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景濬의 ｢淳園花卉雜說｣로 본 

18세기 글쓰기의 변화

1)

이  *

I. 서  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꽃과 나무에 관한 지식들은 대부분 유럽

의 과학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름은 우리말일지언정, 학명과 분류법으로부

터 각 생물 개체들의 生態와 그 활용에 대한 지식까지 모든 것이 그렇다. 

많은 꽃과 나무들이 이름이나마 우리 선조들이 부르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불과 100~200년 전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꽃과 나무들, 나아가 주변의 동식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

지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저술이라 할 수 있는 醫書이나 農書가 아니더라도 

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정리한 저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학자 던 조선의 선비들은 玩物喪志를 경계하여 주

변의 소소한 사물들과 관심사들에 대해 글을 지어 남기는 것에 그다지 적극

적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

지 대상들에 대한 관심사들이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은 양란을 겪은 이후 치열한 당쟁의 결과 老論의 一黨專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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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한편으로 朱子學을 따르는 朝鮮性理學이 점차 경직되어가고 있었

던 반면 사회 전반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점차 경제가 

회복되며 상품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 고, 신분제가 점차 흔들리며 양반의 

수가 단순 증가함은 물론이고 중인 계층의 사회 진출이 점차 늘어났다. 사

회의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의 한편으로 사대부층이 京-鄕으로 분리되고 정

치적으로 소외되는 사대부들이 늘어나면서, 관심사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

는 사상 ․ 철학으로부터 점차 확대되었다.

이런 관심은 17세기 이후 등장하는 백과사전식 저술들로 표현되는데, 花

卉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글들이 등장하는 것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柳璞(1730~1787)의 花菴隨錄, 李鈺(1760~1812)의 白雲筆, 金德亨

의 百花譜1) 등이 그 대표적인 저술들인데, 이전까지는 玩物喪志로 비판받

을 수 있을 만한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들에 대한 관심이 화훼에까지 이른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申景濬(1712~1781)의 ｢淳園花卉雜說｣ 역시 화

훼를 대상으로 한 글인데, 관심사가 확대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

보는 관점에서도 변화를 보이며, 글쓰기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화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고찰해 보고, 이

를 바탕으로 변모하는 18세기 조선의 학술과 글쓰기의 모습을 그려내 보고

자 한다.

2. 申景濬과 ｢淳園花卉雜說｣
申景濬(1712~1781)은 英祖 때의 문신 ․ 학자로, 자는 舜民, 호는 旅菴이다. 

韻解訓民正音을 저술하고 輿地勝覽, 東國輿地圖의 편찬에 참여하는 

등 국어학과 지리학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업적을 남겼다.

신경준은 20세 이후로 여러 곳을 옮겨다녔는데, 33세 되던 1744년에야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내게 되었다.2) 신경준의 집안은 본래 순창에 살았는

1) 百花譜는 현재 전하지 않으며, 박제가가 쓴 ｢百花譜序｣는 꽃에 癖이 있는 ‘金
君’이 지은 백화보에 붙인 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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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0대조인 申末舟(1429~1503)는 世祖의 왕위 찬탈이 있자 형인 申叔舟의 

권유를 뿌리치고 낙향하여 歸來亭을 짓고 은거하 다. 이후로 자손들이 서

울에서 살던 때가 많았는데, 신경준의 조부인 申善泳이 고향으로 내려와 살

게 되면서, 동쪽 바위 언덕에다 새로운 정자를 지었다. 그리고 정자 아래에

는 못을 팠는데 못 안에는 섬 셋을 두어 기이한 바위를 모으고 온갖 꽃을 

구하여 심은 후 이것을 淳園, 즉 순창의 정원이라 하 다. 신경준의 문집인 

旅菴遺稿 卷10에 실려 있는 ｢淳園花卉雜說｣(이하 ｢雜說｣)은 신경준의 고

향 정원에 있던 갖가지 꽃과 나무들에 대한 단상들을 모은 글이다.

｢雜說｣의 서문에서 “꽃들을 돌아보며 옛날을 생각하니 슬픈 회한이 끊이

지 않았다. 또한 머무르며 늘상 휘파람 불고 웃으며 노래하 는데, 그윽한 

생각과 한가로운 흥 중에 눈에 깃들인 것과 마음속에서 느낀 것들을 때때로 

붓을 들고 적었다”3)고 밝혔듯이, 신경준은 객지를 전전하다가 고향으로 돌

아와 지내는 동안 꽃과 나무들을 키우고 즐기면서 드는 생각과 느낌들을 때

때로 적은 듯하다. 그가 고향에 머물렀던 기간은 문과에 급제하여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10년간이므로 이 시기에 쓴 글로 볼 수 있다.

｢雜說｣은 ‘꽃’을 소재로 하여, 그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적고 있다. ｢雜說｣의 소재가 된 화훼는 총 33종이다. 이 중에는 연꽃(蓮), 

蘭草와 蕙草(蘭蕙), 국화(菊), 매화(梅), 대나무(竹)와 같이 선비정신의 상징

으로 오랫동안 글의 소재가 되어 왔던 꽃나무들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꽃과 나무들이 글의 소재가 되었다. 그 종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榠樝(명자나무), 桃(복숭아), 躑躅(철쭉), 楙(모과나무), 芍藥(작약), 櫻桃(앵두나무), 

牧丹(모란), 槿(무궁화), 百合(백합), 石榴(석류), 葵(접시꽃), 映山紅( 산홍), 玉簪

(옥잠), 枳(탱자나무), 常山(상산), 冬柏(동백), 紫薇(배롱나무/백일홍), 四季(사계화), 

忘憂 ․ 合歡(훤초 ․ 자귀나무), 菖蒲(창포), 山茱萸(산수유)

2) “壬癸(1732~3)以來, 余奔走於湖洛之間.”(｢淳園花卉雜說｣, <冬栢>); “歲癸丑(1733), 

余北遊於洛. 丁巳(1737), 宅于陽城之素沙. 辛酉(1741), 移于稷之邑. (…) 甲子(1744)

冬, 復于鄕.”(｢淳園花卉雜說｣, <梅>)

3) “覽物感舊, 愴懷無㔾. 且居常嘯笑歌詠, 幽思閒興之寓於目而發於中者, 時拈筆以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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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木茄, 禦霜, 風牧丹, 眠來, 衝天, 錦庭과 같이 지금으로서는 무

엇인지 알 수 없는 식물들도 있으며, 이름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꽃들을 위

한 ‘无名’이라는 글과, 사계절을 다룬 글도 한 편씩 남기고 있다. 글의 길이

도 50자 남짓의 짧은 것부터 700자 가까운 비교적 긴 것까지 다양하며, 글

의 내용이나 형식 역시 ‘雜說’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글의 내용은, 개인적인 추억과 회한을 그린 것부터 만물 생

성의 이치를 논하거나 화훼로부터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언급한 것, 

초목을 키우고 가꾸는 방법을 설명한 것 등 일정하지 않다. 형식면에서도 

예전의 추억과 감회를 수필처럼 써내려간 글이 있는가 하면 객과의 문답을 

통한 논쟁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글의 내용에 

따라 글의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2.1. 설명과 고증

｢잡설｣의 몇몇 글들은 醫書, 農書, 지리지, 사전 등 여러 문헌들을 인용

하면서 각 草木의 품종과 기르는 법, 약으로서의 효용 등을 서술하고 있다. 

