
  Prior to a full-scale discussion, Chapter 3 gave an overview of Yi Kyu-sang's 
biographies depending on the stages of his life and the types of characters in h
is works. The writer's life was reconstructed based on the texts from the first-dr
aft version, and the features of his biography writing were explicated by each ti
me period. Then the overall trend of his biographies was explained through exa
mination of the figures by type.
  Subsequently, Chapter 4 analyzed the features of Yi Kyu-sang's methods of w
riting biographies. The first section focused on his method of creation which act
ively embraced the folk tales and rumors. This part demonstrated he consciously 
pursued this method with the notion that ‘oral transmission contains the true ch
aracter of a figure better than written records.’ The second section dealt with th
e narrative techniques to reenact the scenes. ‘Amplification of detailed descriptio
ns’, ‘use of dialogic style’ and ‘straightforward depiction of vulgar language’ w
ere illustrated in this context. In the third section, it was showed that he empha
sized the beauty of ‘strangeness’(奇) in writing and suggested ‘simplicity’(簡) as 
the actual principle to achieve the beauty. Afterwards, how he realized his stylis
tic goals in the biographies was investigated. The fourth section closely examine
d the form of ‘attached biography’(附傳), which he used to record the various t
ypes of people of his time.
  Chapter 5 explored Yi Kyu-sang's works focusing on his consciousness in 
writing biographies. The first section dealt with the biographies of the eccentric 
and the chivalrous, which accounts for most part of Yi Kyu-sang's biography. It 
was demonstrated here that aesthetic pleasure and emotional freedom from 
writing about those people were the primary motivation for him. Specific 
examples also proved that he successfully depicted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e second section covered the biographies of secondary sons(庶
孼), local officers and military officers, and concluded that his purpose of 
writing these biographies was to criticize the unjust recruiting system and 
demand the improvement. The third section compared his biographie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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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n-ran(戊申亂) to those of other authors, and ascertained that his works 
aimed to shed light on the trail of the unknown people. Lastly, in the fourth 
section, it was studied how the writer accepted supernatural incidents in his 
biographies and what kind of attitude he had towards the supernatural(神異).

Keywords : Yi Kyu-sang, Biography, Il-mong-go(一夢稿), First-draft version,
          Writing Method, Consciousness
Student Number : 201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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