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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南公轍(1760~1840) 산문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정조․순조 연간 경화세족과 관각문인의 문학적 지향의 주요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공철은 

조선후기의 표적인 경화세족이자 50년 가까이 관직 생활을 하며 

文衡까지 지낸 관각문인이다. 이 두 가지, 경화세족과 관각문인은 남

공철 산문의 특징을 해명하기 위한 키워드이다. 

남공철 문학의 형성 배경은 단순하지 않다. 정조의 스승이자 典嚴

한 古文을 지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친 南有容, 당송고문에 한 지향

이 강했던 스승 金純澤, 公安派를 적극 수용한 李德懋, 추상적인 道가 

아닌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문장에 구현할 것을 내세우며 불우한 

벗들에 한 관심을 문장으로 표명한 歐陽修 등이 모두 남공철 산문

에 일정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남공철의 산문을 크게 

취향의 문제, 형상의 문제, 의론과 지향의 문제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 尺牘과 題跋, 傳과 墓誌銘, 序와 記 가운데 주목되는 작

품들을 상으로 분석을 시도하 다. 

남공철의 척독과 제발은 雅趣를 추구한 글, 벗과의 우정을 소재로 

한 글, 산수 유람의 태도를 문제 삼은 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雅趣

를 추구한 글에서는 벗들과의 雅會를 형상화하거나 雅와 俗의 비를 

통해 雅趣를 부각시키고 있다. 벗과의 우정을 소재로 한 글에서는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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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만남과 이별에 한 감회를 표출하기도 하고, 벗에 한 우려의 

마음을 담거나 벗의 잘못을 지적하여 벗으로서의 도리라 여긴 責善을 

실천하고 있다. 산수 유람의 태도를 문제 삼은 글에서는 번잡한 유람

보다 산수의 경개와 정취를 마음속에 갖추는 臥遊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의 척독은 친 도 높은 수신자를 상

으로 취향을 공유하기도 하고 가감 없는 직설을 통해 벗으로서의 책

무를 다하는 용도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제발은 상 자료에 관한 직

접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그 자료로 인해 환기되는 남공철 자신

의 개인적 경험에 얽힌 감회를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척독이나 

제발이라는 문체 자체가 명청 소품가들이 애호하던 것이기도 하거니

와 남공철의 척독과 제발 가운데 袁宏道나 金聖嘆의 글을 원용한 

목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남공철의 척독 제발은 소품취가 다

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타 문인들의 척독 제발에서 볼 수 있는 희

학적이거나 구어적인 표현, 기이한 발상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산뜻함

과 섬세함에 초점을 맞추어 雅趣 혹은 서정적 감회를 구현하는 데 주

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공철의 산문은 전반적으로 議論보다 敍事가 승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의 이러한 長處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물 형상에 

주력한 傳과 墓誌銘이다. 본고에서는 예인의 강한 자의식에 주목한 

傳, 묘주의 一節之士的 면모에 주목한 묘지명, 여성의 女士的 면모를 

부각시킨 여성 묘주 묘지명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傳 가운데서는 崔

北이나 金龍行과 같은 예인을 입전하여 그들의 강렬한 자의식에 주목

한 작품이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 강한 자의식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들을 특기할 만한 일화를 중심으로 형상화한 이들 傳에서는, 

상 인물의 奇行을 기이한 것으로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의 자

의식에 한발 다가서서 그들의 奇行이 강한 자의식에서 말미암은 것임

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묘주의 節操에 초점을 맞춘 士人의 묘지명 

가운데 南有衡과 南有斗의 묘지명에서는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절

개를 굽히지 않으며 자족적인 태도를 보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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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朴南壽의 묘지명에서는 묘주와 박지원과의 갈등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는가 하면 묘주의 士節 역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부인 

묘지명에서는 수동적인 유가적 여성상을 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묘

주에게서, 富貴榮祿을 도외시하고 학식을 겸비한 女士的 면모를 찾아 

부각시키고 있다. 傳이든 墓誌銘이든, 남공철은 상 인물의 공적보다

는 자의식 내지 자기 신념을 소중히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의 序와 記는, 문체 자체의 성격도 그렇거니와 앞의 척독이