草木의 원산지나 이름의 유래를 언급하기도 하고, 모습과 크기 등을 관찰하

여 서술하면서 비슷해 보이는 다른 품종과의 차이점을 기술하기도 한다.

백합은 그 뿌리가 백 조각이 쌓여서 합쳐져 자라므로 백합이라 부른다. 뿌리를 가

져다가 푹 익히면 맛이 매우 좋으므로 구황의 좋은 재료이다. 세 가지 종이 있는

데, 하나는 잎이 가늘고 꽃이 홍백색이다. 하나는 잎이 크고 줄기가 길며 뿌리가 

거칠고 꽃이 흰데, 약으로 쓰기 좋다. 하나는 꽃이 누렇고 검은 반점이 있고 잎에

도 검은 점이 있는데, 약으로 쓰지는 못한다. 養老書에 이르기를, ‘기름진 땅에

서 성숙하면 베되, 봄 중에 뿌리를 캐어 달래의 씨와 같이 씨를 잘라 취한다. 거름

을 주고 물을 주어, 싹이 나면 주변을 김매주고 절대 다른 풀이 없도록 하고, 밭이 

마르면 물을 준다. 3년 후 그 크기가 주먹만 해지면 씨를 얻어 심는데, 1년 이후

나 2년 이후에 비로소 싹이 나지만 씨를 심은 것만 못하다.’ 하 다. 四夷志에 

이르 를, ‘도파국 사람들은 경작하는 것을 몰라서, 많이들 백합으로 식량을 삼는

다.’ 하 다.4)

4) ｢淳園花卉雜說｣, <百合>, “百合其根百片累合而生, 故名百合. 取根爛熟則味甚醇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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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에 대한 글은 대부분이 백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우선 

백합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된 뜻을 설명하고, 백합의 세 가지 종에 대해 각

각 생김새의 차이를 묘사하면서 그 효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데, 農書를 인용하여 재배하는 법을 설명하고, 이어 地

理志를 인용하여 백합을 식량으로 사용한다는 都播國5)의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石榴에 관한 글에서는 각종 동식물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기도 하여, 비록 소박하고 기초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분류학’의 개념을 

막연하게나마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논의들은 엄밀한 기준 설정과 치

밀한 고증을 통해 각각을 파고들었다기보다는 간략한 언급들에 그치고 만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비과학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

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비록 그렇더라도 이런 언급들은 당시 

사람들이 꽃과 나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한 단면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五行으로 모과나무의 성질을 논하면서, “산중에 

있는 파 아래에는 반드시 銀이 있고, 염규 아래에는 반드시 금이 있고, 생

강 아래에는 반드시 구리가 있다”6)고 주장하기도 하고, 대나무의 글에서는 

옛 기록을 근거로 대나무를 무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숲에서 소를 잡고, 

뿌리 아래에 큰 고양이를 묻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순을 잘 싹틔우려면 

“울타리 너머에 너구리나 고양이를 묻으면 좋다”고 주장하기도 한다.7) 한편 

捄荒良材也. 有三種, 一葉細花紅白色. 一葉大莖長, 根麤花白, 宜入藥. 一花黃有黑

斑, 葉間有黑子, 不堪爲藥. 養老書云, ‘肥地熟劚, 春中取根, 劈取瓣如種蒜. 加糞灌

水, 苗出鋤四邊, 令絶無草, 畦乾卽灌. 三年後其大如拳若, 取子種之, 一年以後二年以

來始生, 而不如種瓣.’ 四夷志云, ‘都播國人, 不知耕稼, 多百合以爲糧.’”
5) 都播: ‘都波’라고도 쓰며, 古代 回鶻族에 속한 한 부족이다. 新唐書의 ｢回鶻傳下｣ 

<都播>에 보면 “都播, 亦曰都波, 其地北瀕小海, 西堅昆, 南回紇, 分三部, 皆自統制.”
라 하 다.

6) ｢淳園花卉雜說｣, <楙>, “且山中, 有葱下必有銀, 有薤下必有金, 有薑下必有銅錫.”
7) ｢淳園花卉雜說｣, <竹>, “竹於物喜牛及猫狸, 故欲盛竹者, 宜於竹林中宰牛, 宜埋大猫

於根下, 欲引筍者, 宜隔籬而埋狸或猫.” 이것은 신경준 개인의 주장은 아니고 대

나무를 다룬 여러 문헌들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農桑輯要, 農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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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 菖蒲의 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준은 객과의 문답 

형식으로 “무릇 초목이 살아가는 방법은 물이 올라가는 것 때문이니 그것을 

올리는 것은 바람의 힘이다”8)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易經의 朱

子가 井卦를 풀이한 내용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식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는 바람이 필수적이므로 바람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며, 새벽에 물방울

이 맺히는 것은 물이 오르내리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식물은 뿌리로부터 흡수한 수분과 양분을 줄기의 체관과 물관을 통

해 순환시키며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 주장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람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과 초목의 기[草

木之氣]가 오르내리는 데는 때가 있다는 주장은 현대 생물학의 지식으로 보

자면 틀린 내용이다.

2.2. 화훼로부터 배우는 교훈

｢잡설｣은 화훼에 관한 글이지만 앞 절과 같이 그 자체를 설명한 내용보

다는 화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언급한 경우가 더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교훈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꽃과 나무들을 다룬 이전의 글에서 상

투적으로 이야기되었던 흔한 언급들이 신경준의 이 ｢잡설｣에서는 거의 보이

지 않는다. 格物致知를 통해 식물에서 배울 수 있는 품성들, 예를 들어 군

자나 선비에 비유하며 여러 덕목들을 논한다거나, 겨울철에 홀로 피는 성질 

같은 점들을 들어 절개나 품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무릇 철쭉의 꽃은 매우 아름답지만, 그 마음의 아름다움만 같지 못하다. 그 가지는 

굽은 것이 많지만 그 마음은 한가운데에 있어서 치우쳐 기대거나 삿되게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산사람이나 스님들 중에는 그것을 지팡이로 하는 자가 많다. 모

든 나무가 자라는 것은 그 음양을 따르니, 그 모습은 비록 곧아도 그 마음은 마침

내 가운데에 있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자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 모습이 바름을 

잃은 것임에랴?9)

農政全書 등에 보이는데, 모두 瑣碎錄을 인용하고 있다.

8) ｢淳園花卉雜說｣, <菖蒲>, “凡草木之所以生者, 以水之上行也, 其上之者, 風之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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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은 꽃 자체도 아름답지만, 철쭉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 마음이 아

름답기 때문이라고 하 다. 철쭉은 산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며 겉에 주름이

나 혹이 많고 가지가 구불구불하여 아름다운 꽃에 비해 비록 그 외모는 볼

품이 없지만 그 마음이 곧으므로 외모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 눈길

은 화려하게 핀 꽃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꽃나무의 미덕이란 눈을 즐

겁게 해주는 것이므로 그런 점에 주목하기 쉽지만, 외모와 내면을 비교하면

서 생각해볼 만한 점을 이끌어 내었다.

절도라는 것은 이어져서 끊이지 않는 도이다. 사람의 목소리에 절도가 없으면 급

한 소리로 크게 소리 지르므로 반드시 목이 멘다. 걸음에 절도가 없으면 기운을 

빼며 빨리 다니게 되므로 반드시 땀을 흘리며 헐떡이고 쓰러지기도 한다. 연못의 

물에 절도가 없으면 반드시 무너져 넘치게 되고 관청 곳간의 재물에 절도가 없으

면 반드시 고갈되니, 절도가 없고 다함이 없는 것은 천하에 이런 이치가 없기 때

문이다. 여러 꽃들 중 꽃잎이 큰 것은 지기 쉬운데 이는 꽃잎에 절도가 없는 것이

니, 연꽃 ․ 접시꽃 ․ 모란 ․ 작약 같은 것들이 이것이다. 또한 그 피는 것도 모두 한꺼

번에 피니, 이는 개화에 절도가 없는 것이라서 열흘을 가지 못한다. 오직 자미의 

꽃잎은 매우 작아서 열 개의 꽃잎도 연꽃 ․ 접시꽃 ․ 모란 ․ 작약의 꽃잎 하나를 당하

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꽃잎이 매우 많고, 피는 것 또한 고르게 힘을 쓰지 않는다. 

오늘 꽃이 하나 피면, 내일 꽃이 하나 피어서 전의 것이 지려고 해도 뒤의 것이 

이으니, 많고 많은 꽃잎이 매일을 나누어 맡은 공이 어찌 쉽게 다하겠는가. 또한 

절도의 의를 얻은 바가 있다. 붉은 것을 능히 백 일을 지닐 수 있으므로, 세상에서

는 백일홍이라 부른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 처음 피는 것에 뜻을 두고 날마다 

관찰하 는데, 백 일을 넘어도 오히려 다함이 없는 것이 또한 열흘 남짓이었다.10)

9) ｢淳園花卉雜說｣, <躑躅>, “夫躑躅其花固美矣, 而不如其心之美也. 其枝多屈曲, 而

其心直在正中, 無所偏倚邪訛, 故山人釋子多爲之杖. 凡木之生, 隨其陰陽, 其形雖直, 

其心卒未甞中焉, 况不遂其生而形失其正者乎?”
10) ｢淳園花卉雜說｣, <紫薇>, “節者, 繼而不窮之道也. 人之聲不節而急聲大呼, 則必嚘. 

步不節而竭氣疾走, 則必汗喘且僵. 澤之水不節則必潰溢, 府庫之財不節則必竭, 不節

而不窮者, 天下無是理也. 凡花之瓣大者易謝, 是不節於瓣也, 蓮葵牧丹芍藥之類是已. 

且其發也, 俱在於一時, 是不節於發也, 故壽不能以旬朔. 惟紫薇瓣甚小, 十其瓣不足

以敵蓮葵牧丹芍藥之一, 故得瓣甚多, 發亦未甞齊用力焉. 今日一花發, 明日一花發, 

前者欲謝, 後者繼之, 以多多之瓣, 分日日之功, 豈能易窮乎. 殆亦有得於節之義也. 

以能持紅於百日, 故俗號百日紅. 而余甞志其發之始, 日以驗之, 逾百日而猶不窮者, 

又旬餘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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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일을 넘게 피어있는 백일홍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절도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꽃이 피어있는 모습만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

고 “날마다 관찰하 는데(日以驗之)”라는 구절에서도 보이듯이 백일홍의 꽃

이 피는 모습을 여러 날을 두고 상세히 관찰한 후에 다른 꽃들과도 비교함

으로써 교훈을 이끌어냈다.

대개 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운 것인데, 그 쇠함에 미쳐서는 날려서 지려고 하

지 않고 모두 가지 사이에 말라 붙는다. 빛깔이 매우 거칠고 더러워서, 손으로 털

어내어도 오히려 제거할 수 없다. 예전에는 아름답고 고왔는데 지금은 거칠고 더

러운 것이 어찌 이에까지 이르렀는가. 무릇 繁華榮利는 아름답다 이를 만하지만, 

그 마침에 미쳐서는 누가 된다. 그 악함이 또한 繁華榮利보다 심하지 않은가? 아

아, 천지의 번화함은 봄여름에 있는데 천지 또한 봄여름을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없다. 가을겨울에 시들게 하고 오그라들게 하는 것이 오면 하물며 사람에게랴, 하

물며 만물에게랴? 이런 까닭으로 때가 이르러 繁華榮利가 오면 그것을 받고, 시절

이 달라져서 繁華榮利가 가면 흔쾌히 놓아주는 것이 옳다. 바야흐로 그 오는 것을 

사양하여 오히려 가지려고 하지 않은 것은 가능해도, 그 가버리는 것에 미쳐서는 

비록 머물러두게 하고 싶어도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머무르게 할 수 없

는데도 반드시 머무르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천리에 어두운 것이다. 그 구차하고 

추잡하고 인색하고 더러운 것을 장차 어찌하겠는가? 내가 산홍의 꽃에서 깊이 

느낀 바가 있다.11)

산홍의 글에서는 한때 화려함을 자랑하 으나 질 때가 되어서는 깔끔하

게 지지 못하고 가지에 들러붙어 오히려 추해지는 꽃의 모습으로부터 부귀

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앞에서 보

인 백일홍의 글에서는 백일홍의 생태를 관찰하여 배울만한 점을 언급했다

면, 산홍에 대한 글에서는 글의 소재가 된 꽃 자체의 성질이나 생태만으

11) ｢淳園花卉雜說｣, <映山紅>, “蓋花之極佳麗者也, 然而及其衰也, 不肯飄謝, 皆枯燥貼

着於枝間. 色甚麤穢, 以手拂之, 猶不能去焉. 以昔之佳麗, 何其麤穢之今至於斯耶. 

夫繁華榮利, 可謂美矣, 而及其卒之爲累也. 其可惡亦莫甚於繁華榮利者非耶? 嗟乎! 

天地之繁華, 在於春夏, 而天地且不能使春夏長存. 秋冬之凋殘揫縮者來之, 而况於人

乎, 而况於物乎? 是故時至而繁華榮利之來則受之, 時異而繁華榮利之去, 則夬然而釋

之可也. 方其來也, 辭之而猶可使之不有也, 及其去也, 雖欲留之而固不可得. 旣不可

得以留而必欲留之, 是昧乎天. 而其苟猥鄙穢, 將何如哉? 吾於映山之花, 深有所感

焉.”