나 제발, 전이나 묘지명에 비해 상 적으로 議論的 성향이 두드러지

다. 본고에서는 窮士를 위무하는 논리를 편 글, 近臣이자 관료문인으

로서 王化를 고취한 글, 귀거래 의식과 관련한 지향을 드러낸 글로 

나누어 분석했다. 窮士의 불우함을 위무하는 논리를 편 글에서는 시

인의 궁달과 시의 工拙의 연관성에 해 논의하고 있는데, 처한 상황

에 따라 상 인물을 위무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즉 신분적 한

계 때문에 달할 가능성이 낮았던 南有衡이나 閔範大에 해서는 그

들의 詩才를 기리거나 불우함으로 인한 울울한 심회에 공감하는 방법

으로, 장차 달의 가능성이 높았던 金載璉에 해서는 달 이후에 

능력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상 인물의 

불우함을 위무하고 있다. 남공철의 序와 記에는 의론뿐 아니라 의식

의 고취 혹은 지향의 표출로 일컬을 수 있는 면모도 확인된다. 오랜 

기간 관료 생활을 하 기에 지을 수 있었던 글들 가운데 지방관으로

서 王化를 고취하고 與民同樂하는 즐거움을 부각한 글들이 주목된다. 

특히 <小豐樂亭記>와 같은 글은 관료문인으로서 王化를 고취함과 

동시에 구양수에 한 지향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문장에 한 애호

에서 출발한 구양수에 한 지향은 귀거래를 소재로 한 일련의 글들

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은, 구양수가 관각문인으로 활

동하면서 44세에 귀거래를 준비하여 64세에 귀거래를 성취한 것을 

본받아 그 자신도 40세경부터 귀거래를 준비하 다. 경기도 광주에 

又思潁亭과 玉磬山莊이라는 별업을 마련하고 그곳을 소재로 한 <又

思潁亭記>․<玉磬山莊記>․<遁村四景圖跋> 등과 여러 편의 시를 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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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公務의 번다함으로 인해 광주에 오가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50  초중반에 광주의 별업과는 별도로 龍山에 心遠亭과 亦畵

舫齋라는 별업을 두고 그곳을 경 하게 된다. 又思潁亭이나 亦畵舫齋

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공철은 귀거래와 관련하여 구양수

에 한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공철의 

귀거래는 구양수의 그것과 거리가 있었다. 구양수의 귀거래는 벼슬에

서 완전히 물러나 潁水로 돌아간 이후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의 귀거래 던 반면 남공철의 귀거래는 관직을 그만두

기 전부터 틈나는 로 성취하던 京郊로의 귀거래, 즉 中隱 혹은 市

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남공철을 포함하여 金祖淳 ․ 沈象奎 ․ 李相璜 등은 젊은 시절에 패

관소품을 애호하고, 정조로부터 문체 문제로 견책을 당했던 인물들이

다. 정조조에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며 정조의 기 를 모았던 이들은 

순조조, 즉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도정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