　 申景濬의 ｢淳園花卉雜說｣로 본 18세기 글쓰기의 변화 375

로 논의를 끌어내지 않고 꽃의 일반적인 성질에 기대어 이야기를 끌어내기

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음양오행설을 토대로 천지와 만물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하

는 경우도 보인다. 뱀의 독이 무섭지만 錦庭으로 쫓을 수 있다는 사실로부

터 하늘이 만물을 낸 이치를 논하거나,12) 동식물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들을 

들어 생물을 간략하게 분류해보면서 음양오행[二五之氣]이 세상 만물을 생성

하는 이치를 논하기도 한다.13)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전에 군자와 선비의 상징으로써 자주 

언급되던 연꽃, 국화, 매화, 대나무에 대한 글에서는 그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화의 글에서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느끼는 향수 어린 

작자의 마음만이 담담하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애절하게 그려진다. 대나

무의 글에서도 작자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나무를 키우고 가꾸

는 방법만을 상세하게 적어놓았을 뿐이며, 국화는 오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논의를 풀어나가기도 한다. 연꽃의 경우도 周惇

頥의 ｢愛蓮說｣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고대로부터 글자를 만들어 화훼에 이

름을 붙이던 이야기로부터, 연꽃의 부분들이 제각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周濂溪와 마찬가지로 연꽃을 좋아한 사람들이 전에도 반드

시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독특한 논의를 보여준다.

2.3. 화훼를 보는 관점의 변화

좀더 주목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 지

만,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는 모습이 보이고, 百日紅의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을 ‘日以驗之’라고 하여 직접 눈여겨 관찰해보았다는 언급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글 안에서 草木의 품종이나 키우는 방법 등을 서술할 

때에도 비록 예전의 문헌들을 참고하여 근거로 드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정원에서 草木들을 키워보면서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썼다는 것

12) ｢淳園花卉雜說｣, <錦庭>.

13) ｢淳園花卉雜說｣, <石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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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우리집 남쪽 뜰에는 풀이 있는데 보는 사람들 중 혹자는 난초라고 하고 혹자는 혜

초라고 한다. 잎은 난초와 비슷하지만 자줏빛 점이 없고, 꽃과 줄기는 혜초와 비슷

하지만 열매는 푸르다. 겨울과 봄에는 잎이 푸르고 무성하며, 여름에는 잎이 마르

고 줄기가 빼어나며, 가을에는 줄기가 오르고 꽃이 핀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때 

줄기가 시들면서 잎이 자라는데, 향이 매우 맑고 담백하다. 대개 난초와 혜초의 족

속이지만, 난초도 혜초도 아니다. 안타깝도다! 지금 비록 난초와 혜초가 있지만, 알

아보는 이가 누구인가? 아는 것도 또한 안되는데 사랑해주는 이는 또 누구이겠는

가?14)

난초와 혜초를 서술한 글인데, 뜰에 있는 것을 직접 관찰한 내용을 서술

하 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꽃인데 이름을 알 수 없고, 게다가 세상 어

느 누구도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데, 禦霜의 글에서도 

보이듯이 禦霜과 같이 알려지지 않은 꽃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설사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번거롭게 글을 써서 남들에게 알릴 사람이 

누가 있을지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꽃이 자연물의 하나로써 격물치지의 대

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꽃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원의 꽃에는 이름 없는 것들도 많다. 무릇 사물이 스스로 이름붙일 수는 없고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므로 꽃에 아직 이름이 없으면 내가 이름붙여도 될 것

이나, 또한 꼭 이름을 붙여야 할까? 사람은 사물에 있어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

이 아니니 그를 사랑하는 것은 이름의 바깥에 있다.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옷을 좋아해도 어찌 옷의 이름으로 사랑

할 수 있으랴. 여기에 맛있는 회나 구운 생선이 있다면 그저 당연히 먹고, 먹으면 

배부를 뿐이니, 어느 물고기인지 모르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여기에 가벼운 가죽옷

이 있다면 그저 당연히 입고, 입으면 따뜻할 뿐이니, 어느 짐승의 가죽인지 모르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내가 꽃에 있어서 이미 사랑할 만한 것을 얻었다면, 꽃의 이름

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 진실로 그것을 이미 얻었다면 또한 반

14) ｢淳園花卉雜說｣, <蘭蕙>, “余家南庭有草, 見者或曰蘭也, 或曰蕙也. 葉似蘭而無紫

點, 花與莖似蕙而實靑. 冬春葉靑而茂, 夏葉枯而莖秀, 秋莖上花發, 秋冬之交, 莖萎

而葉生, 香甚淸淡. 盖蘭蕙之族, 而非眞蘭蕙也. 嗟乎! 今雖有蘭與蕙, 而知之者將誰

也? 知之且不能, 愛之者又將誰也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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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이름붙일 필요는 없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분별하고자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약 분별하고 싶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다. 모양으로 보자면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이 이름 아닌 것이 없고, 색으로 보자면 파란색, 노란색, 붉은

색, 흰색이 이름 아닌 것이 없으며, 땅으로 보자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이름 

아닌 것이 없다. 가까이 있는 것을 ‘이것’이라 하니 ‘이것’도 또한 이름이고, 멀리 

있는 것을 ‘저것’이라 하니 ‘저것’ 또한 이름이다. 이름없는 것을 ‘無名’이라 하면 

‘無名’ 또한 이름이다. 무엇하러 다시 이름을 지어 사치하고 아름다운 것을 구하겠

는가?15)

이름 없는 꽃들을 위해서 쓴 <无名>에서는 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름’에 대한 논의로 나아간다. 이름이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이라는 것이나 이름이야 무엇이 되었건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라는 발상 자

체도 독특하지만, 사물에 붙어있는 ‘이름’이라는 명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나

에게 주는 의미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철쭉을 다룬 글에서는, 철쭉의 가지가 생김새는 매우 흉하지만 곧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팡이로 이용한다고 하면서 “속이 올곧다면 그 모습

은 무엇이 논할 만한가”16)라고 하여 겉모습은 비록 추하더라도 그 속의 본

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천하에 쓸모 없는 것은 없다”17)는 주장

과, ‘사람들이 진짜를 좋아하지 않고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까닭을 알지 못

하겠다“18)는 언급들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겉모습이나 명분보다는 실질과 

실용성을 더 중요시하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5) ｢淳園花卉雜說｣, <无名>, “園之花無名者多. 夫物不能自名而人名之, 花旣無名, 則吾

名之可也, 而又何必名乎? 人之於物, 非愛其名也, 愛之者在於名之外. 人愛食豈以食

之名可愛也耶, 愛衣豈以衣之名可愛也耶. 有美膾炙於此, 但當食之, 食則飽而已, 何

傷乎不知某魚之肉? 有輕裘於此, 但當衣之, 衣則煗而已, 何傷乎不知某獸之皮? 吾於

花, 旣得其可愛者矣, 何傷乎不知花之名乎? 苟無可愛者, 固不足名之也. 有可愛者而

苟旣得之, 又不必名之也. 名者出於欲別者也, 如欲別之, 無非名也. 以形而長短大小, 

無非名也. 以色而靑黃赤白, 無非名也. 以地而東西南北, 無非名也. 在近而曰此, 此

亦名也, 在遠而曰彼, 彼亦名也. 無名而曰無名, 無名亦名也. 何甞復爲之名, 以求侈

美也哉?”
16) ｢淳園花卉雜說｣, <躑躅>, “心苟得其中正, 則形何足論.”
17) ｢淳園花卉雜說｣, <枳>, “天下無不可用之物也.”
18) ｢淳園花卉雜說｣, <木茄>, “甚矣, 人之不好眞而好似也, 余固不知其然也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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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뭍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은 그 크고 작음과 아름답고 추함은 같지 않으나 

각각 한 가지 쓸 만한 기능이 없는 것은 없다. 맛으로써 쓰이는 것도 있고, 향으로

써 쓰이는 것도 있고, 그 덕을 숭상할 만한 것도 있고, 그 재주가 아픈 사람을 치

료할 만한 것도 있다. 그러나 모란은 그 맛은 논할 만하지 않고, 그 향은 벌과 나

비를 부르기에 부족하며, 그 덕은 연꽃의 맑음이나 매화의 담박함, 국화의 굳고 바

름과 같지 못하다. 그 뿌리는 혈병을 고칠 수 있으니, 본초강목에 이르기를 ‘산
중에서 자라는데, 홑잎인 것이 아름답다’고 하 다. 그러나 이른바 姚黃, 魏紫, 繡

毬, 玉樓, 禁苑19) 등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저만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끌어와 높여서 모든 꽃의 왕으로 삼음은 어째서인가? 옛날의 문자를 살

펴보건대 역경에서 풀과 나무의 象을 취한 것이 하나가 아니며, 시에서 풀과 나

무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매우 많으나, 모란은 오히려 하나도 취해지지 못했다. 이

로써 옛날과 오늘날 사람들의 좋아하는 바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20)

또 牧丹에 대한 글에서 보이듯이 모란의 품성 중에는 봐줄 만한 점이 없

다고 하면서 요즘처럼 꽃의 왕으로 높여지기 전에는 특별한 취급을 받지 못

했음을 들어 ‘옛날과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가 같을 수는 없다’고 언

급한 부분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聖賢의 옛글을 그저 수용하고 그대로 존

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호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

했다는 점 역시 관점의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 이전 저술과의 비교

신경준 이전에도 꽃이나 나무 등의 식물을 소재로 한 詩文은 매우 많았

다. 그러나 소재나 배경으로 삼았을 뿐, 갖가지 꽃들을 주요 소재로 삼아 

본격적으로 논한 글들은 많지 않는데, 여기에 신경준의 ｢잡설｣이 갖는 의미

가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신경준 이전에 나온 

19) 姚黃, 魏紫, 繡毬, 玉樓, 禁苑은 모두 모란의 품종이다.

20) ｢淳園花卉雜說｣, <牧丹>, “草木之生於水陸者, 其大小美惡不同, 而莫不各有一能之

可用. 有以味者, 有以臭者, 有其德可尙者, 有其才可以療疾病者. 而若牧丹其味無可

論, 其臭不足以來蜂蝶, 其德無蓮之淸 ․ 蘭之幽 ․ 梅之淡素 ․ 菊之堅正, 其根能治血病. 

而本草曰, ‘生山中, 單葉者佳.’ 而所謂姚魏繡毬玉樓禁苑之名最著者, 亦不與之彼. 

世之人引而尊之, 爲百花之王者何歟? 考諸古之文字, 易之取象於草木非一, 詩之記草

木名甚多, 而牧丹猶未得一見取焉. 於此可以知古今人所好之不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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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姜希顔의 養花小錄과 李萬敷

의 ｢魯谷草木誌｣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잡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3.1. 姜希顔의 養花小錄

조선 초기의 문신인 姜希顔(1417~1465)은 꽃과 나무에 관한 글인 양화

소록을 남겼다. 강희안은 스스로 쓴 서문에서 1449년 副知敦寧府事에 오른 

뒤로 꽃 기르는 것을 일삼았다고 하 다.21) 이렇게 직접 꽃과 나무들을 키

우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 는데, 각 꽃나무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옛 문헌들을 인용하여 각각의 식물을 설명하는 부분과 자

신이 실제로 키우면서 알게 된 재배 방법, 주의사항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

을 간략히 적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6종의 꽃과 나무를 서술하 는데, 

마지막에 怪石에 대한 글까지 합하면 모두 17편의 글이 있다.

인용된 문헌들은 梅譜, 竹譜, 菊譜 등과 같이 특정 식물을 중점적

으로 다룬 책을 비롯하여 꽃과 나무에 관련된 각종 저술들은 물론이고 辭典

類, 農書, 醫書들로부터 文集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내용도, 식물

의 전래로부터 이름의 유래, 생김새, 생태, 종류와 품종뿐만 아니라 키우는 

방법까지 그 식물에 관한 한 최대한 상세하게 적고 있어서, 草木을 키우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서 내지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더하여 유명한 작

가들이 남긴 詩文들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배울 만한 점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약간씩 내고는 있으나, 교훈적인 면들 외에 작자의 감상을 

서술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부분은 없다.

양화소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작자 자신의 서문에 나와 있다.

아아! 화훼는 식물이라 지식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培養하는 이치와 

收藏의 마땅함을 모르고서 습한 것을 말리고 찬 것을 뜨겁게 하면 그 천성을 떠나

21) “正統己巳(1449)仲秋, 余以吏部郞秩滿, 陞授副知敦寧, 敦寧無治事之任, 朝參之後, 

定省之餘, 悉屛他事, 日以養花爲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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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반드시 말라죽는 데에 이를 뿐이니, 어찌 다시 화로움을 펴게 하고 빼

어남을 피어나게 하여 그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식물이 그러한데 하물며 

만물의 장이 마음을 애태우고 그 몸을 피로하게 하여 하늘을 거스르고 성품을 

해쳐서야 되겠는가? 내가 그러한 후에야 養生의 법을 얻었으니, 이로 인하여 확충

하여 나가면 장차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나는 매번 그 얻은 바를 따라 

그 성품과 기르는 법을 기록하 다. 기록을 마치고 이름하기를 菁川養花小錄이

라 하 는데, 자연에서의 소일거리로 삼고 장차 호사가들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한

다.22) 

자신이 꽃과 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식물을 기르는 것에서부터 양생의 법

을 배우는 것에 있다고 하 다. 하지만 양생의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몸

을 온전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장차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은 修身으로부터 미루어 나아가 齊家治國平天下에 이르겠다는 뜻이

다. 비록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일이 소일거리 삼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일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修身과 治國의 道를 

아는 것에 나아가고자 한 뜻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귤나무를 서술한 글에

서 잘 드러난다.

고려의 이인로가 말하기를, “궐문을 나와 궁중의 화원에 이르니, 높이가 한 길이 

되는 귤나무에 열매가 매우 많은 것을 보았다. 정원사에게 물으니, ‘남쪽에서 바친 

것입니다. 아침마다 소금물로 뿌리를 기름지게 하니 무성해졌습니다’라고 하 다. 