다. 이들은 정치적 이력뿐만 아니라 문학적 입장이나 지향 또한 흡사

했다. 이들 문인 그룹을 순조조 관각문인 그룹이라 칭할 수 있겠는데, 

洪奭周나 金邁淳과 같은 동시  고문가 그룹, 李鈺이나 金鑢 등의 소

품문가 그룹과 견주어 보면 이 그룹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이 보다 

선명해진다. 漢學과 宋學에 한 입장을 기준으로, 고문가 그룹은 송

학을 절 적 우위에 두었던 반면 소품문가들은 한학이니 송학이니 하

는 것에 아예 관심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순조조 관각문인 그룹은 漢

宋折衷論을 내세웠는데 표면적으로는 한학과 송학의 장점을 균형 있

게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 유입된 漢學에 더 주목하고 있

었다. 훈고 혹은 고증의 방법을 중시하는 한학은 瑣細한 것에 관심을 

보이며 眞僞의 판별 등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소품문이나 고동서화 취

미와 친연성을 보인다. 한편 문학관과 문학 활동 면에서 고문가들은 

경세치용을 중시하는 효용론적 문학관을 내세우며 明代 문장을 배척

하 고, 소품문가들은 고문의 법식을 파괴하기까지 하면서 情을 중시

하는 明代 문학을 적극 긍정했다. 순조조 관각문인들은 재도론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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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朴南壽의 묘지명에서는 묘주와 박지원과의 갈등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는가 하면 묘주의 士節 역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부인 

묘지명에서는 수동적인 유가적 여성상을 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묘

주에게서, 富貴榮祿을 도외시하고 학식을 겸비한 女士的 면모를 찾아 

부각시키고 있다. 傳이든 墓誌銘이든, 남공철은 상 인물의 공적보다

는 자의식 내지 자기 신념을 소중히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의 序와 記는, 문체 자체의 성격도 그렇거니와 앞의 척독이

나 제발, 전이나 묘지명에 비해 상 적으로 議論的 성향이 두드러지

다. 본고에서는 窮士를 위무하는 논리를 편 글, 近臣이자 관료문인으

로서 王化를 고취한 글, 귀거래 의식과 관련한 지향을 드러낸 글로 

나누어 분석했다. 窮士의 불우함을 위무하는 논리를 편 글에서는 시

인의 궁달과 시의 工拙의 연관성에 해 논의하고 있는데, 처한 상황

에 따라 상 인물을 위무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즉 신분적 한

계 때문에 달할 가능성이 낮았던 南有衡이나 閔範大에 해서는 그

들의 詩才를 기리거나 불우함으로 인한 울울한 심회에 공감하는 방법

으로, 장차 달의 가능성이 높았던 金載璉에 해서는 달 이후에 

능력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상 인물의 

불우함을 위무하고 있다. 남공철의 序와 記에는 의론뿐 아니라 의식

의 고취 혹은 지향의 표출로 일컬을 수 있는 면모도 확인된다. 오랜 

기간 관료 생활을 하 기에 지을 수 있었던 글들 가운데 지방관으로

서 王化를 고취하고 與民同樂하는 즐거움을 부각한 글들이 주목된다. 

특히 <小豐樂亭記>와 같은 글은 관료문인으로서 王化를 고취함과 

동시에 구양수에 한 지향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문장에 한 애호

에서 출발한 구양수에 한 지향은 귀거래를 소재로 한 일련의 글들

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공철은, 구양수가 관각문인으로 활

동하면서 44세에 귀거래를 준비하여 64세에 귀거래를 성취한 것을 

본받아 그 자신도 40세경부터 귀거래를 준비하 다. 경기도 광주에 

又思潁亭과 玉磬山莊이라는 별업을 마련하고 그곳을 소재로 한 <又

思潁亭記>․<玉磬山莊記>․<遁村四景圖跋> 등과 여러 편의 시를 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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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公務의 번다함으로 인해 광주에 오가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50  초중반에 광주의 별업과는 별도로 龍山에 心遠亭과 亦畵

舫齋라는 별업을 두고 그곳을 경 하게 된다. 又思潁亭이나 亦畵舫齋

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공철은 귀거래와 관련하여 구양수

에 한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공철의 

귀거래는 구양수의 그것과 거리가 있었다. 구양수의 귀거래는 벼슬에

서 완전히 물러나 潁水로 돌아간 이후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의 귀거래 던 반면 남공철의 귀거래는 관직을 그만두

기 전부터 틈나는 로 성취하던 京郊로의 귀거래, 즉 中隱 혹은 市

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남공철을 포함하여 金祖淳 ․ 沈象奎 ․ 李相璜 등은 젊은 시절에 패

관소품을 애호하고, 정조로부터 문체 문제로 견책을 당했던 인물들이

다. 정조조에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며 정조의 기 를 모았던 이들은 

순조조, 즉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도정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

다. 이들은 정치적 이력뿐만 아니라 문학적 입장이나 지향 또한 흡사

했다. 이들 문인 그룹을 순조조 관각문인 그룹이라 칭할 수 있겠는데, 

洪奭周나 金邁淳과 같은 동시  고문가 그룹, 李鈺이나 金鑢 등의 소

품문가 그룹과 견주어 보면 이 그룹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이 보다 

선명해진다. 漢學과 宋學에 한 입장을 기준으로, 고문가 그룹은 송

학을 절 적 우위에 두었던 반면 소품문가들은 한학이니 송학이니 하

는 것에 아예 관심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순조조 관각문인 그룹은 漢

宋折衷論을 내세웠는데 표면적으로는 한학과 송학의 장점을 균형 있

게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 유입된 漢學에 더 주목하고 있

었다. 훈고 혹은 고증의 방법을 중시하는 한학은 瑣細한 것에 관심을 

보이며 眞僞의 판별 등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소품문이나 고동서화 취

미와 친연성을 보인다. 한편 문학관과 문학 활동 면에서 고문가들은 

경세치용을 중시하는 효용론적 문학관을 내세우며 明代 문장을 배척

하 고, 소품문가들은 고문의 법식을 파괴하기까지 하면서 情을 중시

하는 明代 문학을 적극 긍정했다. 순조조 관각문인들은 재도론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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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道의 의미를 유연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창

작에 소품취가 틈입할 여지가 다분했다. 선호하는 문체를 기준으로, 

고문가들의 문집에는 관각문자가 절 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척독이나 

제발과 같은 문체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소품문가들의 문집에는 척

독이나 제발, 일기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序記와 같

은 글에서조차 소품취가 다분하다. 순조조 관각문인들의 문집에는 관

각문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품취가 다분한 척독이나 제발 

또한 중요한 비중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남공철이나 김조순 등

과 같은 순조조 관각문인 그룹은 기본적으로 재도론적 문학관을 표방

하면서도 젊은 시절부터 소품문을 가까이 접하고 애호하여 고문뿐 아

니라 소품문에 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취하여 고문과 소품문의 자장 

안에서 그 사이를 오가며 창작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시절 소

품문을 열독하며 소품 취향이 강한 척독과 제발을 활발히 창작하

고, 폭넓은 교유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불우한 인물들에 한 관심을 

문장으로 표명하 으며, 순조조에 들어서 중년기를 맞이한 이들은 京

郊에 별업이나 거처를 마련하여 그곳을 경 하며 ‘中隱’을 실천하

다. 이러한 특징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남공철이며, 

본고에서 살피고 있는 그의 산문은 이와 같은 특징을 선명하면서도 

자세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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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송철의 선생님

본고는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현  한국어 인용구문의 다양한 

양상을 기술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상, 연구 방법을 밝히고 인용구문에 한 

이전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인용구문에 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인용구문 

논의에 필수적인 인용의 방식과 인용구문의 범위, 인용구문의 구성요

소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인용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구분의 필요성과 구분 기준에 해 고찰해 보고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중간적 방식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간적 방식들 가운

데 현  한국어 구어에서는 자유직접인용과 반직접인용, 그리고 유사직

접인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 다. 또한 인용구문을 ‘인용동

사가 사용된 구문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는 피인용

문을 보어로 취하는 구문’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인용구문과 유사하

나 인용구문으로 볼 수 없는 구문들을 제외함으로써 인용구문의 범위

를 확실히 하 다. 인용구문의 구성요소로는 인용동사, 피인용문, 인용

표지가 있다고 보고 인용구문에서 이들의 역할에 해 고찰하 다. 

3장에서는 인용술어를 다루었다. 먼저 구어 인용술어의 특징에 

해 알아본 후 인용술어를 인용동사와 인용 복합술어, 인용 관용표현

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과 특성에 해 논의하 다. 구어 인용술어