아아! 초목은 지각이 없는 사물이다. 물을 주고 키우는 힘만으로도 이와 같이 되었

는데 하물며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에 있어서랴. 멀고 가깝고 소원하고 친한 것을 

따지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녹봉과 벼슬로 기른다면 어찌 충성과 

정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橘詩 열 두 수를 지었다.” 
하 다. 무릇 귤나무가 강북에 자라면서도 그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은 이인로의 말

로써도 알 수 있다. 그 말이 또한 나라에 보탬이 되겠기에 함께 기록해 둔다.23)

22) “噫! 花卉植物也, 旣無知識, 亦不運動. 然, 不知培養之理收藏之宜, 使濕者燥寒者燠, 

以離其天性, 則必至於萎枯而已矣, 豈復有敷榮發秀, 以逞其眞態乎? 植物且然而況靈

於萬物者, 可焦其心勞其形, 以違天害性耶? 吾然後得養生之術也. 因此而擴充之, 則

將無往而不可矣. 故余每隨所得, 輒錄其性品養法. 錄已名曰菁川養花小錄, 以爲山

林消日之資, 而且與好事者共之.”(인용문과 원문의 밑줄은 인용자)

23) 姜希顔, 養花小錄, <橘樹>, “前朝李學士仁老云, ‘出金閨至御花園, 見橘樹高一丈

結實甚多, 問園吏云, <南州人所獻. 朝朝以塩水沷其根, 故得盛茂.>’ 噫! 草樹無知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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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알려준 귤나무 키우는 방법으로부터 미루어 정

치의 道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준은 비슷하게 ‘귤나무를 강북에 

옮겨 심는 것’에 대해 쓴 탱자나무의 글에서 전혀 다른 논의를 하고 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 다. 그러나 탱자와 

귤은 본래 같은 종이 아니다. 귤의 성질이 남쪽에는 맞고 북쪽에는 맞지 않으므로, 

북쪽에 옮기면 작고 나약해지고 못나게 되어서 탱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 진짜

로 변해서 탱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탱자를 남쪽으로 옮기면 또한 귤로 변

할 수가 있는가? 또한 강남에는 귤과 탱자가 모두 있으니, 이는 증험할 수 있다. 

무릇 탱자의 꽃은 볼 만하지 않고, 가시는 매우 날카로워서 건드리면 반드시 다치

니 사람들이 다들 경시하여 버린다. 그러나 만약 울타리나 담장 밖에 두면 도둑을 

막을 수 있으니, 천하에 쓰지 못하는 물건이란 없는 것이다.24)

신경준은 오히려 옛사람의 기록을 이치로 따져서 반박하고, 사람들이 쓸

모없다고 여기는 탱자의 가시도 도둑을 막는 데 쓸 수 있으니 천하에 쓰지 

못하는 물건이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과 신경준의 ｢잡설｣에서 꽃과 나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동일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적은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겹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강희안이 이른바 ‘玩物喪志’를 경계하는 뜻을 밝힌 것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변명에 가까운 언급25)이라 하더라도, 花卉를 기르면

也. 猶資灌漑栽培之力, 得致於斯, 況人主用人? 毋論遠近䟽戚, 結之以恩愛, 養之以

祿秩, 則安有不盡忠竭誠, 以輔國家者哉? 因製橘詩十二韻.” 夫橘之生江北, 不失其本

性, 觀李學士之言, 蓋可驗矣. 而其言亦有補於國, 故幷及之.”
24) ｢淳園花卉雜說｣, <枳>, “古人云, ‘橘渡淮爲枳.’ 然而枳與橘, 初非一種也. 以橘性

宜於南而不宜於北, 故移於北則矮弱孱劣, 與枳無異, 而非眞變而爲枳也. 使枳移於

南, 亦能變爲橘乎? 且江南枳橘皆有之, 此可以驗矣. 夫枳花不足觀, 有芒刺甚利, 

觸之者必傷敗, 人多賤棄之. 而若置之藩墻之外, 足以禦暴客, 故天下無不可用之物

也.”
25) 강희안은 玩物喪志를 경계하는 뜻을 서문에서뿐만 아니라 養花小錄의 맨 뒤에 

붙인 <養花解>에서 객의 비난 섞인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菁川子一夕, 痀僂庭際封土以植, 曾不知爲倦. 客有來訪者謂之曰, 

‘子之於養花, 得養生之術, 則吾旣聞命. 若勞形勤力悅其目迷其心, 以爲外物所役何

也? 心之所之者志也, 則其志寧不有喪耶?’ 菁川子曰, ‘噓嘻乎噫. 誠如子言, 是枯木

其形, 蓬艾其心, 然後已也. 吾觀萬物之盈天地間者, 芸芸也, 綿綿也. 玄之又玄, 而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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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윽한 생각과 한가로운 흥 중에 눈에 깃들인 것과 마음속에서 느낀 것

들을 때때로 붓을 들고 적었다”고 한 신경준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3.2. 李萬敷의 ｢魯谷草木誌｣

息山 李萬敷(1664~1732)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北靑에 유배된 아버지를 

따라가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시봉하 는데 아버지가 유배에서 풀려난 뒤, 

34세 때 경상도 尙州의 魯谷에 자리잡은 후로는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연구

에 전념하 다. 노곡에 息山精舍를 짓고26) 養浩, 詠歸, 愛蓮, 養正 등 성리

학의 뜻을 담은 이름들을 각 건물에 부쳤다. 그는 “花竹을 평생 가장 아껴

서, 정원과 계곡에 모종심고 씨뿌리는 것을 한 해도 거르지 않았네.”27)라고 

노래한 것처럼 학문에 힘쓰는 것만큼이나 꽃과 나무를 키우는 것도 즐겼다. 

이만부의 문집인 息山集에는 이곳 식산정사의 정원에서 草木을 가꾸며 지

은 글들을 모은 ｢魯谷草木誌｣가 실려있다.

｢魯谷草木誌｣의 소재가 된 꽃과 나무들 역시 ｢잡설｣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松(소나무), 萬年松(만년송), 竹(대나무), 梅(매화), 梧桐(오동나무), 桑(뽕나무), 茱萸

(수유), 櫻桃(앵두), 桃(복숭아나무), 杏(살구나무), 梨(배나무), 柹(감나무), 栗(밤나

무), 棗(대추나무), 木瓜(모과), 胡桃(호두), 石榴(석류), 蓮(연꽃), 菊(국화), 枸杞(구

기), 牧丹(모란), 桅子(치자), 紫薇花(자미화), 柳(버드나무), 山茶(산다화), 芭蕉(파

초), 楮(닥나무)

有理焉. 理苟不窮, 知亦未至, 故雖一草一木之微, 亦當各究其理, 各歸其根, 使其知

無不周徧, 使其心無不貫通, 則吾之心自然, 不物於物超乎萬物之表矣. 其志奚獨喪失

之有, 又況觀物省身知至意誠古人嘗有是言矣? … 常與寓於目, 體於心, 皆不可棄之, 

而遐遠也. 彼所有爲我之德其所廣廈細氊携珠翠引笙謌者, 求以悅心目適定以斧斤性

命萌芽驕吝而已. 庸詎知夫志之喪失, 而反害於吾身哉?’”
26) 李萬敷, 息山集 ｢魯谷記｣ “總以名之曰息山精舍. 精舍境僻而界寬, 處隱而望遠, 

左挹鳳㙜, 右拱屛城, 負息山而面羅浮.” 자신의 호도 식산정사가 등지고 있던 息山

에서 따온 것이다.

27) 李萬敷, ｢閑居雜詠｣, <種樹>, “花竹平生最可愛, 蒔園種谷無虛年, 春歸次第最群品, 

覷彼枝枝有一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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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7종의 꽃과 나무에 대해 글을 적었는데, 소나무, 대나무, 연꽃, 버

드나무에 대한 글들은 200자에 가까워 비교적 긴 편이지만 그 외의 草木를 

적은 글들은 짧게는 10여 자에서 100자 남짓의 매우 짤막한 글들이다.

배나무. 꽃은 하얀 눈과 같고, 열매의 품종은 매우 많다. 파란 껍질과 금색 껍질이 

있는데, 크고 작고, 달고 시고, 일찍 열리고 늦게 열리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28)

석류. 박물지에, “장건이 외국에 18년 나가 있을 때 塗林安石榴 몇 종을 얻어왔

다”고 하는데, 혹자는 안석국에서 왔으므로 이름하 다고 한다. 도가에서는 삼시주

라고 하는데, 三尸蟲29)이 이 과실을 먹으면 취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 것과 신 

것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신 것은 약으로 쓴다.30)

위에 예시된 두 글에서 보이듯이 꽃이나 나무를 간략히 설명하고, 옛 문

헌을 통해 이름의 유래나 효용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작자 본인의 생각이

나 감상은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신경준의 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

변의 꽃과 나무들에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생김새나 생태를 설명하고 문헌

자료들을 통해 전래, 이름의 유래, 약으로서의 효용 등을 따져 서술한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2장에서 언급했던 특징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다

음과 같이 ‘연꽃’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논의를 비슷하게 전개하고 있

는 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爾雅에 “연의 줄기는 ‘茄’라 하고 잎은 ‘荷’라 하고 뿌리는 ‘蔤’이라 하고 꽃은 

‘菡萏’”이라고 하 다. 說文에, “연꽃은 ‘荷實’이니, 또는 ‘菂薂’이다. 또, ‘藕’은 

연근이니, ‘蔤’이라고도 한다. 줄기 아래 白蒻은 진흙 속에 있다”고 하 다. 爾雅
에는 또, “열매를 ‘蓮’, 뿌리를 ‘藕’, 그 중심을 ‘菂’이라 하는데, 菂 속에 薏(연밥)

28) 李萬敷, ｢魯谷草木誌｣, <梨>, “花似白雪, 實品甚多, 有靑皮有金皮, 大小甘酸早晩不

齊.”
29) 三尸蟲: 도가에서, 사람의 뱃속에는 三尸蟲이라는 벌레가 있어서 庚申日 밤이면 

사람이 잘 때 나와서 天帝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고하는데 잘못이 많으면 일찍 

죽는다고 한다.

30) 李萬敷, ｢魯谷草木誌｣, <石榴>, “博物志, ‘張騫使外國十八年, 得塗林安石榴種’云, 

或謂出自安石國故名. 道家謂三尸酒, 以三尸得此果則醉也. 今有甘酸二實, 酸者入

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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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하 다. 꽃은 홍백색부터 鶴頂紅까지 있다. ‘鶴頂紅’은 흰 꽃봉오리 끝

에 붉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하 는데, 혹자는 錢塘에서 나왔다고 하여 一

名 ‘錢塘紅’이라고도 한다. 또한 옛날에는 碧蓮이 있었는데, 파란색이 아니고 매우 

희면 파랗게 되므로 이른 것이다. 離騷에는 길쌈하여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향기를 취한 것이다. 濂溪先生이 글을 써서 연꽃을 사랑함을 이야기하며 군자

에 비유하 다. 그 열매는 먹는데, 기를 더하여 강하고 건강하게 한다.31) ｢
魯谷草木誌｣, <蓮>

연꽃의 밑동은 ‘蔤’이라 하고, 뿌리는 ‘藕’, 줄기는 ‘茄’, 잎은 ‘荷’, 꽃이 아직 피

지 않았을 때에는 ‘菡萏’, 피었을 때는 ‘芙蓉’, 총칭해서는 ‘蕖’, 열매는 ‘蓮’, 열매 

속은 ‘菂’, 菂의 속은 ‘薏’이라 한다. 한 가지 풀의 미미함으로 글자를 많이 얻은 

것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다면, 옛날 神聖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과연 얼마

인지 알 수 있다. 옛날에 글자를 만든 사람이 많았는데, 伏犧 ․ 朱襄 ․ 神農 ․ 黃帝 ․ 蒼
頡․ 大禹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이어서 더하 다. 나는 연꽃을 좋아하는 것이 누가 

가장 깊은지는 모르지만, 염계와 똑같은 사람은 반드시 있었으리라.32) ｢淳園花卉雜

說｣, <蓮>

이만부와 신경준 모두 연꽃의 각 부분에 세세하게 붙어있는 이름들을 나

열하여 논의를 비슷하게 진행시키는 듯하지만 결론은 사뭇 다르다. 이만부

는 여러 문헌들에 나타난 연꽃의 부분별 이름들에 대해 정리하고, 꽃의 색

깔에 대해 설명한 후 周濂溪의 ｢愛蓮說｣과 열매의 효용을 간단히 언급하

다. 그러나 신경준은, 주변 모든 사물에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

나의 사물이 하나의 이름을 얻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연꽃은 부분별로 이렇

게 상세한 이름이 붙어있으므로, 濂溪先生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은 사

람들이 연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31) “爾雅曰, ‘其莖茄, 其葉荷, 其本蔤, 其花菡萏.’ 說文曰, ‘蓮, 荷實也, 一曰菂
薂.’ 又曰, ‘藕荷根也, 一曰蔤. 乃莖下白蒻, 在泥中也.’ 爾雅又曰, ‘其實蓮, 其根

藕, 其中菂, 菂中薏.’ 花有紅白及鶴頂紅, 鶴頂紅者, 以白房上尖有紅暈故稱, 或謂出

於錢塘, 故一名曰錢塘紅. 又古有碧蓮, 非碧也, 太白則成碧故云. ｢離騷｣言, ‘緝以爲

裳’, 取其芳也. 濂溪先生著說愛之, 比之君子焉. 其實服之, 益氣强健.”
32) “蓮之本曰蔤, 根曰藕, 莖曰茄, 葉曰荷, 花未發曰菡萏, 已發曰芙蓉, 總名曰蕖, 實曰

蓮, 蓮之中曰菂, 菂之中曰薏. 一草之微, 而得字之多, 至于如此, 其見愛於古之神聖

之人者, 果何如也. 古之制字者多, 若伏犧 ․ 朱襄 ․ 神農 ․ 黃帝 ․ 蒼頡․ 大禹之人, 相繼

而增益之. 吾未知蓮之愛誰爲最深, 而必有與濂溪同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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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자면, 신경준은 사물에 붙은 이름들로부터 본인의 주장을 이끌어내

기 위해 연꽃을 소재로 택한 것이다. 이 주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2장

에서 언급하 다.

3.3. 변화의 모습

신경준이 가진 독특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에 쓰여진 화훼에 관한 

글들과 간단하게나마 비교해 봄으로써 좀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조

선 초기의 문신인 강희안이 남긴 양화소록은 화훼 재배에 관한 설명서 

내지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내용부터 신경준의 ｢잡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 서문에서 밝혔듯이 養生의 법을 터득함으로써 齊家와 治國

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안이나 신경준이나 모두 꽃을 아끼고 사랑한 것은 마찬가지 기

에 정성들여 정원을 가꾸었고 나아가 화훼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강희안의 

입장에서 보면 신경준의 경우는 ‘玩物喪志’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또

한 글의 내용 역시 꽃과 나무의 생태와 재배법을 설명하려는 실용적인 면에 

일정한 목적을 두었던 강희안에 비해 신경준은 ‘雜說’이라는 제목에서도 나

타나듯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붓 가는 대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신경준과 훨씬 근접한 시기의 이만부가 남긴 ｢노곡초목지｣ 역시 신경준

의 ｢잡설｣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식이나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설명을 

위주로 한 ｢노곡초목지｣에 비해 신경준의 글은 글의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곡초목지｣는 오히려 李睟光(1563~1628)의 芝峰類說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백과사전식 저술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

가되는 지봉유설 중의 ｢卉木部｣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소개되어 있

는데, 그 내용과 형식이 ｢노곡초목지｣와 동일하다. 즉, 꽃과 나무들의 생태, 

유래, 효용 등을 서술함으로써 각 식물들에 대해 여러 배경지식들을 모아놓

은 일종의 사전 내지는 설명서이다.

이렇게 주변의 식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 관심이 저술로서 적극

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은 이미 이 시대의 특징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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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하지만 신경준의 ｢잡설｣은 강희안의 양화소록이나 이만부의 ｢노

곡초목지｣에 비해 논의를 펴나가는 관점과 시선의 차이가 분명하다. 이 부

분은 2장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똑같은 꽃과 나무들에 대해 이전 사람

들이 남긴 글들을 참고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보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는 혹 일 년 넘게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일 년에 한 번, 혹은 

일 년에 두 번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매화 피는 시기를 놓쳐서 10년 동안 

한 번도 매화꽃을 보지 못하 다. 어지러운 인간 세상에서 두루 흘러서 오가며 한 

일이 무슨 일이기에 내가 매화와 더불어 떨어져 있었던 것도 역시 오래 다. 일찍

이 당나라 사람의 시에, “그대는 고향에서 왔으니, 응당 고향의 일들을 알겠군요. 

떠나온 날 비단창 앞에, 寒梅가 꽃을 피웠던가요.” 하 다. 무릇 먼 객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으므로 고향집 일을 물을 것이 하나가 아닐진대, 오직 매화만 아껴 돌

아보는 것은 어째서 을까. 마음속으로 의아해 했었는데, 이제야 옛사람의 마음을 

알겠다. 매화가 필 때를 맞을 때마다 한탄하여 좋은 벗이 먼 곳에 있어 볼 수 없

는 것 같았다. 예전에 매화 아래에 살면서 날마다 매화와 만난 것을 생각해보니, 

또한 스스로 그 기쁨이 어느 정도 는지 몰랐던 것이다. 지금 떨어져 멀리 있으니 

그 그리움의 절실함이 어찌 이에까지 이르렀을까. 갑자년(1744) 겨울에 고향에 돌

아와 다음해 봄에 이르기까지 매화의 피고 지는 것을 모두 얻었다. 그 성근 가지

가 늙어가는 것을 보고 여윈 꽃술과 찬 꽃받침을 살펴보니 마음속이 진실로 悠然

하여 말로 할 수 없구나.33)

신경준이 매화에 대해 쓴 글이다.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매화의 종류를 언

급하 으나, 그것은 고향집에 다양한 종류의 매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

기한 것일 뿐이다. 이외에도 역시 예전 추억을 더듬는 동백에 대한 글, 객

과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 합환에 대한 글, 수면제 성분을 지닌 眠來라는 

식물로부터 인생에서 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글들 등을 보면, 양화소

33) ｢淳園花卉雜說｣ <梅> “余或歷歲而未歸鄕焉, 或歲一歸焉, 或歲二歸焉. 而常失梅之

花時, 十歲之間, 未嘗一見梅花焉. 擾擾人世, 周流來往, 其所營爲者何事, 而余之與

梅離亦久矣. 甞見唐人詩曰, ‘君自故鄕來, 應知故鄕事, 來日綺窓前, 寒梅着花未.’ 夫

遠客之遇鄕人, 鄕廬之事可問者非一, 而獨眷眷於梅何也. 竊以爲疑, 乃今知古人之心

矣. 每當梅時, 悵然而懷, 如良友之在遠途而不得見也. 念昔居梅之下, 日與梅接也, 

亦不自知其喜之如何. 今之離而遠也, 其思之切, 何其至於是也. 甲子冬, 復于鄕, 至

明年春, 梅之早晩得盡. 觀其疎枝老, 査瘦蘂冷萼, 與神會固有悠然, 而不可言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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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나 ｢노곡초목지｣가 화훼의 실제적인 재배법이나 배경지식들을 설명하

는 데에 목적을 두었던 것에 비해 ｢잡설｣은 다양한 꽃을 소재로 하여 형식

상의 제약 없이 개인의 정감과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 고, 개인의 일상 

주변의 사소한 것에 대해 글을 썼다는 점에서 현대의 수필문학과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관심사가 다양한 방면으로 확

대되면서, 글쓰기의 방식과 관점 또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

내주는 것이다.

4. 결  론

신경준이 쓴 ｢雜說｣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화훼에 대한 그의 관심

으로부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을 발견하 다. 우선 화훼를 키우고 감

상하여 수양의 도구로 삼는 수준을 넘어서서 꽃과 나무 자체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드러내 보이고, 옛 전고들을 활용하여 설명하되 거기에만 그치지 않

고 본인 자신이 직접 관찰하여 서술하면서 꽃과 나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

었다는 점에서 18세기 조선의 사대부들의 관심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곧, 微物로 치부될 수 있는 사물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대상이 다

양해지고, 글에서 보이는 그 관심 역시 玩物喪志라는 경계를 넘나들며, 무엇

보다 주변에 대한 관심이 좀더 실질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

니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실증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들이 그러하다.

이 ｢잡설｣은 비록 화훼에 관한 짤막한 글들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신경준을 비롯해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서 보이는 변화의 모습들, 다시 말해 실용적인 관심이 증대되는 

것이나 학문이나 주변 사물, 나아가 세계관에까지 실증적인 풍토로 변화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관심의 역이 점차 확대되는 속에서 신경준은 더 나아가 자유롭

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을 썼다. 예전 사람들이 남긴 글들을 토대로 

하여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논의를 펼치기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적

극적으로 드러내며, 묵직하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논하기보다는 자신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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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으로부터 재배법에 대한 설명, 꽃으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에 이르기까지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주변의 소소한 사물에 대해 자신의 정감을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서술하 다는 점에서 현대의 수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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